




머리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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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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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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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학회의 논문, 학술대회 발표 및 세미나 동영상, 유명 연구자 인터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를 

다녀와 학술적인 동향을 회원들이 정리하여 제공하는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 서비스도 2년 전부터 시작하여 2009년

에는 양적․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꾸준한 연구인력 정보의 축적으로 기계공학 연구를 위한 정보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실험실 소개(Mechanical LAB)는 기계공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기계

공학 분야의 실험실을 조사하여 수집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각 대학 실험실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실험실 소개는 지도교수, 연락처, 실험실정보, 홈페이지 정보를 

기본으로 실험실소개, 연구분야, 연구성과, 프로젝트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앞으로의 연구 

환경을 전망할 수 있도록 논문, 프로젝트 등을 요약하였고, 국내 17개 대학의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

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분야 및 성과를 통해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소개 등으로 기계공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단, 각 대학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실험실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메트릭은 학술정보, 공학사전, 멀티미디어 정보, 기계공학 분야의 칼럼, 인력, 동향,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멀티미디어 및 사실 

정보의 보강, 포털 서비스의 강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많은 분들이 메트릭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으시기를 바라며, 메트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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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11월

이   석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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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초정밀가공 실험실

▶ 광기전계측 실험실

▶ 공작기계실험실

▶ CAD/CAM 실험실

▶ 유공압제어 실험실

▶ 로봇 및 메커니즘 설계실험실

▶ 유체공학 실험실

▶ 내연기관 실험실

▶ 열전달 실험실

▶ 공조냉동 실험실 

▶ 기계운동학 실험실

▶ 메카트로닉스 실험실

▶ 재료강도 및 구조신뢰성 실험실

▶ 로보틱스 제어 실험실

▶ 소음진동 실험실

▶ 파괴역학 실험실

▶ 소재성형 실험실

▶ 응용역학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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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정 가공 실험실

지도교수 왕덕현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김상현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07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dhwang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플라즈마 이온주입(Plasma Source Ion Implantation), 

마이크로 입자 분사가공(Micro Particle Blasting), LabVIEW 시스템에 

의한 검사계측 자동화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Precision & Nontraditional Manufacturing(정 가공 및 

특수가공)

- 플라즈마 이온주입에 의한 공구 마멸특성

- 마이크로 블레스팅 가공기술

2. Precision Measurement(정 측정)

- LabVIEW에 의한 실시간 측정기술

3. Design & Prototyping(설계 및 시제품제작)

- CATIA에 의한 설계 및 제작

- 쾌속조형기(Rapid Prototyping)에 의한 시제품 제작

■ 연구성과

강성기, 김영규, 왕덕현, 전영록, 김원일

WC-Co 공구의 이온 주입에 따른 표면층 및 가공된 표면거칠기 특성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0, Vol. 9, No. 1, pp. 106~113

강성기, 왕덕현, 김원일

플라즈마 이온주입에 의해 표면개질한 초경공구의 가공특성

한국정 공학회지, 2010, Vol. 27, No. 1, pp. 33~40

김성원, 왕덕현, 김원일

마이크로 연마입자 분사를 이용한 티타늄합금의 표면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09, Vol. 8, No. 4, pp. 20~27

J. K. Sung, D. N. Lee, D. H. Wang and Y. M Koo

Efficient Generation of Cube-on-Face Crystallographic Texture 

in Iron and its Alloys

ISIJ International, 2011, Vol. 51, No. 2, pp. 284~290

S. Park, D. H. Wang, D. Zhang, E. Romberg and D. Arola

Mechanical properties of human enamel as a function of age 

and location in the tooth

J. of Materials Science : Materials in Medicine, 2008, Vol. 19, 

No. 0, pp. 2317~2324



METRIC 2012년 Mechanical Lab.

4

실 험 실 광기전계측 실험실

지도교수 김병창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bckim

■ 실험실소개

광기전계측실험실(OOPS!)은 광학+기계+전자공학이 결합된 광기전공

학(옵토메카트로닉스:Opto-Mechatronics)을 기반으로 초정  시스템

을 연구/개발 한다. 휴대폰, 반도체, 대형 브라운관, CD/DVD 등은 옵토

메카트로닉스(Opto-Mechtronics)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제품들

이며, 그 외 대형 선박/항공기, 자동차부품 등을 개발 또는 QC(제품관

리)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 연구분야

- 광학식 3차원 미세형상 측정 

- 비구면 및 자유곡면 형상 측정 

- 간섭계 설계 및 측정 알고리즘 

- 접촉식 삼차원 측정 

■ 연구성과

See-Han Lee, Byoung-Chang Kim

Workspace and Force-Moment Transmission of a Parallel 

Manipulator with Variable Platform

J.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2006, Vol. 

12, No. 2, pp. 138~144

Byoung-Chang Kim, Seung-Woo Kim

Multiple-Point-Diffraction Interferometer: Error Analysis and 

Calibration

J.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2005, Vol. 16, No. 4, pp. 

361~365

Byoung-Chang Kim, Ho-Jae Lee, Seung-Woo Kim

Multiple-Point-Diffraction Interferometer: Error Analysis and 

Calibration

J.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2005, Vol. 16, No. 4, pp. 

361~365

Byoung-Chang Kim

Position determination using multi-lateration method

J.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2006, Vol. 

12, No. 9, pp. 856~860

Byoung-Chang Kim, Seung-Woo Kim

Point-Diffraction Interferometer for 3-D Profile Measurement of 

Light Scattering Rough Surfaces

J.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2003, Vol. 14, No. 5, pp. 

504~508

■ 프로젝트

[나노정 도 자유곡면 형상 측정기술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6.1-2007.10

[장방형 대형 후곡판용 점진적 롤성형 시스템 개발(곡가공 측정용 기술

개발)] 산업자원부,2006.10-2008.10

[홈 시큐리티용 고해상 네트워크 카메라를 위한 CCTV Lens 개발] 산업

자원부, 2008.5-2009.4

[공작기계용 초정  saddle 개발] 창원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2009.3-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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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작기계실험실

지도교수 김원일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진영길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kimwonil

■ 실험실소개

공작기계의 기술적인 문제해결과 각 종 소재에 대한 역학적인 이론 해석

을 통하여 기계제품의 고품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의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연구내용으로는 공작기계에 있어서 금속 및 비금속 재료에 대한 절삭성 

평가, 공구수명 및 파손검출, 가공상 발생되고 있는 진동현상, 공작기계

의 성능해석, 절삭공정의 적응 제어 및 감시장치 개발, 초음파 진동에 

의한 정 가공 등 합리적인 운연을 위한 이론해석과 가공상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 정 가공분야의 이론적인 해석

- 가공상의 기술적인 문제해결

- 각종 재료의 역학적인 해석

- 공구수명 및 성능평가

- 피삭성 조사

- 가공상 발생하는 진동해석

- 가공공정의 적응해석 등 기술적 검토

■ 프로젝트

[초경절삭공구의 인선결선에 관한 연구] 

[WC-Co재의 고능률적 연삭가공조건에 관한 연구] 

[초음파 진동에 의한 탄소섬유 강화수지의 절삭특성에 관한 연구]

실 험 실 CAD/CAM 실험실

지도교수 강재관

전공분류 CAD/CAM

박사과정  이경부

석사과정  송진영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kkang

■ 실험실소개

CAD나 CAM의 이론은 곡면기하학 또는 데이터구조론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그 추구하는 목표는 CAD/CAM S/W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

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CAD/CAM S/W의 이론이 

아닌 CAD/CAM S/W의 운용 능력입니다. 따라서 경남대학교 實事求

是 CAD/CAM실험실은 첫째 상용 CAD/CAM 시스템의 깊은 이해와 

응용을 우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특수 목적의 

CNC 머신(레이저컷팅머신, 다이레스포밍머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

용S/W를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① CAD/CAM

- 5축 CNC 가공

- 다이레스 CNC 포밍

- 레이저 응용 가공(마킹/절단)

-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② 정 측정

- 캠 및 캠 샤프트 형상 정 도 측정

- 터빈 블레이드 형상 정 도 측정

■ 연구성과

강재관

5축 레이저절단기용 포스트프로세서 및 절단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

한국기계가공학회, 2009, Vol. 7, No. 4,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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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공압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염만오

전공분류 동역학 및 제어부문(Dynamics and 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안정희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yummanoh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유공압 장치의 이해 및 응용 능력 함양, 제어이론을 

유공압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ER유체의 실용화를 위한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ER유체는 비전도성의 절연성 오일 속에 강한 전도성의 고체 미립자

를 분산시킨 현탁액이며, 전기장의 강도에 따라 유변학전 특성이 변화하

는 기능성 유체입니다.

■ 연구분야

- 유공압제어

- 유체기계 및 지능성 유체(ER Fluids)

■ 연구성과

장성철, 염만오

ER유체로 작동되는 적층형 밸브의 제작 및 성능실험

한국공작기계학회, 2003, Vol. 0, No. 0, pp. 0~0

장성철, 염만오

평판형 ER-Valve의 제작 및 성능실험

한국공작기계학회, 2003, Vol. 0, No. 0, pp. 0~0

장성철, 김도태, 염만오

평행평판 간극내에서 전기장의 강도변화에 따른 분산계 ER유체의 유 

량-압력강하 특성

한국공작기계학회, 2003, Vol. 0, No. 0, pp. 0~0

실 험 실 로봇 및 메커니즘 설계실험실

지도교수 김한성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rndlab

■ 실험실소개

영문으로는 RND LAB(Robotics and Mechanism Design Laboratory 

or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y)입니다. 로봇 및 메커니

즘 설계 실험실에서는 기계,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로봇공

학 분야 및 지능형 기계의 핵심인 메커니즘 설계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

다. 로봇 메커니즘 및 제어기 설계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설계 개발에서

부터, 3D CAD, 시뮬레이션(ADAMS, FEM) 및 제어 S/W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연구분야

- 병렬형 로봇 설계 및 정 도 향상(Calibration) 연구

- 순응장치(Compliance Device)를 이용한 산업용 로봇의 힘/위치 

동시 제어

-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환경 S/W 개발

- 평면 병렬형 로봇의 고속제어

- 4족 보행 로봇 개발

■ 연구성과

김한성

평행사변형 기구를 이용한 평면 병렬형 병진운동 기구 개발

한국정 공학회논문집, 2007, Vol. 24, No. 8, pp.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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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체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오건제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배춘근, 이수화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ohkj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유체공학에 관한 실험과 계산을 수행하는 연구실로서 기계

공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업현장 어느 곳에서

도 유체에 관련된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방대하다.

■ 연구분야

- Fluent를 사용한 유동해석 

- 유체기계 내부의 3차원 점성유동 해석 

- 축류형 유체기계(축류팬, 선풍기, 프로펠러 등)의 설계 및 모델링 

- 스윕을 가진 냉각탑용 쿨링팬의 설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스윕을 가진 냉각탑용 쿨링팬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 유체기계 설계자동화 S/W(GUI 기반) 개발

■ 연구성과

Large Eddy Simulation of the compressible flow over a cavity 

with high aspect ratio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4, Vol. 9, No. 1, pp. 1~9

스윕을 가진 냉각탑용 쿨링팬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한국산업응용학회지, 2004, Vol. 7, No. 1, pp. 33~39

스윕을 가진 냉각탑용 쿨링팬의 설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지, 2003, Vol. 6, No. 4, pp. 307~313

큰에디모사기법을 이용한 공동 주위의 압축성유동해석

추진공학회지, 2003, Vol. 7, No. 1, pp. 40~48

강재관, 이학선, 오건제, 정종윤

냉각탑용 축류팬 설계 및 금형제작의 자동화

IE Interfaces 산업공학, 2000, Vol. 13, No. 4, pp. 717~724

실 험 실 내연기관 실험실

지도교수 김치원

전공분류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종진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kim612ch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자동차부품 및 항공/선박의 동력원인 내연기관의 저연비/

저공해에 대한 개발/연구를 수행합니다.

■ 연구분야

- 디젤 Common-Rail 분사/연소특성 해석

- 가솔린 LeanBurn 엔진의 해석

- UltraSonic 가진 연료분사/연소 해석

- 동력흡수 및 구동장치의 기술개발

- Chassis/Magnetic clutch/Injector controller의 설계/개발

■ 프로젝트

[회전용적형 펌프 개발] 특허, 94-1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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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열전달 실험실

지도교수 이종붕

전공분류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박사과정  오광윤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jblee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열역학 및 유체역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전도열전

달, 복사열전달, 강제 및 자연대류 열전달, 냉동시스템 해석, 열물성치 

측정 등 이에 따른 열전달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열교환기 등 각종 열전

달 기기의 성능향상과 공간내에서 에너지 이동현상 등을 실험 및 수치해

석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최적 고성능 열교환기의 설계 및 

냉동시스템 해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열전달 

해석에서는, 본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STAR-CD, Fluent 등을 이용하

여 수치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원들이 

열공학적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드화하여, 실제문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열전달 및 물질전달

- 열펌프 및 냉동 시스템

- 응축열전달 및 증발열전달

- 대체냉매 및 혼합냉매

- 열교환기의 최적화설계법 

■ 연구성과

이종붕, 배내경, 상희선

원적외선 가열에 의한 고추의 건조특성

한국산업응용학회지, 2003, Vol. 6, No. 1, pp. 0~0

이종붕, 배내경, 상희선

가정용 온수보일러의 성능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지, 2003, Vol. 6, No. 3, pp. 0~0

이종붕

자유수면에 낙하하는 물체의 충격압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 2002, Vol. 4, No. 3, pp. 0~0

J. B. Lee, B.B. Saha, S. Koyama, K. Kuwahara, K.C.A. Alam, Y. 

Hamamoto, A. Akisawa, T. Kashiwagi

Performance Evaluation of a Low-Temperature Waste Heat 

Driven Multi-bed Adsorption Chiller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phase Flow, 2003, Vol. 29, No. 0, 

pp. 0~0

Jong Boong Lee, Shigeru Koyana, OBidyut Baran Saha, Ken 

Kuwahara, K.C.A Alam, Y. Hamamoto, A. Akisawa, T. Kashiwagi

Performance Evaluation of Dual-Mode, Multi-Stage, Multi-bed 

Regenerative Adsorption system

Japan Society of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200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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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조냉동 실험실

지도교수 이준경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junkyung

■ 실험실 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각종 튜브 내의 유동 가시화(flow visualization), 열전

달(heat transfer), 온도장 측정 그리고 수치해석 툴을 이용한 유동과 

열전달 해석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가시화 

부분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IV 기법은 유체의 유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2차원 측정과 

3차원 측정이 가능하다. 수평 원형 관, 90도 곡관, 동심 원형 이중 관 

그리고 실린더 후류에 관한 2차원 연구는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는 3차

원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온액정(liquid crystal)을 이용해서 

온도와 속도장을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은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이상)에 각자의 학위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에 있습니다. 

■ 연구분야

- Two phase flow & Heat transfer

- HVAC&R Devices

- Cryogenic Devices 

■ 연구성과

J. K. Lee and S. Y. Lee

Assessment of Prediction Models for Dividing Two-Phase Flow 

at Small T-Ju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exchangers, 2005, Vol. 6, No. 0, 

pp. 217~234

J. K. Lee and S. Y. Lee

Distribution of two-phase annular flow at header-channel 

junctions

Experimental Thermal and Fluid Science, 2004, Vol. 28, No. 0, 

pp. 217~222

J. K. Lee

Branching of Two-Phase Flow from a Vertical Header to 

Horizontal Parallel Channel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23, 

No. 6, pp. 0~0

J. K. Lee

Two-phase flow Behavior inside a Header Connected to Multiple 

Parallel Channel

Experimental Thermal and Fluid Science, 2009, Vol. 33, No. 0, 

pp. 195~202

J. K. Lee, S.H. Kim, H.J. Kim and J.W. Cho

A Study on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in HTS cable core with 

two flow passages

J. Applied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2008, Vol. 10, No. 

10, pp.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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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기계운동학 실험실

지도교수 박종근

전공분류 기구학(Kinema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jkpark

■ 실험실소개

기계의 설계를 위해서는 장치 각 부품들의 기구학적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계 운동학은 각종 기계장치의 운동 시 발생하는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을 해석하는 학문으로서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온 매우 오래된 학문입니다. 기계운동학실험실은 기구학 및 동

역학을 기본으로 한 CAD/CA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계시스템에서의 

기구 메커니즘을 설계 및 해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구 메커니즘의 설계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해석이 필수

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ADAMS, NASTRAN, WORKING MODEL 같

은 해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연구 중이며, FORTRAN 및 MATLAB을 

이용해서 만든 CAM 설계 프로그램을 교육 및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기구설계 및 해석

캠운동 해석 및 윤곽곡선 설계

휴대폰의 힌지기구 설계

동력전달용 기구 설계

로터리 액추에이터(Rotary actuator) 신규타입 개발

로봇팔의 최적 운동 해석

최소 과부하 궤도를 이용한 로봇팔의 장애물 회피 최적운동계획

■ 연구성과

Park, J.-k. and Bobrow, J. E.

Reliable Computation of Minimum-Time Motions for Manipulators 

Moving in Obstacle Fields Using a successive search for minimum 

overload trajectories

Journal of Robotic Systems, 2005-01, Vol. 22, No. 1, pp. 1~14

Park, J. k.

Convergence Properties of Gradient-based Numerical Motion- 

optimizations for Manipulator

robotica, 2004, Vol. 22, No. 6, pp. 649~659

이수준, 박종근

스파이럴 스프링을 이용한 휴대폰 슬라이드 기구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 2004-10, Vol. 

0, No. 0, pp. 265~268

Park, J.-k. and Bobrow, J. E.

Minimum-Time Motions of Manipulators with Obstacles by 

Successive Searches for Minimum-Overload Trajectories

IEEE International Conf. Robo. Auto., 2002-05, Vol. 0, No. 0, 

pp. 1302~1308

이수준, 박종근

휴대폰 폴더힌지기구를 위한 원통캠 형상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 2005-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슬라이드 방식 휴대폰의 슬라이딩장치] 한국 실용신안 특허 출원일자 

2004. 06. 04

[이동통신 단말기의 슬라이딩 개폐장치] 한국 발명특허 출원일자 2005, 

3, 11

[이동통신단말기의 개폐장치] 한국 실용신안특허 출원일자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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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메카트로닉스 실험실

지도교수 나언주

전공분류 

박사과정  Vu Minh Hung

석사과정  Phan Manh Quan, 이동대, 강현옥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naej

■ 실험실소개

기계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

학이다. 오늘날의 자동차·항공기, 기계와 생산가공, 시험 및 계측을 비롯

한 대부분의 기계와 공정들은 전기와 기계적 본질이 어우러진 복합체로, 

기계·전자·시스템 등 한 어느 분야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메카트로닉스는 공학의 여러 분야가 복합된 학문을 말한다. 학문의 주요 

목표는 첫째 기존의 기계적인 함수들을 메카트로닉스 함수로 바꾸어 

기계의 유연성과 재합성을 쉽게 하고, 둘째 복잡한 기계 시스템에 효과

적인 제어를 구현하며, 셋째 기계적·전기적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하

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신 기계공학 분야에 계측·구동·마이크

로프로세서·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대학에서는 크게 기계의 운동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와 해석이론에서 시작해 컴퓨터를 이용해 기계요소를 설계하

고 가공까지 하는 기계공학,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기전자회로 이론 및 

응용 등을 다루는 전자공학, 기계·전자의 복합적 구성체를 하나의 통합

된 시스템으로 해석하고 설계하는 시스템공학 분야 등으로 나누어 교과 

과정을 운영한다. 1980년 중반 이후부터 기계제품에 대한 전자 제어 

응용분야 즉 메카트로닉스 산업분야는 급속히 발전되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CNC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PLC, CAD/ 

CAM,OA기계, 센서류, 또한 우주 기기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서 그 필요성과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어 지고 있다. 

■ 연구분야

1.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

- 자기부상 초고속 모터 설계 및 제어

- 능동 자기부상 베어링 설계 및 제어

- 자기부상 플라이휠 전지 설계 및 제어

- 인공심장용 자기부상 펌프

- 자기부상 로봇관절 설계 및 제어

- 고장강건 자기부상베어링 설계 및 제어

2. 능동 진동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어

- Magneto Rheological(MR) Squeeze Film 댐퍼 개발 초고속 회전

기계용 공기부상 능동베어링 개발

3. 회전체 동력학 설계

- 회전체 진동 설계

- 유체저널베어링, Pressure Dam 베어링, Tilting Pad 베어링 해석 및 

설계

- 공기부상 저널베어링 해석 및 설계 

■ 연구성과

나언주, 최상규 외

반경방향 고온초전도베어링의 Squeeze Film 댐퍼 설계

2002 기계관련 산학연 연합 심포지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 

Vol. 0, No. 0, pp. 0~0

나언주

6극 호모폴라 자기베어링의 고장강건 제어

2004 춘계학술대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 Vol. 0, No. 0, pp. 

0~0

Na, U. J.

Bidirectional Magnetic Bearing with Fault Tolerant Capability

Internoise 2003, Jeju, Korea, 2003, Vol. 0, No. 0, pp. 0~0

Na, U. J.

A Four Active Pole, Permanent Magnet Biased Homopolar 

Magnetic Bearing with Fault Tolerant Capability

Internoise 2003, Jeju, Korea, 2003, Vol. 0, No. 0, pp. 0~0

Kenny, A., Provenza, A., Na, U. J. et al

Novel Actuator for Magnetic Suspensions of Flywheel Batteries

Proceedings of IECEC01, IECEC2001-AT-84, 36th Intersociety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Conference, 2001-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영구자석형 고장강건 자기베어링 제어 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신기술

실용화사업, 2003. 08~2004. 07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Suspension Using a 

Magnetic Field] U.S. Patent No. 6323614

[자기 베어링의 고장 진단/치료 시스템과 그 방법] 자기 베어링의 고장 

진단/치료 시스템과 그 방법, 국내특허 출원, 출원일 2004.06.29. 특허

출원 제2004-0049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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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강도 및 구조신뢰성 실험실

지도교수 이치우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강창학

석사과정  양성문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cwlee

■ 실험실소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명예측, 안정성 및 설계/분석 및 평가방법을 연구 

개발한다.

■ 연구분야

- 기계설계

- 구조 신뢰성 공학

■ 연구성과

범용 대형 라운딩 벤딩 MACHINE 개발(미성정 )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기준(삼성중공업)

4각 튜브 벤딩 가공기 개발(삼진정공)

Portable Miling Machine 개발(영진산업)

정 가공용 스템핑 다이 가이드 포스트 및 메탈 부싱 개발(산업지원부)

가스 연소장기 개발(㈜ 국립기술품질원)

만능 생선회 및 공업용 대형 가공기계(거산아이템)

■ 프로젝트

[만능생선회 자동가공기계] 2000, 가산아이템

[정 가공용 스템핑 다이 가이드 포스트 및 메탈부싱 개발] 1998~1999, 

산업자원부

[몰리브덴 내장형 메탈 부싱 개발] 1998~1999, 첨단정공

실 험 실 로보틱스.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한성현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Nguyen Van Quyet, Nguyen Huu Cong, 심병균, 김준홍, 오세봉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shhan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Robotics Laboratory. Founded in 1995, the Lab 

is located in the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yung- 

nam University.

Our current research activities focus on all aspects of movement: 

from the coordination and learning of natural motions, with 

applications to movement generation for industrial robots and 

characters, to vision-based tracking of human movement, the 

segmentation of complex movements, recognition of gestures, 

medical imaging

The unifying thread in our approach to these problems is the 

use of physics-based models: by constructing computational 

models of varying levels of sophistication for, e.g., robots, 

humans, and the environments that they function in, our hope 

is to develop more accurate, reliable, and efficient algorithms 

for movement generation, analysis, and recognition. Our research 

draws heavily upon tools from a broad range of disciplines, from 

mathematical systems theory and methods of differential 

geometry and Lie groups, to computational geometry, theory 

of algorithms, and human motor control. We invite you to 

browse these pages, and to contact us for further information. 

■ 연구분야

  - High-Precision/Speed/Payload Robots 

  - Human-Robot Interaction(휴먼친화형 로봇장치 개발) 

  - Medical Applications(재활 기구) 

  - Mobile/Walking Robots(이동/보행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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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소음진동 실험실

지도교수 한상보

전공분류 소음(Nois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sbhan

■ 실험실소개

저소음·저진동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공학적 지식과 소음과 진

동의 관점에서 기계의 성능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구조물의 

특성을 해석하는 이론적·실험적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소음진동연구실에서는 Modal Testing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실험 

방법의 개발, 실험 장비의 적절한 운용 등을 바탕으로 기계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감쇠비, 모드형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진동/저소음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실험들을 위해서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며, 우리 실험실에

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CF-350, B&K2035 등 신호분석기, 함수발

생기, 가속도계를 포함한 각종 센서와 게이지 등을 다량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소음측정 장비로 SLM, 음향인텐시티측정기, 스피커 등의 소음 

관련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동역학 및 진동

2. 음향 및 소음

3. 기계시스템 계측 및 제어

■ 연구성과

박종훈, 한상보

가변 동흡진기 구축을 위한 예비 실험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 Vol. 0, No. 0, pp. 329~334

B. F. Feeny, 한상보

Enhanced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for the Modal 

Analysis of Homogeneous Structures

Journal of Vibration and Control, 2002, Vol. 8, No. 1, pp. 19~40

윤신일, 박근효, 한상보

전기점성유체와 압전세라믹을 이용한 복합지능구조물의 진동제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3, Vol. 2, No. 0, pp. 539~547

윤신일, 박근효, 한상보

PZT와 ER유체를 적용한 복합지능구조물의 진동제어

대한기계학회, 2003, Vol. 0, No. 0, pp. 0~0

윤신일, 박근효, 최윤대, 한상보

전기유동유체와 압전세라믹을 이용한 복합지능구조물의 감쇠특성연구

한국공작기계학회, 2003,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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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파괴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이환우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rhee

■ 실험실소개

파괴역학연구실(Laboratory for Research on the Fatigue & Fracture 

Mechanics : LRFM)에서는 각종 기계·구조물의 파손사례에 파괴역학을 

적용하여 파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궁극적으

로 파손-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설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The Laboratory for Research on the Fatigue & Fracture Mechanics, 

the LRFM, is the center for materials research at the Kyungnam 

University. The LRFM members include Prof. Hwan W. Rhee, 

research associates, and graduate students. Our current and 

past research has focused on both experimental testing and 

numerical simulation of fatigue and fracture in variety of 

materials. Research achievement in this field are translated 

directly into safer and more economical high performance 

structures, for example, welded steel frames subjected to strong 

earthquake motions, pressure vessels, pipelines, long-span bridges, 

aircraft and naval vessels.

■ 연구분야

1. 피로수명 평가 및 피로수명 향상대책

2. 부식피로거동 해석

3. 균열보수대책

4. 파괴인성평가

5. 항공기 구조 건전성 평가

6. 응력확대계수의 수치해석

7. 금속-세라믹 계면파괴거동해석

8. 지능형 재료 및 구조물 개발

■ 연구성과

H.W. Rhee and W.S. Jeon

Analysis of Crack Growth in the Stiffened Panels by using Finite 

Element Method

Journal of the KSPE, 2000, Vol. 17, No. 4, pp. 197~202

Eui Jong Rhee and Hwan Woo Rhee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of Stiffened Panels Subjected 

Overload

Proceedings of the KSME Autumn Annual Meeting 2001, 2001, 

Vol. 0, No. 0, pp. 11~17

H.W. Rhee and S.G. Kang

Analysis of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in the Stiffened 

Panels with Bonded Symmetric Stiffener

Journal of the KSPE, 2000, Vol. 17, No. 5, pp. 168~172

Eui Jong Rhee and Hwan Woo Rhee

Crack Growth Analysis and Crack Arrest Design of Stiffened 

Panels(Ⅰ)-Numerical Approaches to Crack Arrest Design Chart

Journal of the KSMPE, 2005, Vol. 4, No. 2, pp. 43~49

Eui Jong Rhee and Hwan Woo Rhee

Crack Growth Analysis and Crack Arrest Design of Stiffened 

Panels(Ⅱ)-Numerical Simulation of Crack Arrest Behavior

Journal of the KSMPE, 2005, Vol. 4, No. 2, pp.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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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소재성형 실험실

지도교수 김용조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yohngjo

■ 실험실소개

소재성형 실험실에서는 금속재료의 소성변형과 관련한 공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곳이다. 즉, 공학적 재료(engineering materials)의 소성변형

(plastic deformation)에 관한 이론적 문제의 해석, 성형기술과 관련한 

문제의 해석, 금속성형금형 및 사출금형의 설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금속의 소성변형문제의 해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DEFORM-3D

를 사용하여 각종 산업기술적 문제를 해석하여 인근 기계산업체에 지원

하고 있다.

수송기계부품의 소형화, 경량화 및 고기능화, 부품의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성가공에 있어서 성형공정 및 금형설계에 대한 연구

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소성가공문제의 

해석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수치해석 프로그램 DEFORM, AFDEX, 

ABAQUS, MARC 등을 사용하여 단조, 압출 등의 성형공정을 해석하고 

있다. 또한 CAD에 기초한 금형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연구분야

1. 열간 및 냉간단조성형의 해석

2. 단조금형의 수명평가에 관한 연구

3. ALE FEM 기법에 의한 성형해석

4. 사출성형 금형구조설계를 위한 유동해석

실 험 실 응용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조상봉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병선, 구현수, 박상훈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85(월영동)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전    화 055)249-2626

홈페이지 http://mecha.kyungnam.ac.kr/labs/phome/phome_main.html?phome_code=sbcho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유한요소법(FEM)에 기초한 범용 수치해석 프로그램

인 ANSYS, ABAQUS, I-DEAS를 이용하여 열응력해석, 열전달해석, 

과도응답상태해석, 탄소성 응력해석, 접촉부의 응력해석 등의 구조해석 

수행 및 MSC. FATIGUE를 이용한 재료의 피로수명평가를 하고 있다.

 유한요소법은 복잡한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이 포함되는 편미분방정식 

문제를 일-에너지원리를 적용하여 등가의 대수적 문제로 변환시킨 후 

컴퓨터의 빠른 연산능력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강도해석과 같은 구조 해석을 비롯하여 소성가

공, 사출성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의 제반 생산 기반기술 분야에서 

현재 많이 응용되고 있다.

■ 연구분야

- 프레팅접촉시 발생하는 접촉부의 영향에 대한 비선형접촉해석

- 프레팅발생으로 인한 재료의 피로수명예측

- 프레팅 피로시험장치 개발

- 고속고압유압실린더의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안정성평가

- 이종재료의 계면응력해석

■ 연구성과

J. k. kim and S. B. Cho

Effect of second non-singular term of mode I near the tip of a 

V-notched crack

Fatigue Fract Engng Mater Struct, 2009, Vol. 32, No. 4, pp. 

3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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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정밀가공연구실

▶ CAE 및 마이크로/나노 최적설계 연구실

▶ 추진기관 실험실 

▶ 지능제어메카트로닉스 실험실 

▶ 자동제어 실험실 

▶ 음향진동 실험실

▶ 생산공학 실험실 

▶ 바이오 실험유체공학 연구실 

▶ 난류열전달연소 실험실  

▶ 고속유동연구실

▶ 공학설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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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가공연구실

지도교수 이영문(ymlee@k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선일

석사과정  장성규, 장은석

주    소 School of Mechanical E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

전    화 053-950-5574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ymlee/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This laboratory makes some special study of the cutting 

mechanics analysis and chip control such as Turning, Milling, 

Grinding, etc.. and also studying both of Force signal and AE 

signal with a established theory.

Recently, We have developed a program in connection with 

cutting, and also performing a study of cutting program to 

improve the Neutral network through a signal in connection with 

cutting and cutting appearance.

All the researchers of this laboratory are immersing ourselves 

in this study to make the best on-line system. 

■ 연구분야

초정  고품질 Worm gear shaft 절삭가공용 Thread whirling 

machine 개발

고경도 소재를 이용한 LCD 몰드 프레임 금형 기술 개발

■ 연구성과

이영문

Analysis of Worm Cutting Characteristics in Whirling Process 

Materials Science Forum, 2008, Vol. 0, No. 0, pp. 0~0

이영문

TOOL STRESS PATTERN DEPENDING ON TOOL GEOMETRY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2010, Vol. 

0, No. 0, pp. 0~0

이영문

CUTTING FORCES ANALYSIS IN WHIRLING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2010, Vol. 

0, No. 0, pp. 0~0

이영문

Cutting force signal pattern recognition using hybrid neural 

network in end milling 

TRANSACTIONS OF NONFERROUS METALS SOCIETY OF CHINA, 

2009, Vol. 0, No. 0, pp. 0~0

이영문

Structural stability estimation of whirling unit 

TRANSACTIONS OF NONFERROUS METALS SOCIETY OF CHINA,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Al-rich 세라믹 코팅층의 물성 향상 기술 개발] 2005.07~2006.04 

[CBN TOP SOLID 볼 엔드  개발] 2005.07~2006.04 

[판재 다열 Bead Roll 성형기 개발] 2005.09~2006.08 

[관재성형기술에 의한 자동차용 Cowl Cross Assy 부품 개발] 2005.09 

~2006.08 

[초정  첨단소재 휴대폰 표준복합시험기 개발] 2005.12~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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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AE 및 마이크로/나노 최적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김철(kimchul@knu.ac.kr)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Zhang Shuai, 이형석, 조명재, 박세복

석사과정  김주형, 이진우, 윤민옥, Zhou Kewei 외 6명

주    소 1370 Sankyuk-Dong, Book-Gu, Daegu, 702-701

전    화 053-954-1037

홈페이지 http://bh.knu.ac.kr/~kimchul/mainframe.htm

■ 실험실소개

The techniques developed here are by no means limited to 

various general engineering and electronic products.

■ 연구분야

The field of computer-aided engineering and aerospace research 

includes the challenging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esign 

of many types of MEMS, micro-machines, piezoelectric actuators, 

smart structures, automobile frames, aircraft, missiles, satellites, 

UAV(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ubmersible vehicles. For 

the design of these complicated mechanical and structural 

systems the advanced technology such as the Design Optimization 

combined with CAE tools(FEM, CAD), New Design Concepts, 

and Mechatronics is rigorously applied.

■ 연구성과

CheolKim and Kwang-Joong Kim

Optimum Design of Cantilevered Microprobes for Inspecting 

LCD Panels and Measurement of Contacting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2010, Vol. 24, No. 

15, pp. 2429~2434

Cherl-Hee Lee, Cheol Kim, Jae-Hee Park, and Dong-Muk Choi

Optimization of the Buffer Layer of a Side-polished Fiber-slab 

Coupler Based on a 3-D Alternating Direct Implicit Beam Pro- 

pagation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10, Vol. 56, No. 0, 

pp. 329~332

김준형, 김철

열간단조 플랜지의 형상에 따른 충전 및 응력해석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0, Vol. 34, No. 4, pp. 423~430

윤영삼, 김철

균일 분포하중을 주는 프렛와이어 스프링레일의 곡면형상식 유도

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10, Vol. 18, No. 4, pp. 79~83

김철, 장슈와이, 김선명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에 따른 CNF/PPy 필름의 전기전도도 및 굽힘센서

로의 응용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10, Vol. 23, No. 3, pp. 31~36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a Medium Duty Commercial Vehicle Corner 

Module with Disc Brakes]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승용차 자동변속기 파킹성능 최적화 Tool 개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

개발본부

[다목적 전륜 구동형 차축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동변속기의 기어래틀링해석을 위한 동역학모델] 현대자동차 남양연

구개발본부

[전동휠체어용 감속기의 최적화 개발] 중소기업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

제지원사업(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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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추진기관 실험실

지도교수 이충원(redpark486@hanmail.net)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주혁, 구건우, 전주식, 한의진

주    소 경북대학교 공대4호관 109호

전    화 053-952-0432

홈페이지 http://kpl.knu.ac.kr/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경북대학교 추진기관 실험실은 하이브리드 로켓의 기초 연소 실험 및 

흡입공기와의 혼합을 고려한 액체연료연소 연구, 저압력 타원형 디젤 

연료분사장치 개발 등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유한요소법은 수학적 이론 해석 및 구조 공학 분야에서 발전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구조물의 해석에 이용되고 있습

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고강도 경량 구조물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구조물의 응력해석 및 안정도 해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구조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응력, 변위, 안정도 등의 해석이 많이 행해지

게 됩니다.

■ 연구성과

2005.10.13.

Effect of nozzle hole configuration on spray characteristic for 

di diesel engine(ILASS-ASIA 2005) 

 

2003.09.01

Spra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a Dump-type ramjet 

combustor(KSME-international Journal VOL.17, NO.12) 

2002.11.2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urbulence 

generators sttached to an axial swirler nozzle on mixing and 

combustion(SCI)(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2002.09.09

Design and development of a new gasoline direct swirl injector 

(SCIE)(Journal of Automobile Engineering) 

■ 프로젝트

[NOx 저감을 위한 고효율 이유체 연료분사노즐의 개발(2차)] 2002.06 

~2003.05

[요소수용액 분사시스템 개발 및 가스거동 모델링] 2002.10~2003.10

[NOx 저감을 위한 고효율 이유체 연료분사노즐의 개발(3차)] 2003.06 

~2004.05

[저온 SCR 촉매공정을 위한 분사시스템] 2004.06~2004.08

[디젤기관의 NOx 저감시스템 개발] 2005.04~2005.10

[ 저압력 타원형 디젤연료분사장치 개발] 2005.06~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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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제어메카트로닉스 실험실

지도교수 이춘영(kimanbae1979@hanmail.net)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배기만, 자오깡, 심명규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번지 경북대학교 공대 3호관 304호

전    화 053-950-7541

홈페이지 http://icme.knu.ac.kr/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지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연구원 모두 로봇을 포함한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먼저 기본적인 전기 전자 그리고 컴퓨터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제어 시스템과 센서 그리고 액츄테이터 등을 연구한다.

■ 연구분야

Mechatronics는 기계 또는 기구에 전자기술이 결합되어 구성된 새로운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구(Mechanism) 또는 기계공학(Mechanics)

과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이다. 최근에는 메카트로닉스가 컴

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 처리기술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카트로닉스 산업이라고 하면 "기계기술"

에 "전자기술" 그리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하여 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최근 산업은 기계와 전기,전자가 함께 공존하는 Mechatronics 제품들

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봇이 

Mechatronics의 선두에 서 있다. 로봇은 기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제어, 센서, 컴퓨터 등 모든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10대 성장산업 중 로봇이 

포함되어 있다. 10대 성장 산업은 디지털 티브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동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S/W 솔루션, 바이오 산업 등으로 

향후 5-10년 후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 및 고용, 경제 발전을 위한 

차세대 산업이다. 

■ 연구성과

이춘영

Adaptive Backstepping Sliding Mode Control based Fuzzy Logic 

for Linear Synchronous Mot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ntrol and Automation, 

2011, Vol. 0, No. 0, pp. 0~0

이춘영

Adaptive Model Predictive Control based on Fuzzy and Genetic 

Algorithms for Control of Continuous 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ntrol and Automation, 

2011, Vol. 0, No. 0, pp. 0~0

이춘영

발목 염좌 방지를 위한 보행보조기구의 설계 

한국정 공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이춘영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LPG Tank with RBF Neural Network 

IEEE Sensors, 2009, Vol. 0, No. 0, pp. 0~0

이춘영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of Tank-Lorry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ial Electronics, 2009,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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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자동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이상룡(oksll@hanmail.net)

전공분류 동역학 및 제어부문(Dynamics and Control)

박사과정  얀레이

석사과정  오광석, 박재용, 김효균, 박근영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공과대학 3호관 304호 자동제어 연구실

전    화 053-952-2229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msca/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We have continuously carried out and researched many projects 

advanced in new things about mechatronics, Micro processor & 

control system since 1982.

Especially, We have taught and offered several companies 

regarding our taking technology of Hardware system using by 

Micom and of moto controller.

■ 연구분야

We have studied new tech fields, which are Bio, Ubiquitous, 

Nano, Embedded, FPD technologies, and so on. We will provide 

a verity of corporations with advanced in technology related our 

researching subjects.

■ 연구성과

이상룡

The Novel Calibration Method for 3-DOF Measurement System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2011, Vol. 0, pp. 0~0

이상룡

족압패턴에 의한 보행보조기를 위한 입각기 감지기법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2011, Vol. 0, No. 0, pp. 0~0

이상룡

New separation algorithm for touching grain kernels based on 

contour segments and ellipse fitting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SCIENCE C-COMPUTERS 

ELECTRONICS, 2011, Vol. 0, No. 0, pp. 0~0

이상룡

Stress and Vibration Analysis of Motor Back Plate in HDD 

Advanced Materials Research, 2011, Vol. 0, No. 0, pp. 0~0

이상룡

INTEGRATION MODEL REFERENCE ADAPTIVE CONTROL AND 

EXACT LINEARIZATION WITH DISTURBANCE REJECTION FOR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COMPUTING 

INFORMATION AND CONTROL, 2011, Vol. 0, No. 0, pp. 0~0

이상룡

Intelligent classification methods of grain kernels using computer 

vision analysis 

MEASUREMENT SCIENCE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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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음향진동 실험실

지도교수 노용래(iyb@kec.co.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정이봉, 우정동, 김회용, 신남호, 이원석, 임영섭, 송인성

석사과정  김성학, 김진욱, 표성훈, 박호찬, 이상곤, 이재영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번지 경북대학교 공대 6호관 511호 702-701

전    화 053-943-8716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musound/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우리 연구실은 음향/진동공학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학술연구와 더불

어 전자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음향/진동 Device(센서, 액츄에이터, 트랜

스듀서)의 설계, 제작과 특성 평가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우리 연구실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실 및 기업들과의 접한 

교류와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Siemens Medical Solutions의 UTL 연구

소(Ultrasonic Technology Ltd. Lab)를 유치함으로써, 순수한 학술적 

연구에서부터 다양한 응용분야에 걸쳐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에 

이르는 공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연구 분야로는 우선 음향/탄성의 전파 미케니즘을 이해하고 Analytical 

Analysis와 다양한 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설계/해석 분야와 

이를 실험적으로 측정, 검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연구 사례

는 Research Field의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분야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동 및 파동 해석을 위해 다루는 재료로는 

통상의 세라믹, 금속 재료를 포함하여 이방성 전자세라믹 및 단결정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인 예로 PZT, PVDF, LiTaO3 등의 압전재료, PMN

과 PMNT 등의 자왜재료 그리고 Terfenol-D와 같은 전왜재료 등이 있

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설계 및 해석 도구로는 

유한요소 해석 software인 ANSYS와 PZFlex, NISA(Nastran), CAD 

도구로인 AutoCAD, ProE Wildfire, Solidworks, CAM tool인 

Cimatron 그리고 각종 실험 및 자료 분석용 범용 soatware인 Matlab, 

LabView, Mathematica, Origin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 

연구를 위한 주요 장비들은 Lab Equipment에 나타나 있습니다.

■ 연구성과

노용래

2-2형 압전복합체 제작 및 등가 물성 도출 

한국음향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노용래

공진법을 이용한 1-3형 압전복합체의 단일상 등가물성 도출 

한국음향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노용래

등가회로를 이용한 후면추 고정형 Tonpilz 트랜스듀서의 공진 특성 

해석 

한국음향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노용래

Simple expressions of th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of a Lamb wave by a rectangular n

Ultrasonics, 2011, Vol. 0, No. 0, pp. 0~0

노용래

IDT형 Lamb파 센서에 의한 판상의 균열 검출 

한국음향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프로브 개발] 휴먼스캔 

2010

[3D Transducer 성능 평가] 프로소닉 2010

[수중 통신용 광대역 음향센서 기술 연구] 국방과학연구소(수중통신탐

지특화연구센터) 2009

[M&S를 이용한 광대역 음향센서 설계방안 연구] LIG 넥스원 2009

[함소나 기만 및 어뢰 기만용 광대역 능동센서 설계 기술 연구] 국방과학

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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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산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김영석(hyun@knu.ac.kr)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박진기, 서창희, 오상균, 박종규, 강성두

석사과정  마니반난 라마무티, 홍성훈, 이승훈 외 4명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공대 6호관 521호

전    화 053-950-5580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mcae/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work is focused on understanding and modeling 

material response. main areas of our include formability studies 

of automotive sheet materials, FEM simulations of forming 

process, micro/nano mechanics for micro/nano scale material 

behaviors damage mechanics and voids plasticity for designing 

safe industrial structure.

■ 연구분야

press forming simulator

incremental forming

분자동력학을 이용한 전산재료과학

sheet metal forming(stamping) simulation

virtual manufacturing(VM) on process engineering

■ 연구성과

김영석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다층관 벨로우즈 형상 최적설계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2011, Vol. 0, No. 0, pp. 0~0

김영석

자동서랍함용 완충기 튜브의 품질 안정성 예측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1, Vol. 0, No. 0, pp. 0~0

김영석

점진적 성형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차체 모형 제품의 제작 

STEEL RESEARCH INTERNATIONAL, 2011, Vol. 0, No. 0, pp. 0~0

김영석

2축 인장 시험 방법에 관한 고찰 

소성가공, 2011, Vol. 0, No. 0, pp. 0~0

김영석

스테인레스 강판의 가공특성과 성형성에 관한 고찰

소성가공,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관재 액압 성형부품 생산을 위한 요소기술](주)현대자동차 컨소시움 

2000

[서스팬션부품의 최적 프레스 가공을 위한 CAE기술 구축] 정보통신부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1998

[상형금형 회전식 다이스폿팅 프레스 개발] 98 우수공학연구소 중소기

업기술력제고사업(대구시+동화기계) 1998

[레이저 용접강판의 성형성 DB구축연구](주) 현대자동차 1998

[관재 액압 성형성 평가기술 개발 I] G7 프로젝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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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바이오 실험유체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박철우(frochion@nate.com)

전공분류 생체유체공학(Bio Fluid Engineering)

박사과정  Ni Aleksey, Taqi Ahmad Cheema

석사과정  김경원, 권현석, 이창수, 이연호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공과대6호관 315호(우:702-701)

전    화 053-958-7569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biofluid/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바이오 실험 유체공학 연구실은 시각 및 정성적(어떤 현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유동 가시화 기술들을 사용하여 열 유체 유동 및 생체 유동 

현상들을 연구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The Bio Experimental Fluid Engineering Laboratory(BEFEL) is 

created to develop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experimental thermo-fluid flow and biological 

flow phenomena,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low visualization techniques.

■ 연구분야

연구 주제는 실험적 유체 역학 및 생체 유동 역학이며, 이 중에서 마이크

로 관에서의 혈액 유동, 마이크로 유동, 입자 이미지 속도장 계측 방법, 

마이크로 입자 이미지 속도장 계측 방법, 유동 가시화 기법, 광학 진단법

들이 있습니다.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experimental fluid mechanics, 

bio-fluid dynamics, especially the blood flow in a microchannel, 

microfluidics, particle image velocimetry, micro-PIV, flow visualization 

techniques, bluff-body aerodynamics, and optical diagnostics.

■ 연구성과

Evaluation of Electrokinetic Flow Mobility using Isotacho- 

Electrophoresis Techniques. Journal of Magnetics. 2012

Stress and vibration analysis of motor back plate in HDD. 

Advanced Materials Research. 2011

Fabrication of Focus-Variable Fluidic Microlens Using Single 

Casting.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Intelligent classification methods of grain kernels using computer 

vision analysis. Measurement Science and Technology. 2011

Blood cell assisted in vivo particle image velocimetry using the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Optics Express. 2011

Sonar sensor data processing based on optical flow in robot 

navigation.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I: Journal of Systems and Control Engineering. 2011

■ 프로젝트

[전기삼투식 약물 펌프 및 그 시스템] 2012 특허출원

[협착관내 유동에서 협착 전후단의 차압 측정 방법] 2011 특허출원

[차량용 안전벨트 가이드 앵커] 2011 특허출원

[자세제어 장치를 갖는 수중부유 무딘물체를 이용한 속도장 측정 시스

템] 2011 특허출원

[헤미실린더 렌즈, 헤미실린더 렌즈 마이크로칩 및 이의 제조방법] 

2011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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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난류열전달연소 실험실

지도교수 박태선(tsparkjp@knu.ac.kr)

전공분류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박사과정  김원현, 박용수, 잔 인샤오

석사과정  임수웅, 이준우, 임현석

주    소 경북대학교 6호관 411호

전    화 053-952-5574

홈페이지 http://turbulence.knu.ac.kr/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기법을 이용하여 

난류유동, 난류열전달 및 난류연소유동에 관한 열유동현상 연구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특정조건에서 난류열전달의 증가현상이나 스칼라의 혼

합특성이 전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다양

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09년 한양대 연소해석 가상엔진 연구실(CAVEL)과 공동으로 

우주분야의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Space Lab, NSL)로 선정되어 액

체로켓엔진 분야의 첨단해석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

분야는 액체로켓엔진의 핵심부품인 분사기에 대한 초임계조건의 설계

해석기술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로켓엔진 연소기 개발에 대한 선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표

를 가지고 있다.

■ 연구분야

- CFD기법을 이용한 Micro Can Combustor의 연료 산화제 혼합특성 

및 연소특성, 화염의 안정성에 대한 전산해석 연구

- LES(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한 액체로켓엔진(Liquid 

Rocket Engine)의 분사기(Injector) 동특성 및 냉각기술 연구

- 난류연소에 대한 LES연구

- 충돌제트를 이용한 열전달의 효율증가에 관한 연구

- 분자 동역학을 이용한 유동해석 기법 연구

이 외에 turbulent reaction, rocket cooling, LES of turbulent jet 

diffusion flames, injector dynamics, numerical analysis of nozzle 

plume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연구성과

박태선

RANS 및 LES를 이용한 리세스가 있는 동축분사기의 유동혼합에 대한 

수치해석 

한국추진공학회지, 2012, Vol. 0, No. 0, pp. 0~0

박태선

삼각봉을 지나는 층류유동에 대한 입구각도 변화의 영향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박태선

Turbulent Flow and Scalar Mixing of a Coaxial Injector Having 

Two Fluid Jets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A, 2011, Vol. 0, No. 0, pp. 0~0

박태선

A Numerical Study for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 Micro 

Combustor by Large Eddy Simulation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A-APPLICATIONS, 2009, 

Vol. 0, No. 0, pp. 0~0

박태선

큰에디모사법을 이용한 소형 연소기의 난류 유동장 내 스칼라 혼합에 

대한 수치해석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시간지연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연소불안정 해석기법 연구] 기간 : 

2005.4~2006.3

[진드기 흡입장치내 회전필터 유동현상 연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

업] 기간 : 2006.8~2007.3

[질소 Gas 유동 패턴 분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간 : 2007.8~ 

2008.1

[3차원 행렬연산기 개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기간 : 2006.10~ 

2010.9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National Space Lab., NSL), 한양대와 공

동연구] 기간 : 2009.9~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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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고속유동연구실

지도교수 권순범(dongwon2mail@hanmail.net)

전공분류 유동제어 및 계측(Flow Control and Measurement)

박사과정  이동원, 황재군, 조태석, 신승영

석사과정  

주    소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공대 4호관 113호(701-702)

전    화 053-957-3543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sbkwon/indexBuilder.html

■ 실험실소개

고속유동 연구실은 유체의 압축성을 고려해야하는 유동을 주 연구대상

으로 하며 비평형 응축현상을 수반하는 초음속 유동 비정상 충격파의 

거동, 터빈 익렬 유동, 초음속 제트의 노즐 유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압축성 유체 유동 즉, 초음속 유체유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충격파

(shock wave)의 전파, 충격파와 경계층의 간섭, 충격파와 충격파의 

간섭, 충격파의 제어(Passive and active controls) 등과 관련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권순범 

천음속 익형 유동에 있어서 비평형 응축이 충격파 진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권, 2012, Vol. 0, No. 0, pp. 0~0

권순범

FLUID-STRUCTURE-INTERATION ANALYSIS OF GOLF CLUBS 

COMPRISIG AIR GUIDES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2011, Vol. 0, No. 0, 

pp. 0~0

권순범

폭압을 사용하는 연속조정 추진 구조체의 열-구조해석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권순범

A suggestion of a new method for the calculation of the coating 

thickness in continuous hot-dip ga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권순범

Numerical Analysis for the coating thickness prediction in 

continuous hot-dip galvanizing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PILOT식 작동 솔레노이드 밸브 설계] 기간 : 1999-2000, 기관 : 중소

기업청, 연구책임자 : 권순범

[380mm×380mm 충격파관 설계] 기간 : 1999-2000, 기관 : 삼공물

산, 연구책임자 : 권순범

[베어링 세척용 Chamber 시스템 설계] 기간 : 2000-2001, 기관 : 포항

제철, 연구책임자 : 권순범

[분배기 내에서의 유동해석과 분배기 설계에 관한 연구] 기간 : 2000- 

2001, 기관 : LG 전자, 연구책임자 : 권순범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건조기 유동분포 및 성능해석] 기간 : 2002.3.2- 

2002.12.31, 기관 : 두산중공업, 연구책임자 : 이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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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학설계연구소

지도교수 권영두(kwontaek.roh@ph.co.kr )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박사과정  권영두, 강순주, 박성배, 전성화

석사과정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공대 7호관 410호

전    화 053-958-6314

홈페이지 http://www.knuiedt.re.kr/intro/organ.php

■ 실험실소개

경북대학교 규정 제 75호에 의거 1995.6.30 기술원은 산업자원부 지역

혁신센터(TIC) 주관기관으로 통상사업부 설립허가 1995.3.30에 다음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 국가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계와 업계 및 관련 전문 

분야의 여러 인사들이 산학협동체제를 통하여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

과 이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공학설계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첨단 설계기술 개발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연구 분석하여 국가 

및 기업의 기술 연구 방향의 제시와 학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 연구분야

- 산업체 설계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구축설계장비의 산업체와 공동 활용

- 설계기술정보센터 설립 및 정보망 구축

- 산학협동활성화 및 기타

- 공학설계 기술의 연구에 대한 전문 인력의 규합

-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 프로젝트

[쾌속조형기술을 이용한 3차원 랩언어칩 제조기술 개발] 2005.07.01～ 

2006.06.30

[KSTAR 초전도 버스라인의 구조해석] 2006.04.01～2006.05.15

[초소형 EMI/EMC 코일필터제작 자동화 기계기구 개발] 2007.03.01～ 

2007.12.31

[LPG 환경하에서 연료펌프의 축수시스템 해석 및 최적화 방안연구] 

2007.02.15～2007.08.15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현장 적응형 유비쿼터스 로봇 기술 개발] 2007. 

03.01～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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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응집물질물리 광역연구실 

▶ 집적 시스템 공정 연구실 

▶ Nano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Laboratory 

▶ 생체고분자 공학연구실 

▶ 광나노기술 연구실 

▶ 나노광반도체연구실

▶ 레이저 나노가공 연구실 

▶ MEMS Lab.

▶ Nanoscale Simulations Lab.

▶ 초정밀기계시스템연구실 

▶ Intelligent System Design Lab

▶ Human Machine Computer Interface Lab 

▶ Microwave Sensor System Laboratory 

▶ 생체이식형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

▶ Modeling & Simulation Lab

▶ 광기능성고분자 실험실

▶ Flexible Electronics Laboratory 

▶ MIDAS Laboratory 

▶ 광전자연구실

▶ 고체/반도체 발광소자 연구실 

▶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Lab

▶ Quantum Integrated Photoni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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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응집물질물리 광역연구실

지도교수 이종석(jsl@gist.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Ham, Sun Young

석사과정  Han, Jung Woo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응집물질물리 광학연구실

전    화 062-715-2222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optogist1/home

■ 실험실소개

응집상태 강상관계 물질들은 전자, 스핀, 격자, 오비탈(궤도함수)과 같

은 기본 자유도들을 지니며, 이러한 양자적 자유도들의 복합적인 상호작

용에 기인하는 금속/비금속/초전도, (반)강자성, 강유전성, (반)강자성

과 강유전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강성과 같은 다양한 특이 현상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의 새로운 발견 및 이해는 지적 호기심

의 충족을 넘어 인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

는 빛과 물질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 분광학 접근방법을 통해 응집물질계

에서 나타나는 주요 전기/자기 현상들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도모하

고, 이를 바탕으로 광학/전기/자기 관련 신물질을 개발하고 나아가 차세

대 기능성 소자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 펨토초 레이저 및 푸리에 변환 분광기 등의 소형 장비와 더불어 

강력한 세기의 테라헤르츠-적외선 빛을 제공하는 거대 가속기 시설을 

이용한 선형/비선형 분광학(공동)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i) 모트 금속-비금속 상전이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스위칭/

메모리 소자 및 태양전지 개발에 기여한다.

(ii) 스핀-오비탈 상호작용과 관련한 스핀트로닉스 연구를 통해 non- 

dissipative 소자 개발을 도모한다.

(iii) 전기/자기적 정렬 상태를 지닌 물질들의 인공적인 계면에서의 물성

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장을 이용한 

전기적성질의 제어, 전기장을 이용한 자성 제어가 가능한 능동 소자

를 개발한다.

(iv) 강력한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전기적/자기적 물성을 제어하는 새

로운 메카니즘을 제시한다. 

■ 연구성과

U. Schade, P. Kuske, J. S. Lee, B. Marchetti, and M

Cross-Correlation of THz Pulses from an Electron Storage Ring

Ortolani, in preparation, Vol. 0, No. 0, pp. 0~0

J. S. Lee, Hal Q. Yamamoto, M. Uchida, and Y. Tokura,

Charge- and spin-states in half-doped layered cobaltates La1.5 

Ca0.5CoO4 and La1.5Sr0.5CoO4

submitted.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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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집적 시스템 공정 연구실

지도교수 정건영(gyjung@gist.ac.kr)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이광호, 정희수, 송희, 임나수, 박유신, 최호길

석사과정  이예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403호

전    화 062-970-2324

홈페이지 http://alislab.com/index.html

■ 실험실소개

최근 나노 미터 크기의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패턴닝 기술

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되는 주요기술인 노광공정은 해상

도 면에 있어서 나노 스케일의 선폭을 구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집적 시스템 공정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

운 리소그라피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나노 구조체 형성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소자까지 적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라피는 100nm 이하의 패턴을 구현하는 새로운 

리소그라피 방법으로 본 현재 본 연구실은 17nm 이하의 금속배선을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분자 메모리 소자,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를 이용한 반도체 LEDs, solar cell 등에 응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라피 외에 direct metal transfer 

technique, laser holographic 리소그라피, colloidal 리소그라피, 

phase shift 리소그라피, contact printing 등 차세대 리소그라피를 

할 수 있는 제반 기술과 장비가 있으며, 미세 먼지가 없는 분위기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클린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연구분야

* Nano lithography

* Optoelectronics

* Nonvolatile memory

* Synthesis materials

■ 연구성과

정건영, 김기석, 김진주

산화아연 나노 구조체 전극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

지 제조방법

KR1131218, 2012-03-21, Vol. 0, No. 0, pp. 0~0

정건영, 최병연

광 간섭을 이용한 미세 패턴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전자소자 제조방법

KR1121168, 2012-02-21, Vol. 0, No. 0, pp. 0~0

정건영, 김기석 

산화아연 나노구조체가 구비된 vertical 발광 소자 및 이의 제조법

대한민국, 2010, Vol. 0, No. 0, pp. 0~0

이재석, 정건영, 이정필, 김은욱, 강남구, 고행덕

나노 입자를 함유하는 나노 패턴의 제조방법 및 전자소자

대한민국, 2009, Vol. 0, No. 0, pp. 0~0

정건영, 송선식, 김은욱, 정희수

나노 크기의 규칙적인 수직 hole pattern 제조 방법

대한민국,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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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Laboratory 

지도교수 김원배(wbkim@gist.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최승목, 김용석, 이상호 외 7명

석사과정  강일혁, 이정곤, 외 3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61

전    화 062-970-2353

홈페이지 http://necl.gist.ac.kr/

■ 실험실소개

에너지 전환 나노재료 연구실에서는 국가 전략적 핵심 사안으로 대두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나노구조의 전극재료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세대 에너지전환장치(연료전지, 리튬 2차전지, 태양전지)의 

성능향상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물리적/화학적/전기화학적인 제조기술

들을 바탕으로 금속 및 금속산화물 나노구조체(nanotube, nanowires, 

nanorods, nanoparticles, assembled arrays)와 고성능 탄소재료들

(CNTs, graphene)과 같은 신소재들을 개발하여, 기존 고가의 백금 촉

매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연료전지 전극촉매 개발 및 우수

한 충방전 특성과 고에너지 도를 갖는 리튬 2차 전지 나노구조 전극재

료 개발, 일차원 나노구조를 활용한 효율적인 전하수송 능력을 갖는 

유/무기 하이브리드형 태양전지 전극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Biomass 추출 원료들의 전기화학적인 전환을 통한 유용한 

화학제품 생산과 새롭게 개발된 나노구조를 활용한 전기화학 센서 및 

환경촉매 연구, 효과적인 생체 내에 약물전달을 위한 나노구조 플랫폼 

개발 등으로 연구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국가의 최첨단 연구시설

인 방사광가속기연구센터를 활용한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XAFS) 분석을 통해 나노재료의 국소구조(Local structure)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 연구분야

- 연료전지 전극 개발 및 시스템 연구(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연료전지, 

알칼라인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 리튬 2차 전지, 슈퍼캐패시터 에너지 저장을 위한 나노구조 개발

-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및 광전기화학셀용 반도체 1차원 나노구

조전극 개발

- 바이오매스로부터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전기화학 시스템 

개발

- 전기화학 센서 및 환경촉매 활용을 위한 새로운 재료 개발

- 나노구조 재료합성 및 에너지소자로의 적용 연구(나노튜브, 나노와

이어, 나노입자, 그래핀)

- 나노구조 어레이 개발(약물전달 플랫폼, 인쇄스탬프, 나노구조 배

터리) 

■ 연구성과

J. W. Kim, H.-S. Shim, S. W. Ko, U. Jeong, C.-L. Lee, and W. 

B. Kim

Thorny CdSe Nanotubes via an Aqueous Anion Exchange 

Reaction Process and Their Photoelectrochemical Applications

2012) submitted, Vol. 0, No. 0, pp. 0~0

D. P. Dubal, S. H. Lee, J. G. Kim, R. Holze, and W. B. Kim

Decoration of Sponge-like Ni(OH)2 Nanoparticles onto MWNTs 

Using an Easily Manipulated Chemical Protocol for Flexible 

Supercapacitors

2012) submitted., Vol. 0, No. 0, pp. 0~0

E. J. Lim, H. J. Kim, and W. B. Kim

Efficient electrooxidation of methanol and ethanol using MoOx- 

decorated Pd catalysts in alkaline media

Catal. Commun,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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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체고분자 공학연구실 

지도교수 태기융(gytae@gist.ac.kr)

전공분류 생체유체공학(Bio Fluid Engineering)

박사과정  김종철, 최원일. 외 5명

석사과정  김지선, 김주연, 외 5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전    화 062-715-2361

홈페이지 http://bme.gist.ac.kr/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의공학을 포함한 Biotechnology로의 응용을 위한 새로운 

생체 및 의료용 재료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응용분야로서는 

신체의 조직일부분을 재생하기 위한 조직공학과 치료용 단백질을 포함

한 약물전달 시스템을 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치/의대와의 활발한 공동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조직공학 분야에 있어서, 본 실험실에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생분해성 인 다공성지지체를 위주로 한 조직공학용 지지체가 아닌, 

기능성 수화젤을 이용한 지지체의 개발 및 성장인자로 대표되는 신호물

질의 효과적인 전달을 이용한 조직재생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약물전달시스템에 있어서도, 수화젤 및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치료

용 단백질/펩타이드 혹은 난용성 물질의 서방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 이외에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물리적/생물학적 결합을 이용한 수화

젤의 형성, 생체적합성 향상을 위한 표면 처리 및 모델 생체 모사막과 

단백질의 작용 분석, 및 나노 금속재료 합성과 생체적용에 관한 연구도 

수행중이다. 

■ 연구분야

상거동/상전환, 유변학적 성질, 미세구조 등의 물리적 측면

기능성 도입을 위한 적합한 bioconjugation 방법, 반응분석과 조절 등

의 화학적 측면

생체적합성, 생체기능성 등의 생물학적 분석 및 동물실험에 이르는 종합

적인 연구

■ 연구성과

Won Il Choi, Abhishek Sahu, Young Ha Kim

Giyoong Tae*, Photothermal Cancer Therapy and Imaging 

Based on Gold Nanorods

Annals of Biomedical Engineering, Accepted(Invited Review), 

Vol. 0, No. 0, pp. 0~0

Won Il Choi, Jong Hyun Lee, Ja-Young Kim, Jin-Chul Kim, Young 

Ha Kim

Giyoong Tae*, Efficient skin permeation of soluble proteins via 

chitosan-conjugated flexible nano-carrier,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Vol. 0, No. 0, pp. 0~0

Ja-Young Kim, Won Il Choi, Young Ha Kim, Giyoong Tae

Highly selective in-vivo imaging of tumor as an inflammation 

site by ROS detection using hydrocyanine-conjugated, functional 

nano-carriers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Vol. 0, No. 0, pp. 0~0

Mihye Kim, Se Eun Kim, Seong Soo Kang, Young Ha Kim, 

Giyoong Tae

The use of de-differentiated chondrocytes delivered by a 

heparin-based hydrogel to regenerate cartilage in partial-thickness 

defect

Biomaterials,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다당류로 기능화된 수화젤막을 가지는 나노입자와 이를 포함하는 서방

형 약물전달시스템 및 그 제조방법] 태기융, 정용일

[In situ forming hydrogels] Jeffrey A Hubbell, Julia A. Kornfield, 

Giyoong Tae

[ 세포 흡착 및 분화를 유도하는 음이온성 불규칙 공중합 고분자 물질] 

신관우, 정효숙, 태기융, 양호성, 김준섭, 송주명, 김지혁

[조직재생을 위한 히알루론산-기초된 주사형 하이드로겔] 박용두; 이규

백; 김정주; 태기융; 황순정; 노인섭; 선 경

[주사형 광가교 수화젤, 이를 이용한 생분해성 이식조직, 주사형 약물전

달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태기융, 이승영. 주사형 광가교 수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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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나노기술 연구실 

지도교수 정영주(ychung@gist.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전경원, 김봉균, 김희운, 김형규, Khurram Naeem

석사과정  정길수, 한아람, 한지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광공학응용물리학과 광나노기술 연구실

전    화 062-715-2214

홈페이지 https://ontl.gist.ac.kr/home

■ 실험실소개

연구와 같은 광섬유 센서, 광섬유 레이저 및 광학 소설 소스와 같은 

광학 섬유 및 광 섬유 gratings을 바탕으로 각종 광학 기기 및 시스템의 

광학 나노 기술 연구소 커버 개발 분야. 연구 노력은 실험과 이론적 

조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광섬유와 광섬유 gratings의 제작은 MCVD 

시스템, 무승부 타워와 레이저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구

조 모니터링을위한 광섬유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한 광자 결정 섬유를 사용하여 상호 광자 쌍 생성은 조사를 받고있다. 

나노 스케일 디바이스의 시뮬레이션과 그리드 컴퓨팅, 106 노드 클러스

터를 채용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연구는 다른 기관의 연구 팀들과 

협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장치의 개발은 광학 섬유를 기반으로

  특수 광섬유의 제조

  광섬유 센서와 광섬유 레이저

*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한 광자 소스의 개발

  광자 결정 광섬유의 제조

  광섬유 기반의 얽혀 버린 광자 쌍 소스

* 광학 장치를위한 시뮬레이션 도구의 개발

  고성능 컴퓨팅(HPC)

  클러스터 및 병렬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 프로젝트

[•Study on smart optical sensor network with high security 

based on optical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6.03.01- 

2009.02.28) -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Optical Fiber 

Laser](2005.11.01～2007.10.30) - supported by Dual Use Technology 

Center

[•Development of semantic grid middleware and business grid 

technology](2005.09.01～2009.12.31) - support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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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광반도체연구실

지도교수 박성주(sipark@gist.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최용석, 이상준, 최민혁, 강장원, 홍상현 외 6명

석사과정  Muhammad Jahandar, 이한민, 이효주 외 8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123

전    화 062-715-2309

홈페이지 http://mse.gist.ac.kr/~master/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양자현상을 나타내는 나노크기의 반도체 구조의 성장 

및 물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도체 재료 중에서도 GaN 및 

ZnO 등과 같은 화합물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quantum well(양자 우물), quantum wire(양자선), quantum dot

(양자점) 등과 같은 나노 크기의 저차원 반도체 구조를 성장하는 에피택

시 성장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초미세 나노 구조의 제작을 위하여 

본 실험실에서는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MOCVD),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PECVD), RF magnetron sputter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ICP) 등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극초미세 

구조의 성장을 위하여 atomic layer epitaxy(ALE), selective area 

epitaxy(SAE), self-organized epitaxy 등과 같은 novel한 에피택시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광학적/전기적 특성을 보이

는 나노 반도체 재료의 성장과 물성 등의 기초적인 연구와 함께 

prototype 반도체 소자를 제작함으로써 광소자, 평판디스플레이, 나노

리소그래피 등의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구현에 필요한 새로운 반도체 

재료의 응용성을 타진하고 있다. 본 실험실에서 현재 활발히 수행중인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연구분야

1. GaN 계열의 wide bandgap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청색, 녹색, 

자외선,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제작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MOCVD를 이용하여 GaN, InGaN, AlGaN 등의 에피택시 박막 및 

나노구조체를 성장하고 Hall 측정 및 photoluminescence(PL)을 사

용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평가한다. 고품위의 에피 성장을 위하

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XRD 분석을 통해 성장 조건과의 관계를 규명한

다. 발광다이오드 제작을 위하여 ICP를 이용한 GaN 식각 및 ohmic 

contact에 관한 실험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GaN 계열

의 새로운 화합물 반도체를 개발하여 고효율/고출력 발광다이오드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 ZnO 계열의 wide bandgap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역

의 발광다이오드를 비롯한 광전소자 및 메모리 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OCVD, Thermal CVD 및 RF magnetron 

Sputtering 법을 이용하여 ZnO, MgZnO, CdZnO 등의 나노구조체 

및 에피택시 박막을 성장하고, Hall 측정, photoluminescence 측

정, Raman 및 XRD 분석을 통하여 물질의 전기적, 광학적 및 구조적

인 특성을 파악한다. 발광다이오드를 비롯한 다양한 광전소자 및 메

모리 소자를 제작하여, 그 소자의 구동 현상을 파악하고, 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ZnO의 가시광선영역에

서의 투명한 특성을 이용하여, 발광다이오드 및 태양전지에 접목이 

가능한, 투명 전극 및 투명 전도성 산화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3. 다른 무기물질 또는 유기/무기 물질 구조를 이용한 이종접합 구조 

성장 및 효율 개선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graphene

과 같은 새로운 물질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발광다이오드나 

태양전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4. 발광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 array를 전사(transferring)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의 응용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온 공정에서 제작된 발광다이오드를 성장된 기판에서 

여러 형태의 기판으로 전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flexible, 

stretchable, 또는 foldable한 형태의 발광다이오드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발광다이오드를 성장된 기판에서 lift off 하는 공정 및 다른 

기판 위에 printing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정 기술을 연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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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레이저 나노가공 연구실 

지도교수 정성호(shjeong@gist.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김수근, 임현택, 이석희, 이종진, 문영민

석사과정  정회민, 변규현, 김동섭, 여인규, 함혁주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첨단과기로 261(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500-712

전    화 062-715-2402

홈페이지 http://laser.gist.ac.kr/kor/

■ 실험실소개

레이저나노가공연구실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십 나노미터에서부터 수

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매우 작고 정교한 마이크로 및 나노구조물의 

제조, 가공, 합성, 열적·기계적·광학적 특성평가 및 물성치 예측에 관련

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레이저 마이크로 

및 나노가공 기술은 포토리소그라피, 실리콘 결정화, TFT-LCD 회로생

성, 웨이퍼 다이싱, Solar cell 모듈, ITO 패터닝 등과 같은 반도체 분야, 

PCB, BGA등과 같은 전자소자 패키징, 바이오 소자 및 의료용 소자 

제조, 탄소나노 입자 및 탄소나노 튜브와 같은 나노물질 제조, LED 기판, 

마이크로 히트파이프와 같은 초소형 기계 및 열소자 제조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경험과 기술 및 최고의 연구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산업체 응용 뿐 아니라 레이저는 또한 LASIK수술로 잘 알려진 안과, 

치과, 피부과, 암치료 등과 같은 의료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레이저 의료기술 개발 및 임상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범위는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실은 효과적인 레이저의료응용기술 개발

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의료시스템학제전공에 참여하고 있고, 의과대

학 및 한의과대학 임상의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실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피부과, 이비인후과, 한방치료 

등을 대상으로 적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레이저나노가공연구실의 대

표적인 주요 연구분야는 아래와 같다. 

■ 연구분야

- 마이크로기술 : 펨토초레이저 가공, 레이저 CVD, 레이저 에칭, 비정질

실리콘의 레이저 결정화, 레이저 표면처리, 극초단레이저 어블레이션 

모델링 

- 나노기술 : 탄소나노튜브 및 자성탄소나노입자의 레이저 합성, 근접장 

나노리소그라피, 탐침형 근접장 나노현미경에 의한 10나노급 이미징, 

나노미터 정 도 자동초점장치

- 의료시스템기술 : 피부과용 Long-pulse ND:YAG 레이저 설계 제작, 

고출력레이저용 냉각기 설계 제작, 저출력레이저치료(LLLT)용 시스템 

설계 및 패키징 기술, 한방치료용 레이저 침 시스템, 생체조직의 

Monte Carlo 모델링, 생체조직 열 및 광물성치 측정

■ 연구성과

Hyuntaeck Lim, Myunghwa Lee, Pilkyu Kim, Sungho Jeong

shock peening of AISI 304 stainless steel for the application to 

seawater desalination pump componen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2011, Vol. 0, No. 0, pp. 0~

Pilkyu Kim, Seung-Jae Moon, Sungho Jeong

Effects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the lateral grain growth 

during laser crystallization of a-Si f

Applied Physics A: Materials Science & Processing, 2011, Vol. 

0, No. 0, pp. 0~0

Sangjin Kwon, Sungho Jeong, and Yongseok Kang

Topography and near-field image measurement of soft biological 

samples in liquid by using a tuning f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2011, Vol. 0, No. 0, pp. 0~

Sunghoon Kim, Ik-Bu Sohn, and Sungho Jeong

Fabrication of uniform nanogrooves on 6H-SiC by femtosecond 

laser direct ablation

Applied Physics A: Materials Science & Processing,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고출력 LED 용 세라믹 기판 레이저가공] 한국광기술원

[의료용 레이저시스템 관련기술, 보건복지부 과제 공동수행](주) C & 

Care

[전기도금 시스템 및 공정개발](주) 인동

[고출력 레이저용 전원공급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 다이오드 레이저 드

라이버 제어기술] 중원대학교 

[한방용 레이저에 사용할 수 있는 광섬유침 개발을 위해 광섬유에 금속

층을 도금하는 기술 및 도금시스템 개발]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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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MS Lab

지도교수 이종현(jonghyun@gist.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안재영, 문병필, 정민현, 전민호, 정대훈, 강기석, 문성환, 김진호

석사과정  김영재, 김재천, 이재관, 박양규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과학기술원 MEMS & NanoPhotonics Lab. 500-712

전    화 062-970-2424

홈페이지 http://mems.g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In the 21st-century,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controlling the microsystems to 

realize the SOC(System-On-Chip). One of key issues to the 

microsystems is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technology for microsensors, microactuators and Nano Photonics. 

We are conducting a lot of researches on the systematic design, 

fabrication process, micro packaging and experimental character- 

ization of the MEMS devices for optical applications (matrix 

switch, variable attenuator, tunable filter for tele- communi- 

cations), nano data storages and other future applications.

■ 연구분야

- Optical MEMS(optical switch, attenuator, filter, spectrometer, 

scanner, microlens)

- Bio-MEMS(Immuno sensor, micro SPR, bio-photonics)

- Microfluidics(micropump, valve, needles, piezoelectric 

atomizer etc.) 

- Nanophotonics(SNOM, nano data storage etc.)

- Micro/Nano machine(nano-step, latch-up, optomechanics, 

digital & discrete actuator, RF switch, etc.)

- MEMS/NEMS process(dry release, sidewall metalization, 

e-beam nano-lithography, polymer process) 

■ 연구성과

Jae Yong An, Ji Hwan Hur, So-Hee Kim, and Jong-Hyun Lee

Characterization of Spherically Encapsulated Coplanar Variable 

Liquid Lens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2011, Vol. 0, No. 0, 

pp. 0~0

Giseok Kang, Sung Keun Yoo, Sung Yang, and Jong-Hyun Lee 

Jong-Hyun Lee

Impedance Measurement of a Single Human Breast Cell Using 

a 3D Electrode on Tunnel

IEEE SENSORS JOURNAL, 2011, Vol. 0, No. 0, pp. 0~0

Seung-Hwan Moon, Min-Ho Jun, Jae-Yong An, and Jong-Hyun 

Lee

Polymeric(SU-8) Optical Microscanner Driven by Electrostatic 

Actuation

MICROSYSTEM TECHNOLOGIES-MICRO-AND NANOSYSTEMS-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SYSTEMS, 2011, 

Vol. 0, No. 0, pp. 0~0

Sung Keun Yoo, Jae Yong Ahn, Sung Yang, Jong Hyun Lee

Subthreshold Operation of Schottky Barrier Silicon Nanowire FET 

for Highly Sensitive pH Sensing

ELECTRONICS LETTERS, 2010, Vol. 0, No. 0, pp. 0~0

Dae-Hun Jeong, Jae Myung Kim, Do Young Noh, Kwang Hyun 

Kim and Jong-Hyun Lee

Micromachined anti-scatter grid fabricated using crystalline wet 

etching of(1 1 0) silicon and meta

NUCLEAR INSTRUMENTS &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A-ACCELERATORS SPECTROMETERS DETECTORS 

AND,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vibration discography microprobe for pain dia- 

gnosis of degenerative disk] 2010.10.01~2011.09.30

[나노바이오 재료 및 전자공학] 2009.10.07~2011.08.31

[이중방식 단일검출기 모듈용 비산란 그리드/콜리메이터 제작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2009.04.01~2011.03.31

[Development of micro optical scanner technology for endoscopic 

OCT] 2008.01.01~2011.12.31

[Development of LoC technology for MDSN] 2004.01.01~ 20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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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scale Simulations Lab

지도교수 이용구(lygu@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정대, Muhammad Waleed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 기전공학과 210호(우) 500-712

전    화 062-715-2396

홈페이지 http://nsl.gist.ac.kr/default.html

■ 실험실소개

나노시뮬레이션(Nanoscale Simulations) 연구실 연구 분야는 크게 광

집게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나노미터 

크기의 기계를 실현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광-전

자-기계 융합 기술들을 연구한다. 현재 자체 제작한 광집게(optical 

tweezers) 장비를 사용하여 작은 부품간의 조립을 구현하고 있으며. 

펨토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부품 광조형, 수치적인 기법을 이

용한 빛 산란 현상 계산,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힘인 피코뉴턴

(piconewton)급의 힘측정, 유전자의 분획, 세포내로의 유전물질 전달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포스트 피씨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다가온 iPad 및 iPhone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iOS SDK를 기반으로 한 iPad용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iPhone에서 사용가능한 새로운 

마이크로/나노 센서 개발 등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연구분

야의 교육을 위해 대학교 과정의 컴퓨터 프로그래밍(CC151)을 개설하

여 mac과 iPod를 실습장비로 iOS 개발 기초 교과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

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iPad and i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ME679)을 개설하여 고급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연구성과

M. Nazarova, Do Young Noh, A. Zhbanov and Yong-Gu Lee

Charge transfer transitions, luminescence properties, and 

electronic structure of YTaO4 and YNbO4

Journal of Ceramic Processing Research, 2011, Vol. 0, No. 0, 

pp. 0~0

A. I. Zhbanov, E. G. Pogorelov, Yia-Chung Chang, and Yong-Gu 

Lee

Screened field enhancement factor for the floating sphere 

model of a carbon nanotube array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0, No. 0, pp. 0~0

Yong-Gu Lee

Electric field discontinuity-considered effective-permittivities and 

integration-tensors for the thr

Progress In Electromagnetics Research, 2011, Vol. 0, No. 0, pp. 

0~0

Sun-Uk Hwang, Yong-Jin Kim, Gyu-Chul Yi and Yong-Gu Lee

Near-axial rotation of nanorods by focused laser beams using 

dual-beam method

Journal of Nanophotonics, 2011, Vol. 0, No. 0, pp. 0~0

A I Zhbanov, Yong-Gu Lee, E G Pogorelov and Yia-Chung Chang

Comment on Model calculation of the scanned field 

enhancement factor of CNTs

Nanotechnology, 2010-09, Vol. 21, No. 35, pp. 0~0

■ 프로젝트

[Micro parts formation and assembly using lasers] 기초연구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FDTD 방식을 이용한 바이스피어에 대한 스캐닝 광집게의 포획 힘 계

산] 한국과학재단/기초과학연구사업

[광집게 시스템 제어를 위한 가상환경의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신진

교수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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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정 기계시스템연구실 

지도교수 이선규(sknam@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규하, 정수헌, 황연, 김종현, 남성기, 이동진

석사과정  유동윤, 한준안, 문병준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오룡동) 기전공학부 108

전    화 062-715-2430

홈페이지 http://micro.gist.ac.kr/

■ 실험실소개

초정 장치의 운동성능은 solid mechanics, dynamics, vibration, 

control이 기본설계원리를 이루며, 장치 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서 열전달과 기계자체의 열변형 및 운동면 마모가 장기적인 성능과 신뢰

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초정 계측기술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장치운동

성능제어를 결정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최신 기술의 모태가 되는 초정

기계장치, 초정 측정, 초정 제조장치에서 열변형의 여러 가지 물리현

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실제 기계유니트의 하드웨어적인 설계방법과, 

이들의 복합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제어하기 위한 센싱, 신호처리 및 

제어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수행하는 연구들은 휴대정보기기, 신재생에

너지장치, 생명공학기기, 모바일로봇, 정 계측기기, 초정 제조장치와 

같은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전공영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창의적인 현상발견과 접근방법을 익히고, 이들 영역간 지식을 자유자재

로 결합한 설계위에, 초정 가공, 반도체미세가공, 레이저가공을 체험 

하여 다양한 재료와 형상부품의 제조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하고 창의

적인 설계사고로 도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초정 기계장치의 

시스템적 설계와 제작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이 지식을 다방면의 산업

에서 폭넓게 응용할 수 있는 실전력 있는 연구자와 고급엔지니어를 육성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연구주제로는 초정 액츄에이터기술, 위치제어(positioning control), 

열-기계(thermo-mechanical) 적합설계, 미세힘과 변위센싱, 초정 측

정, 수치해석, 시스템모델링, thermal-mechanical-electrical system

의 dynamics simulation과 같이 기본원리를 설명할 수치시뮬레이션과 

함께, 마이크로 나노형상으로 이루어진 표면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실험이 상호 결합된 내용으로 이루어 져서 연구결과의 신뢰성향

상과 함께,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체험함으로써 학생

들의 연구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유명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동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해외

대학원생들과 비교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아울러서 세계적인 무대

에서 일급 연구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구성과

서장렬, 이선규

가로원통연삭시 연삭기와 공작물 및 방진구의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한 

방진구의 최적위치 선정

한국정 공학회지, 2000-04, Vol. 17, No. 4, pp. 173~180

이선규

독일의 첨단과학기술-독일의 공작기계 및 공정자동화분야-

대한기계학회지, 1998-02, Vol. 38, No. 2, pp. 60~65

김선호, 김동훈, 김선민, 이돈진, 이선규, 안중환, 이상규

초고속 태핑머신 개발 및 평가

한국정 공학회지, 2002-11, Vol. 19, No. 11, pp. 221~227

이진호, 이선규

리니어 모터를 이용한 척킹 컴플라이언스 보상

대한기계학회지, 2002-01, Vol. 26, No. 1, pp. 15~22

김선민, 하재훈, 이선규

외경연삭 휠 주축의 진동특성에 미치는 플랜지 결합부의 영향

한국정 공학회지, 1999-10, Vol. 16, No. 10, pp. 0~0

■ 프로젝트

[근골격계 통증진단용 주사기 개발] GTI 실용화 과제), 2012.01.01 

~2012. 12. 31

[초슬림 광포인팅 장치 기술](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11.06.01 

~2013.05.31

[Eco 인쇄전자 사업 촉진화 지원사업](3세부) 휴대 IT기기용 인쇄형 

태양전지(지식경제부)

[고효율 태양전지용 집광기술개발](GIST 솔라연구소), 11.6.1 

~2012.5

[직선운동유니트정 도예측 및 통합시뮬레이터 개발](지식경제부), 

09.6~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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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telligent System Design Lab.

지도교수 왕세명(bigchoi@gist.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국정환, 이장원, 이종서, 현재엽, 김기현, 오성재, 조영은

석사과정  김현우, 류호민, Syed Hasaan Hussain, 김종남, 구성열, 황미경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ISD Lab. 500-712

전    화 062-970-2429

홈페이지 http://isd.g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Mechatronics is a newly emerged discipline created by bridging 

mechanics and electronic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human life through the cre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ISD lab studies intelligent design and control methodologies 

from a unified view among multiple disciplines.

■ 연구분야

1. Sound & Vibration

2. Optimization / Electro-magnetics

■ 연구성과

Kim, S., Wang*, S., and Brennan, M

Comparison of negative and positive position feedback control 

of a flexible structure

Smart Materials and Sturctures, 2011, Vol. 0, No. 0, pp. 0~0

Kim, S., Wang*, S., and Brennan, M

Optimal and robust modal control of a flexible structure using 

an active dynamic vibration absorber

Smart Materials and Sturctures, 2011, Vol. 0, No. 0, pp. 0~0

Kim. S., Wang*, S., and Brennan M

Dynamic analysis and optimal design of a passive and an active 

piezo-electrical dynamic vibration ab

J of Sound and Vibration, 2011, Vol. 0, No. 0, pp. 0~0

Shin, M., Lee*, S., Fazi, F., Nelson, P., Kim, D., Wang, S., Park, 

K., Seo, J

Maximization of acoustic energy difference between two spaces

JASA, 2010, Vol. 0, No. 0, pp. 0~0

Yun, S., Jeong, D., Wang, S., Je, C., Lee, M., Hwang, G., Choi, 

C., and Lee*, J

Fabrication of morphological defect-free vertical electrodes 

using(110) silicon-on-patterned-insula

J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Hybrid FE-WBM기반 음향 해석 코드 개발 음향 위상 최적화 기법을 

접목하여 많은 계산량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음향 설계에 적용] 

한국연구재단 핵심연구(핵심기초)지원사업(2011.05~2012.04) 

[Moving Duct의 음향 특성 분석 및 리니어 압축기에서 Supercharging 

Effect에 끼치는 영향력 분석] LG전자(2011.04~2011.12) 

[리니어 압축기의 쉘에서의 진동 저감을 위해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압축기의 루프파이프 설계] LG전자(2011.04~2011.12) 

[소리없이 침입하는 침입자의 침입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기법 개발 

및 침입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비 형성 기법 개발]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기술혁신사업(2011.03-2012.02) 

[다중위성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위성 관제운영 검증 알고리즘 연구 

총 4개 세부내용 중, 제3세부인 CMD검증 알고리즘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학연협력사업(2010.12-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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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Human Machine Computer Interface Lab 

지도교수 류제하(ryu@gist.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김재하, Riaz Uddin, 박성준, 이창규, 김희원, 박상수, 김세훈, 강정구, 백상연

석사과정  유재상, 오선영, 김동구

주    소 Department of Mechatronics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GIST) 

1Oryong-dong, Buk-ku, Gwangju, 500-712 KOREA

전    화 062-970-2425

홈페이지 http://dyconlab.gist.ac.kr/newhome/index.html

■ 실험실소개

미세가공연구실은 초정 가공기술, 마이크로/나노구조물 제작기술, 

CAD/CAM 응용 기술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정 가공기술은 자동차 

및 항공기, 초정  기계, 전자 및 통신, 광학 기기 등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을 정 하게 가공하는 기술에 관해 연구한다. 머시닝 센터, 선반, 

링 머신, 드릴링 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등 CNC 공작기계를 이용한 

기계 가공에서 가공물의 형상정 도, 치수정 도, 표면거칠기 등의 개선

을 위한 목적으로 Computer control of machine tool, 정  가공 

및 측정 이론, 기계의 진동 및 구조 해석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마이

크로/나노 구조물 제작기술에서는 MEMS/NEMS 기술의 발전과 더불

어 미세 기계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한 마이크로에서 나노미터 사이즈

에 이르는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 연구분야

- 미세가공

마이크로/나노 구조물 제작기술 분야에서는 MEMS/NEMS 기술의 발

전과 더불어 미세 기계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에서 나노미

터 사이즈의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마이크로 

구조물 제작 기술은 Lithography 기반 기술, Micro-Mechanical 

Machining, 특수미세가공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Lithography 기술에

는 사용 광원에 따라 Photolithography, X-ray lithography, Ion 

beam lithography 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Masking, Exposure, 

Development, Physical/Chemical Etching의 과정을 통해 미세 구조

물을 만들게 된다.

- 정 가공

정 가공 기술은 자동차, 항공기, 초정  기계 시스템, 광학 기기 등 

고정 도를 요구하는 기계 부품을 정 하게 가공하는 기술에 관해 연구

한다. 링, 선삭, 드릴링, 연삭, 연마 등 CNC 공작기계를 이용한 정  

기계가공과 전해, 방전, 초음파, 레이저 빔 등 특수 가공을 이용한 정  

가공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CAD/CAM

CAD/CAM 분야는 설계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의 자동화

와 통합화를 목적으로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AutoCAD, SolidWorks, 

CATIA 등을 사용한다.

■ 연구성과

Ryu, S. H., and Yu, J. S.

Eco-friendly Micro Electrochemical Machining

P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0 Annual Meeting, Atlanta, 2010-10, Vol. 0, No. 0, pp. 

423~426

Kim, H. C., Yu, J. S., and Ryu, S. H.

Nanopatterning with Pulse Applied AFM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0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10-05, Vol. 0, No. 0, pp. 

551~552

Yu, J. S., and Ryu, S. H.

A Study on the Lathe Machining of Carbon-Ceramic Disk Using 

Vibration Cutting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0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10-05, Vol. 0, No. 0, pp. 

277~278

Cho, C. Y., Li, L., Moon, S. D., and Ryu, S. H

Characteristics of Hemispheric Cutting Edge in Ball End Milling 

Using Taguchi Method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0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10-05, Vol. 0, No. 0, pp. 

221~222

Ryu, S. H., Yu, J. S., and Kim, H. C.

Microelectrochemical Reverse Drilling and Grooving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09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09-06, Vol. 0, No. 0, pp. 

89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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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icrowave Sensor System Laboratory 

지도교수 김용훈(yhkim@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최성선, 김원겸, 문남원, 유승갑, 박상규, 이호진

석사과정  김세미, 오명근

주    소 500-7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M층 

05호(마이크로파) 센서시스템 연구실

전    화 062-715-2412

홈페이지 http://sensor.g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마이크로웨이브 센서시스템 연구실에서는 RF & Microwave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활동영역은 Radiometer, Antenna / 

Rader / Signal Image processing, Communication 등의 분야의 

System, Component, Circuits, CMOS, Algorithm, Signal Processing 

이다.

■ 연구분야

목표물 감지를 위한 리미터 시스템 개발

지능형 차량 주행 이론, 시스템 및 알고리즘

차량 이미지 레이더

우주 무인 비행 시스템

의료 진단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회로 & 안테나

Microwave RF circuits design 및 CMOS

■ 연구성과

Yong-Hoon Kim, Ki-Ho Kim

Development of 60 GHz Indoor Communication Systems

Journal of the Korea Electromagnetic Eng, 1998, Vol. 9, No. 4, 

pp. 32~47

Yong-Hoon Kim

A Low Noise Amplifier Technology for Satellite Communications

The Magazine of the Inst. of Electronics Eng. of Korea, 1998, 

Vol. 25, No. 1, pp. 31~39

Moon-Sik Lee, Yong-Hoon Kim

Multi-target Data Association Filter Based on Order Statistics for 

Millimeter-wave Automotive Radar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2000, 

Vol. 37, No. 5, pp. 94~104

김용훈, 강금실

마이크로웨이브, 리미터웨이브 센서시스템

전자공학학회지, 2001-10, Vol. 28, No. 10, pp. 1095~1105

Seung-Gab Yu, Dong-Min Yeon, Yong-Hoon Kim

Design of Plano-Convex Lens Antenna Fed by Microstrip Patch 

Considering Intergration with Microwave Planar Circuits

Journal of the Korea Electromagnetic Engineering Society, 2001- 

03, Vol. 1, No. 1, pp. 0~0

■ 프로젝트

[millimeter-wave 4-Stokes radiometer를 위한 고감도, 고정  4-Stokes 

Calibration Source 개발 및 지표면 탐사 위성 이용기술 연구] 2011. 

11~2015.08 국제협력(MEST-NASA) 교육과학기술부

[서브 리미터파 영상기법을 이용한 원격탐지기술] 2011.09~2017. 

08 국방과학연구소

[마이크로파 센서이용 심장질환 검지를 위한 시스템 모델링 및 신호처

리] 2011.08~2014.07 DST-CIMS(with Banaras Hindu University) 

한국연구재단

[초광대역 CMOS 능동 서어큘레이터 설계기술연구] 2012.01.01~ 

2012.12.31 GIST 2012년 교수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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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체이식형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소희(soheekim@gist.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최규동, 추남선, 박희진, 변동학

석사과정  유민수, 신권호, 조성준

주    소 500-712 광주 광역시 북구 오룡동 1번지 광주 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전    화 062-715-3224

홈페이지 http://ims.g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생체이식형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Implantable Microsystems 

Laboratory)에서는 건강 정보의 모니터링, 진단, 치료, 재활 등에 사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 가능한 소자 또는 시스템을 연구한다. 

만성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함으로써 큰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차세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 연구분야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신호를 기록하거나 손상된 감각 또는 운동 기능의 

복원을 위하여 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하는 신경전극(neural electrode) 

또는 신경인터페이스(neural interface)

■ 연구성과

N. Chou, S. Yoo, S.Kim.

A largely Deformable Surface Type Neural Electrode Array based 

on PDMS

IEEE T. Neural Systems & Rehabilitation Engineering, 2012, Vol. 

0, No. 0, pp. 0~0

Sohee Kim, Sungbo Cho

Parylene-C Coated Indium Tin Oxide Electrodes for Optical and 

Electrical Impedance Characterization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J.Y. An, J.H. Hur, S. Kim, J.H. Lee

Spherically Encapsulated Variable Liquid Lens on Coplanar 

Electrodes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2011-11, Vol. 23, No. 22, pp. 

1703~1705

Sung-Sik Yun, Sang youl Yoon, Min-Kyung Song, Sin-Hyeong 

Im, Sohee Kim, Jong-Hyun Lee and Sung Yang

Handheld mechanical cell lysis chip with ultra-sharp silicon 

nano-blade arrays for rapid intracellul

Lab on a Chip, 2010-06, Vol. 10, No. 11, pp. 1442~1446

Byung Phil Mun, Seung Mo Jung, Sang Youl Yoon, Sohee Kim, 

Jong Hyun Lee, Sung Yang.

Continuous Cell Cross Over and Lysis in a Microfluidic Device. 

MMicrofluidics and Nanofluidics, 2010-05, Vol. 8, No. 5, pp. 

695~701

■ 프로젝트

[이식형 무선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패키징 영향 연구] 다산프로젝트, 

GIST, 2009.6.1～2010.12.31 

[인체 삽입용 스마트 의료기기를 위한 멀티코일기반의 무선전력공급 

기술]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0.5.1～ 

2013.4.30

[피드백 기반의 신경 자극 시스템 개발(주관: KIST)] 한국연구재단 공공

복지안전연구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0.8.15～2015.8.14

[만성 퇴행성 척추질환의 최소침습적 치료 핵심기술 개발] Institute of 

Medical System Engineering, GIST, 2011.1.1～2013.12.31

[생체적합성이 높은 유연하고 침습 가능한 미세신경전극 개발] 한국연

구재단 중견(핵심)연구자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1.5.1～2014.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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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odeling & Simulation Lab

지도교수 고광희(khko@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지중현, 윤동호, Sukhbattar, Batchuluun

석사과정  이정현, 박경미, 박선철, 김민성

주    소 Department of Mechatronics, Room 202, 1 Oryong-dong, Buk-gu, Gwangju, 

500-712, Republic of Korea Location

전    화 062-715-2426

홈페이지 http://modsim.gist.ac.kr/

■ 실험실소개

In this project we research a technique to efficiently perform 

the immersive 'virtual product evaluation' process using new 

concept of AR technology used together with 3D display 

devices. We especially focus on studying and developing control 

and manipulation of the product via construction of 3D display 

based AR, photo-realistic material representation and product 

design method based on stereo rendering technique and 

computation acceleration using GPU power. By securing the 

high value core technology and know-how through this project, 

our completed product evaluation framework could be broadly 

used not only for product prototyping but also health-care, 

media, education and so on.

■ 연구분야

Expected Contribution

- Early preoccupancy of the competitive technolog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expected thanks to the securing of the 

original applied AR technology, especially with 3D-image 

display devices.

- Primarily applied into product prototyping process in many 

industrial fields.

- Further applied into ubiquitous computing, TV shopping 

products, education, military simulation and remote surgery 

operated upon the haptic devices, etc.

■ 연구성과

Jung Kim,Jung Seo Park, Taezoon Park, Jong Gye Shin, Kwang 

Hee Ko

Optimum subdivision of curved hull plates for efficient ship 

manufacture using minimum strain ener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Accepted for publication., 2011, Vol. 0, No. 0, pp. 0~0

Kwang Hee Ko, Taezoon Park, Kyong-Hwan Kim, Yonghwan 

Kim, Dong Ho Yoon

Development of Panel Generation System for Seakeeping 

Analysis

Computer-Aided Design, 2011-8, Vol. 43, No. 8, pp. 848~862

Seung Joo Lee, Hoi Min Kim, Myoung Kook Seo, Kwang Hee 

Ko, Kwan H. Lee

Representation of homogeneous translucent materials using the 

P3 approximation and an image-based BS

Optical Engineering, 2010-06, Vol. 49, No. 6, pp. 0~0

Yong Gu Lee, Hyungjun Park, Woontaek Woo, Jeha Ryu, Hong 

Kook Kim, Sung Wook Baek, Kwang Hee Ko, Han

Immersive Modeling System(IMMS) for Personal Electronic 

Products using Multi-modal Interface

Computer-Aided Design, 2010-05, Vol. 42, No. 5, pp. 387~401

Kwang Hee Ko, Ahn Hyo Sung

Approximation of 3D surface-to-surface intersection curves

Journal of Engineering with Computers, 2010-02, Vol. 26, No. 

1, pp. 49~60

Jung Seo Park, Jong Gye Shin, Chung Min Hyun, Young Child 

oh, Kwang Hee Ko

Application of Localization for Fabrication of Large Curved Plates 

in Shipbuilding

Computer-Aided Design, 2009, Vol. 41, No. 12, pp. 9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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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기능성고분자 실험실

지도교수 김동유(kimdy@gist.ac.kr)

전공분류 미시파괴 및 재료거동(Microfracture and Material Behavior)

박사과정  강석주, 김태수, 유병관 외 13명

석사과정  이세현, 김지홍, 이민혜, 차현지, 정은숙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 261 첨단-과기로(오룡동) 500-712

전    화 062-715-3216

홈페이지 https://mse.gist.ac.kr/~ppl/index.php

■ 실험실소개

Synthetic aim of conjugated polymers & Graphene in "organic 

electronics"

■ 연구분야

Organic Solar Cells

- High hole mobility for good charge carrier transport 

characteristics

- Sufficient miscibility with PCBM molecules for proper 

nano-scale interpenetrated network

- Proper energy level control for high Voc and efficient charge 

separation

- Highly solubility in common organic solvents for solution 

processing

Organic Thin Film Transistors

- High hole/electron/ambipolar mobility for good charge carrier 

transport characteristics

- Proper energy level control for air stability of device and energy 

level matching with metal electrode

- Highly soluble in common organic solvents for solution 

processing

- High on/off ratio for stable operation of device

Graphene

- High mobility

- High conductivity

- High current density

- High chemical stability, mechanical flexibility, transparency

■ 연구성과

Jeong-Ho Park, Jeong-Woo Park, Il-Kyu Park, and Dong-Yu Kim 

Enhanced Optical Power of GaN-Based Light-Emitting Diode 

with Nanopatterned p-GaN by Simple Light Co

Applied Physics Express, 2012, Vol. 0, No. 0, pp. 0~0

Tae-Soo Kim, Seok-In Na, Seok-Soon Kim, Byung-Kwan Yu, 

Jun-Suk Yeo, and Dong-Yu Kim 

Solution-processible polymer solar cells fabricated on a papery 

substrate

physica status solidi Rapid Research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Tae-Soo Kim, Seok-In Na, Seung-Hwan Oh, Rira Kang, Byung- 

Kwan Yu, Jun-Seok Yeo, Jongjin Lee, Dong-Yu

All-solution-processed ITO-free polymer solar cells fabricated on 

copper sheets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2012, Vol. 0, No. 0, pp. 

0~0

Byungjin Cho, Jin-Mun Yun, Sunghoon Song, Yongsung Ji, 

Dong-Yu Kim and Takhee Lee

Direct Observation of Ag Filamentary Paths in Organic Resistive 

Memory Devices

Adv. Funct. Mater, 2011, Vol. 21, No. 0, pp. 0~0

Paul Heremans, Gerwin H. Gelinck, Robert Mller, Kang-Jun 

Baeg, Dong-Yu Kim, Yong-Young Noh 

Polymer and organic non-volatile memory devices

Chemisty of Materials,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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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Flexible Electronics Laboratory

지도교수 고흥조(heungcho@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Hun Soo Jang, 지용성, 윤종원, 황영규, 현유준, 김기관

석사과정  박정필, Su ok Yoon

주    소 GIST, 261 Cheomdan-gwagiro(Oryong-dong), Buk-gu, Gwangju, Korea, 500-712

전    화 062-715-2310

홈페이지 https://mse.gist.ac.kr/~flexible/

■ 실험실소개

In the near future, portable electronic devices, such as cellular 

phones, electronic papers, solar cell arrays, and others, are going 

to require light weight and mechanically flexible designs in order 

to reduce the handling constraints. In particular, biomedical 

implantable electronics are required to be both bio-compatible 

and stretchable or compressible such that they can comformally 

be placed on human body parts or other movable systems. In 

order to develop the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from a flat 

to a non-planar geometry is one of the challenging issues. In 

this flexible electronics laboratory, we pursue developing 

micro/nano-scaled opto/electronic organic/ inorganic materials 

and reorganizing them into 2- or 3-dimensionally stretchable/ 

compressible functional devices. Specifically, we focus on 

developing various flexible electronic devices such as non-planar 

and stretchable/compressible biomedical smart gloves, multi- 

functional cloths, detectors, display devices, solar cell arrays, and 

bio-mimic systems that respond to environment stimuli.

■ 연구분야

Flexible organic/inorganic opto/electric materials and devices

Stretchable/compressible display devices

Biomedical functional devices

Non-planar electronic devices

Bio-mimic materials and devices

■ 연구성과

Ji, Y.; Choe, M.; Cho, B.; Song, S.; Yoon, J.; Ko, H. C.; Lee, T

Organic nonvolatile memory devices with charge trapping 

multilayer graphene film

Nano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Mechanics of curvilinear electronics

Wang, S.; Xiao, J.; Song, J.; Ko, H. C.; Hwang, K.-C.; Huang, 

Y.; Rogers, J. A

Soft Matter, 2010, Vol. 0, No. 0, pp. 0~0

Shin. G.; Jung, I.; Malyarchuk, V.; Song, J.; Wang, S.; Ko, H. 

C.; Huang, Y.; Ha, J. S.; Rogers, J. A.

Micromechanics and advanced designs for curved photodetector 

arrays in hemispherical electronic-eye cameras

Small, 2010, Vol. 0, No. 0, pp. 851~856

Ko, H. C.; Shin, G.; Stoykovich, M. P.; Lee, J. W.; Kim, D.-H.; 

Wang, S.; Ha, J. S.; Huang, Y.; Hwang, K.-C.; Rogers, J. A

Curvilinear electronics formed using silicon membrane circuits 

and elastomeric transfer elecments

Small, 2009, Vol. 0, No. 0, pp. 0~0

Hwang, Y.; Ko, H. C

Electrochromic polymers and devices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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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IDAS Laboratory

지도교수 장재형(shinbh@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신성헌, 김동현, 김동주, 이재영, 김대선, 오세이, 임권섭

석사과정  Sajid Hussain, 어성하, 우정민 외 4명

주    소 500-712 Oryong-dong,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062-970-2293

홈페이지 http://midas.gist.ac.kr/

■ 실험실소개

MIDAS group has research activities on integrated devices and 

systems in the application areas of wireless distributed sensor 

networks and ultra-high speed optical networks. We are aiming 

to realize potable devices which have self power generation, 

communication, and sensing functionalities by integrating the 

components and sensors which are under development in this 

group.

■ 연구분야

We are working on ultra-compact antennas, microwave electronic 

devices and circuits, and its application of RFID and microwave 

communication systems.

- Design and fabrication techniques of antenna for wireless 

distributed sensor networks 

- Laser range finders by utilizing direct IQ demodulation 

techniques

- Ultra-sensitive optical power monitoring circuits

- Next generation thin film solar cells

- Ring resonator based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for 

bio-sensor

- PIN, APD, and single photon detectors

- Low noise HEMTs and HBTs

■ 연구성과

D. S. Kim, M. S. Park, and J. H. Jang

Fabrication of a Cone-Shaped Subwavelength Structures by 

Utilizing a Confined Convective Self-Assemb

Journal of Vacuum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9, No. 

2, pp. 0~0

S. H. Shin, T. W. Kim, J. I. Song, and J. H. Jang

Buried-Pt Gate InP/In0.52Al0.48As/In0.7Ga0.3As Pseudomorphic 

HEMTs

Solid State Electronics, 2011, Vol. 0, No. 0, pp. 0~0

S. H. Kim, and J. H. Jang

Folded Monopole LC-Loaded Antennas and Their Polarization 

Reconfigurability

Microwave and Optical Technology Letters, 2011, Vol. 0, No. 

0, pp. 0~0

D. S. Kim, M. S. Park, and J. H. Jang

A High-Coverage Nanoparticle Monolayer for the Fabrication of 

a Subwavelength Structure on InP Subst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J.Lee, M. Yan, B. Ofuonye, J. H. Jang, X. Gao, S. Guo, and I. 

Adesida

Low Resistance Mo/Al/Mo/Au Ohmic Contact Scheme to 

InAlN/AlN/GaN Heterostructure

physica status solidi, 2011, Vol. 0, No. 0, pp. 0~0

S. H. Kim, T. T. Nguyen, and J. H. Jang

Reflection Characteristics Of 1-D EBG Ground PlaneAnd Its 

Application To A Planar Dipole Antenna

Progress In Electromagnetics Research, 2011, Vol. 0, No. 0, pp. 

0~0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험실

51

실 험 실 광전자연구실

지도교수 이용탁(sjj@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최규동, 추남선, 박희진, 변동학

석사과정  강은규, 정경호, 강석진, 차성현, 전진명 외 5명

주    소 A-304, Inf.& Comm. GIST, Oryong-dong,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500-712

전    화 062-715-2239

홈페이지 http://opto.gist.ac.kr/

■ 실험실소개

Our main area of research focuses on MBE, MOCVD epitaxial 

growth,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ptoelectronic 

devices based on 3-5 compound semiconductor. We aim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optical semiconductor 

materials, semiconductor laser for optical communications, RGB 

light source for micro projection display, VCSEL/RCE-PD for 

optical interconnection, optical transceiver module for 

subscriber, micro-optics sensor, opto-VLSI and its applications.

■ 연구분야

RGB light source for micro projector 

Development of InGaP/GaAs(Red) and InGaN/GaN(Blue, Green) 

vertical light emitting LED light sources. 

Chip-to-chip parallel optical interconnect 

High speed(>10Gbps)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VCSEL) array and Resonant Cavity Enhanced Photo Detectors 

(RCE-PD) array, platform, single mode VCSEL, microlens integrated 

VCSEL arrays and optical interconnectsystem on PCB. 

Low cost DFB light source and module for optical communications 

InGaAlAs/InP metal grating Distributed Feedback(DFB) LD for 

low cost optical transceiver module applications. 

Micro-optic sensor 

Bio-sensor, environmental-sensor, robotics motion control sensor 

and micro-laser mouse based on integrated VCSEL/RCE-PD. 

Opto-VLSI and their applications 

Application of opto-VLSI processor for optical interconnects, 

optical router and wavelength selective switch for WDM/ 

DWDM, tunable laser etc.

■ 연구성과

B. H. Na, G. W. Ju, H. J. Choi, Y. C. Cho, Y. H. Park, and Y. 

T. Lee

Large aperture asymmetric Fabry Perot modulator based on 

asymmetric tandem quantum well for low volt

Opt. Express, 2012, Vol. 0, No. 0, pp. 0~0

A. Karar,N. Das, C. L. Tan, K. Alameh, F. Karouta, Y. T. Lee

High-responsivity plasmonics-based GaAs metal-semiconductor- 

metal photodetectors

Appl. Phys. Lett, 2011, Vol. 0, No. 0, pp. 0~0

N. Das, A. Karar, C. L. Tan, M. Vasiliev, K. Alameh, Y. T. Lee

Metal-semiconductor-metal(MSM) photodetectors with 

plasmonic nanogratings

Pure Appl. Chem, 2011, Vol. 0, No. 0, pp. 0~0

F. Xiao, K. Alameh, Y. T. Lee

Tunable multiwavelength fiber ring lasers based on an Opto- 

VLSI processor

IEEE Photonics Technol. Lett,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GaAS 광 흡수 기반 저전압 투과형 optical image modulator 설계 

및 검증] 삼성종기원 2012.02.15-2012.12.15

[III-V 화합물반도체기반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 광주과학기술원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 2009.06.01-2012.12.31

[나노바이오 재료 및 전자공학] 한국과학재단 WCU 사업 2008.12. 

01-2013.08.31

[양면 천공 실리콘 광플랫폼을 사용한 12 X(5~10) Gbps 광연결 모듈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한.중 과학 기술 협력 센터 사업 2011.01.01- 

2013.12.31

[반도체 집적 어레이형 센서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포토닉스 융합

기술 및 응용 시스템 개발 사업 2012.01.01-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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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고체/반도체 발광소자 연구실

지도교수 이동선(dslee66@gist.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배시영, 남성용, 심재필, 최상배, 서동주

석사과정  공덕조, 민정홍, 이준엽, 이종선, 강창모

주    소 Cheomdan-gwagiro(Oryong-dong), Buk-gu, Gwangju 500-712, Republic of Korea

전    화 062-715-3141

홈페이지 http://ssll.g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In Solid-State Lighting Laboratory, we have been researching on 

the LEDs, solar cell and THz source for communication using 

the compound semiconductor.

■ 연구분야

*LED

- Simulation & Growth

Simulation of the LED structure

Epi-layer growth using MOCVD

- Light Emitting Diodes(LEDs)

LEDs are a very attractive and alternative for lighting source,

because They have advantages of long life, robustness,

durable and low energy consumption etc.

- Fabrication

Fabrication of LED devices

- Research Area

Non-polar and semi-polar GaN LEDs

AIGaN Ultraviolet LEDs

Improvement of Extraction Efficiency

- Measurement

Measurement of I-V curve, EL spectra

*Solar Cell

- Growth

Research about nano rod structure growth, tandem structure

growth to increasing light absorption

- Fabrication

Application of new transparent contact layer, Design of various 

grid

patterns to reduce current loss

- Measurement

IV characteristic, EQE measurement to analyze Solar

cell device efficiency

*THz Device

- Terahertz technology

THz gap is empty frequency region between electronics and 

photonics

Future major technology by MIT Tech. Rev. 2004, Pop. Mech. 

2009

THz imaging, new material. medical, new generation 

communications

→ 100G GHz GaN IMPATT development

IMPATT(Impact Avalanche Transit Time diode)

High-output power in electronics-based devices

Epi design, growth, fabrication, characterizations

Co-work with NTT/ETRI/KIST/KOPTI

■ 연구성과

배시영, 공득조, 전성란, 이동선 

청색 및 녹색 LED의 정전용량-전압 응답 특성 

제4회 LEDㆍ반도체조명학회 국내학술대회, 2011, Vol. 0, No. 0, pp. 

0~0

서동주, 배시영, 심재필, 정병오, 조형균, 이동선 

태양전지 응용을 위한 p-GaN 위에서의 n-ZnO 나노 막대 성장에 대한 

연구 

2011년 제1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2011, Vol. 0, No. 0, pp. 

0~0

배시영, 공득조, 이동선, 이승재, 백종협 

높은 도를 갖는 마이크로 피라미드 발광다이오드 어레이의 발광특성

연구 

2011년 제1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2011, Vol. 0, No. 0, pp. 

0~0

최혜린, 민정홍, 이동선

Graphene을 투명전극으로 이용한 383nm GaN 기반 자외선 LED 

제1회 한국광전자학회 학술대회, 2011, Vol. 0, No. 0, pp. 0~0

심재필, 김도형, 이준엽, 최민혁, 박성주, 이동선

그라핀표면에 Ag 나노입자형성을 통한 투명전극 개발 및 청색 발광다이

오드 전류분산층으로의 적용 

제1회 한국광전자학회 학술대회,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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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Lab

지도교수 송종인(chungjae4@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민호, 이종임, 유제민, 이돈정 외 6명

석사과정  Lee, Ju Young, 이정민, 최형준, 장두진

주    소 A-315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Oryong-dong Buk-gu Gwangju 500-712 Korea.

전    화 062-970-2277

홈페이지 https://speed.gist.ac.kr/english/portal.php

■ 실험실소개

Primary research objectives of this laboratory include characterization 

of ultra-high-speed devices and circuits fabricated in the clean 

room, design of devices, integrated circuits, and subsystems for 

high speed optical an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applications. The laboratory currently has a micro-wave probe 

station, a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two spectrum 

analyzers, a low-noise amplifier, a Silvaco device simulator, 

microwave circuit design simulators including HP Microwave 

Design Software(MDS), HP Advanced Design System(ADS), 

HSPICE, and work stations. The laboratory is using a vector 

network analyzer(VNA), microwave tuners, microwave power 

meters, microwave noise measurement system, and an HP ICCAP 

software for device parameter extraction now. These measurement 

system primary cover frequency ranges up to 50 GHz and we 

will upgrad to cover higher frequency ranges. Also we have a 

many measurement utilities related to Optics. On- going 

research projects in the laboratory are the development of 

millimeter-wave device and MMIC RF modules for 40 GHz LMDS 

system, the development of HBT power transistors for 30 GHZ 

LMDS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opto-electronic 

converter, photo diode(PD), laser diode(LD) and amplifier for 

millimeter-over-fiber(MMoF) system, the development of InP- 

based HBT technology, and etc. Detailed research topics include 

epitaxial growth, device fabrication, device modelling and 

parameter extraction, microwave device(noise and power) 

characterization, MMIC design, MMIC fabrication, reliability of 

device and MMIC.

■ 연구분야

There is a clean room in the department, 4,320 square- 

feet-wide with the class of 1,000 to 10,000 depending on the 

specific area. The clean roo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fabrication of compound semiconductor devices and circuits for 

high-speed communication applications. The fabrication equipments 

currently installed are a V80H chemical beam epitaxy 

system(CBE), molecular beam epitaxy(MBE), a J5800LV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 Raith Elphy Plus SEM- 

based e-beam lithography system, a Karl Suss Jirset Photoresist 

spin coater, a Karl Suss MJB3 mask aligner with a backside 

alignment capability, Leica optical microscopes, an Oxford 

Plus80 reactive ion etching(RIE) system, an Oxford Plus80 

plasma enhance chemical vapor deposition(PECVD) system, a 

Temescal BJD-1800 e-beam evaporator system, an Alpha-step 

profiler, and chemical wet stations. The equipments are capable 

of fabricating ultra- high-speed devices including high-electron 

mobility transistors(HEMTs), heterojunction bipolar transistors 

(HBTs), high-speed detectors, and modulators operating up to 

a few hundred GHz and integrated circuits operating up to tens 

of GHz.

■ 연구성과

Minho Park, Kyu-Cheol Kim, Jong-In Song

Generation and Transmission of a Quasi-Optical Single Sideband 

Signal for Radio-Over-Fiber Systems.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2011, Vol. 23, No. 6, pp. 

0~0

Hyoung-Jun Kim, Jong-In Song

Full-Duplex WDM-based RoF System Using All-optical SSB 

Frequency Upconversion and Wavelength Re-use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2010, 

Vol. 0, No. 0, pp. 0~0

김형준, 송종인

Photonic Frequency Upconversion Technique using an 

Electro-absorption Modulator for Radio-over-Fibre

Electronics letters, 2010, Vol. 46, No. 22, pp. 1~2

Phase noise characteristics of all-optical single sideband frequency 

upconverter for radio-over-fibr

Hyoung-Jun Kim, Jong-In Song

Electronics letters, 2010, Vol. 46, No. 1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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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Quantum Integrated Photonics Lab.

지도교수 송계휴(hughsong@g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Hodoug Joung

석사과정  

주    소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ryong-dong, P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062-970-2298

홈페이지 http://turandot.g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Evolving from the topics of integrated photonics, the Laboratory 

is changing its focus to the more advanced topics of photonics 

and photonic devices than the conventional ones. As in the past 

research emphasis,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the device 

designs and simulations. For this reason, it has changed its name 

from "Integrated Photonics Laboratory" to "Quantum Integrated 

Photonics Laboratory" reflecting the current interests in the 

Laboratory.  The main thrust of this year's projects is lined up 

along the following directions:

■ 연구분야

Photonic crystal devices : theory, simulation and fabrication

Semiconductor quantum logic devices : theory and fabrication/ 

characterization

Relativistic Optics : Computer simulations

Principles of Photonics, and quantum information

■ 연구성과

G. Hugh Song

균일한 출력특성을 위하여 최적화한 광성형 결합기의 Bessel 함수 해석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America A, 2004-03, Vol. 0, No. 

0, pp. 1~19

Kyu Hwan Hwang,Soan Kim and G. Hugh Song

이차원 삼각형격자 구조를 가진 photonic-crystal channel-drop 

filters

SPIE,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ngineering, 2004-01, Vol. 

0, No. 0, pp. 0~0

Han-Youl Ryu,Yong-Hee Lee and G. Hugh Song

Photonic crystal hexagonal cavity 내의 높은 Q를 가지는 whispering- 

gallery mode

SPIE, The international Sociery for Optical Engineering, 2004- 

01, Vol. 0, No. 0, pp. 0~0

Man Yong Park and G. Hugh Song

Input array에서 Directional Coupling을 이용한 최적화된 Star 

Coupler를 위한 Design Recipe

LEOS 2003, 2003-12, Vol. 0, No. 0, pp. 0~0

Kyu Hwan Hwang, Soan Kim and G. Hugh Song

Design of a Photonic-Crystal Channel-Drop Filter Based on the 

Two-Dimensional Triangular-Lattice Hol

PHotonics conference, 2003-11, Vol. 0, No. 0, pp. 0~0

Soan Kim, Kyu Hwan Hwang and G. Hugh Song

Hexagonal-Lattice Photonic-Crystal Slab Structure by the Finite- 

Difference Time-Domain Method with G

Photonics conference, 2003-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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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마이크로 열유체 시스템 연구실

▶ 냉동공조 및 이상유통연구실

▶ 정밀기술연구실

▶ 메카트로닉스 및 필드 로봇 연구소

▶ 지능시스템설계 연구실

▶ 지능로봇 연구실

▶ 태양전지연구실

▶ 나노전자유기복합재료 연구실

▶ 스핀전자재료연구실

▶ 나노복합재료연구실

▶ 기능성 나노구조 연구실

▶ 초전도재료 및 응용 연구실

▶ 나노소재 및 소자 연구실

▶ 자기소자설계연구실

▶ 미세조직제어 연구실

▶ 마이크로 나노 바이오 연구실

▶ 정밀시스템 연구실

▶ 환경 중심 신소재 공정 연구실

▶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 난류 유동 연구실

▶ MEMS & Nano engineering Lab

▶ NTFL(Nano Thermal Fluidics Laboratory)

▶ 전산유동소음 연구실

▶ Bio Fluid System Lab

▶ Mechanobiology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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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마이크로 열유체 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이규정

전공분류 열역학(Thermodynamics)

박사과정  서장원

석사과정  이상웅, 정호진, 전재명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창의관 333호

전    화 02-3290-3756

홈페이지 http://energy.kore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열역학, 유체역학 및 열전달 등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산업

에 응용·적용 될 수 있는 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Microfluidics, MEMS에서의 열전달, 열시스템 개발 및 성능 개선, 에

너지 유용성 및 대체성, 결정체 성장에서의 열유동 및 질량전달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며,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개선방안도 연구한다.  

■ 연구분야

1. Micro scale Environment의 열전달 및 유체유동 제어

- Nano/Micro/Bio System에 관한 연구

반도체 물질 의 이용과 가공의 정 화로 각종 분야에 열 및 유체해석 

을 통한 초소형/초정  전자기계시스템(NEMS/MEMS)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기존의 연속체 개념을 벗어난 Microfluidics, Micro Scale 열전달 해석

과 새로운 실험 측정 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초소

형 열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Micro gravity Environment의 열전달 및 질량전달

- 결정체 성장 공정(Crystal Growth Processing) 열유동 연구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 광학기기, 군사산업 등 신소재 및 고순도 

결정체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급증하고 있다. 용융성장법을 사용한 고순

도 결정체의 생성시 고온의 용융액적에서의 열전달 현상은 중요하며 

재결정체의 열응력 및 전위 현상을 좌우한다. 따라서 성장시 야기되는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여 양질의 결정체를 생성할 수 있는 성장 조건을 

연구한다.

3. 에너지 이용 및 환경 오염에 관한 연구

- 열시스템에 관한 연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높은 효율의 열시스템 개발을 주 목적으

로 한다. 각종 열시스템(내·외연기관, 열교환기, 공기조화·냉동기기 등)

의 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 열 및 유체 해석과 최적설계 조건을 연구한다.

-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화석 에너지 연소 조건의 개선 및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격납용기 밖으로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중대사고 발생시, 일어나는 증기 및 수소폭발, 격납용기 직접가

열 등의 열전달 현상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한다.

■ 연구성과

Yoon-Ho Kim, Kyu-Jung Lee and Donghyouck Han

Pool boiling enhancement with surface treatments

Heat and Mass Transfer, 2008, Vol. 45, No. 1, pp. 0~0

Donghyouck Han, C. Moon, C. Park and Kyu-Jung Lee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rrelation for Smooth Tubes in 

Annular Flow Regime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6, Vol. 20, 

No. 8, pp. 0~0

Donghyouck Han and Kyu-Jung Lee

Investigation of Single Phase Frictional Pressure Loss in Circular 

Micro Tube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6, Vol. 20, 

No. 8, pp. 0~0

Donghyouck Han and Kyu-Jung Lee

Experimental study on condensation heat transfer enhancement 

and pressure drop penalty factors in four microfin tub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2005, Vol. 48, 

No. 18, pp. 0~0

Donghyouck Han and Kyu-Jung Lee

Single-phase heat transfer and flow characteristics of micro-fin 

tube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005, Vol. 25, No. 11, pp. 0~0

C. Kim, K. Lee, J. H. Kim, K. S. Shin, K. J. Lee, T. S. Kim and 

J. Y. Kang

A serial dilution microfluidic device using a ladder network 

generating logarithmic or linear concentrations

Lab on a Chip, 2008, Vol. 8, No. 3,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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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냉동공조 및 이상유통연구실

지도교수 김용찬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김용기, 한동원, 김지영, 정해원, 백창현, 박홍희, 김보성, 박귀영, 조일용 외 11명

석사과정  우아영, 박재우, 우형석, 김석, 정종호, 송재현, 전용석, 서뇌, 임창학, 오명수 외 2명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창의관 330

전    화 02-921-5946

홈페이지 http://hvac.korea.ac.kr/

■ 실험실소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냉동공조 및 이상유동 연구실(HVAC 

& Two-phase flow Lab.)은 크게 Renewable Energy System, 

Advanced HVAC System, Advanced Refrigeration System, Green 

Energy Technology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 개발의 성과로 현재까지 300여 편의 국제 및 

국내 저널 논문 및 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였고 20여개의 특허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실적 등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냉동공조 분야 연구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Renewable Energy System

- Study on Reliability and Performance Degradation of PEMFC 

under Severe Conditions

 - Development of Small Fuel Cell System

- Hybrid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 공기 호흡형 PEMFC의 자체가습 및 채널유동 최적화를 통한 성능향

상 연구

2. Advanced HVAC System

- Modular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Heat Pump 

System

- Gas Injection Heat Pump Technique

- Study on Internet-based Diagnosis and Investigation 

Technique of Building Energy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고효율 저온난방 기술 개발

3. Advanced Refrigeration System

- Optimization of Refrigeration Cycle

- Optimum Design Technique of Evaporator for Refrigerator

- Optimum Design of Aluminum Plate-fin Heat Exchanger for 

Natural Gas Liquefaction Process

- Study on the Enhancement of Domestic Refrigerator 

Efficiency by Optimization of Lorenz -Meutzner Cycle

- 지역냉방 및 초고층빌딩 HVAC 시스템용

4. Green Energy Technology

- Development of Numerical Analysis Program on CO2 Heat 

Pump System

- Commercial design of CO2 Heating, Cooling, and Water 

Heating Heat Pump System

- Optimum design of TMS(Thermal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LED

■ 연구성과

최종민, 김용한, 이무연, 김용찬 

Air 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s of discrete plate finned-tube 

heat exchanger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010, Vol. 0, No. 0, pp. 0~0

이무연, 강태형, 주영주, 김용찬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spirally-coiled circular fin-tube 

heat exchangers operating under frosting cond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2010, Vol. 0, No. 0, pp. 

0~0

이무연, 강태형, 김용찬 

Air-sid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spiral-type circular 

fin-tube heat exchan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외부 POD용 환경조절장치 개발,] 2010.07.01~2013.06.30 

[태양열 이용 100kW급 개방형 제습냉방시스템 개발,] 2010.06.01~ 

2012.05.31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열방출 및 공급기술] 2010.04.01~ 

2015.03.31 

[공기호흡형 PEMFC의 자체가습 및 채널유동 최적화를 통한 성능향상 

연구,] 2009.09.01~2012.08.31 

[치아의 치수생활력 검사기 개발] 2012.03.01~2012.12.31 



고려대학교 연구실험실

59

실 험 실 정 기술연구실

지도교수 최우천

전공분류 강도평가 및 해석(Strength Evaluation and Analysis)

박사과정  방한석

석사과정  정성민, 전재원, 오선열, 김윤건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창의관 331호 정 기술연구실

전    화 02-3290-3867

홈페이지 http://pretel.korea.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고려대학교 창의관에 자리잡고 있는 정 기술연구실은 최우천 교수님

의 지도아래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5명으로 구성되어 세계최고의 정 기술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정 제작 관련 연구 

- 여러 가지 제작공정의 정 도 향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조에 

사용되는 주형의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나 여러 종류의 제작공정에

서 오차분석을 통한 정 도 향상 등이 포함된다. 

2. 초음파 모터 연구 

- 압전재료에 고주파 교류 전압을 가하여 발생하는 진동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초음파 모터의 특성을 연구한다. 

3. 공기베어링 연구 

- 고속에 적합한 공기 베어링의 특성, 성능을 연구한다. 실험과 이론적 

해석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는 설계변수를 결정한다. 

4. 레이저 연구 

-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면에 합금을 만드는 알로잉과 이종물

질로 층을 만드는 클래딩에 관한 연구를 하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의 용접과 절단에 관한 연구를 한다. 

5. 주형제작 관련 연구 

- 주형 제작시 주형의 표면이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를 갖고, 우수한 

통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상의 여러 공정 인자가 주형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적의 가압조건을 찾는다. 

6. Parallel Manipulator를 이용한 정 공작에 관한 연구 

- 기구학 및 동력학해석, 기구학적 구조변수의 최적화 및 성능분석, 

동력학적 성능분석, 매니퓰레이터 제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7. Flexure Guided nanopositioning 모듈의 오차측정, 해석 및 보정 

- flexure guided positioner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설계변수의 오차에 대한 영향을 해석하여 최적설

계를 수행하며, 오차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정 한 장치 

개발에 기여. 

8. 고속가공을 위한 오차측정 방법 및 예측모델 개발 

- 공작기계에 대한 최소한의 시험결과와 입력정보(가공물과 공구의 

형상 및 재료물성치)로부터 공작물의 가공오차를 예측.  

■ 연구성과

윤장호, 최우천, 강종윤, 강진규, 윤석진

굴곡 진동모드를 이용한 초음파 선형 압전 액추에이터 개발

한국센서학회지, 2009, Vol. 18, No. 6, pp. 461~466

Seon-Ho Jeon, H.M. Kim, T.-H. Park, B.-H. Choi and W.C. Choi

Characterizat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C/ABS based hybrid materials

ICCE17, 2009, Vol. 0, No. 0, pp. 419~420

Hwang E.J., Min K.S., Song S.H., Ahn I.H., Choi W.C

Optimal design of a flexure-hinge precision stage with a lever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7, 

Vol. 21, No. 0, pp. 616~623

Min K.S., Choi W.C., Song S.H., Hwang E.J

Static and dynamic analysis of a nanopositioning flexure-hinge 

stage with a flexible lever mechanism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B-JOURNAL OF ENGINEERING MANUFACTURE, 2006, Vol. 

219, No. 6, pp. 0~0

Hong D., Lee W.C., Chu B., Kim T.H., Choi W.C

antry robot with extended workspace for pavement sign 

painting operation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5, Vol. 19, No. 6, pp. 1268~1279

HS Bang, SH Lee and WC Choi

Error Identification with a spinning mirror for holography system

Proc. IMechE, Part B : J. Engineering Manufacture, 2010, Vol. 

224, No. 0, pp.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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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메카트로닉스 및 필드 로봇 연구소

지도교수 홍대희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김동남, 정경모, 이창섭, 오경원, 문성민, 김경남, 배창호, 남찬혁

석사과정  김종헌, 김성원, 박소라, 김병곤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    화 02-3290-3765

홈페이지 http://mfr.korea.ac.kr/

■ 실험실소개

The Mechatronics & Field Robotics Lab. is part of the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We carry out 

foundational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on mechatronics, 

robotics, and control engineering, and perform real-field applic- 

ations of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The robotic systems 

developed in the Mechatronics & Field Robotics Lab., which is 

called 'Field Robots', are mainly focused on such 'Field' 

applications as construction automation, military service, nuclear 

plant, underwater work, emergency rescue, etc.Other than 

conventional robotic systems which include industrial robots or 

personal service robots, 'Field Robots' have following advant 

ages; needs from consumers are very clear due to their specific 

application purposes, implementations are tangible with current 

technologies, and high price can be allowed since they are 

usually used in public sectors. As well as field robot group, we 

explore various interdisciplinary mechatronics systems combin 

ing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medical 

science, and physics. Examples researched in the Mechatronics 

& Field Robotics Lab. include Robotic Building Construction, GI 

Endoscopic Suture, Smart Exercise Machine, Intelligent Excavator 

System, Haptic Control of Demolition Robot, Climbing Robot for 

Building Maintenance, and Blue-Ray Disc Player. 

■ 연구분야

- Construction Automation of High-rise building based on 

robotic crane

- Continuous Suture Device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e

- Haptic simulation technology for Human-Product Interaction 

– Haptic based resistance training machine

- Intelligent Excavator System

- Haptic Control of Excavator for Dismantling Process

- Blu-ray Disc Player

■ 연구성과

Chanhyuk Nam, Daehie Hong, Jaeik Chung, Jaewon Chung, 

Insung Hwang, Jongheun Lee, Seunghwan Ko, and Costas P. 

Grigoropoulos

Assembly of Acircular SnO2 Rod Using Optical Tweezers and 

Laser Curing of Metal Nanoparticle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0, Vol. 0, No. 0, pp. 

0~0

Hyojun Kim, Junyoung Song, Jaewon Chung*, Daehie Hong, 

Onset Condition of Electrohydrodynamic Jetting for Plane, Hole 

and Pin Type Electrodes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0, Vol. 108, No. 10, pp. 0~0

Baeksuk Chu, Kyungmo Jung, Chang-Soo Han, and Daehie 

Hong

A Survey of Climbing Robots: Locomotion and Adhe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0, Vol. 11, No. 4, pp. 633~647

Baeksuk Chu, Jooyoung Park, and Daehie Hong

Tunnel Ventilation Controller Design Using an RLS-Based Natural 

Actor-Critic Algorithm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0, Vol. 11, No. 6, pp. 829~838

■ 프로젝트

[노면사인 도색로봇시스템 개발] 2001.8.31～2003.8.30

[터널 환기제어를 위한 오염도 추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2002.5.1～ 

2003.4.30

[표면실장조립장비를 위한 Multi-Gantry 구조의 System Dynamics 

특성 최적화 및 제어] 1999.11～2002.10

[표면실장조립장비를 위한 Multi-Gantry 구조의 System Dynamics 

특성 최적화 및 제어] 1999.11～2002.10

[병렬형 이송기구를 이용한 고속·고정  절삭가공 연구] 1999.9～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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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시스템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장민호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장건화, 임성빈

석사과정  서유동, 김한솔, 이승진, 최태환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창의관 512A호 지능시스템설계 연구실

전    화 02-3290-3379

홈페이지 http://isdl.korea.ac.kr/xe/home

■ 실험실소개

지능시스템설계 연구실(ISDL)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소속되어 있

습니다. 본 연구실은 기계 시스템 설계, 특히 3차원 측정 시스템의 설계

에 관한 다양한 알고리즘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지도 교수이신 장민호 교수님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관하

여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Optical 3D measurement systems

- Digital image processing is the use of computer algorithms 

to perform image processing on digital images. As a subfield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has many 

advantages over analog image processing; it allows a much 

wider range of algorithms to be applied to the input data, and 

can avoid problems such as the build-up of noise and signal 

distortion during processing. 

-  Automatic 3D measurement systems

-  Digital image processing

-  Computer aided design

-  Computer vision

-  3D computer graphics, etc.

■ 연구성과

Sang C. Park., Minho Chang

Reverse engineering with a structured light system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2009, Vol. 57, No. 4, pp. 

1377~1384

Chang M., Park S

Automated scanning of dental impressions

Computer-Aided Design, 2009, Vol. 41, No. 6, pp. 404~411

Chang M., Park S., Chung Y

Three-dimensional profile curve machining on three-axis 

mach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 Res, 2009, Vol. 47, No. 10, pp. 

2587~2599

Chang M., Chung Y

Efficiency of grid representation and its algorithms for areal 3D 

scan d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23, 

No. 5, pp. 1234~1243

Kim T., Seo Y., Lee S., Yang Z, Chang M

Simultaneous registration of multiple views with markers

Computer-Aided Design, 2009, Vol. 41, No. 4, pp. 231~239

Chang M., Park S

Range data simplification for reverse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2009, Vol. 41, No. 1, pp. 86~96

Chang M., 

Profilometry by projecting sinusoidal stripe patterns with motion 

blurring

Journal of Mechanical Engineering Science, 2008, Vol. 222, No. 

8, pp. 1551~1555

Chang M., Park S

Reverse engineering of a symmetric object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2008, Vol. 55, No. 2, pp. 

311~320

Chang M., Park S.

An algorithm to extract machining volum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2008, Vol. 36, No. 9, pp. 9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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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로봇 연구실

지도교수 송재복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송희찬, 조현철

석사과정  조창노, 이기남, 이승엽, 홍성호, 김성수, 김동일, 강인호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지능로봇연구실

전    화 02-929-8501

홈페이지 http://robotics.korea.ac.kr/

■ 실험실소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지능로봇연구실(Intelligent Robotics 

Lab)은 1993년 3월에 송재복 교수의 부임과 동시에 설립되었다. 현재 

Safe Arm and Manipulation, Mobile Robot Navigation, Design 

and Control of Robotic Systems, Haptics, Motion Control 등 로봇

과 메카트로닉스에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로 현재까지 3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널 

및 학술대회에 발표하였으며, 12개의 특허를 취득하였거나 출원 중

이다.  

■ 연구분야

- Navigation

- Manipulation

- Robotic Systems

- Haptics

■ 연구성과

Yong-Ju Lee, Jae-Bok Song

Three-dimensional iterative closest point-based outdoor SLAM 

using terrain classification

Intelligent Service Robotics, 2011, Vol. 4, No. 2, pp. 147~158

Byeong-Sang Kim, Jae-Bok Song

Object Grasping Using a 1 DOF Variable Stiffness Gripper 

Actuated by a Hybrid Variable Stiffness Actuator

Proc. of IEEE Int. Conf. on Robotics and Automation, 2011, Vol. 

0, No. 0, pp. 4620~4625

황서연, 송재복

천장 조명의 위치와 방위 정보를 이용한 모노카메라와 오도메트리 기반

의 SLAM(Monocular Vision and Odometry-Based SLAM Using 

Position and Orientation of Ceiling Lamps),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2011, Vol. 17, No. 2, pp. 164~170

한혜민, 송재복

좁은 환경에서 초음파 및 적외선 센서를 융합한 강인한 지도 작성 

(Robust Map Building in Narrow Environments based on 

Combination of Sonar and IR Sensors)

로봇학회 논문지, 2011, Vol. 6, No. 1, pp. 42~48

김영렬, 송재복

7 자유도 인간형 로봇 팔의 직관적인 팔꿈치 위치 설정이 가능한 역기구

학 알고리즘(Analytical Inverse Kinematics Algorithm based on 

Intuitive Elbow Direction for a 7 DOF Anthropomorphic Robot 

Arm)

로봇학회 논문지, 2011, Vol. 17, No. 3, pp. 277~282

박중태, 송재복

센서융합을 통한 시맨틱 지도의 작성(Sensor Fusion-based Semantic 

Map Building)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2011, Vol. 17, No. 4, pp. 362~367

■ 프로젝트

[원격조작시스템의 휴대용 원격조종장치] 특허번호: 0287794

[수동롤러를 갖는 전방향 바퀴(Omnidirectional wheel with passive 

rollers),] 특허번호: 0418427

[짐벌기구를 이용한 6자유도 햅틱 조이스틱 시스템(6 DOF haptic 

joystick system using gimbal mechanism),] 특허번호: 0482000

[무단변속 기능을 갖는 전방향 차량(Omni-directional vehicle with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특허번호: 0493214

[완충장치 및 상기 완충장치를 갖는 샤프트(Shock-absorbing device 

and Shaft having the same),] 특허번호: 10-0631343

[안전 유니트 및 이를 구비하는 안전 장치(Safety unit and safety 

device with the same),] 출원번호: PCT/KR2006/003144

[출력 모듈 및 이를 구비하는 점자 디스플레이 장치(A Braille module 

and a display apparatus with the same)] 출원번호: 10-2006- 

009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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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태양전지연구실

지도교수 김동환

전공분류 연료 및 대체에너지(Fuel and Substitution Energy)

박사과정  강민구, 박임수, 박선군, 지광선, 이지엄, 이선훈, 김선후, 최성주, 김영두 외 9명

석사과정  김현택, 김현호, 현필부, 이경동, 윤경현, 최수영, 강현형, 이두원

주    소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관 616호

전    화 02-3290-4790

홈페이지 http://solar.korea.ac.kr/xe/index

■ 실험실소개

태양전지연구실은 주로 반도체의 전기 및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분야

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공정자체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실제 광전자 소자를 제작하여 특성을 평가 분석하는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실험과 이론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수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로 이제까지 석사과정 학생 한 명당 평균 해외 논문 한편을 발표해 왔습

니다. 매년 개최되는 JSEM 학회를 통해 일본을 방문하고 Fukuoka 대학 

전자컴퓨터 공학과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우리 연구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을 거쳐간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 받고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학문적 인격적 기초를 닦아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비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착실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 연구분야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HIT) cell

*High Efficiency Ultra Thin Si-Solar Cell

*Back-contact Solar Cell

*CdTe Solar Cell

*Trasparent Conductive Oxide(TCO)

*Nano Structured Solar Cells

*Large scaled TCO with high stability

■ 연구성과

Jooyong Song, Sungeun Park, Soonwoo Kwon, Seungtak Kim, 

Hyunho Kim, Sung Ju Tark, Sewang Yoon, Donghwan Kim

A study on the aluminum fire-through to a-SiNx:H thin film for 

crystalline solar cells

Current Applied Physics, 2011, Vol. 12, No. 0, pp. 0~0

Joon-Ho Oh, Hyunju Lee, Donghwan Kim and Tae-Yeon Seong

Effect of Ag nanoparticle size on the plasmonic photocatalytic 

properties of TiO2 thin film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011, Vol. 206, No. 0, pp. 

0~0

Seungju Chun, Younghun Jung, Jihyun Kim, Donghwan Kim

The analysis of CdS thin film at the processes of manufacturing 

CdS/CdTe solar cells

Journal of Crystal Growth, 2011, Vol. 326, No. 0, pp. 0~0

Youngkyoung Ahn, Sakeb Hasan Choudhury, Daeseok Lee, 

Sharif Md. Sadaf, Manzar Siddik, Minseok Jo, Sungeun Park, 

Young Do Kim, Dong Hwan Kim, and Hyunsang Hwang

Estimation of interfacial fixed charge at Al2O3/SiO2 using slant 

wafer for solar cell application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50, No. 0, pp. 

0~0

Young-Woo Ok, Ajeet Rohatgi, Yeon-Ho Kil, Sung-Eun Park, 

Dong-Hwan Kim, Joon-Sung Lee, and Chel-Jong Choi

Abnormal Dopant Distribution in POCl3-Diffused N+Emitter of 

Textured Silicon Solar Cells

Electron Device Letters IEEE, 2011, Vol. 32, No. 0, pp. 0~0

Seungju Chun, Younghun Jung, Jihyun Kim, Donghwan Kim

The analysis of CdS thin film at the processes of manufacturing 

CdS/CdTe solar cells

Journal of Crystal Growth, 2011, Vol. 326, No. 0, pp. 0~0

Min Gu Kang, S.Tark, Jeong Chul Lee, Chang-Sik Son, 

Donghwan Kim

Changes in efficiency of a solar cell according to various 

surface-etching shapes of silicon substrate

Journal of Crystal Growth, 2011, Vol. 326,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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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전자유기복합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윤호규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최준환, 장용균, 한상학, 유태욱, 임종우

석사과정  이광세, 이정훈, 김광호, 송대훈, 김윤성, 강민하, 최정민, 김정훈, 조다혜, 조계룡

주    소 서울시 암연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607호 나노전자유기복합재료연구실

전    화 02-3290-3277

홈페이지 http://neoh.korea.ac.kr/~polymer/index.php

■ 실험실소개

나노 입자 표면처리 및 정제 기술, 나노 입자 분산기술 등을 최적화하여 

나노 복합체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포함한 물성 향상에 관해서 연구

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디바이스의 고기능화 및 경박단소화의 추세에 

따른 액상 봉지재 및 내장형 PCB 소재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

다. 현재, 세계 최초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자파 차패재에 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시양산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 연구분야

-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전기, 전자 디바이스 등의 응용기술 개발

- 투명 전극

- FED용 plain tip

- 디스플레이용 소재

■ 연구성과

K.S. Moon, H.D. Choi, A.K. Lee, K.Y. Cho. H.G. Yoon and K.S. 

Suh

Dielectric Properties of Epoxy-Dielectrics-Carbon Black Composite 

for Phantom Materials at Radio Frequencies

J. Applied Polymer Science, 2000, Vol. 77, No. 0, pp. 1294~1302

Ho Gyu Yoon, Kyung Won Kwon, Kenji Nagata and Kiyohisa 

Takahashi

Changing the percolation threshold of a carbon black/polymer 

composite by a coupling treatment of the black

Carbon, 2004, Vol. 42, No. 8, pp. 1877~1879

Seung Han, Ho Gyu Yoon, Kwang S. Suh, Whan Gun Kim and 

Tak Jin Moon

Cure Kinetics of Biphenyl Epoxy-Phenol Novolac Resin System 

Using Triphenylphosphine as Catalyst

J. Polymer Science, Part A: Polymer Chemistry, 1999, Vol. 37, 

No. 6, pp. 0~0

H. D. Choi, H. W. Shim, K. Y. Cho, H. J. Lee, C. S. Park and 

H. G. Yoon

Electromagnetic and Electromagnetic Wave Absorbing 

Properties of the SrTiO3-epoxy Composite

J. Applied Polymer Science, 1999, Vol. 72, No. 1, pp. 0~0

Y.S.Chun, H.S. Kwon, W.N. Kim and H.G. Yoon

Compatibility Studies of Sulfonated Poly(ether-ether-ketone)- 

poly(ether-imide)-polycarbonate ternary blends 

J. Applied Polymer Science, 2000, Vol. 78, No. 0, pp. 2488~ 

2494

Yoon Jin Kim, Taek Sun Shin, Hyung Do Choi, Jong Hwa Kwon, 

Yeon-Choon Chung and Ho Gyu Yoon

Electrical conductivity of chemically modifi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epoxy composites

Carbon, 2005, Vol. 43, No. 1, pp. 23~30

■ 프로젝트

[탄소나노복합재료를 이용한 conductive paste 개발] 04.01.01~ 

04.12.31

[Nano composite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재료 조성 연구] 03.03.01~ 

03.11.30

[In-situ 방법에 의한 Nano-clay 에폭시 복합재 개발 연구] 02.04.01~ 

03.03.31

[박형전자파 Tape 및 열방산 특성을 고려한 차폐 sheet 개발] 04.03.01~ 

05.02.28

[플립칩 언더필 소재의 접착력 및 탄성율 최적화 연구] 03.04.01~ 

04.03.31

[유전체/자성체 나노 하이브리드 입자에 의한 복합재료의] 02.07.01~ 

03.06.30

[Non-halogen 난연 EMC 개발] 01.10.01~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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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스핀전자재료연구실

지도교수 이성래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김태훈, 정준후, 강희국

석사과정  방경훈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스핀전자재료 연구실

전    화 02-3290-3708

홈페이지 http://spintronics.kore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고감도 스핀전자재료 및 고 도 정보저장 재료에 관하

여 연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GMR 현상을 이용한 소자재료 연구와 

TMR 소자재료에 관한 연구 및 고 도 수직기록 매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감도, 열적으로 안정한 소자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 연구분야

1. 초고 도 수직자기기록매체에 대한 연구

2. 리튬인터컬레이션 박막 이차전지 소재에 관한 연구

3. 차세대 고감도 p-MTJ 에 관한 연구

4. 고보자력 Nd-Fe-B 소결자석의 미세구조와 자기적 특성의 상관관계 

연구

5. 하이브리드카 모터용 고에너지 영구 자석 개발

■ 연구성과

T.-H. Kim, Seong-Rae Lee, Dong-Hwan Kim, and Tae-Seok Jang

Effect of Dy on the Microstructur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an Nd-Fe-B Strip-Cast Alloy

Metals and Matrs. Int, 2011, Vol. 17, No. 0, pp. 329~334

T.-H. Kim, Seong-Rae Lee, Dong-Hwan Kim, and Tae-Seok Jang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riple junction and grain boundary 

phases of Nd-Fe-B sintered magnet by post-sintering annealing 

step

J.. Appl. Phys, 2011, Vol. 0, No. 0, pp. 0~0

Dongwon Lim, Kisu, Kim, Sungdong Kim, Won Young Jeung, 

and Seong-Rae Lee

Study on exchange-biased perpendeicular magnetic tunnel 

junction based on Pd/Co multilayers

IEEE Trans. Mag, 2009, Vol. 45, No. 0, pp. 2407~2409

H. G. Cho, Y. K. Kim, and S. -R. Lee

Magnetic and Magnetoresistance properties of synthetic spin 

valves with differernt pinning layer thicknesses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 2002, Vol. 41, No. 5, pp. 

753~755

Han Jae Kim, Kisoo Kim, and Seong-Rae Lee, Won Young Jeung

Thickness dependence of(001) texture evolution and magentic 

properties of sputter deposited FePt:MgO nanocomposite films

IEEE Trans, 2008, Vol. 44, No. 0, pp. 3535~3538

GyoungBum Kim, Seung-Yong Cha, Eun-Kyung Hyun, 

YoungChai Jung, YoonSuk Choi, Jae-Sung Rieh, Seong-Rae Lee, 

and SungWoo Hwang

Integrated Planar Spiral Inductors with CoFe and NiFe 

Ferromagnetic Layer

Microwave and Optical Technology Letters, 2008, Vol. 50, No. 

3, pp. 676~678

■ 프로젝트

[자기기록장치] 10-2000-0069017 

[센서용 합금박막] 0187549 

[고주파용 연자성 다층박막의 제조방법] 2000-0062147

[스핀밸브형 자기저항 소자] 10-2002-0013249 

[소자크기 변화에 무관하게 작고 안정한 바이어스 자기장을 갖는 자기 

저항 소자] 2003-131527 

[터널링 자기저항 소자 및 그 제조방법] 10-2003-0005915 

[비정질 코발트-나이오븀-지르코늄 합금을 하지층으로 사용한 자기터널

접합] 10-2003-0012960 

[ZrAl을 하지층 및 상지층으로 사용한 다층 구조를 지닌 소자] 

10-2003-0069700 

[소자크기 변화에 무관하게 작고 안정한 바이어스 자기장을 갖는 자기 

저항 소자] 10-2003-0026256 

[Magnetic recording device] 09/85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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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복합재료연구실

지도교수 이재철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원성옥

석사과정  김홍규, 김성철, 김제우, 김효진, 손성국

주    소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613호 나노 복합재료 연구실

전    화 02-3290-3283

홈페이지 http://ncrl.korea.ac.kr/

■ 실험실소개

나노복합재료연구실(NCRL)에서는 차세대 생체 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Biomaterials

-현재 생체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i-6Al-4V(Ti64) 합금은 

MRI 사용시 왼쪽의 그림과 같이 합금 주변에 MR 영상 왜곡을 일으켜 

수술 부위의 추적이나 진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MRI 영상의 왜곡은 생체 조직과 보철물간의 자화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2. MRI 영상의 왜곡은 생체 조직과 보철물간의 자화율의 차이가 클수록 

심해진다.

3. MRI 영상의 왜곡은 MRI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Ti64 합금은 MR 영상 왜곡 외에도 신경성 독성 물질로 

알려진 Al을 함유하고 있으며, 뼈 조직과의 영률 차이가 커서 stress 

shielding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Computer Simulation

나노복 합재료연구실 ( N CR L ) 에서는분자동 력학( Mo l e c u l a r 

Dynamics)를 이용하여 재료를 전산모사(Computer simulation)하

고 있습니다. 분자동력학은 원자 간의 포텐셜 혹은 힘이 주어졌을 

때, 뉴튼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원자들의 에너지/위치/속도/가속

도 등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BCC구조를 가지는 Fe 내부에 C 

원자가 용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Substitutional site

2. Octahedral site(interstitial)

3. Tetrahedral site(interstitial)

이를 분자동력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각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에너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따라서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Octahedral site에 C 원자가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재료의 특성은, 

그 재료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질 재료는 구조가 무질서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비정질 재료도 일정한 재료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질 

재료도 결정질 재료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규칙성이 있을 것이

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분자동력학으로 계산하여 비정질 재료를 전

산모사하고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그 구조적 규칙성을 찾는 연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천부현, 김형욱, 이재철

Asymmetric rolling of strip-cast Al-5.5Mg-0.3Cu alloy sheet: 

Effects on the form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Mater. Sci, 2011, Vol. 0, No. 0, pp. 5223~5227

천부현, 한준현, 김형욱, 이재철

Asymmetric Rolling of Twin-roll Cast Al-5.5Mg-0.3Cu Alloy 

Sheet: Mechanical Properties and Formability

Kor. J. Met. Mater, 2011, Vol. 49, No. 3, pp. 243~249

이미림, 이창면, 이광렬, Evan Ma, 이재철

Networked interpenetrating connections of icosahedra: Effects 

on shear transformations in metallic glass

Acta materialia, 2011, Vol. 59, No. 0, pp. 159~170

강경한, 박경원, 이재철, E.Fleury, 이병주

Correlation between plasticity and other materials properties of 

Cu_Zr bulk metallic glasses: An atomistic simulation study

Acta materialia, 2011, Vol. 59, No. 0, pp. 805~811

이미림, 김홍규, 이재철

Icosahedral Medium-Range Orders and Backbone Formation in 

an Amorphous Alloy

Met. Mater. Int, 2010, Vol. 15, No. 6, pp. 877~881

윤규상, 이미림, 이재철

Enhanced plasticity of bulk amophous alloys at cryogenic 

temperature

J. Kor. Inst. Mat. & Mater., 2010, Vol. 48, No. 8, pp. 6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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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기능성 나노구조 연구실

지도교수 이종흔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김해일, 김선정, 추영호, 김강민, 나찬웅, 박성영, 최광일, 안지현, 김윤정

석사과정  임정원, 우현석, 이춘선, 윤지욱

주    소 서울시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공학관 606호

전    화 02-3290-3282

홈페이지 http://fnml.korea.ac.kr/home/home.php

■ 실험실소개

기능성 나노구조 연구실은 산화물 나노구조, 중공구조 및 나노 계층구조

의 설계 및 합성, 산화물 나노 구조와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가스센서 

응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미소영역 복소 임피던스 방법을 이용한 고

체전해질의 입계전도 해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가스센서

2. 고체전해질 이온전도

3. 임피던스 분광법

4. 나노 산화물 코팅

5. 초음파 분무 열분해법

■ 연구성과

Jun-Woo Kim, Seong-Min Jeong, Hyung-Tae Kim, Kyung-Ja Kim, 

Jong-Heun Lee, and Kyoon Choi

Thermodynamic Prediction of SiC Deposition in C3H8-SiCl4-H2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2011, Vol. 48, No. 3, 

pp. 236~240

Kwon-Il Choi and Jong-Heun Lee

Preparation of Manganese Oxide Porous Nanostructures using 

Amino-acid and its Selective C3H8 Sensing Properties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0, No. 

1, pp. 64~69

Joong-Ki Choi, In-Sung Hwang, Sun-Jung Kim, Joon-Shik Park, 

Soon-Sup Park, Ki-Young Dong, Byeong-Kwon Ju and 

Jong-Heun Lee

Gas Sensing Characteristics of Sb-doped SnO2 Nanofibers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0, No. 

1, pp. 1~7

이동섭, 이동철, 이종흔, 구은회

양자점을 이용한 고감도 마이크로 비드의 제조 및 특성

세라믹학회지, 2010, Vol. 47, No. 2, pp. 189~194

김선중, 이종흔

중공구조를 이용한 실시간 감응 가스센서

세라미스트, 2009, Vol. 12, No. 4, pp. 34~42

조평석, 강종윤, 김선중, 김진상, 윤석진, Nguyen Van Hieu, 이종흔

LTCC 를 이용한 SnO2 가스 센서

한국재료학회지, 2008, Vol. 18, No. 2, pp. 69~72

김선중, 조평석, 조윤호, 이충용, 박승영, 이종흔

하이드라진을 이용한 용액환원법에 의한 Ni-GDC 미분말 합성과 전기

적 특성

한국재료학회지, 2008, Vol. 18, No. 12, pp. 660~663

김선중, 이종흔

하이드라진 방법에 의한 ZnO 미분말의 합성 및 에탄올 감응성

한국재료학회지, 2008, Vol. 18, No. 11, pp. 628~633

■ 프로젝트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 고감도, 쾌속반응 산화물 반도체형 가스센서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 10-0989611 

[쾌속반응 산화물 반도체형 가스센서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 10- 

0981166 

[PDMS를 이용한 나노 소자의 제작방법] 특허등록 10-0969478

[La이 코팅된 SnO2 나노와이어 센서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10-094823 

[연료전지용 고체전해질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10-0841458 

[매연감지용 산화주석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용 매연감지센

서] 특허등록 10-07487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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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전도재료 및 응용 연구실

지도교수 이해근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송정빈, 김광록, 김진태, 최윤혁, 양동규

석사과정  권오준, 김영균, 이종석, 신현진, 박연주

주    소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505호 초전도재료 및 응용 연구실

전    화 02-3290-3265

홈페이지 http://lsma.kore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초전도 재료합성 및 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고온초전도 선재 및 응용기술은 21세기의 전력에너지, 전기기계, 

고에너지 물리, 의료,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및 삶의 

질 향상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실용적인 가장 큰 장점 중에 일정온도 이하에

서 일반적인 구리금속 선재보다 같은 단면적에서 전기저항 없이 수 백 

배 또는 수 천 배 이상의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높은 임계전류 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차세대 고효율 전력기기 응용 시 에너지자원 

절약효과, 소형화 및 대용량화, 고성능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여 

고온 초전도 선재를 이용한 NMR/MRI 마그넷, 자기부상 시스템 및 에너

지 저장장치 및 이들 시스템 제작에 이용될 양질의 초전도선재 개발 

및 실용화에 역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Material Research

2. Application Research

3. 초전도 기기의 보호

■ 연구성과

J. B. Song, K. L. Kim, D. G. Yang, J. Y. Jang, T. K. Ko, M. C. 

Ahn, H. G. Lee

Normal Zone Initation a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a Solid 

Nitrogen Cooled GdBCO Racetrack Pancake Coil

Accepted in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011, Vol. 0, No. 0, pp. 0~0

R. S. Hyam, J. S. Lee, E. J. Cho, J. H. Khim, H. G. Lee

Controlling Surface Defects and Phase Formation of Self- 

Organized TiO2 Nanotubes for Efficient Photocatalytic Applications

Submitted in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011, Vol. 0, No. 

0, pp. 0~0

Y. H. Kim, J. Y. Jang, H. C. Jo, S. J. Choi, J. B. Na, C. Y. Lee, 

J. B. Song, H. G. Lee, T. K. Ko, Y. J. Hwang 

A Study on the Loss of Superconducting Magnet by the Control 

Current in a Hybrid Electro-Magnetic Suspension System

Submitted in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011, Vol. 0, No. 0, pp. 0~0

H. J. Kim, Y. J. Hwang, S. J. Choi, H. G. Lee, T. K. Ko 

A Study on Recovery Characteristics of Spliced Tapes from the 

View of Thermal and Electrical Variation for Magnet 

Applications

Submitted in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011, Vol. 0, No. 0, pp. 0~0

H. C. Jo, S. J. Choi, J. B. Na, Y. J. Hwang, J. S. Kang, M. C. 

Ahn, Y. D. Chung, H. M. Kim, H. G. Lee, T. K. Ko 

Characteristics of Critical Current of HTS Layer Winding Coils 

with Various Winding Tensions

Submitted in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011, Vol. 0, No. 0, pp. 0~0

S. K. Kim, S. H. Kim, J. G. Kim, M. W. Park, I. K. Yu, Y. H. 

Choi, H. G. Lee

Harmonic Current Based Loss Characteristics Analysis of HTS DC 

Model Cable Using Calorimetric Method

Submitted in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Current Lead and Cryogenic System for 

24kV/630A HTS Fault Current Limiter(Frontier Project)] 

2005.04~2006.03

[고온초전도 한류기용 전류] 2006.03~2007.02

[초전도 한류소자의 안정도 진단기술 연구(Frontier Project)] 

2006.04~2007.03

[2.5 MJ 고온 초전도 전력 저장 시스템(SMES)용혼합고화냉매를 이용

한 새로운 개념의 냉각 시스템 개발] 2008.01~2011.07

[차세대 물질 나노 미세 구조 및 조성 분석 기술 개발] 2011.04~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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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소재 및 소자 연구실

지도교수 이헌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변경재, 한강수, 황재연, 신주현

석사과정  조중연, 오상철, 이성환, 김강인, 최학종, 김진승, 김양두, 조한별, 김정호

주    소 서울지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과 301호

전    화 02-3290-3284

홈페이지 http://nmdl.kore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바탕으로 LED 및 태양전

지 등의 소자에 고기능성 나노패턴을 형성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광결정 패터닝을 통한 LED 광추출효율 향상

- 나노 패터닝을 이용한 태양전지 효율 향상

- Sol-gel을 이용한 direct patterning

-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 기능성 광학 소재

■ 연구성과

Seong-Hwan Lee, Kyeong-Jae Byeon, Hyoungwon Park, Jong-Jin 

Jang, Ki-Yeon Yang and Heon Lee 

Enhancement of Light Extraction Efficiency of GaN-based 

Light-emitting Diode using ZnO Sol-gel Direct Imprinting 

Microelectronic Engineering, 2011, Vol. 88, No. 11, pp. 3278~ 

3281

Hyoungwon Park, Kyeong-Jae Byeon, Jong-Jin Jang, Okhyun 

Nam and Heon Lee 

Enhancement of photo- and electro-luminescence of GaN- 

based LED structure grown on nano-scaled patterned sapphire 

substrate 

Nanoscale Research Letters, 2011, Vol. 88, No. 11, pp. 3207~ 

3213

Ju-Hyeon Shin, Seong-Hwan Lee, Kyung-Jae Byeon, Kang-Soo 

Han,Tsunozaki Kentaro and Heon Lee 

Fabrication of flexible UV Nanoimprint Mold with fluorinated 

polymer coated PET Film 

Nanoscale Research Letters, 2011, Vol. 6, No. 1, pp. 0~0

Ju-Hyeon Shin, Kang-Soo Han and Heon Lee 

Anti-reflection and hydrophobic characteristics of MPDMS based 

moth-eye nano-patterns on protection glass of photovoltaic 

systems 

Progress in Photovoltaics, 2011, Vol. 19, No. 3, pp. 339~344

Kyeong-Jae Byeon, Hyoungwon Park, Joong-Yeon Cho, Ki-Yeon 

Yang, Jong Hyeob Baek, Gun YoJung and Heon Lee 

Fabrication of photonic crystal structure on indium tin oxide 

electrode of GaN-based light-emitting diodes 

physica status solidi(a), 2011, Vol. 208, No. 2, pp. 480~483

Sung-Hoon Hong, Yunjung Choi, Young-Kook Lee and Heon 

Lee 

Fabrication of multi-level switching phase change nano-pillar 

device using InSe/GeSbTe stacked structure 

Current Applied Physics,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마이크로-나노 금속 구조물의 제조방법] 2007-0057577

[고효율 태양전지] 2007-0096966

[광섬유 브래그 격자 제조 방법] 2008-0010406

[더미 나노 패턴을 구비한 나노 임프린트용 스탬프 및 이를 이용한 나노 

임프린팅 방법] 2007-0115242

[광신호 검출기의 제조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된 광신호검출기] 

2007-0109857

[광투과율 및 집광이 우수한 태양전지용 집광부재 및 그 제조방법] 

2009-0091931

[ 유기발광소자 및 제조 방법] 2009-0071010

[나노 공동을 포함하는 전도성 기판의 제조방법, 나노 공동을 포함하는 

표시 패널과 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 2009-0071008

[투명 전도성 기판의 나노 패턴 형성방법] 2009-0082185

[선격자 편광판 제조방법] 2007-00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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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자기소자설계연구실

지도교수 임상호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정종호

석사과정  이종민, 남궁지현, 장수영, 남윤재, 정보람

주    소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207호 자기소자설계 연구실

전    화 02-3290-3285

홈페이지 http://nanodevice.korea.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의 주된 연구대상은 자성재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크로/나노 자기소자이다. 현재, 자기메모리, 자기기록, 스핀전자소

자 및 전자파 잡음제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나노 자기

소자들은 첨단 정보통신 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 연구분야

1. 마이크로/나노 자기소자 설계 - 계산 자기학(micromagnetics), 스핀 

토크, FEM, 열적안정성

2. 스핀전자소자(spin electronics) - 단위소자 및 핵심소재(자성반도체 

및 고 스핀분극재료)

3. 자기기억소자(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고 도 달성

을 위한 단위소자 설계

4. 자기기록(magnetic recording)

5. 정보통신 소자용 핵심 자기 단위소자/소재 기술 - 전자파 잡음제거 

소자, 초고주파용 나노결정립 연자성 박막재료

■ 연구성과

최규길, 장호, 한석희, 김희중, 임상호

비정질 SmFe 2 합금박막의 자기적 및 자기변형특성에 미치는 B 첨가와 

열처리 영향

한국자기학회지, 2000, Vol. 10, No. 5, pp. 237~245

김상록, 강석이, 임상호

급냉응고된 Tb-Fe계 합금리본의 자기변형 및 자기적 톡성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학회지, 1997, Vol. 35, No. 10, pp. 1386~1394

김민형, 정규철, 윤형도, 이경식, 임상호

광섬유 간섭계를 이용한 급속응고리본과 박막의 자기변형 측정

대한전기학회지, 1998, Vol. 47, No. 2, pp. 194~198

송상훈, 이덕열, 한석희, 김희중, 임상호

비정질 Sm-Fe 합금박막의 유도자기이방성 형성

한국자기학회지, 1998, Vol. 8, No. 5, pp. 261~270

■ 프로젝트

[희토류-철계 자기변형합금 및 그 제조방법] 특허번호 120280

[초미세 결정립구조의 Tb-Fe 계 자기변형합금 및 그의 제조 방법] 특허

번호 141021

[비정질 자성합금 박대의 절연피막형성방법] 특허번호 125659

[자기변형박막 실리콘 마이크로 캔티레버] 특허번호 263741

[Tb-Fe계 거대 자기변형박막 및 그 제조방법] 특허번호 243719

[자기변형박막 실리콘 캔티레버] 특허번호 275652

[Tb계 자기변형 합금 박막] 특허번호 281985

[Sm계 거대자기변형박막 그 제조 방법] 특허 번호 284465

[Tb-Dy-Fe 자기변형 복합체 및 그 제조방법] 특허번호 302583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워드선 제조방법] 특허번호 

10-04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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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미세조직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허주열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정보묵, 김성환, 조성빈, 이규호

석사과정  Hoang Thi Lien, 천정우, 김현강, 백용호, 최지환, 고지선, 김자령, 이범용

주    소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621호

전    화 02-3290-3278

홈페이지 http://microlab.korea.ac.kr/

■ 실험실소개

미세조직제어 연구실에서는 열역학과 속도론에 바탕하여 나노재료의 

산 안정성 과 상변화 거동, 그리고 이종접합 계면에서의 계면반응 현상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열역학 모델링, phase field 

mode 을 이용한 전산모사, 모델실험 을 통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 연구분야

- Thermodynamic Modeling of Nanomaterials

- Phase field simulation

- Solder interconnection in electronic packaging

- Materials Development

■ 프로젝트

[상평형장 모델을 이용한 비평형 액상성형 전산모사 기술] 지식경제부 

2008-2012

[비첩촉식 공정을 이용한 초박형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개발] 지

식경제부 2008-2011

[결정질 SI 태양전지의 고효율화를 위한 동시소성용 전면 및 후면전극 

무연 페이스트의 매커니즘 규명] 제일 모직 2009-2011

실 험 실 마이크로 나노 바이오 연구실

지도교수 민남기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최우석, 이준영, 김준현, 혀영훈, 홍현필

석사과정  이동일, 한성우, 정광훈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406호

전    화 02-925-2296

홈페이지 http://mnblab.kore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오염과 인체 감염을 

고감도, 고정 로 측정하는 MEMS, Nano, Bio 기술 기반의 센서 연구

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스 센서와 

습도 센서, 결로 센서 등의 각종 센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결합하여 

센서 노드를 만들기 위하여 MEMS, Nano 기반의 에너지 획득 소자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Micro Battery와 Solar Cell, IR Sensor, 압력

센서 등의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스트레인 게이지

- 3전극 시스템

- 습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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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정재화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석사과정  홍대웅

주    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어계측공학과 207호 정 시스템 연구실

전    화 041-860-1439

홈페이지 http://psl.korea.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정 시스템 연구실은 마이크로미터 수준을 넘어 나노미터 수준의 정

도를 요구하는 초정  생산장비, 가공기, 측정기, 정보저장기기 등의 

핵심 요소인 정  구동 시스템과 정  측정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기/압전 구동 시스템 설게 및 제어, 유연기구 가이드 

시스템 설계 및 제어, 다축 힘/토크 센서 설계, 진동 에너지 수확 기술 

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High Precision Positioning system

- High Precision Sensor System

- Vibration Energy Harvesting System

실 험 실 환경 중심 신소재 공정 연구실

지도교수 이준호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신민수, 김윤겸

석사과정  정재용, Le Thu Hoai, 신영민, 장동익

주    소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208호 환경중심 신소재 공정 연구실

전    화 02-3290-3287

홈페이지 http://lipt.korea.ac.kr/

■ 실험실소개

환경중심신소재공정연구실은 21C 기술개발의 화두인 에너지 및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재료 및 공정 개발을 위한 물리화학

적 기초 연구 및 응용 공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저감 철강 제조 공정 연구(제선, FINEX, 제강, 

특수강, 합금철 등),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차세대 무연 솔더 개발, 환경

친화적 고장력 강판 제조를 위한 용융아연 도금공정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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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 난류 유동 연구실

지도교수 최영돈

전공분류 연료 및 대체에너지(Fuel and Substitution Energy)

박사과정  김정석, 남기훈, 임홍영,김시헌, 변재기

석사과정  홍석민, 이장일, 윤성호, 최남현, 오일록

주    소 서울 성복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    화 02-926-5908

홈페이지 http://renewableenergy.korea.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Renewable Energy System, Heat transfer, Turbulence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Concus-Finn Channel 의 적용을 통한 플러딩 현상 제거에 관한 

연구

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성능측정 실험장치

3. Flexural wave에 의한 플러딩 억제

4. 플러딩 가시화

5. 무차원 변수의 계산을 통한 플러딩 현상 예측

6. Hybrid Ground Source Heat System

7. Green Energy Technology

8. Development of Heat Supply Control Algorithm

■ 연구성과

Seong Ho Han, Nam Hyeon Choi, Young Don Choi

Study on the flooding phenomena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PEM fuel cell applying a Concus-Finn condition

Renewable Energy, 2012, Vol. 44, No. 0, pp. 88~98

Seong-Ho Hong, Jeong-Sik Seo, Jae-Ki Byun, Young-Don Choi 

and Jong-Keun Shin

Turbulent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Compound Channels 

with Gap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9, 

No. 9, pp. 2217~2225

Jong-Keun Shin, Jae-Ki Byun and Young-Don Choi

A low-Reynolds-number dissipation rate equation model using 

the dissipation rate tensor equation and elliptic-blending 

equation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5, 

No. 5, pp. 1361~1371

Yong-Ju Hong, Han-Kil Yeom, Seong-Je Park, Seok-Ho Kim, and 

Young-Don Choi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ryogenic Conduction Cooling 

System for a HTS SMES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008, 

Vol. 18, No. 2, pp. 0~0

S.H Han, K.R Kim, D.K Ahn, Y.D Choi

Experimental analysis of a dimensionless number in the cathode 

channels of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with 

different head losse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C: 

Journal of Mechanical Engineering Sc,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SF6 농축 기술개발] 

2011.10.01~2013.09.30 지식경제부

[공기호흡형 PEMFC의 자체가습 및 채널유동 최적화를 통한 성능향상 

연구] 2011.09.01~2012.08.31 한국연구재단

[하이브리드 제습냉방시스템의 엑서지 해석] 2011.06.01 ~2012.05.30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연료전지 자동차용 판형 가습기의 성능 해석을 통한 적용 타당성 검토 

및 운전 조건 최적화] 2012.04.16 ~2013.04.15(주)현대엔지비

[초 Slim 자발광 대형 Display의 방열 Layout 최적화를 통해 박판/고강

성 TV 기구개발을 위한 방열 기반기술 연구] 2012.03.01 ~2012.11.30 

(주)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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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MS & Nano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권오명

전공분류 열공학부문(Heat)

박사과정  정재훈, 황광석

석사과정  정의현, 박혜민, 한정훈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창의관 432호 

전    화 02-3290-3855

홈페이지 http://kumems.cafe24.com/index.php

■ 실험실소개

저희 MEMS & Nano Engineering 연구실에서는 나노 영역의 기계, 

전자, 재료, 바이오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도 및 열전도도 계측용 고성능 주사탐침열현미경(SThM) 탐침 개발

- 나노스케일 온도 및 열전도도 정량 분포 계측 기술 개발

- 열전물성 계측용 고성능 다이아몬드 열전탐침 개발

- 나노스케일 열전물성 정량 분포 계측 기술 개발

- 나노 전자 소자(nano transistor)의 에너지 전달 현상 계측 및 분석나

노 발광 소자(LED)

- 내부 에너지 전환 효율 분석

- PRAM(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의 핵심 물질(GST, 

TiN)의 열전도도 및 질간 계면 열저항 계측

- 미세 온도 구배 조절에 의한 줄기 세포의 분화 유도

- CNT 및 나노선 소자의 에너지 전달 현상 계측 및 분석

- Graphene의 열전달계수(thermal conductivity) 정량계측

- 열-화학 나노 형상화 기술(Thermo-chemical nano lithography) 개발

■ 연구분야

- SThM 열전탐침 제작

원자 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노 세계를 아주 미세한 팁을 사용하여 물체 표면의 형상, 단단한 정도, 

전기, 자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로 머리카락의 굵기의 1십 

만분의 1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정 도를 가지고 있다. 배율이 최고 

수천만 배로서 개개의 원자를 관찰할 수 있어 미세 재료분석, 3차원 

형상, 표면계측, 결함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 Diamond 열전탐침 제작

SSM 방법을 위해서는 매우 특수한 탐침이 필요하다. 열전 계수를 측정

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부분이 반도체물질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리

콘을 비롯한 여러 반도체 물질은 공기중에서 표면이 매우 얇게 산화되어 

전기적으로 접촉이 쉽지 않다. 따라서 반도체 표면에 전기적으로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물질로 만든 탐침으로 매우 강한 힘을 가해 

눌러서 강제적으로 전기적 접촉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 

원리상 접촉점의 온도를 높은 공간 해상도로 측정해야 필요가 있으므로 

탐침 끝에 온도 센서를 제작해야 한다.

- 3ω Method

1990년 Cahill이 발표한 3ω method는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유전

체(Dielectric solids)의 열전도도를 계측할 수 있는 실험기법이다. 

먼저 계측하고자 하는 샘플 위에 히터와 온도계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금속패턴을 제작한다.

- Double scan technique

- Scanning Seebeck Microscopy

■ 연구성과

J. Chung, K. Kim, G. Hwang, O. Kwon, Y.K. Choi, J.S. Lee

Quantitative temperature profiling through null-point scanning 

thermal microscop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mal Sciences, 2012, Vol. 0, No. 0, 

pp. 0~0

K. Kim, J. Chung, G. Hwang, O. Kwon, J.S. Lee

Quantitative measurement with scanning thermal microscopy by 

preventing the distortion due to the heat transfer through the 

air

ACS Nano, 2011, Vol. 0, No. 5, pp. 8700~8709

C.B. Kim, H. Chun, J. Chung, K.H. Lee, J.H. Lee, K.B. Song, S.H. 

Lee

In Situ Curing of Sliding SU-8 Droplet over a Microc ontact 

Printed Pattern for Tunable Fabrication of a Polydimethylsiloxane 

Nanoslit

Analytical Chemistry, 2011, Vol. 83, No. 0, pp. 7221~7226

■ 프로젝트

[30nm급 상변화소자 제작 기술개발 및 열물성 계측기법의 정량화 및 

정 도 향상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11.01~2010.04.30

[마이크로 열교환기 설계] 한국과학재단 2009.03.01~2010.02.28

[나노구조물을 통한 포논 제어 기반 고효율 열전 소재 합성연구] 한국연

구재단 2011.09.01~2018.08.31

[10 nm 급 에너지 전달 및 전환 계측을 통한 LED 효율 및 박막 트랜지스

터 열점 거동 정량 분석] 한국연구재단 2010.05.01 ~2013.04.30

[주사탐침열현미경 탐침 일괄제작공정에 있어서 수율 및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9.02.20~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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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TFL(Nano Thermal Fluidics Laboratory)

지도교수 정재원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열공학부문(Heat)

박사과정  

석사과정  양중근, 이승미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창의관 415호 NTFL

전    화 02-3290-3374

홈페이지 http://ntflkume.wordpress.com/

■ 실험실소개

나노열유체 연구실은 기계공학의 열/유체 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레이저/ 

광공학, 전기/전자를 융합하여, 새로운 미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실입니다.

현재, 잉크젯 프린팅 기술 및 EH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플렉서블 전자

기판 제작에 관한 연구,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물질의 고해상도 패터

닝, 레이저를 이용한 유체액적 이송, 또한 차세대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열방출 및 공급기술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Printing Electronics

- 전기수력학(Electro-Hydro-Dynamic) 프린팅 기술

2. Laser Material Processing

- 레이저 어블레이션(laser ablation)

3. Opto-Micro-Fluidics

- Optical Tweezing

- Opto Eletro Wetting 

■ 연구성과

Seung Hwan Ko, Jaewon Chung, Nico Hotz, Koo Hyun Nam and 

Costas P Grigoropoulos

Metal nanoparticle direct inkjet printing for low-temperature 3D 

micro metal structure fabrication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010-12, Vol. 

20, No. 0, pp. 0~0

Chan Hyuk Nam, Dongjin Lee, Daehie Hong and Jaewon Chung

Manipulation of Nano Devices with Optical Tweez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09, Vol. 10, No. 5, pp. 45~51

Taewoong Lim, Jaeik Jeong, Jaewon Chung and Jin Taek Chung

Evaporation of Inkjet Printed Pico-liter Droplet on Heated 

Substrates with Different Thermal Conductivity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0, 

No. 0, pp. 1788~1794

Hyojun Kim, Junyoung Song, Jaewon Chung

Onset Condition of Electrohydrodynamic Jetting for Plane, Hole 

and Pin Type Electrodes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0-11, Vol. 0, No. 0, pp. 0~0

Daehie Hong, Jaeik Chung, Jaewon Chung, Insung Hwang, 

Jongheun Lee, Seunghwan Ko, Costas P. Grigoropoulos

Assembly of Acircular SnO2 Rod using Optical Tweezers and 

Laser Curing of Metal Nanoparticle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0, Vol. 49,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 for producing a structure using nanoparticles] Aug. 8, 

2006

[Nano takes its first real steps into the industrial world] Sep. 

2003.

[Jet-laser tandem prints gold] Jul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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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유동소음 연구실

지도교수 문영준

전공분류 전산유체공학(Computation Fluid Mechanics)

박사과정  김호연

석사과정  황승태, 조용우 외 3명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창의관 429호 전산유동소음연구실

전    화 02-926-3818

홈페이지 http://cfd.korea.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전산유동소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분야

는 터보기계소음, 날개 끝단 소음, 팬 소음 등이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Turbomachinery noise

터보기계소음은 주로 날개와 날개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Ecole Centrale de Lyon과 공동연구로 봉 후류와 NACA0012 날개간

의 상호간섭소음에 대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대와모사기법(LES)으로 해석한 난류 유동장과 압축성 선형 섭동방정식

(LPCE)으로 예측한 음향장의 결과로부터 봉 후류와의 주기적 간섭에 

의해 날개 선단부에서 쌍극자 형태의 소음이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Airfoil trailing-edge noise

날개 끝단 소음은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발생의 중요한 소음원 중에 

하나이다.

광대역 형태의 스펙트럼은 날개 끝단과 경계층 내 에디 들의 시/공간상

의 3차원적 간섭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끝단에서 와류의 쉐딩에 

의해 톤 형태가 중첩되기도 한다.

Ecole Centrale de Lyon에서 실험한 시험 모델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한 결과 평판 끝단에서 경계층 에디의 산란에 의해 쌍극자 소음이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Fan noise

최근, 팬 소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다.

저소음 팬 블레이드 개발을 위해, 실험은 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ts et Metiers, Paris에서 3차원 전산해석모델링 및 전산해석은 본 

연구실에서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Bae, Y.M., Moon, Y.J

Effect of passive porous surface on the trailing-edge noise

Physics of Fluids, 2011, Vol. 23, No. 0, pp. 0~0

Bae, Y.M., Moon, Y.J

On the use of Brinkman penalization method for computation 

of acoustic scattering from complex geometries

Comput. Fluids, 2012, Vol. 55, No. 0, pp. 48~56

Bae, Y.M., Moon, Y.J

Computation of bio-fluid sounds

Int. J. of Aeroacoustics, 2011, Vol. 10, No. 4, pp. 0~0

Moon, Y.J., Seo, J.H., Bae, Y.M., Roger, M., Becker, S

A hybrid prediction method for low-subsonic turbulent flow 

noise

Comput. Fluids, 2010, Vol. 39, No. 0, pp. 1125~1135

Bae, Y.M., Moon, Y.J

Computation of phonation aeroacoustics by an INS/PCE splitting 

method computation of phonation aeroacoustics by an INS/PCE 

splitting method

Comput. Fluids, 2008, Vol. 37, No. 0, pp. 0~0

■ 프로젝트

[Human Larynx Sound](Joint Research with Univ. of Erlangen, 

Germany), 2011~

[SoF(Sound of Fluids)] 2010~

[SFB 880 Joint Project](Permeable Trailing-edge)(Joint Research 

with DLR Braunschweig, Germany), 2011-2023

[Slit Nozzle Flow](SEMES), 2011~2012

[Aerator/Mixer Propeller Design](JA),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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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Bio Fluid System Lab

지도교수 신세현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바이오유체시스템연구실

전    화 02-3290-3377

홈페이지 http://lexerdshin.iisweb.co.kr/

■ 실험실소개

바이오 유체역학(Biofluid-mechanics) 연구, 생체유체 물성 및 유동연

구, 마이크로 유체시스템 설계 및 응용기술 개발, 비뉴턴성 유체 기반의 

유동연구, 진료현장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칩의 설계 및 임상응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유체로서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의 물성 및 유동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기진단지표로서 적혈구 변형능, 적혈구 응집능, 혈액 

응고, 혈액 점도 등의 지표를 개발 및 평가하며, 병원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뉴턴성 유체를 이용하여 유동특성 연구 및 

미세입자 분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유체시스템 설계를 

통하여 혈액 내의 혈장 분리, 미세입자(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분리 및 농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생체의학 연구, 약학 

연구, 진료현장용 임상 연구 등의 분야에서 시료의 전처리 과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분야

1. Acousto-micro/nano fluidics

- size-based microparticle/cell separation

- platelet separation from whole blood

- desity-based encapsulated cells sorting

- application for forensic science(sperm separation from 

complex biomaterials)

2. Magneto-microfluidics

- malaria infected cell separation

■ 연구성과

Jeonghun Nam, Hyunjung Lim, Dookon Kim and Sehyun Shin

Continuous Separation of Microparticles in a Microfluidic 

Channel via the Elasto-inertial Effect of Non-Newtonian Fluid

Lab on a Chip, 2012, Vol. 0, No. 0, pp. 0~0

Jae-yong Ko, Hyun-jung Lim, Jeong-Hun Nam and Sehyun Shin

Investigation of critical shear stress with simultaneous 

measurement of electrical impedance, capacitance and light 

backscattering

Clinical Hemorheology and Microcirculation, 2011, Vol. 0, No. 

0, pp. 0~0

Jeonghun Nam, Hyunjung Lim and Sehyun Shin

Manipulation of microparticles using surface acoustic wave in 

microfluidic systems : a brief review

Korea-Austrailia Rheology Journal, 2011, Vol. 0, No. 0, pp. 0~0

Jeonghun Nam, Hyunjung Lim, Choong Kim, Ji Yoon Kang and 

Sehyun Shin

Density-dependent separation of encapsulated cells in a 

microfluidic channel by using a standing surface acoustic wave

Biomicrofluidics, 2012, Vol. 0, No. 0, pp. 0~0

Jeong-Hun Nam, Shubin Xue, Hyunjung Lim and Sehyun Shin

Study of erythrocyte aggregation at pulsatile flow conditions 

with backscattering analysis, Clinical Hemorheology and 

Microcirculation

Clinical Hemorheology and Microcirculation,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혈소판 복합기능 검사 신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세포-기계 인터페이스 연구]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핵심연

구지원(개인연구)

[전기혈액유변(Electro-Hemorheology)에 관한 특성연구 및 계측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핵심연구지원(협동연구)

[1차원 나노물질의 환경매체내 거동 및 독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교육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국가그린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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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nobiology laboratory

지도교수 정석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한세운, 신유진

석사과정  김정현, 변재영 외 4명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Mechanobiology laboratory

전    화 02-3290-3352

홈페이지 http://s-chung.com/micronano/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유체공학이 기초로 하여 organ functions on a chip, 

microfluidics와 nanofluidics 기술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실험실 학위과정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대학원, 고려대학

교 마이크로-나노협동과정 대학원, 삼성전자 IT 융합학과 대학원, 그리

고 KIST 학연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학비 전액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구분야

1. Organ functions on a chip + 3D cellular analysis

- application : angiogenesis  

- application : cancer metastasis

- application : brain  

- application : blood vessel

- application : stem cells

- application : liver

- application : pathogen

- application : bacteria + biofilm

- mass production & commercialization

2. microfluidics + nanofluidics

- electrokinetic trapping - protein concentration/separation for 

virus diagnosis

- capillary flow - wetting, hemi-wicking for microfluidic 

diagnostic platform

- microfluidic focusing - microchip flow cytometry

3. micro/nanoscale tissue engineering

* micro+nano fabrication + mass-production

- silicon micro+nano fabrication

- glass/quartz micro+nano fabrication

- soft-lithography

- hard plastic micro+nano fabrication & mass-production

- wrinkle/buckling nanostructure formation

* biomaterials

- extracellular matrix, proteins & scaffolds

- micro/nanoscale transport in tissues

- beads, fibers and spheroids

■ 연구성과

J.Kim, H.-D.Park, S.Chung

Microfluidic approaches to bacterial biofilm formation

Molecules, 2012-08, Vol. 0, No. 0, pp. 9818~9834

S.Han, J.-J.Yan, Y.Shin, J.S.Jeon, R.D.Kamm, Y.-J.Kim, S.Chung

A versatile assay for monitoring in vivo-like transendothelial 

migration of neutrophils

Lab on a Chip, 2011, Vol. 0, No. 0, pp. 0~0

J.Kalchman, S.Fujika, S.Chung, Y.Kikkawa, T.Mitaka, R.D.Kamm, 

K.Tanishita, R.Sudo

A three-dimensional microfluidic tumor cell migration assay to 

screen the effect of anti-migratory drugs and intersitial flow

Microfluidics and Nanofluidics, 2011, Vol. 0, No. 0, pp. 0~0

C.Kim, S.Chung, L.Yuchun, M.-C.Kim, J.K.Y.Chan, H.H.Asada, 

R.D.Kamm

In vitro angiogenesis assay for the study of cell-encapsulation 

therapy

Lab on a Chip, 2011, Vol. 0, No. 0, pp. 0~0

J.-L.Ng, Y.Shin, S.Chung

Microfluidic platforms for the study of cancer metastasis

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2012-08,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icrofluidics + nanofluidics] microfluidics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nanofluidics 기술을 이용한 새롭고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

[micro/nanoscale tissue engineering] microscale과 nanoscale의 

사물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제작하여 조직공학의 난제들을 해결하

는 연구

[organ functions on a chip + 3D cellular analysis] 다양한 장기 

및 질병을 모사할 수 있는 organ functions on a chip을 개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세포의 3차원 배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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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컴퓨터응용소성해석실험실
▶ 초정밀지능가공연구실
▶ 창의설계 및 나노트라이볼로지 연구실
▶ Intelligent Mechanics Lab
▶ 전산구조해석실험실
▶ 재료강도 및 신뢰성평가실험실
▶ 기계역학 실험실
▶ 유체역학 실험실
▶ 광기능성 재료 연구실
▶ 전산 유체 실험실
▶ 유기광 전자 재료 연구실
▶ 합금설계 연구실
▶ 자동제어 연구실
▶ 표면분석 연구실
▶ 터보엔진 연구실
▶ 공압제어 연구실
▶ 해양시스템제어 연구실
▶ 냉동공학 연구실
▶ 공기조화 연구실
▶ 친환경공조시스템 연구실
▶ 신재생에너지 연구실
▶ 에너지시스템 연구실
▶ 정밀가공 실험실
▶ 유압 및 운동제어 연구실
▶ 표면특성 연구실
▶ 전력전자실험실
▶ CIMEC Lab
▶ 시뮬레이션기반 공학연구실
▶ 냉동공조자동제어실험실
▶ 응용열전달 연구실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Lab
▶ 선체구조역학연구실

▶ 선형실험해석연구실
▶ 선체운동역학연구실
▶ 전산설계연구실
▶ 전산응용성형 및 금형가공 실험실
▶ 연소시스템실험실
▶ 열유체연구실
▶ 컴퓨터응용소성해석실험실
▶ 가시화정보실험실
▶ 전산응용소성공학실험실
▶ Combustion and Propulsion Lab
▶ 해양구조물설계연구실
▶ 추진 및 연소공학 실험실
▶ 초정밀지능가공연구실
▶ 지능형 용접 및 자동화 연구실
▶ 항공구조동역학실험실
▶ 선체진동연구실
▶ 지능제어실험실
▶ 에너지안전연구실
▶ 재료강도 및 비파괴평가 실험실
▶ 구조용 세라믹스 실험실
▶ 재료강도 및 전기화학 실험실
▶ 전자 및 자성재료 실험실
▶ 시스템제어연구실
▶ 로버스터제어 연구실
▶ 융합시스템 연구실
▶ 계측 및 DSP 연구실
▶ 로봇제어 연구실
▶ 전력전자제어 연구실
▶ 임베디드 제어 연구실
▶ 시스템 및 센서네트워크 연구실
▶ 전력변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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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컴퓨터응용소성해석실험실

지도교수 진인태

전공분류 CAD/CAM

박사과정  김태현

석사과정  이성준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6공학관 417호  

 (실험실 404호)

전    화 051-629-141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jint/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기계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튼튼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첨단가공기술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성

가공과 소성접합기술을 융합하여 기존의 소성가공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신공정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접하기 힘든 경금속 소재

의 고상접합에 대해서 새로운 공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강도 자동차의 차체에 사용되는 경금속인 알루미늄 판재의 압출전단

접합 및 압출점접합을 비롯하여 압출굽힘, 압출회전접합 등으로 기존의 

가공방법과 다른 새로운 융합가공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10여건의 발명특허를 등록한 바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향하여 실험실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소성가공, 소성접합 기술 융합한 기존의 소성가공 극복하기 위한 신공정 

개발연구

경금속 소재의 고상접합에 대한 신공정 개발연구

알루미늄 판재의 압출전단접합 및 압출점접합을 비롯하여 압출굽힘, 압

출회전접합등 기존의 가공방법과 다른 신융합가공 기술 연구

■ 연구성과

이경국, 진인태

알루미늄 봉재의 압출압접강도에 관한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8, Vol. 17, No. 4, pp. 284~291

진인태, 박승민

회전압출다이를 사용한 헬리컬 핀붙이 원형단면 제품의 압출가공에 관

한 연구

한국 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5, pp. 444~451

진인태, 이경국

두 개의 압출빌렛을 사용하는 ㄱ단면 앵글구조재의 압출굽힘가공에 관

한 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2, pp. 160~167

진인태, 박대윤, 윤선홍, 박중원

압출빌렛의 비대칭 형상에 의한 플랜지단면을 가지는 곡봉의 압출 굽힘

가공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2, pp. 139~146

진인태, 박대윤

원형 또는 사각 단면을 가지는 알루미늄 곡관 튜브제품의 열간금속압출

굽힘가공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4, Vol. 13, No. 8, pp. 66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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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정 지능가공연구실

지도교수 곽재섭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용당캠퍼스 6공학관 326호

전    화 051-629-6139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amit/

■ 실험실소개

Nowadays, a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chining 

process for mechanical engineers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Our laboratory members 

have a lot of passion to search for novel manufacturing 

technologies. AMIT laboratory consists of a professor and 

several candidates for the Master's degree and for the Ph.D'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We are conducting researches 

in various precision machining processes especially focused on 

nano-turning, magnetic abrasive polishing, electro- phoretic 

technology, pre-polymerization for bio-materials, composite 

materials, optimization based upon neural network & genetic 

algorithm and reliability assessment.

■ 연구분야

Modeling and simulation for machining process

Nano-turning for aspheric lens

Magnetic abrasive polishing

Pre-polymerization for bio-materials

Optimization based upon neural network & genetic algorithm 

Reliability assessment for manufacturing processes

■ 프로젝트

[An analysis of grinding power and surface roughness in external 

cylindrical grinding of hardened SCM440 steel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 Manuacture, 2006.03.01, SCI

[Application of wavelet transform technique to detect tool 

failure in turning op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2006.05.01, SCI

[Mechanical Properties and Grinding Performance on Aluminum- 

based Metal Matrix Compo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8.05.01, SCI

[Magnetic Force Improvement and Parameter Optimization for 

Magnetic Abrasive Polishing of AZ31 Magnesium Alloy] 

Transactions of Nonferrous Metals Society of China, 2008.12.01, 

SCI

[Heat Flux Distribution Model by Sequential Algorithm of Inverse 

Heat Transfer for Determining Workpiece Temperature in Creep 

Feed Gri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 Manua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 Manuacture, 

2006.12.01,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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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창의설계 및 나노트라이볼로지 연구실

지도교수 김태완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6공학관 301호

전    화 051-629-614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notribo/

■ 실험실소개

 Biomimetics : 도마뱀은 벽과 천장을 자유롭게 매달리고 기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도마뱀 발을 구성하는 수많

은 다층구조의 섬모(setae)들과 벽면 사이에 발생하는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도마뱀 발을 모델링 하여 거친 표면과 접촉 시 

발생하는 응착 메커니즘을 밝히고 생체모방 응착기계시스템의 설계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Tribology : 트라이볼로지는 마찰, 마멸, 윤활, 표면공학에 관한 것으로 

전통적인 기계요소에서부터 최근 MEMS/NEMS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접촉과 관련되어 표면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학문

이다

■ 연구분야

Biomimetics 

Biomimetic design for gecko's foot-hair

Adhesion analysis of hierarchical attachment system for gecko 

feet 

optimization of biomimetic attachment system

Tribology

contact analysis

3D  elastic/plastic contact analysis

Contact analysis for nongaussian rough surface

Development of contact analysis module for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Lubrication analysis

mixed lubrication analysis CMP

3D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EHL) Analysis

■ 연구성과

설광조, 김태완, 조용주

임계평면법을 이용한 거친 표면의 구름접촉시 피로균열 시작 수명

한국윤활학회지, 2003, Vol. 19, No. 1, pp. 26~30

김태완, 조용주

볼베어링의 응력기반 접촉피로수명 예측

한국정 공학회, 2007, Vol. 24, No. 5, pp. 44~55

김태완, 구영필, 조용주

고주기 피로 모델을 이용한 타원 접촉시 피로 수명에 관한 연구

한국윤활학회지, 2004, Vol. 20, No. 5, pp. 252~258

김태완, 구영필, 조용주

화학적 기계 연마를 위한 탄성변형을 고려한 평균유동모델

한국윤활학회지, 2004, Vol. 20, No. 5, pp. 284~291

김태완, 황진영, 조용주

평기어의스커핑 강도향상을 위한 치형수정 기술의 연구

한국윤활학회지, 2002, Vol. 18, No. 6, pp. 418~424

김태완, 이상돈, 조용주

FVM과 반무한체 해석을 이용한 표면온도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윤활학회지, 2002, Vol. 18, No. 6, pp. 389~395

김재환, 김태완, 조용주

AE 센서를 이용한 스커핑 손상의 감시

한국윤활학회지, 2002, Vol. 18, No. 5, pp. 3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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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telligent Mechanics Lab

지도교수 양보석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심민찬, 송진대

석사과정  오준석, 조원정, 장선용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 부경대학교

전    화 051-629-6152

홈페이지 http://vibration.pknu.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본 지능역학 연구실은 1985년 양보석 교수가 일본 고베대학에서 귀국한 

후 구 부산수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부임하시어 개설된 연구실입니다.

초기의 연구실은 부족한 실험실공간과 실험기자재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전체 동력학, Seal동력학, 펌프축계 진동 등의 이론해석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후 실험실의 공간, 계측장비 등의 확보와 함께 실험연구를 병행하게 

되었고, 연구과제도 진동감쇠기(damper), 최적설계, 회전기계의 이상

진동진단(diagnosis) 및 감시(monitoring)등의 지능기계역학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19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되어 부경대학교로 

출범한 후, 1998년 12월부터는 보금자리를 옮겨 부경대학교 용당캠퍼

스 9공학관에 자리를 잡고 김동조 교수 및 이수종 교수의 연구실과 통합

하여 지능역학연구실(intelligent mechanics laboratory)로 개명되었

습니다.

■ 연구분야

진동해석 및 실험

인공지능기반 진동최적설계

인공지능 상태감시 및 진단

■ 연구성과

오준석, 양승욱, 심민찬, Wahyu Caesarend, 양보석, 이원호

정상 압연구간의 특징을 이용한 판 파단의 상태감시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Vol. 19, No. 12, pp. 1252~1259

태성도, 손종덕, 양보석, 김동현

무선 랜 통신을 이용한 기계 상태감시용 스마트센서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Vol. 19, No. 5, pp. 516~522

조성원, 손종덕, 양보석, 최병근

무선 상태감시시스템용 진동기반 에너지 획득장치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Vol. 19, No. 4, pp. 393~399

구동식, 이정환, 김병수, 양보석, 최병근

AE신호를 이용한 기어 정렬불량의 진동특성 분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8, Vol. 18, No. 12, pp. 1243~1249

양승욱, 오준석, 심민찬, 양보석, 김선진

과도 전류신호를 이용한 냉간 압연기의 판 터짐 검지 시스템

한국동력기 계학회지, 2010, Vol. 14, No. 2, pp. 40~47

■ 프로젝트

[마이크로폰과 스텝모터를 이용한 PC(Personal Computer) 기반 현악

기 자동 조율장치] 2004.02.20, 실용신안

[기계 결함 신호의 분류를 위한 식별층 형성 방법] 2007.04.18, 특허

[MEMS가속도계 기반의 스마트센서] 2007.05.16, 특허

[MEMS센서를 이용한 결함진단시스템] 2008.01.07, 특허

[3차원 상태감시 방법 및 시스템] 2009.10.27, 특허



부경대학교 연구실험실

85

실 험 실 전산구조해석실험실

지도교수 김병탁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형제, 이경훈

주    소 608-739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산구

조해석실험실

전    화 051-620-1538

홈페이지 http://web.pknu.ac.kr/~kimbt/page/frame.htm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기계장치나 부품, 구조물 등에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

하는 응력이나 변형 등을 유한요소법(FEM)으로 해석하여, 그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설계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실험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분

야는 각 구조체에 작용하는 기계적 응력 및 변형특성 해석, 고온상태 

하에서 중요시 되는 온도분포 및 열응력 해석, 접촉하고 있는 물체 사이

에 발생하는 접촉응력 해석, 고무 등의 초탄성체의 거동해석 등이 있으

며, 해석분야에 따라 그 분야에 적합한 FEM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은 현 제품의 성능 평가나 취약부위 추정, 

파손의 방지책 마련에 매우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제품의 개발단계에

서 가상실험(simulation)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대기업뿐 만 아니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구조해석용 

FEM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단기간 내의 개발을 위하여 

전산 구조해석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 

맞추어 본 실험실에서는 학부생에게 ANSYS를 이용한 트러스, 보, 2차

원 평면 문제에 대한 해석방법을 숙지시키고, 대학원생에게 여러 선형, 

비선형 구조해석 문제를 ANSYS, MARC, HyperMesh 등을 이용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장래 연구나 취업에 대비한 

지식을 축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구조해석(CAE, 유한요소법, 열적거동해석, 접촉해석)

■ 연구성과

김형제, 김병탁

Relations between friction coefficient and the separation force 

of a hose in the power steering system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erence on Advances in 

Materials,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2005, Vol. 0, No. 

0, pp. 278~284

김형제, 김병탁, 고성위

강선의 편조각도에 따른 고압호스의 응력변화 특성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5, Vol. 9, No. 3, pp. 71~78

김형제, 김병탁

내부압력에 따른 보강유압호스의 응력해석

한국동력기계공학회 05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 Vol. 0, No. 0, 

pp. 45~49

김형제, 김병탁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power steering hose subjected to 

the internal pressure loading

Proceedings of the 2005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Engineering, 2005, Vol. 0, No. 0, pp. 146~150

김형제, 김병탁, 윤문철

동력조향장치 호스 조립품의 이탈력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5, Vol. 13, No. 4, pp. 190~196

■ 프로젝트

[웜기어 장치의 효율성 재고] 부산지방공업기술원, 신화공업사, 1995. 

3.27~1995. 10.31

[초경합금 냉간단조 금형] 신용보증기금, 보성정공(주), 1996. 5. 27~ 

199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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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강도 및 신뢰성평가실험실

지도교수 김선진

전공분류 미시파괴 및 재료거동(Microfracture and Material Behavior)

박사과정  Gunawan Dwi Haryadi

석사과정  손상훈, 박재영, 손혜정

주    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9공학관

전    화 051-629-4114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smarelab/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기계. 구조물의 안정성(safety) 및 신뢰성평가(reliability 

evaluation)를 위하여 파괴의 모드(fracture mode)를 고려한 고장물

리(failure physics)에 근거하여 차세대 재료 부품의 강도 및 기계. 구조

물의 수명평가(life prediction)를 위한 신뢰 성공학적 기법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 김선진 교수 부임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20여건 이상의 연구과

제를 수행하였고, 현재 안정성 및 신뢰성평가 분야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공업자산관리

(EAM)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Mechanical behavior of various materials

Fatigue fracture based on fracture mechanics

Failure analysis based on fractography

Reliability & safety evaluation based on structural reliability 

engineering

Strength evaluation by nondestructive techniques

■ 연구성과

손상훈, 공유식, 김선진

피로균열전파의 확률모델과 통계적 양상

2009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공유식, 권혁용, 김선진

Alloy718 마찰용접 후열처리재의 비커스 경도의 통계적 성질

한 국해양공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박재영, 김우곤, 류우석, 김선진

9Cr-1Mo강의 확률론적 크리프 균열성장 거동

년도 대 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손상훈, 김선진

피로균열전파의 확률모델 고찰

2009년도 대한기계학회 부산지부 추계학술대 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정원택, 공유식, 김선진

단시간 크리프 파단시간의 변동성과 수명예측

2009년도 한국해양공 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김선진

해양구조물용 강재의 피로균열전파의 신뢰성

2009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지능형 불량원인 진단 및 잔여수명예측기술 - 확률론적 잔여수명 예측 

모델 개발]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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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기계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문덕홍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

전    화 051-6296190

홈페이지 http://www.moondeokhong.com/index.php

■ 실험실소개

진동과 소음은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수송기계와 건설기

계 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기계 시스템의 

운동역학과 진동·소음발생 기구에 관한 이론적 해석 및 실험 그리고 진

동과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에 의한 기술보호 장벽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협동연구

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연구실은 각종 구조물의 진동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실제 산업분야의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저희 연구실은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연구분야

- 구조물의 동적응답 해석기법 개발

- 체감진동시스템 개발

- 대형 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안전진단

- 감도해석 및 최적설계

- 수평 인입 집 크레인 설계

접촉 회전부의 진동에 의한 패턴 형성

■ 연구성과

문덕홍, 김영완

음향진동장치에 의한 인체의 스트레스 저감 효과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7, Vol. 11, No. 2, pp. 32~37

문덕홍, 김영복, 양주호, 채규훈

동시최적화 설계기법을 이용한 항만용 크레인의 흔들림 제어계 설계

한국해양공학회, 2005, Vol. 20, No. 1, pp. 66~73

문덕홍, 최명수, 설종구 

이진코딩 유전알고리즘과 모드해석법을 이용한 선박 추진축계의 직경 

최적설계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3, Vol. 7, No. 3, pp. 29~34

문덕홍, 최명수, 설종구 

이진코딩 유전알고리즘과 모드해석법을 이용한 선박 추진축계의 직경 

최적설계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3, Vol. 7, No. 3, pp. 29~34

문덕홍, 최명수, 심재문

디젤기관 추진축계의 설계를 위한 비틀림 진동해석 전산프로그램의 개

발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3, Vol. 7, No. 2, pp. 23~18

문덕홍, 최명수, 김성진 

유한요소-전달강성계수법을 이용한 골조 구조물의 과도응답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02, Vol. 12, No. 9, pp. 674~684

문덕홍, 최명수, 강현석

전달강성계수법을 이용한 3차원 직선형 구조물의 시간이력응답 해석

한국박용기관학회지, 2002, Vol. 26, No. 1, pp. 108~115

심성효, 최명수, 김창화, 문덕홍, 양주호

수치해석을 통한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모델링에 관한연구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1, Vol. 5, No. 4, pp. 53~60

문덕홍

전달강성계수법을 이용한 보강재를 갖는 사각평판의 진동해석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5, Vol. 9, No. 1, pp. 42~49

문덕홍, 최명수, 정하용 

강성계수의 전달을 이용한 골조 구조물의 정적해석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03, Vol. 16, No. 1, pp. 9~18



METRIC 2012년 Mechanical Lab.

88

실 험 실 유체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김시영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2공학관 202호

전    화 051-629-6185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org/user/ksy2107/

■ 실험실소개

We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ighly 

advanced autonomous aerial robots by combining various 

principles of control theory, aerospace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Our effort hopefully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unprecedented groups of intelligent UAVs in near future.

■ 연구분야

우리 실험실은 기계시시템공학과 아래 대학원 선배들과 학부생들이 모

여 자신의 전공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탐구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학부생은 대학원 선배들의 조언을 받으며 조금씩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도 하며, 때론 대학원 선배들의 연구과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채워주며 실험실을 하나로 만들어 간다. 현재 김시영 

교수님의 지도아래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김시영 교수님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의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될 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신 교수님의 인생수업 또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겐 많은 도전을 전해주고 있다. 우리 실험실은 보조

기계에 관심있는 후배들에겐 열린 공간으로 언제라도 같이 연구하며 

선후배간의 멋진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우리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연구과제로는 항해중 선박이 

파도에 의해 횡요 발생시 이로 인한 전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복방지

장치와 소형선박의 엔진 출력회전수의 고저에 관계없이 발전기를 회전

시키는 동력 전달축에 균일한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소형선박용 

발전기 정속 회전장치가 있다. 우리 실험실은 이러한 연구과제를 통해 

지식으로서 하나됨과 더불어 사제간 그리고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통해 교수님과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하나가 되는 멋진 실험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 연구성과

- 어선전복방지장치

- 소형선박용 발전기 정속 회전장치

- 점성 마찰력 감소화 장치 외 특허 8건

- 선박용 행해 기록장치 외 산학연구 실적 10여건

■ 프로젝트

[D-Limonene 유화공정에 의한 환경친화성 수정세정제 개발] 한국환경

과학회지, 2007.08. 외 35편

[사방 리버싱 벨브] 2009. 08 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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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기능성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이봉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박영수

석사과정  정성찬, 이수영, 서성미, 김병수, 최지영, 조미희

주    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4공학관 111호

전    화 051-620 -1687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bong/

■ 실험실소개

electron과 hole이 semiconductor 안에서 electron-hole pair를 만들

거나 carrier들이 좀 더 높은 impurity level로 여기된 후 다시 그들의 

바닥상태(equilibrium state)로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물질에 의해 빛

이 발생한다. 이러한 light emission을 luminescence라고 한다. 보편

적으로 대부분의 semiconductor들이 빛을 발하기에 적당한데, 특히 

direct band gap을 가진 반도체들이 이러한 light emission에 적당하

다. 이는 재결합시 갖게되는 direct와 indirect band gap 사이에 

mechanism 차이에도 관계되며 위에서 말한 luminescence의 과정은 

carrier들의 excite를 일으키는 soure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만약, carrier들이 photon의 흡수에 의해 여기된 후 재결합 과정을 통해 

radiation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우리는 photoluminescence라 부르

며, 만약 hight energy electron bombardmen에 의해 여기된 carrier

들이 여기되어 발광이 일어날 경우는 cathodoluminescence라 한다. 

끝으로 외부에서 걸리는 전기장에 의해 형성된 electrical excitation에 

의해 빛이 발하게 된 경우를 electroluminescence라 한다.

■ 연구분야

- 무기 EL 디스플레이와 유기 El 디스플레이

- 박막 적층형 유기 EL디스플레이 구조

- 유기 형광체 박막 

실 험 실 전산 유체 실험실

지도교수 이연원

전공분류 CAD/CAM

박사과정  이영환, 이종훈, 정호윤, parth, 이규명, 한호윤

석사과정  박영규

주    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100 번지 부경대학교 

전    화 051-629-616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ywlee/

■ 실험실소개

최근에는 대체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파력 에너지 

분야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압축성 난류운동에 대해 대와동 

모사(LES)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특히 대와동 모사에 

의한 파력발전용 터빈주위 유동해석을 추진하는 한편, 산학과제로서 

CFD 및 실험을통한 결빙 및 소비전력 저감에 관한 연구, 유리화 과제등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열유체 기계 유동해석 기술

열유체 기계 최적화 설계 기술

풍력 및 파력 해석 기술

전기로 아크 플라즈마 해석 기술

■ 프로젝트

[초고압 수은등 아크방전용 텡스텐 전극의 개발] 삼성SDI(1998.09~ 

1999.03)

[천장재 주위의 유동해석] 포항산업과학연구원(2000.03~2000.12)

[냉장고 기계실 환경개선을 통한 소비전력 저감] LG전자(2001.08~ 

2002.07)

[DIOS 냉장고 결빙 최소화 기술개발] LG전자(2001.09~2002.10)

[아크로 열유동 전산모사 시험] 포항산업과학연구원(2003.01~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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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기광 전자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김주현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Mi Young Jo, Dae Sung You, Jun Huei Bae, Do Thu Trang

석사과정  Soon Wook Hong,Ha Ye Eun,Jong-hyun Park, Kyoung Eun Lim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전    화 051-608-739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oomlab/

■ 실험실소개

Solar Cells, OTFTs, OLEDs, PLEDs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Solar Cells

  Organic Materials for Clean Energy Source

- OTFTs

  Polymeric and Oligomeric Materials for OTFT

- OLEDs/PLEDs

  Organic Materials for Display

■ 연구성과

Sun-Young Park, Yong-Jin Kang, Seunghun Lee, Do-Geun Kim, 

Jong-Kuk Kim, Joo Hyun Kim, Jae-Wook Kang

Spray-coated organic solar cells with large-area of 12.25 cm2

Solar Energy Materials & Solar Cells, 2011, Vol. 0, No. 0, pp. 

0~0

Young Sue Park, Sang Jun Park, Woong Shin, Bong Lee, Joo 

Hyun Kim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di-hexyl-fluorene and triphenylamine 

based copolymers containing 1,3,4-oxadiazole pendants

Mol. Cryst. Liq. Cryst., 2011, 2011, Vol. 0, No. 0, pp. 0~0

Young Sue Park, Jiyoung Choi, Donghan Kim, Bong Lee, 

Hongsuk Suh, Joo Hyun Kim

Synthesis, Optical, and Electroluminescent Properties of 

Alternating Copolymer Based on Phenothiazine and Fluorene 

with Oxadiazole Pendant

Mol. Cryst. Liq. Cryst., 2011, 2011, Vol. 0, No. 0, pp. 0~0

Jinwoo Kim, Sun Hee Kim, Jaehong Kim, Il Kim, Youngeup Jin, 

Joo Hyun Kim, Han Young Woo, Kwanghee Lee, and Hongsuk 

Suh

Di-aryl Substituted Poly(cyclopenta[def]phenanthrene) Derivatives 

Containing Carbazole and Triphenylamine Units in the Main 

Chain fo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Macromolecular Research, 2011, 2011, Vol. 0, No. 0, pp. 0~0

Younhee Lim, Young-Seo Park, Yerang Kang, Do Young Jang, 

Joo Hyun Kim, Jang-Joo Kim, Alan Sellinger, Do Y. Yoon

Hole Injection/Transport Materials Derived from Heck and 

Sol-Gel Chemistry for Application in Solution-Processed Organic 

Electronic Devices

J. Am. Chem. Soc,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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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합금설계 실험실

지도교수 강창룡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608-739)

전    화 051-629-634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metkcy/

■ 실험실소개

 본 금속시스템공학전공은 현대 기술집약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공학재료의 개발과 산업에 사용되어지는 금속재료의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과 산업현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에 대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철 및 비철금속재료의 기계적 화학적 특성과 그 용도

신소재 개발에 따른 기계적 화학적 특성 및 그 용도

제련 및 정련

금속조직 및 상태도와 이에 따른 각종 열처리 방안

결정구조 및 합금설계

금속표면처리 및 부식방식학 등 재료의 수명연장 방안

특수금속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내열, 내식 등 피막처리방안

  

등 날로 발전해 나가는 각종 철 및 비철재료 기능의 첨단화에 따른 학문

적 이론과 실험을 병행한 산교육으로 졸업 후 산업현장이나 연구부서에 

투입되어 전문기술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연구분야

제진합금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감쇠능이 큰 재료를 개발하여 적용함으

로서 직접적 소음과 진동을 제거함

- 고강도, 고감쇠능 제진 합금 개발[Fe,Mg계]

- 제진합금의 표면 경화 처리기술 개발[질화처리]

- 제진합금의 응용

스테인리스강(슈퍼2상, 슈퍼오스테나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등)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용 부품, 화학플랜트 등의 부품개발을 위한 재료

개발

- 고강도 고내식성을 갖는 슈퍼2상 스테인리스강개발

- 역변태에 의한 초미세립 슈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고강도

화 기술 개발

- 초 고강도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개발

내열 합금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쓰레기 소각로 등의 부품개발을 위한 재료개발

- 산화물 분산 강화된 페라이트계 강의 내 산화성

- 9-12Cr페라이트계 내열강의 고온강도 및 내식성 향상

- 마르텐사이트계 내열강의 내식성, 내산화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 

개발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

수송기기의 경량화에 의한 연비향상을 이룩하여 에너지 빛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재료 개발

-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자동차용 아연도 강판 : 강도와 도금성

- 430Mpa이상의 강도 및 12%이상의 연신율을갖는 고강도 Al 합금개발

- 가공유기변태를 활용한 고강도 강판 개발

■ 연구성과

강창룡, 이상명, 조영관, 변삼섭, 정병호

페라이트상을 갖는 12Cr 내열강의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템퍼링처리의 

영향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11-06, Vol. 15, No. 3, pp. 49~54

김영철, 강창룡, 정병호 

440A 강의 균일 부식에 미치는 합금원소와 열처리의 영향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11-04, Vol. 15, No. 2, pp. 42~48

■ 프로젝트

[[역변태가 준안정 오스테나이강의 기계적성질 및 감쇠능에 미치는 영

향] 부경대학교, 2011.07

[자연소재의 귀금속 정  주조용 주조조건 개발 및 자주색 도금조건 

기술개발] 중소기업청, 2009.07(1년차)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터빈부품의 최적 제조공정 기술 개발] 한국산업

기술재단, 2009.05(1년차)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터빈부품의 최적 제조공정 기술 개발] 한국산업

기술재단, 2010.05(2년차)

[자연소재의 귀금속 정  주조용 주조조건 개발 및 자주색 도금조건 

기술개발] 중소기업청, 2009.07(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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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자동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양주호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051)620-6114 대연, 용당

전    화 051-620-1114

홈페이지 http://web.pknu.ac.kr/~yangjh/

■ 실험실소개

제어공학은 2차 대전 이후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실용화되어 오늘날 

산업의 모든 분야에 적용,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제어이론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이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동제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동제

어 실험실은 이러한 자동제어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계에 접목시

켜 좀더 나은 이론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연구분야

① 모터 구동에 관한 자동제어

H infinit 제어, PID 제어를 통한 모터의 정역, 회전수, 두 모터에 관한 

동기 회전을 다룬다.

② 자기 부상계에 관한 자동제어

자기 부상계를 모델링하여 그 불안정한 계를 원하는 정도에 맞게 안정화 

시킨다.

③ 진동의 제어

질량체를 움직이므로써 2자유도 이상의 계에 대하여 그 진동을 감소 

시키는 제어를 한다.

④ 위치 제어

최적 레귤레이터 이론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계를 안정하게 일정한 값으

로 유지 시킨다.

■ 연구성과

소형 어선용 자동항행장치를 위한 전자자기 컴파스의 국산화 개발

선박안전, 1999-12, Vol. 0, No. 3, pp. 0~0

선형 행렬부등식을 이용한 자기부상계에 강인성 제어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999-11, Vol. 3, No. 4, pp. 0~0

실 험 실 표면분석 연구실

지도교수 이원기

전공분류 재료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4공학관 118호

전    화 051-629-6451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POLY/

■ 실험실소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이란  

: 모체재료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표면 층만의 구조 및 특성을 제어하여 

벌크재료가 갖지 못하는 특정 성질을 부여하여 기능성 고분자을 제조하

는 효율적인 방법 

- 물리적 개질: 블렌드

- 화학적 개질: 블록공중합체, 표면 반응, 플라즈마처리, 산화처리

■ 연구분야

- Surface Analysis and Modification of Polymers

- Biopolymers and Degradability 

- Poly(lactide)

  입체 이성질체의 블렌드를 통한 열적·물리적 성질 개선

  Poly(lactide)와 Clay블렌드에 의한 특성 개선과 cost down

- Poly(lactide)/Poly(ε-caprolactone)

  공중합체를 이용한 기계적, 열적 성질의 상호보완 효과 연구

- Poly(lactide)/Poly(ethylene glycol)

  공중합체에서 PEG가 stereocomplex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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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터보엔진 실험실

지도교수 고대권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2공학관 202호(우)608-739

전    화 051-629-6195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dkkoh/

■ 실험실소개

디젤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은 열효율로 인하여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그을음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하

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향후 디젤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과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유해 배기 배출물을 더욱 저감시키

기 위한 연구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캠구동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캠구동 방식이 아닌 전자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초고압분사, 예혼합 압축

착화, 흡·배기밸브 및 과급시스템 제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터보엔진 실험실(Turbo Engine Lab.)은 과급 디젤기관의 흡·배기기관 

가그유동 모델링, 과급 시스템 튜닝 및 디젤연소 모델링 기법을 연구·개

발하여, 과급 디젤기관의 성능 향상 및 유해 배기 배출물 저감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최적제어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ㆍ과급 디젤기관의 성능 및 배기 배출물 예측 프로그램 개발

ㆍ과급 시스템 튜닝 프로그램 개발

ㆍ과급 디젤기관의 최적제어

ㆍ내연기관 연소 및 배기 배출물의 계측 및 온라인 분석 시스템 구축

ㆍ디젤 연소 모델링

■ 연구성과

김경현, 강희영, 고대권

흡배기 시스템의 맥동류가 과급디젤기관의 체적효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력기계공 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강희영, 고대권

가변 흡-배기 시스템에 의한 과급디젤기관의 체적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 학회지, 2008, Vol. 0, No. 0, pp. 0~0

정석호, 고대권, 안수길

PXI와 LabVIEW를 이용한 디젤기관 연소압력의 계측 및 분석

한국동력기계공 학회지, 2003, Vol. 0, No. 0, pp. 0~0

나홍섭, 고대권, 조규학, 장세호, 안수길

유한차분법과 특성곡선법을 이용한 파이프 -오리피스계의 가스유동 예

측 한국동력기계공 학회지, 2003, Vol. 0, No. 0, pp. 0~0

김경중, 고대권, 김영식, 김준효, 안수길

어선 기관손상 사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 학회지, 200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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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압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장지성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2공학관 202호 

(우)608-739

전    화 051-629-619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pneumatic/

■ 실험실소개

공기를 작동매체로 이용하는 구동방식인 공기압은 인간의 힘을 대체하

고 증폭하기 위한 수단으로 옛날부터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제어기

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기압은 이용하기 

쉬운 동력원으로써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및 인력절감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제어이론의 도입에 의한 공기압 시스템의 고기능화, 의료 복지 

분야로의 새로운 응용 등 광범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공기압 기술은 메카트로닉스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공기압 제어 실험실은 공기압 구동방식을 이용하여 각종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연구(프레스장치, 방진장치, 제동장치, 자동화 메커니즘, 인간 

친화형 로봇 등), 자동화기기의 개발, 공기압 작동기기에 관한 연구, 

압축성 유체의 유동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 연구분야

- 공기압 부품 및 시스템

- 유량계측

- 정 제어

- 최적설계

- 에너지절감

- 신뢰성분석

- 시뮬레이션

■ 연구성과

김영복, 장지성

주파수 의존형 최적 레귤레이터에 의한 크레인 흔들림 제어계 설계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8, Vol. 12, No. 6, pp. 50~56

장지성, 지상원, 김영복

LMI를 이용한 공기압 실린더의 상태제어기 설계

유공압시스템학회논문집, 2008, Vol. 5, No. 1, pp. 1~5

장지성,지상원, Toshiharu Kagawa

The error analysis of leak measurement for pneumatic cylinder 

using isothermal chamber

유공압시스템학회논문집, 2008, Vol. 5, No. 1, pp. 6~12

장지성 외 4인

Development of high speed computation algorithm for transient 

analysis of rectangular plate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23, 

No. 9, pp. 3323~3331

지상원, 장지성 외 2인

크랭크 레버형 평형개폐 공기압 척의 수명 분석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26, No. 9, pp. 96~102

■ 프로젝트

[Mega Yacht급 이상 집합제어밸브 소재 및 부품개발] 자전거해양레저

장비산업육성사업, 2009

[조리용 가열기구 열판 소재 제조 공정 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

업, 2008

[공기압 실린더 외부누설 평가기술 및 가속수명 기법] 부품소재신뢰성

기반기술확산사업, 2006

[선박 엔진용 공기압 제어밸브] 김시영, 장지성, 박석배

[과류차단 및 복귀장치가 구비된 가스 저장용기용 밸브](주)에쎈테크, 

김시영, 장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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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해양시스템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김영복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2공학관 202호 

(우)608-739

전    화 051-629-6197

홈페이지 http://web.pknu.ac.kr/~kpjiwoo/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선박과 관련한 해양산업기계, 해양구조물의 제어 및 자동화

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 중 및 정선 중의 선박안정성을 확보하고 승선감 향상을 위한 진동

제어시스템 개발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안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접안시스템 개발

각종 자연현상 및 동물들의 운동 메커니즘을 응용한 추진 시스템 개발

그외 수상 및 수숭시스템의 운동제어시스템 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응용한 해상운동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해하고 있다. 또한 선박 뿐 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연구

실만의 특화된 연구실적을 축적함으로써 세계적 기술 개발로 국가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연구분야

수치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Decoulping Control 조건의 제안

구조계 및 제어계의 동시 최적설계법에 관한 연구

해저 탐상룡 무인 로봇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사이버 ship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Active 소음 제어에 관한 연구

구조물 최적화 설계를 고려한 제어계 설계에 관한 연구

고속하역장치의 개발 및 컨테이너 진동방지장치 개발

선박의 횡진동 제어장치 개발

■ 프로젝트

[선미측에 Flap을 갖는 선박의 동특성규명과 선박횡동요 방지장치 개발

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2002.4~2004.3

[방향타를 이용한 선박 횡동요 방지 개발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학술진흥

재단, 2001.3~2002.2

[컨테이너 크레인의 흔들림 방지장치 개발] 특허출원, 2000.1

[선체진동제어를 위한 Active 제어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1995.5~ 

2000.4

[소형선박의 효율적 어로를 위한 항행지원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과

제, 1997.11~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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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냉동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오후규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캠퍼스 2공학관 312호

전    화 051-629-6171~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초임계 및 임계영역에서의 세관내 CO2 냉매의 열전달과 압력강하 특성

에 관한 연구

냉동기용 다중관식 열 교환기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자연냉매를 이용한 열펌프의 열전달 및 성능특성에 관한 연구

평활관과 전열촉진관 내 증발과 응축에 관한 열전달특성에 관한 연구

스터링 사이클을 이용한 초저온 냉동기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 연구분야

증발기 및 가스쿨러 내 이산화탄소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프레온계 냉매인 R22, R134a와 자연냉매인 CO2를 작동유체로 사용

하는 냉동.공조 장치에서의 냉각 및 증발 전열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실험에 의한 냉각 열전달 계수를 Gnielinsk, Krasnoshchekov 등, 

Baskov 등, Petrov-Popov, Petukhov 등, Pitla 등, Krasnoshchekov- 

Protopopov, Fang 상관식과 비교하였을 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나, 증발 열전달 계수는 모든 관경에서 Jung 등의 상관식과 좋은 

일치를 보였다. 내경 4.57mm관내의 열전달계수는 R22 냉매보다 평균 

322%정도 높고, R134a보다는 평균 326%정도 높다. 따라서 자연냉

매인 CO2 냉매는 프레온계 냉매의 대체냉매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 험 실 공기조화 실험실

지도교수 김종수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캠퍼스 2공학관 312호

전    화 051-629-6171~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진동 세관형  Heat Pipe, Oscillating Heat Pipe

고성능 열교환기

냉동 및 공기조화 시스템

극세관 헬리컬 코일형 열교환기

HVAC 시스템

■ 연구분야

진동 세관형 Heat Pipe를 이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의 개발

주택의 난방은 동서양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이용해왔다. 기존의 온돌 시스템은 보일러 등의 가열기로

부터 온수나 증기를 공급받아 방바닥에 매설된 동관이나 XL 관등의 내

부로 통과시켜 난방을 하게 된다. 연중 5~6개월 동안 난방을 해야 하고, 

또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

할 때, 이러한 난방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히트파이프를 바닥난방에 적용

할 경우 기존의 바닥 난방 방식보다 온수가 통과하는 전열관의 길이가 

짧아져서 그에 따른 순환량이 줄어들고, 히트파이프간의 간격이 기존의 

전열관의 간격보다 조 하므로 바닥의 온돌분포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진동세관형 히트파이프형 온돌시스템에서는 바닥 명의 온도를 상

승시키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데 드는 연소 소비량이 XL pipe형 온돌에 

비해 더 적었다. 하루 10시간씩 30일동안 보일러를 사용하였을 경우, 

진동세관형 히트파이프형 바닥 난방은 XL pipe 형 바닥난방보다 약 

30%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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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친환경공조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금종수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캠퍼스 2공학관 312호

전    화  051-629-6171~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감성공학을 응용한 쾌적 공조 기술

대온도차 공조시스템 개발

크루즈선박 공조시스템 개발

■ 연구분야

인간의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물리.화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생활 및 문화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쾌적감

을 증대시키기 위한 쾌적기술은 주변환경의 온도 및 습도, 공기질(air 

quality)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기술뿐

만 아니라 개인, 생활, 문화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친환경공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열환경의 환경측 4요소인 공

기온도, 상대습도, 기류속도, 복사온도와 인체측 2요소인 착의량, 대사

량을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과 쾌적감의 측면에서 제어 및 평가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상기의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공조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자 한다.

실 험 실 신재생에너지 실험실

지도교수 최광환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캠퍼스 2공학관 312호

전    화 051-629-6171~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 공조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배열가스의 온수 전환용 최적 급탕시스템 구축 및 성능에 관한 연구

연료전지 시스템에서의 효율 향상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 연구분야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이 여름에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냉방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여름에 강한 일사량을 냉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그 만큼 여름에 냉방부하가 경감될 것이다. 본 연구실은 이렇

게 겨울에 태양열을 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름에 제습효

과를 초래하여 냉방효과를 얻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열가스 및 공기가 열기로부터 얻어진 가열공기를 온수를 효율성 높게 

전환하는 열회수시스템의 최적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연료전지시스템에서 변환효율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그 기여도를 조사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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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에너지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윤정인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캠퍼스 2공학관 312호

전    화 051-629-6171~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흡수식 냉온수기

정  온도제어를 위한 산업용 냉각기 개발에 관한 연구

LNG 초저온 사이클 모사 및 액화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판형 열교환기 자동 오염제거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탄화수소계 냉매용 증기 압축식 냉동기

미활용 에너지 이용 냉동 시스템

에어컨 배관 변경에 따른 시스템 성능 특성

■ 연구분야

 최첨단 산업기계의 제품생산 공정이 점차 고속화, 자동화, 정 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모든 산업기계에서 

절전기능, 생산성, 고품질과 더불어 친환경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기계의 초고속화 및 초정 화로 인해 

구동장치계, 열교환장비, 금형, 제품냉각 등에 필수적으로 열변형방지

를 위해 정 냉각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압축기 회전속도를 제어

하는 시스템인 인버터 냉각기 및 토출가스 바이패스 제어방식을 채택함

으로서, 고부하시에 압축기를 고정속 운전시키고, 저부하시 압축기 저속 

운전이 가능하여 소비전력 증가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부 열부하 변동에 대해서도 정  온도 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제어 방식에 비해 

약 10~15%의 에너지 절약 효과 및 고가의 외국 수입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실 험 실 정 가공 실험실

지도교수 윤문철

전공분류 MEMS

박사과정  J. D. Kim, H. G. Cho

석사과정  Y. G. Kim, J. D. Kim,H. G. Cho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전    화 051-629-5119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mcyoon/

■ 실험실소개

21세기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모든 기계공학 지식을 

기반으로 종합연구(Synthetic Learning & Study) 형태의 생산공학에 

목표를 두고 있다.

■ 연구분야

주요 연구분야로 가공역학(Removal Machining)과 거동해석분야, NC

공작기계 및 CAD/CAM/CAE 관련분야, 특수가공분야(Nontraditional 

Machining), 금형공학(Mold & Die Engineering), 정  측정 및 계측

(Measurement)분야, 제어(Control)분야 등, 정 가공분야에서는 가

공시스템 및 채터의 진단 연구, 또한 시계열(Time Series)모델링법과 

웨이브렛, 프랙탈, 데이타보간, 이미지프로세싱 및 시스템모델링등의 

연구와 그외에 tribology 분야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진동공

학, 자동제어등을 기초로 가공시스템 종합설계, 공작기계의 이상 진단 

및 시스템 감시(monitoring) 등 진단 및 제어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히

고 있다

- Numerical approach of mach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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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압 및 운동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이일영

전공분류 유동제어 및 계측(Flow Control and Measurement)

박사과정  손단단, 정은석

석사과정  박정환, 권정호, 강만곤, 박성호, 김지웅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9공학관 106호(우)608-739 / 

FAX : 051-629-6150

전    화 051-629-6153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fpcl

■ 실험실소개

1986년 3월에 이일영 교수가 제어기계공학과로 부임하면서 유압제어 

연구실이 설립되었으며, 연구실 설립 초기의 주요 연구 과제는 유압 

제어 밸브의 설계, 유압 시스템 제어에 관한 것이었다. 1990년 이후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유압 제어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 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 연구분야

유압제어시스템(Hydraulic Control System)은 전동기 또는 원동기가 

발생시킨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Fluid Energy)로 변환하고, 이

것을 전송(Transfer)·제어(Control)하여 소정의 기계적에너지로 재변

환해주는 장치이다. 즉, 유압작동유(Hydraulic Oil)라는 유체를 매체로 

하는 동력 전달 및 제어장치이다. 기계적 에너지를 제어하기가 쉬운 

유체 에너지로 변환하고, 컴퓨터 및 각종 센서와 제어밸브를 사용하여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고정 도, 고성능의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유압제어시스템은 전동기 등에 비하여 장치의 단위 무게당 전달 동력이 

크기 때문에, 큰 부하를 고속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구동시키는데 적합하

다. 근래의 유압제어 시스템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 더욱 고기능화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유압제어시스템이 갖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

계, 제철설비, 각종 시험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압제어 분야

는 유체역학, 자동제어 이론, 계측공학, 신호전송 및 처리 등의 기초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기술 분야이며,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인 

에너지 변환 요소(유압 펌프, 유압 액추에이터), 에너지 제어 요소(제어

밸브, 컴퓨터, 센서, 신호 전송 및 처리기기), 에너지 전달 요소(관로, 

탱크, 필터, 어큐뮬레이터 등)에 관한 기술, 그리고 이들 요소들을 종합

하는 시스템 설계, 해석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 프로젝트

[유압 펌프 맥동 유량 계측법 개발] 

[피스톤 펌프의 맥동 유량 해석] 

[3자유도 Motion Simulator 제어] 

[유압 시스템의 최적 제어] 

[비례전자 압력제어 밸브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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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표면특성연구실

지도교수 김영식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오동수

석사과정  박옥군, 김균택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9공학관 106호(우)608-739 / FAX : 

051-629-6150

전    화 051-629-6155

홈페이지 http://web.pknu.ac.kr/~kimys

■ 실험실소개

1. 용사법(Thermal Spraying)이란?

전기아크, 플라즈마, 산소-아세틸린 화염 등의 열원으로 고상, 또는 분말

상의 재료를 용융시켜 고속으로 재료의 표면에 분사하여 내열, 내식, 

내마모 등의 탁월한 기능을 가진 코팅층을 형성하는 표면개질 기술

 

2. 용사법의 종류

아크 용사법(Arc Spraying)

플라즈마 용사법(Plasma Spraying)

프레임 용사법(Flame Spraying)

고속화염 용사법(High Velocity Oxygen Fuel Spraying)

 

3. 용사법의 주요 특징

거의 모든 재료의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다.

코팅층의 형성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대상물의 크기나 형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모재의 열변형이 적다.

시공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4. 용사용 재료와 주 용도

세라믹 재료: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지르코늄(ZrO2), 산화타타늄

(TiO2)등(주로 내마모, 단열 용도)

금속 및 합금 재료: 알루미늄, 구리, 아연, 니켈기 합금, 코발트기 합금 

등(주로 육성가공방식, 내마모 용도)

플라스틱 재료: 폴리에칠렌 수지, 나일론 수지, 에폭시 수지 등(주로 

방식 용도)

■ 연구분야

용사법에 의한 표면개질

FEM에 의한 용사코팅층의 잔류응력 해석

용사법에 의한 중방식 코팅기술 개발

금속기 복합재료의 제조 및 물성 평가

■ 연구성과

김귀식, 현창해, 김영식

플라즈마 용사코팅강재의 피로균열성장에 미치는 강화열처리의 영향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3, Vol. 7, No. 4, pp. 55~60

진훈구, 오명석, 김영식

무가압침투법에 의한 SiCp/Al 복합재료의 제조 및 기계적 특성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1, Vol. 5, No. 4, pp. 74~81

정규연, 김선진, 김영식, 오명석, 김영대

AE을 이용한 강의 피로균열전파 거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1, Vol. 5, No. 2, pp. 50~56

김영식, 오명석

플라즈마/레이저 복합용사에 의한 ZrO2-Y2O3 코팅층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0, Vol. 4, No. 4, pp. 48~53

김경중, 고대권, 김영식, 김준효, 안수길

어선 기관손상 사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1, Vol. 5, No. 3, pp. 25~30

■ 프로젝트

[Thermal Spray 공법에 의한 내산성 코팅기술 개발] 중소기업청, 

2001.

[플라즈마-레이저 복합용사에 의한 ZrO2-Y2O3 코팅층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부경대 학술진흥 재단, 1999

[용사법에 의한 선박·해양장비의 중방식 코팅기술 개발] 중소기업청, 

1999.

[용사법에 의해 제작된 금속/세라믹 경사기능재료의 기계적 특성] 교육

부, 1997.

[필렛머신 부재의 열처리 및 전해연마기술개발] 청하기계(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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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력전자실험실

지도교수 권순재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9공학관 106호(우)608-739

전    화 051-629-615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pelab/

■ 실험실소개

권순재 교수의 지도하에 전력전자분야 중 Motion Control에 관련하여 

연구 및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C Servo Driver와 AC Servo Motor 를 활용한 동시 3축 제어 

및 PC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BLDC, SRM 모터 제어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Electromagnetic Energy Conversion

Inverter/Converter

■ 연구성과

권순재 외 4인

UPS형 단상 PWM콘버어터의 출력전압 리플보상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전력전자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6-04, Vol. 0, 

No. 0, pp. 109~111

■ 프로젝트

[전력변환장치(인버어터,콘버어터)] 

[무료전력 보상장치에 관한 연구] 

[부스터 콘버어터의 단위 역율화에 관한 연구] 

실 험 실 표면분석 연구실

지도교수 이원기

전공분류 재료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4공학관 118호

전    화 051-629-6451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POLY/

■ 실험실소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이란  

: 모체재료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표면 층만의 구조 및 특성을 제어하여 

벌크재료가 갖지 못하는 특정 성질을 부여하여 기능성 고분자를 제조

하는 효율적인 방법 

- 물리적 개질: 블렌드

- 화학적 개질: 블록공중합체, 표면 반응, 플라즈마처리, 산화처리

■ 연구분야

- Surface Analysis and Modification of Polymers

- Biopolymers and Degradability 

- Poly(lactide)

  입체 이성질체의 블렌드를 통한 열적·물리적 성질 개선

  Poly(lactide)와 Clay블렌드에 의한 특성 개선과 cost down

- Poly(lactide)/Poly(ε-caprolactone)

  공중합체를 이용한 기계적, 열적 성질의 상호보완 효과 연구

- Poly(lactide)/Poly(ethylene glycol)

  공중합체에서 PEG가 stereocomplex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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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IMEC Lab

지도교수 김상봉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김상찬

석사과정  박정우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9공학관 106호(우)608-739

전    화 051-629-6150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cimeclab/

■ 실험실소개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중요한 개인 소지품 중의 하나는 휴대폰 

입니다. 손바닥에 착 달라붙는 이들 휴대폰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들이 이 한곳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나 폴더를 열고 닫을때

의 기계적인 메카니즘, 생생한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기위한 각종 

전자기 부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 기능들, 가벼우

면서도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외부/내부 프레임 등을 대표적인 기술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발전하는 공학은 오로지 하나의 분야만을 다루는 것

이 아닌 여러가지의 공학을 복합시켜 하나의 개발물을 만들어내는 형태

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토대로 전기, 컴퓨터공학 등을 접목

시켜 산업체에 널리 쓰이는 각종 용접로봇 및 Manipulator와 

Humanoid Robot, Quadruped Robot 같은 생명체형 로봇에 관하여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trol Algorithms

Advanced Measurement and Signal Processing 

Advanced and Intelligent Control

Inform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 프로젝트

[화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처리공정에서의 Biofloc 및 질산

화세균/탈질세균의 계측과 제어기술 개발] 학술진흥재단, 1998~2000

[실험용 미생물 배양조의 최적제어와 공정오류 검출 알고리즘의 개발] 

해양산업개발연구소, 1997.3~1998.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지능형 플라즈마 절단기의 개발] 감병오,

이근유,조상명교수(책임)

[Kayrotyping 해석 시스템의 개발] 산학협동, 1997.11

[바코드 인식장치를 이용한 창고관리 시스템의 개발] 산학협동,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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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시뮬레이션기반 공학연구실

지도교수 손정현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전    화 051-629-616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multidyna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동역학 해석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물체동역학 해석 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승용차량, 

철도차량, 건설장비, 고압회로 차단기 등의 동적 거동 해석을 주로 수행

하였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 관련한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빠른 계산을 위한 GPU 컴퓨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

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The computer modeling and analysis of mechanical systems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multibody dynamics. The 

performance of system is evaluated and improvement method 

is suggested in the initial design stage. The main research areas 

are as followings: vehicle dynamics, dynamic modeling and 

analysis for the nonlinear components such as bushing, 

kinematic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mechanism, 

dynamic simulation of high voltage circuit breaker, large 

deformation analysis, and fluid-dynamics co-simulation. The 

large deformation analysis program was developed and used in 

many applications.

■ 연구성과

J.H. Sohn, S.C. Park, J.W. Lee, W.S. Yoo

Study on side collision reconstruction using database based on 

deformed shape information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9, Vol. 23, 

No. 1, pp. 1023~1026

J.H. Sohn, S.K. Lee, W.S. Yoo

Hybrid Neural Network Bushing Model For Vehicle Dynamics 

Simulation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8-12, Vol. 

22, No. 12, pp. 2365~2374

J.H. Sohn, S.K. Lee, S.O. Kim, W.S. Yoo

Comparison of Spring Model for Dynamic Analysis of High 

Voltage Circuit Breaker with Spring Operating Mechanism

Mechanics Based on Structures and Machines, 2008, Vol. 36, 

No. 2, pp. 107~128

J.K. Ok, W.S. Yoo, J.H. Sohn

NEW NONLINEAR BUSHING MODEL FOR GENERAL EXCITATIONS 

USING BOUC-WEN HYSTERETIC MODEL

IJAT, 2008-04, Vol. 9, No. 2, pp. 183~190

W.S. Yoo, S.O. Kim, J.H. Sohn

Dynamic analysis and design of A high voltage circuit breaker 

with spring operating mechanism"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7, Vol. 21, 

No. 12, pp. 210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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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냉동공조자동제어실험실

지도교수 정석권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100 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2층, 2공학관 3층

전    화 051-629-6181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냉동시스템의 가존제어법으로는 부하 변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용량제어와 COP 향상을 위한 증발기의 과열도제어가 주도니 핵심이다. 

냉동시스템은 그 특성상 압축기 회전수 변화와 전자팽창밸브 개도 변화

가 과열도와 실온에 각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량제어와 과열도제어

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 간섭 루프를 배제

할 수 있는 비간섭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AI수법에 의한 퍼지 추론에 

근거한 퍼지제어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한 설계법은 향후 

냉동사이클의 고성능, 고효율 제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분야

냉동공조시스템의 에너지절약 및 자동제어

자동화 시스템의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

압축기의 신뢰성 시험기간 단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핫가스 바이패스방식에 의한 오일쿨러의 정  온도제어

해수제빙장치의 성능특성파악

실 험 실 응용열전달 연구실

지도교수 김은필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100 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2층, 2공학관 3층

전    화 051-629-618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engdong/

■ 실험실소개

최근 들어 CFD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달로 보다 신뢰성

을 갖추고 열유체 해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이다. CFD는 보다 쁘라

고 정확하게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실제 실험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 FLUENT를 이용한 열유동 해석은 멀티패

스 폐식 냉각탑의 성능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열교환기의 유동특성에 

관한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관의 직경, 인접한 

관 사이의 거리, 패스 변화 등을 변수로 하여 열  및 유동특성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그 결과는 실제 실험장치를 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데이터로 제공될 것이다.

■ 연구분야

열유체 기계 최적화 설계

자동차 라디에이터의 통과풍량의 최적화 설계

셀-튜브 열교환기에서 경사진 배플에 대한 최적화 설계

액정을 이용한 열전달 특성 연구

폐식 냉각탑의 최적화 설계 / 열교환기 이상유동의 수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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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Lab

지도교수 신상묵

전공분류 전산유체공학(Computation 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7

홈페이지 http://mail.pknu.ac.kr/~smshin/main.htm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유체-구조 상호 작용, 자유표면 유동, 비정렬 격자계, 내면

파 해석 이상 유동, Non-boundary conforming 기법, 불연속면 처리 

기법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Fluid Structure Interaction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method for fluid and FDM 

for plate dynamics

Underwater Explosion

Two-Phase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Method with 

Godunov flux

 

Internal Waves

Ghost Fluid Method(GFM) on unstructured grid

 

Streaklines of Unsteady Flow based on Instantaneous Scalar 

Filed

Modified Level Set Function on unstructured grid

 

Vortex Body Interaction

Time-Accurate Incompressible Solver using AFC on unstructured 

grid

 

New Unstructured Grid Generation Method

Unstructured grid generation based on no-cavity and 

nonoverlapping condition

 

Tip Clearance Flows of Compressor Cascade

3D RANS solver on unstructured Grid

■ 연구성과

Shin S., Bae S.Y., Kim I.C., Kim Y.J, Goo J.S.

Computations of flow over a flexible plate using the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Fluids, 2007, Vol. 

55, No. 0, pp. 263~282

신상묵

선회하는 2차원 유연날개의 유체-구조 상호작용 모사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7, Vol. 12, No. 2, pp. 37~45

신상묵

HCIB법을 이용한 변형하는 평판 주위의 3차원 유동해석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7, Vol. 12, No. 1, pp. 1~8

신상묵, 김형태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법을 이용한 2차원 변형날개 

주위 점성유동 해석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2006, Vol. 43, No. 5, pp. 538~549

신상묵, 김인철, 김용직

이상유동에 대한 ALE Godunov법을 이용한 구대칭 수중폭발 해석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6, Vol. 11, No. 1, pp. 29~35

■ 프로젝트

[Numerical simulation of highly staggered cascade flow using 

an unstructured grid] Shin S., Ragab S.A., Devenport W.J., AIAA 

99-3713, 1999.

[An unstructured grid method for turbulent flow in a 

compressor cascade using an unstructured grid] Shin S., Ragab 

S.A., AIAA 2000-0928, 2000.

[RANS computation of tip clearance flow in a compressor 

cascade using an unstructured grid] Shin S., Ragab S.A., AIAA 

2001-2999, 2001.

[Flow fields computations using unstructured grids generated 

based on no-cavity and non-overlapping conditions] Shin S., Kim 

C.K., Ragab S.A., AIAA 2003-41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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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선형실험해석연구실

지도교수 김인철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1

홈페이지 http://naval.or.kr/01/04_sub_01.asp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김인철 교수님의 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실은 

추진기의 효율성, 선형과 프로펠러의 상관도 조사, 선체 저항 및 유동해

석, 저항, 자항, 프로펠러, 유선가시화, 운동시험을 통한 선형 해석, 선박

의 유체역학적 성능 계산 및 선형설계, 선박의 능력과 속력에 따른 선형 

설계와 같은 연구를 합니다.

■ 연구분야

관심분야 - 선체저항, 선체추진, 해양공학

강의분야 - 선체저항, 선체추진, 유체역학, 선체유체동역학, 공업수학

■ 연구성과

김인철

참치 선망어선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업기술학회지, 1999, Vol. 35, No. 3, pp. 335~342

김인철

바아지선에 작용하는 정상표류력에 관한연구

한국어업기술학회지, 1997, Vol. 33, No. 1, pp. 38~46

김인철 외

단순화 모델에 의한 2차원 갑판침입수의 수치 시뮬레이션

대한조선학회논문, 1996, Vol. 32, No. 2, pp. 1~12

실 험 실 선체운동역학연구실

지도교수 김용직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2

홈페이지 http://naval.or.kr/01/04_sub_02.asp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의 김용직 교수님의 부유체운동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파랑 중 동요하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동 메커니즘

을 해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초설계, 안전 항해 

및 구조적 안전성평가 등에 이용, 파랑 중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동해

석, 선박의 슬래밍 충격압력추정에관한연구, Green Water에 의한 선

수부 충격하중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 연구분야

관심분야 - 선박유체역학, 파랑중 선박 및 부유체의 운동, 해양파역학, 

수치파수조

강의분야 - 선박해양유체역학, 부유체운동역학, 선체운동역학, 부유체

운동실험

■ 연구성과

김용직, 신기석 외 4명

선수플레어 구조손상 해석

2003, Vol. 40, No. 3, pp. 37~44

■ 프로젝트

[고차스펙트럼/경계요소법에 의한 3차원 수치 파수조의 개발] 김용직,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최종보고서(3년과제), 1999.

[「파랑중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지원시스템 개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김용직 외, 산업자원부 공업기반 기술개발 보고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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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설계연구실

지도교수 김동준

전공분류 CAD/CAM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4

홈페이지 http://naval.or.kr/01/04_sub_04.asp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김동준 교수님의 전산선박설계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선형 부가물의 최적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선박설계분

야, 컴퓨터 그래픽기술을 이용한 선형의 곡면화 분야, 세일링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최적설계 분야를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관심분야

선박설계, CAGD

강의분야

선박계산, 선박제도, 선박설계, CAD/CAM

학술활동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 연구성과

김동준, 진송한, 최경식, 현범수

국내연안항해용 25,000톤급 크루즈선의 개념설계

한국해양공학회지, 2002, Vol. 16, No. 3, pp. 0~0

김동준

개선된 직접곡률 조작법을 이용한 선형 순정

한국해양공학회지, 1998, Vol. 13, No. 4, pp. 0~0

김동준, 윤길수, 김용직, 강신영

부유식 해상관측시설의 파랑중 운동 및 표류력 해석

한국수산학회지, 1998, Vol. 31, No. 2, pp. 202~209

김동준, 윤길수, 김용직, 강신영

해상관측시설을 위한 파랑하중과 계류계 해석-모래중에 묻힌 원형파일

의 수평력 추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1998, Vol. 1, No. 1, pp. 102~111

김동준, 윤태경

선형의 자동순정 및 모델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2000, Vol. 14, No. 2, pp. 0~0

■ 프로젝트

[외판 모델링 시스템 개발] 김동준,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보

고서, 1998.

[영업설계를 위한 기본설계통합시스템] 김동준,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

술연구소 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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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응용성형 및 금형가공 실험실

지도교수 한규택

전공분류 금형 및 사출성형(Die and Injection Mold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6th Engineering-building 412

전    화 051-629-6135

홈페이지 http://icams.woto.net/home/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한규택 교수님의 전산응용성형 및 금형가공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CAM/CAE SYSTEM을 활용한 고품질의 제품 및 금형 개발 PROCESS

의 연구 

- 실장가공실 설립을 위한 SYSTEM 구축 방안의 연구 

- 부경기술사업단의 입주를 위한 전망 있는 창업 ITEM의 도출 

- 외부 기업체와 연계한 생산관련 PROJECT의 수행 

- CAD/CAM/CAE 관련 기술혁신 교육 PROGRAM의 개발 및 교육 

- 중소기업 애로 기술 지원 업무 수행 

■ 연구성과

한규택

무요소법에 의한 대변형 탄소성 재료의 변형해석에 관한 연구

연구년 결과보고서, 2002-03, Vol. 0, No. 0, pp. 1~30

한규택,서종근

자동차용 브레이크 튜브 관단체결용 플레어너트 단조공정의 해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과제 보고서, 2001-03, Vol. 0, No. 0, pp. 

1~20

한규택,서종근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슬리팅 가공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학회지, 2001-08, Vol. 5, No. 3, pp. 56~63

한규택,장명진

열린 홀을 가진 2사이클 엔진 실린더의 호닝가공시 호닝의 정 도에 

미치는 혼스톤의 영향

한국공작기계학회지, 2000-06, Vol. 9, No. 3, pp. 143~150

한규택,서종근,박우재,박인채

수출용 스커트 클리퍼(skirt clipper)의 제품 및 금형개발

지역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과제보고서, 2000-04, Vol. 0, No. 0, pp. 

1~21

■ 프로젝트

[대학기술전람회 1997] 1997.06. 20~21, 한규택, 조선일보사,KBS

[제3회 중소기업기술박람회] 1998.10. 12~13, 한규택, 제덕근, 중소

기업청

[고정도 플라스틱 치차성형용 금형의 개발] 1998.09. 30~10.01, 한규

택,제덕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시

[[대학기술전람회 1997]부산 경남 전시회] 1997.09. 27~28, 한규택, 

조선일보사, KBS부산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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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연소시스템실험실

지도교수 이도형

전공분류 연소(Combustion)

박사과정  이상석, 박재민

석사과정  허수빈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연소시스템연구실

전    화 051-629-6132

홈페이지 http://www.gayacosy.co.kr

■ 실험실소개

GAYACOSY?

현대 사회에 있어서 화석연료는 난방, 취사, 발전, 교통 및 각종 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필수적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무절제한 남용은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및 

산성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공해를 심화시켜 인류의 건강과 환경

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경대학교 연소시스템실험실(Combustion 

System Lab.)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오염 배출물 저감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연소기술제시 및 연소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

여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NOx 저감기술 및 대책을 주 연구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Burner Development

연소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을 통하여 연소에 대한 기본지식을 탐구

하여 각종 문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해 연소이론에 접근하고 있다. 

기본적인 이론의 물리적인 접근을 위해 여러형태의 버너를 직접 제작하

여 연소실내의 유속, 평균온도, 변동온도 등의 측정하여 연소의 실제 

상황을 조명한다.

- 관련 자료 보염기를 이용한 화염의 안정화 및 구조

Industrial Furnance Design

일반 산업로의 연소상황이나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직접 산업로 형태의 

연소기를 제작하여 여러 물리량을 측정하고 이론적인 규명과비교하여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측정 대상 평균 및 변동온도, 이온전류, NOx 분석 및 연소가스 분석, 

4Gas 분석

- 관련 자료  동축 확산 연소기의 선회유동과 화염구조

Low NOx Combustion System

일반 산업로 및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연소상황이나 효율 증대를 목적으

로 모형 연소기를 제작하여 여러 NOx의 배출특성을 측정하고 이론적인 

규명과 비교하여 저 NOx 연소기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측정 대상 평균온도, 이온전류, NOx 및 연소가스(Gas Chromatography) 

분석

- 관련 자료  동축 확산 연소기의 선회유동과 NOx 분포

Emission Control

버너의 종류, 연소형태에 따른 배출물의 배출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유해 

배출물의 저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 쉽게 적용가

능하도록 연소상황에 적합한 연료, 공기의 혼합형태 및 연소기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 관련 자료  소각로 이젝트의 배출온도 변동에 따른 유동과 배기특성

Numerical Analysis

연소 장치의 제작에 앞서 수치해석을 통하여 사전 검토함으로써 장치제

작에 있어 제작 기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수치해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실험으로 측정된 데이터와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연소에 대한 여러 각도로의 접근과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 사용가능한 상용CODE : Fluent 5.5, STAR-CD, ICEM-CFD

- 관련 자료  연소 수치해석 예제

■ 연구성과

오세원, 박준홍, 이용후, 이진석, 이도형

산소부화와 유인공기를 이용한 벤츄리형 후연소기의 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

한국박용기관공학회지, 2003-11, Vol. 27, No. 7, pp. 845~851

이용후, 이진석, 배대석, 이도형

촉매를 이용한 모형가스터빈 연소기의 배기후처리 시스템

한국박동력기계공학회지, 2003-08, Vol. 7, No. 3, pp. 12~17

이용후, 오세원, 배대석, 이도형

동축선회 확산연소기의 1차 및 보조공기유량 변화에 따른 연소배출특성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2, Vol. 6, No. 3, pp. 17~23

이용후, 이진석, 이우섭, 이도형

선회확산버너에서 산소부하가 연소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연소학회지, 2002, Vol. 7, No. 2, pp. 34~41

조원효, 배대석, 권오봉, 이도형, 김남식

PIV계측에 의한 상부가 개방된 경사진캐비티에서의 자연대류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2, Vol. 6, No. 1, pp.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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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열유체연구실

지도교수 권오붕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Tran Manh Vu

석사과정  윤성환, 이윤태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열유체공학연구실

전    화 051-629-613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obkwon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열전달·유체공학 분야와 관련하여 CFD 및 실험 등을 

통한 에너지 관련 기기의 개발 및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있음.

■ 연구분야

냉장고용 신형응축기 유동 및 열전달 특성 해석

가스조절용 레귤레이터 수치시뮬레이션 및 성능해석

합류관에서의 유동특성

환형제트펌프의 수치적 성능해석

강변대교 수화열해석프로그램개발

가열로에서의 강편 온도예측 프로그램개발

변압기용 방열기의 유동 및 열전달 성능해석 

중심분류형 제트 펌프의 노즐과 벤튜리 형상에 관한 연구

다중노즐을 이용한 환형 제트펌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최우진, 권오붕, 임희창, 김명관, 이연수

수치해석에 의한 TUBE-AND-PLATE형 응축기의 판 형태 및 입구형상

변화에 따른 유동 및 열전달 특성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9-04, Vol. 13, No. 2, pp. 49~55

윤성환, 박정, 권오붕, 윤진한

진동하는 층류부상화염에서 화염곡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연소학회지, 2009-03, Vol. 1, No. 8, pp. 1~8

김명관, 이연수, 최우진, 권오붕, 박정

가스 조절용 레귤레이터의 유동 및 성능해석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9-02, Vol. 13, No. 1, pp. 13~18

김재운, 임희창, 권오붕, 배대석

펌프 임펠러의 부식 및 파손에 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9-02, Vol. 13, No. 1, pp. 46~52

Tran Manh Vu, Jeong Park, Oh Boong Kwon, Jeong Soo Kim

Effect of Hydrocarbon Addition on Cellular Instabilities in 

Expanding Syngas-Air Spherical Premixed Flames

International J. of Hydrogen Energy, 2009-08, Vol. 34, No. 0, 

pp. 6961~6969

■ 프로젝트

[소비전력 산포 개선을 위한 cycle 축관에 대한 cycle 효율 특성 분석] 

2010.02.01~2011.01.31, LG전자(주)

[수소연료전지 수송기계의 폭발안정성 모니터링 기법 개발] 교육과학기

술부/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 2009.09.01~2010.05.31

[고온 고압용 Welded Compact Plate Heat Exchanger 개발] 

2008.8.1~2010.4.30.,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Nano Coating 알루미늄 판형 열교환기의 기계적/열역학적 성능] 교육

인적자원부

[공기청정기능을 겸비한 전자제습기 개발] 2007.09.01~2008.05.30, 

한국학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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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컴퓨터응용소성해석실험실

지도교수 진인태

전공분류 소성가공(Plastic Manufactu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컴퓨터응용소성해석실험실

전    화 051-629-1416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jint

■ 실험실소개

안녕하십니까?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기계공학도의 꿈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튼튼

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첨단가공기술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성가공과 소성접합기술을 융합하여 기존의 소성가

공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신공정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접

하기 힘든 경금속 소재의 고상접합에 대해서 새로운 공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강도 자동차의 차체에 사용되는 경금속인 알루

미늄 판재의 압출전단접합 및 압출점접합을 비롯하여 압출굽힘, 압출회

전접합 등으로 기존의 가공방법과 다른 새로운 융합가공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10여건의 발명특허를 등록

한 바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향하여 실험실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험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기대합

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분야

- 소성접합가공

- 압출점접합연구

■ 연구성과

이경국, 진인태

알루미늄 봉재의 압출압접강도에 관한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지 소성가공, 2008, Vol. 17, No. 4, pp. 284~291

진인태, 박승민

회전압출다이를 사용한 헬리컬 핀붙이 원형단면 제품의 압출가공에 관

한 연구

한국 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5, pp. 444~451

진인태, 이경국

두 개의 압출빌렛을 사용하는 ㄱ단면 앵글구조재의 압출굽힘가공에 관

한 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2, pp. 160~167

진인태, 박대윤, 윤선홍, 박중원

압출빌렛의 비대칭 형상에 의한 플랜지단면을 가지는 곡봉의 압출 굽힘

가공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2, pp. 139~146

진인태, 박대윤

원형 또는 사각 단면을 가지는 알루미늄 곡관 튜브제품의 열간금속압출

굽힘가공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4, Vol. 13, No. 8, pp. 66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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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가시화정보실험실

지도교수 배대석

전공분류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가시화정보실험실

전    화 051-629-6138

홈페이지 http://web.pknu.ac.kr/~baeds/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배대석 교수님의 가시화정보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열 및 물질전달

실 험 실 전산응용소성공학실험실

지도교수 강대민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전산응용소성공학실험실

전    화 051-620-1614

홈페이지 http://web.pknu.ac.kr/~kangdm/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강대민 교수님의 전산응용소성공학실험실

입니다.

■ 연구분야

- 모아레법에 의한 벌지시험에 관한 연구

- A17075합금의 크리이프 변형기구에 관한 연구

- 축대칭 정수아 벌징의 유한요소 해석

- 디이프 드로잉의 주름에 관한 연구

- 판재의 일축인장 소성불안정에 미치는 두께의 영향

- A17075합금의 프리이프 파단 수명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강대민

외연적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대향액압 박판성형에 관한 연구 

동력기계학회, Vol. 0, No. 0, pp. 0~0

강대민

동적 외연적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대향액압 박판성형에 관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학회, 2000-12, Vol. 0, No. 0, pp. 0~0

강대민

유한요소법에 의한 정사각컵 디프드로잉 성형에 미치는 성형인자에 관

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2000, Vol. 14, No. 4, pp. 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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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bustion and Propulsion Lab

지도교수 박정

전공분류 연소(Combustion)

박사과정  

석사과정  윤성환, 정용호, 송원식, 한종규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Combustion and Propulsion Lab.

전    화 051-629-6140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jeongpark/

■ 실험실소개

My primary research focus is on the fundamentals of combustion, 

with applications in propulsion,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Scientific disciplines which are of direct interests, are 

chemical kinetics, fluid mechanics, heat and mass transfer, and 

high-temperature gasdynamics.

■ 연구분야

1. microgravity combustion

2. synthetic gas combustion and its utilization

3. flame structure

4. de-SOx in a coal combustor

5. ignition, extinction, and flammability phenomena

6. hydrogen combustion, economy, and hazards

7. combustion instability

8. flame control through acoustic forcing

9. behavior of edge flame

10. interaction between hydocarbon flame and synthetic gas 

flame

■ 연구성과

이원준, 윤성환, 박 정, 권오붕, 박종호, 김태형

질소로 희석된 프로판 동축류 층류제트 부상 화염에서 열손실에 의한 

자기진동에 대한 동축류 효과

한국연소학회지, 2012, Vol. 17, No. 1, pp. 48~57

한종규, 윤성환, 박 정, 권오붕, 김태형, 박종호

직류전기장이 인가된 층류제트화염에서 물질- 열확산과 부력에 의한 

진동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연소학회지, 2012, Vol. 17, No. 1, pp. 37~47

정용호, 박대근, 박 정, 윤진한, 권오붕, 길상인

대향류확산화염에서 에지화염이 화염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편, 2012, Vol. 36, No. 2, pp. 181~188

한종규, 윤성환, 박 정, 윤진한, 길상인

직류전기장을 인가한 층류부착화염에서 물질-열 확산 및 부력에 의한 

화염 진동

한국연소학회지, 2011, Vol. 16, No. 3, pp. 41~51

Tran Manh Vu, 송원식, 박 정, 이기만

탄화수소/수소/일산화탄소-공기의 예혼합화염에서 층류화염전파속도

와 화염안정성

한국연소학회지, 2011, Vol. 16, No. 2, pp. 23~32

■ 프로젝트

[ISS에서 화재안정성 전략 수립과 우주인 활동을 고려한 화재진화용 

가스 소화제 최적화] 한국연구재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2011.10.01~ 

2015.09.30

[교류전기장의 인가가 전선화염의 화염전파에 미치는 효과]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2011.05.01~2011.12.31

[Cycle 배관 원형율에 따른 cycle 효율 특성 분석] LG 전자, 2011.02. 

01~2012.01.31

[교류전기장 인가에 의한 저급합성가스 화염안정성 증진과 저급합성가스 

버너 기반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 2010.09.01~ 

2013.08.30

[천연가스 연료장치에서 발생되는 anode-off 와 천연가스의 혼합연료

에 대한 연소 D/B 구축] 한국가스공사 대학협력과제, 2010.11.01.~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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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선체구조역학연구실

지도교수 배동명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5

홈페이지 http://naval.or.kr/01/04_sub_05.asp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배동명 교수님의 선체구조역학연구실로 선체 

및 구조물의 구조 강도해석 및 동적응답해석, 비선형 해석, 진동해석 

및 실험, 실험을 통한 기반구조해석 및 구조해석,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구조물해석 구조설계 최적화를 연구합

니다.

■ 연구분야

1) 구조해석 : 정적 및 동적 구조해석, 구조물의 최적 설계

2) 유한요소해석 : 전산구조해석, FEM을 이용한 수치구조해석, FEM프

로그램 개발, 확률유한요소해석

3) 진동 및 소음 : 구조물의 진동해석 및 실험,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계

측 분석 및 평가, 진동모드해석, 모드해석실험을 통한 모달 파라메카 

평가

■ 연구성과

배동명, 백용진, 최재성, 김경진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한 K 및 n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3-08, Vol. 13, No. 8, pp. 582~590

배동명, 김학수

무요소법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한국어업기술학회지, 2002-03, Vol. 38, No. 2, pp. 110~118

배동명, 신창혁, 최철은, 박상곤, 백용진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진동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01, Vol. 11, No. 2, pp. 249~256

배동명, 신창혁, 최철은, 박상곤, 백용진

고속철도 운행에 의한 진동전달특성 및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01, Vol. 11, No. 2, pp. 354~364

배동명, 최절은

알루미늄 하니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강도 및 진동특성

한국어업기술학회지, 2002-03, Vol. 38, No. 2, pp. 101~109

■ 프로젝트

[8,400 TEU 컨테이너선의 선수부 구조해석 모델링] 배동명, 테크니타

스 코리아, 2003.11

[49,7000톤급 정유 운반선의 선체 전선 진동 해석] 배동명, 테크니파스 

코리아, 2003.10.

[광섬유 간섭계를 이용한 진동 가속도계 교정기술 연구] 배동명, 한국표

준과학연구원, 연·학협동연구사업, 2003.3.

[공동주택의 고속 엘리베이터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 배동명, 한국기계

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03.3

[전동수직형 양묘기의 공기소음의 계측 및 평가] 배동명, 유원산업(주) 

용역연구보고서,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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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해양구조물설계연구실

지도교수 구자삼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

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5

홈페이지 http://naval.or.kr/01/04_sub_05.asp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구자삼 교수님의 해양구조물설계연구실로서 

초대형 해양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의 유탄성 응답해

석, 다방향 불규칙 파중의 TLP(Tension Leg Platform), 동적응답해석 

및 비선형응답해석, 드릴쉽(Drillship)의 유탄성 응답해석, 반잠수식 해

양구조물의 파랑중 탄성 응답해석을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관심분야

해양공학, 해양구조공학

강의분야

프로그래밍, 해양구조공학, 수치해석, 해양공학개론, 공업수학

■ 연구성과

구자삼, 조효제, 박광동

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 및 조류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2001-11, Vol. 15, No. 4, pp. 14~19

구자삼, 조효제, 이상길

과도 수파중의 복합실린더에 작용하는 쇄파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2001-11, Vol. 15, No. 4, pp. 8~13

구자삼, 김경태, 홍봉기

반잠수식 초대형 해양구조물의 파랑중 탄성응답특성

한국해양공학회지, 1999, Vol. 12, No. 2, pp. 19~27

■ 프로젝트

[유체구조 연성을 고려한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 구자삼, 조효제, 한국기

계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1997

[불규칙파중의 인장계류식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응답해석] 구자삼, 교

육부 기계공학분야 연구보고서, 1997.

[대형 해양구조물 유탄성 해석 기초연구] 구자삼, 조효제, 한국기계연구

원 위탁연구보고서, 1996.

실 험 실 추진 및 연소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김정수

전공분류 연소(Combustion)

박사과정  정훈

석사과정  황경우, 강호동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추진 및 연소공학 실험실

전    화 051-629-6149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Procom/

■ 실험실소개

로켓/인공위성추진기관/플라즈마엔진 등, 우주비행체추진기관의 설계/

성능해석/시험평가 기술개발과 추진기관 연소기내의 분무/연소거동 규

명과 초음속노즐 최적설계 등을 위한 실험/가시화/전산해석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우주발사체 비행축제어 추진시스템 및 인공위성 궤도/자세제어 추진

시스템의 소형 액체추진기관 핵심부품 설계/해석/시험평가

- 고체추진제 로켓모터의 내탄도 해석

- 고체추진제 확산화염의 구조에 대한 열복사의 영향

- 액체추진제 연소기 인젝터의 설계, 분무특성 실험 및 연소 불안정성과

의 상관관계 해석

- 행성간 탐사전용 전기 추진기관의 설계능력 시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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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정 지능가공연구실

지도교수 곽재섭

전공분류 절삭가공(Cutting Manufactu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백상현 외 11명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초정 지능가공연구실

전    화 051-629-6139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amit

■ 실험실소개

As you know well, a recent industrial demand for the higher 

quality products is strongly pressing mechanical engineers to 

develop the new manufacturing processes applicable.

In order to meet this demand, AMIT laboratory members, which 

belong to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ve a great passion and are trying 

to find novel manufacturing technologies. AMIT laboratory 

consists of a professor and several candidates for the Master's 

degree and for the Ph.D'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Now, we are conducting various research projects for design 

and precision machining processes especially focused on 

nano-turning, magnetic abrasive polishing, hybrid electro 

discharge micro-machining, pre-polymerization for bio-materials, 

composite materials, optimization based upon neural network 

& genetic algorithm and reliability assessment.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hesitate to contact us.

Thank you to visit AMIT laboratory.

■ 연구분야

- Modeling and simulation for machining process

- Nano-turning for aspheric lens

- Magnetic abrasive polishing

- Pre-polymerization for bio-materials

- Optimization based upon neural network & genetic algorithm

- Reliability assessment for manufacturing processes

■ 연구성과

Kwang-Heui Kim, Chang-Min Shin, Tae-Wan Kim, Jae-Seob 

Kwak

Surface condition monitoring in magnetic abrasive polishing of 

NAK80 Using AE Sensor and Neural Net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2012, Vol. 21, No. 4, pp. 601~607

Seong-Ryeol Han, Jae-Hyeck Choi, Jae-Seob Kwak

New metal fitting geometry and optimization of swaging 

parameters for automobile power steering hose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12, Vol. 13, 

No. 4, pp. 637~644

Jae-Seob Kwak, Gun-Hee Kim, Yong-Chul Lee, Ohomori Hitoshi, 

Tae-Soo Kwak

Properties of ELID mirror-surface grinding for single crystal 

sapphire optic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2, Vol. 

29, No. 3, pp. 247~252

Tae-Soo Kwak, Jae-Seob Kwak

Magnetic abrasive polishing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2, Vol. 

29, No. 3, pp. 266~272

■ 프로젝트

[Simulation on tool geometry optimization in magnetic abrasive 

polishing of free form surface] Hanguk Precision Inc.

[Development of in-process strength prediction for friction 

welding components based on acoustic emission singal] 

Okwang Inc.

[Magnetic force improvement and process optimization using 

second generation of magnetic abrasive polishing syste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ybrid finishing with electrolytic and magnetic abrasive 

polishing based on carbon nanotube and metal compound 

particle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evelopment of driving assembly of angular motion for base 

mounted turret syste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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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형 용접 및 자동화 연구실

지도교수 박영환

전공분류 용접 및 특수가공(Welding and Special Manufactu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지능형 용접 및 자동화 연구실(IWA Lab)

전    화 051-629-6148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iwalab/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세상을 이끄는 연구, 미래를 향한 연구", 창조적인 연구" 

를 모토로 하여 용접 및 접합 가공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레이저 용접 및 저항 점 용접, 그리고 아크 용접의 용접성 

평가, 용접 공정 최적화,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품질 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 분석법 

및 지능형 알고리즘(퍼지, 신경회로망, 유전알고리즘 등)을 접목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 연구분야

용접 공정 - 레이저 용접, 저항 점 용접, 아크 용접, 레이저-아크 하이브

리드 용접, 원격 용접

용접 재료 - AHSS, UHSS,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플라스틱 등 차체 

용접 분야

용접 최적화 및 자동화 - 공정 모델링, 용접 모니터링 및 품질 평가

Intelligent System - 퍼지 알고리즘, 인공 신경회로망, 유전 알고리즘 

Laser Material Processing  - 레이저 마킹, 레이저 미세가공, Machine 

Vision

■ 연구성과

박영환, 이세헌

알루미늄 합금의 레이저 가공에서 인장강도 예측을 위한 회귀 모델 및 

신경 망 모델의 개발

한국정 공학회지, 2007-04, Vol. 24, No. 4, pp. 93~101

박영환, 이종구, 이세헌

저항 점 용접 로봇에서 서보건의 가압력 제어를 통한 용접 강도 향상에 

대한 연구

대한용접학회지, 2006-12, Vol. 24, No. 6, pp. 449~456

박영환

용가 와이어를 적용한 알루미늄 레이저 용접에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정변수 최적화

대한용접학회지, 2006-10, Vol. 24, No. 5, pp. 415~421

박영환

레이저 용접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신경망 모델과 목적함수를 이용한 

최적화 기법 개발

한국공작기계학회논문집, 2006-10, Vol. 15, No. 5, pp. 123~130

박영환, 성기은, 이세헌

비전센서를 이용한 용접공정의 생산 자동화

한국정 공학회지, 2006-10, Vol. 23, No. 10, pp.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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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항공구조동역학실험실

지도교수 이창용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항공구조동역학실험실

전    화 051-629-6133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aerosdlab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이창용 교수님의 항공구조동역학 실험실입

니다.

■ 연구분야

- 구조 동역학

- 진동 음향학

실 험 실 선체진동연구실

지도교수 배성용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조선해양시

스템공학과

전    화 051-629-6616

홈페이지 http://naval.or.kr/01/04_sub_06.asp

■ 실험실소개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배성용 교수님의 선체진동연구실로서 선체 및 

구조물의 진동해석, 유체구조 연성진동에 관한 연구, 축계진동해석, 선

박방진제어를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 조선공학

- 선체진동공학

■ 연구성과

배성용

접수 탱크 구조물의 진동특성에 관한 연구 -종횡비 변화와 압력 분포-

대한조선학회논문집, 2003, Vol. 40, No. 0, pp. 0~0

배성용

유체 슬로싱모드가 탱크의 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논문집, 2003, Vol. 40, No. 0, pp. 0~0

배성용

수치해석에 의한 심수 탱크구조물의 진동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3, Vol. 13, No. 0, pp. 0~0

배성용

접수탱크구조의 진동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논문집, 2003, Vol. 40, No. 0, pp. 0~0

배성용 외

접수탱크구조의 호흡모드와 동적유체압 분포에 관하여

서부조선회 회보집, 2000, Vol. 99,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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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제어실험실

지도교수 안두성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C, 9공 420호

전    화 051-629-6154

홈페이지 http://mae.pknu.ac.kr/

■ 실험실소개

Mobile manipulation은 로봇관련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기술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작업공간해석(Operational space formulation)을 근

간으로하여 동적 일치 및 제어(Dynamic coordination&control)에 관

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여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형 로봇, 무인자동차 

등에 적용시키기 위한 실용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연구분야

- 로봇의 힘과 운동의 통합 제어

- 이족 보행등 이동 로봇 연구

-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 3D CG를 이용한 로봇시뮬레이션

- 햅틱 시스템 연구

- 로봇 지능알고리즘 개발(통계학적 로보틱스, SLAM, Computer  

Vision 등)

■ 연구성과

정영석, 권순재

전류모드로 제어되는 영전압 스위칭 하프 브리지 PWM 컨버터의 해석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2003, Vol. 0, No. 0, pp. 338~345

정영석

차량 엔진용 전자기식 밸브의 모델링 및 제어기 설계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2002, Vol. 0, No. 0, pp. 338~345

In-Hwan Oh, Young-Seok Jung, Hyeong-Gil Joo, and Myung- 

Joong Youn

A Simple Resonant Link Inverter for a Discrete-Time Current 

Control

Journal of KIPE, 1998, Vol. 3, No. 1, pp. 36~45

Young-Seok Jung, Jeong-Il Kang, Hyun-Chil Choi and Myung- 

Joong Youn

Small Signal Modeling of Current Mode Control, 1998, Vol. 0, 

No. 0, pp. 338~345

Jung-Young Lee, Gun-Woo Moon, Young-Seok Jung, and 

Myung-Joong Youn

A High Quality Power Factor Correction Converter Based on Half 

Bridge Topology

Journal of KIPE, 1997, Vol. 2, No. 3,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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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에너지안전연구실

지도교수 오창보

전공분류 연소(Combustion)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호현, 박지웅, 김유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전    화 051-629-647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org/user/cboh

■ 실험실소개

“에너지안전연구실"은 연소공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에너지시스템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실에

서는 수치해석과 고정  계산공학(Computational Engineering) 기

법을 적용한 수치연소(Numerical Simulation)분야의 연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화염구조, 소화 및 점화현상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험과 수치계산을 병행하여 상호 검증

함으로써 화염에 대한 정 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얻어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연구분야

본 실험실에서는 지금까지 “수치연소(Numerical Combustion)”, “화재 

시뮬레이션(Fire Simulation)”  연구를 많이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안전(Hydrogen Safety)”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주로 수치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PC와 PC-Cluster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화염에 대한 매우 고정 도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수치

모사기법(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과 상세반응기구

(Detailed Chemistry)를 적용한 수치계산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경우 막대한 계산시간이 소요되는데,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OpenMP 

병렬기법을 적용하여 64개 CPU를 동시에 활용한 병렬계산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OpenMP 병렬계산은 KISTI 슈퍼컴퓨팅센터의 슈퍼컴

퓨터(IBM 및 SUN 기종)에서 진행되고 있다. 계산 외에도 일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된 실험결과는 고정 도의 수치계산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시뮬레이션기법에 관한 연구와 화재, 연소현상에 대한 수치 모델

링을 통해 수소확산, 화재, 폭발 및 새로운 연료에서 파생되는 에너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

트는 수소화염/화재 등 수소안전과 관련된 수소안전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 있다.

■ 연구성과

송금미, 오창보

화염제어 연속계산법을 이용한 CH4-고온공기 확산화염의 점화특성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1-06, Vol. 0, No. 0, pp. 0~0

오창보, 이의주, 황철홍

화염온도제어법을 이용한 확산화염의 소화 및 점화특성 검토

한국안전학회지, 2011, Vol. 26, No. 1, pp. 21~26

박은정, 오창보

제트 확산화염구조에 대한 FDS 연소모델의 예측성능 비교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010, Vol. 25, No. 0, pp. 22~27

오창보, 이의주

수소화염과 탄화수소화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계산 연구

한국한전학회지, 2010, Vol. 25, No. 0, pp. 12~17

■ 프로젝트

[PSR 및 대향류 연소기에서 가스연료의 점화특성 연구(Ignition 

Characteristics of Gas-phase Fuel in PSR and Counterflow 

Combustor)]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 지원, 2012.1.1.~ 

2012.12.31.

[탄종별 석탄 연소특성 검토 및 차수감소모델 개발(Analysis of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n the Various-Type Coals and 

Development of the Reduced Order Model)]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지경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위탁연구, 2011. 6. 1~2015. 5. 31.

[건물화재의 진압 및 안전관리를 위한 Backdraft 재현기술 개발

(Development of Reproduction Technology of Backdraft for the 

Suppression and Safety Management of Building Fire)] 한국연구

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 2010. 5. 1.~2013. 4. 30.

[단위 재생기를 적용한 고효율 합성가스 혼합 마일드 연소기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Mild Combustor with a Unit 

Heat Regenerator for the Syngas-Blended Fuel)]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지경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2010.6.1.~ 

2013.5.31.

[상세화학반응기구를 적용한 합성가스(Syngas) 연소특성 수치시뮬레

이션 연구]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전략과제, 2009.7.~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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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강도 및 비파괴평가 실험실

지도교수 남기우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이수철, 정희록, 김대웅, 최창민, 이상문

석사과정  김수영, 황진량, 이장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재료강도 및 비파괴평가 실험실

전    화 051-629-6358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namkw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재료공학, 파괴역학 및 비파괴평가를 기초로 하여, 구조용 

재료의 신뢰성 향상과 고성능화에 관하여 연구한다.

■ 연구분야

① 균열치유능력을 가지는 구조용 세라믹스의 개발과 평가

② 세라믹스 마모

③ Cr-free 코팅액의 개발 및 평가

④ 차체부품용 보론 강판

⑤ 스태빌라이저링크의 안전성 평가

⑥ 구조용 배관의 강도평가 및 파손거동

⑦ 초음파법 및 음향방출법을 이용한 재료특성 평가

■ 연구성과

남기우, 황석환, 김대용, 이문용, 이상문

TWB 보론강의 기계적 특성 및 성형성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2012, Vol. 36, No. 10, pp. 0~0

Haris Rudianto, Sangsun Yang, Yongjin Kim and Kiwoo Nam

Sintering of Al-Si-Fe-Cu-Mg-SiC powder prepared by gas atomization 

process

Journal of Ceramic Processing Research, 2012, Vol. 13, No. 1, 

pp. 119~122

Ki Woo Nam and Jin Ryang Hwang

The Crack healing behavior of ZrO2/SiC composite ceramics with 

TiO2 additive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26, 

No. 7, pp. 2093~2096

남기우, 박상현, 유정수, 이상문

센터필라 적용을 위한 이종 접합강의 충격 특성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2012, Vol. 36, No. 8, pp. 929~934

남기우, 박상현, 이규현, 이문용

레이저 TWB된 이종접합강의 기계적 특성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2, Vol. 36, No. 8, pp. 857~863

■ 프로젝트

[고장력강의 피로수명과 균열관통 거동에 관한 연구] 과학재단(신진연구)

[인장굽힘을 받는 부재의 피로수명 및 균열관통] 학술진흥재단

[CFRP의 파괴거동 및 AE평가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압력용기용강의 피로균열전파 및 지연거동에 관한 확률통계적연구] 

94교육부기계공학분야

[AE에 의한 CFRP의 파괴거동과 신뢰성평가] 산업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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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구조용 세라믹스 실험실

지도교수 박찬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한길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구조용 세라믹스 실험실

전    화 051-629-6360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ceramics

■ 실험실소개

구조용 세라믹스는 금속재료나 고분자 재료 등 다른 소재보다 열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므로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부품소재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특성과 급속한 실용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세라믹스의 단점인 취성과 신

뢰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실험실에서

는 각종 산화물계 및 비산화물계 세라믹스의 새로운 제조방법 및 각종 

세라믹스의 특성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Reaction Bonded Silicon Nitride(RBSN)

- Strengthening and Toughening of Structural Ceramics

- Carbon/Glass Composites

- High Temperature Ccorrosion in Halogen Containing Environment

■ 연구성과

박찬

발전용저탄소 ASTM A356 CA6NW 마르텐사이트 계 스테인리스 주강

의 용접성

대한금속재료 학회지, 2011-01, Vol. 0, No. 0, pp. 0~0

박찬

터빈로터 디스크 키웨이의 초음파 신호로 부터 균열정보 추출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비파괴검사학회지, 2009-10, Vol. 0, No. 0, pp. 0~0

박찬

셀프실드 용접 와이어 의 알루미늄 첨가량에 따른 용접금속 인성및 가공

형성변화

대한용접학회지, 2011-02, Vol. 0, No. 0, pp. 0~0

박찬

배향된 질화규소 휘스커 종자를 함유한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미세구조

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2009-10, Vol. 0, No. 0, pp. 0~0

박찬

상온 진공분말 분사공정에 의해 제조된 TiO2 광촉매막의 두께변화에 

따른 광촉매 특성

한국세라믹학회지, 2008-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silicon based ceramics in 

chlorine containing environments] 박찬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arbon fiber/glass matrix 

composites] 박찬

[성형체의 크기 및 형상에 따른 반응질화규소의 제조에 관한 연구] 박찬

[다층 고인성 산화물 복합체의 제조 및 특성 연구] 박찬

[탄화규소 세라믹스의 내마모 코팅에 관한 연구]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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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강도 및 전기화학 실험실

지도교수 안용식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재료강도 및 전기화학 실험실

전    화 051-629-6361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materials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현재 4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과 2명의 학부과정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팀원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작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문의 영역이 경계를 넘어 융합 복합화되

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각자의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향하여 

........

■ 연구분야

- 특수강(공구강, 스테인리스강)의 물성 및 제조기술

- 금속의 소성가공(압연, 단조, 판금성형)

- 금속의 열처리기술

- 신뢰성 평가(강도, 크리프, 피로수명)

- 금속의 내식성평가

■ 연구성과

안용식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부식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안용식

리플로우횟수와 표면처리에 따른 Sn-Ag-Cu 계 무연솔더 범프의 고속

전단 특성평가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안용식

The effect of Si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on the thermal 

expansion propertie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2008, Vol. 0, No. 0, pp. 0~0

안용식

무연솔더바에 대한 신뢰성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안용식

Standardization of a Shear Test Method for Lead-free Solder 

Paste Chip joint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2007,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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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자 및 자성재료 실험실

지도교수 권해웅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전자 및 자성재료 실험실

전    화 051-629-6362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EMMG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부경대학교 전자 및 자성재료 실험실로 전자 및 자성재료 

개발 및 응용 연구, 자성재료 개발 및 응용 연구, 고성능 영구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alnico 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ferrite 영구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희토류-천이금속계 합금 영구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분야

 - 고성능 영구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 alnico 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 ferrite 영구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 희토류-천이금속계 합금 영구자석 개발 및 응용 연구.

실 험 실 시스템제어연구실

지도교수 이형기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시스템제어연구실

전    화 051-629-6325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시스템제어연구실은 이형기 교수님의 지도로 최신의 제어 기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컴퓨터 기반의 제어와 계측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Labview

와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하나의 칩에 수록

한 One Chip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PSoC를 이용하여 원거리 장비 계측

장치와 계측 장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및 Sun Tracking System등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주요 개발 내용 : KT 통신구 무인 감시 시스템, 배전반 내부 온도 감시 

시스템, 4-Point 이론을 이용한 Spot Weling 불량검출기, PSoC를 이

용한 Sun Tracking System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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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로버스터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최연욱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로버스터제어 연구실

전    화 051-629-6326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제어결과에 대한 정확성뿐만 아니라 제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강인성(Robustness)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실에

서는 주로 제어시스템의 강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어기 설계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주된 연구테마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수행하고 있다.

1) Container Crane의 위치제어를 위한 제어기 설계

2) 비선형시스템을 이용한 주기성외란의 제거

3) PID제어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연구는 먼저 이론의 확립을 통한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computer simulation을 통한 성능평가 

및 실시스템으로의 적용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 험 실 융합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변기식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융합시스템 연구실

전    화 051-629-6327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부경대학교 변기식 교수님의 융합시스템 연구실로서 해양

LED 융합연구와 융합제어시스템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분야

해양LED 융합연구

- 해양산업(조선, 수산, 해양, 환경)에 LED기술을 융합한 Monolithic 

LED시스템을 연구 개발한다.

융합제어시스템 연구

- 응용 Plant를 Sensor로 계측하고 Embedded Controller로 제어하

며, Plant/Sensor/Controller간에 분산제어가 이루어지도록 개방형 

통신프로토콜(FlexRay/CAN/PLC(전력선통신)/RF통신)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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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계측 및 DSP 연구실

지도교수 김남호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계측 및 DSP 연구실

전    화 051-629-6328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계측 및 DSP 연구실은 전자회로설계, 계측 및 센서 시스템, 영상신호처

리 분야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잡음제거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

고 있다.

■ 연구분야

전자회로설계에서는 LED를 이용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시스템, 가로등 

기반의 제어기 개발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측 및 센서 

시스템에서는 크로스토크 측정 시스템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영상신

호처리에서는 AWGN, 임펄스 노이즈 환경에서 강인한 디지털필터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 험 실 로봇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황용연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로봇제어 연구실

전    화 051-629-6329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로봇제어 연구실에서는 간단한 로봇의 설계, 제작을 비롯하여 각종 제어

이론을 실제 로봇으로의 적용에 관한공부를 하는 연구실입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로봇 제작에 

필요한 선반, 링 등 여러 가지 가공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직 다관절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직교좌표형 로봇, 유공압 실험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주요 연구분야는 로봇제어 알고리즘의 구현, 인공지능 제어에 의한 로봇

의 위치와 힘 제어, 학습 제어 및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시스템 개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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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력전자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김만고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전력전자제어 연구실

전    화 051-629-6330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전력전자 분야는 전동기 구동, 통신용 전원, 자동차, 세탁기, 에어콘, 

엘리베이터, 인공위성, 컴퓨터 등 전통적인 산업뿐 아니라 새로이 등장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LED 조명 등 신성장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고역률 정류기, DC/DC 컨버터, 전력전자 응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전자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킴으로써 한정된 지구 에너지 자원의 보존과 환경 보호에 궁극적

으로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 연구분야

- 고역률 정류기

- DC/DC 컨버터

- 전력전자 응용

실 험 실 임베디드 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안영주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임베디드 제어 연구실

전    화 051-629-6325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오늘날 전동기 시스템은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 없어서

는 안 될 중요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는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직류전동

기를 비롯하여, 최근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브러시리스 전동기, 유도전

동기,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 및 기타 여러 종류의 전동기가 포함된

다. 전동기 제어시스템은 구동장치가 포함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고효

율운전, 정토크 운전, 고속응답 등의 운전을 수행한다. 또한 특수한 전동

기의 특성 시험을 바탕으로 적정 전동기 시스템의 구성에 관한 것을 

연구한다.

■ 연구분야

- Oscilloscope

- Dynamometer controller

- Dynamometer

- Proposed converter

- SRM

- Encoder

- DSP controller

- Monitor

- Power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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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시스템 및 센서네트워크 연구실

지도교수 이경창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시스템 및 젠서네트워크 연구실

전    화 051-629-6332

홈페이지 http://control.pknu.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자동차용 네트워크, 산업용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등의 설계 및 구현, 제어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차 전장 

시스템이나 로봇 제어 시스템, 스마트 홈 등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실입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CAN이나 FlexRay를 이용

한 자동차 전장 시스템 개발, EtherCAT을 이용한 로봇 제어 시스템 

개발, ZigBee나 IEEE802.15.4를 이용한 지능형 홈 시스템 개발 등입

니다.

■ 연구분야

본 연구실은 2010년 현재 저속 근거리 충돌 방지용 센서 융합 기반 

충돌 진단 알고리즘 개발, 거주자 위치 인식 기반 에너지 절약형 HVAC 

제어 시스템을 위한 요소 기술개발, 제조용 로봇을 위한 스마트 구동기 

모듈용 EtherCAT 통신 보드 개발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장비로는 CAN 네트워크 개발 툴, ZigBee 네트워크 개발 

툴, 각종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 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 험 실 전력변환연구실

지도교수 정영석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C, 9공 416호

전    화 051-629-6165

홈페이지 http://myweb.pknu.ac.kr/powerelec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경대학교 정영석교수님의 전력변환연구실로서 전력변환

에 대해 연구합니다.

연구실원 :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 학부과정 2명

졸업생 : 석사 3명(한라공조 연구원 2명, 진학 1명)

연구기술 : 전력전자, 제어기술

응용분야 : 하이브리드 / 전기자동차 분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프로젝트 : 현 국내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중

■ 연구분야

- 하이브리드 / 전기차를 위한 전기기기 제어기

- 하이브리드 / 전기차를 위한 전력변환기

- 배터리(Hybrid차량용) 상태감시 및 모니터링 장치

- 전력변환회로 및 전동기(Motor) 제어

- 하이브리드 / 전기차를 위한 전기기기 제어기

- 고역률 전력변환기

- 전동기(Motor) 구동 인버터 및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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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Integrated Dynamics & Control Engineering Lab 

▶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Lab 

▶ 냉동시스템 및 열유체 실험실 

▶ 원자력계통 모델 및 시뮬레이션 연구실

▶ CAD/CAM 실험실 

▶ 신재생에너지 및 유체역학실험실 

▶ 품질공학 및 파손방지 실험실  

▶ Neutron and Radiological Sciences Lab 

▶ 계측제어연구실 

▶ 나노입자공학 연구실 

▶ 원자력계통 열수력 실험실 

▶ 첨단 재료가공 실험실 

▶ 정밀정형 및 금형가공 연구소 실험실

▶ Power generation system L뮤

▶ 가스터빈 연구실 

▶ 나노 마이크로 융합기술 실험실 

▶ Vehicle Dynamics Lab.

▶ Radiation Imaging Lab 

▶ 첨단 파워 소스 연구실  

▶ 정형가공시스템연구실

▶ 마이크로 분무 & 클린 에너지 연구실

▶ 차세대 멤스 연구실(NExT MEMS Lab.)  

▶ 비전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 

▶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실험실

▶ 컴퓨터 이용 공정 및 금형설계 연구실 

▶ 추진기관 실험실 

▶ Robotics and Control System Lab

▶ 대형전산열유체역학연구실 

▶ W&SHM Lab

▶ CMP Lab 

▶ Applied Mechanical Acoustics Noise Control Lab

▶ 소음진동실험실

▶ 생산자동화실험실

▶ Computer Aided Engineering Lab

▶ 컴퓨터원용성형실험실

▶ 전산유체실험실

▶ 재료역학 및 통합설계 실험실 

▶ Advanced Processing Technology Lab

▶ 제어시스템 연구실 

▶ 정밀공학 연구실 

▶ Shape Forming Lab

▶ 응용역학 & 충격공학 실험실 

▶ 다중 스케일 다중 물리 측정 연구실 

▶ MEMS Lab 

▶ 복합성형연구실

▶ 미시소성 연구실 

▶ 기계지능화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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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tegrated Dynamics & Control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홍금식(kshong@pusan.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Ade Haryanto, Bui Thi Thanh Quyen 외 9명

석사과정  윤석현, 이세호, Mingxu Piao 외 1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406

전    화 051-510-2454

홈페이지 http://icel.me.pusan.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The Integrated Dynamics & Control Engineering Laboratory 

(IDCEL) led by Professor Keum-Shik Hong at Pusan National 

University(PNU) has been working on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material handling technologies and biomedical 

engineering. The IDCEL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Research 

Laboratory(NR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Korea, in 2003.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utonomous vehicles, automated super-size container 

cranes, and a mobile harbor is a part of the grand project of 

establishing Busan as a maritime logistic hub-port in Northeast 

Asia. In biomedical engineering, the development of a real-time 

multi-modality imaging technology has been a focus.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the World Class University(WCU) 

Program funded by the MEST, Korea. To overcome the research 

challenge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have been involved 

including control theory, signal and image processing, multi- 

agent systems, and brain engineering.

■ 연구분야

- Automotive

- Robotics

- Axially Moving System

- Power Plant System

■ 연구성과

김형진, 홍경태, 홍금식

자율하역을 위한 컨테이너크레인의 신 제어구조

한국해양공학회지, Vol. 0, No. 0, pp. 0~0

홍금식, 임성진, 강민우

컨테이너의 자동랜딩을 위한 레이저센서 기반의 절대위치 검출 알고리

즘: 2차원 측정(Part II)

한국해양공학회지, 2007-08, Vol. 21, No. 4, pp. 55~60

홍금식, 임성진, 홍경태

컨테이너의 자동랜딩을 위한 레이저센서 기반의 절대위치 검출 알고리

즘: 3차원 측정(Part I)

한국해양공학회지, 2007-08, Vol. 21, No. 4, pp. 45~54

김태식, 홍금식, 김내관, 박재우, 허창도

MR댐퍼 반능동 현가시스템의 승차감 향상을 위한 수정된 민감도제어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7-01, Vol. 31, No. 1, pp. 129~138

김형진, 전성용, 손원종, 홍금식

자율이동로봇을 위한 반사층의 실시간 주행제어구조

대한기계학회논문집A권, 2006-11, Vol. 30, No. 11, pp. 1348~1357

■ 프로젝트

[크레인용 스프레더의 자동제어를 위한 자동착지시스템 및 그 방법] 특

허 제10-0624008호, 홍금식, 홍경태, 이숙재

[컨테이너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가 형성된 컨테이너크레인] 특허 제 

10-0639945호, 홍금식, 홍경태, 이숙재

[수직수평 순환이 가능한 컨테이너 크레인] 특허 제 10-0624007호, 

홍금식, 홍경태, 이숙재

[트리플트롤리 듀얼호이스트 컨테이너크레인에 있어 붐과 트롤리의 장

착구조] 특허 제 10-0639944호, 홍금식, 홍경태, 박한

[컨테이너크레인의 컨테이너 흔들림 제어방법] 특허 제 10-0639941

호, 홍금식, 홍경태, 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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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Lab

지도교수 최재원(choijw@pusan.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김주호, Nanang Syahroni, 김동현 외 2

석사과정  김혜성, 김도현, 최성수, 김민진 외 4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506

전    화 051-510-3203

홈페이지 http://gnc.me.pusan.ac.kr/

■ 실험실소개

In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laboratory, we have made 

many research results such as aerialvehicle control, radar based 

target tracking filter, sensor fusion,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since1996. Based on the our previous research 

results, we are interested in Navigation of Unmanned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AUV) and Guidance Control System. We 

have produced many engineers and researchers through 

activiti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well as 

aggressive and active researches.

■ 연구분야

Underwater Navigation and Control

- Underwater Sound Navigation 

- Navigation contrast to Underwater Topographical Map 

- Intelligent Control for Underwater Vehicle

Target Tracking Filter Based on Underwater Binary Sensor 

Network

- Foundation Method for UBSN 

- SensorWake-up/Sleep Technique 

- Underwater Sensor Localization 

- Target Tracking Based on UBSN 

Fire Control System for High Maneuvering Target

- Target Dynamic Model Design 

- Radar Based Target Tracking Filter 

- Fire Control System Design 

Eco-friendly Hybrid Electric Vehicle Design

- Device Development for Decoupling Engine and Motor 

- Battery Management System Algorithm Development 

- Wireless Power Transmission Technology Development

■ 연구성과

최재원, 하태규, Eko Henfri Binugroho, 유창호, 서영봉

개방형 제어 플랫폼 기반 호버링형 무인잠수정 테스트베드 설계 및 성능

평가

제어·로봇·시스템공학 논문지, 2010-05, Vol. 16, No. 5, pp. 489~ 

497

이강훈, 유창호, 최재원, 서영봉

ToA 기법을 이용한 수중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센서 위치 측정

제어·로봇·시스템공학 논문지, 2009-06, Vol. 15, No. 6, pp. 641~ 

648

Park, G. G., and Choi, J. W.

AC-DC Converter Control for Power Factor Correction of Inverter 

Air Conditioner System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 Engineers, 2007-02, 

Vol. 13, No. 2, pp. 154~162

유창호, 고남곤, 최재원, 서영봉

상관함수 기반 굴삭기용 과부하 검출 기법

제어·로봇·시스템공학 논문지, 2010-07, Vol. 16, No. 7, pp. 703~ 

710

■ 프로젝트

[공학봉사 설계 프로젝트] 최재원,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센터, 2009년 

12월

[입문자를 위한 창의적 공학 설계] 이해준, 김양도, 박수완, 박상후, 유광

열, 최재원,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센터, 2009년 12월.

[영어 의사 소통 기법] 유선철, 배만호, 최재원,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센터, 

2009년 12월

[전기전자 기초실험] 안중환, 김경천, 이민철, 최재원, 황상문, 김정관, 

부산대학교 부산권 기계부품산업 혁신인력 양성사업단, 2008년 6월. 

[알기 쉬운 기계공학] 최재원, 조진래, 조윤호, 정융호, 이재근, 고종수, 

이석, 정지환, 홍릉과학출판사, 2007년 3월시제품의 내환경성 및 신뢰

성 평가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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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냉동시스템 및 열유체 실험실

지도교수 정지환(jihwan@pusan.ac.kr)

전공분류 원자력에너지(Nuclear Power Energy)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연구원 116

전    화 051-510-3050

홈페이지 http://rtl.pusan.ac.kr/

■ 실험실소개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have increased the demand for energy, which has been mainly 

supplied by fossil fuels. However,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global environmental concerns, with widespread call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systems.

In both modern urban life and rural households,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are responsible for about 3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Upon this background, the importance 

of design technology has been highlighted as a metho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of refrigeration systems.

The RTFLab pursue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es in 

the area of thermo-fluid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to energy 

systems. In more specific, the RTFLab is interested in two-phase 

flow, boiling & condensation and their applications to HVAC 

& Refrigeration systems and nuclear power plants.

The RTFLab provides opportunities for post-doctoral fellows, 

PhD students, and Master students to develop professionally in 

the area of  thermo-fluid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to energy 

systems.

■ 연구분야

- Heat pump system using alternative refrigerants

- High Effectiveness Heat Exchangers

- Nuclear Power plant thermal-hydraulic analysis using CFD & 

3 D CAD

- Boiling/Condensation/Instability of Two-Phase Flow

■ 연구성과

Seong Won Hwang, Dong Hwan Kim, June Kee Min, Ji Hwan 

Jeong

CFD analysis of fin tube heat exchanger with a pair of delta 

winglet vortex generator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26, 

No. 9, pp. 2949~2958

Debasish Sarker, Ji Hwan Jeong

Development of emperical correlations for non-adiabatic 

capillary tube based on mechanistic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2012, Vol. 35, No. 4, pp. 

974~983

Ji Hwan Jeong, Sang-Goo Park, Debasish Sarker, Keun Sun 

Chang

Numerical simulation of the effects of a suction line heat 

exchanger on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cycle performance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26, 

No. 4, pp. 1213~1226

Jong Pil Park, Kyung Sik Choi, Ji Hwan Jeong, Gyung Min Choi, 

Ju Yeop Park, Man Woong Kim

Experimental and Numerical Evaluation of Debris Transport 

Augmentation by Turbulence during the Recirculation-Cooling 

Phase of LOCA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0, No. 0, pp. 0~0

Lyun-Su Kim, Ki-dong Son, Debasish Sarker, Ji Hwan Jeong, 

Sung Hong Lee

An assessment of models for predicting refrigerant characteristics 

in adiabatic and non-adiabatic capillary tubes

Heat Mass Transfer, 2011, Vol. 47, No. 0, pp. 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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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원자력계통 모델 및 시뮬레이션 연구실

지도교수 정재준(jjjeong@pusan.ac.kr)

전공분류 원자력에너지(Nuclear Power Energy)

박사과정  조연식

석사과정  박기선, 박상기, 이동현, 이동훈, 이준엽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연구원 422

전    화 051-510-2455

홈페이지 http://nsmsl.pusan.ac.kr/

■ 실험실소개

Model and Simulation of nuclear system is essential for the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nuclear system safety and its 

performance. The Nuclear System Model and Simulation Lab 

was established in March 2011 to provide the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is area.

■ 연구분야

Research Objectives 

-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 Development of safety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 Safety analysis of research reactors

Research Area

- Development of multi-scale thermal-hydraulics analysis system 

. System thermal-hydraulics analysis code

. Component-scale thermal-hydraulics analysis code

. Other scale thermal-hydraulics analysis codes

- Multi-physics code system for nuclear reactor analysis

- Development of simulator and virtual reactor

- Numerical solution method for multi-phase flows 

 

Technical Background

- Fluid mechanics(Multi-phase flow), Heat Transfer, Nuclear 

Reactor Theory, System Model, Numerical Analysis, Computer 

graphics, etc. 

■ 연구성과

Jungwoo Kim, Jae Jun Jeong

Large Eddy Simulation of Turbulent Flow in a T-Junction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A, 2012, Vol. 61, pp. 180~200

Hyoung Kyu Cho, Byong Jo Yun, Han Young Yoon, and Jae Jun 

Jeong

Assessment of the two-phase flow models in the CUPID code 

using the downcomer boiling experiment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012-01, Vol. 49, 

No. 1, pp. 78~89

Ho-Gon Lim, Sang-Hoon Han, Jae Jun Jeong

MOSAIQUE –A network based software for probabilistic uncertainty 

analysis of computerized simulation model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1, Vol. 241, No. 0, pp. 

1779~1784

J. Enrique Julia, Basar Ozar, Jae Jun Jeong, Takashi Hibiki, 

Mamoru Ishii

Flow regime development analysis in adiabatic upward two- 

phase flow in a vertical annulu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Fluid Flow, 2011, Vol. 32, No. 

0, pp. 164~175

■ 프로젝트

[Advanced numerical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Mar. 

2007~Feb. 2011, MEST.

[Thermal-hydraulic analysis of the CANDU moderator system] 

Apr. 2011~Feb. 2012, KAERI.

[Advanced thermal-flow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May. 

2012~Apr. 2013, KAERI.

[Improvement of the interfacial transfer terms in a nuclear 

system code] Apr. 2011~Nov. 2011, KAERI. 

[Multi-scale thermal-hydraulics analysis system development] 

Mar. 2012~Feb. 2017,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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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AD/CAM 실험실 

지도교수 정융호(yhj@pusan.ac.kr)

전공분류 CAD/CAM(CAD/CAM)

박사과정  윤재득, 부건휘

석사과정  이승훈, 권려홍, 김휘연, 손성민, 김태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산학관 905

전    화 051-510-2469

홈페이지 http://cadcam.me.pusan.ac.kr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개념 설계, 해석, 최적 설계, 가공 최적화 등 제품의 

설계에서 생산까지 S/W적인 핵심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세부적

인 연구 방향으로 Unigraphics, PRO/E 등을 이용한 솔리드 모델링 기

술, 5축 고속 가공 관련 최적화 기술, 전산 모사 기술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과정의 진행으로 연구

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기본으로한 논리적인 실무관련 개발 능력

을 배양케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타 산업 응용 기술과 Nano & 

Micro 가공 분야로의 응용 또한 모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CAD/CAM(Computational Geometry)

- Geometric Modeling(3D Graphic) 

- 5-axis High-speed machining(NC Programming, NC data 

optimization)

- Assembly Modeling, Surface Modeling

- Automatic Finite Element Generation

- Simulation with System Modeling

■ 연구성과

B.S.So, Y.H.Jung, J.W.Park, D.W.Lee 

Five-Axis Machinining Time Estimation Algorithm based on 

Machine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7, Vol. 187, No. 

0, pp. 37~40

J.O.Park, Y.H.Jung, D.W.Lee, N.Morita, N.Kawasegi, B.S.So, 

S.S.Lee

Characteristics of mask layer on(100) silicon induced by 

tribo-nanolithography with diamond tip cantilevers based on 

AFM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007, Vol. 187, No. 

0, pp. 321~325

H.J.Jung, Y.H.Jung, D.W.Lee 

Attaching single carbon nanotube on tips apex using dielectrophoresis 

of DC-pulse voltage 

Transactions of Nonferrous Metals Society of China, 2009, Vol. 

19, No. 0, pp. 200~283

D.W.Lee, Y.W.Kim, S.C.Choi, J.O. Park, Y.H. Ju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 Speed Inchworm Stage Using 

Lever Mechanism by Different Materials 

Journal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08, Vol. 8, No. 11, 

pp. 5696~5701

B.S.So, Y.H. Jung, S.M.Hwang, T.R.Kurfess 

5-Axis Machining Speed Enhancement by Step Length 

Optimization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8, Vol. 187, No. 

0, pp. 2~5

■ 프로젝트

[여닫이문 개폐장치] 2009. 04. 23., 10-2009-0035597, 한국 특허 

등록 

[여닫이문 개방력 감소장치] 제 10-1072015 호, 2011. 10. 04., 한국 

특허 등록 

[기계 동작 특성에 근거한 고효율 다축 링 가공용 보간길이의 최적화 

방법] 2009. 01. 20., 제 10-0880734 호, 한국 특허 등록 

[5축 링가공 시간 예측방법] 2008. 11. 25., 제 10-0871456 호, 

한국 특허 등록 

[테이블 회전/기울임 5축 링 가공방법 및 그것을 내장한 기록 매체] 

2003. 12. 16., 제 0413233 호, 한국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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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신재생에너지 및 유체역학실험실 

지도교수 임희창(hclim@pusan.ac.kr)

전공분류 연료 및 대체에너지(Fuel and Substitution Energy)

박사과정  Bhupendra Singh Chauhan

석사과정  이영태, 양현봉, 김태권, 정의철, 외 5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전관 9307

전    화 051-510-2302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rfm/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유체역학과 관련된 제반의 열유체역학적 문제들의 연

구 및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열) 및 유체공학의 전통분야인 난류유

동/유동제어/유동소음/풍공학 등에 대한 핵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풍동(Wind tunnel) 및 수조(Water channel)뿐만 아니라 현장 

필드 측정 그리고, 복잡한 난류유동의 검증/평가를 위해 수치해석기법

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유동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오 

유동해석을 위해 화상처리기법(PIV)을 개발하여 열 및 유동 문제의 해석

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Numerical simulation of Wind Turbine

- Newly developed wind blade test program

- Blade performance test facility

■ 연구성과

정태윤, 임희창, 이상준

여러가지 형상비의 육면체 주위 유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 2008-04, Vol. 0, No. 0, pp. 0~0

임희창, 정태윤

풍동 내 난류 경계층 생성과 육면체의 형상 변화에 따른 표면 압력 변화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2008-01, Vol. 0, No. 0, pp. 0~0

정태윤, 임희창, 김현구, 장문석

풍력활용을 위한 월령 연안 지역 풍황 평가

한국풍공학회논문집, 2008-12, Vol. 0, No. 0, pp. 0~0

정태윤, 임희창, 김현구, 장문석

월령 연안지역 대기경계층의 유동특성과 대기 안정성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과학학회지, 2009-06, Vol. 0, No. 0, pp. 0~0

정태윤, 임희창

단기관측에 의한 월령 연안지역 풍력에너지 잠재량 평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사보니우스 블레이드 구조] 풍력 발전용 사보니우스 블레이드 구조에 

관한 것.

[상호상관방식의 고속화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진동측정] 상호상관방식

의 고속화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진동측정에 관한 것.

[와류발생 부재가 형성된 사보니우스 블레이드 구조] 풍력 발전용 사보

니우스 블레이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와류(vortex) 발생 

부재가 블레이드 끝단에 형성되어져 블레이드 회전시 소음 진동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사보니우스 블레이드에 관한 것.

[심해용 부유식 풍력발전 substructure/platform 기반 기술개발] 부산

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8.01~2016.07.31

[1KW 수직축 소형풍력발전 기반기술개발 및 지역인력 양성사업] 탱크

테크(주), 2011.04.01~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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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품질공학 및 파손방지 실험실 

지도교수 이준현(johlee@pusan.ac.kr)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박원수, 김희중, 김종엽, 송봉민

석사과정  이대훈, 최부일, 허태훈, 김영훈 외 7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연구원 318

전    화 051-510-2430

홈페이지 http://www.ndekorea.net/

■ 실험실소개

품질공학 및 파손방지 실험실에서는 각종 구조물의 안전 및 신소재의 

손상 평가를 위한 새로운 비파괴 평가기법(Advanced Nondestructive 

Evaluation Technique)의 확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재 본 연구실은 그동안 수행해온 각종 원자력 발전설비의 안전성확보와 

건전성 평가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부 지정 원자력기

초공동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아 원

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첨단 핵심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레이저응용기술을 이용한 MEMS부품 특성 평가

- 레이저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 결함의 영상화처리 및 정량적 평가

기술

- 첨단 Remote Sensing 기술에 의한 초전도 모터의 상태 진단 기술

- Advanced Sensor 기술에 의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 설비의 상태진단 

기술

- 새로운 초음파 기술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배관의 부식 결함탐지 기술 

개발

- 부품, 소재의 고장분석 및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 나노(nano)박막소재의 특성평가를 위한 비파괴 평가기술 개발 등

■ 연구성과

이준현, 최상우, 변준형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료(CFRP)의 층간 분리 결함 평가를 위한 비접촉

식 초음파 평가 기법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07-03, Vol. 24, No. 3, pp. 23~30

이진경, 박영철, 이규창, 이준현

비파괴 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복합재료의 열충격손상평가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7-06, Vol. 20, No. 3, pp. 37~42

이진경, 하영준, 박영철, 이준현, 이상필

Health Monitoring을 위한 스마트 복합재료의 적용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2007-08, Vol. 27, No. 4, pp. 328~338

이준현, 박종호, 송봉민, 이승준

탄소강 배관 감육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레이저 유도 초음파의 적용

한국정 공학회지, 2007-11, Vol. 24, No. 11, pp. 22~28

이준현, 이승준, 최상우, 변준형

레이저 초음파를 이용한 복합재료 층간 결함의 정량적 평가

한국정 공학회지, 2007-11, Vol. 24, No. 11, pp.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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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eutron and Radiological Sciences Lab

지도교수 이승욱(seunglee@pusan.ac.kr)

전공분류 원자력에너지(Nuclear Power Energy)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종열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410

전    화 051-510-1013

홈페이지 http://nrsl.pusan.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I am working in the field of Radiation Medical Physics and 

Neutron Science in General. The research area of my laboratory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ambitious plan for the Radiology 

Specialized Complex in Busan and I'm actively collaborat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partners in the field. 

Therefore, I do believe there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laboratory and I hope this laboratory will be one of the leading 

laboratories in the world in near future.

■ 연구분야

The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 my laboratory are :

- Grating-based Phase Imaging with X-rays and Neutrons

- Omni-tomography for Spatio-temporal Fusion of Tomography 

Modalities

- Spiral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 Neutron Imaging Optics and its Applications

- Neutron Scattering and Neutron Physics

-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Neutron Sources

■ 연구성과

Han Soo Kim, Jang Ho HA, Se Hwan PARK, Seung Wook LEE, 

Myungkook Moon, Gwang-min SUN, Cheol Ho LEE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Neutron Detectors Based on SiC 

Semiconductor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48, No. 

10, pp. 1343~1347

Seung Wook Lee, Young Kwon Jun, Oh Yeoul Kwon

A Neutron Dark-field imaging experiment with a neutron 

grating interferometer at a thermal neutron beam line at 

HANARO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2011, Vol. 58, No. 4, pp. 

730~734

Seung Wook Lee, Daniel Hussey, David Jacobson, Muhammad 

Arif, Cheul Muu Sim

Development of the neutron phase imaging system using 

gratings at a monochromatic cold neutron beamline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 2009, 

Vol. 60, No. 5, pp. 16~20

Seung Woook Lee, Ki Yeon Kim, Oh Yeoul Kwon, Nikolay 

Kardjilov, Martin Dawson, Andre Hilger, Ingo Manke

Observation of Magnetic Domains in Insulation-Coated Electrical 

Steels by Neutron Dark-Field Imaging

Applied Physics Express, 2010, Vol. 3, No. 0, pp. 0~0

Bo Kyung Cha, Jong Yul Kim, Tae Joo Kim, Yi Kyung Kim, Cheul 

Muu Sim, Seung Wook Lee, Gyuseong Cho

Investigation of the Performance of Scintillator-based CMOS flat 

panel detectors for X-ray and thermal neutron imaging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2010-06, Vol. 57, No. 3, 

pp. 0~0

■ 프로젝트

[SW: Methods and devices for CT reconstruction using a 

Grangeat approach.] Wang G, Lee, US Patent 6,983,034(Filing 

date: 2004-02-17; publication date: 2006-01-03)

[스테레오 엑스레이 투과검사 시스템] 이승욱, 문명국, 이남호, 황영관, 

특허 제10-1096366호(출원일 2009/11/27; 등록일 2011/12/13) 

[전 방향 감마 방사선 검출기를 통한 핵폭발 발생 및 방향 고속탐지 

기능을 가진 핵폭 경보기 및 그 구현 방법] 이남호, 문명국, 오승찬, 

이승민, 신재곤, 이승욱, 특허 제10-1094159호(출원일 2009/08/19; 

등록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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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계측제어연구실

지도교수 이민철(mclee@pusan.ac.kr)

전공분류 계측(Measurement), 제어(Control)

박사과정  김민호, 문영근, 윤성민, 위원용

석사과정  허정훈, 노치범, 이현철, 이희무, 변규호 외 6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연구원 418

전    화 051-510-2439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mclab/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부산대학교 이민철 교수님의 계측제어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Research Area of Interest 

① Sensor Integrated Robot Manipulator Control

② Mechatronics for Digital Servo Systems and Measuring 

Systems

③ Sensor's Application and System Integration

④ Washout Algorithm Design and Robust Control for Vehicle 

Driving Simulator

⑤ Path Planning and Vision Technology for Autonomous Robots

⑥ 6 DOF Intelligent Robot Arm Control for Mobile robot

⑦ Surgical Robot System Control

⑧ 3D Solid Freeform Fabrication System Control in the Office 

Environments

⑨ Stably Walk Biped Robot System Control 

- My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s of intelligent robot 

control, autonomous mobile robot, surgical robot, measuring 

three dimensional distance and object configuration using vision 

information, signal processing to identify a system, robust 

control of a vehicle driving simulator, sensor application, and 

mechatronics.

■ 연구성과

윤성민, 이민철, 김지언, 강병호

슬라이딩 섭동 관측기를 이용한 수술용 로봇 인스트루먼트의 반력 추정 

가능성 평가

한국로봇학회 논문지, 2012-03, Vol. 7, No. 1, pp. 308~316

위원룡, 이민철, 김지언

MEMS Gyro North Finding 방법을 이용한 실내 이동로봇의 전방향 

탐지

한국로봇학회, 2011-12, Vol. 6, No. 4, pp. 334~343

강요환, 이민철, 김지언, 윤성민, 노치범

Virtual Hill 및 Sink 개념 기반의 군집 로봇의 직선 대형 주행 기법

한국로봇학회(KROS), 2011-09, Vol. 6, No. 3, pp. 237~245

이상원, 문영근, 김성현, 이민철

포텐셜 필드 기법을 이용한 무인차량의 자율항법 개발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Vol. 19, No. 4, pp. 8~15

이기창, 문지우, 구대현, 이민철

FPD 공정용 Glass 이송 시스템을 위한 자기부상 EMS 개발

제어로봇시스템공학회, 2011-06, Vol. 17, No. 6, pp. 566~572

■ 프로젝트

[SURGICAL ROBOT SYSTEM AND EXTERNAL FORCE MEASURING 

METHOD THEREOF] 12/797,867(2010.06.10.)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외력 측정 방법] 10-2009-0084720, 

2009.09.09 100954732(2010.04.19)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작동력 측정 방법] 10-2009-0079331, 

2009.08.26 100944410(2010.02.19)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반력 측정 방법] 10-2009-0078374, 

2009.08.24 100944409(2010.02.19) 

[위치 확인 수단이 구비된 제대혈 보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위치확인 

방법] 10-2010-0003164 2010.01.13.(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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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입자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이동근(donglee@pusan.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전관 309

전    화 051-510-2365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mnht/

■ 실험실소개

Thank you for visiting our Nanoparticle Technology Lab. 

To help you better understand what we are doing, we would 

commence the introduction of Micro/Nano Thermal System 

(MNTS) by explaining the following issues one by one. That's 

because realization of MNTS is indeed our ultimate goal. Click 

the following questions to see more!!!

If you read the three contents, you'll understand what we try 

to get. Again we would say this.

The current technology requires multidisciplinary background 

and is going toward a new world, which means no one has 

an absolute inside track. We are already living in the "Nano" 

age. Also, we may have to get a novel & totally new energy 

source passing by petroleum age and hydrogen age 10 or 20 

years later. What will wait for us? What we are going to do? 

Ask yourself. Silent war to acquire future energy source may 

begin already while we are not aware. Be prepared for all those 

things which may determine your future. 

As nano technology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followings 

are well prepared/obtained : 1) Large quantity/cost effective 

synthesis of nanomaterials including nanoparticles, nanofilms, 

and nanostructures under quality control, 2) Deep understanding 

of new phenomena occurring at nanoscale during either the 

synthesis or applications. The former requirement can be 

fulfilled by developing new process based on nanoparticle 

technology. The latter can be realized by multiscale analysis 

technology combining CFD, montecarlo simulation, and Lattice 

Boltzmann method. 

■ 연구분야

Material synthesis : Catalysts, Quantum dots, Energetic materials 

Energy system : PEMFC, Direct Carbon Fuel Cell 

Measurement and control of emissions of nanoparticles and 

gaseous pollutants 

Multiscale analysis : Lattice Boltamann method, Montecarlo 

simulation, hybrid with CFD 

■ 연구성과

Hyunmin Lee and Donggeun Lee

Synthesis of Carbon-Supported Pt-Ru Catalysts using a Flame 

Spray Pyrolysis Method for Fuel Electrode of Low Temperature 

Fuel Cell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2012-06, Vol. 8, No. 2, pp. 69~74

Sang-Gyu Kim, Dudi Adi Firmansyah, Kwang-Sung Lee, and 

Donggeun Lee

Aerosol-gel synthesis of ZnO quantum dots dispersed in SiO2 

matrix and their characteristics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2010-06, Vol. 6, No. 2, pp. 51~59

Indae Choi, Donggeun Lee

Pt Coating on Flame-Generated Carbon Particles

Trans. of the Korean Soc. Mech. Eng. B, 2009-02, Vol. 33, No. 

2, pp. 116~123

■ 프로젝트

[Program registered: A software for automatic peak analysis] 

(Feb 23, 2010) : 2010-01-122-000911, Person registered Dong- 

Geun Lee, Sung-Woo Cho, Yong Suk Oh

[Aerodynamic lens capapable of focusing wide range of 

particles, US Patent registered](Jan., 2012): US 8119977 B2 

Person registered: Dong-Geun Lee, Kwang-Sung Lee, Application 

No.: 12/696726(Jan 29, 2010)

[Aerodynamic Lens, US Patent registered](Jan. 26, 2010): US 

7652247 B2, Dong-Geun Lee, Kwang-Sung Lee, Application 

No.: 12/326164(Dec. 2, 2008) 

[Aerodynamic Lens capable of focusing particles in a wide range 

of size](Oct. 27, 2010) : 10-0991608, Person registered: 

Dong-Geun Lee, Kwang-Sung Lee, Application No.: 10-2008- 

0042420(May 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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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원자력계통 열수력 실험실 

지도교수 윤병조(bjyun@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510

전    화 051-510-2484

홈페이지 http://nsthel.pusan.ac.kr/

■ 실험실소개

미래형 원자로의 주요 설계개념인 피동안전계통 및 신안전계통 개념 

등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증 실험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원자로계통 해석 체계 개발을 위한 소형 모델 개발 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이용하여 단상 및 다상유동 물리모델을 개발한다. 더불어 다상

유동 조건에서 정교한 시험 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다상유동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연구에 적용한다. 해석 연구의 일환으로 전산유체역

학 코드의 원자로 해석 적용성 확대를 목표로 관련 2상유동 물리모델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분야

- 원자로계통 열수력 및 다상유동 실험

- 실험장치 축소모의 척도해석 방법론 개발

- 다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 다상유동 물리모델 개발

- 전산유체역학 코드의 원자로 해석 적용기술 개발

■ 연구성과

B.J. Yun, A. Splawski, S. Lo, and C.-H. Song 

Prediction of a subcooled boiling flow with advanced two-phase 

flow model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1, Vol. 0, No. 0, pp. 

0~0(SCIE, 0:0)

H.K. Cho, B.J. Yun, I.K. Park, J.J. Jeong

Computational Analysis of Downcomer Boiling Phenomena 

using a Component Thermal Hydraulic Analysis Code, CUPID

ASME Journal of Engineering for Gas Turbines and Power, 

2011, Vol. 133, No. 5, pp. 0~0(SCIE, 0:0)

B.J. Yun, B.U. Bae, D.J. Euh, C.-H. Song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Local Two-phase Flow Parameters 

of a Subcooled Boiling Flow in an Annulu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0, Vol. 240, No. 0, pp. 

3956~3966(SCIE, 0:0)

B.J. Yun, B.U. Bae, D.J. Euh, G.C. Park, C.-H. Song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Bubble Parameters of a Subcooled 

Boiling Flow in an Annulu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0, Vol. 240, No. 0, pp. 

2295~2303

B.U. Bae, B.J. Yun, H.Y. Yoon, C.-H. Song, G.C. Park

Analysis of Subcooled Boiling Flow with One-group Interfacial 

Area Transport Equation and Bubble Lift-off Model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0, Vol. 240, No. 0, pp. 

238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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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첨단 재료가공 실험실

지도교수 안석영(sahn@pusan.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재영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특공관 10415

전    화 051-510-2471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pnuamplab/home

■ 실험실소개

저희 부산대학교 첨단 재료가공 실험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10공학관 10110호에 있

습니다.

실험장비로는 금속사출성형 연구를 위한 중소형 사출성형기, 탈지로, 

소결로, 프레스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저 정형가공연구를 위해서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LENS(Laser Engineered Net 

Shaping)장비를 공유하고 있고, 전기슬래그 재용해법(Electroslag 

Remelting)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용 ESR로를 현재 설계 및 도입중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

학회 발표등 연구성과를 알리는 일에 다 같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진행

되고 있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실험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분야

- 분말 사출성형

분말 사출성형은 다양한 금속 및 세라믹 3차원 복잡형상의 부품을 저렴

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다. 성공적인 사출성형을 위하여 수치해

석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말과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한 

혼합에 관한 연구, 디바인딩 및 소결시 병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일반적인 복잡형상의 소형 부품에

서 부터, 자성을 가지는 분말,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바이폴라 전극, 티타

늄 임플란트등으로 다양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사출성형의 성형성 생산

성과 금속, 세라믹의 좋은 기계적성질을 동시에 얻을수 있는 제조 기술

입니다. 

- 집적 레이저 용융 조형

Laser Engineered Net Shaping(이하 LENS)는 미국 Sandia 국립연

구소에서 3D CAD 솔리드 모델로부터 레이저에 의해 금속분말 형상 

레이저와 금속 분말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부품을 생산하는 가공 

공정으로 Selective Laser Sintering,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등의 공정이 있으며, 특히 3차원 대형 형상의 티타늄 복잡형상을 조형하

는 방법으로 LENS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의 Lab. for Solid Freeform Fabrication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분말

을 일정하게 피드하는 기능, 재활용을 위한 분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레이저 파워와 궤적을 실시간 제어하기 위한 모델링과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슬래그 재용해

전기 슬래그 재용해(이하 ESR)공정은 1940년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공법으로 반응성이 높은 용융슬래그(주로 CaF2(형석))의 전기 저항열

을 이용하여 소모성 전극을 용해하고 수냉식 주형 내에서 위 방향으로 

응고를 진행시켜 편석이나 개재물이 적은 응고 조직을 갖는 잉곳을 제조 

하는 방법입니다.

■ 연구성과

S. Ahn, C.J. Hwang, Y.-S. Kwon, S.J. Park, and R.M. German

Development of Ultrasonic Dental Tips by Powder Injection 

Mol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wder Metallurgy, 2012, Vol. 48, No. 

2, pp. 11~20

S. W. Lee, S. Ahn, C. J. Hwang, S. J. Park, S. V. Atre, J. Kim, 

and R. M. German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in Plastic, Metal, and Ceramic 

Injection Molding Processes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 2011, Vol. 23, No. 3, pp. 

127~138

P. Ewart, S. Ahn, and D. Zhang

Mixing titanium MIM feedstock: Homogeneity, debinding and 

handling strength

Powder Injection Molding International, 2011, pp. 54~59

K. H. Lee, M. de Hoyos, S. Ahn, R. Nambiar, M. A. Gonzalez, 

S. J. Park, and R. M. German

Gas-Assisted Powder Injection Molding: A Study on the effect 

of Processing Variables on Gas Penetration

Powder Technology, 2010, Vol. 200, No. 3, pp. 128~135

S. Ahn, J. J. Beaman, R. L. Williamson, and D. L. Melgaard

Model-based Control of Electroslag Remelting Process using 

Unscented Kalman Filter

Transactions of the ASME- Journal Of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 2010, Vol. 132, No. 1,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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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정형 및 금형가공 연구소 실험실

지도교수 신보성(bosung@pusan.ac.kr)

전공분류 금형 및 사출성형(Die and Injection Molding)

박사과정  오재용, 박용흠

석사과정  이정한, 박강수, 제순규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삼성산학협동관 903호

전    화 051-510-2787

홈페이지 http://nanoprocess.me.pusan.ac.kr/

■ 실험실소개

21세기는 나노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만이 생존하는 무한 기

술 경쟁의 시대이다. 기존의 기계공학기술을 기초로 하여 레이저 광학, 

고에너지 집적빔 공학 및 다기능성 재료공학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동력

의 핵심 초미세가공 기술개발이 본 연구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단파장의 UV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가공분야와 나노프

로브를 이용한 나노패터닝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미 

연구결과를 확보한 마이크로머시닝과 마이크로 성형기술은 현장 기술

에 접목하는 기술을 벤쳐기업을 통하여 활발히 이전하고 있다.

■ 연구분야

- Nano/Micro 쾌속 제작 공정 기술 분야 

- NSOM/SPM, Bio-Nano, 측정 및 가공기술 분야 

- 광 열유체 마이크로 부품 제작기술 분야 

- 미세 조작, 미세 접합, System Integration 기술 분야 

- 레이저 응용 포토머시닝 기술 

- Excimer, DPSS UV, Femtosecond Laser 기술 분야 

- 초정  가공, 마이크로머시닝, 마이크로 몰딩 기술 분야 

■ 연구성과

신보성

355nm UV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액적 

분리용 박막 필터 쾌속 제작

한국정 가공학회지, 2012-07, Vol. 29, No. 7, pp. 799~804

오재용, 이정한, 박철범, 신보성

마이크로 다공질 폴리머 폼의 UV 레이저 미세가공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12-05, Vol. 29, No. 5, pp. 572~577

이정한, 신보성

나노 다공 구조를 가진 알루미나 재료의 UV 레이저 미세가공에 관한 

실험적 기초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2-02, Vol. 11, No. 1, pp. 62~67

권기영, 신보성, 강충길

보론강판의 열간 벤딩 공정에서 성형인자가 기계성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10-10, Vol. 19, No. 4, pp. 203~209

이정한, 오재용, 박상후, 남기중, 류광현, 신석훈, 신보성

변형률 속도 효과를 고려한 355 nm UV 레이저 다중 펄스 미세가공의 

전산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2010-10, Vol. 27, No. 10, pp. 29~33

■ 프로젝트

[워터제트장치] 신보성, 고정상, 대한민국,10-2009-0022271 특허출

원,(2009.3.16)

[방수기판 및 그 제조방법] 신보성, 대한민국, 10-0599764 특허등록, 

(2006.7.05)

[워터젯 커팅장치] 고정상, 신보성, 박병국, 박강수, 박연경, 김굉식, 이

채문, 장정훈, 대한민국, 10-0843390 특허등록,(2008.6.26)

[마이크로 미러 제조 방법] 신보성, 대한민국,10-0712736 특허등록, 

(2007.4.23) 

[근접장레이져 패터닝 장치] 신보성, 대한민국, 10-0593841 특허등록,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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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Power generation system Lab

지도교수 송주헌(jxs704@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민성, 황문경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전관 214호

전    화 051-510-7330

홈페이지 http://powerlab.pusan.ac.kr/

■ 실험실소개

Our laboratory has studied on various topics relating to the 

power generation energy system. The research area ranges from 

conventional energy conversion system such as coal fired boiler 

and diesel engine to new advanced system including gasifier and 

direct coal fuel cell.

We are specialized on a variety of solid fuel and its mixture with 

electrolyte and carbon dioxide which are most abundant 

resources worldwide. To evaluating how such fuels would affect 

the thermal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 energy 

system, we are performing extensive theoretical analysis,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 연구분야

1. Transport of molten carbonate for a DCFC system

- Molten carbonate/coal transport system

- Falling sphere viscometer

- Particle visualization

- Particle dispersion measurement

2. characterization of slurry mixtures of LCO2 and LRC

- Utilization routes of carbon dioxide

- Develop pressurized transport system of slurry for coal gasifier

- Characterize effective viscosity and dispersion behaviors for 

liquid CO2(LCO2) and its slurry mixtures with low rank coal 

(LRC)

- Investigate atomization and pyrolysis mechanism of slurry 

mixtures

■ 연구성과

박재영, 한동식, 김한석, 송주헌, 장영준, 전충환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스월수에 따른 유동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에너지공학, 2011-11, Vol. 0, No. 0, pp. 0~0

전충환, 유다연, 이병화, 송주헌, 이시훈

초청정 석탄의 탈휘발 반응률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B, 2011-10, Vol. 0, No. 0, pp. 0~0

이천성, 김성곤, 이병화, 장영준, 전충환, 송주헌

순산소 분위기에서 최연소 및 질소산화물 배기특성 비교

에너지공학, 2011-09, Vol. 0, No. 0, pp. 0~0

권종서, 김량균, 송주헌, 전충환

석탄점화온도의 직접적인 측정에 의한 촤산화 반응률 도출에 대한 연구

에너지공학, 2011-11, Vol. 0, No. 0, pp. 0~0

이병화, 김성곤, 송주헌, 장영준, 전충환

Influence of Coal Blending Methods on Unburned Carbon and 

NO Emissions in a Drop-Tube Furnace

ENERGY & FUELS, 2011-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고체연료 분류층 가스화 고압 평판화염 반응기용 버너] 전충환, 김량균, 

송주헌, 김규보

[연료수분 미소 정량 공급기] 전충환, 김재동, 송주헌, 김규보

[각도가변형 석탄연료전지 유닛] 김종필, 전충환, 송주헌, 김규보, 김용

균, 101010535,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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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가스터빈 연구실

지도교수 손창민(changmin.son@pusan.ac.kr)

전공분류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Gas Turbine and Vapor Turbin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305

전    화 051-510-2321

홈페이지 http://gasturbine.pusan.ac.kr/

■ 실험실소개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은 아직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분야이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구현에 핵심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실은 고효율 가스터빈 구현에 필수적인 고압터빈의 냉각계통 

설계기술, 터빈의 공기역학 설계 및 시스템 성능 예측 및 응용기술 개발

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롤스로이스-부산대학기술센터에 속한 실험실로 가스터빈 열관

리 기술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래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열기관을 적용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에너

지 시스템 개발분야의 연구도 수행중이다.

■ 연구분야

- 가스터빈 열 전달/공기역학

고압터빈 냉각기술을 적용한 가스터빈의 상용화된 이후 터빈과 같은 

고온 부품의 열 전달 및 공기역학적 성능이 터빈의 수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화된 형상이나 운전조건이 아닌 실제 형상 및 조건

에서의 성능을 예측 및 확인하는 것이 설계과정에 요구되어 왔다. 따라

서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해석 방법의 개발 및 실험을 

통한 해석결과의 입증은 실제 가스터빈 설계향상에 매우 직접적인 기여

를 하게 된다.

- 가스터빈 시스템 및 응용기술 개발

항공, 에너지, 선박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가스터빈 시스템 및 첨단 하이

브리드 사이클 개발을 통하여 시스템 효율을 최대화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 친환경 열관리기술 개발

열 에너지 관리기술의 필요성이 주목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환경문

제 및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한 가격 상승

이다. 사용중인 에너지의 80%이상이 Thermal Process를 통해 얻어짐

로 열 에너지 관리기술은 곧 에너지 관리기술이다. 에너지 발생에 사용

되는 화석연료의 약 42%는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유해한 

환경물질로 배출되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신재생 에너지

원(가동률 10~20%)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열에너지 

관리기술은 전력발전, 육상/해상/항공수송기관, 산업플랜트 등 에너지 

및 동력 시스템이 활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 High Temperature Research/System Engineering/Innovative 

Design Engineering

High Temperature Research : 에너지 시스템의 작동 조건이 고온화하

고 있으며, 가스터빈, 플라즈마 기술, 원자력, Ramjet, Rocket 등 고온

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및 동력 시스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온에서

의 열 전달 및 정 측정기술등 고온 상태를 다루는 연구이다.

System Engineering : 시스템공학은 기술적인 제반 문제를 원인이 되

는 요소기술에 국한하는 것 보다 전체 시스템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

는 공학적 접근 방법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Innovative Design Engineering : Art/Design/Engineering을 통합

적으로 적용하는 창의적 설계 공학법으로 Design Thinking/Creative 

Thinking을 공학에 접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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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 마이크로 융합기술 실험실

지도교수 박상후(sanghu@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최성우, 김대위, 유원설, 박기홍 외 3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208

전    화 051-510-1011

홈페이지 http://nm.me.pusan.ac.kr/

■ 실험실소개

나노 마이크로 융합기술 실험실(Lab. for Nano/Microscale

-Fusiontechnology; NMFT) 에서는 Nanoscale 에서 Microscale까지 

연계된 형상을 대면적, 직접적, 그리고 값싸게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새로

운 공정을 개발하는 실험실입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신개념의 디스플레

이, 바이오 응용부품, NEMS/MEMS, 혁신적인 기계부품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연구분야

실험실에서는 차세대 초정  생산기술의 한 분야로 나노급 정 도를 

가지는 극미세 3차원 형상을 대면적에 제작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3차원 형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형상으로 

다음과 같은 응용분야가 있습니다.

- 3차원 광결정체(3D photonic crystals)

- 3차원 세포지지대(3D scaffold)

- 3차원 극미세 채널

- 3차원 기계구조물(디바이스제작)

■ 연구성과

C.H. Lee, P.G. Jung, S.M.Lee, S.H. Park, B.B. Shin, J.H. Kim, K.Y. 

Hwang, K.M. Kim, J.S. Ko

Replication of polyethylene nano-micro hierarchical stuctures 

using ultrasonic forming

J. Michromech, 2010, Vol. 0, No. 0, pp. 0~0

이정한, 오재용, 박상후, 남기중, 류광현, 신석훈, 신보성

변형률 속도 효과를 고려한 355mm UV 레이저 다중 펄스 미세가공의 

전삭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이정한, 오재용, 박상후, 신보성

변형률 속도 효과를 고려한 355mm UV 레이저 구리재질의 싱글 펄스 

미세가공의 전산해석

학국기계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최성우, 박상후, 정호승, 민준기, 정재헌, 조종래, 김현준, 폴윌리암

고세장비 연속주름을 갖는 박판구조물 제작을 위한 다단 성형공정 개발

대한기계학회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안철희, 김형훈, 차제명, 권봉현, 하만영, 박상후, 정지환, 김귀순, 조종

래, 손창민, 이정호, 고정상

온도장 가시화를 위한 연성회로기판을 이용한 온도센서 어레이 제작 

및 성능평가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3차원 곡면 기판 위에 온도센서 어레이 제작방법] 발명자 : 고정상, 

안철희, 하만영, 김귀순, 조종래, 정지환, 박상후, 민준기 / 특허권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원국가 : 대한민국 / 출원번호 : 10-2010- 

0056852(출원일자 : 2010. 6. 16.)

[나노헤어 어레이 제작방법] 발명자 : 박상후 / 특허권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원국가 : 대한민국 / 출원번호 : 10-2010-0066685(출

원일자 : 2010. 7. 12.)

[슬라이드 레일] 발명자 : 옥기수, 황인복, 박상후 / 특허권자 : 옥창산업 / 

출원국가 : 대한민국 / 출원번호 : 10-2010-0001503(출원일자 : 

2010. 1. 18.)

[가스터빈엔진용 미세튜브형 열교환기 및 그 열교환기의 제조 방법] 발명

자 : 홍성희, 김창수, 김현준, 조종래, 박상후 / 특허권자 : 동화엔텍 / 

출원국가 : 대한민국 / 출원번호 : 10-2009-0064269(출원일자 : 

2009. 7. 15.) / 공개번호 : 10-2011-0006746

[접촉인쇄 방식을 이용한 마이크로 채널 제작 방법] 발명자 : 박상후, 

유원설 / 특허권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원국가 : 대한민국 / 

출원번호 : 10-2009-0053145(출원일자 : 2009. 6. 16.) / 공개번호 : 

10-2010-0134821(공개일자 :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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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Vehicle Dynamics Lab

지도교수 박노길(parkng@pusan.ac.kr)

전공분류 기계요소 및 기구설계(Machine Element and Design)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특공관 10524

전    화 051-510-2325

홈페이지 http://gslab.me.pusan.ac.kr/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부산대학교 박노길 교수님의 Vehicle Dynamics Lab. 입

니다.

■ 연구분야

- 회전기계진동

발전기로터, 기어트레인, 풍력발전기 등 회전기계 동력전달계의 진동을 

해석하고 고장 진단 및 진동저감설계를 연구한다.

특히 회전기계의 일차적인 진동원에 해당하는 질량불평형 제거(밸런싱 

기술)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성에 대하여 학계와 

산업분야에 널리 알리고 있다.

- 변속시스템설계

변속시스템이란 엔진이나 모터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속도 변화를 주어 

부하측에서 경제적으로 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분배하는 동력전

달장치이다. 변속기의 기능은 동력전달기능과 속도조절기능을 갖는다. 

변속기시스템변속기시스템은 기어-축-베어링-윤활장치-클러치-전자제

어장치-제동장치-케이스로 구성된 기술집적 시스템으로 설계 고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풍력발전용 증속기, 승용차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전달시스템, 차세대 무단변속기 등의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 기어치형설계

■ 프로젝트

[회전체의 평형잡기 장치 및 방법] 특허 제 0324942호

[유성기어유닛 하나를 이용한 동력분기식 변속시스템 및 이를 사용한 

장치] 특허 제 0422320호

[사절기구와 구체로터를 구비하는 마찰전동 무단변속장치] 특허 제 

0426333호

[마찰전동무단변속장치] 특허 제 10-0578073호

[가압유닛을 구비한 마찰전동 무단변속장치] 특허 제 10-0821297호

실 험 실 Radiation Imaging Lab

지도교수 김호경(hokyung@pusan.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한종철

석사과정  박하령, 감수화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기계관 3306

전    화 051-510-3511

홈페이지 http://bml.pusan.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부산대학교 김호경 교수님의 Radiation Imaging Lab.입

니다.

■ 연구분야

- DR(Digital Radiography)

- Flat-panel volume computed tomography

- "Something"-discriminating imaging

- Biomedical modeling

■ 연구성과

H. Youn, J.S. Kim, M.K. Cho, S.Y. Jang, W.Y. Song, and H.K. 

Kim

Optimizing imaging conditions in digital tomosynthesis for 

image-guided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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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첨단 파워 소스 연구실 

지도교수 김용태(yongtae@pusan.ac.kr)

전공분류 연료 및 대체에너지(Fuel and Substitution Energy)

박사과정  김대석, 김태준, 송한나, 김정곤 외 4명

석사과정  정창식, 김정민, 김재천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12공학관 12325호

전    화 051-510-7394

홈페이지 http://fuelcell.pusan.ac.kr/

■ 실험실소개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또한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큰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도심 

지역의 대기 오염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기름과 전기

를 번갈아 사용하는 미래 그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제로 에미션 자동차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알려진 연료전지 자동차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저희 실험실은 연료전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연료전지와 리튬이차전지를 연구

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내연기관을 대체할 Zero Emission 동력원으로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변환/저장하는 연료전지, 이차전지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이들의 동력을 운전상황에 맞게 적절

히 제어하는 동력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및 최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단순 응용연구를 통한 에너지 디바이스의 ‘맹목적인 

開發을 止揚’하고 재료의 본질적인 물성 해석에 중점을 둔 ‘깊이있는 

硏究를 志向’하기 때문에 학제간 공동연구가 필수이며, 기계공학적 지

식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나노공학 등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 사이즈 조절(Quantum Size Effect), 적절한 합금(Ligand Effect)및 

담지체의 선택(Metal Support Interaction)을 통한 연료전지용 전극

촉매의 전자구조 제어 및 High-Power 연료전지의 개발

- 카본 재료의 표면 기능화 및 클러스터(금속, 산화물, 반도체 등)와의 

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및 울트라캐패시터 의 개발 

- 싱크로트론 시설(SPring-8(일본), UVSOR(일본), APS(미국), PLS(한

국))을 이용한 에너지 재료의 전자구조 및 미세구조 해석

-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적 동력 배분 및 충전을 위한 동력제어장치 

및 최적 제어 기법 개발

■ 연구성과

E. F. Abo Zeid, D.-S. Kim, H.-S. Lee, Y.-T. Kim

Temperature dependence of morphology and oxygen reduction 

reaction activity for carbon-supported Pd-Co electrocatalysts

J Appl Electrochem, 2010, Vol. 40, No. 0, pp. 0~0

C.-H. Kim, J.-G. Oh, Y.-T. Kim, H.-S. Kim, H.-J. Lee

Platinum dendrites with controlled size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2010-12, Vol. 0, No. 0,

D.-S. Kim, T.-J. Kim, J.-H. Kim, E. F. Abo Zeid and Y.-T. Kim

Fine Structure Effect of PdCo electro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Activity: Based on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Studies with Synchrotron Beam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0-01, 

Vol. 0, No. 0, pp. 0~0

Y.-H. Kim, Y.-T. Kim, S.-H. Kim, D.-G. Lee

Catalytic oxidation kinetics of iron-containing carbon particles 

generated by spraying ferrocene-mixed with diesel fuel into a 

hydrogen?air diffusion flame

Carbon,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 and Noble Metal Catalyst] 

Y.-T. Kim, K. Ohshima and T. Mitani, 2006-036040(2006). 

[Preparation Method of Organometallic Complex] Y.-T. Kim, K. 

Ohshima and T. Mitani, 2006-008712(2006). 

[Preparation Method of Metal-Organic Hybrid Catalyst] Y.-T. 

Kim, K. Ohshima and T. Mitani, 2005-261042(2005). 

[Preparation Method of Catalyst] Y.-T. Kim and T. Mitani, PCT 

2005/006344, 2004-174229(2004). 

[Anode 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and its preparation 

method] Y.-T. Kim, S. S. Choi, K. H. Lee and Y. S. Choi, PCT 

02-0057577(2002).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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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형가공시스템연구실 

지도교수 김영호(kimyho@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특성화공학관 501

전    화 051-510-2322

홈페이지 http://www.kimyho.pe.kr/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부산대학교 김영호 교수님의 정 가공시스템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정 가공시스템

■ 연구성과

권택환,문찬경,김영호,최재찬

반용융 다이캐스팅 공정의 주조방안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02-08, Vol. 19, No. 8, pp. 0~0

Chul-Woo Park,Jong-Ok Park,Young-Ho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Powder Forging for Cup-shaped 

Produc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02-10, Vol. 3, No. 4, pp. 37~42

윤재민,박준홍,김영호,최재찬

반용융 성형에서 A356합금의 최적 재가열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02-02, Vol. 19, No. 2, pp. 0~0

Y.H. Kim,J.C. Choi,J.M. Yoon,J.H. Park

A Study of the Optimum Reheating Process for A356 Alloy in 

Semi-Solid Forg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gy, 

2002-03, Vol. 20, No. 0, pp. 277~283

J.C. Choi,M.s. KIM,Y.H. Kim,C. Kim,G.J. Huh

An Automated Process Planning and Die Design System for 

Quasi-Axisymmetric Cold Forging Produc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2002-03, Vol. 20, No. 3, pp. 201~213

■ 프로젝트

[정 성형부품의 공정설계 및 금형설계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기초연

구] 김영호, 부산, 45,(1995/12)

[An Analysis of Rear Hub Forging Processes by UBET using Shape 

Function] Young-Ho Kim, Won-Byong Bae, Ulf Stahlberg, ERC/ 

NSDM,Korea and KTH,Sweden, 한국과학재단, 48,(1995/12)

[회전 가능한 단조 및 압출 금형장치] 김영호, 박재훈, 한국, 특허 제

0291753호, 한국,(2001/03)

[층상구조를 이용한 압전소자 발전기] 김영호, 김대진, 김정배, 김태현,

오동문, 정영호, 표주현, 특허 제 1041998호,(2011/06)

[항공기 구조용 정 단조품의 공정설계기법 개발] 최재찬, 김병민, 김영

호, 황상무, 대전,(1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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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마이크로 분무 & 클린 에너지 연구실 

지도교수 김덕줄, 최경민(djkim@pusan.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문철원, 안성율, 노기열, 성연모, 강기정

석사과정  원온누리, Ma Hai quan, 김태경, 이영훈 외 4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기전관 9211

전    화 051-510-2316

홈페이지 http://www.pnuenergy.com/pusan/index.aspx

■ 실험실소개

- Clean Energy Laboratory

The clean energy laboratory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research at the energy divis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4. This laboratory has published over 5~6 papers per year, 

contributing to advances in combustion control, coal utilization 

technologies, compressor, and so on.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re supervised by Professor Gyung-Min Choi, assisted 

by senior research scientist Dr. Jang-Sik Yang. Typically 8 or 

more graduate students are actively working on research 

project.

■ 연구분야

- Combustion

- Direct carbon fuel cell

- Pulverized coal combustion

- CFD

- Compressor

- Power plant cycle simulation

■ 연구성과

Y. S. SHIM, G. M. CHOI and D. J. KIM

Numerical modeling of hollow-cone fuel atomization, vaporization 

and wall impingement process under high ambient 

tempera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08, Vol. 9, 

No. 3, pp. 267~275

Mamoru Tanahashi, Shinichirou Murakami, Gyung-Min Choi, 

Yuichi Fukuchi, Toshio Miyauchi

Simultaneous CH–OH PLIF and stereoscopic PIV measurements 

of turbulent premixed flames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2005-01, Vol. 30, No. 

1, pp. 1665~1672

Kim, J.R., Choi, G.M., Kim, D.J.

Influence of Changing Combustor Pressure 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Local Reaction Intensity in the CH₄/Air 

Flames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2009, Vol. 33, No. 

5, pp. 365~372

Gyung-Min Choi, Mamoru Tanahashi, Toshio Miyauchi

Control of oscillating combustion and noise based on local flame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2005-01, Vol. 30, No. 

2, pp. 1807~1814

Shim,Young-Sam; Choi,Gyung-Min; Kim,Duck-Jool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effect of wall geometry 

on wall impingement process of hollow-cone fuel spray under 

various ambient conditions

Int.J.Multiphase Flow, 2009, Vol. 35, No. 1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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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차세대 멤스 연구실(NExT MEMS Lab.)

지도교수 고정상(micros@pusan.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김형훈, 안철희, 권봉현, 윤성만

석사과정  김은영, 최정원, 박재형, 박형욱, 전형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연구원 313

전    화 051-510-3512

홈페이지 http://micros.me.pusan.ac.kr/HOME.html

■ 실험실소개

NExT MEMS 연구실에서는 MEMS 기술을 기반으로 Micro heat 

exchanger, MEMS Sensor, Microfluidics, Biosensor, Micro/Nano 

capsulization, Lab-on-a-chip 등의 신개념 융합기술 분야를 연구하며, 

마이크로 시스템 설계, 제작 및 성능측정을 통하여 시스템 소형화 응용 

분야, 스케일효과 연구분야 그리고 새로운 현상에 관한 기초연구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본 연구실에서는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연구의 결과를 결정짓는

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아래 분야의 연구를 집중육성 하고 있습

니다.

NExT MEMS 연구실에서는 아래의 연구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Micro/Nano Capsulation

- Micro Bio-Chemical plant

- Micro-Thermo-Fluidics

- MEMS Sensor

- Micro Heat Exchanger

- High Sensitive Bio-Sensor

- Lab-on-a-Chip

- Bio-Sensor(POCT)

■ 연구성과

Jemyung Cha, Eun Ho Jeong, Arakawa Takahiro, Kyung Chun 

Kim, Shuich Shoji, and Jeung Sang Go

Simultaneous Size Control of Microcapsule and Its Nanopores 

Using Polymer Concentration

Jpn . J. Appl. Phys, 2010, Vol. 45, No. 0, pp. 0~0

안철희, 김형훈, 차제명, 권봉현, 하만영, 박상후, 정지환, 김귀순, 조종

래, 손창민, 이정호, 고정상

온도장 가시화를 위한 연성회로기판을 이용한 온도센서 어레이 제작 

및 성능평가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2010, Vol. 7, No. 2, pp. 17~21

Yoon, Dong Hyun, Bahk, Yeon Kyoung, Kwon, Bong Hyun, Kim, 

Seong Sik, Kim, Yong-Deok, Arakawa, Takahiro, Go, Jeung 

Sang, Shoji, Shuichi 

Improvement of Filtration Performance Using Self-Tuning of 

Flow Resistance

Jpn . J. Appl. Phys, 2011, Vol. 50, No. 1, pp. 0~0

박연경(Yeon Kyoung Bahk), 박강수(Kang Su Park), 김형훈(Hyung 

Hoon Kim), 신보성(Bo sung Shin), 고종수(Jong Soo Ko), 고정상

(Jeung Sang Go)

연마재 워터젯 가공을 이용한 유리 미세 가공 성능 평가

한국정 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87~93

박강수(Kang Su Park), 박연경(Yeon Kyeung Bahk), 이정한(Jung 

Han Lee), 이채문(Chae Moon Lee), 고정상(Jeung Sang Go), 신보

성(Bo Sung Shin)

다층박판재료의 초고압 젯 정 가공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0, No. 0, pp. 44~50

■ 프로젝트

[고체표면에 마이크로 기포 형성방법] 등10-2010-0076439.

[3차원 곡면 기판 위에 온도 센서 어레이 제작방법] 등10-2010- 

0056852.

[나노입자,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 등10-2010-0040872

[플랑크톤 배양장치] 등10-2010-0033098

[미세 입자 분리장치 및 분리방법] 등10-2011-00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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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비전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강동중(djkang@pusan.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김정현, 권배근

석사과정  임성조, 황성민, 등 죽, 김원규, 이병주, 윤영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기계관 3517호 

전    화 051-510-2163

홈페이지 http://vis.me.pusan.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IT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첨단기계

와 각종 로봇, 센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IT융합 메카

트로닉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의 로봇 및 첨단 

지능시스템을 담당할 연구 및 개발인력을 양성하고 비젼센서를 포함하

는 각종 센서의 지능정보 처리기법을 연구하여 설계, 제작할 수 있는 

현장 친화적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최근 주요 연구분야

1. 가시화 불량상태에서의 제품 ID마크 인식용 영상처리 시스템 개발

2. Intel의 MMX-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Command)기술

을 이용한 초고속 Machine Vision 라이브러리 개발

3. 3차원 캘리브레이션과 Passive mark추적을 이용한 인간 Body 다관

절 동작 인식 시스템 개발

4. 여러 대의 이동로봇에 대한 실시간 경로계획 알고리즘 개발 

5.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한 실시간 고속 얼굴추출 시스템 개발 

- 최근 수행 연구과제

1. 여러대의 카메라와 Laser센서를 이용한 3D거리 측정헤드 개발

2. 인간형 Humanoid로봇의 동적 경로 설계 기술 개발

3. 지능형 MMI을 위한 고속 FACE 추출알고리즘 개발

4. Development of an Intelligence Surveillance System by 

probabilistic detection and robust tracking of moving objects

5. Development of an Context-aware System by Image Processing 

and Wireless Sensor Network

■ 연구성과

임성조, 김대관, 강동중

평면 추출셀과 반복적 랜덤하프변환을 이용한 다중 평면영역 분할 방법 

대한전기학회, Vol. 57, No. 11, pp. 2066~2094

김정현, 등죽, 김진영, 강동중

혼합 약한 분류기를 이용한 AdaBoost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 방법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 2009-05, 

Vol. 15, No. 5, pp. 457~464

정창욱, 강동중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특이 행동 

인식 알고리즘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2008-11, Vol. 11, No. 11, 

pp. 0~0

박준협, 강동중, 신명수, 임성조, 유선철, 이광수, 하종윤, 차성훈 

Easy calibration method of vision system for in-situ measurement 

of strain of thin films 

Trans. Nonferrous Met. Soc. China, 2009-09, Vol. 1, No. 19, pp. 

243~249

TengZhu, 김정현, 강동중, 김민성, 이주섭

Fire detection in video surveillance and monitoring system using 

Hidden Markov Models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4, Vol. 16, No. 

1,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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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이석(slee@pusan.ac.kr)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송영훈, 이상협, 이주경

석사과정  박은주, 이범석, 박지호, 김봉재, 강동우, 서지원, 진승호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제3공학관 3217호

전    화 051-510-3091

홈페이지 http://nsl.pnu.edu

■ 실험실소개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또한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큰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도심 

지역의 대기 오염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기름과 전기

를 번갈아 사용하는 미래 그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제로 에미션 자동차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알려진 연료전지 자동차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연료전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연료전지와 

리튬이차전지를 연구하고 계신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용태 교수님

입니다.

■ 연구분야

내연기관을 대체할 Zero Emission 동력원으로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변환/저장하는 연료전지, 이차전지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이들의 동력을 운전상황에 맞게 적절

히 제어하는 동력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및 최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단순 응용연구를 통한 에너지 디바이스의 ‘맹목적인 

開發을 止揚’하고 재료의 본질적인 물성 해석에 중점을 둔 ‘깊이있는 

硏究를 志向’하기 때문에 학제간 공동연구가 필수이며, 기계공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나노공학 등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 사이즈 조절(Quantum Size Effect), 적절한 합금(Ligand Effect)및 

담지체의 선택(Metal Support Interaction)을 통한 연료전지용 전극

촉매의 전자구조 제어 및 High-Power 연료전지의 개발

- 카본 재료의 표면 기능화 및 클러스터(금속, 산화물, 반도체 등)와의 

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및 울트라캐패시터 의 개발 

- 싱크로트론 시설(SPring-8(일본), UVSOR(일본), APS(미국), PLS(한

국))을 이용한 에너지 재료의 전자구조 및 미세구조 해석

-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적 동력 배분 및 충전을 위한 동력제어장치 

및 최적 제어 기법 개발

■ 연구성과

E. F. Abo Zeid, D.-S. Kim, H.-S. Lee, Y.-T. Kim

Temperature dependence of morphology and oxygen reduction 

reaction activity for carbon-supported Pd-Co electrocatalysts

J Appl Electrochem, 2010, Vol. 40, No. 0, pp. 0~0

C.-H. Kim, J.-G. Oh, Y.-T. Kim, H.-S. Kim, H.-J. Lee

Platinum dendrites with controlled size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2010-12, Vol. 0, No. 0,

D.-S. Kim, T.-J. Kim, J.-H. Kim, E. F. Abo Zeid and Y.-T. Kim

Fine Structure Effect of PdCo electrocatalys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Activity: Based on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Studies with Synchrotron Beam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0-01, 

Vol. 0, No. 0, pp. 0~0

Y.-H. Kim, Y.-T. Kim, S.-H. Kim, D.-G. Lee

Catalytic oxidation kinetics of iron-containing carbon particles 

generated by spraying ferrocene-mixed with diesel fuel into a 

hydrogen?air diffusion flame

Carbon,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 and Noble Metal Catalyst] 

Y.-T. Kim, K. Ohshima and T. Mitani, 2006-036040(2006). 

[Preparation Method of Organometallic Complex] Y.-T. Kim, K. 

Ohshima and T. Mitani, 2006-008712(2006). 

[Preparation Method of Metal-Organic Hybrid Catalyst] Y.-T. 

Kim, K. Ohshima and T. Mitani, 2005-261042(2005). 

[Preparation Method of Catalyst] Y.-T. Kim and T. Mitani, PCT 

2005/006344, 2004-174229(2004). 

[Anode 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and its preparation 

method] Y.-T. Kim, S. S. Choi, K. H. Lee and Y. S. Choi, PCT 

02-0057577(2002).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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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컴퓨터 이용 공정 및 금형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김철(chulki@pusan.ac.kr)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이현우

석사과정  황동욱, 김진형, 송세암, 김태현, 고영준, 주응탁, 곽효서, Sereisith San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원 420호

전    화 051-510-7402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chulki/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Gerotor, Pipe, Valve, Pressure vessel 등 기계·자동차 

부품들의 Ansys를 이용한 CFD/피로/구조해석과 Deform을 이용한 성

형해석을 통하여 공정의 최적화 설계 및 부품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고강도 유리 섬유를 이용한 경량화(20%)된 고압(250bar) CNG용 

11m 초대형(1,260L급) 압력 용기 개발

: CNG버스의 압력용기 폭발사고가 이슈화된 가운데, 용기의 수명 몇 

신뢰성을 향상, 경량화를 위한 Type 2 압력 용기 설계 및 FEM 

Simulation과 Tube Trailer용 Rack Module 설계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2,000bar급 고압연료 분사관용 Seamless 

미소파이프 개발

: SUV 차량에 탑재되는 Common Rail System의 Fuel Injection Pipe

의 단조, 인발 성형 공정 최적화 및 FEM 해석, 사용압력을 높이고 

내압 피로특성 향상을 위한 자긴처리 공정 설계

- 프로그레시브 금형을 이용한 8속자동변속기 Solenoid Valve용 고정

 Case 개발

: 자동차 자동 변속기 8속 Solenoid Valve Case의 다단 드로잉 공정을 

통하여 치수정 도를 만족하도록 하는 공정 및 프로그레시브 금형 설

계방안 제시

- 발전터빈용 Flexible Packing Ring 개발

: 작동유체의 불필요한 누설을 최소화하여 발전 효율(누설손실 10% 

감소)을 향상 시키는 Flexible Packing Ring 설계, 운전조건을 고려한 

Tooth clearance(0.3～0.6mm → 0.15～0.3mm) 최적 설계

- 자동차 6속 자동 변속기 오일펌프용 저소음 제로터 개발

: 자동차 연비향상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펌프성능인자 중 요구 유량과 

설계 한계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소음(유량맥동, 압력각, 미끄

럼율, 접촉응력)에 대한 실험계획법 수행을 통하여 각각 2가지씩 총 

8가지 제로터 치형제안

■ 연구성과

study on flow characteristics and discharge coefficients of safety 

valve used in LNG/LNG-FPSO ship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5, No. 9, pp. 0~0

A Study on Optimal Design and Fatigue Life of the Common 

Rail Pip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12, No. 3, pp. 0~0

Design of Rotor for Internal Gear Pump Using Cycloid and 

Circular-Arc Curves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2012, Vol. 134, No. 1, pp. 

0~0

Optimum Design of Pipe Bending Based on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 Using Dynamic Reverse Mo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12, No. 6, pp. 0~0

Development of a New Gerotor for Oil Pumps with Multiple 

Prof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12, No. 5, pp. 0~0

■ 프로젝트

[고압용기의 내구성향상 방법(10-0592634)] 2006.06

[최적의 트로코이드 치형을 가지는 지로터 펌프의 설계방법(10- 0578166)] 

2006.05

[지로터 오일펌프용 통합적 설계자동화 시스템 및 설계방법(2005- 

39957)] 2005.05

[스쿠루제조용 리세스 펀치 성형방법(486947)] 2005.04

[고정  헬리컬기어의 대량생산을 위한 성형방법(423762)]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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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추진기관 실험실

지도교수 김귀순(kuskim@pusan.ac.kr)

전공분류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박사과정  정수인, 최병익, 김재민, 서종철, 김상조

석사과정  고태식, 김동현, 유지훈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제8공학관 8111호

전    화 051-510-3290

홈페이지 http://www.pnu-turbo.com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항공기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압축기의 유동장 해석 

및 터빈냉각을 위시한 열전달 해석을 위해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음속풍동을 포함한 열풍동, 

아음속 풍동 등의 장비를 구축하여 쉴리렌, TLC 등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병행 해오고 있다.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시스템 등에 쓰이는 

열교환기의 설계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써멀매니지먼트 

기술 구축을 위한 Rolls-Royce와의 공동연구(부산대학교–Rolls Royce 

UTC)에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Heat and Mass Transfer : 여러 유체기계 내의 유동장과 열전달 

현상의 정확한 해석과 예측을 위해 CFD를 이용한 수치적인 연구 및 

실험적 연구 수행

- Thermal Management : 항공기 가스터빈의 효율을 높이거나 발전시

스템의 핵심부품으로 쓰이는 열교환기의 성능을 정확히 예측하고 동

시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

- Turbo-machinery : 우주발사체용 터보펌프에 사용되는 초음속 충동

형 터빈을 포함한 항공기 엔진과 산업전반에 쓰이는 터보기계의 성능 

해석과 예측 및 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

■ 연구성과

Yang-gu Kim, Byoung Ik Choi, Kuisoon Kim, Ji Hwan Jeong, 

Performance Analysis and Optimal Design of Heat Exchangers 

Used in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0, 

Vol. 11, No. 1, pp. 19~25

Jun Gi Min, Ji Hwan Jeong, Man Young Ha, Kui Soon Kim, 

“High temperature heat exchanger studies for applications to 

gas turb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2009, Vol. 46, 

No. 2, pp. 175~186

김상조, 최병익, 김귀순, 손창민, 하만영, 정지환, 고정상, 

대향류 매니폴드 내의 튜브 라운드 적용에 따른 고온 고압 열교환기의 

성능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한국추진공학회지, 2011, Vol. 15, No. 6, pp. 47~55

Jongjae Cho, Kuisoon Kim, Jinhan Kim, Eunhwan Jeong, 

Controlling the secondary flows near endwall boundary layer 

fences in a 90° turning duct using approximate optimization 

method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5, 

No. 8, pp. 2025~2034

권태운, 정수인, 조종재, 김귀순, 정은환, 

스윕과 린을 적용한 부분흡입형 초음속 터빈의 성능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한국추진공학회지, 2011, Vol. 15, No. 2, pp. 0~0

조종재, 김귀순,

90도 곡관에서의 비축대칭 끝벽면을 이용한 열유동 환경 개선”,

한국추진공학회지, 2011, Vol. 15, No. 4, p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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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Robotics and Control System Lab

지도교수 한명철(mchan@pusan.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성창민

석사과정  

주    소 Robotics & Control System Lab San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ea Republic of

전    화 051-510-2459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optimal/about3.html

■ 실험실소개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실험실 입니다.

■ 연구분야

Robotics : Design, Modeling, Position/Force Control

Control System Design of Uncertain systems

Robot - Vision System : Position Estimation, Image Processing 

Algorithms

Integrated Control of Engine/ Transmission of Powertrain

■ 연구성과

김광수, 김정관, 한명철

수중말사를 위한 ATP방식 압축수 방출 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제어, 로봇, 시스템 학회, 2009, Vol. 0, No. 0, pp. 0~0

김정관, 한명철

불확실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견실 예측 제어기 설계

제어 자동화 시스템공학 논문지, 2004, Vol. 10, No. 1, pp. 10~14

김정관, 한명철, 홍금식

클러치의 독립구동에 의한 자동변속기의 변속제어

한국자동차공학회지, 2000, Vol. 8, No. 4, pp. 68~84

최명욱, 김정관, 한명철

치과용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의 공급관로 분석 및 성능평가

한국정 공학회, 2011, Vol. 0, No. 0, pp. 0~0

김정관, 한명철

2-D 슬리트광 비젼 센서를 이용한 물체의 자세 측정

한국정 공학회지, 1999, Vol. 16, No. 12, pp. 133~142

■ 프로젝트

[관내 수중 운동체의 발사 유체력 제어 모델링 연구] ADD 특화센터, 

2004~2012

[치과용 핸드피스 개발](주)바텍, 2007.01~2007.12

[치과 보철물 제조용 u-Factory 시스템 성능평가 및 방법개발]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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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대형전산열유체역학연구실

지도교수 하만영(myha@pusan.ac.kr)

전공분류 전산역학(Computation Mechanics), 

박사과정  김상근, 매튜, 이준명, 김형락, 최창영

석사과정  이용성, 강동화, 김민성, 민관식, 박형권, 이효정, 정찬혁, 박상협, 외 3명

주    소 8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소 306호

전    화 051-510-3090

홈페이지 http://cfd1.me.pusan.ac.kr/main/index.php

■ 실험실소개

-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유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론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로 발전해 

왔다. 과거에 이론적 연구는 해석해 중심의 연구가 보편적이었으나, 최

근 들어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 및 해석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 및 개발로 

인해 수치적 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이론적 연구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를 전산유체역학 또는 

수치유체역학이라고 한다.

- 수치해석방법

 유동과 그에 관련된 현상들은 대부분 편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방정식을 풀 수 없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근사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 방법(discretization method) 을 적용하여 대수방정식으로 변

형해야 한다. 이산화된 식들은 격자점에 대해 계산되어지며, 공간과 시

간에 대한 해를 주게 된다.

- 응용분야

기계공학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공학, 물리학 지구과학, 대기과학, 원자

력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연구분야

MD

- A computer simulation technique where the time evolution 

of a set of interacting atoms is followed by intergrating their 

equations of motion.  

- In MD we follow the laws of classical mechanics, and most 

notably Newton's law

Applications and Achievements 

Fluid dynamics 

Complex fluids 

Polymer 

Solids 

Bio-molecules 

- structure and dynamics of proteins, protein folding, micelles, 

membranes, docking of molecules 

Researches

Contact angle on a roughness surface 

Static and dynamic contact angle of moving water droplet 

Major Achievements

Researches

Water meniscus between AFM tip and a solid surface 

Bubble nucleation on solid smooth surface 

Multi-Scale Hybrid Method 

Major Achievements

■ 연구성과

J. H. Jeong, Ki Won Nam, June Kee Min, Kui Soon Kim, Man 

Yeong Ha

The effects of the evaluation method on the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a mini-channel tub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2011, Vol. 0, 

No. 0, pp. 0~0

D.Y. Kim, H.S. Yoon, M.Y. Ha

Particle behaviour in a vertical channel with thermal convection 

in low Grashof number regime

computers & fluids, 2011, Vol. 0, No. 0, pp. 0~0

J. H. Son, S. C. Ahn, J. G. Bae, M. Y. Ha

Fretting damage prediction of connecting rod of marine diesel 

engine

The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Return Channel and 2nd Stage Impeller Optimization] LG 전자, 

2010.07.01~2010.11.30 

[One head 방식 platic eva.의 성능 최적화] LG 전자, 2009.08. 

01~2010.07.31

[롤스로이스-부산대학교 파트너쉽 친환경 서멀메니지먼트 기술개발] 국

제과학기술협력재단, 2007.12.01~2016.04.30 

[AFM 기반 나노리소그래피 전산해석 기술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9.09.01~2012.08.31 

[복합화력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기획] 지식경제부, 2009.06.01~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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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W&SHM Lab

지도교수 조윤호(mechcyh@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정경식, 판하이당, 이위빈, 이동진, 이재선

석사과정  스빈빈, 이현강, 도의순, 이재진, 임주영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609-735 특성화 공학관

전    화 051-510-3206

홈페이지 http://wave.me.pusan.ac.kr/

■ 실험실소개

파동(Wave)공학은 재료공학, 진동/소음공학, 계측/센서공학 및 역학적 

전산해석기술이 결합된 첨단의 복합응용기술 분야이며, 본 실험실에서는 

이를 기계설비의 신뢰성해석 및 진단(Structural Health Monitoring)공

학에 적용하는 기법과 MEMS형 진단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한국과학재단 지정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사업단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아 세계적인 

인재양성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플랜트/발전 배관설비 원거리 상시 진단 시스템 및 영상화

- MEMS형 파동 진단센서 및 신호해석기법

- 인체 골 도 측정 파동 진단시스템

- 고속철도차량/레일의 유도형 초음파 진단기법

- 항공기 안전진단 및 복합재료 구조물 상시 진단 시스템

-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Based on Guided Wave 

Tomography 

- Mathematical model and Boundary Element Method for wave 

propagation

- Composite material Non-destructive evaluation on Air plane

- Guided wave focusing on a pipe

■ 연구성과

Weibin Li, Seungho Hyun, Younho Cho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Nonlinearity by Thermal Fatigu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2, Vol. 0, No. 0, pp. 0~0

H. Phan, Y. Cho and J.D. Achenbach

A Theoretical Study on Scattering of Surface Waves by a Cavity 

using the Reciprocity Theorem

NDTMS 2011, 2011, Vol. 0, No. 0, pp. 0~0

Yongkwon Kim, Younho Cho, Ikkeun Park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ickness Reduction Evaluation 

by EMAT Optimization

ICMR 2011, 2011, Vol. 0, No. 0, pp. 0~0

Yongkwon Kim, Younho Cho, Ikkeun Park

Thickness Reduction Evaluation using a SH-EMAT Tomographic 

Imaging Technique

Quantitative NDE 2011, 2011, Vol. 0, No. 0, pp. 0~0

W. Li, Y. Cho, T. Ju, H.S. Choi, N. Kim and I

Evaluation of Material Degradation of Composite Laminates 

using Nonlinear Lamb Wave

NDTMS 2011,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첨단지능형 구조물 손상 모니터링 

기술] 연구재단

[초음파를 이용한 터빈 블레이드 손상 진단] 삼성테크윈

[원전 설비 유도초음파 비파괴 검사의 정량화와 영상화를 위한 핵심요소

기술 개발] 연구재단

[Polyethylene계 배관의 비파괴검사] 한국전력기술㈜

[비접촉 변환기 측정 표준 고도화를 위한 모드변환 신호와 빔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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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MP Lab

지도교수 정해도(webmaster@cmplab.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선준, 서헌덕, 이명한, 안준호 외 8명

석사과정  박대원, 이창석, Guo Yong chang, 최성하 외 7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CMPLAB

전    화 051-510-3210

홈페이지 http://www.cmplab.re.kr/index.php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소자, 실리콘 및 화합물 반도체 기판, 

디스플레이(PDP, TFT-LCD, 유기EL)의 초정  표면가공기술과 Smart 

재료를 이용한 Micro 단위의 초소형 기계/전자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

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한 기술은 손톱만한 크기의 표면에 엄청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가 빠른 처리속도를 가지

면서 많은 정보를 좁은 면적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자간의 절연, 다층 

배선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면의 요철을 웨이퍼 전면에 걸쳐 평탄화시키는 기술이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공정이다.

특히, 신소재가공실험실은 초정  표면가공기술의 하나인 CMP 공정과 

관련된 요소기술에 대해 10여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CMP 공정의 체계화, 통합화, 지능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CMP모니터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에너지 균형을 고려한 기초 방정식 수립

- 패드와 웨이퍼에 대한 입자 압입 조건

- 입자에 작용하는 마찰력 및 연마시 발생하는 마찰력

- 슬러리 내의 연마입자 개수와 연마에 참여하는 입자

- 입자에 작용하는 하중

- 실접촉 면적과 실접촉 압력

Cu CMP

- Cu CMP slurry의 구성요소가 CMP결과에 미치는 영향

- Cu CMP slurry의 구성요소가 Cu pattern wafer의 연마에 미치는 

영향

MEMS CMP

연마패드

차세대 평탄화 기술

기타

■ 연구성과

김영민

구리 CMP 후 연마입자 제거에 화학 기계적 세정의 효과

대한기계학회, 2009, Vol. 0, No. 0, pp. 0~0

정석훈

Mechanical effects of polishing pad in copper electrochemical 

mechanical deposition for planarizatio

Current Applied Physics, 2009, Vol. 0, No. 0, pp. 0~0

정석훈

화학기계적 연마에 의한 리튬니오베이트의 광학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신운기

Local/Global Planarization of Polysilicon Micropatterns by 

Selectivity Controlled CMP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09, Vol. 0, No. 0, pp. 0~0

이호준

The effect of mixed abrasive slurry on CMP of 6H-SiC substrates

Journal of Ceramic Processing Research,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고성능 소재 표면의 고품위 경면 가공을 위한 융복합...] 임계성능 구현을 

위한 융복합 가공 및 실용화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9.01.01 

~2013.01.01 

[300mm 연마기의 Simulation을 통한 Flatness 최적화] 실트론 2008. 

08.01~2009.07.3 

[초정  고품위 연삭가공기술 개발] 프로템 2007.12.01~2009.11.30 

[초정  고품위 연삭가공기술 개발]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12~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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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pplied Mechanical Acoustics Noise Control Lab 

지도교수 정철웅(ccheong@pusan.ac.kr)

전공분류 소음(Noise)

박사과정  김대환, 이광세, 허승

석사과정  곽풍, 이성호, 정재교, 런광즈, 김상현

주    소 부산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401호 응용음향연구실

전    화 051-510-3205

홈페이지 http://amancl.me.pusan.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물리음향이론을 바탕으로 유체역학적 원인에의하여 발생

하는 기계류 소음을 이론, 전산,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분석하고 

이를 통한 저소음 설계, 소음 제어 기술 등의 산업계에 응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과 소음전문인력 양성으로 관련 산업계, 연구소, 학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연구분야

전산공력음향학(Computaional Aeroacoustics) 분야의 수치알고리즘 

개발

비행기,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계류 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팬, 압축기를 비롯한 터보기계류 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각종 소음원과 덕트를 가지고 있는 산업기계류 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항공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환경소음 예측, 측정, 평가

군사무기 체계에서 소음의 저감 및 탐지(예측) 기술 분야

심리음면에서의 지표 개발 및 소음의 평가

음향 측정 신기술 개발 

- 터보-홴 엔진 소음 : 로터-스테이터 상호작용소음 해석

- 터보-홴 엔진 소음: 엔진 나셀 전두부를 통한 소음 전파 해석

- 터보-홴 엔진 소음: 엔진 나셀 끝단을 통한 소음 전파 해석

- 자동차 엔진 흡기계 소음 예측 및 저소음 설계

- 발전기 소음 예측 및 저소음 설계 프로그램 개발

■ 연구성과

허승, 김대환, 정철웅, 김태훈

통계적 난류합성 모델을 이용한 원심홴 내부 광대역 소음 예측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11, Vol. 21, No. 12, pp. 1138~1145

이승엽, 허승, 정철웅, 김석로, 서민영

냉장고 내 냉기순환용 축류홴에 의한 내부 블레이드-통과-주파수 소음 

예측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Vol. 19, No. 5, pp. 454~461

정철웅, V. Jurdic, P. Joseph

평판 에어포일 캐스케이드와 입사 난류의 상호작용에 의한 광대역 소음

의 모달 음향 파워 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8, Vol. 18, No. 1, pp. 61~70

신수현, 정철웅, 김덕환, 정성수

자동차 계기판 BSR 소음특성 평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2010, Vol. 20, No. 7, pp. 644~650

이광세, 신수현, 정철웅, 정성수

빔-형성 기법을 이용한 풍력 터빈 음원의 국부화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Vol. 19, No. 8, pp. 80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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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소음진동실험실

지도교수 정의봉(wbjeong@pusan.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소음(Noise)

박사과정  이성현, 전수홍, 김민성, 이한울, 배승훈, 정병규

석사과정  김상태, 류통, 서명우, 오영후, 권진, 이재영, 조양욱, 김태형, 유석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소음진동실험실 10513호

전    화 051-510-3088

홈페이지 http://www.vibronoise.com/nvnew/main1.html

■ 실험실소개

소음 진동을 연구하는 실험실 입니다.

■ 연구분야

Fusion NVH Technology

(Vibration + Acoustics + Fluid + Control)

Measurement and Signal Processing in Noise and Vibration

Finite/Boundary Element Analysis in Noise and Vibration

Fluid-Structure Interactions, Acoustic-Structure Interactions

Fluid-borne Noise, Sturcutre-borne Noise

Equivalent FEM of Heavily Damped Structures

Vibration of Pipes Conveying Pulsating Fluids

Noise Reduction of Home appliance

(Airconditioner, Refrigerator, Compressor)

NVH problems in Automobiles, Submarines,  Ships

■ 연구성과

배승훈, 원성규, 정의봉, 조진래, 배수룡

복소 전단탄성계수를 갖는 다층 감쇠보의 유한요소 진동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11-01, Vol. 21, No. 1, pp. 9~17

장성길, 정의봉, ghdwlstnr, qltnfyd

선체 마운트 지지점에서의 리셉턴스를 고려한 선박용 디젤 엔진의 고체

전달음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11-02, Vol. 21, No. 2, pp. 120~128

신창주, 홍진숙, 정의봉

Filtered Velocity Feedback 제어기를 이용한 양단지지보의 능동진동

제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11-05, Vol. 21, No. 5, pp. 447~454

유상모, 정의봉, 한형석

공조용 압축기 배관계의 과도진동 예측 및 저감설계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11-08, Vol. 21, No. 8, pp. 733~740

H.S.Han, W.B.Jeong, M.S.Kim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noise of R600a refrigerant 

flowing in a pipe with intermittent flow patter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2011-09, Vol. 34, No. 0, 

pp. 1497~1506

■ 프로젝트

[왕복동 압축기의 진동소음 해석] 2011

[냉장고 세트의 방사소음 해석] 2010

[냉장고 사이클 냉매음의 Noise Map 개발] 2010

[선형압축기 소음진동 기여도 규명 및 저감기술] 2010

[냉장고 냉매 유동소음 개선을 위한 Database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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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산자동화실험실

지도교수 이석희(sehlee@pusan.ac.kr)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석사과정  윤수현, 김혜정, 김가영, 곽희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제3공학관(기계관) 3201호실

전    화 051-510-1476

홈페이지 http://pal.me.pusan.ac.kr/

■ 실험실소개

부산대학교 기계관 32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석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마이크로광조형 시스템, 쾌속조형시스템 및 툴링, 역설계  공학, 

미소 전기 기계 시스템, 컴퓨터 통합생산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생산현장

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 연구분야

마이크로광조형 시스템

쾌속조형시스템 및 툴링

역설계 공학

미소 전기 기계 시스템

컴퓨터 통합생산시스템

■ 연구성과

조광호, 박인백, 하영명, 김민섭, 이석희

전사방식 마이크로 광 조형에서 복합 재료의 미세구조물 제작을 위한 

수지 교환 시스템 개발

한국정 공학회, 2011, Vol. 0, No. 0, pp. 0~0

박인백, 하영명, 김민섭, 이석희

UV-DMD기반의 전사방식 미세광조형에서 미세 구조물의 정 도 개선

을 위한 Dithering process개발

한국정 공학회, 2009, Vol. 0, No. 0, pp. 0~0

윤한빈, 윤승만, 한종철, 조민국, 임창휘, 허성근, 손철순, 김성식, 이석

희, 이석, 김호경

컴퓨터 원용 결함진단을 위한 그래픽 솔루션 개발에 관한 연구

비파괴검사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박인백, 이수도, 권태완, 최재원, 이석희

마이크로광조형을 이용한 대면적 타원형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제작

한국정 공학회지, 2008, Vol. 0, No. 0, pp. 0~0

이수도, 최재원, 박인백, 하창식, 이석희

마이크로광조형에서 고 세장비 구조물 집적화 가공을 위한 UV경화성 

수지의 물성 개선

한국정 공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최재원, 하영명, 이석희

전사방식 마이크로광조형을 이용한 배열 형태 미세 구조물 가공

한국정 공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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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er Aided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유완석(wsyoo@pusan.ac.kr)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김현우, 김건우, 나상도

석사과정  주향첸, 김보민, 이창훈, 정사무엘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번지 부산대학교 기계기술 연구원 307호

전    화 051-510-1457

홈페이지 http://cae.me.pusan.ac.kr/xe/Home

■ 실험실소개

CAELab은 부산대학교 컴퓨터응용공학연구실(Computer Aided 

Engineering LABoratory)의 약어로서 다물체 동역학을 기본으로 하여 

기계시스템을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해석하여, 초기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성능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차량동역학(Vehicle dynamics), 전산기구학

(Computational kinematics and dynamics), 탄성다물체동역학(Flexible 

multibody dynamics)등이 있습니다. 

기계시스템의 설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해석은 필수적인 분야

입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응력해석, 진동해석, 내구성해석등

을 수행하여 시스템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DADS, NASTRAN, ADAMS 같은 해석소

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연구 중이고, 실험실 자체적으로 동역학 해석프로

그램인 CADyna1.0 을 개발하여 교육 및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동역학 해석 기술을 이용해 가상환경 실시간 차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주요 연구분야로는 차량동역학(Vehicle dynamics), 전산기구학(Com 

putational kinematics and dynamics), 탄성다물체동역학(Flexible 

multibody dynamics)등이 있습니다.

■ 연구성과

이정한, 유완석 

실시간 야지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3차원 가상노면의 구성 및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0-07, Vol. 18, No. 4, pp. 92~98

김건우, 김민석, 유완석 

앉은 자세 수직축 전신 진동에 대한 한국인의 등감각 곡선 분석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0-01, Vol. 18, No. 1, pp. 105~111

전경진, 김민석, 안세진, 정의봉, 유완석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동을 고려한 착석자세에 따른 인체의 반응특성 

분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2010-12, Vol. 20, No. 12, pp. 1121~ 

1127

최소해, 박성준, 이정한, 유완석, 손정현

다물체동역학 기법을 이용한 고급버스의 전차량 시뮬레이션과 시험의 

매칭

한국자동차학회 논문집, 2010-11, Vol. 18, No. 6, pp. 14~22

이재욱, 유완석, 김건우, 김형렬, 안득만 

비선형 동적 거동 해석을 통한 광섬유 케이블의 풀림 성능 예측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10-03, Vol. 34, No. 3, pp. 347~352

■ 프로젝트

[MH A1의 다물체역학 모델링 및 설계하중 도출] 과학기술부, 

2009.06~2009.12

[차량-노면간 실험적 상관관계 모델 개발] 방위사업청, 2008.12~ 

2009.08

[자동차 차체/샤시 전용 MS SERVO 용접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단지공

단, 2008.02~2008.10

[조종안정성 관련 주관적 평가의 객관화 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2007.10~2009.09

[듀얼암 로봇의 동역학적 해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10~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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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컴퓨터원용성형실험실

지도교수 배원병(wbbae@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호윤, 김명훈, 한정영

석사과정  정해영, 이경진

주    소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112호

전    화 051-510-3071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8000/~cafl3071/index.htm

■ 실험실소개

 - 단조, 주조, 압출 등과 같은 체적 성형과 딥드로잉, 전단가공과 같은 

판재 성형에 관련한 공정 개선 및 개발

 - CAD( Pro-E, Catia),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DEFORM, ANSYS)을 

이용한 공정 개발

 - 산학 연계를 통한 산업현장의 문제점 해결

■ 연구분야

복합재 좌굴 해석 

선박엔진용 슬리브 스프링형식 진동감쇠기 개발 

피스톤크라운 초대형 형단조품 개발 

유압 볼트/너트 체결장비 국산화 개발

차량용 서스펜디드 페달의 내구 분석 및 설계 개선

■ 연구성과

배원병, 이희인, 황범철

A UBET analysis of the non-axisymmetric combined extrusion 

process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3-08, Vol. 0, 

No. 0, pp. 0~0

배원병, 곽태수, 박상후, 양동열, 오오모리 히토시 

나노 표면거칠기를 위한 SF-5유리와 수정유리의 ELID 연삭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2003-07, Vol. 20, No. 17, pp. 0~0

배원병, 이희인, 황범철

A UBET analysis of the non-axisymmetric combined extrusion 

process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3-08, Vol. 0, 

No. 0, pp. 0~0

배원병, 곽태수, 박상후, 양동열, 오오모리 히토시

나노 표면거칠기를 위한 SF-5유리와 수정유리의 ELID 연삭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2003-07, Vol. 20, No. 17, pp. 0~0

배원병, 김호윤, 황범철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the optimum blank shape in 

rectangular cup drawing

한국정 학회, 2003-01, Vol. 4, No. 1, pp. 0~0

■ 프로젝트

[leeve/Bush 베어링의 동역학 및 유한요소 해석] 부산, 포항산업과학연

구원, 41

[Coating된 PCM재의 성형특성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부산, LG전

자(주), 36

[V벨트 설계매뉴얼의 분석 및 설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 

동일고무벨트(주), 32

[알루미늄 단조 피스톤의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84

[쾌속조형을 활용한 Rapid Tooling기술] 한국과학재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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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유체실험실

지도교수 박원규(wgpark@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하콩투, 강태진, 강율호, 김덕수, 김미선

석사과정  이한호, 김경진, Geng Zhiping, 박영훈 외 6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전산유체실험실

전    화 051-510-3064

홈페이지 http://cfd.pusan.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부산대학교 전산유체실험실은 물체 주위 유동장의 가시화와 유동소음 

해석을 위한 CODE 개발을 기본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3차원 

난류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이용하여 대상물체에 대한 속

도, 압력, 도, 온도, 난류특성을 계산하는 전산 코드를 개발하는 연구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기계, 항공, 조선 등의 기계공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

에서 발생되는 유체의 물리적 현상을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이해·분석하고 여러 기업체, 연구소 등 각종 기

관에서 필요한 정확도 높은 유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사업 ‘GET-Future 

연구실’,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풍력발전 고등 기술개

발 및 인력양성 고급트랙’, ‘심해용 부유식 풍력발전 Substructure/ 

Platform 기반 기술개발’에 선정되어 혁신적 해상풍력원천기술 분야 

세계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해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상풍력 

분야 인력,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방위산업

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정한 수중운동체 특화연구센터에 참여하여 

국내의 중형잠수함 연구개발과 관련한 차세대 초월공동무기개발의 장

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 풍력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성능해석 

- 다상유동장 해석, 수중무기 유동 설계 및 해석 

-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해석, 터보기계 설계 및 성능해석 

- 전산열유체역학(Computational Thermo-Fluid Dynamics)

- 유체/터보기계 성능해석 및 유동해석

- 전산유동(공력) 소음해석(Computational Aero-Acoustics) 

- 전산 난류 모델, 최적설계, 병렬연산 

- 초음속 및 압축성 유동에 대한 연구

■ 연구성과

김승윤, 박원규, 정철민

서로 다른 캐비테이션 모델을 이용한 실린더 주위의 캐비테이션 유동현

상 전산해석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11-04, Vol. 16, No. 1, pp. 60~66

김봉수, 이병우, 박원규, 정철민

축대칭 실린더 형상 주위 부분 공동 유동의 전산 해석

대한기계학회, 2009, Vol. 33, No. 2, pp. 69~78

구태경, 황세준, 박원규, 오세욱

드로우 금형의 에어포켓 수축에 따르는 내부공기 압력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Vol. 16, No. 6, pp. 10~18

김성환, 구태경, 박원규, 김동훈

3차원 Hydrofoil주위의 캐비테이션 유동 전산해석

유체기계저널, 2007, Vol. 11, No. 3, pp. 7~13

황세준, 박원규

드로우 금형의 에어 벤트홀 수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한국자동차 공학회, 2007,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2 MW 수평축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공력설계 프로그램 개발] 기계기

반 융합부품소재 인재양성 센터, 2009.09~2010.03

[수중분사장치 제어시스템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2003.02~2004.11 

[어뢰선수부 공동발생 및 형상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2009.09~ 

2011.09 

[추진프로펠러 유동 전산해석]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2009.01~ 

2011.12 

[운동체 후미부 추종 고압가스에 의한 운동체 동적 거동 해석] 국방과학

연구소, 2007.02~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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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역학 및 통합설계 실험실

지도교수 박성훈, 이현우(paks@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즈엉 꽁 쭈웬, 이재훈, 응웬 레 호아, 송봉민

석사과정  한창완, 손승배, 백지환, 김성목, 최이재, 왕 바오웨이, 정승빈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10119호

전    화 051-510-1486

홈페이지 http://mmidl.me.pnu.edu/xe/

■ 실험실소개

재료역학 및 통합설계 실험실(Material Mechanics & Integrated 

Design Lab)은

- 기계 및 생체 응용 재료에 대한 물성 특성 규명 및 물성모델 개발과 

함께

- 재료 및 구조물의 피로수명 시험 및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더불어 기계시스템의 구조해석과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델링(물성/구조), 전산해석 및 실험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

니다.

■ 연구분야

기계 및 생체재료 물성 특성 규명

미세범위(Micro/Nano-scale)조직 역학 연구 및 물성모델 개발

기계/용접 구조물 및 일반/특수 재료의 피로 수명 시험 및 평가

소형 고속 스핀들 시스템의 진동 저감 최적 설계

모바일하버(Mobile Harbor)용 컨테이너 고속 하역시스템 설계

인체 거동 해석 및 인체 대체 시스템(임플란트)설계/해석

특수차량(견마로봇)용 MR댐퍼의 전자기해석을 통한 구조 최적설계

궤도차량(장갑차)용 현수장치의 설계와 구조, 열 및 피로 특성 해석

에어컨용 알루미늄 배관 피로특성 연구

심해용 부유식 풍력발전용 플랫폼 설계/해석 기술개발

■ 연구성과

Park S, Truyen DC, Lee JH, Cho Y, Park SJ, Park KM, Chang 

JD, Lee SS

The Tribological and Lubrication Responses of a Cobalt- Chromium 

Femoral Head in Total Hip Arthroplasty

Journal of Korean Hip Society, 2010, Vol. 22, No. 3, pp. 227~233

이재훈, 김무수, 박성훈, 강재근, 이시복

유전 알고리듬을 이용한 소형 고속스핀들 시스템의 바-피더 지지부의 

위치 최적선정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25, No. 11, pp. 119~125

박성훈

생리학적인 하중 조건에서 소 상완골 연골의 기계적 특성

한국정 공학회지, 2008, Vol. 25, No. 1, pp. 145~150

박성훈

원자힘 현미경을 이용한 활액이 소 연골의 미세 마찰특성에 작용하는 

역할

한국정 공학회지, 2008, Vol. 25, No. 11, pp. 119~125

박성훈

활액과 하이얼루러난이 소 연골의 마찰 특성에 작용하는 역할

한국정 공학회지, 2008, Vol. 25, No. 10, pp. 137~143

■ 프로젝트

[APPARATUS AND METHOD FOR 2-STAGE CONTAINER 

HANDLING] Korea Patent 10-2009-0120729, 2009 

[CONTAINER TRANSPORT APPARATUS] Korea Patent 10-2009- 

0120728, 2009 

[APPARATUS AND METHOD FOR AUTOMATED CONTAINER 

HANDLING] Korea Patent 10-2009-0120727, 2009 

[ANTI-DERAIL APPARATUS] Korea Patent 10-2009-0120726, 

2009 

[온도에 따라 방향이 조절되는 PC 냉각장치] Korea Patent 10-2009- 

008837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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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dvanced Processing Technology Lab

지도교수 문영훈(yhmoon@pusan.ac.kr)

전공분류 소성가공(Plastic Manufacturing)

박사과정  옥성민, 장정환, 서재형, 이승욱 외 7명

석사과정  정윤성, 김태현, 김수희, 남윤건 외 9명

주    소 609-735 부산광역시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304호

전    화 051-510-1672

홈페이지 http://aptl.me.pusan.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분야는 소성가공, 레이져 응용기술, 금

속재료공정 등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선진화되고 첨예화됨에 따라 학문 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추세이

며 금속재료공학과 기계공학의 경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

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분야에서 두 학문분야의 중요

성을 생각해 볼 때 본 신소재공정 실험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금속재료 

및 기계공학의 심화연구 및 하이브리드 연구는 핵심 고급인력의 양성과 

함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미래부품소재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희 실험실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내,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현재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실험실원, 그리고 

앞으로 신소재공정 실험실에서 도약하게 될 미래 공학도의 힘을 모아 

구성원들이 스스로 최선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연구분야

소성가공

- 압연(Strip Rolling)

- 단조(Forging)

- 튜브인발(Tube Drawing)

-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

- 박판성형(Sheet Forming)

- 롤포밍(Roll Forming)

금속재료공정

- 금속재료공정(Materials Processing)

- 전해주조(ElectroSlag Casting)

- 마모 및 마찰(Wear and Friction)

- 용접야금(Welding Metallurgy)

- 다이캐스팅(Diecasting)

레이져공정

- 레이저 포밍

- 레이저 직접금속성형

- 레이저 응용 다이보수 기술

- 레이저 용접 조관

■ 연구성과

김태현, 장정환, 전찬후, 문영훈 

DLM 공정시 공정변수에 따른 내부공극률과 표면조도 변화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김영일, 김지훈, 김용, 이문용, 문영훈, 김대용 

보론강 용접 맞춤 판재의 고온 에릭슨 커핑 평가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문성민, 장정환, 김태현, 이현종, 문영훈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 제작을 위한 DLM공정 특성 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 0, No. 0, pp. 0~0

성민영, 주병돈, 김수희, 문영훈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시 용융 거동에 대한 공정분석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김은화, 장정환, 박성필, 문영훈 

고온에서 이중튜브의 열응력특성해석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개량형 정형외과용 부목] 2007. 10, 10-0773862-0000 

[온간 액압 성형 장치] 2006.08, 10-0616750-0000 

[연결 요소의 회전 피어싱을 통한고체결력 하이드로 임베딩장치 및방

법] 2006.08,10-0617870-0000 

[하이드로 포밍 장치] 2006.05, 10-0584489-0000

[Warmhydro- forming device] 2005.08, US018630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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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제어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종식(jskim@pusan.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신종민, 이지민, 박민규, 서인석

석사과정  정철수, 박정현, 이영은

주    소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동 408호

전    화 051-510-3077

홈페이지 http://control.pusan.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제어시스템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산학협동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연구실에서 개발된 이론을 검증하고 이것을 응용하여,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차량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의 정

제어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연구분야

-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효율 절감, 제동로직의 간소화

- 제한적 기계식 제동 시스템 적용(Trailer차량에 적용) : 제동 시나리오 

재설정

- 제동시스템의 소형 경량화

- 제동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 확보 및 보조압력 장치를 이용한 fail safe

기능 확보

- 제동 시스템의 고응답성 확보 : 빠른 제어 응답성을 바탕으로한 제동 

거리단축

- 제동 시스템의 고정도 정차 실현

계획

1. 6량 편성기준 유압제동시스템 설계 검토

2. 제동력을 고려한 제동용량 및 유압시스템 설계 검토

3. 하드웨어 장착 검토 및 유압제동 지령방식 검토

4. 공기압 및 유압 제동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비교 검토

■ 연구성과

신종민, 이진호, 김종식

밑면격리 구조물의 지진동 제어를 위한 슬라이딩 모드 하이브리드 제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박민규, 김한메, 신종민, 김종식 

피드포워드 마찰 보상을 이용한 서보 시스템의 위치 제어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9, Vol. 0, No. 0, pp. 0~0

이지민, 박민규, 박성환, 김종식, 이호길

산업용 전기 유압 구동기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

유공압 시스템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박성환, 박용호, 이지민, 김종식

가변용량형 사판식 액셜피스톤 펌프의 모델링 및 사판 강인 제어기 설계

한국정 공학회지, 2008, Vol. 0, No. 0, pp. 0~0

김한메, 최정주, 이영진, 김종식

추정된 쿨롱 마찰을 보상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시스템의 위치제어

한국정 공학회지, 2004,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유압 편로드 실린더를 구비한 산업용 전기유압 일체형 구동기 시스템] 

특허출원 10-2010-0040165, 2010.

[전기유압 일체형 구동기 시스템의 위치 제어방법] 특허출원 10-2010- 

0040146, 2010.

[산업용 전기유압 일체형 구동기(EHA)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제어방법] 특허출원 10-2009-0029706, 2009

[피스톤로드의 변위측정을 위한 실린더 외측장착형 변위센서] 특허출원 

10-2009-0026442, 2009.

[감쇄력 가변형 에어 댐퍼] 특허출원 10-2008-006671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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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김정석(juskim@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덕환, 권동희, 장수훈, 김평호, 구민수

석사과정  손형동, 차완영, 정지훈, 김찬우, 박주현, 박재원

주    소 Precision Engineering Laboratory,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전    화 051-510-3079

홈페이지 http://mmm.me.pusan.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가공기술(Micro & Machining), 공작기계(Machine Tool) 및 상태감

시(Monitoring)의  3M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Machining & Machine Tool 

마이크로가공 공정 연구 및 미세공구 설계 

나노 스케일 가공의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해석 

첨단 부품 및 금형의 고속가공 기술개발 

공작기계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차세대 코팅소재를 이용한 고속가공용 공구 개발 

초미립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  

이온주입에 의한 절삭공구 개선 

- Monitoring 

다중 신호를 이용한 미세공구 상태 감시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마이크로 절삭 가공면

형상 감시 및 예측

기계 부품 및 시스템의 상태 감시

코팅층 결함검출 및 손상진단

■ 연구분야

- Machining

고속가공의 절삭력 & 표면형상 시뮬레이션  

공구경로 최적화  

공구형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고속가공시의 표면거칠기 및 가공변질층 측정 및 평가 

고주파수 절삭력 측정을 위한 고속가공용 공구동력계개발  

절삭환경에 따른 고속가공성 평가  

- Monitoring

비접촉 표면형상 측정기 개발 

복합 센서(AE센서, 가속도계, 공구동력계, 갭센서 등)를 사용한 고속가

공상태 감시 

GUI(Graphic User Interface)

- Machine Tool 

공작기계상태 진단 

■ 연구성과

장수훈, 박진효, 강익수, 김정석 

미세가공면의 상태 감시를 위한 다중신호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김도형, 김정석, 우용원, 이현호 

초미립 WC 소재 엔드 공구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공작기계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박진효, 김정석, 구민수, 강익수, 김기태 

베어링특성에 따른 HSK 공구시스템의 정적 및 동적 거동의 유한요소

해석 

한국공작기계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권해웅, 김정석, 강익수, 김기태 권해웅, 김정석, 강익수, 김기태 

고속 볼엔드 링에서 가공조건에 따른 초내열합금(Inconel 718)의 가

공특성 평가 

한국공작기계학회지, Vol. 0, No. 0, pp. 0~0

강익수, 김정석, 김전하 

마이크로 가공에서 절삭깊이 보정을 위한 AE 센서의 적용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공작기계의 메인 스핀들 구동용 2속 기어박스 개발] 중소기업청 

2011-06-01 

[연료전지 분리판 금형제작을 위한 마이크로 고속가공시스템] 교육과학

기술부 2010-05-01 

[극저온열처리를 이용한 대형 알루미늄 튜브 개발] 방위사업청 2009- 

07-01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한 열차폐 코팅공정 최적화 및 손상진단의 기초 

연구] 한국과학재단 2007-09-01 

[고속화 요소기술 개발] 화천기공(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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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hape Forming Lab

지도교수 김병민(bmkim@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상진, 최홍석, 이경훈, 손영기, 고대훈

석사과정  안남식, 자오위롱, 이정민, 김재홍, 김상현, 김성귀, 정재환

주    소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404호

전    화 051-510-3074

홈페이지 http://nsfl.me.pusan.ac.kr/

■ 실험실소개

MESO, MICRO 및 NANO 크기의 소성가공공정(Wire Drawing, Forging, 

Extrusion, Sheet Forming, Rolling etc.)을 컴퓨터로 모델링(PRO/E, 

IDEAS, AutoCAD)하고 CAE(DEFORM-2D, DEFORM-3D, ANSYS, 

PAM-STAMP, MARC, ABAQUS, LS/DYNA)을 이용하여 각 공정의 

성형 해석 및 공정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첨단 소성가공의 신공정 개발, 초정  전기전자 부품개발, 

고부가 가치 자동차 및 각종 수송기계 부품개발, 초정 용 금형설계, 

윤활제 특성평가 등이며, 관련기업에 보유기술 이전 및 지역업체 및 

정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성관련 제조업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MICRO Scale 분야

마이크로 가공기술은 마이크로 구조물, 센서, 액츄에이터, 마이크로 로

봇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응용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가공기술 중 하나인 MEMS는 실리콘 세라믹등 반도체재료에 광반응물

질을 덧씌우고 빛으로 깎아냄으로써 3차원 구조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기계적 방법으로는 ㎛ 단위를 제조할 수 없고, 반도체기술로는 평면적 

제조만 가능한 단점을 두루 극복한 게 멤즈이다.

- NANO/MESO Scale 분야

체적 및 판재 소재의 미세성형 공정 개발 Nanoindentation 시험과 

유한요소 모델링을 이용한 코팅층의 체적거동 결정 및 표면처리강판 

성형해석에의 적용

- 프로그램 개발

신선 강도 예측 및 패스 스케줄 프로그램 개발

습식 신선 프로그램 개발

파이프 벤딩 프로그램

유도 가열 프로그램

금형 마멸 예측 프로그램

- 자동차/전기/전자부품 성형해석 및 금형설계

연속작업 시 자동차용 강판의 성형성 향상 기술개발

Crank shaft 열간 단조금형 성형해석

자동 변속기용 클러치류의 치형부 무절삭 금형개발

반도체 LEAD FRAME Fine Blanking 공정 기술개발

■ 연구성과

전성진, 이문용, 김병민 

AA 5J32 Tailor Rolled Blank를 이용한 차량용 Door Inner Panel 

개발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황성준, 고대훈, 김동환, 김병민 

CFD 해석을 이용한 Al6061 튜브의 극저온 열처리 시 소재의 온도 예측 

및 실험적 검증 

한국정 공학회지, Vol. 0, No. 0, pp. 0~0

고대훈, 박기정, 조영래, 임학진, 이정민, 김병민 

극저온 열처리에 의한 Al6061 합금의 잔류응력 제거 및 열처리 특성 

평가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Vol. 0, No. 0, pp. 0~0

이광석, 엄득하, 김창원, 변상윤, 손동환, 공경열, 김병민, 이정환 

고주파 유도 단일패스 선상가열 유기 후판 성형 기술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 0, No. 0, pp. 0~0

최홍석, 임우승, 강충길, 김병민 

핫스템핑 부품의 전단가공에서 전단 하중의 감소 및 트리밍 금형 수명 

향상을 위한 국부 연화 방법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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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응용역학 & 충격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김문생(kimos@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구자함

석사과정  박수근, 임동완, 김태곤

주    소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10407호

전    화 051-510-3075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impact/frame/frame.htm

■ 실험실소개

부산대학교 응용역학 및 충격공학 실험실(Applied Mechanics ＆ 

Impact Engineering LABoratory)은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취성

재료의 충격손상 거동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취성재료의 소구 충돌에 의한 충격거동

재료의 변형역학 및 구조물의 응력해석

적층 복합재료의 역학 및 응용

적층 복합재료의 충격해석 및 충격손상

금속 복합재료의 성형 및 기계적 성질

금속 복합재료의 피로 및 파괴역학

■ 연구성과

김문생, 허진, 이현철, 김호종

볼충격을 받는 유리의 콘크랙 형성에 대한 경계조건의 영향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3, Vol. 27, No. 6, pp. 981~986

김문생, 허진, 이현철, 김호종

볼충격을 받는 유리의 콘크랙 형성에 대한 실링재료의 영향

한국정 공학회지, 2003, Vol. 20, No. 5, pp. 156~163

박철우, 강정훈, 이준호, 김철, 김문생, 최재찬

다단포머-볼트류 공정 및 금형설계 자동화시스템 개발

한국정 공학회지, 2003, Vol. 20, No. 4, pp. 29~38

김문생, 신형섭, 이현철, 우수창

취성재료의 소구 충돌에 의한 충격손상(II)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2002, Vol. 26, No. 1, pp. 153~159

박종옥,이준호, 정성윤, 김철, 김문생

준축대칭 제품의 냉간단조 공정설계 및 금형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

한국정 공학회, 2002, Vol. 19, No. 1,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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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다중 스케일 다중 물리 측정 연구실

지도교수 김경천(kckim@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현동, 김윤기, 이승재, 이충현, 김동

석사과정  여건, 천쥐안, 윤은구, 김동연, 리치앙, 성태홍, 최성환, 박현준

주    소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동 201호

전    화 051-510-1536

홈페이지 http://fluid.pusan.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세계의 여러 분야는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입자 단위부터 

거대한 규모의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

습니다. 혈액속의 세포에서 풍력의 움직임까지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

은 다가올 미래를 향한 신기술 개발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우리

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과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는 어느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산대학교 다중스케일 다중물리 측정연구실

은 다양한 스케일, 다양한 분야의 여러 요소의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 연구분야

PIV/LIF Turbulence

2-D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3-D Stereoscopic PIV Measurement

Laser Induced Fluorescence(LIF)

PIV / LIF Simultaneous Measurement

Microfluidics/Micro PIV

Bio MEMS/POCT

Nano Scale Transport

Energy Conversion

■ 연구성과

이동엽, 김윤기, 김현동, 김경천

환형 이젝터 루프 내부의 이상유동특성 파악을 위한 수치해석 및 유동가

시화연구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정원택, 이승재, 김현동, 김경천

산소감응성 입자 제조 및 특성 분석 연구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최지혜, 이승재 장승철, 김경천

일회용 스트립형 효소면역센서용 플랫폼의 개발

한국센서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최낙준, 남상현, 정종현, 김경천

CFD를 활용한 6M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력터빈 이격거리에 따른 

공기역학적 출력변화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김현동, 이동엽, 김윤기, 정원택, 안주하, 김경천

VOC 회수를 위한 이젝터 시스템에 관한 수치모사 및 실험적 연구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압전블럭을 이용한 녹색도로기술 개발 기획 연구 - 연차:1] 성창에코에

너지(주) 2011.11.01 2012.02.29 

[선박용 Hybrid Power System 설계 및 적용기술 - 연차:2] 한국연구재

단 2012.03.01 2013.02.28 

[경관 적용을 위한 Spiral 방식의 신개념 도시형 0.5kW급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 연차: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10.01 2012.10.31 

[선박용 Hybrid Power System 설계 및 적용기술 - 연차:1] 한국연구재

단 2011.09.07 2012.02.29 

[저온 랭킨사이클을 이용한 중소형 폐열 회수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 연차: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07.01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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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MS Lab 

지도교수 고종수(mems@pusan.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이상민, 정임덕, 배공명, 이재민

석사과정  서은비, 이승환, 이민철, 황병준, 정경국

주    소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특성화공학관 405호 MEMS 실험실

전    화 051-510-2737

홈페이지 http://mems.me.pusan.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현재 저희 연구실은 MEMS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구조물 제작, Micro 

actuator, Electroforming, Ultra sonic을 이용한 High speed Hot 

embossing 공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나노기술, 초소

수성 및 차세대 디지털 이미지센서에 관련된 부품과 시스템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초소수성 표면형상 구현

마이크로 생체모방 로봇

디지털 라디오 그라피

유연한 디지털 X선 검출기

■ 연구성과

한정삼, 권순재, 고종수, 한기호, 박효환, 이장우

고충격 미소가속도계의 압저항-구조 연성해석 및 최적설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2011, Vol. 14, No. 1, pp. 132~138

박치열, 배승일, 이상민, 고종수, 정광효

마이크로 구조를 이용한 유체 표면 마찰의 감소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26, No. 12, pp. 117~122

배공명, 고종수, 박상후, 임태우, 양동열

극미세 3차원 형상복제를 위한 금속몰드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26, No. 8, pp. 119~125

박연경, 박강수, 김형훈, 신보성, 고종수, 고정상

연마재 워터젯 가공을 이용한 유리 미세 가공 성능 평가

한국정 공학회지, 2010, Vol. 27, No. 7, pp. 87~93

이치훈, 유현우, 신보성, 고종수

초음파성형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복제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9, Vol. 33, No. 11, pp. 1209~1216

■ 프로젝트

[초발수 표면 설계 기술 개발] 2008.10.1 –2011.9.30

[나노 마이크로 결합구조를 가진 통음방수(通音防水)용 초소수성 메쉬 

시트의 개발과 모바일 시스템 수중 방수용으로의 응용가능성 평가] 

2007.5.1~2010.2.28

[MEMS 기술을 이용한 DNA Lab-On-a-Chip System 개발] 2006.10.1~ 

2008.9.30

[평면 구동형 전자기형 마이크로 액츄에이터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상용소자로서의 응용가능성 평가] 2003.7.1 –2006.4.30

[모세관 힘으로 구동되는 단백질칩용 폴리머 미세유체제어소자의 설계 

및 제작] 2003.7.1~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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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복합성형연구실

지도교수 강충길(cgkang@pusan.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배정운, 김현호, 전용필, 이규원, 윤광민, 김태원

석사과정  임상섭, 나경필, 정유나, 이양, 권해준 외 7명

주    소 부산대학교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복합성형연구실 609-735

전    화 051-510-2335

홈페이지 http://pusannano.ox.or.kr/root/index.asp

■ 실험실소개

복합성형연구실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전기·전자기기 및 각종 산업기계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및 부품개발공정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산업체

와 정부의 지원 하에 학제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 및 부품개발공정을 나노 가공 연구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신공정 분야에서는 환경문제, 경량화, 기능성 부품설계 및 생산에 필요

한 원천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매년 5명의 기업연구원과 12여명의 석·박사 참여연구원들이 

공동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은 졸업 후 국가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보람있게 일하고 있으며, 참여연구원 

스스로가 이공계 선택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연료전지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스테인리스 분리판의 알루미늄화를 통하여 중량 감소 및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입각하여 두께 0.2~0.4 mm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홈을 가진 경량재료 분리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연구분야

결정립제어 레오로지 성형기술

Hot Press Forming

해양구조물(부품소개기술)

마그네슘 소성가공

열간 미세성형

하이브리드 벌크소재 창제 연구

연료전지 핵심부품 개발

탄소 나노 Tube 응용 경량소재 압출 및 단조기술

■ 연구성과

권기태, 강석봉, 강충길

AZ31 마그네슘 판재의 더블 싱크형 딥드로잉 공정의 성형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Vol. 0, No. 0, pp. 0~0

이은경, 강충길

열간나노압입공정을 이용한 극미세 점구조체 제작을 위한 플라스틱 소

재 판의 기계적 특성 조사, Vol. 0, No. 0, pp. 0~0

이수호, 한기형, 배재류, 김태원, 박상식, 강충길

해양구조물용 저온 고강도 Casting Steel 소재 개발, Vol. 0, No. 0, 

pp. 0~0

정일갑, 한수훈, 배정운, 강충길

나선형 기계 교반 장비로 제조된 레오로지 소재의 Thixoforging 공정, 

Vol. 0, No. 0, pp. 0~0

배정운, 한수훈, 강충길

나선형 기계 교반 장치를 이용한 Al 합금 레오로지 소재의 제조,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나노인덴터를 이용하여 극미세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유한 요소 해석] 

[나노마이크로 패턴 가공 및 마이크로 MOLDING기술] 

[Barrel Type 레오로지] 

[Nanoindentation을 이용한 Maskless 나노 마이크로 패턴가공 공정

개발] 

[나노스크래치와 습식식각 기술을 병용한 마스크리스 패턴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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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미시소성 연구실

지도교수 강성수, 이광오, 장경복(kangss@pusan.ac.kr)

전공분류 소성가공(Plastic Manufactu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재수, 정상훈, 김국용, 심태양, 이상욱, 홍석기, 유금빈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동

전    화 051-510-1454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micro/

■ 실험실소개

미시소성(微視塑性)연구실의 주된 연구테마는 가공조건과 사용조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부산 주위 경남일원에는 세계적인 중공업(Heavy Industry)회사들과 자

동차 회사 등 기계엔지니어가 활동할 수 있는 대기업체가 많습니다.  

미시소성 연구실은 이러한 세계적 중공업체와 자동차 회사의 주공정인 

용접 조립공정, 용접부 피로 내구성, 핵심 부품(power train 등)의 내구

성과 가공조건(열처리 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생들이 대기업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맹활약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IT의 발전에 의하여 많은 직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컴퓨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재료의 미시조건과 재료 강도와의 관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정확하게 해득할 수 있는 3차원 일반 응력 해석

(Tensor 응력 해석)을 훈련시켜 핵심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용접부 피로내구성

용접부 열변형

정 정형가공

■ 연구성과

J.H. Kang, K.O. Lee, S.S. Kang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F.E analysis in the warm forging 

process

Journal of Achievements in Materials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2007, Vol. 20, No. 1, pp. 0~0

J H Kang, K O Lee, S S Kang

New forging tool manufacturing method for spur gear part

Proc. IMechE, 2007, Vol. 221, No. 2, pp. 0~0

강종훈, 고병호, 제진수, 강성수

온간단조 윤활제의 윤활 및 냉각특성

한국소성가공학회지, 2005, Vol. 14, No. 7, pp. 619~623

김정민, 최노진, 강성수

열처리한 HSLA강의 유동 특성

한국소성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4, Vol. 0, No. 0, pp. 

178~181

J.H. Kang, K.O. Lee, J.S. Je, S.S. Kang

Spur gear forging tool manufacturing method considering 

elastic deformation due to shrink fitting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7, Vol. 0, No. 

0, pp. 187~188

■ 프로젝트

[고성능 SEALING SYSTEM용 PACKING의 제조에 관한 기술개발] 

2005.05.01~2007.04.30, 산업자원부

[모듈화 허브베어링 내구성능 평가 및 성형공법 개발] 2005.08.01~ 

2008.07.31, 산업자원부

[자동차구동계의 고성능 하이브리드 플라이휠 개발] 2006.06.01~ 

2009.05.31, 산업자원부

[언더컷이 있는 인서트 필름 성형용 진공성형공법 및 금형개발] 2006. 

09.01~2008.08.31, ILIC

[휴대용 2차전지 PRESS VENT 부품개발 및 자동화 조립 설비개발] 

2004.12.01~2005.11.30,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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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기계지능화 실험실

지도교수 안중환(jwhahn@pusan.ac.kr)

전공분류 계측(Measurement), 제어(Control)

박사과정  강동배, 김철민, 이효렬, 황경환

석사과정  황건, 조용식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제3공학관 3216호 부산대학교 기계지능화 

실험실

전    화 051-510-3087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milab/

■ 실험실소개

MI(Mechatro Intelligence) 연구실은 기계지능화, 지능화된 기계의 실

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생산시스템은 크게 

제조와 제조된 물품의 검사, 그리고 이들 공정의 자동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의 첨단화 실현은 다양한 기초기술들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본 실험실에서는 생산/공정 자동화, 초정  가공, 계측 

및 감시 등의 큰 테마로 나뉘어 기계지능화를 통한 생산시스템의 실현과 

관련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메카트로닉스, 신호처리, 

CAD/CAM, 이미지 프로세싱 등의 다양한 기초기술의 습득과 공동연

구, 연구회의 등에 의해 연구원 각자가 하나의 테마에 소속되어 있더라

도 다른 테마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폭넓은 연구 수행능

력을 배양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진동절삭: 절삭날을 PZT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진동시켜 가공하는 

방법. 일반적인 절삭에 비해 1/5~1/10 정도의 절삭력만 요구되며, 

마찰의 영향도 작으며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도 양호하여 미세가공에 

적합하다.

- 상태감시: 기계의 운전 중 기계의 상태를 알아내는 기술. 진동, 온도, 

음향, 열분포등의 기계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를 적절한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판독하여 기계의 결함을 미리 알아

내어 고장 발생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 신호처리: 센서에 의해 계측되는 신호는 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신호처

리는 FFT를 이용하여 계측신호 주파수영역에서 분석하고 저역통과, 

고역통과, 대역통과필터 등을 설계하여 잡음제거에 적용된다.

■ 연구성과

Yong-Kil Kwak, Sun-Ho Kim, Jung-Hwan Ahn

Improvement of Positioning Accuracy of Magnetostrictive 

Actuator by Means of Built-in Air Cool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MANUFACTURING, 2011-10, Vol. 12, No. 5, pp. 829~834 

(SCIE, 2010:1.06)

Md. Golam Mostofa, J. H. Noh, H. Y. Kim, J. H. Ahn, D. B. Kang

Tooling device design for vibration-assisted high speed shaping 

of PMMA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0-05, Vol. 

24, No. 8, pp. 1623~1629(SCIE, 2010:0.412)

Md. G. Mostofa, Kwak Yong Kil, Ahn Jung Hwan

Computational fluid analysis of abrasive waterjet cutting head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0-01, Vol. 

24, No. 0, pp. 249~252(SCIE, 2010:0.412)

■ 프로젝트

[무용제 도료용 최적 무화 분사시스템 개발] 2009.06~2012.05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마모계측 최적알고리즘 및 진단예측 알고리즘 개발] 2009.06~ 

2012.05 중소기업청

[C-MES 설비지원 플랫폼 기술] 2012.01~2014.12 한국산업기술평

가원

[최대출력 및 변위를 위한 자기변형 액추에이터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

구] 2011.05~2013.04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연구실험실

177

서울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항공우주추진 연소 연구실
▶ 공력 소음 연구실
▶ 항공우주비행체설계 연구실
▶ 제트추진연구실
▶ 익스트림 에너지 연구실
▶ 지능형공탄성 및 헬리콥터 연구실
▶ 항공우주 응용역학 연구실
▶ 비행역학 및 제어 연구실
▶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실
▶ 항공우주구조 연구실
▶ 극초음속 유동 연구실
▶ 항공전자 연구실
▶ 난류, 유동제어 및 CFD/생체모방공학 실험실
▶ 재생 에너지 변환 실험실
▶ 인터랙티브/네트워크 로보틱스 연구실
▶ 멀티스케일 의기계공학 연구실
▶ 마이크로 열시스템 연구실
▶ 나노 / 마이크로 시스템 실험실
▶ 생산 열공정 실험실
▶ 바이오로보틱스 실험실
▶ 차량동역학 및 제어연구실
▶ 휴먼 캐드 연구실
▶ 시스템 건전성/리스크 관리 실험실
▶ 멀티스케일 자연모사 시스템 연구실
▶ 뉴미디어 연구실
▶ 정밀 측정 및 박막 공정 연구실
▶ 로봇 자동화 실험실
▶ 메카트로닉스 연구실
▶ 동력공학 연구실
▶ 마이크로 유체역학 실험실
▶ 냉동시스템 및 콘트롤 실험실
▶ 음향 및 진동 연구실
▶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ab.
▶ Electronic Functional Materials Lab.
▶ Micro Mechanics & Materials Processing 

Design Lab.

▶ Electronic Material Lab.
▶ GRL 친환경 에너지 나노소재 연구실
▶ 공력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연구실
▶ 플라즈마 표면공학 연구실
▶ 재료공정해석 및 설계연구실
▶ 화합물반도체 에피성장 연구실
▶ Nano & Smart Composite Materials Lab.
▶ 전자재료 및 소자 연구실
▶ NanoBio Naterials Lab.
▶ Mechanical Metallurgy & Advanced Materials
▶ 정밀 고분자 연구실
▶ Carbon Nanomaterials Design Lab.
▶ 고체 이온학 연구실
▶ Thin Film Research Lab.
▶ Strong Light Intelligent Multi composite Lab.
▶ 광감응형 유기색소재료 연구실
▶ 유기광전자 연구실
▶ 실시간관찰 전자현미경 연구실
▶ Atom-Electron Technology Lab.
▶ Nano Fabrication Lab.
▶ 나노구조형 에코, 에너지 재료 연구실
▶ Nanofibers & Composites Lab.
▶ 세라믹 금속 복합재료 연구실
▶ Advanced Energy Materials Lab.
▶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
▶ 정밀공학 실험실
▶ Smart Structures & Design Lab.
▶ 혁신설계 및 통합생산 연구실
▶ Turbomachinery Lab.
▶ Intelligent Control Systems Lab.
▶ Computer Aided Thermal Design Lab.
▶ Robust Design Engineering Lab.
▶ 멀티피직스 시스템 설계연구실
▶ Turbo system & control Lab.





서울대학교 연구실험실

179

실 험 실 항공우주추진 연소 연구실

지도교수 정인석(enjis@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세환, 김영련

석사과정  이승복, 박지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4호

전    화 02-880-1905

홈페이지 http://apcl.snu.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1970년 故 조경국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시면서 

설립되어 항공우주공학의 추진연소 분야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왔다. 이후 1984년 현재의 정인석 교수가 부임하면서 고속 추진기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0 여명의 석ㆍ

박사 연구원을 배출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 추진분야의 연구를 선도하

고 있다.

■ 연구분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항공우주추진연소 연구실은 램제트, 스크

램제트, 로켓 등과 같은 초고속 추진기관 및 친환경적 고효율 미래형 

추진기관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초음속 풍동, 극초음속 풍동, 레이저 등의 시험 설비 및 계측 장비의 

보유와 수십년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험 기법의 확보는 

고속 추진기관 개발을 위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이는 본 연구실의 가장 큰 강점이다. 또한 대형 병렬 클러스터 및 

본 연구진의 수치해석 기법은 초고속 추진기관의 유동 및 연소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실험적 연구 결과와 더불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낳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연구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램제트/스크

램제트 엔진 설계 및 개발, 초음속/극초음속 유동 특성 및 해석 연구, 

아음속/초음속 유동 내 연소 현상 연구, 로켓 엔진 및 가스 터빈 엔진 

연소기 설계 및 연소 현상 연구, 초음속/극초음속 풍동을 이용한 고속 

유동 특성 파악을 위한 실험 기법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

진흥재단, 현대자동차, 삼성테크윈 등 여러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지원

과 함께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와 맞물려 수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모든 연구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연구성과

이형진, 이복직, 정인석, 김성룡, 김인선

동축열전대 및 TSP를 이용한 극초음속 유동 내 돌출물 주위 공력가열 

계측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10, Vol. 37, No. 10, pp. 0~0

원수희, 정인석, 최정열

DES를 이용한 초음속 유동내 수직 연료분사 유동의 비정상 3차원 해석 

Part II : 반응 유동장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09, Vol. 37, No. 9, pp. 0~0

원수희, 정인석, 최정열

DES를 이용한 초음속 유동내 수직 연료분사 유동의 비정상 3차원 해석 

Part I : 비반응 유동장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09, Vol. 37, No. 9, pp. 0~0

김채형, 성근민, 정인석, 최병일, Toshinori Kouchi, Goro Masuya

이차원 비대칭형 초음속 노즐 설계와 실험적 검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09, Vol. 37, No. 9, pp. 0~0

이형진, 이복직, 정인석, 김성룡, 김인선

Mach 7 극초음속 유동 내의 돌출물 공력가열계측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06, Vol. 37, No. 5, pp. 0~0

■ 프로젝트

[연소기 및 이를 포함하는 엔진] 정인석, 대한민국, 제10-2007-0122325

[극초음속 유동을 이용한 실험장치] 정인석, 대한민국, 제10-2007- 

0133749

[충격파를 이용한 고온실험장치] 정인석, 대한민국, 제10-2007- 

0133751

[초음속 유동장 내 공동을 이용한 연료-공기 혼합 구조] 정인석, 대한민국, 

제10-2008-008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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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력 소음 연구실

지도교수 이수갑(solee@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지웅, 이승민, 손은국, 이규호 외 7명

석사과정  윤기섭, 성열완, 박서룡, 장석종 외 1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3호

전    화 02-880-7384

홈페이지 http://aancl.snu.ac.kr/

■ 실험실소개

서울대학교 공력소음연구실은 공기역학적 미케니즘(Mechanism)에 의

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공력성능의 예측과 제어를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소음의 예측과 제어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점점 엄격해지는 각국의 환경 보존 정책과 기후협약에 의한 

녹색성장의 기조에 따라, 모든 기술적 추구의 정점에는 환경보존 및 

환경친화적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공력소음연구실은 간접적(음향 상사

법/ 키르코프 방법), 혹은 직접적인(전산공력음향학) 수치 모사를 적용

하여 풍력터빈, 운송기계류(헬리콥터, 비행기, 고속철도, 자동차, 잠수

함 등), 터보기계류(팬, 프로펠러, 압축기, 터빈, 항공용 엔진등) 및 산업

설비 등의 소음 예측에 필요한 수치적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신

의 소음측정법을 사용하여 무향실 및 무향풍동실에서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소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헬리콥터 공기역학 및 음향학

- 환경소음 및 인체 위해성 평가

- 풍력터빈 블레이드 최적 통합설계 및 소음예측

- 신개념 풍력발전기 디자인

- 전산공력음향학(Computational Aeroacoustics)

- 터보기계 소음(로터, 팬, 프로펠러, 압축기, 가스터빈)

- 고속운송체 소음(항공기, 고속철도, 자동차)

- 감성적 음질 해석 및 평가

- 능동소음 제어 및 덕트음향학

- 열음향학(연소 불안정 및 소음)

실 험 실 항공우주비행체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이동호(donghlee@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전용희, 이기학, 김정화, 곽민호 외 3명

석사과정  조준호, 최선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2호

전    화 02-880-7399

홈페이지 http://avdl.snu.ac.kr/

■ 실험실소개

항공우주비행체설계 연구실

■ 연구분야

- 다분야통합 최적설계

- 지상 운송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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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제트추진연구실

지도교수 윤영빈(ybyoo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한풍규, 김민기, 김종규, 조성호 외 7명

석사과정  김지욱, 김태성, 주성필, 신재익, 이인규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1호

전    화 02-880-7396, 8052

홈페이지 http://rpl.snu.ac.kr/

■ 실험실소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로켓추진 연구실은 1996년도부터 시작하

여 액체로켓 최적 분사시스템에 관한 연구, 레이저 진단계측기법 개발, 

난류 화염에 관한 연구 등을 주로 해왔으며 최근에는 가스터빈 연소기, 

램제트 엔진 연소기 등의 연소불안정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레이저 계측 기법을 확보하고 있어 액체로켓 분사시스템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KSR-Ⅲ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02년도부터는 

전단스월 인젝터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 

우주 기초 원천기술 개발사업(NSL)에 지정되어 극저온 환경에서 액체로

켓 분사시스템에 대하여 좀 더 심화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 외에 지금까지 초음속 연소특성 및 연료공기 혼합증대에 관한 연구, 

화염 및 초음속유체 시공간분해 진단기법 개발, 저 NOx 연소기 개발에 

관한 연구, 흡입공기와의 혼합을 고려한 액체연료 연소 연구(액체 램제

트), 진보된 충돌분무 모델을 이용한 저공해/고효율 충돌 분무형 보일러 

연료 분사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램제트 엔진의 연소불

안정 현상 연구 및 능동제어기법 개발, 가스터빈 연소기의 연소불안정 

현상 및 NOx 저감법 개발 등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점점 치

열해지고 있다. KSR-III 로켓의 발사성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로켓분야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나로호(KSLV-Ⅰ)가 궤도진입

에 실패를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성공과 미래의 KSLV-II 개발 

및 우주탐사 연구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협력해야 되는 시점

이다. 본 로켓추진 연구실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연구수준을 국제적인 

위치로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연구팀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① 초임계, 극저온 실험설비 구축

② 상압/고압/초임계 환경에서의 분무특성 비교분석

③ 초임계 환경에서의 계측기법 연구

④ 고압 및 초임계 조건에서의 분무 동특성 연구 

초임계 조건에서 액체로켓용 분사기의 저온 분무특성 실험 및 기초자료 

확보 

■ 연구성과

박구정, 조성호, 정재묵, 김태성, 윤영빈

토모그래피 기법을 이용한 고압 조건에서의 스월 분사기의 분무 분포 

계측

한국추진공학회지, 2011-10, Vol. 15, No. 5, pp. 66~71

박성순, 김민기, 윤지수, 윤영빈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화염구조와 연소불안정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추진공학회지, 2011-08, Vol. 15, No. 4, pp. 26~34

윤정수, 김성혁, 윤영빈

이중 매니폴드 가변추력 분사기의 분무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추진공학회지, 2011-06, Vol. 15, No. 3, pp.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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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익스트림 에너지 연구실

지도교수 여재익(jjyoh@snu.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이경철, 곽민철, 최수진, 이석환 외 2명

석사과정  김유천, 장훈재, 박미애, 이강재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2동 627호

전    화 02-880-1507,9334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ecl/

■ 실험실소개

저희는 극 에너지원에 대한 실험과 이론을 연구하는 실험실 입니다. 

■ 연구분야

- 익스트림 에너지공학

- Space exploration

-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 simulation of liquid rocket 

spray ignition

- Multi physics simulation involving the high speed reacting flow 

induced by energetic materials and high strain rate deformation 

of inert materials

- Laser ablation for LIBS

- Microjet generation for transdermal_drug_delivery

- Modeling and Experiment of High Power Laser Material 

Interaction

- The research of detonation occurrence by hot spot

- High energy Laser Driven Shock Compression of Target and 

its innovative Applications

■ 연구성과

F. V. Sirotkin, J. J. Yoh

Application of the Godunov-type SPH method for Simulations 

of Strong Explosion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2012, Vol. 0, No. 0, pp. 0~0

J.J. Yoh, H. Jang, M. Park, F. V. Sirotkin

Laser-induced microjet injection: wavelength dependence of 

injection efficiency in the biomedical application

Applied Physics-B, 2012, Vol. 0, No. 0, pp. 0~0

M. Park, S. H. Lee, J. J. Yoh

Enhancement of laser-induced ultrasound(LIUS) signal using 

reduced graphene oxide coating

Applied Physics-B, 2012, Vol. 0, No. 0, pp. 0~0

S. Lee, H. T. Hahn, J.J. Yoh

The Effect of Electrolytic Oxyhydrogen Gas Addition on LPG 

Combustion: a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Study

Applied Physics-B, 2012, Vol. 0, No. 0, pp. 0~0

S.J. Choi, K.J. Lee, J.H. Yoo, J.J. Yoh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LIBS) for detection of 

low concentration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under low 

pressure conditions

Applied Physics-B,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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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형공탄성 및 헬리콥터 연구실

지도교수 신상준(ssjoo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정찬훈, 나영호, 곽준영, 임재훈, 류한열 외 1명

석사과정  조해성, Balakumaran.N, Anas El Arras 외 2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418호

전    화 02-880-1901, 1608

홈페이지 http://helicopter.snu.ac.kr/

■ 실험실소개

서울대학교 지능형 공탄성 및 헬리콥터 연구실에서는 항공우주 비행체

에서 발생하는 공력탄성학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력탄성학

(Aeroelasticity)이란 비행 중인 항공기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들, 즉 탄

성력, 공기력, 관성력 등의 상호 간섭에 의하여 구조물의 대변형 거동을 

유발하여 파괴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항공기 

구조를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공력탄성학은 인류 최초의 비행인 라이트 형제의 Flyer-I 에서부터 그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초음속 항공기에서도 설계/해석 시

에 그 현상을 세 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 틸트로터 항공기의 로터, 가스터빈 

엔진의 블레이드에서도 발생하며, 각 분야가 고정익 항공기와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력탄성학의 연구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 즉 항공기 구조 역학, 구조 

동역학, 진동학, 공기역학, 비행 동역학 및 제어 분야가 주요한 요소로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는 지능 재료 및 그 구조물을 사용하여 

능동적인 제어를 통하여 공력탄성학적인 불안정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공력탄성학 문제들을 유한요소법과 같은 해

석을 통하여 연구하며, 항공기 및 헬리콥터 구조물의 소규모 벤치/풍동 

실험 장치를 통해 해석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틸트로터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등의 공력탄성학 문제를 다양하

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리콥터 지능형 로터 블레이드(능동

형 비틀림 또는 능동형 뒷전 플랩)의 다분야 최적설계, 고정익 항공기 

날개의 플러터 현상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TaeYoung Chun, Hanyeol Ryu, HaeSung Cho, SangJoon Shin, 

YoungJung Kee, and Deog-Kwan Kim

Structural Analysis of a Bearingless Rotor using an Improved 

Flexible Multi-body Model

Journal of Aircraft, 2012, Vol. 0, No. 0, pp. 0~0

Young-Ho Na and SangJoon Shin

Equivalent Plate Analysis for a Composite Wing with a Control 

Surface

Journal of Aircraft, 2012, Vol. 0, No. 0, pp. 0~0

Balakumaran Natarajan, Jaehwan Lee, Jaehoon Lim, and SangJoon 

Shin

Structural analysis of Composite Wind Turbine Blade using 

Advanced Beam Mode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2, Vol. 0, No. 0, pp. 0~0

Lee, I., Shin, S. J., and Kim, T. H.

Forced Vibration of a Turbine Cascade Predicted by Transformation 

Techniques Considering Flow Compressibility

AIAA Journal, 2012, Vol. 0, No. 0, pp. 0~0

Kim, T. S., Lim. J., Shin, S.-J., and Kim, D.-H.

Structrual Design Optimization of a Tiltrotor Aircraft Composite 

Wing to Enhance Whirl Flutter Stability

Composite Structure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고온고속환경에서 작동하는 기구시스템의 유연다물체 동역학 해석기

법 연구(I)] 국방과학연구소, 2012.07.01~2014.12.15

[회전 및 날개짓 운동을 하는 유연한 구조물에 관한 고정  유체-구조 

결합해석 기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1.09.01~2014.08.31

[지능소재 조종익 기술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2011.09.01~2016.12.31

[헬기 동적 구성품간의 동특성 연계 해석 기법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2011.09.01~2012.08.31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 개발] KARI, 2010.07.01~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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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항공우주 응용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김지환(jwhki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창열

석사과정  김선배, 학상묘, 강석주, 김정환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6호

전    화 02-880-7383

홈페이지 http://odyssey.snu.ac.kr/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김지환 교수님의 항공우주 응용역학 연구실입

니다.

■ 연구분야

What is APPLIED MECHANICS? 응용역학 분야는 고체 및 유체역학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문제와 더불어 두 가지 계의 연성까지를 

포함하는 과제에 대한 이론적 모델링 및 수치 해석적 계산을 바탕으로 

하  여 각 자료에 제시된 실험적 자료와의 검증 및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

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공 우주공학은 지구 대기권 및 우주 비행

체의 설계를 위한 종합 과학적 성격의 학문 분야라는 점에서 여타의 

기계 공학 분야에서 보다 더욱 확고한 역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다. 따라

서 기계항공공학부 내의 응용 역학실에서는 항공기 및 우주 구조물에 

대한 역학적 모델링 및 해석과, 미래에 사용 될 수 있는 모델의 이론적 

정립 및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실험

적 연구를 수행한 바는 없으나, 해외학술지 등에 발표된 실험적 연구 

결과 및 연구 방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동향 파악에도 경주하고 

있다. 

학부 과정 course Work를 통해서 동역학에 대한 확고한 개념적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이를 토대로 다자유도계의 진동특성과 유연한 연속

체로서의 모델 위주의 예로 항공기 진  동론을 개설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는 해석동역학, 판 및 각 이론, 구조안정론, 비선형 역학, 탄성

학 특론 등을  교대로 개설하고 있다. 

■ 연구성과

김상원, 김지환

대각 선회하는 보의 전개 및 수납

한국 소음진동공학회, 2001, Vol. 11, No. 1, pp. 118~124

나형진, 김지환

비선형 판이론을 이용한 회전하는 복합재료 적층판의 진동해석

한국 항공우주학회지, 1998, Vol. 26, No. 5, pp. 86~99

박시형, 김지환

불규칙한 외부 교란이 주기적 가진을 받는 비선형계의 동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

한국 소음진동공학회지, 1998, Vol. 8, No. 3, pp. 408~419

김현순, 김지환

종동력을 받는 원통셸의 동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소음진동공학회지, 1998, Vol. 8, No. 2, pp. 336~345

심동진, 김지환

저속 충격시 고차이론을 이용한 복합재료 판의 동적 특성

한국 소음진동공학회지, 1998, Vol. 8, No. 1, pp. 132~138

■ 프로젝트

[정  고체형 자이로의 설계에 대한 연구] 국방 과학 연구소, 2007.5~ 

2010.1

[형상적응 날개의 구조모델링 및 공탄성 해석] 학술 진흥 재단, 2006.11~ 

2007.10

[제한 주기 진동 해석 기법에 대한 기술 현황 분석 연구] 국방 과학 

연구소

[열 하중을 고려한 경사기능 패널의 플러터 특성 연구] 학술 진흥 재단, 

2005.12~2006.11

[단결정 압전 섬유 작동기를 사용한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진동 

및 공탄성 해석] 학술 진흥 재단, 2004.12~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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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비행역학 및 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김유단(ydkim@snu.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김형석, 신호현, 박세욱, 서중보 외 9명

석사과정  강승훈, 여정민, 최재영, 허영일 외 5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9호

전    화 02-880-7392

홈페이지 http://fdcl.snu.ac.kr/

■ 실험실소개

The Flight Dynamics and Control Laboratory(FDCL) researches 

topics closely related to guidance and control systems for 

aerospace vehicles. Experimental research as well as theoretical 

research is conducted in areas such as: multiple UAV distribution 

algorithm, vision-based landing and collision avoidance of 

aircrafts, missile guidance and control, satellite formation flying, 

and control of a maritime vehicle. Experimental facility include 

various fixed-wing unmanned aircrafts, rotorcrafts(quadrotors & 

helicopers), and HILS System.

■ 연구분야

Ongoing Projects :

Research Topics I : Vision-based Autonomous UAV

Vision-based Automatic Take-off/Landing of UAV(finalized on 

June 2012)

Vision-based Collision Avoidance

Vision-recognition Autonomous Take-off/Landing of 

Rotating-wing UAV 

Research Topics II : Multiple UAV Systems

Distribution System of Multiple Aerial Vehicles

UAV Terrain Following and Cooperative Mission Control Algorithm

Research Topics III : Aerospace/Maritime Vehicle Applications

Three-dimensional Integrated Missile Guidance & Control

Precise Tracking and Monitoring of Multi-Composite Orbits

High-altitude Wind-shear Load Prediction Method and a Load- 

relief Algorithm for Launch Operations

Torpedo Guidance & Control

■ 연구성과

S. Yoon, S. Park, and Y. Kim

Constrained Adaptive Backstepping Controller Design for Aircraft 

Landing in Wind Disturbance and Actuator Stuck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2, 

Vol. 13, No. 1, pp. 74~89

Y. Hong, and Y. Kim

Integrated Design of Rotary UAV Guidance and Control Systems 

Utilizing Sliding Mode Control Tech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2, 

Vol. 13, No. 1, pp. 90~98

윤승호, 배종희, 김유단

이동 목표물 협력추적을 위한 다수 무인항공기의 분산 확장필터 설계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1, Vol. 39, No. 11, pp. 1013~1020

H. H. Shin, S. H. Lee, Y. Kim, E. T. Kim, and K. J. Sung

Design a Flight Envelope Protection System using Dynamic Trim 

Algorithmic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1, 

Vol. 12, No. 3, pp. 241~251

H. Choi, Y. Kim, and H. Kim

Genetic Algorithm Based Decectralized Task Assignment for 

Multiple Unmanned Aerial Vehicles in Dynamic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1, 

Vol. 12, No. 2, pp. 163~174

실 험 실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용협(yongki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장의윤, 임형욱, 이병호, 서동균, 김태우 외 2명

석사과정  이곤주, 이상일, 송혜린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2동 629호

전    화 02-880-1728

홈페이지 http://aasl.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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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김용협교수님의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실입

니다.

■ 연구분야

Aerospace System

Flight System

- Boundary Layer Control

- Actuator

- Space Materials

- High Strength Cable

Survival System

- Solar cell

- Urine Purification

- Diagnosis

- Transparent Heater

■ 연구성과

유김대원, 김동일, 허용학, 양태건, 이호영, 김용협

MC-50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위성용 열조절 유기복합재로의 우주환경 

영항 연구

한국우주과학회지, 2005-12, Vol. 22, No. 4, pp. 441~450

김대원, 이인택, 이호영, 김용협

위성 및 우주비행체의 우주환경 영향과 대응기술 개발현황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5-07, Vol. 33, No. 7, pp. 121~130

성우용, 김왈준, 이승민, 유형석, 이호영, 주승기, 김용협

복합도금법으로 형성된 탄소나노튜브-구리 복합구조물의 전계방출특성

한국표면공학회지, 2005-08, Vol. 38, No. 4, pp. 163~166

장의윤, 강태준, 임형욱, 김대원, 김용협

담지 방법을 통해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된 탄소나노튜브 네트워크의 전기

적 및 광학적 특성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8-02, Vol. 21, No. 1, pp. 8~15

강태준, 김동일, 허용학, 김용협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딥코팅을 이용해 제작된 적층 복합재료의 인장 

물성에 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6-06, Vol. 19, No. 3, pp. 23~28

■ 프로젝트

[나노구조물 센서 및 그 제조방법] 김용협, 강태준, 10-2009-0105522

[NOZZLE ASSEMBLY OF TOILET BIDET AND CONTROL METHOD 

THEREOF] JIN, Sung-Worl | JHO, Jae-Young | KIM, Yong-Hyup 

| LEE, Seung-Heon, PCT/KR09/05606

[탄소나노튜브 네트워크에 기반한 박막형 태양전지] 박영준 김용협 황

농문 임형욱 김헌석 정용빈, 10-2009-0012660

[CNT/METAL COMPOSITE CABLE] KIM, Yong Hyup | KIM, Wal 

Jun, PCT/KR09/04596

[마이크로캔틸레버 및 그 제조 방법과 실리콘 박막 및 그 제조방법] 

김용협 강태준, 10-2011-002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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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항공우주구조 연구실

지도교수 김승조(sjki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장래, 김민기, 변완일, 민승용, 이원관 외 8명

석사과정  성명훈, 김윤성, 박용진, 니테쉬, 허창무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8호

전    화 02-880-7388

홈페이지 http://astl.snu.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의 첫해 선정 연구실로서, 항공우주 

시스템의 구조 해석 및 설계를 목적으로, 초대형 고정  수치해석 기법

을 비롯한 수치연산에 관한 연구와 비행 시스템(사이클로콥터) 및 비파

괴 검사법(TSA) 개발을 위한 실험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초대형 고정  구조해석용 병렬 프로그램(IPSAP) 개발

- 슈퍼 컴퓨팅 시스템 개발

- 회전익 시스템 사이클로콥터 설계, 제작 및 해석

- 최적 설계 기술 개발

- 복합재료 연구

- 전후처리 프로그램 연구

■ 연구성과

Min Ki Kim and Seung Jo Kim

High performance hybrid direct-iterative solution method for 

large scale structural analysis

KSAS International Journal, 2008-11, Vol. 9, No. 2, pp. 79~86

In Seong Hwang and Seung Jo Kim

Aerodynamic performance enhancement of cycloidal rotor 

according to blade pivot point movement and preset angle 

adjustment

KSAS International Journal, 2008-11, Vol. 9, No. 2, pp. 58~63

Chul Yong Yun and Seung Jo Kim

Optimal design of a piezoelectric passive damper for vibrating 

plates

KSAS International Journal, 2006-11, Vol. 7, No. 2, pp. 42~49

Chul Yong Yun, Dae Sung Kim and Seung Jo Kim

Stability Augmentation of Helicopter Rotor Blades Using Passive 

Damping of Shape Memory Alloys

KSAS International Journal, 2006-05, Vol. 7, No. 1, pp. 137~147

Joon Seok Hwang, Jiwon Mok and Seung Jo Kim

Active Vibration Control of Composite Shell Structure using 

Modal Sensor/Actuator System

KSAS International Journal, 2006-05, Vol. 7, No. 1, pp. 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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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극초음속 유동 연구실

지도교수 김규홍(aerocfd1@snu.ac.kr)

전공분류 유동소음(Flow Noise)

박사과정  정가람, 최중근, 김태경, 박정호 외 7명

석사과정  채정헌, 허진영, 유진선, 김정현 외 1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2동 628호

전    화 02-880-9346

홈페이지 http://hypersonic.snu.ac.kr/

■ 실험실소개

극초음속 유동 및 희박 기체 유동 연구실(HRL)은 아음속, 초음속 및 

극초음속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동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유동 연구 분야 중 극초음속 유동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실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우주지정연구실(NSL)'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5년간 연구비지원을 받게 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극초음속 유동 영역의 주요 공기역학적 이슈인 고온 

효과 및 희박 효과 등을 전산 유체역학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풍동 

실험을 병행하여 연구한다.

■ 연구분야

극초음속 유동 및 희박 기체 유동 연구실의 주요 토픽은 다음과 같다.

- 극초음속 유동 해석을 위한 수치기법 개발 

- 우주선(Space Shuttle, Re-Entry Body) 열차폐 구조물 설계 연구

- 아크 플라즈마 설계 제작

- 스크램제트(Scramjet) 비행체 등 극초음속 비행체(Hypersonic 

Aircraft)의 유동 해석 및 설계 연구

- MHD(Magneto Hydro Dynamic)를 이용한 극초음속 유동 해석 

연구

- 내열금속 복합재료의 삭마/산화 거동 연구

- 튜브 운송장치(Tube Transportation), 튜브 트레인(Tube Train)의 

유동 해석 및 설계 연구

- 자동차 엔진룸 내부 유동 및 외부 유동 해석 연구

■ 연구성과

송기선, 강승온, 박훈일, 기정도, 김규홍, 이동호

고속 주행 시 Side mirror, Wheel Arch & Wheel이 자동차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Vol. 0, No. 0, pp. 0~0

송기선, 강승온, 전상욱, 박훈일, 기정도, 김규홍, 이동호

승용차의 후면 형상 변형이 공기저항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1-07, Vol. 19, No. 4, pp. 137~145

S.Noh(노성준), K.R.Lee(이경록), J.H.Park(박정호), K.H.Kim(김규홍)

An Accurate and Efficient Calculation of High Enthalpy Flows 

Using a High Order New Limiting Process

Journal of KSIAM, 2011-03, Vol. 15, No. 1, pp. 67~82

강승온, 전상욱, 박훈일, 구요천, 기정도, 홍동희, 김규홍, 이동호

돌아가는 바퀴 및 이동지면 조건이 3차원 자동차 형상의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10-09, Vol. 18, No. 5, pp. 100~107

이기학, 홍상원, 정지훈, 김규홍, 이동호, 이경태

효율적인 2단계 최적화를 통한 3차원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 설계

신재생에너지학회지, 2007, Vol. 3, No. 3, p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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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항공전자 연구실

지도교수 기창돈(kee@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강호, 윤호, 노희권, 김종원 외 3명

석사과정  송홍기, 이성용, 김오종, 이승후 외 1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19호

전    화 02-880-1912

홈페이지 http://gps.snu.ac.kr/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기창돈 교수님의 항공전자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GNSS Receiver Tech

- GNSS Signal Reliability 

- GNSS Infrastructure

- GNSS Application

- GNSS Alternative Navigation

■ 연구성과

한덕화, 윤호, 기창돈

평활화 된 의사거리 측정치 및 전리층 지연 추정을 위한 GPS 측정치 

잡음 모델링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2012-08, Vol. 0, No. 0, pp. 0~0

윤호, 기창돈

RRAIM 기법을 활용한 다중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듬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2012-08, Vol. 0, No. 0, pp. 0~0

박병운, 송준솔, 기창돈

Network RTK 항체의 불연속 위치 결정 개선을 위한 기준국 셀간 미지

정수 차이 조정 연구

한국항행학회, 2012, Vol. 0, No. 0, pp. 0~0

손동효, 박관동, 원지혜, 최용권, 기창돈

Analysis of GPS signal environment at DGNSS stations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1-10, Vol. 35, No. 8, pp. 625~629

손동효, 박관동, 원지혜, 최용권, 기창돈

DGNSS 기준국 관측환경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1-10, Vol. 35, No. 8, pp. 625~629

■ 프로젝트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한 무선 통신 장치 기반 위치 확인 시스템 및 

방법] 기창돈, 김종원, 김오종, 10-2011-0133600

[POSITIONING SYSTEM AND METHOD BASED ON RADIO 

COMMUNICATION APPARATUS COMPRISING MULTIPLE ANTENNA] 

Changdon Kee, Taikjin Lee, 201080027631.2

[복수의 광원을 포함하는 단일 가시광통신 장치 기반 위치 확인 시스

템 및 방법] 기창돈, 김종원, 소형민, 1020100092476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한 단말기의 위치 확인 시스템 및 방법] 기창돈, 

이택진, 1020100004861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한 무선 통신 장치 기반 위치 확인 시스템 및 

방법] 기창돈, 이택진, 102009013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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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난류, 유동제어 및 CFD/생체모방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최해천(choi@snu.ac.kr)

전공분류 난류(Turbulence), 유동제어 및 계측(Flow Control and Measurement)

박사과정  성창우, 방경태, 조민정, 김현식, 김우진 외 6명

석사과정  천소민, 김한별, 김기영, 안은혜, 조승현 외 5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06호

전    화 02-880-8361

홈페이지 http://tfc.snu.ac.kr/

■ 실험실소개

From 1997 to 2006, we performed the Creative Research 

Initiative(CRI) program for “Turbulence control for drag and 

flow-induced noise reduction”, granted from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that duration, we have 

conducted serious researches about the turbulence and flow 

control using numerical simulation and wind tunnel experiments. 

As a result, so far, we have suggested many breakthroughs in 

the control of drag and noise,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methods of complex flow phenomena. These works have become 

a good basis for the bio-mimetic engineering in analyzing the 

nature and devising a new idea into the real devices. Currently, 

we are also conducting researches to develop systematic and 

universal flow-control methodologies for attaining effective 

turbulence and flow control.

In 2006, the National Research Laboratory(NRL) program for 

“Development of Flow Design Technology Using Bio-Mimetics” 

was granted from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e NRL program is to develop robust flow design 

technologies based on the bio-mimetic approach. We are 

conducting wind tunnel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on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issues including: Fastest fish 

skin(sailfish), Optimal riblet(Shark skin), Compliant wall(Dolphin 

skin), Saguaro cactus, Grooves on scallop, Flying fish flight, 

Swallowtail butterfly wing, Emperor penguin body, Filleted design, 

Daffodil flower, Carapace of the sea turtle, and etc. In addition 

to these, we have broad interests and ideas on the nature. Final 

goal of the NRL program is to devise novel concepts for reducing 

drag and enhancing aerodynamic performance of various vehicles 

or fluid machines.

■ 연구분야

Bio & Bio-mimetic Engineering

Bio & Bio-mimetic Engineering includes the area in which one 

obtains certain ideas from nature and applies them to engineering 

problems. The concept itself is quite old, but vigorous development 

and effort have been made very recently. We are conducting 

the following researches in this area:

National Research Laboratory(NRL) program : Development of 

Flow Design Technology Using Bio-Mimetics

The objective of this NRL program is to develop novel flow design 

technologies for reducing drag and enhancing aerodynamic 

performance based on a bio-mimetic approach. We are 

conducting wind tunnel experiments & numerical simulations 

on following issues.

- Reduction of the skin friction & form drag based on the surface 

structure of living organism

■ 연구성과

Choi, H. & Moin, P.

Grid-point requirements for large eddy simulation: Chapmans 

estimates revisited.

Phys. Fluids, 2012, Vol. 24, No. 0, pp. 0~0

Park, H. & Choi, H.

Kinematic control of aerodynamic forces on an inclined flapping 

wing with asymmetric strokes.

Bioinspiration & Biomimetics., 2012, Vol. 7, No. 0, pp. 0~0

Leschziner, M. A., Choi, H. & Choi, K.-S.

Flow-control approaches to drag reduction in aerodynamics: 

progress and prospects.

Phil. Trans. R. Soc. A, 2011, Vol. 369, No. 0, pp. 0~0

■ 프로젝트

[익형] 최해천, 김태훈, 2009.02.18

[패러글라이더 산줄] 최해천, 박형민, 2009.02.18

[비틀림 골프채 샤프트] 최해천, 김주하, 2009.02.10

[행글라이더용 날개] 최해천, 박형민, 사공웅, 2007.9.3

[GOLF BALL] CHOI, Hae Cheon; CHOI, Jin; SON, Gwang M,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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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생 에너지 변환 실험실

지도교수 차석원(swcha@snu.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정종렬, 조구영, 서호원, 최훈 외 9명

석사과정  백준열, 최종대, 최종우, 김형균 외 1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05호

전    화 02-880-8050

홈페이지 http://snurecl.com/index/index.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Renewable Energy Conversion Laboratory(RECL). Our 

research group was founded in 2006. The RECL members are 

interested in fuel cell and hybrid vehicle system. We are located 

in the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re supervised 

by professor Suk Won Cha, and assisted by 20 students.

■ 연구분야

■ 연구성과

정춘화, 박영일, 임원식, 차석원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룰베이스 전략과 최적 제어 전략의 비교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12, Vol. 20, No. 4, pp. 103~108

정춘화, 박영일, 임원식, 차석원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최적 제어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12, Vol. 20, No. 2, pp. 135~140

박태현, 이윤호, 장익황, 지상훈, 백준열, 차석원

도금된 폴리카보네이트 분리판을 이용한 공기호흡형 고분자 전해질 연

료전지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권, Vol. 0, No. 0, pp. 0~0

김성모, 김모성, 신창우, 임원식, 차석원

마찰패드의 마모를 고려한 건식클러치의 접촉점 추종 알고리즘 개발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2011, Vol. 20, No. 6, pp. 692~696

김성모, 정종렬, 신창우, 임원식, 차석원

전자 제어식 주차브레이크(EPB)의 성능분석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2011, Vol. 20, No. 6, pp. 751~755

■ 프로젝트

[해수전해설비에서 발생되는 폐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시스템] 출원번호(일

자): 10-2010-0103061(20101021) 등록번호(일자): 1011637040000 

(20120702) 발명자: 이주형, 최종원, 차석원, 장익황

[주행정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동력 제어 방법 및 시스템] 차석

원, 이대흥, 김남욱, 서호원, 정종렬, 박영일, 임원식 10-2012-0071352

[차량의 주행속도 예측 시스템 및 방법] 차석원, 이대흥, 김남욱, 서호원, 

정종렬, 박영일, 임원식 10-2012-00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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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인터랙티브/네트워크 로보틱스 연구실

지도교수 이동준(djlee@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명신

석사과정  하창수, 남영선, 양현수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17호

전    화 02-880-1690

홈페이지 http://inrol.snu.ac.kr/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이동준교수님의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로보틱스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Dynamics and control of cooperative aerial robots for mechanical 

manipulation

- Realistic and stable haptic rendeing and control of complex 

virtual mechanical interaction

- Cooperative manipulation, formation control, and teleoperation 

of multiple mobile manipulators

- Automotive systems and engine combustion control

■ 연구성과

D. J. Lee

Distributed backstepping control of multiple thrust-propelled 

vehicles on balanced graph

Automatica, Vol. 0, No. 0, pp. 0~0

D. J, Lee & P. Y. Li

Passive decomposition of mechanical systems with coordination 

requirements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Vol. 0, No. 0, pp. 0~0

D. J. Lee & M. Kim

Passive haptic rendering and control of Lagrangian virtual proxy

IROS, 2012, Vol. 0, No. 0, pp. 0~0

D. J. Lee & C. Ha

Mechanics and control of quadrotor for tool operation

DSCC12, Vol. 0, No. 0, pp. 0~0

D. J. Lee, C. Ha and Z. Zuo

Backstepping control of quadrotor-type UAVs and its application 

to teleoperation over the Internet

IAS,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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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멀티스케일 의기계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전누리(njeo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변재환, 김수동, 박재우, 장재명 외 4명

석사과정  정민환, 나상철, Nguyen Thanh Qua 외 4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202호

전    화 02-880-7111

홈페이지 http://mbel.snu.ac.kr/

■ 실험실소개

이 연구실은 서울대학교 전누리 교수님의 멀티스케일 의기계공학 연구

실입니다.

■ 연구분야

Engineering 

Cancer Metastasis & Anglogenesis

Brain on a Chip

Microorganism on a chip

New Fabrication 

Drug Delivery Microfluidics

■ 연구성과

Ju Hun Yeon, Hyun Ryul Ryu, Minhwan Chung, Qing Ping Hu 

and Noo Li Jeon

In vitro Form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perfusable three- 

dimensional tubular capillar network in microfluidic devices

Lab on a Chip(Cover), 2012-05, Vol. 12, No. 0, pp. 2815~2822

Hyung Joon Kim, Jeong Won Park, Jae Hwan Byun, Wayne W. 

Poon, Carl W. Cotman, Charless C. Fowlkes, and Noo Li Jeon

Quantitative Analysis of Axonal Transport by Using Compart- 

mentalized and Surface Micropatterned Culture of Neurons

ACS Chemical Neuroscience, 2012, Vol. 3, No. 6, pp. 433~438

Hung Joon Kim, Jeong Won Park, Jae Woo Park, Jae Hwan Byun, 

Behrad Vahidi, Seog Woo Rhee, and Noo Li Jeon

Integrated Microfluidics Platforms for Investigating Injury and 

Regeneration of CNS Axons

Annals of Biomedical Engineering, 2012, Vol. 40, No. 6, pp. 

1268~1276

B. A. Walker, U. Hengst, H. J. Kim, N. L. Jeon, E. F. Schmidt, 

N. heintz, T. A. Milner and S. R. Jaffrey

Reprogramming axonal behavior by axon-specific viral transduction

Gene Ther advance online publication, 2012-01, Vol. 0, No. 0, 

pp. 0~0

Anne M. Taylor, and Noo Li Jeon

Microfluidic and compartmentalized platforms for neurobiological 

research

Critical Reviews in Biomedical Engineering, 2011, Vol. 39, No. 

3, pp. 185~200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Microfluidic Devices for Neuroscience and Cell 

Biology Research] Byun JH, Jeon NL, The Korean BioChip Society, 

5(1), pp 3-6(2009)

[광투과성과 유연성을 갖는 필름형 웨이퍼 유닛 및 그 제조 방법] Jae 

hwan Byun, Myeongwoo Kang and Noo Li Jeon, 등록 번호 : 제 

1077853호

[유체 이송용 플렉서블 필름 및 이를 구비하는 장기 이식형 보철기구] 

출원번호 10-2012-0015371 등록일 20120215, Jae hwan Byun, 

Hyun Ryul Ryu, Jae Myung Jang and Noo Li Jeon 등록번호 : 제 

10-1098423호

[미소유체 소자를 이용한 세포손상 모델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세포손

상 모델링 방법 Cell damage modeling device using microfluidic 

element and cell damage modeling method using the same] 출

원번호 10-2012-0015365, 등록일 20120215, 오수정, 박재우, 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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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마이크로 열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이준식(jslee123@snu.ac.kr)

전공분류 열시스템 제어 및 계측(Heat System Control and Measurement)

박사과정  하성문, 허권엽, 천소산, 김형준, 단호진

석사과정  최낙정, 윤기철, 김홍구, 임규민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207호

전    화 02-880-7117

홈페이지 http://mtslab.snu.ac.kr/home/home.asp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이준식 교수님의 마이크로 열시스템 연구실입

니다.

■ 연구분야

- Thermal management for LED

- Thermal property measurement for nanoscale device

- Sollar cell with concentrator

- Thermal properties of nano fluid in convection flow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lecular dynamics

- Natural convection around microfin arrays

- Micro/nanoscale energy transport mechanism

- Monte Carlo simulation of phonon transport

■ 연구성과

박병규, 이준식

인공 감각모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진동유동의 영향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1, Vol. 35, No. 8, pp. 847~853

박병규, 이준식

침입자 탐지용 인공 유동감지모의 응답 모델링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0-01, Vol. 34, No. 4, pp. 355~364

김동현, 박용철, 박승호, 권오명, 최영기, 이준식

마이크로 거울의 구동을 위한 저전압 비틀림형 열구동기의 설계 및 제작

대한기계학회 논문집B, 2009-10, Vol. 33, No. 10, pp. 803~810

진재식, 이준식

줄 가열 변화에 따른 박막 트랜지스터 내 포논 열 흐름에 대한 수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B, 2009-10, Vol. 33, No. 10, pp. 820~826

박병규, 이준식

실시간 제어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열식 질량공기 유량센서의 열특성 

측정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09-06, Vol. 33, No. 8, pp. 573~579

■ 프로젝트

[발광다이오드의 효율 측정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10-2010-0091069, 

2010.09.16, 이준식, 오혁근, 김경덕, 박희재, 김태욱

[줄 가열 변화에 따른 박막 트랜지스터 내 포논 열 흐름에 대한 수치적 

연구] 진재식, 이준식 대한기계학회 2009년도 마이크로/나노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 2010년 5월 7일 대전 KIMM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확산율에 대한 대류 유동조건의 영향] 나

영수, 이준식, 김경덕대전 KIMM, 대한기계학회 2009년도 마이크로/나

노공학부문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 2010.05.07

[서모파일 유속 센서] 박병규, 이준식, 전홍규, 출원번호 제 10-2007- 

0118740, 출원일자 2009년 12월 4일

[발광다이오드 유닛] 이준식, 오혁근, 이정일, 출원번호 제 10-2009- 

0030754, 출원일자 2009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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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이정훈(jleenano@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유창혁, 정학근, 홍주희, 김윤호 외 9명

석사과정  주현상, 김성구, 백상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2동 422호

전    화 02-880-9104

홈페이지 http://nmsl.snu.ac.kr/nano/intro.php

■ 실험실소개

Have you recently looked at the night sky and thought about 

how big the astronomical objects are? Have you also thought 

about how small we are, living on a planet Earth, a single speck 

in this huge universe? If you continue speculating about the size, 

you will soon discover that there are much smaller worlds 

compared to our scale, full of exciting things.

■ 연구분야

In recent years, microalgae have garnered interest for the 

production of valuable molecules ranging from therapeutic 

proteins to biofuels. However, microalgae also are associated 

with the considerable problem of phytoplankton bloom. 

Therefore, microalgal growth must be controlled depending on 

the purpose. LEDs can produce cost-effective low-wattage 

irradiance at the optimum spectral make-up for growing or 

controlling specific microalgae species. That is, this artificial light 

source can conserve energy consumption by producing light 

only in the red wavelength(680–700 nm) or the blue 

wavelength(420 nm) for algae production. It can also be 

designed to produce wavelengths of light that inhibit nuisance 

microalgae species. In this study, we demonstrated that blue 

LED illumination as the sole light source not only effectively 

supports the growth of I. galbana, but also can control cell 

growth through the phenomenon of photoinhibition. It is 

known that photosynthetic microalgae require light, but the 

optimum intensity and length of exposure is not known. We 

have confirmed that excessive light intensities lead to 

photoinhibition, whereas low light intensities do not promote 

algal growth. Our findings may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the welfare of the planet by addressing the 

pressing issues of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global warming, 

human health, and food security.

■ 연구성과

Jaeha Shin, Chang-Hyuk Yoo, Junghoon Lee, Misun Cha

Cell response induced by internalized bacterial magnetic 

nanoparticles under an external static magnetic field

Biomaterials, 2012, Vol. 33, No. 22, pp. 5650~5657

Sunyoung Park, Jaeha Shin, Junghoon Lee, Misun Cha

Manipulation of NIH3T3 cells with functionaliz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under a magnetic field

Materials Letters, 2012, Vol. 68, No. 0, pp. 378~381

Byungyoun Song, Rajit Gadh, Junghoon Lee and Jaeyeol Lee

Feasible and effective IT asset management using surface 

acoustic wave-based RFI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2011, Vol. 55, No. 12, pp. 1209~1221

Misun Cha, Jaehyuck Yoo and Junghoon Lee

Bacterial cell manipulation by dielectrophoresis on a hydrophobic 

guide structure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2011, Vol. 13, No. 6, pp. 

600~604

Hyemin Lee, Sungjun Lee, Seungwon Jung, and Junghoon Lee

Nano-grass polyimide-based humidity sensor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1, Vol. 154, No. 1,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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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산 열공정 실험실

지도교수 이우일(wilee@snu.ac.kr)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최성웅, 염상혁, 손기주, 김민호 외 7명

석사과정  최재웅, 정재민, 이기모, 유형민 외 2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201호

전    화 02-880-1657,7122

홈페이지 http://composite.snu.ac.kr/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이우일 교수님의 생산 열공정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생산열공정/국가지정 연구실사업

- 자유표면 유동 해석기법

- 역열전도법을 이용한 역 추적 해석

복합재료

마이크로/나노 공정해석기술

- RTP(Rapid Thermal Pressing)

- Nano Imprinting Processes

생산성을 고려한 설계(한불공동연구)

-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스포츠 및 레저공학

- Golf club fitting using layer sequence optimization

기타

■ 연구성과

Meixian Li, Sung Ha Kim, In Joo Hwang, Jong Kyoo Park, Woo 

Il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CNT on Crystallization Kinetics and 

Hydrolytic Degradation of

한국복합재료 학회지, 2011, Vol. 24, No. 4, pp. 5~10

Moo Sun Kim, Woo Il Lee, Sun Jin Kim, DongCheol Han

복합재료 골프 샤프트의 적층 최적화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6, Vol. 20, No. 0, pp. 0~0

윤영기, 정승환, 이우일, 이병호, 변준형

삽입된 장주기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VARTM공정에서의 수지이동 및 

변형 과정 예측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4, Vol. 28, No. 5, pp. 489~494

강문구, 배준호, 이우일

VARTM 공정에서의 금형충전 및 기공형성에 관한 3차원 수치해석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4, Vol. 17, No. 3, pp. 0~0

이도훈, 김선경, 김동진, 이우일, 하성규

필라멘트 와인딩 플라이휠의 스마트 경화에 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3, Vol. 16, No. 1, pp. 34~41

■ 프로젝트

[우수한 진동감쇄능을 갖는 카본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체] 2010.09.03

[임프린트 정렬 과정에서의 마찰 감소방법] 2009.01.29

[이종 복합 재료 제조용 분리막, 이종 복합 재료의 제조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이종 복합 재료] 2009.10.07

[임프린트용 레진 디스펜싱 방법] 2009.01.29

[자기조립형 이방성 주름패턴을 형성하는 방법(METHOD FOR FORMING 

SELF-ORGANIZED ANISOTROPIC WRINKLE STRUCTURES)](2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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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바이오로보틱스 실험실

지도교수 조규진(kjcho@snu.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박용재, 고제성, 인현기, 김승원 외 4명

석사과정  강병현, 권석령, 이대영, 김지석 외 3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04호

전    화 02-880-1663

홈페이지 http://biorobotics.snu.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조규진 교수님의 바이오로보틱스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Bio-inspired Robot

- Design and Development of FLEA

- Compliant Robotic Fish

- Omegabot: Inchworm inspired robot

- Compliant gripper 

- Large deformable morphing structure: Flytrap-inspired robot

Medical & Rehabilitation Robot

- SNU Exo-Glove 

- Portable Arm Exoskeleton for rehabilitation 

- Hands on Surgical Robot 

■ 연구성과

Gwang Pil Jung, Je-Sung Koh, and Kyu-Jin Cho

Adaptive gripper mimicking large deforming proleg of hydraulic 

skeleton caterpill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2- 

01, Vol. 29, No. 1, pp. 25~32

Seung-Won Kim, Je-Sung Koh, Maenghyo Cho, and Kyu-Jin Cho

Soft morphing of flytrap robot using bending propagating 

actuation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2-03, 

Vol. 18, No. 3, pp. 168~174

Yong-Jai Park, Useok Jeong, Jeongsu Lee, Seok-Ryung Kwon, 

Ho-Young Kim, and Kyu-Jin Cho

Maximum Thrust Condition by Compliant Joint of a Caudal Fin 

for Developing a Robotic Fish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2-02, 

Vol. 18, No. 2, pp. 103~109

HyunKi In, Donsuk Lee and Kyu-Jin Cho

Investigation of Friction Characteristics of a Tendon Driven 

Wearable Robotic H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10, Vol. 0, No. 0, pp. 0~0

신봉수, 김호영, 조규진

작은 스케일의 생체 모방 수상 점프 로봇

대한기계학회, 2008, Vol. 0, No. 0, pp. 1427~1432

■ 프로젝트

[가변 강성 구조체] 10-2012-0086538, 2012.08.08, 서울대학교 산

학협력단, 조규진, 박용제, 허태명, 이대영

[케이블 구동 장치용 수동형 제동 장치] 10-2012-0046596, 2012.05.0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규진, 강성구, 인현기

[연성 조인트의 좌굴 현상을 이용한 적응형 그립핑 로봇] PCT/KR2012/ 

000927, 2012.2.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규진, 고제성, 정광필

[다단계 수축 거동이 가능한 형상기억 코일 스프링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다단 수축 형상 기억 코일 스프링] 10-2011-0013937, 

2011.2.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규진, 김현진, 김우진

[스마트 재료를 이용한 로봇] 10-2009-0000129, 2011.8.30,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조규진, 김현진,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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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차량동역학 및 제어연구실

지도교수 이경수(kyi@snu.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차량공학(Vehicle)

박사과정  이태영, 김동욱, 허현동 이준영 외 7명

석사과정  오광석, 김범준, 서종상, 우승훈 외 4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02호

전    화 02-880-1941

홈페이지 http://vdcl.snu.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VDCL

Active safety an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ptive cruise 

control(ACC) logic, Human driver's driving behavior analysis, 

multi-target detection, collision avoidance and mitigation system, 

integrated ACC/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human driver 

lateral control model, vehicle simulator and virtual test track(VTT)

Unified chassis control(UCC) : ESP control algorithm, Rollover 

index development/rollover prevention system, unified chassis 

control, failsafe logic

■ 연구분야

Adaptive Cruise Control and Collision Avoidance

- Development of Integrated Controller for Low Speed Cruise, 

Stop and Collision Mitigation / Avoidance Braking

-Control of Human-oriented Cruise Control System and Design 

of Driving Assistant System

-Development of Human Driver Characteristic Model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ty Control Logic based on Driver 

Looming Effect and Collision Index

-Development of Integrated Control Logic on Entire Horizon

■ 연구성과

이태영, 이경수, 이재완

상용차량 자동비상제동장치의 안전도 판단을 위한 평가 시나리오 및 

위험도 지수 개발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2010, Vol. 0, No. 

0, pp. 0~0

이경수

IT 기반 자동차 주행 안전 기술: 통합 섀시 제어 및 지능형주행안전제어

전자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조완기, 이경수, 장래혁

주행 안전을 위한 통합 샤시 제어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0, Vol. 

0, No. 0, pp. 0~0

구자성, 이경수

운전자 주행 특성을 고려한 차량 적응 순항 제어기 설계

한국자동차 공학회논문집, 2006, Vol. 14, No. 2, pp. 32~38

한동훈, 이경수

적응 순항 제어기 성능 평가를 위한 실시간 차량시뮬레이터개발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06, Vol. 14, No. 3, pp. 0~0

■ 프로젝트

[자동변속기 변속제어장치] 이경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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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휴먼 캐드 연구실

지도교수 이건우(kunwoo@snu.ac.kr)

전공분류 CAD/CAM(CAD/CAM)

박사과정  Yanzhao Ma, 조현덕, 손태근, 장태호 외 6명

석사과정  이도영, 손진규, 이상준, 주헌정, 윤현민 외 3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01호

전    화 02-880-7447

홈페이지 http://hccl.snu.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Human Centered CAD Laboratory!

A range of geometric modeling capabilities and application 

packages are being developed in this laboratory. The geometric 

modeling capability is considered to be the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CAD, CAM and CAE technologies that provide 

the topological and the geometrical information of an object 

to a computer. Especially from 1999 to 2004, an integrated system 

capable of supporting B-rep multi-resolution for the design of 

a large and complex assembly in a collaborative environment 

was researched and implemented as a role of the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of Korea.

Currently, research for the integration of a human model with 

a CAD system is being conducted. Biomechanical research areas 

are being studied to achieve the goal of developing an advanced 

CAD system for human-friendly design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product. Moreover, from 2005 to 

2008, a human modeling and simulation system for a human- 

friendly automobile was researched and developed as a role of 

the Lab of Excellency, which is supported by the Korea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 연구분야

- Quality of Life Technology(QoLT)

- Noninvasive Robot System for Back Pain Therapy

- Dental CAD System

- Multi-resolution Parametric Digital Human Modeling

- Patient-Taylored Medical Device Design

- Sports Simulation

- Human-Centered Product Design

- Car Collision Simulation

- Mid-Surface Generation for Collision Detection

- Human-Centered Automotive Design Software

■ 연구성과

Tae-geun Son, Dong-Pyoung Sheen, Dae-Kwang Myung, Cheolho 

Ryu and Sang Hun Lee

특징형상기반 솔리드 모델의 간략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2010-06, Vol. 15, No. 3, pp. 243~252

Sang-Jun Lee, Seung-Yeob Baek, Jin-Kyou Son, Dongwook Kim 

and Kunwoo Lee

인솔 설계 변수에 따른 발목 과-회내 환자의 보행 시 좌우 방향 무릎 

관절 하중의 변화

한국 CAD/CAM 학회 논문집, 2012-06, Vol. 17, No. 3, pp. 

149~155

Tae Ho Jang, Seung-Yeob Baek and Kunwoo Lee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의의 신체 치수에 대응하는 인체 형상 

모델 생성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2009-12, Vol. 14, No. 6, pp. 364~373

MoonKi Jung, Kunwoo Lee, Hyundeok Cho, Taewoo Kim, 

Yanzhao Ma and Sang Hun Lee

인간 친화적 설계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인체 모델 구성 연구

한국 CAD/CAM 학회 논문집, 2007-12, Vol. 12, No. 6, pp. 

429~440

■ 프로젝트

[Generating custom-made avatar and figure by use] Sep 01, 

2007~Aug 31, 2009,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ab of Excellency] Sep 01, 2005~Aug 31, 200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Labor, Korea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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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시스템 건전성/리스크 관리 실험실

지도교수 윤병동(bdyou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최리안, 김레오, 전병철

석사과정  조철민, 윤헌준, 김현재, 하종문 외 5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14호

전    화 02-880-1664

홈페이지 http://plaza4.snu.ac.kr/~shrm/

■ 실험실소개

SHRM(System Health & Risk Management) is dedicated to 

providing a knowledge and resource base to support reliability, 

sustainability, availability and risk management of engineered 

systems. Our research interests include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PHM),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RBDO), Energy Harvesting(EH), and Statistical Verification and 

Validation(V&V). The research development requires key 

engineering and science kernels such as statistical data analysis, 

advanced computer simulation, sensors, mathematical optimiz- 

ation technique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use in complex 

engineered systems. We've work on consumer products 

(electronics, automotives, batteries, appliances, etc.) and 

large-scale systems(power plants, airplanes, wind turbines)

■ 연구분야

PHM - This research detects and diagnoses system faults and 

predicts its health status, with aiming to enhance device 

reliability, safety, maintainability, availability and sustainability.

RBDO -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is a systematic 

approach for designing engineered systems while accounting for 

manufacturing variability and operating uncertainty in the 

systems.

EH - Energy harvesting is a technology that can generate 

electrical power from ambient, otherwise wasted, energy sources 

(mostly wasted heat and vibration energy). Our lab aims at 

constructing self-powered wireless electrical devices such as 

wireless sensors.

V&V - Mode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mproves the predictive 

capability of computational models using the statistical model 

calibration, validity check and model refinement techniques.

■ 연구성과

Chao Hu, Byeng Dong Youn, and Kim Tae Jin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Co-Training for Data-Driven 

Prognostics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2011, Vol. 0, No. 0, 

pp. 0~0

Lulu Wang, Byeng Dong Youn, Azarm S., and Kannan P.K. 

Customer-Driven Product Design Selection Using Web Based 

User-Generated Content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2011, Vol. 0, No. 0, pp. 0~0

Zhimin Xi, Byungchang Jung, and Byeng Dong Youn

Random Field Characterization with Insufficient Data Sets for 

Probability Analysis and Design 

ASME,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2011, Vol. 0, No. 0, pp. 

0~0

Virtual Product Testing Using Statistical Computer Model 

Calibration

Byungchang Jung and Byeng Dong Youn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2011, Vol. 0, No. 

0, pp. 0~0

Chao Hu, Byeng Dong Youn, and Pingfeng Wang

Ensemble of Data-Driven Prognostic Algorithms with Weight 

Optimization and k-Fold Cross Validation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Co-Training for Data-Driven 

Prognostics] Chao Hu, Byeng Dong Youn, and Kim Tae Jin,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Submitted, 2011.

[A General Framework of Virtual Product Testing Using 

Statistical Computer Model Calibration] Youn B.D., Hu C., and 

Wang P.F., 9th World Congress on Structural and Multi- 

disciplinary Optimization, Shizuoka, Jap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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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멀티스케일 자연모사 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서갑양(sky4u@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황규연, 김홍남, 탁동하, 강대식 외 6명

석사과정  박현철, 최용환, 김준수, 김두곤 외 5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219호

전    화 02-880-9103

홈페이지 http://mbsl.snu.ac.kr/wiki/doku.php

■ 실험실소개

Our group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multiscale 

manufacturing and integration tools to tackle current engineering 

challenges for smart, scalable, and robust BioNEMS/MEMS and 

Biomimetic materials.

■ 연구분야

- Multiscale design and patterning methods for biomimetic 

materials, Multiscale fabrication for microfluidic devices and 

cell chips, Biomimetic microrobots for cardiovascular diseases 

and colon endoscope, Fluidic assembly and analysis of liquid 

flow in nanofluidics,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unconventional nanopatterning methods

■ 연구성과

서갑양

마이크로유체 신장칩 기술

기계저널, 2010-11, Vol. 50, No. 11, pp. 31~34

서갑양, 곽노균, 정훈의

다중 모세관력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단일 이중 구조의 제작

한국정 공학회지, 2009-06, Vol. 26, No. 6, pp. 14~20

서갑양

Bridging the Gap between Engineering and Medicine: Tissue 

Engineering and Organ Chip

대한신경과학회지, 2012, Vol. 30, No. 1, pp. 54~55

배원규, 서갑양

생체모방을 이용한 스마트 건식접착 필름 제작 및 응용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2, No. 3, pp. 

230~236

방창현, 서갑양

생체모방 기능성 표면의 제조와 응용

공업화학전망, 2009-12, Vol. 12, No. 6, pp. 19~28

■ 프로젝트

[부분경화를 이용한 계층적 미세 구조물 형성방법] 서갑양, 정훈의, 곽노

균, Korea patent, 10-0935640-0000(2009.12.29).

[자외선 몰딩 방식을 통한 생체모방형 계층 구조를 갖는 초소수성 표면 

제조 방법] 이홍희, 서갑양, 최세진, Korea patent, 10-1059481-0000 

[진공접착을 위한 미세섬모 구조물, 이의 사용방법 및 제조방법] 서갑양, 

곽문규, 정훈의, Korea patent, 10-1025696-0000(2011.03.22).

[생체내 이동형 로봇 다리 표면에 적용 가능한 고분자 미세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 윤의성, 김진석, 양성욱, 나경환, 서갑양, 이성훈, Korea 

patent, 10-0997650-0000(2010.11.25).

[정진기력을 이용한 미세채널 형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미세구조물 형성방

법] 서갑양, 김필남, Korea patent, 10-0969551-0000(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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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뉴미디어 연구실

지도교수 방현우(savoy@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병주, 백동엽, 송준봉

석사과정  배재혁, 윤경원, 조성민, 임채혁, 정정만 외 1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204호

전    화 02-880-1722

홈페이지 http://newmedia.snu.ac.kr/wp/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방현우 교수님의 뉴미디어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some experimental studies of 

the computer mouse to augment its functionalities. The virtual 

mouse is one of those attempts got rid of its physical hardware. 

It uses IR emitter and IR camera instead to detect the user’s 

hand and interpret its relative motion as the cursor movement 

on the computer screen. For its vision-based interaction, the virtual 

mouse provides more flexible and novel user experiences like 

multi-touch or gestural interactions without any supports of 

additional hardware in user’s hand. Such studies of the virtual 

mouse, however, have not considered the visual field compatibility 

at all. The visual field compatibility is the compatibility that matches 

the direction of motion of the input device to the direction of 

the cursor on user’s virtual visual field, not on the computer 

screen. Worringham C.J. and Beringer D.B.’s study represents 

that the visual field compatible input device has shorter movement 

time and fewer errors than those of incompatible one.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visual field compatible virtual mouse and 

compare its performance with that of incompatible one. The 

left figure shows the prototype system which is composed of 

the depth sensing camera mounted on the top of the screen 

and the direction of the hand to provide the system with the 

visual field compatibility.

실 험 실 정  측정 및 박막 공정 연구실

지도교수 박희재(hjpahk@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종호, 이일환, 안우정, 문준희 외 7명

석사과정  조훙구, 이동준, 박지열, 이종화 외 7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21호

전    화 02-880-7142

홈페이지 http://metrol.snu.ac.kr/

■ 실험실소개

In Metrology & Mechatronics Lab, We've carried out many projects 

related to 'Precision Metrology & Mechatronics' since 1994. And 

some categories of projects & researches mentioned below are 

undergoing in our lab. They are Machine Tool(various error 

correction with Laser Interferometer & Ball Bar), Ultra Precision 

Positioning System for Semi conductor equipments, Vision systems 

for measuring systems of precision component parts, an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 연구분야



서울대학교 연구실험실

203

실 험 실 로봇 자동화 실험실

지도교수 박종우(fcp@snu.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박용재, 고제성, 인현기, 김승원 외 4명

석사과정  강브라이언, 권석령, 이대영, 김지석 외 2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15호

전    화 02-880-7133

홈페이지 http://robotics.snu.ac.kr/

■ 실험실소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로봇과 관련된 연구 실험실

■ 연구분야

Robotics Laboratory

- Mobile Manipulation

- Simultaneous Visual and Inertia Calibration

- Mechanics of Closed Chains

- Motion Optimization via Nonlinear Dimension Reduction

- Probabilistic Optimal Planning Algorithm for Minimum 

upstream Motions

- Automated Plug-In Recharging System for Hybrid Electric 

Vehicle

실 험 실 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지도교수 고상근(kauh@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2동 421호

전    화 02-880-7115

홈페이지 http://mecha1.snu.ac.kr/xe/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고상근 교수님의 메카트로닉스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실엔진 전기장 인가

- 정적연소실 전기장 인가

- 펌프 기반 엔진 오일 점도 센서

- Magnetostrictive 점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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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동력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민경덕(kdmin@snu.ac.kr)

전공분류 동역학(Dynam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209호

전    화 02-880-1661

홈페이지 http://engine.snu.ac.kr/frame.php?menu=0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SNU Automotive Laboratory(SNUAL) at the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SNUAL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97 with succeeding 

to Power Engineering Lab. Now, there are 16 doctor candidates, 

10 master candidates in the SNUAL. The SNUAL is carrying out 

several Projects with the Government and some companies. We 

also take our efforts to academic activitie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

The main research scope of the SNUAL is related to the Automotive 

technologies, especially "engine". The engine, the heart of 

automotive industry is composed with 4000 pieces of components 

and developed from not only mechanic but also electric, 

controling, material and dynamic technologies. Recently with 

increasing interest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it becomes 

a desperate problem how we can make low emission, high 

efficiency vehicle.

■ 연구분야

The current research topics are as the follows:

- Virtual Engine Simulation

- Laser Diagnostics

- Fundamental Research

- Engine Experiments

- Micro Power System(MEMS)

■ 연구성과

Junyong Lee, Namho Kim, Hyowon Lee, and Kyoundoug Min

The measurement of Penetration length of diesel spray by usnig 

background oriented schlieren technique

SAE International Jounal of Engines, 2011-06, Vol. 4, No. 0, 

pp. 737~746(SCIE, 0:0)

Myungsik Choi and Kyoungdoug Min

The Study of Influential Factors for HLA Pump Up in Roller Finger 

Follower Engine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11, Vol. 12, 

No. 0, pp. 0~0

Taehun Ha, Junhyun Cho, Jaeman Park, Kyoungdoug Min, 

Han-Sang Kim, Eunsook Lee, Jy-Young Jyoung

Experimental study on carbon corrosion of the gas diffusion layer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1-09, Vol. 36, No. 

0, pp. 1236~1244

Taehun Ha, Junhyun Cho, Jaeman Park, Kyoungdoug Min, 

Han-Sang Kim, Eunsook Lee, Jy-Young Jyoung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dissolution on the gas diffusion 

layer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1-09, Vol. 36, No. 

0, pp. 1227~1243

Junhyun Cho,Taehun Ha, Jaeman Park, Han-Sang Kim, Kyoung 

doug Min, Eunsook Lee, Jy-Young Jyoung

Analysis of Transient Response of a Unit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with a Degraded Gas Diffusion Layer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1, Vol. 36, No. 

0, pp. 609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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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마이크로 유체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김호영(hyk@snu.ac.kr)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김태홍, 신봉수, 이민희, 김정철 외 4명

석사과정  이안나, 박재범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2동 423호

전    화 02-880-9287

홈페이지 http://fluids.snu.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Micro Fluid Mechanics Laboratory in the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ur interests span a range of topics that revolve around 

classical mechanics with applications to micro/nanofluidics and 

biology. We are working on a variety of problems including the 

interaction of interfacial tension with both rigid and elastic 

structures, biolocomotions, and the dynamics of drops and 

bubbles. For physical and mathematical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we couple the high-speed visualization technique with 

simple scaling concepts, perturbation analysis, or numerical 

simulations of simplified equations.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applying the novel physical processes to micro- and nano- 

systems and in understanding physical mechanism underlying 

biological motility and pattern formation.

■ 연구분야

Biofluiddynamics

- How do semi-aquatic insects walk and jump on water?

We study how insects that walk on water, such as water striders, 

can float and when they fail to float by considering modified 

Archimedes' principle. Along with the theoretical approach, we 

perform experiments with small cylinders and spheres having 

wide range of surface wettability achieved by various surface- 

coating methods. We are currently extending our interests to 

the jumps of terrestrial insects.

 

Elastocapillarity

- Capillary rise between elastic sheets

When a paintbrush is dipped into a bucket of paint and pulled 

out, surface tension forces cause the individual hairs in the brush 

to coalesce which simultaneously becomes impregnated with 

paint. We study such elastocapillary interactions by conducting 

simple experiments and solving free-boundary problems.

 

Drops

- Liquid slug translation in micro/nanochannels

Topics of our research in this area include thermocapillary 

micropumps, chemical modification of microchannel wettability, 

and capillary burst valves.

 

Bubbles

- Ultrasonic/megasonic cavitation bubbles

Cavitation bubbles formed by ultrasonic vibration play important 

roles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including microscale cooling, 

sonoluminescence, wafer cleaning, and dynamic self-assembly. 

We visualize the dynamic behavior of cavitation bubbles and 

quantify their roles in such processes as nanoparticle removal 

and heat transfer.

 

Nanofabrication

- Nanoscale surface patterning

We modify the structure and energy of surfaces of various 

materials to obtain unusually strong water repellency, super- 

hydrophilicity, or anisotropic friction/adhesion properties.

■ 연구성과

B. Shin, K.-R. Lee, M.-W. Moon, and H.-Y. Kim

Extreme water repellency of nanostructured low-surface-energy 

non-woven fabrics

Soft Matter, 2012, Vol. 8, No. 0, pp. 1817~1823

E. Yang and H.-Y. Kim

Jumping hoops

American Journal of Physics, 2012, Vol. 80, No. 0, pp. 19~23

T.-J. Ko, E. K. Her, B. Shin, H.-Y. Kim, K.-R. Lee, B. K. Hong, 

S. H. Kim, K. H. Oh, M.-W. Moon

Water condensation behavior on the surface of a network of 

superhydrophobic carbon fibers with high-aspect-ratio nano- 

structures

Carbon, 2012, Vol. 50, No. 0, pp. 5085~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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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냉동시스템 및 콘트롤 실험실

지도교수 김민수(minskim@snu.ac.kr)

전공분류 냉동 및 저온공학(Refrigeration and Low Temperature Engineering)

박사과정  김범준, 백경돈, 강대경, 김성일 외 11명

석사과정  최영욱, 김동규, 정애리, 조민기 외 3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07호

전    화 02-880-8362

홈페이지 http://reflab.snu.ac.kr/

■ 실험실소개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님의 냉동시스템 및 콘트롤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Refrigeration System and Control

- VRF Heat Pump

- CO2 - Ejector System 

- Water Heater System

- Oil Circulation

- Fuel Cell System

- Dead end Mode

- Pulsation System

- Humidifying System

- Gas Cross Over

- Cold Start

- Thermal Management

■ 연구성과

황윤욱, 김주혁, 김민수

마이크로관 내 압력강하 특성 및 상관식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006, Vol. 18, No. 1, pp. 38~46

김주혁, 김민수

이산화탄소/프로판 혼합냉매의 냉방성능 특성

설비공학논문집, 2006, Vol. 18, No. 1, pp. 47~54

최종원, 윤재성, 김민수

압전식 구동기를 이용한 양방향 마이크로 펌프의 성능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B), 2006, Vol. 30, No. 4, pp. 350~357

김주혁, 황윤욱, 김민수

이산화탄소/프로판 혼합냉매의 냉방성능에 대한 충전량의 영향 및 순환

성분비 변화 특성

설비공학논문집, 2006, Vol. 18, No. 11, pp. 851~858

김주혁, 김민수, 김만회

이산화탄소와 프로판 혼합냉매의 기상-액상 평형

설비공학논문집, 2006, Vol. 18, No. 11, pp. 859~866

■ 프로젝트

[연료전지 자동차의 가습 시스템] 정승훈, 김민수, 2006, 출원번호

10-2006-0111573, 출원일 2006년 11월 13일, 등록일 2008년 3월 

31일

[연료전지 스택 냉각 장치] 김민수, 김성철, 박종철, 김범준, 백경돈, 

최종원, 2007, 출원번호 10-2007-0053782, 출원일 2007년 6월 1일

[연료전지 스택 가습 장치] 김민수, 송준호, 김범준, 김현유, 권혁률, 

박용선, 2008, 출원번호 10-2008-0013413, 출원일 2008년 2월 14일, 

등록일 2010년 4월 1일

[인젝터를 이용한 연료전지 스택용 가습장치] 김민수, 김석래, 김범준, 

김현유, 권혁률, 박용선, 2008, 출원번호 10-2008-0013727, 출원일 

2008년 2월 15일

[마이크로 믹서] 최종원, 김모세, 윤재성, 김민수, 2008, 출원번호 

10-2008-0053582, 출원일 2008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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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음향 및 진동 연구실

지도교수 강연준(yeonjune@snu.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주경훈, 조현호

석사과정  박재혁, 신명호, 강병현, 전현철 외 2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19호

전    화 02-880-1691

홈페이지 http://acustica.snu.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Acoustics and Vibration Laboratory.

The Acoustics and Vibration Laboratory was established in 1997. 

Currently more than 20 graduate students including foreign 

students are studying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Our 

research interests are acoustical materials, vibro-acoustics, noise 

source identification, vehicle dynamics and so on.

■ 연구분야

Acoustical Materials

- Fine Modeling of Dash Panel within Real Car

- Developing S/W for Sound Insulation System

- Measurements of acoustical properties

Vibro-Acoustics

- Stiffness estimation at mounting points of the vehicle

- Hybrid CAE/CAT technique

- Korean bell

- Structural-acoustic coupling analysis

Noise Source Identification & Visualization

- Acoustical Holographic Visualization of Sound Field

- Beamforming Based Partial field Decomposition

Acoustic Virtual Prototyping

Vehicle Dynamics

- Multibody Dynamics

- Multibody Dynamics/Examples

-Ride Comfort

■ 연구성과

김영기, 조덕형, 김재헌, 강구태, 강연준

CVVT 제어를 이용한 차량 음질 개발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Vol. 0, No. 0, pp. 0~0

김찬중, 이봉현, 전현철, 조현호, 강연준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한 선형 시스템의 변형률 예측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12-01, Vol. 22, No. 1, pp. 9~14

김석현, 정원태, 강연준

성덕대왕신종의 명동과 간극의 공명조건

한국음향학회지, 2011-05, Vol. 30, No. 4, pp. 223~230

정원태, 강연준, 김석현

내부 공동과 간극이 종 음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10-10, Vol. 20, No. 9, pp. 822~827

정원태, 강연준, 김석현

보조 공동과 간극을 갖는 원통형 공동의 음향 전달 특성

한국음향학회지, 2010-04, Vol. 29, No. 3, pp. 173~183

■ 프로젝트

[Soundproofingnanoclay Composit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안성훈, 이재철, 안준, 강연준, PCT/KR2010/004605, 

2010.07.15

[자동차용 후방스피커의 음향 출력 향상 구조] 강연준, 박진호, 등록번호 

10-0580484-00-00, 2006.05.09

[방음용 복합재료 및 그 제조방법] 강연준, 안성훈, 이재철, 이재욱, 등록

번호 10-0963704, 2010.06.07

[향상된 흡음성능을 갖는 흡음재] 김윤영, 강연준, 이중석, 등록번호 

10-0937476, 2010.01.11

[미세 비대칭 링 구조물의 맥놀이 조율방법] 강연준, 박한길, 김석현, 

이장무, 등록번호 10-0889495, 2009.03.16



METRIC 2012년 Mechanical Lab.

208

실 험 실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ab.

지도교수 홍성현(shhong@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대홍, 김원식, 양명, 전정훈, 신정후, 김홍찬, 강은희

석사과정  장연국, 김성태, 김보혜

주    소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4

전    화 02-880-6273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shhong/index.htm

■ 실험실소개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aboratory has been performing 

various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s in the electric & 

electronic material field such as semi-conductive sensors and 

solid state ionic conductors, and in the implantable bio material 

field since 1999.

■ 연구분야

The merit of our group is that the atmosphere, in which researchers 

can study actively, is formed because researchers can accomplish 

their own creative research theme from the early stage of M.S. 

course. In addition, researchers can gain many opportunities to 

get access to a wide range of material processing technique, 

and can apply the chances to the materials of diverse parts.

실 험 실 Electronic Functional Materials Lab.

지도교수 홍국선(kshongssplaza@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한현수, 로희석, 장해린, 김동회, 박상백 외 7명

석사과정  성원모, 허세윤, 김상현

주    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Advanced Materials, San 56-1

전    화 02-880-8024

홈페이지 http://kshong.snu.ac.kr/

■ 실험실소개

EFML에서는 원하는 특성을 얻기 위해 새로운 물질의 조성을 설계하거

나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합성된 물질은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Micro-scale

에서 Nano-scale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Shape으로 만들어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EFML에서 축적된 물질 합성과 Shape 성형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설계

와 접목되어 부품이나 제품 제조에 적용되고 있으며 제품 제조 후에는 

제품 특성 평가를 통하여 재료기술 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FML은 새로운 기구와 이론을 밝혀내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축적된 이론과 기술을 Bio 분야에 적용하여 최근에 

생체재료를 개발하였고 환경과 화장품 분야에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Nano-scale 형광체는 DSSC Solar Cell 개발과 

함께 PDP용 디스플레이와 LED 조명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

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상품화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연구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이론과 기술이 

주목받고 이용될 때가 EFML의 보람이자 자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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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icro Mechanics & Materials Processing Design Lab.

지도교수 한흥남(hnha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동완, 김문주, 김용민

석사과정  김양후, 박준영, 이근호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전    화 02-880-9240

홈페이지 http://mmmpdl.snu.ac.kr/

■ 실험실소개

We are studying advanced materials focusing on the mechanics 

behind them. For this, we take all possible tools regardless of 

experimental or computational approach. For example, we use 

a nano-indenter to characterize nano-properties of the material. 

TEM observation allows us to know the atomic level information. 

Material theories behind the observed phenomena are stud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MD, FEA).

■ 연구분야

We are studying advanced materials focusing on the mechanics 

behind them. For this, we take all possible tools regardless of 

experimental or computational approach. For example, we use 

a nano-indenter to characterize nano-properties of the material. 

TEM observation allows us to know the atomic level information. 

Material theories behind the observed phenomena are stud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MD, FEA).

■ 연구성과

Yi-Gil Cho, Jin-You Kim, Hoon-Hwe Cho, Pil-Ryung Cha, Dong- 

Woo Suh, Jae Kon Lee, and Heung Nam Han

Analysis of Transformation Plasticity in Steel Using a Finite 

Element Method Coupled with a Phase 

Field Model, PLoS ONE 7, 2012, Vol. 0, No. 0, pp. 0~0

실 험 실 Electronic Material Lab.

지도교수 주승기(skjoo@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영수, 이상주, 윤승재, 이민규, 신봉관

석사과정  손세완, 유성훈, 이용우, 석철균, 변창우, 박진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신소재공동연구소(131동) 317호

전    화 02-880-7442

홈페이지 http://eml.snu.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에서는 전자재료 중에서도 박막재료를 이용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모든 전자 소자

들은 더욱 복잡해지는 동시에, 휴대성과 고성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료의 박막 형성 기술 발전과 기존 

박막 재료의 특성 향상 및 새로운 물질의 발명이 재료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주된 연구 분야는 크게 디스

플레이 분야, 메모리분야, 배터리 분야로 나뉩니다. 대략적인 연구 주제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분야

- 평판 디스플레이소자의 핵심인 박막 트랜지스터(TFT) 제작시 저온에

서도 실리콘의 결정화를 가능케하는 금속유도측면결정화(MILC)에 관

한 연구

-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위한 PZT 

박막의 특성 향상을 위한 선택적핵생성측면결정화(SNLC)에 관한 연구

-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자기저항 메모리 소자를 위한 거대 

자기 저항(GMR)과 터널링 자기 저항(TMR)에 관한 연구

- 충방전이 가능한 고상 박막 리튬 2차전지의 제작과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앞으로의 응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탄소 나노 튜브(CNT)의 

제작과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R.A. Huggins, Seung-Ki Joo

Preparation of Hexagonal potassium Tungsten Bronze Thin Films 

by Thermal vacuum Evaporation 

Materials Research Bulletin,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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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GRL 친환경 에너지 나노소재 연구실

지도교수 조원호(whjpoly@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경태, 정재웅, 조제웅, 최윤석, 배승환, 정의혁

석사과정  김신성, 강민수, 이보리, 이종원, 박정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30동 418호

전    화 02-880-8021

홈페이지 http://www.energysnu.re.kr/

■ 실험실소개

1980년 고분자 재료 실험실의 명칭으로 처음 연구실을 설립한 후, 30년

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본 연구실은 고분자 물질의 

합성-구조-성질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부터 다성분계 고분자계 

및 생체고분자에 대한 이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분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 연구분야

- 유기태양전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는 광합성 

물질의 분자설계 및 합성

- 넓은 파장 영역의 태양광 흡수를 위한 낮은 에너지 밴드갭 전도성 

고분자의 설계 및 합성

- 기존 전공수송층 물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수송층 

물질의 개발

- 유기태양전지 대량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의 개발

■ 연구성과

Bilayer order in a polycarbazole-conjugated polymer 

NATURE COMMUNICATIONS, Vol. 0, No. 0, pp. 0~0

Unidirectionally aligned line patterns driven by entropic effects 

on faceted surfa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0, No. 

0, pp. 0~0

On the Morphology of Polymer-Based Photovoltaics 

Journal of Polymer Science: Part B: Polymer Physics, Vol. 0, No. 

0, pp. 0~0

실 험 실 공력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연구실

지도교수 김종암(chongam@snu.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남궁혁준, 홍우람, 한상호, 이준석 외 8명

석사과정  이준희, 최요한, 이창수, 장태규, 김은사 외 1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307호

전    화 02-880-1903,7391

홈페이지 http://mana.snu.ac.kr/kor/index

■ 실험실소개

이 실험실은 서울대학교 김종암 교수님의 공력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전산유체역학(CFD)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풍동실험을 통한 공력 현상

에 대한 해석 및 설계 연구

■ 연구성과

김민희, 김상훈, 김우례, 김종암, 김유신

Synthetic jet을 이용한 스마트 무인기(SUAV) 유동제어 Part 2 : 천이 

비행 모드에서 synthetic jet을 이용한 유동제어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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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플라즈마 표면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이정중(leej@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장동수, 홍원혁, 김신영, 권순호

석사과정  김태윤, 최창희, 최한주, 김동희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동 서울대학교 신소재 공동 연구소(131동)

전    화 02-880-7096

홈페이지 http://psel.snu.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1987년 문을 연 이후로 열량계를 이용한 액상 합금의 

열역학적 성질, 연자성 박막재료, 고속도강 및 인바합금의 산화실험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경질박막, 내산화. 내부식 

박막의 제조 및 평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연구분야

2000. 6월 이후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를 이용한 표면공정 기술의 

개발 및 응용” 이라는 주제로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되어 박막의 증착과 

평가 뿐만 아니라, 공정의 제어기술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김 훈, 남경희, 장동수, 이정중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보호코팅을 위한 산화알루미늄 박막 

한국표면공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유근철, 박보환, 주정훈, 이정중 

유도 결합 플라즈마-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한 저온 폴리실리

콘 제조 

한국표면공학회지, 2004, Vol. 0, No. 0, pp. 0~0

유근철, 박보환, 주정훈, 이정중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 Sputtering에 의한 평판 디스플레이(FPD)용 

ITO박막의 저온 증착 

한국표면공학회지, 2004, Vol. 0, No. 0, pp. 0~0

이광희, 박찬홍, 이정중 

이온 플레이팅법으로 제조한(Ti1-XCrX)N 박막의 마모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표면공학회지, 2001, Vol. 0, No. 0, pp. 0~0

손경석, 이승훈, 이동각, 임주완, 이후철, 이정중 

플라즈마 화학 증착법에 의한 Al2O3 단층피막과 Al2O3/(Ti0.5Al0.5)N 

이중피막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표면공학회지, 200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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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공정해석 및 설계연구실

지도교수 이경우(yikw@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정창원, 최형근, 오상근, 김용태, 임경환 외 6명

석사과정  홍용의, Xuefeng Han, 송동석, 노한섭, 백승철

주    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4, Korea

전    화 02-880-8307

홈페이지 http://melt.snu.ac.kr/

■ 실험실소개

Our lab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materials processing, especially 

processing systems which contain fluid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ies.

The mechanics of fluid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research 

topics subject to analysis. In particular, the high temperatures 

and reactivities characteristic of most materials processing systems 

make direct experimentation highly impractica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our lab conducts most of our 

research using computer simulations.

Of the research topics that we deal with, the field on which 

the greatest weight is placed is the process of steel refining. 

In particular, independently developed analytical models are used 

to analyze the secondary refining and continuous casting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steels such as ultra 

low carbon steel or super clean steel. Research in this field is 

being performed actively in conjunction with direct experimentation 

and cooperation with major corporations.

■ 연구분야

Based on the modeling and experimentation technology 

developed for steel refining and processing, we also perform 

research on single crystal growth processes. We have conducted 

long-term research on the Czochralski method for silicon single 

crystal growth in order to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for 

problems which occur during large-scale single crystal growth, 

in tandem with new crystal growth technologies.

Also, since fluid mechanics and transport phenomena occur in 

similar ways in multiple systems, our research techniques are 

used to explore various fields of materials processing. Some 

examples are high melting-point single crystal growth techniques 

such as SiC growth by sublimation,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for silicon wafer heat-treatment equipment, and he development 

of new-generation semiconductor devi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rmal and electrical phenomena which occur in phase-change 

memory devices.

Based on the ability to analyze transport phenomena through 

numer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our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ew, high-purity and high-functionality materials,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materials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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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화합물반도체 에피성장 연구실

지도교수 윤의준(eyoo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성현, 신건욱, 김종학, 주기수, 손용훈 외 8명

석사과정  오세웅, 유효상, 태성원, 오지원, 장정환 외 3명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0동 319호

전    화 02-880-5898

홈페이지 http://csel.snu.ac.kr/

■ 실험실소개

We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ighly 

advanced autonomous aerial robots by combining various 

principles of control theory, aerospace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Our effort hopefully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unprecedented groups of intelligent UAVs in near future.

■ 연구분야

- A Study on a Swarm of Distributed Unmanned Aerial Vehicles

- A Study on Controllability augmentation with Micro Flap & 

Drag Attenuation by flow control with Micro Fin

- Development of a field robot : Autonomous explorating and 

mining robot in extremely harsh environment

- 극한환경 인식을 위한 Sensor Fusion 및 Localization 기술과 개발 

시제품의 내환경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개발

- A Study on Aeroelastic Analysis Technique for Aircraft with 

High Aspect Ratio Flexible Wing

- A study on vision sensor based collision avoidance

- Study o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Control law for a 

Tail Sitter

- Research on Guidance and Control of Highly Maneuverable 

UCAVs in Dogfight

- Flight validation of control law using a small UAV

■ 연구성과

유동일, 심현철

비행체 운동 역학 기반 경로 추종 시선각 유도 법칙 설계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2-06, Vol. 0, No. 0, pp. 506~514

Hoam Chung, Songhwai Oh; Shim, D.H, Sastry, S.S

Toward Robotic Sensor webs: Algorithms, Systems, and Experiments

Proceedings of IEEE, 2011-09, Vol. 0, No. 0, pp. 1562~1586

Yeunduk Jung, David Hyunchul Sh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troller for Transition Flight 

of Tail-Sitter UAV

Journal of Intelligent & Robotic Systems, 2011-08, Vol. 65, No. 

0, pp. 137~152

조성욱, 허성식, 심현철, 최형식

무인항공기의 근거리 비행체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듬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12, Vol. 0, No. 0, pp. 1115~1123

Hyoung-Sik Choi and Hyunchul Shim

Improvements on the Small-Scale Helicopter Rotor Modeling for 

Real-Time Simulation of Hovering Flight

Transactions of JSASS Space Tech, 2011-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복수무인기의 분산시스템 연구] ADD, 2009~2014

[산업용 필드로봇 개발 : 채굴용 자동 소형 채탄기 개발] 중소기업청, 

2009~2010

[고세장비 유연날개 비행체 공탄성 해석기법 연구] ADD, 2009~2011

[Micro Flap를 이용한 조종성증대 및 Micro Fin을 이용한 유동제어(아

음속) 항력감소 연구] 한화구미사업장, 2010~2013

[극한환경 인식을 위한 Sensor Fusion 및 Localization 기술과 개발 

시제품의 내환경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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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 Smart Composite Materials Lab.

지도교수 유웅렬(woongyu@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병선, 박해동, 전승렬, 안현철

석사과정  안준성, 나원진, 박규민, 김지나, 강태형, 김홍구, 이근성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31동 311호

전    화 02-880-9299

홈페이지 http://afms.snu.ac.kr/

■ 실험실소개

Nanomaterials & their composites 

- CNT hierarchical composites

- Multi -coaxial electrospinning process & battery application

Three-dimensional textiles & composites

- In sity damage sensign

- Braided composites for automotive application

Smart materials & constitutive modeling

- Constitutive modeling of shape memory polymers

- shape memory polymer based smart devices

■ 연구분야

■ 연구성과

유웅렬, 이병선 유웅렬, 이병선

전기방사에 의한 다층 탄소나노섬유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형성된 

다층 탄소나노섬유 전기방사에 의한 다층 탄소나노섬유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형성된 다층 탄소나노섬유 

Korea, 2012, Vol. 0, No. 0, pp. 0~0

김사흠, 안승호, 김동건, 유웅열, 이병선

금속-탄소 코어-쉘 구조의 리튬 2차 전지용 음극 재료의 제조방법 

Korea, 2011, Vol. 0, No. 0, pp. 0~0

Nano & Smart Composite Research Laboratory

Nanomaterials & their composites

- CNT heararchical composites

- Multi-coaxial electrospinning process & battery application

Three-demensional textiles & composites

- In situ damage sensing

- Braided composites for automotive application

Smart materials & constitutive modeling

- Constitutive modeling of shape memory polymer

- Shape memory polymer based smar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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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자재료 및 소자 연구실

지도교수 유상임(siyoo@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정성목, 이성윤, 이정우, 김효진, 최순미, 김희은, Shrma Abhishek

석사과정  김윤찬, 주윤식, 박민준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전    화 02-880-7443

홈페이지 http://emdl.snu.ac.kr/

■ 실험실소개

1998년 시작된 본 연구실은 전자재료및소자연구실이라는 명칭으로 주

로 고온초전도체, 자성재료 및 유전재료에 대해 보다 고 기능의 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 연구분야

고온초전도체 분야로는 미래에 대규모 응용이 예상되는 벌크형 소자와 

구리와 같은 상전도체를 대처할 차세대 선재인 Coated Conductor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자성재료 분야로는 초거대자기저항 효과와 

자기열량효과를 이용한 자기소자 개발 및 Spintronic 소자 개발 및 제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 험 실 NanoBio Naterials Lab.

지도교수 안철희(nbml@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차의준, 김주은, 이성용, 이선호

석사과정  강정규, 박성경, 이주형, 정인재, 이성훈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31동 413호

전    화 02-889-5971

홈페이지 http://nbml.snu.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 나노구조가 제어된 유/무기 나노입자의 개발 및 고분자 

합성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진단을 위한 분자영상 프로브(CT, MRI, OPTICAL 등)와 각종 치료제(약

물, 단백질,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고분자 

전달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fluorescence quenching by novel metal nanoparticles

- gold nanoparticles for protease activity determination

- stabilized nanoparticles as CT/NIRF dual imaging probe using 

modified glycol chitosan

- iron oxide based activatable MRI/NIRF dual imaging probe

- stimuli sensitive hydrogel for delivery system

- micelle structure based dryg delivery carriers

- structure controlled PEG for cell en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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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nical Metallurgy &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신광선(ksshi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최기순, 황지훈, 강문구, 최정우, 정우영, 송교수, 변명철, 소태일, 권보건

석사과정  Fanjun, 박중원, 박상준, 현철승, 김상근, 최일환, 권남경

주    소 서울대학교

전    화 02-880-7097

홈페이지 http://mml.snu.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Magnesium is the ideal material for applications where weight 

saving is a priority, having the lowest density of all structural 

metals. Almost as light in weight as plastic, magnesium has the 

advantage of greater strength and rigidity along with inherent 

EMI shielding, durability, heat-dissipation and full recyclability.

■ 연구분야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ㆍSemi-Solid & Liquid Processes 

    ㆍDie Casting Process 

    ㆍIn-Situ Composite Manufacturing 

    ㆍMechanical Alloying 

    ㆍSelf-Propagation High-Temp. Synthesis 

    ㆍPowder Processing 

    ㆍExtrusion 

Materials Characterization 

    ㆍMechanical Properties: Tensile/Compression, Fracture, 

Impact and 

      Wear Properties

    ㆍFatigue Properties: S-N, FCP, Corrosion Fatigue 

    ㆍCorrosion Properties: Electrochemical Spray Tests

    ㆍNumerical Analysis: Computer Simulation, Modeling

    ㆍMaterials Characterization: SEM, TEM, X-Ray,AES 

실 험 실 정  고분자 연구실

지도교수 윤재륜(jaeryoun@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성호, 이두진, 박성열, 전소희, 김형민, 위동호

석사과정  윤혜림, 황순형, 김지선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30동 421호

전    화 02-880-8326

홈페이지 http://polymer21.snu.ac.kr/main.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Precision Polymer Processing Laboratory(PPPL). 

We are part of the School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 연구분야

1. Numerical and empirical analyses of polymer processing  

 - Flow analysis of injection molding by numerical simulation 

2. Processing of nanocomposites  

 - Rheological behavior of nanoclay polymer composites 

3. Processing and design of fiber filled polymer composites  

 - Flow analysis for short fiber polymer composites by numerical 

simulation 

4. Manufacturing of polymeric foams  

 - Ultrasonic processing of polyurethane foam 

5. Process analysis and design of multi-axial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 Numerical flow analysis for multi-axial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 Prediction and measurement of three dimensional permeability 

of textile preform 

- Flow analysis of resin transfer molding for multi-axial fiber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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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arbon Nanomaterials Design Lab.

지도교수 박종래(crpark@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정근수, 임지혁, 최홍수, 이근실, 김태훈, Nguyen Bich Phuong, 임형준 외 2명

석사과정  김성견, 초영민, 양학린, 정해솔, 박재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30동 415호

전    화 02-880-7491

홈페이지 http://simsung.snu.ac.kr/main/main.php

■ 실험실소개

- Information : The Carbon Nanomaterials can be used as core 

materials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transferring, 

storing, and communicating the information in 21th century.

- Fundamental : the theoretical studies can mak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more systematical.

- Energy :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new energy source 

are constantly increased, and this goal can be achieve by using 

carbon materials.

■ 연구분야

Hyperstructured Organic Materials Research Center

- General Executive Secretary(2002-2004)

Korean Carbon Society

- Editor, Carbon Science(2005-present)

- Director in Science, Korean Carbon Society(2002-present)

- Chairman,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a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CARBON 2005(2005- 

present) 

The Korean Fiber Society

- Editor, Fibers and Polymers(2002-present)

- Director in Science, The Korean Fiber Society(2002-pres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ce-Chairman,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2004-present)

International Journal

- Editor, CARBON(2003-present)

■ 연구성과

Jun Young Oh, Hong Soo Choi, Min Seok Kim, Yern Seung Kim, 

Chong Rae Park

Effect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t Nanoparticles 

Supported on Poly(acrylic acid)-wrapp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Direct Methanol 

Fuel Cell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Vol. 0, No. 0, pp. 0~0

박종래, 양승재

그래핀 제조 방법, 이에 따라 제조된 개환그래파이트옥사이드 및 환원그

래파이트옥사이드

KR,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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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고체 이온학 연구실

지도교수 류한일(hiyooplaza@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태원, 권형순, 전자규, 주원효

석사과정  김의성, 조한나

주    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전    화 02-880-7166

홈페이지 http://ssirl.snu.ac.kr/

■ 실험실소개

고체 이온학 연구실은 전기화학적 구동력 하에서 세라믹스 재료 내의 

이온과 전자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다. 

1985년 유한일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 공학과에 부임

하면서 시작된 본 연구실은 세라믹스 재료의 나름특성과 결함화학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실로 성장하였다.

■ 연구분야

Solid State Ionics(electronics): "Science & Technology of Ions 

and Electrons in Motion in Solids"

Applications

- Information Conversion/Storage

- Materials Pumping/Separation

- Device Reliability/Degradation

- Switching/Memories

- Energy Conversion/Storage

Research Topics

- SOFC component materials

- Pumping/membrane materials

- Switching/memristor materials

- Chemical sensing materials

- Thermoelectric materials

- Transport-induced degradation

- Reactivity of so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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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Thin Film Research Lab.

지도교수 김형준(thinfil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조석현, 최연식, 박선영

석사과정  김준래, 이서형, 김현우, 김성경, 김영석, 이홍우

주    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전    화 02-880-7162

홈페이지 http://thinfilm.snu.ac.kr/

■ 실험실소개

Various material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as thin film forms 

in electronic, optical, optoelectronic, and acoustoelectronic 

devices. Since 1986, TFRL has conducted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es pertinent to thin film materials that are needed for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 areas, including high-power and 

high-temperature electronic devices, high-density memories, 

ferroelectric memories, ULSI devices, and telecommunication 

components. TFRL carries out various research projects with 

industry and/or government laboratories in providing the 

leadership for thin film technology issues through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of thin film materials and fabrication/evaluation 

of their application devices. Descriptions of our research activities 

are classified into Silicon Carbide, Ferro/Dielectric Materials,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Electronic Devices. Detailed 

descriptions are given in each research section.

■ 연구분야

*Silicon Carbide

- Epitaxial Growth & Doping:  Because of its limited material 

property of Si,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wide band gap 

materials such as silicon carbide(SiC) and gallium nitride(GaN) 

for future semiconductor material, which have high breakdown 

field, high thermal conductivity, high saturated electron drift 

velocity, and relatively large energy band gap.(Tab. 1) Although 

GaN has also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it is difficult to grow 

a single crystal to a reasonable size(3 inch) and obtain high quality 

epitaxial films with lower dislocation density(~104 cm-2). 

Therefore, SiC is considered the most promising semiconductor 

material for high-power and high-frequency electronic devices.

-4H-SiC MOS Capacitor: SiC is the only wide bandgap semi- 

conductor whose native oxide is SiO2. This places SiC in a unique 

position to complete with silicon in applications involving 

high-voltage, high power, high-temperature operation. Development 

of a viable SiC MOS technology i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se devices.The MOS properties of 

thermally oxidized SiC are not yet as good as silicon, but steady 

improvements are being made. These improvements and the 

technology behind them are the subject of this work.

■ 연구성과

Jeong Hyun Moon, Jeong Hyuk Yim, Han Seok Seo, Do Hyun 

Lee, Ho Keun Song, Jaeyeong Heo,Hyeong Joon Kim, Kuan Yew 

Cheong, Wook Bahng, and Nam-Kyun Kim

Effect of Postoxidation Annealing on High Temperature Grown 

SiO2/4H-SiC Interfac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2010, Vol. 157, No. 0, 

pp. 425~429

Choon-Hwan Kim, Il-Cheol Rho, Soo-Hyun Kim, Il-Keoun Han, 

Hyo-Sang Kang, Seung-Wook Ryu, and Hyeong-Joon Kim

Pulsed CVD-W Nucleation Layer Using WF6 and B2H6 for Low 

Resistivity W

J. Electrochem. Soc, 2009, Vol. 156, No. 9, pp. 685~689

Seung Wook Ryu, Young Bae Ahn, Hyeong Joon Kim, and 

Yoshio Nishi

Ti-electrode effects of NiO based resistive switching memory 

with Ni insertion layer

Appl. Phys. Lett, 2012, Vol. 100, No. 0, pp. 0~0

Seung Wook Ryu, Young Bae Ahn, Jong Ho Lee, and Hyeong 

Joon Kim 

Thermal Stability of SiO2 Doped Ge2Sb2Te5 for Application in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2011, Vol. 

11, No. 3,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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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trong Light Intelligent Multi composite Lab.

지도교수 김현이(kimhe@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최원영, 육세원, 한철민, 외 4명

석사과정  이종훈, 김새미, 박창훈, 외 5명

주    소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30동

전    화 02-880-8317

홈페이지 http://slim.snu.ac.kr/main/main.asp

■ 실험실소개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의료관련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의 개발은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임플란트에 

응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체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임플란트 표면 코팅

- 임플란트 재료는 강도가 높은 동시에 생체특성이 우수해야만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플란트 재료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강도가 높은 금속 표면에 생체특성이 뛰어난 세라믹을 코팅하는 방법

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연구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코팅층의 조성과 

구조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e-beam sputtering 법, 복잡형상에

도 코팅이 가능한 sol-gel 법, 거친 TiO2 층을 형성시킬 수 잇는 Micro- 

arc Oxidation(MAO) 법 등이 있다. 약물이나 성장인자 등을 함유시

켜서 치료능력을 가지는 코팅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연구와 생분해성 

임플란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라믹 인공뼈 개발

- 인공뼈는 빠른 접착을 위해 생체적합성이 높고, 뼈의 성장을 촉진을 

위해 세포와 혈액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공성의 구조를 가져야 

하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생체

세라믹스 조성을 다양하게 하고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강도와 기공

율, 그리고 생체 특성이 모두 우수한 인공뼈를 개발하고 있다.

생체용 복합재료 연구

- 세라믹의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생체고분자의 유연성, 생분해성을 결

합하여 인체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생체특성이 높으며 생분해

성과 약물전달능력이 있는 유-무기 복합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 연구성과

Bo Lei, Kwan-Ha Shin, Da-Young Noh, Young-Hag Koh, Won- 

Young Choi, Hyoun-Ee Kim 

Bioactive glass microspheres as reinforcement for improv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logical performance of poly(ε

-caprolactone) polymer for bone tissue regeneration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B: Applied 

Biomaterials, 2012, Vol. 100, No. 4, pp. 967~975

Yuanlong Li, Hyoun-Ee Kim, Young-Hag Ko 

Improving the surface hardness of zirconia toughened alumina 

(ZTA) composites by surface treatment with a boehmite sol 

Ceramics International, 2012, Vol. 38, No. 4, pp. 2889~2892

Young-Wook Moon, Kwan-Ha Shin, Young-Hag Koh, Won-Young 

Choi, Hyoun-Ee Kim 

Porous alumina ceramics with highly aligned pores by heat- 

treating extruded alumina/camphene body at temperature near 

its solidification point

Journal of the European Ceramic Society, 2012, Vol. 32, No. 

5, pp. 1029~1034

Eun-Jung Lee, Shin-Hee Jun, Hyoun-Ee Kim, Young-Hag Koh 

Collagen-silica xerogel nanohybrid membran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 Part A, 2012, Vol. 

100, No. 4, pp. 841~847

■ 프로젝트

[Process for Strengthening Silicon Carbide Bodies, Whiskers and 

Fibers] U. S.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 H1166

[Laminated Composite of Magnetic Alloy Powder and Ceramic 

Powder and Process for Making Same] U. S. Patent #5,935,722 

[수산화아파타이트 복합체] 한국 특허 #232,986 

[Silicon Nitride Sintered Body with Region Varying Microstructur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reof] 일본 특허 제 2,994,637호

[알루미나 강화 방법] 한국 특허 #2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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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감응형 유기색소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김재필(jaepil@snu.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송동현, 김영도, 사공천, 장재복

석사과정  김미라, 장성수, 박세웅, 박종호 외 3명

주    소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30동

전    화 02-880-7238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colorant/00_intro/01/index.php

■ 실험실소개

광감응형 색소재료 연구실(Photoresponsive Coloring Materials 

Laboratory)에서는 색소재료의 발색현상을 연구하고 기능성 색소재료

를 합성하며, 이들의 첨단산업에 대한 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색소

재료는 이들이 가지는 물리적, 화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색상 및 광학적 

기능의 변화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정보표시, 정보기록, 에너지 변환, 

특수인쇄, 의료 및 생활산업 등의 고 기능성 분야에 최근 다양하게 응용

되고 있으며, 기술적 및 학문적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미래지향적 

연구분야 입니다.

광감응형 색소재료 연구실의 최근 주요 연구분야는 정보기록용 색소재

료에 대한 연구로 DVD-R용 색소개발 연구, 디스플래이산업용 색소재료

에 대한 연구로 LCD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편광필름용 이색성 색소의 

개발, LCD컬러필터용 고내구성 색소의 개발, PDP필터용 가시 및 적외

선 흡수 필터의 개발 등이 있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로 염료감응

형 태양전지에 이용되는 염료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Current Research

- polarizing film

- Colorfilter

- PDP filter

- Dye sensitized solar cell

Research Interests

- photochromic dyes

- electrochromic dyes

- thermochromic dyes

- OLED

- Dye laser

- Digital textile printing

■ 연구성과

노은미, 고준석, 김재필

Application of alkali-clearble Azo Disperse Dyes Containing a 

Fluorosulfonyl Group onto Acetate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4, Vol. 37, No. 2, pp. 

417~418

Joonseok Koh, Jae Pil Kim

Color fastness Properties of Azo Disperse Dyes Containing a 

Fluorosulfonyl Group in PET Dyeing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4, Vol. 37, No. 2, pp. 

409~410

송동현, 김재필

Optical Properties of Polarizing Film with Dichroic Dyes

2004년 추계 연구 논문 초록집, 2004, Vol. 29, No. 2, pp. 144~145

노은미, 김회경, 고준석, 김재필

프탈이미드계 알칼리 세정성 아조계 분산염료의 아세테이트에 대한 염

색성

한국섬유공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4, Vol. 37, No. 1, pp. 

346~347

■ 프로젝트

[아미노알킬 술파토에틸 술폰의 제조방법] 등록 번호: 10-0368123 

(2003.1.24.), 한국 

[우수한 일광견뢰도를 갖는 황련을 이용한 염색방법] 등록 번호: 

10-0447958(2004.8.3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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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기광전자 연구실

지도교수 김장주(jjki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주영, 김세용, 김지환, 장준혁, 박영서, 이철호, 이성훈, 이정환 외 5명

석사과정  이창헌, 김권현, 한경훈, 문창기, 최민수

주    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전    화 02-880-7893

홈페이지 http://opl.snu.ac.kr/xe/?mid=m_professor

■ 실험실소개

OPL's research interests have centered on organic materials for 

electronics and photonics, which are regarded as new materials 

for information processing. Current research topics are organic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phosphorescent OLEDs, Top 

emitting OLEDs and White OLEDs for lighting application, OTFTs 

for active matrix devices, and Organic Photovoltaic Cells(OPVs) 

for energy harvesting industries. In OLEDs the basic physics of 

materials and EL devices, degradation mechanism, new device 

structures to improve EL efficiency, Top and White OLEDs or 

future flat pannel display or lighting, and novel devices such 

as lasers are investigated. For photovoltaic(PV) cells to gain 

widespread acceptance as a source of clean and renewable energy, 

the cost per watt of solar energy must be decreased. Currently, 

the main barrier that prevents photovoltaic technology from 

providing a large fraction of our electricity is the high cost of 

manufacturing crystalline silicon. Although the cost per peak watt 

of crystalline silicon PV cells ha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these PV cells are still too expensive to compete 

with conventional grid electricity without the benefit of 

government subsidies.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 to 

crystalline silicon PV cells is cells made from thin films of 

conjugated(semiconducting) polymers, which can easily be cast 

onto flexible substrates over a large area using wet-processing 

techniques.

■ 연구분야

p-i-n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 Our research interest is realization of low driving voltage, high 

power(current) efficiency, and high stability OLEDs

Electroluminescent Device(EL)

- Light emitting diodes(LEDs) are the devices which convert 

electricity to light. The devices are important for the information 

displays and lightening. Most of the devices have been fabricated 

using compound semiconductors up to 1980s. However LEDs 

made of organics(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 have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during the last 15 years due to 

their large potential for display applications. OLEDs have 

advantages for the application to flat panel displays compared 

to other display techniques such as low cost, low driving voltage, 

high brightness, fast response time and wide viewing angle. 

Based on the research during the period,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s are already in use for displays in cellular phone and 

small size flat display by many companies and large size displays 

will be in market in near future. Our research in this area is 

focused on the basic physics of materials and EL devices, 

degradation mechanism, new device structures to improve EL 

efficiency, and novel devices such as lasers. Special focus is 

given to organic electro- phosphorescent devices which can 

emit light with high efficiency up to 100%.

■ 연구성과

Won-Ik Jeong, Yang Eun Lee, Hyun-Sub Shim, Tae-Min Kim, 

Sei-Yong Kim and Jang-Joo Kim

Photoconductivity of C60 as an Origin of Bias-Dependent 

Photocurrent in Organic Photovoltaic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2, Vol. 0, No. 0, pp. 0~0

Hyun-Sub Shim, Hyo Jung Kim, Ji Whan Kim, Sei-Yong Kim, Won-Ik 

Jeong, Tae-Min Kim and Jang-Joo Kim

Enhancement of near-infrared absorption with high fill factor 

in lead phthalocyanine-based organic solar cell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012, Vol. 22, No. 9077, pp. 

0~0

■ 프로젝트

[국제화 기반 조성사업 - 미주국가와 과학기술협력확충 사업, 고분자 

태양전지의 구성분자의 나노구조와 태양전지의 특성변수의 관계 규명] 

교육과학기술부, 기계연구원, 서울대

[유기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서울대-SDI 산학협동프로그램, 고해상도 AMOLED 소자의 전사 유발 

열화 해석] 서울대, SDI시제품의 내환경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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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실시간관찰 전자현미경 연구실

지도교수 김영운(youngw@k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백승일, 고동수, 오영화, 김성대, 구본웅, 안태영, 홍웅표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31동 411호

전    화 02-878-5010

홈페이지 http://tem.snu.ac.kr/

■ 실험실소개

Materials inevitably have interfaces, from the simple air-exposed 

surface to the complicated multi-level, integrated circuits, where 

one mono-layer of extra-atoms can dramatically change the 

materials properties. We do research on the interaction and 

reaction paths involving interfaces of coatings, surface oxidation, 

phase transformation, and layered electronic-devices using in-situ 

electron microscopy.

■ 연구분야

in-situ observation of electrically-active device operation using 

electrical probing TEM holder

- A study on operation and failure mechanism of electronic device

- Measurement of electrical properties of individual nano-size 

semiconductor materials(nanowire, nanorod, etc.)

in-situ observation of mechanical behaviors using linear actuated 

TEM holder 

- A study on the defect generation and multiplication

- Dynamic strengthening(TRIP, TWIP) observation during tensile 

experiment Failure mechanism observation

in-situ observation of annealing process using hot stage TEM 

holder 

- Observation of the multi-layer inter-diffusion during annealing

- Investigation of the intermetallic phase formation mechanism 

Quantitative Characterization of Phase Volume Fraction by EBSD 

Technique

- Present EBSD pattern quality technique was combined with 

TEM and nano indentation to the characterization of complex 

microstructure, especially in high strength DP, TRIP steel.

Development of Giga scale low alloy high strength TWIP steel

- The microstructure related mechanical properties of Fe-Mn-N 

steel were investigated and stacking fault energy which effects 

twin generation were calculated using dislocation node.

Microstructural analysis of drawn pearlitic steel wire

- Strength of the drawn pearlitic steel wire depends on its 

microstructure and composition.

- Observation of microstructure of the wire using TEM

■ 연구성과

Tae-Woo Kim, Dae-Hyun Kim, Sang-Duk Park, Seung Heon Shin, 

Seong June Jo, Ho-Jin Song, Young Min Park, Jeoun-Oun Bae, 

Young-Woon Kim, Geun-Young Yeom, Jae-Hyung Jang, Jong-In 

Song

A two-step-recess process based on atomic-layer etching for 

high-performance In0.52Al0.48As/In0-53Ga0.47As p-HEMTs,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2008, Vol. 0, No. 

0, pp. 0~0

Xiang Shu Li, Sung-Il Baek, Chang-Seok Oh, Sung-Joon Kim, 

Young-Woon Kim

Dew-point controlled oxidataion of Fe-C-Mn-Al-Si-Cu transfarmation- 

induced plasticity-aided steels

SCRIPTA MATERIALIA, 2008, Vol. 0, No. 0, pp. 0~0

T.J. Kim, J.J. Yoon, Y.D. Kim, D.E. Aspnes, M.V. Klein, D.-S. Ko, 

Y.-W. Kim, V.C. Elarde, J.J. Coleman

Analysis of interface layers by spectroscopic ellipsometry 

APPLIED SURFACE SCIENCE, 2008,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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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tom-Electron Technology Lab.

지도교수 김미영(mki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전종명, 권덕황, 강승진

석사과정  김근수, 윤아람, 김민관, 박진호, 유효빈, 윤상문, 이승용, 조장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37동 208호

전    화 02-880-9239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eels/index.htm

■ 실험실소개

Our Lab'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quantitative 

interpretation of single atomic imaging and spectroscopy and 

relating atomic and electronic structures of nano-materials to 

physical properties. The incoherent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TEM) images provide the direct object 

information intuitively and enable simultaneous acquirement of 

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EELS). which is often viewed 

as mapping out the density of unoccupied states in the 

conduction band. These techniques form a powerful basis for 

structure determination to be used as an initial model for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which link the atomic and electronic 

structure of interfaces to macroscopic properties.

■ 연구분야

-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STEM)

- Crystal Orientation and Defects Analysis

- Electronic Structure by EELS(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

■ 연구성과

Young Joon Hong, Yong-Jin Kim, Jong-Myeong Jeon, Miyoung 

Kim, Jun Hee Choi, Chan Wook Baik, Sun Il Kim, Sung Soo Park, 

Jong Min Kim and Gyu-Chul Yi

"Selective formation of GaN-based nanorod heterostructures on 

soda-lime glass substrates by a local heating method"

NANOTECHNOLOGY, 2011, Vol. 22, No. 0, pp. 0~0

Dai Hong Kim, Ji-Hwan Kwon, Miyoung Kim, Seong-Hyeon 

Hong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pitaxial SnO(2) films deposited on 

a- and m-cut sapphire by ALD"

JOURNAL OF CRYSTAL GROWTH, 2011, Vol. 322, No. 1, pp. 

33~37

Taekyeong Kim, Kwang Heo, Ki-Seok Jeon, Jinho Park, 

Kyung-Eun Byun, Miyoung Kim, Yung Doug Suh, Seunghun 

Hong and Nam-Jung Kim 

"A facile, one-pot synthesis of ultra-long nanoparticle-chained 

polyaniline wire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011, Vol. 21, No. 0, pp. 

17304~17308

Sung-Yun Lee, Soon-Mi Choi, Mi-Young Kim, Sang-Im Yoo, Ji 

Hye Lee, William Jo, Young-Hwan Kim, Kyoung Jin Choi

"Microstructures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CaCu3Ti4O12 thin 

films on Pt/TiO2/SiO2/Si substrates by pulsed laser depositio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2011, Vol. 26, No. 19, pp. 

254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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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Fabrication Lab.

지도교수 김기범(kibu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민현, 이승현, 조성용, 이재일, 박경범

석사과정  정승우, 강민이, 김기주, 정기용, 김형준, 여정모, 이현재, 김지연

주    소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30동

전    화 02-880-7465

홈페이지 http://nfl.snu.ac.kr/

■ 실험실소개

The Major research activities in nano fabrication laboratory(NFL) 

are focused into two important technologi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which are nanotechnology and thin-film 

technology. For the contribution in nanotechnology, the key 

technology, the quantum dot formation is investigated by two 

major methods to form quantum dot, which are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Specifically, the brand-new electron 

projection lithography technique, the atomic image projection 

electron lithography(AIPEL) process has been developed to form 

quantum dots, which have the controllable size distribution, good 

alignment and large throughput with the partnership of JEOL. 

AIPEL proces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HRTEM) using the atomic image 

of materials in nature. The extinguishing feature of AIPEL process 

is the mix and match process of the top-down(lithography) and 

bottom-up(atomic image) process. In bottom-up approaches the 

self-assembled nanoparticles has been investigated using various 

colloidal nanoparticles, which are -Fe2O3, CdSe and FePt. The 

formation of self-assembled monolayer of nanoparticles by 

multiple adsorp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functional nano- electronic, nano-magnetic, or 

nano-photonic devices using monolayer of nanoparticles has 

studied.

■ 연구분야

- Atomic image Profection E-beam Lithography

- Phase changed random Access Memory device

- Nanofluidics

- Anodic Aluminum Oxide

■ 연구성과

Min-Hyun Lee, Ju-Hyun Lee, Hyun-Mi Kim, Young-Rok Kim, 

Tae-Joon Jeon, Y. Eugene Park, and Ki-Bum Kim

Leakage current in a Si based nanopore structure and its 

influence on noise characteristics

Submitted, 2012, Vol. 0, No. 0, pp. 0~0

Chang-Woo Kwon, Jaeil Lee, Ki-Bum Kim, Hae-Weon Lee, 

Jong-Ho Lee, and Ji-Won Son 

The themomechanical stability of micro-solid oxide fuel cells 

fabricated on anodized aluminum oxide membranes

Journal of Power Sources, 2012, Vol. 0, No. 0, pp. 0~0

Beom Jin Kim, Do-Joong Lee, Yang-Rae Kim, Sung Yul Lim, Je 

Hyun Bae, Ki-Bum Kim, and Taek Dong Chung 

Gold Microshell Tip for In Situ Elecrochemical Raman Spectroscopy

Advanced Materials, 2012, Vol. 0, No. 0, pp. 0~0

Min-Hyun Lee, Hyun-Mi Kim, Hyo-Sung Lee, Sung-Wook Nam, 

Wan-Jun Park, and Ki-Bum Kim

Electrical Properties of Silicon nanowire Fabricated by Patterning 

and Oxidation Process

IEEE Transactions on Nano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Min-Hyun Lee, Hyun-Mi Kim, Seong-Yong Cho, Kipil Lim, 

Soo-Yeon Park, Jae Jong Lee and Ki-Bum Kim 

Fabrication of ultra-high density nanodot array patterns(~3 

Tbits/in2) using electron-beam lithography

Journal of Vacuum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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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구조형 에코, 에너지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곽승엽(sykwak@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최성학, 유병용, 유형구, 류수열, 김현중, 박성용, 최우혁, 김지훈

석사과정  이범진, 이지환, 윤태선, 안효원, 이규원, 정준호, 이민영

주    소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30동

전    화 02-880-7239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eco/main.php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이용하거나 나노미터 수준(1~100 

nm)에서의 정  구조제어를 응용하여 기존기술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나노기술(nanotechnology, NT)을 요소기술로 하여, 생태계파괴 유발

요인을 사전 방지하며 기존 화석에너지원을 무ㆍ저공해 신에너지로 대

체하는 에코 및 에너지기술(eco- and energy technology, E2T)과의 

시너지 융합화(fusion)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현시대에 최대 가치로 

등장한 소위, 웰빙(well-being)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쾌적한 환경과 건

강한 생명공동체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소재인 생태계 보호형 

에코재료 그리고, 차세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혁

명으로 우리 실생활 공간과 시간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패러다임인 유비

쿼터스(ubiquitous) 시대로 진입하는데 기반이 되는 이동형/정치형 장

치의 차세대 에너지 동력원 신소재인 신개념 청정 에너지재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목표로 한다.

■ 연구분야

고기능성 수처리 UF/MF 여과 분리막

-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과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분리막을 이용한 정수/하폐수 처리 등의 수처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 UF/MF 공정은 운영이 편리하고 운영비용이 낮아 수처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UF/MF 분리막은 태생적으로 분

자수준 이하의 물질에 대한 분리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자 및 원자 

또는 이온수준의 유해물질이 투과수에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실에

서는 환경호르몬, 중금속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분리를 위해 

수처리 분리막 표면에 환경호르몬 차단기능성 사이클로덱스트린, 중금

속 포집기능성 덴드릭틱 나노담체 같은 기는기를 도입한 기능성 UF/MF 

분리막을 개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은나노 입자, 양전하성고분자를 기능

기로 도입하여 바이오파울링, 스케일링으로 인한 분리막의 성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저에너지 고효율정삼투 분리막

- 정삼투 공정은 원수와 고농도 유도용액 간의 삼투압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막 공정으로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해수담수

화 기술 중 증류법, 역삼투 공정과 같은 다른 기술들과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최근 많은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삼투 공정에 맞는 적절한 분리막의 부재로 

정삼투 공정은 성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농도분극 

현상으로 정삼투 분리막의 지지층 내에서 유도용액의 확산을 저해하여 

활성층 표면에서 실질삼투압의 감소를 불러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지지층의 구조 및 표면 특성 조절을 통해 

지지층에서 유도용질의 자유로운 확산을 유도하여 농도분극 현상을 저

감시킬 수 있는 저에너지 고효율 정삼투 분리막을 개발하고자 한다.

■ 연구성과

H. J. Kim, J.-D. Jeon, D. Y. Kim, J.-J. Lee, S.-Y. Kwak

Improved Performance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with 

Compact TiO2 Blocking Layer Prepared Using Low–Temperature 

Reactive ICP–Assisted DC Magnetron Sputtering

J. Ind. Eng. Chem, 2012, Vol. 0, No. 0, pp. 0~0

B. Y. Yu, A. R. Lee, S.-Y. Kwak

Gelation/Fusion Behavior of PVC Plastisol with a Cyclodextrin 

Derivative and an Anti-Migration Plasticizer in Flexible PVC

Eur. Polym, 2012, Vol. 48, No. 0, pp. 0~0

B. Y. Yu, S.-Y. Kwak

Self-Assembled Mesoporous Co and Ni-Ferrite Spherical Clusters 

Consisting of Spinel Nanocrystals Prepared Using a Template- 

Free Approach

Dalton Trans, 2011, Vol. 40, No. 0, pp. 0~0

■ 프로젝트

[황산화 이산화티탄을 포함하는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용 전해질막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사용하는 막전극 접합체 및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10-1100897 

[연질 PVC 조성물]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10-0953721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용 복층구조 이산화틴탄 전극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10-093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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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fibers & Composites Lab.

지도교수 강태진(taekang@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재홍, 박종렬, 양찬오, 오세영, 한문희, 황덕준

석사과정  오민경, 정다영, 정선아, 정희윤, 최원석

주    소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30동

전    화 02-880-7197

홈페이지 http://textile.snu.ac.kr/

■ 실험실소개

- Multiscale Modeling and Applications of Carbon-based 

Nanomaterials

- Soft Body Armor Utilizing Shear Thickening Fluids

- Magnetic Composite Nanofibers for Functional Materials

- Fibrous Flexible Dye-Sensitized Solar Cells(DSSC)

 Conductive Composite Structures for Smart Textile Systems

- Physiochemical Mimicry of Extracellular Matrix

■ 연구분야

Multiscale Modeling and Applications of Carbon-based 

Nanomaterials

- In the development of composites, the reinforcements currently 

used range decrease in size from macro- and micro- to the 

nano-scale. Any kind of material can be produced to appear 

in a Nano-scaled shape and size, but none of these particles 

has gained as much attention as carbon based materials such 

as nanotube and graphene. Carbon nanotubes have a high 

potential to improve the mechanical, phys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composites. They exhibit an exceptionally high 

aspect ratio in combination with low density, as well as high 

strength and stiffness, which make them a potential candidate 

for the reinforcement of nano-composite materials. We are 

studying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olymer and 

fiber reinforced composites with CNTs. We carried out the 

predict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which 

is accompanied by computer simulation and modeling, and on 

the basis of this estimated results we are doing experiments 

and modeling to improv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current composite materials. However, current practical use 

of CNT is not easy as for present because of insufficient 

techniques about purification, dispersion and separation of 

metallic C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are also 

focused on graphene, which has excellent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s well as structural and chemical stability. In the 

case of conventional semiconductor, surface’s nonbonding 

atoms and defects of crystal structure generate resistance and 

bring about the limits of size and efficiency of nano-devices. 

Graphene has one atom’s thickness and small defection on the 

surface and good conductivity, so it is expected to be replaced 

silicon-based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Indium-Tin

 -Oxide(ITO)-based transparent electrodes by flexible and 

stretchable electronic devices in the future.

■ 연구성과

Kyung Hwa Hong, Seok Hoon Woo, Tae Jin Kang 

In Vitro Degradation and Drug-Release Behavior of Electrospun, 

Fibrous Webs of Poly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2012, Vol. 124, No. 0, pp. 

209~214

Tae Jin Kang, Chang Youn Kim, Kyung Hwa Hong 

Rheological Behavior of Concentrated Silica Suspension and Its 

Application to Soft Armor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2012, Vol. 2, No. 0, pp. 

1534~1541

Jong Lyoul Park, Yong Seung Chi, Tae jin Kang 

Ballistic Performance of Hybrid Panels Composed of UD/Woven 

Fabrics 

Textile Research Journal,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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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세라믹 금속 복합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강신후(shinkang@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임재혁, 서문수, 가오제, 이승희, 김진홍, 김재희, 김재철, Mahdi

석사과정  이정민, 김진명, 박충권, 한지선, Pathou, 이문균

주    소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세라믹금속복합재료 연구실 31동 308, 312호

전    화 02-880-8333

홈페이지 http://cmclab.snu.ac.kr/v2/index.php

■ 실험실소개

세라믹 금속 복합재료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Refractory materials

- Optical Materials

- Energy Storage materials

■ 연구성과

Moonsu Seo, Jiwoong Kim, Shinhoo Kang

Effect of carbon cont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Ti0.7W0.3)C-Ni cermet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actory Metals and Hard Materials, 

2011, Vol. 0, No. 0, pp. 0~0

Jiwoong Kim, Shinhoo Kang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Ti0.93W0.07) 

C–xWC–20Ni cermet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011, Vol. 0, No. 0, pp. 0~0

Seunghee Lee, Yongsun Kim, Shinhoo Kang

Far-infrared emission of Ti-based oxides

Journal of Molecular Structure, 2011, Vol. 0, No. 0, pp. 0~0

Jiwoong Kim, Moonsu Seo, Shinhoo Kang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i-based solid- 

solution cermet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011, Vol. 0, No. 0, pp. 0~0

Yongsun Kim, Shinhoo Kang

Investigation of photoluminescence mechanisms of ZnO through 

experimental and first-principles calculation methods

Acta Materialia,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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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dvanced Energy Materials Lab.

지도교수 강기석(matlgen1@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권혁조, 김종순, 김진수, 박영욱, 홍지현, 유정근, 김해겸, 박규영 외 3명

석사과정  정성균, 이병주, 김인경

주    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전    화 02-880-7088

홈페이지 http://energylab.snu.ac.kr/

■ 실험실소개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 that humankind will face within 

a few decades is the lack of future sustainable energy sources 

that can uninterruptedly support the advancement of human 

activities. The economy, culture and the quality of life that we 

are enjoying now heavily relies on the fossil fuels, which will 

be depleted sooner or later.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seriously expedites the 

rate of depletion of these energy sources even faster. What matters 

worse with the increased usage of fossil fuels is that global 

warming is being accelerated with the emitted green house gases 

from them. Continued accumulation of the green house gases 

as a result of the usages of these fossil fuels can be a great 

threat to environment and furthermore to a human life.

■ 연구분야

Energy material design – First principles Calculation

- A calculation is said to be from first principles, or ab initio, 

if it starts directly at the level of established laws of physics 

and does not make assumptions such as model and fitting 

parameters. We have performed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using state-of-the-art DFT(Density Functional Theory) for energy 

material design.

Lithium Ion Batteries

- Lithium-ion batteries are a type of rechargeable battery in which 

a lithium ion moves between the anode and cathode. The lithium 

ion moves from the anode to the cathode during discharge 

and from the cathode to the anode when charging. Lithium 

ion batteries are commonly used in consumer electronics. They 

are currently one of the most popular types of battery for 

portable electronics, with one of the best energy-to-weight 

ratios, no memory effect, and a slow loss of charge when not 

in use. In addition to uses for consumer electronics, lithium-ion 

batter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for defense, automotive, 

and aerospace applications due to their high energy density. 

However certain kinds of mistreatment may cause Li-ion 

batteries to explode.

■ 연구성과

K. Karthikeyan, S. Amaresh, G.W. Lee, V. Aravindan, H.S. Kim, 

K.S.Kang, Y.S.Le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obalt free, Li1.2(Mn0.32 

Ni0.32Fe0.16)O2 cathodes for lithium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2012, Vol. 68, No. 0, pp. 246~253

Haegyeom Kim, Dong-Hwa Seo, Hyungsub Kim, Inchul Park, 

Jihyun Hong, Kyu-Young Park, and Kisuk Kang

Multicomponent effects on the crystal structure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spinel-structured M3O4(M=Fe, Mn, 

Co) anodes in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Chemistry of materials, 2012, Vol. 24, No. 0, pp. 720~725

Haegyeom Kim, Hyungsub Kim, Sung-Wook Kim, Kyu-Young 

Park, Jinsoo Kim, Seokwoo Jeon, and Kisuk Kang

Nano-graphite platelet loaded with LiFePO4 nanoparticles used 

as the cathode in a high performance Li-ion battery

Carbon, 2012, Vol. 50, No. 0, pp. 1966~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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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최만수(mchoi@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한규희, 김웅식, 정기남, 채석병, 강승현, 최호섭, 하경연, 노승렬, 배용준, 성향기

석사과정  한정석, 이창섭, 추성원, 이동준, 임성수, 윤정진

주    소 서울대학교 313건물 321호

전    화 02-887-8626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mchoi/

■ 실험실소개

우리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가 지원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제명

은 「멀티스케일 기반 미래에너지 연구」로서, 나노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융합하여 신개념의 멀티스케일 광에너지, 분자에너지 원천기술을 개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태양전지 및 미래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 우리 연구실이 보유

하고 있는 Ion-assisted aerosol lithography(IAAL)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3차원 아키텍쳐 구조물을 기존 에너지시스템에 적용하여 신개념의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연구, 2) 나노/마이크로/매크로를 통

합하는 멀티스케일 아키텍쳐링을 통하여 플라즈모닉스 등의 새롭게 구

현되는 초물성을 실제 에너지소자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달/변

환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Multiscale architecturing

- 최근 나노 입자, 나노 와이어와 같은 극 미세단위 구조물의 형성 방법

이 10년 사이에 많이 연구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나노 재료

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노 재료를 원하는 위치에 배열하

고, 원하는 형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실에서

는 나노 재료를 다양한 스케일로 조립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잇는 Multiscale Architectureing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실

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렬 방식의 Aerosol Assembly 기술은 하전된 

나노 입자를 전기장을 이용하여 컨트롤 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영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진공의 조건이 아닌 상압에서 나노입

자를 대면적에 배열 가능하며 복잡한 형상의 3차원 구조물 역시 형성

할 수 있다.

 

*Nanoparticle synthesis

- 1985년에 fullerene, 1991년에 carbon nanotube가 발견된 이후 

우수한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 에너지 저장매체로의 

적용 가능성 등의 뛰어난 특성들을 가진 탄소나노입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실험실에서는 화염에어로졸방법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우수한 특성을 갖는 탄소나노입자를 제조하였

다. 아세틸렌화염에 레이저를 조사시켜서 만들어진 이 입자는 쉘

형태의 여러 껍질을 가진 구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 방법은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이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도 순수하면서 잘 결정화된 탄소나노입자를 연속적

이고 빠르게 제조할 수 있으면서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다음 그림은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을 때와 조사할 

때의 모습을 비교한 모습이다. 임계에너지를 넘었을 때 강한 빛과 

함께 쉘 형태의 탄소나노입자가 발생하며 임계에너지 이하에서는 

비정형질의 soot 입자가 발생한다.

■ 연구성과

Kim, J. Kim, H. Yang, J. Suh, T. Kim, B. Han, S. Kim, D. S. Kim, 

P. V. Pikhitsa and M. Choi

Parallel patterning of nanoparticles via electrodynamic focusing 

of charged aerosols

Nature nanotechnology, 2006, Vol. 1, No. 0, pp. 117~121

Lee, S. You, P. V. Pikhitsa, J. Kim, S. Kwon, C. G. Woo and 

M. Choi

Three-dimensional assembly of nanoparticles from charged 

aerosols

Nano Letters, 2011, Vol. 11, No. 0, pp. 119~124

C. G. Woo, H. Shin, C. Jeong, K. Jun, J. Lee, J.-R. Lee, H. Lee, 

S. You, Y. Son and M. Choi,

Selective Nanopatterning of Protein via Ion-Induced Focusing and 

its Application to Metal-Enhanced Fluorescence

Small, 2011, Vol. 7, No. 0, pp. 179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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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주종남(cnchu@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송기영, 이세원, 권민호, 신민철, 카오후안, 지원영, 김한

석사과정  조광희, 박종욱, 조철희, 신상재, 김유석

주    소 서울대학교 599 관악로, 관악구 155-744

전    화 02-880-7147

홈페이지 http://prema.snu.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Precis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Laboratory. Our Lab is located at the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was 

Founded by Professor C.K.Park in 1980 for work on conventional 

machining. It became involved in micro machining after 1992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C.N.Chu. Building on its long 

history, we have produced distinguished achievements. Main 

issues of our research are micro machining processes such as 

Electro-Chemical Machining,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Our research interests also include a broad range of subjects. 

Therefore we work in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in a wide 

variety of sectors.

■ 연구분야

ECM(Electrochemical Machining)

- Micro-electrochemical machining(Micro-ECM) is a top-down 

fabrication method using electrochemical dissolution. Small 

tool electrode is used for counter electrode. Various micro 

structures can be fabricated by moving tool electrode on 

conductive materials, generally on metals. Micro-ECM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no tool wear, stress-free and smooth 

surfaces of the machined product and the ability to machine 

complex shapes on electrically conductive materials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properties.

* EDM(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 Electro-thermal process

- Non-contact machining

- Possible to machine hard materials(PCD, WC-Co, Ti alloy, all 

of conductive materials)

- Precise machining

■ 연구성과

Do Kwan Chung, Hong Shik Shin, Min Soo Park and Chong Nam 

Chu

Machining Characteristics of Micro EDM in Water using High 

Frequency Bipolar Puls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12, No. 2, pp. 195~201

Do Kwan Chung, Hong Shik Shin, Min Soo Park, Bo Hyun Kim 

and Chong Nam Chu

Recent Researches in Micro Electrical Mach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12, No. 2, pp. 371~380

Hong Shik Shin, Do Kwan Chung, Min Soo Park, Chong Nam 

Chu

Analysis of machining characteristics in electrochemical etching 

using laser masking

Applied Surface Science, 2011, Vol. 258, No. 5, pp. 1689~1698

Do Kwan Chung, Hong Shik Shin, Bo Hyun Kim, Chong Nam 

Chu

High frequency micro wire EDM for electrolytic corrosion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12, No. 6, pp. 1125~1128

■ 프로젝트

[체형 측정방법, 이를 이용한 안마 시스템 및 안마 시스템을 이용한 안마

방법] 등록번호 10-1032754-00-00

[스프레이를 이용한 방전가공 장치] 출원번호 10-2010-0090741

[방전가공 전자회로] 출원번호 10-2010-0009375

[레이저 마스킹과 전해 에칭을 이용하는 금속 가공 방법 및 장치] 출원번

호 10-2009-00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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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mart Structures & Design Lab.

지도교수 조맹효(mhcho@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정준호, 정광섭, 유수영, 이재훈, 장성민, 류정현, 한장우, 김성섭 외 3명

석사과정  정종부, 최준명, 김태인, 이용희, 정하영, 임진명, 신현성, 서칠원 외 3명

주    소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30동

전    화 02-880-1693

홈페이지 http://ssnd.snu.ac.kr/

■ 실험실소개

The Smart Structures and Design Laboratory is in the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 of the Seoul Nat'l 

University. Our group is consist of about 20 research students. 

Professor Maenghyo Cho is the principal investigator. We 

undertake researches in a broad range of subjects within the 

disciplines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The goal of the our 

researches is to identify the principles of th mechanical 

structure, properties and material behaviors. We are integrating 

a variety of computational approaches to achieve these goals. 

Current research areas include Reduced System Analysis, 

Composite Structure Analysis, Shape Memory Alloy Analysis, 

Nano-Continuum Bridging Technology and so on.

■ 연구분야

Multi-scale Analysis

- Our lab develops efficient and reliable multi-scale analysis for 

various types of nanomaterials such as nanofilm, nanowire and 

nanocomposites. Due to the large surface to volume ratio, 

nanomaterials show extraordinary properties and behaviors 

caused by surface effect, interface effect or grain boundary 

effect which may encounter the limit of conventional continuum 

approaches. Thus, we develop sequential multi-scale frame 

works by combining atomistic simulations and continuum 

models with novel modification to bridge them.

System Reduction Method

- The focus of our research in structure analysis is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system reduction methods. We have 

established our own methods that have high efficiency and 

accuracy, which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conducting 

dynamic/static analysis and solving various optimization 

problems.

■ 연구성과

김태인, 장성민, 송원준, 배성재, 김완두, 조맹효

인공기저막 기반 인공와우의 주파수 분리 성능향상을 위한 인공기저막 

전산모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 2012, Vol. 0, No. 0, pp. 0~0

김준식, 이재훈, 박준영

멀티피직스 환경하의 이방성 구조물 해석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이용희, 정준호, 조맹효

연속체 이론을 기반으로 한 나노 허니콤 구조물의 탄성 거동 예측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김원배, 조맹효

보 접착 모델을 이용한 게코 접착 시스템의 접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나노와이어의 진동현상을 이용한 센싱방법 및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압력센서] 10-2010-0045235

[형상 기억 합금 이중 나선형 스프링 구동기] 10-2010-0045081

[양방향 안정성을 가지는 능동지능형 구조체] 10-2010-00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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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혁신설계 및 통합생산 연구실

지도교수 안성훈(jamaisvu444@gmail.com)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충수, 얀준, 이길용, 김명섭, 이경태, 반석 비나약, 최정오 외 2명

석사과정  여준철, 이재훈, 이종천, 김동현, 송성혁, 문종설, 한민우, 이현택 외 5명

주    소 서울대학교 기계항공 공학부 301동 1405호

전    화 02-880-9073

홈페이지 http://fab.snu.ac.kr/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and education cover important issues in design 

& manufacturing.

Based on the philosophy of DFM(Design for Manufacture) and 

DFE(Design for Environment), web-based design is pursued.

The research focus of material and manufacturing includes rapid 

prototyping, micro machining, nano composite,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Integrating the manufacturing technologies with creative design, 

we are exploring the field of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 

Your comments and suggestion on our activities are always 

appreciated.

■ 연구분야

- 에너지

- 바이오-스포즈-재활

- 정보기술

- 마이크로/나노 기술

- 로봇

■ 연구성과

Yan, J., Lee, J.C., Pandey, J.K., Kim, M.S., Kang,K.M., Kang,Y.J., 

and Ahn, S.H.*, TBD

Evaluation of nanoclay-reinforced polypropylene composites as 

soundproofing material to control the noise pollu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1, Vol. 0, No. 0, pp. 0~0

Lee, G.Y., Choi, J.O., Kim, Myeungseon and Ahn, S.H.*, 

Fabrication and reliable implementation of an ionic polymer–

metal composite(IPMC) biaxial bending actuator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Institute of Physics(IOP), 2011, 

Vol. 20, No. 10, pp. 0~0

Chun, D. M., and Ahn, S. H.*, 

Deposition mechanism of dry sprayed ceramic particles at room 

temperature using a nano-particle deposition system(NPDS)

Acta Materialia, Elsevier, 2011, Vol. 59, No. 7, pp. 2693~2703

Hong, Y. S., Ahn, S. H., Song, Chulki and Cho, Youngman

Component-level fault diagnostics of a bevel gear using a wavelet 

packet transform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E: 

Journal of Process Mechanical Engine, 2011, Vol. 225, No. 1, 

pp. 0~0

■ 프로젝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가공 방법] 출원번호: 10-2011-0091500

[지능형 연성 복합재 작동기] 출원번호: 10-2011-0098619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을 이용한 비압축성 유동에서의 엔탈피 방출 밸

브] 출원번호: 10-2011-0110188

[BICYCLE HANDLE ASSEMBLY] 출원번호: 12/956,073 

[인체구조를 고려한 자전거용 핸들] 출원번호: 10-2009-0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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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Turbomachinery Lab.

지도교수 송성진(sjsong@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제갈승, 김진욱, 임주현, 이호채

석사과정  송지은, 신주현, 원혜준, 박정찬, 배효조, Agha Raza Abid, 손영기, 장세민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01동 1212호

전    화 02-880-1701

홈페이지 http://tml.snu.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TurboMachinery Laboratory of the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ML aims to advance the technologies related 

to various propulsion, power, and energy conversion systems. 

Current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earch projects cover 

performance analysis of power generation systems, especially 

those using clean, renewable energy sources; aerodynamics, 

rotordynamics, and aeromechanics of turbomachinery; flow 

mixing in ejectors in gas turbines and fuel cell vehicles; 

development of small gas turbines for portable power generation; 

air-fuel supply systems for fuel cell automobiles; and electro- 

hydrodynamics related to propulsion of small satellites and nano 

technologies.

■ 연구분야

- Aerodynamics of Turbomachinery and Internal Flows

Effects of blade surface roughness on axial compressor cascade 

performance

Effects of blade surface roughness on axial turbine performance

Interaction of labyrinth seal leakage flows with passage flows 

in shrouded axial compressors

Experiment investigation of shroud leakage flows in partially axial 

turbines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operating point, 

tip clearance, and blade stagger on tip clearance vortex trajectory

Influence of very large relative clearance and turbine reaction 

on tip clearance flows and loss

Analysis and measurement of ejector mixer’s aerodynamic 

performance in gas turbines

- Compressor Stability

Modeling compressor instability in refrigeration systems

Clearance Effects on Centrifugal Compressor Stability

■ 연구성과

Matthias Schleer, Seung Jin Song, Reza S. Abhari

Clearance Effects on the Onset of Instability in a Centrifugal 

Compressor

ASME J.Turbomachinery, 2008, Vol. 130, No. 3, pp. 0~0

Yong Il Yun, Luca Porreca, Anestis I. Kalfas, Seung Jin Song, 

and Reza S. Abhar

Investigation of Three-Dimensional Unsteady Flows in a Two-Stage 

Shrouded Axial Turbine Using Stereoscopic PIV—Kinematics of 

Shroud Cavity Flow

ASME J.Turbomachinery, 2008, Vol. 130, No. 1, pp. 137~143

Heung Soo Kim, Maenghyo Cho, Seung Jin Song

Stability Analysis of a Turbine Rotor System with Alford Forces

ASME J. Sound and Vibration, 2003, Vol. 260, No. 1, pp. 167~182

Seung Jin Song and Kil Yong Park

Rotordynamic Effects of Compressor Rotor-Tip Clearance 

Asymmetry

AIAA Journal, 2001, Vol. 39, No. 7, pp. 1347~1353

Byeung Jun Lim, Seung Jin Song

Non-axisymmetric flow field in an axial impulse turbine

KSME J.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08, Vol. 22, No. 

1, pp. 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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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telligent Control Systems Lab.

지도교수 김현진(hjinkim@snu.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이은용, 이대원, 강선혁, 문성원, 최병훈, 김우진, 박재만, 임현

석사과정  Asad Ullah Awan, 김수성, 김승현, 김진호, 이현범, 최지은, 김형근, 최승원

주    소 서울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 301호 1312

전    화 02-880-1552

홈페이지 http://icsl.snu.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Our interdisciplinary research focuses on control and coordination 

algorithms, with applications ranging from robots and aerospace 

vehicles to micro-devices.

■ 연구분야

-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목표물 감지, 식별 및 추적 기법 연구

- 군집 이동 모델

- 다중로봇 제어시스템

- 영상 기반 유도 제어

- 다중 이동 장애물의 최적 충돌회피 알고리즘 연구

- 스마트 무인기의 지능제어

- 고앙각 유도탄의 롤-피치-요 오토파일럿 통합설계

- 기민회전 유도탄의 유도 및 제어

- 지능재료 미세 구동소자 제어

■ 연구성과

Seonhyeok Kang, Woojin Kim, H. Jin Kim*, Jaegyun Park*

Adaptive Feedforward Control of Ionic Polymer Metal Composites 

with Disturbance Cancellation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26, 

No. 1, pp. 0~0

Jongho Shin, H. Jin Kim*, Youdan Kim and Warren Dixon

Autonomous flight of the rotorcraft-based UAV using RISE 

feedback and NN feedforward terms

IEEE Transactions on Control Systems Technology, 2011, Vol. 

99, No. 0, pp. 1~8

Jongho Shin, H. Jin Kim* and Youdan Kim

Adaptive support vector regression for UAV flight control

Neural Networks, 2011, Vol. 24, No. 1, pp. 109~120

Jaemann Park, H. Jin Kim*, and Seung-Yeal Ha

Cucker-Smale flocking with inter-particle bonding forces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2010, Vol. 55, No. 11, 

pp. 2617~2623

Sungwon Moon, Kwangrock Jung, Konggyun Park, H. Jin Kim*, 

Chang-Won Lee, Chan-Wook Baik, and Jong Min Kim

Intrinsic high-frequency characteristics of graphene layers

New Journal of Physics, 2010, Vol. 12,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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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er Aided Thermal Design Lab.

지도교수 김찬중(bam4782naver.com)

전공분류 

박사과정  임도균, 백승만, 배석정, 김성수, 신동우, 이상건

석사과정  신대용, 오현주, 최재혁, 김홍근, 강창

주    소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전산열설계실험실 신공학관 301동 1414호

전    화 02-880-1656

홈페이지 http://catd.snu.ac.kr/wp/

■ 실험실소개

전산열설계실험실에서는 유체유동, 열/물질전달, 화학/전기화학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열유체공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에너

지원, 에너지 저장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시스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기본으로 현대자동차 

등 여러 건의 산업체 및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부터는 서울대 BK21 차세대 기계항공시스템 창의설계 인력양성사업단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찬중 교수님께서는 공업수학, 열역학, 

유체역학, 수치해석 및 전산유체역학 등 교과서를 출판, M#math, 

M#CFD 등 수학 및 CFD 코드를 개발하시는 등 기계공학 분야의 기초적

인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기체확산층에서 수분전달의 공극네트워크 모델링

- 미세다공층의 수분관리 매커니즘 규명

-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유로설계

-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마이크로/마크로 모델 개발

- 다공성 매질내 단상, 이상유동의 격자볼츠만 해석

-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CFD 성능해석

-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해석

■ 연구성과

S. Sohn, J.H. Nam, D.H. Jeon and C.J. Kim

A micro/macroscale model for intermediate temperature solid 

oxide fuel cells with prescribed fully-developed flow in gas 

channel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0, Vol. 35, No. 

21, pp. 11890~11907

S.H. Bae, J.H. Nam, C.S. Song and C.J. Kim

A numerical model for freeze drying processes with infrared 

radiation heating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A. Application, 2010, Vol. 58, No. 

5, pp. 333~355

J.H. Kang, K.J. Lee, S.H. Yu, J.H. Nam and C.J. Kim

Demonstration of water management role of microporous layer 

by similarity model experi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0, Vol. 35, No. 

9, pp. 4264~4269

K.J. Lee, J.H. Kang, J.H. Nam and C.J. Kim

Steady liquid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hydrophobic gas 

diffusion layers with engineered pore paths: An invasion- 

percolation pore-network analysis

Journal of Power Sources, 2010, Vol. 195, No. 11, pp. 3508~3512

■ 프로젝트

[발열 정전척 저항패턴에 따른 균일온도 설계해석] 2010.01~2010.03

[에폭시 레진시스템의 경화반응 및 잔류응력 해석] 2008.04~2008.12

[고출력 스피커 보이스코일의 열거동 CFD 해석] 2006.06~2007.05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1차원 열물질전달 해석모델] 2005.04~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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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Robust Design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김종원(hshongrodel@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성태종, 장도영, 서근찬, 진상록, 홍희승, 김남수

석사과정  최동규, 이기욱, 이석우, 한용희, 김태균, 조선미, 오종균

주    소 SNU deahak-dong, Kwanak-gu, Seoul, Korea 151-742

전    화 02-880-7144

홈페이지 http://rodel.snu.ac.kr/default.asp

■ 실험실소개

Our vision is to be the world best research group in design and 

developing creative products and systems that have never been 

imagined before. Based on this vision, our current research 

activities are focused on robust designing and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roducts and systems, with the aid of robust design 

methodologies such as Taguchi methodology.

■ 연구분야

1. Parallel mechanism machine

1) Eclipse-I mechanism

-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Eclipse-I mechanism compared 

to the Gough-Stewart-based parallel mechanism is that its spindle 

can tilt to 90 degrees. Moreover the ability to do five-face 

machining without any changes in the set-up of the workpiece 

is one of its great advantages when applied to machining 

processes. The Eclipse-EMO and Eclipse-RP machining tool are 

the applications of this mechanism. 

2) Eclipse-II mechanism

- Eclipse-II mechanism simulates any continuous spinning over 

360 degrees in any rotational directions and x, y, z-axis 

translational motions as well. Its application includes innovative 

training facilities for pilots and motion simulators that simulate 

any motion in space. Using this mechanism we built a working 

sample and one-man rider machine.  

3) Micro positioning platform

- Micro platform was developed for the needs of a miniaturized 

manufacturing system. Our project aim is to develop a unique 

parallel mechanism micro positioning platform with a dual stage 

system, which mobility is 100 degrees. 

4) Planar type high-speed positioning platform

- A planar type high-speed positioning platform is based on a 

new three degrees-of-freedom redundantly actuated parallel 

mechanism. Its translational axes are in x- and y-axis with its 

stroke of 420mm each. The maximum velocity is 150 m/min 

with its acceleration of 2g. Another unique feature of the platform 

is that it has one rotational axis along z-axis with its capability 

from -90 to +90 degrees. It can be applied as a main positioning 

platform for PCB handling machines, semiconductor industry and 

MEMS field.  Special information

2. Robotics Design

1) Welding robot for shipbuilding yards

- Welding robot is a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 It 

consists of a welding unit attached to a mobile platform which 

can freely move on T shape longis and in double hull blocks. 

Currently we have developed three prototypes and our aim is 

to extend the usage to other areas in the shipbuinding yard.

2) A new climbing robot for high-rise building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innovative façade 

cleaning robot which can climb and clean real building façades. 

So, we are focusing on climbing robot platform and cleaning 

unit design. The robotic platform will cover various building surface 

shapes and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cleaning unit will 

clean windows without water and detergent. 

3) Home service robot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developing a service robot that 

can be utilized in homes. A modularized service robot will be 

proposed which is consisted of a common platform and several 

application devices. An innovative service robot which has many 

high technologies fused into will be proposed from this project.

4) Dragon lizard robot

- The proposal of our project is making a mobile quadruped 

robot that can run on a rough terrain with high-speed. To achieve 

the goal, we inspired from the dragon lizard of the nature. 

Currently we have made one prototype of jumping leg which 

performs a SLIP mechanism that store energy and release it. For 

the future work, we will develops the robot with 4 jumping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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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멀티피직스 시스템 설계연구실

지도교수 김윤영(yykim@s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류재춘, 유성민, 김홍진, 이일규, 마평식, 오주환, 이민경, 권영의 외 7명

석사과정  윤한솔, 전현중, 양지은, 권봉균, 김서인, 박준형, 김상아, 김도민, 이소원

주    소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56-1 151-742

전    화 02-880-1688

홈페이지 http://idealab.snu.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멀티 피직스 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자동최적설계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자동최적설계기술이란, 컴퓨터

에 요구하는 설계목적과 제한 조건을 입력하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최적의 설계물을 찾아주는 위상최적화기술로써 설계자의 직

관에 크게 의존했던 기존의 방식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본 연구실은 다년간 멀티 피직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최족 수준의 자동최적설계기술을 개발하였으면서 또한 유도 초음

파 분야의 트랜스듀서와 진단장치를 주 제작/시험/검증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쌓아 왔습니다.

■ 연구분야

- Basic Knowledge for Meta-phenomena of waves

- Negative Refraction of Elastic Guided Wave

- Imaging Beyond the Diffraction Limit

- Meta-phenomena of Wave by Smart Material

- Magnetostrictive plate wave sensor & transducer

- Magnetostrictive torsional wave sensor & transducer

- Magnetostrictive transducer for longitudinal modal test

- ECP

- Poro-elastic acoustical foam design

- Electro-thermal MEMS actuator design

■ 연구성과

김재은, 김윤영

압전 밴드 갭 구조물의 면내외 방향 체적 탄성파 전파 특성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1, Vol. 0, No. 0, pp. 0~0

이주경, 김회웅, 이호철, 김윤영

자기변형 트랜스듀서의 위상차를 이용한 평판에서의 Lamb파 집속 기초 

실험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김재은

등가 회로 모델을 이용한 압전 진동 에너지 수확 장치의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노진이, 윤길호, 김윤영

하중-변위 관계를 고려한 기하 비선형 구조물의 위상 최적 설계

대한기계학회 논문집A,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압전 에너지 수확 장치 및 이 장치의 동작 주파수 조절 방법] 국내, 

2012

[Microspeaker and Method of Designing the Same(마이크로스피

커 및 마이크로 스피커 설계 방법)] 미국, 2011

[분절형 자기변형 패치 배열 트랜스듀서, 이를 구비한 구조 진단장치 및 

이 트랜스듀서의 작동방법] 국내, 2011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자동 생성 방법] 국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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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Turbo system & control Lab.

지도교수 강신형(kangshsnu.ac.kr)

전공분류 유동제어 및 계측(Flow Control and Measurement)

박사과정  성선모, 임형수, 김영훈, 하경구, 황유준, 강병윤

석사과정  허옥설, 이찬영, 정태빈, 추성한, 이영환, 장세연, 허연행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301동 1215호

전    화 02-880-7118

홈페이지 https://turbo.snu.ac.kr/index_main.html

■ 실험실소개

유동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와 기계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

니다. 특히 발전설비와 젯트 엔진 용 가스터빈 및 각종 압축기, 터빈, 

펌프, 송풍기 등의 터보기계는 주요 산업기계로서 이들의 설계와 성능향

상을 위한 연구개발은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기술 파급 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들의 공력설계, 유동해석, 시험평

가, 소음저감 및 관련된 유체역학적 기초 연구에 주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GAS TURBINES & COMPRESSORS

저비속도 파이프형 원심 임펠러의 설계와 공력 성능 특성에 관한 연구

원심 압축기의 비정상 유동 해석

축류 압축기의 비정상 유동 해석

소음과 효율을 고려한 원심압축기 최적설계 연구

축류 압축기 안정성 향상 연구

주기적인 외부교란에 의한 원심압축기의 동특성과 모델링

다단 축류압축기의 회전 스톨 발생에 대한 실험적 연구

축류압축기의 비균일 익간극에 의한 비정상 공력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조도가 터빈의 성능저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 PUMP & FANS

인듀서 성능 / 캐비테이션 실험을 통한 인듀서 특성 해석 기법 개발

인듀서 1차원 및 3차원 성능해석 기법 개발

터보펌프 인듀서 흡입구에서의 비정상 유동에 대한 연구

조도가 원심펌프의 성능저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 FUEL CELLS

자동차 연료전지용 공기공급장치 설계 및 성능평가

자동차 연료전지용 수소공급장치 설계 및 성능평가

■ 연구성과

유임형수, 임영천, 송성진, 강신형, 양수석

다단 축류압축기의 스톨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유체기계저널, 2009, Vol. 0, No. 0, pp. 0~0

박병철, 손정락, 김동섭, 안국영, 강신형

순산소 연소 기본 사이클의 작동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해석

유체기계저널, 2009, Vol. 0, No. 0, pp. 0~0

강영석,박태춘,임형수,강신형

축류압축기 시험설비 및 시험방법 소개

유체기계저널, 2007, Vol. 0, No. 0, pp. 0~0

박재형,강신형

입구 비균일 유동장이 원심압축기의 정상 및 비정상 성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2005, Vol. 0, No. 0, pp. 0~0

임형수,강신형

사이드 채널형 재생펌프의 성능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2005,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LNG Main Cargo 펌프 개발] 효성

[연료전지차용 통합형 수소재순환 시스템의 기술개발] 현대차 NGV

[국내 첨단부하 조건에서 터빈 블레이드의 열부하 특성 및 냉각기술 

도출] 기초전력연구원, 2006-2008

[대체냉매 적용 2단 터보압축기 임펠러 개발] 지경부, 신성엔지니어링,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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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자동화 & 로봇 연구실

▶ 반도체관 전파공학연구실

▶ 집적시스템 실험실

▶ 내연기관 실험실 

▶ 차량시스템 연구실 

▶ 전산역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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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자동화 & 로봇 연구실 Lab 

지도교수 전재욱(jwjeonyurim.skku.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팜콩티엔,송태훈,박종현, 김동균 외 9명

석사과정  윤성수, 팜가워그엉, 뉴엔디붠, 이경민 외 9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자동화 & 로봇 연구실

전    화 031-290-7233

홈페이지 http://micro.skku.ac.kr/xe/?mid=intro

■ 실험실소개

An embedded system is a dedicated computer system to perform 

specified functions. Nowadays, an embedded system is commonly 

used in many areas including intelligent robots, advanced vehicles, 

HCI(human-computer interface), mobile communication, and 

factory automation. We are interested in performing researches 

and developments of embedded systems using microprocessors, 

FPGAs, and real-time OS

■ 연구분야

(1) FPGA-based vision/speech processing accelerator

Real-time processing of vision and speech signals is important 

to many application fields which require quick response from 

environmental events. Because the computational burden for 

processing vision and speech signals is quite heavy, it takes long 

time to use conventional computers for processing these signals. 

Our research is to design and implement the dedicated hardware 

architectures to accelerate the processing of vision/speech signals, 

which includes stereo vision, object tracking using particle filter 

and color feature, face detection, line detection, sound source 

localization, and sound noise reduction. We design these 

special-purpose systems using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s 

such as VHDL, and implement using FPGAs to show their real-time 

performance.

(2) Distributed control systems for automotive applications

Nowadays, a vehicle includes multiple ECUs(electronic control 

units). These ECUs are distributed and considered as real-time 

systems. We are interested in designing real-time embedded 

systems, their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analysis of their 

reliability, fault-tolerance, and timing requirement. Our research 

includes: 1) to design a reliable hard real-time embedded system 

using standard software architecture such as AUTOSAR and OSEK 

for automotive control units, 2) to develop a gateway embedded 

system for in-vehicle networks such as LIN, CAN, and FlexRay, 

and 3) to improve a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omplex 

distributed real-time systems by using model-based programming.

(3) HCI using embedded systems

Our aim is to make HCI more convenient by studying following 

research topics: “Usefulness”, “Usability”, and “Affect”. Our HCI 

research includes: 1) Level of Autonomy(LOA) – The interface 

for robots according to the LOA, 2) Test for user convenience 

– The measurement of convenience of input devices, 3) Virtual 

guard – The safeguard system to control remote robot, and 4) 

Non-contact user interface – The interface using cameras and 

infrared sensors.

(4) Software platform and user interface of mobile phones

In the mobile market, it is important to develop efficient mobile 

software platform and innovative user interface(UI). We are 

interested in analyzing mobile software platform, mobile UI, and 

a remote control system using a mobile phone. Our research 

includes: 1) to analyze and improve architecture of mobile 

software platform such as Google Android, LiMo(Linux Mobile), 

and Windows Mobile, 2) to develop an intuitive mobile phone 

UI, and 3) to control a remote system using a mobile phone.

(5) Motion controllers for motor and hydraulic systems 

Recently, high performance motion controllers with complex 

functions are required. We are interest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dvanced motion controllers for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High performance CPU, real-time OS, and FPGA 

have been used for implementing our high performance controllers 

which can support multi-axis applications with precise position, 

velocity profile generation, synchronized control, and industrial 

network-based distribu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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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반도체관 전파공학연구실

지도교수 김병선(bskimece.skku.ac.kr)

전공분류 유체기계(Fluid Machine)

박사과정  김성균

석사과정  김현덕, 윤경화, 최성림, 최규진, 전재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 전파공학연구실

전    화 031-290-7225

홈페이지 http://rfmd.skku.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RF Microelectronics Design Laboratory focuses on RF integrated 

circuits, high speed device modeling and problem shooting 

related to electromagnetic phenomena.

■ 연구분야

Electromagnetics and wave theory

Analog circuit design

Microwave engineering

Understanding about signal and communication systems

■ 연구성과

Donghoon Han; Byung Sung Kim

DSP-Driven Self-Tuning of RF Circuits for Process-Induced Per- 

formance Variability

Very Large Scale Integration(VLSI) Systems, IEEE Transactions, 

2010, Vol. 18, No. 0, pp. 305~314

Joo-Wan Kim; Byung Sung Kim; Sangwook Nam; Choong Woong 

Lee

Computation of the average power pattern of a reflector antenna 

with random surface errors and misalignment errors

Antennas and Propagation, IEEE Transactions, 1996, Vol. 44, 

No. 7, pp. 996~999

Guochi Huang; Seong-Kyun Kim; Hua Ma; Fusco, V.; Byung-Sung 

Kim

A millimeter-wave CMOS VCO using a TL inductor with digitally 

controllable artificial dielectrics

Microwave and Millimeter Wave Technology(ICMMT), 2010, Vol. 

0, No. 0, pp. 445~448

Guochi Huang; Seong-Kyun Kim; Byung-Sung Kim

A wideband LNA with active balun for DVB-T application

Circuits and Systems, 2009. ISCAS 200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2009, Vol. 0, No. 0, pp. 421~424

Tae-Sung Kim; Byung-Sung Kim

Linearization of differential CMOS low noise amplifier using 

cross-coupled post distortion canceller

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s Symposium, 2008. RFIC 2008. 

IEEE, 2008, 2008, Vol. 0, No. 0, pp. 83~86

■ 프로젝트

[mm파 low cost module 요소기술 개발] 2008~2011

[메타재질을 이용한 CMOS 리미터파 위상배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2009~2012

[차세대 레이더 및 리미터 이미징 기술] 지능형자동차 IT 연구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신축형 전기선로의 전기적 특성 분석] 2010.2~2010.11,(주) 삼성전자

[모바일 메모리 모듈의 스위칭 잡음 연구] 2010.7~2011.6(주)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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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집적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공배선(bskongskku.edu)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김정우, 김주성, 강영구

석사과정  이성욱, 강성찬, 정병현, 김영기, 박운수, 오재혁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전    화 031-299-4616

홈페이지 http://home.skku.edu/~isdlab/index.html

■ 실험실소개

Integrated Systems Design(ISD) Laboratory, which was established 

in 2000, is a graduate- level research and teaching laboratory 

in the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t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in ISD lab. spans 

all areas of Integrated systems, both i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works, including analog/digital integrated circuits 

for low-power/high-speed applications, VLSI architectures for 

computers and memories, and high-bandwidth tranceiver 

architectures for multitap buses and serial/ links. All the members 

in the lab are pursuing research interests in one of these topics, 

as well as combinations of techniques and issues from several 

of these areas. Graduate students with primary interest in 

computer architecture, VLSI and CAD are strongly encouraged 

to join the lab. Because of the inter- disciplinary nature of the 

lab, students from any department can join and work with any 

research topics for which they qualify.

■ 연구분야

High-Performance VLSI Systems 

High-Speed and Low-Power Circuits and Systems 

Microprocessor and Memory-Related Architectures 

High-Bandwidth I/O Interfaces   

■ 연구성과

Joo-Seong Kim, and Bai-Sun Kong

Self-resetting Level-conversion Flip-flops with Direct Output 

Feedback for Dual-Supply SoCs

IEICE Transactions on Electronics, 2008, Vol. 91, No. 2, pp. 

240~243

안창호, 이승권, 전영현, 공배선

전압 이득 향상을 위한 고전압 CMOS Rail-to-Rail 입/출력 OP-AMP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 2007, Vol. 44, No. 10, pp. 61~66

최훈, 김주성, 장성진, 이재구, 전영현, 공배선

고속 DRAM을 위한 duty-cycle 보정기능을 가진 analog synchronous 

mirror delay 회로의 설계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 2005, Vol. 42, No. 9, pp. 29~34

Chan-Kyung Kim, Jae-Goo Lee, Young-Hyun Jun, Chil-Gee Lee, 

and Bai-Sun Kong

CMOS Temperature Sensor with Ring Oscillator for Mobile DRAM 

Self-refresh Control

Microelectronics Journal, 2007, Vol. 38, No. 0, pp. 1042~1049

J.-G. Lee, J.-H. Woo, B.-S. Kong, Y.-H. Jun, and C.-G. Lee

Abrupt power-off detector for mobile TFT-LCD driver IC using 

dual power supply

Electronics Letters, 2006, Vol. 42, No. 2, pp. 83~85

신상대, 공배선

고속 저전력 VLSI를 위한 가변 셈플링 윈도우 플립-플롭의 설계

대한전공학회 논문지, 2005, Vol. 42, No. 8, pp.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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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내연기관 실험실 

지도교수 이종태(jtleeskku.edu)

전공분류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박사과정  이광주, 변창희, Tran dang Quoc

석사과정  김용락, 백대하, 이종구, 안병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청천동 성균관대학교 

전    화 031-290-7484

홈페이지 http://www.skkuengine.re.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고성능, 고출력, 저배기 기관을 개발하기 위한 新사이클 

기관 개발 및 대체에너지 기관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수소기관의 역화방지 및 수소기관의 고효율, 고출력에 

관한 연구, 대형 천연가스기관의 직접분사에 의한 희박한계확장에 관한 

연구, 디젤 트랙터 기관을 CNG화 하는 연구, 프리-피스톤기관 발전시스

템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주요 보유 장비로는 엔진 성능 실험장비, 광계측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엔진 성능 실험장비는 약 200kW 용량을 비롯한 다이나모 

8대 및 컨트롤 시스템, 연소해석장치, 화염전파속도 측정장치, 가스 분

석기 롱 스트록 대형 디젤 단기통 엔진, 세계 최초 실제엔진의 양상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급속흡입압축팽창기(RICEM), 가시화용 단기통 

엔진, 단기통 수소기관, 순간온도 프로브, 극초고압 디젤분무시스템 및 

연소실, 연소시 화염가시화 및 화염 전파과정 중의 유동가시화를 위한 

CVCC(정적연소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계측 장비로는 디젤연료의 입자크기 및 입자의 유동측정을 위한 

PDPA시스템, CCD카메라와 Image 처리 장치, 최대 35000 frame/sec

로 가시화 할 수 있는 고속드럼카메라(Cording 350), 고속디지털 카메

라(Nikon, 2000fps), PIV 전용 카메라인 메가플러스, 쉴러렌 시스템, 

He-Ne 레이저, PIV 광원인 출력 5W의 Ar-ion laser, PIV계측 및 고속 

유동장 가시화를 위한 200mJ Nd-Ag pulse laser, 열선유속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① 흡기관 분사방식 수소 강제착화 기관의 역화억제에 관한 연구 

② 수소 예혼합 압축착화 기관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③ 싱글형 프리피스톤 리니어 동력시스템의 성능안정 및 저배기화에 

관한 연구

④ 대형 직접분사식 CNG기관의 개발에 관한 연구

⑤ 농공용 디젤 기관의 CNG화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변창희, 백대하, 이종태

역단류 소기방식을 갖는 2행정 프리피스톤 수소기관의 열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T. C. Huynh, J. K. Kang, K. C. Noh, Jong Tai Lee, J. A. Caton

Controlling backfire for a hydrogen-fueled engine using external 

mixture injection

Journal of Engineering for Gas Turbines and Power, 2008, Vol. 

0, No. 0, pp. 0~0

이종구, 이광주, 김용락, 이종태, 허상훈, 장양

농공용기관의 CNG화를 하기 위한 연소실형상의 적정화 연구

KSAE, Vol. 0, No. 0, pp. 0~0

이광주, 김용락, 허상훈, 이종태

순수 수소예혼합기의 압축착화 가능 압축비의 해석

KSAE, Vol. 0, No. 0, pp. 0~0

트란당 꿕, 이광주, 이종태

대형 직접분사식 CNG기관의 희박한계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이광주, T. C. Huynh, 이종태,

A study on realization of high performance without backfire in 

a hydrogen-fueled engine with external mix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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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황성호(hshme.skku.ac.kr)

전공분류 차량공학(Vehicle)

박사과정  신재현

석사과정  박종혁, 황현수, 서동관, 김현아, 양동호, 서현재, 박진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전    화 031-290-7912

홈페이지 http://home.skku.ac.kr/~auto2007/home.php

■ 실험실소개

전산역학연구실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소속으로 2002년에 구성

된 연구실로서 물리적 시스템에 대한 실험, 모델링 그리고 해석을 통하

여 문제점을 분석 및 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구자춘 교수님과 박사과정 

4명과 석사과정 6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성균관대

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기계공학부에 소속되어 국가 경제의 큰 기둥이 

되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정부과제와 기업체 공동 연구 과제

들을 통해 자동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Post BK21 사업단에 참여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차량시스템 연구실은 황성호 교수님이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한 2002년

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승용차용 수동변속기의 전자제어 시스템 개

발’, ‘HILS를 이용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댐퍼시뮬레이터 개발’ 등의 프로

젝트를 완료하였다. 현재는 정부의 10대 성장 동력 사업인 미래형자동

차 개발사업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전자 브레이크를 이용한 회생제동시스템

(Regenerative Braking System)과 미래형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Embedded System)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① Regenerative Brake:

-개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경우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차량의 구동이 가능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제동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회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회생제동의 기본 

개념은 차량이 제동할 때 그 차량이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를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다. 따라

서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손실이 많은 시내주행에서 특히 에너지 

회생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에너지 회생이 가능할 

것이다.따라서 어떤 제한을 두고 회생제동을 하면 기존의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 보다많은 에너지를 회생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자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② Embedded System:

- 현재 전자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차세대 자동차에 있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중에90% 이상이 전기전자 부품이 될 것이며, 그 중에서 

80% 이상이 소프트웨어 혁신에 의한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의 역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행하고 

있다. 전자화되는 부품들은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네트워크화 될 전망이

다. 차량전장 모듈, 멀티미디어, 차량 네트워크 등 그 분야가 점차 확대

되어 자동차 전반에 전자 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하고, 예전에는 비용증가

의 요인이었던 ECU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술혁신의 대표주자로서 그 

역할이 바뀌어 차량개발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ECU 개발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적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복잡한 

규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고신뢰성 고성능을 갖는 ECU를 개발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CU 개발에 기반이 되는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

템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ECU와 관련된 다양

한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여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

하고자 한다.

■ 연구성과

황성호, 강인필, 김홍석, 이호길, 신동헌, 김종철, 주광택

Mecanum wheel을 이용한 전방향 AGV의 개발

한국정 공학회지, 1995, Vol. 12, No. 13, pp. 100~105

황성호, 이호길, 최경락, 김진영

로봇의 위치 정 도 측정을 위한 LTS의 설계 및 제작

제어 자동화 시스템공학 논문지, 2001, Vol. 7, No. 6, pp. 518~522

이선, 이호길, 황성호, 이세헌

근사 자코비안 연산자를 이용한 탄성 지지부를 갖는 로봇 시스템의 제어

한국정 공학회지, 2001, Vol. 18, No. 10, pp. 45~52

황성호, 손웅희, 최경락

도로포장 구조체의 물성추정을 위한 FWD의 설계 및 제작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3, Vol. 11, No. 3, pp. 124~130

황성호, 권오채, 김용세

기계공학에서의 PBL 적용 교과과정 개발: 제품해체 설계추론

공학교육연구, 2005, Vol. 8, No. 1, pp.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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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구자춘(jckooskku.ac.kr)

전공분류 전산역학(Computation Mechanics)

박사과정  인용석, 신승훈, 김백철, 백승국

석사과정  양민호, 원호균, 류성수, 조한정, 박세환, 김영빈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전    화 031-290-7910

홈페이지 http://camas.skku.ac.kr/wp-camas/

■ 실험실소개

전산역학연구실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소속으로 2002년에 구성

된 연구실로서 물리적 시스템에 대한 실험, 모델링 그리고 해석을 통하

여 문제점을 분석 및 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구자춘 교수님과 박사과정 

4명과 석사과정 6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① Robot Hand: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개인의 건강, 교육, 가사, 안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와 접한 관련이 있는 로봇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간호, 간병 서비스의 필요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가정용 로봇의 욕구, 시간적 여유와 고독에 따른 감성을 

소유한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로봇 개발의 욕구 및 풍요와 여유에 대한 

욕구의 보완으로 가사보조, 청소, 조리로봇의 필요성이 증대됨. 본 연구

에서는 정교한 동적 파지가 가능한 인간형 로봇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Bio Robot System: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검사의 양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otal Clinical Automation 

System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LA를 위한 

지능형 로봇 플랫폼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High precision Parallel Manipulator:

다자유도 정  스테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생산 

설비 산업에 기본이 되는 기술 분야로써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높은 정 도 수준으로 구동하며 고하중, 

고강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대량 생산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노광 장비에 적용 가능하다.

④ Micro/Nano Manipulation Robot:

초소형화, 초정 화 되어 가는 전자제품의 생산 공정에는 이것을 조작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또는 나노 수준의 작업이 가능한 초정  로봇 시스

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십 마이크로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물체를 조작하는 초정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한다. 

■ 연구성과

Baek-Chul Kim, Youngkwan Lee, Jae-Do Nam, Hyungpil Moon, 

Hyouk Ryeol Choi and Ja Choon Koo

Smart Material Actuators for Micro Optical Zoom Lens Driving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2011, Vol. 47, No. 7, pp. 

1999~2004

Dongho Oh, Seung Hoon Shin, Ja Choon Koo

A hybrid observer for characterization and compensation of 

periodic disturbances

Microsystem Technol, 2011, Vol. 17, No. 5, pp. 1207~1213

YooChang Kim, Yong Seok Ihn, Hyungpil Moon, KyungTae Nam, 

SangMoo Lee, HyoukRyeol Choi, JaChoon Koo

Low Cost Dual Axis Micro Force Sensor for Robotic Manipulations

Microsystem Technologies, 2011, Vol. 17, No. 5, pp. 1197~1205

Nguyen Huu Chuc, Nguyen Huu Lam, Duk Sang Kim, Hyung 

Pil Moon, Ja Choon Koo, Young Kwan Lee, Jae-Do Nam and 

Hyouk Ryeol Choi

Fabrication and Control of Rectilinear Artificial Muscle Actuator

IEEE-ASME Transaction on Mechatronics, 2010, Vol. 0, No. 10, 

pp. 1~10

■ 프로젝트

[탄성 유전체를 이용한 슬립센서] 2011.04.25

[로봇용 안전관절장치] 2009.12.22

[액츄에이터, 스테이지 장치, 노광장치] 2009.12.07

[인간형 로봇 손] 2009.08.31

[로봇용 피부센서 및 그 센싱방법] 2008.03.05

[미세 힘 측정 센서] 2007.09.27

[화면 표시 소자용 충격 시험 장치] 2005.08.09

[Disk Holder of Servo Track Writer]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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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연세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 

▶ 지식기반설계연구실

▶ 응용 유체 연구실

▶ 열전달제어/설계 연구실

▶ 열/에너지 공학연구실

▶ 메카트로닉스 및 로보틱스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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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연세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용준(yjkyonsei.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서혜경, 김영재, 이정일, 조성은, 김홍래, 박형달

석사과정  변석영, 김명수, 강동현, 안혜린, 김경태 외 2명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2123-2844

홈페이지 http://mems.yonsei.ac.kr

■ 실험실소개

2000년에 설립된 Microsystems Lab.은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

다. 본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크게 고주파 수동 소자(RF-MEMS)에 관한 

연구와 각종 환경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연구, 차세대 

패키징(Packging) 기술 연구 및 바이오멤스(Bio-MEMS)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연구는 물리, 화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접하게 상호연관 되어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

도 관련 연구 및 연구인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본 실험실

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MEMS 기반 미세소자 설계 및 제작, 그리고 

해당 소자의 측정 실험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① 바이오-메디컬 응용

MEMS 기반 열전 바이오센서

압저항 미세외팔보 센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유연 MEA(Micro Electrode Array)

실시간 혈압 센서

② 실시간 환경 감시 기술

Virtual Impactor

Nano Electrical mobility analyzer

③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

유연 촉각 센서

스마트 의류

나노입자 직접 프린팅 기술

④ 고주파용 MEMS 소자 개발

공중 부양된 구조의 이용 낮은 기생효과

소형화 설계 크기의 소형화

유연성을 가진 필터- 유연한 전자제품

■ 연구성과

Sung-Eun Jo, Myoung-Soo Kim, Yong-Jun Kim

An resonant frequency switching scheme of a cantilever based 

on polyvinylidene fluoride for vibration energy harvesting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2, Vol. 21, No. 1, pp. 0~

Sang-Gu Lee, Junho Hyun, Dongho Park, Jungho Hwang, 

Yong-Jun Kim

Appl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a micro-machined unipolar 

charger for real-time measurements of exhaust particles from 

a diesel engine vehicle

Journal of Aerosol Science, 2011-06, Vol. 42, No. 11, pp. 0~0

Min-gu Kim, Yong-Ho Kim, Hong-Lae Kim, ChulWoo Park, 

Yun-Haeng Joe, Jungho Hwang, and Yong-Jun Kim

Wall loss reduction technique using an electrodynamic 

disturbance for airborne particle processing chip applications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010-03, Vol. 

20, No. 3, pp. 0~0

Dongho Park, Yong-Ho Kim, Sang-Goo Lee, Chul Kim, Jungho 

Hwang, Yong-Jun Kim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of a micromachined unipolar 

charger for measurements of submicron aerosol particles having 

a log-normal size distribution

Journal of Aerosol Science, 201-05, Vol. 41, No. 5, pp. 490~500

■ 프로젝트

[공진주파수의 자가조정기 가능한 진동에너지 변환장치, 이에 이용가능

한 외팔보 진동체 및 그 제작방법] 10-2011-0071336

[압전-초전기 기반 에너지 수확 소자, 인체의 움직임과 열을 이요한 압전

-초전기 기반 에너지 수확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10-2011-0052299

[인덕터 위치 정렬을 이용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및 비정렬감지 장치] 

10-2011-0082585

[비가압 캐패시터 타입의 접촉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2010-0056058

[전처리-농축장치가 통합된 미세유체기반 열전 센서와 그 제조 방법] 

10-2010-010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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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식기반설계연구실

지도교수 이수홍(shleeyonsei.ac.kr)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Purevdorj Nyamsuren, 김재관, 김태주

석사과정  김성민, 이혁기, 장영훈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홈페이지 http://cadcam.yonsei.ac.kr/

■ 실험실소개

지식기반설계연구실은 1994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소속으로 출

발하여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지식기반설계'를 주요 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설계 및 생산 과정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① 동시 공학설계:

동시공학은 제품설계단계에서 제조 및 사후지원 업무까지 모두 통합적

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이다. 초기 문제발견/초기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② WEB기반 설계기술:

웹기반환경을 도입하면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별도의 설치과정이 불필

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분산환경에서의 제품개발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분산환경에서의 제품개발이 일반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원격지에 

분산되어 있는 이종 CAD시스템간 통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③ 지식기반설계:

경험이 부족한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비용이 소

모된다.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직/퇴직으로 인해 순식간에 모든 지식이 사라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무가의 경험과 지식을 

설계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④ CAD/CAM 시스템 개발:

CAD/CAM이란 컴퓨터에 기반한 설계/생산 시스템을 지향한다. 보 연

구실에서는 연구실의 다른 연구분야들의 지식들이 결함된 새롭고 다양

한 설계/생산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다.

⑤ STEP 관련연구

생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자동화 장비들이 생산정보를 공유하

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ISO 10303인 STEP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STEP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계/생산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⑥ Agent기반 설계기술

Agen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주어진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이전트를 활용한 제품 설계 및 생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환경 구축을 휘한 시스템 통합방안을 다루고 있다.

⑦ PLM 기술개발

PLM은 제품 설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 및 판매단계 이후 까지 아우

르는 제품의 전체 공정을 제조 프로세스 중심으로 통합한 방법론이

다. 국내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한국형 PLM솔루션 제공에 관한 연

구를 진행중이다.

■ 연구성과

신지인 외 1

중소기업을 위한 웹 기반 통계적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CADCAM학회 2012 학술발표회, 2012, Vol. 0, No. 0, pp. 0~0

조원철 외 4

주조 방안 자동설계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CADCAM학회 2012 학술발표회, 2012, Vol. 0, No. 0, pp. 0~0

신지인 외 3

중소기업의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웹 기반 통계적 공정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재활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지식기반 주조방안 자동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2010년 9월 1일~ 

2012년 8월 31일

[그린카 부품 상용화지원을 위한 가상개발환경(VIDE) 개발] 2010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DMS 연계형 생산 지원 시스템 개발] 2009년 3월 2일~201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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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응용 유체 연구실 

지도교수 주원구(joo_wgyonsei.ac.kr)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임지현

석사과정  강한영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2123-2815

홈페이지 http://fluid.yonsei.ac.kr/

■ 실험실소개

화석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재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

는 것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태양광 전지, 연료전지, 풍력, 소수력, 지열 등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 중 소형풍차, 소수력 수차, 조력발전 수차, 마이크로 

압축기 등의 공기 역학적 고효율 설계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제트엔진 또는 발전용 가스터빈엔진/스팀터빈, 로켓에서 

효율적인 엔진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유동과 터보기

계 및 주위의 구조물과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① Turbomachinery Fluid Dynamics for Energy/Power System

② Thermal Fluid dynamics for Comfort Environments

③ Industrial Fluid Dynamics

④ Fluid Dynamics in Rotating Bodies

⑤ Computation of Flexible Solid/Fluid Interactions

⑥ Biofluid Dynamics(External Flows)

⑦ Biofluid Dynamics(Internal Flows)

■ 연구성과

공대위,주원구

폐된 동시회전 디스크 유동장에 대한 열선 지지대의 영향

제2회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논문집, 2002, Vol. 0, No. 0, pp. 

663~666

박대송,전경준,주원구

원심형 터보기계의 볼류트형상 변화에 따른 유동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제2회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논문집, 2002, Vol. 0, No. 0, pp. 

623~626

김형주,조강래,주원구

상류 후류의 익렬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2001, Vol. 25, No. 3, pp. 330~338

공대위, 주원구

장애물이 없는 3.5" 동시회전 디스크의 유동교란에 관한 수치적 연구

정보저장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2005, Vol. 0, No. 0, pp. 242~ 

245

공대위, 주원구

HDD 내 유동장에 대한 PIV 계측 기술의 적용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4, Vol. 0, No. 0, pp. 

742~747

공대위,주원구,도덕희

HDD의 동시 회전 디스크 내부 유동 패턴의 가시화

한국가시화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3, Vol. 0, No. 0, pp. 

67~70

최민환, 주원구

배기구 위치 변화에 따른 열차 객차내 열유동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003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 Vol. 0, No. 

0, pp. 1029~1034

임인원, 조강래, 주원구

주기적 상류 후류의 익 경계층과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2002, Vol. 26, No. 2, pp. 219~226

공대위, 도덕희, 주원구

장애물을 포함한 동시회전 디스크 내부의 비정상 유동가시화

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3, Vol. 0, No. 0, pp. 

1152~1156

임지현,김동현,주원구

주기적 후류가 누설유동이 존재하는 익렬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3, Vol. 0, No. 0, pp. 

198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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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열전달제어/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조형희(hhchoyonsei.ac.kr)

전공분류 열공학부문(Heat)

박사과정  이홍철, 박준수, 송지운, 이병인, 정의엽, 김태환, 문호규

석사과정  안경환, 윤준용, 차종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2123-2828

홈페이지 http://jet.yonsei.ac.kr/main/main.php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각종 매크로 -투- 마이크로 기기들에서 수반되는 열전

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유 동을 제어하고, 그로부터는 최적화된 

열 / 설계 조건을 도출하기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로는 항공 및 발전용 가스 터빈, 로켓 노즐, 연료 전지, NEMS / 

MEMS 관련 나노 / 마이크로 열전달, 바이오 응용 열전달, 전자 장비 

및 반도체 응용 열전달, 발전 / 환경 설비 열ㆍ유동 해석 등이며 이에 

대한 위협 실험 및 수치 해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① Gas turbine

② Enhanced Heat Transfer in Gas Turbine Blade

③ Thermal Design of Cooling Systems in Gas Turbine

④ Combustion in Gas Turbine

■ 연구성과

Man Sun Yu, Jiwoon Song, Ju Chan Bae, Hyung Hee Cho

Heat transfer by shock-wave/boundary layer interaction on a flat 

surface with a mounted cyli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2012, Vol. 55, 

No. 0, pp. 1764~1772

조형희, 김경민, 김태환, 인왕기, 신창환

원자로 효율 향상을 위한 이중냉각핵연료 유동설계 방안

기계저널, 2012, Vol. 52, No. 3, pp. 32~36

In Taek Oh, Kyung Min Kim, Dong Hyun Lee, Hyung Hee Cho

Local Heat/Mass Transfer and Friction Loss Measurement in a 

Rotating Matrix Cooling Channel

ASME Heat Transfer, vol.134, Issue1, 2012, Vol. 134, No. 0, pp. 

11901~11910

Jiwoon Song, Keon Woo Lee, Kyung Min Kim, Hyung Hee Cho

Slot film cooling performance in combustor with flame holders

Energy, 2012, Vol. 37, No. 0, pp. 533~539

김경민, 조형희

일체형 원자로에서의 유동하중 평가

기계저널, 2011, Vol. 51, No. 7, pp. 40~44

김경민, 조형희

발전설비에서 CO2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기계저널, 2011, Vol. 51, No. 5, pp. 30~34

이현, 김경민, 이동현, 조형희

유출유동을 가진 정사각유로 내 열전달 향상을 위한 경사진 요철 최적 

설계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8, Vol. 32, No. 4, pp. 300~306

홍성국, 이동호, 조형희

경사제트에 따른 충돌제트/유출냉각에서 열/물질전달 특성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8, Vol. 32, No. 4, pp. 283~289

김경민, 윤남건, 전윤흥, 조형희, 김문영 

크리프 수명 향상을 위한 연소기 내부 요철 최적 설계

한국정 공학회, 2009, Vol. 26, No. 3, pp. 7~10

김경민, 이동현, 조형희

회전하는 매끈한 정삼각 유로 내 열/물질전달 분포 측정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7, Vol. 31, No. 7, pp. 62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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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열/에너지 공학연구실

지도교수 이진호(jinholeeyonsei.ac.kr)

전공분류 열역학(Thermodynamics)

박사과정  이대희

석사과정  김장호, 박광민, 박병규, 마성필, 장헌덕, 김태희, 장진혁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223-2816

홈페이지 http://heatlab.yonsei.ac.kr/

■ 실험실소개

연세대학교 열&에너지 공학 연구실은 제반 열전달 현상과 관련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응한 냉동 및 열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인 지열 히트펌프와 인공위성과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차세대 냉각장치인 루프히트 파이프, 열교환기 

등에 대한 연구가 실험 및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① 지열히트 펌프:

- 지중 150~200m 깊이의 안정적인 지중열원을 이용하는 지열히트펌

프는 현존하는 냉난방시스템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경

제성 또한 높아 냉난방비가 유류가스 대비 50-70%의 절감효과를 가진

다. 또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방(여름철) 및 난방(겨울철)이 가능하고 

기후조건에 제약없이 4계절 사용가능하기에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② 루프히트파이프:

- 루프히트파이프는 1970년대 러시아의 Yu.F.Maydanik에 의해 개발

된 2상 열전달 장치로서 작동유체의 증발 잠열 및 증발기내부의 다공질 

윅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압력차를 이용하여 증발기로부터 응축기까지 

열을 전달시키는 고효율 2상 열전달 장치, 그리고 이 두지점을 연결하는 

작동유체 이송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일정부분 채워져 있는 

작동유체의 상변화 및 증발기로부터 응축기까지의 작동유체 유동에 의

해 증발기로부터 흡수한 열을 응축기까지 전달하는 열전달 장치이다. 

루프 히트 파이프는 다른 폐 루프형 열전달 장치와는 달리 동력소모가 

없는 자연수환 식 2상 열전달 장치로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증발기 내에 다공질의 웍 미치 증발기와 인접한 곳에 2상 상태의 작동유

체를 보유하고 있는 보상실을 가진다.

③ 전자기연속주조법:

- 전자기연속주조법는 다결정 실리콘 잉코트 제조법 중 하나로 근래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는 주조법이다. 

일반적으로 유도코일과 유도코일의 내측에 배치한 도전성소재로 제자

된 하부 개방형의 냉도가니를 사용하고 있다. 이 주조법은 기존의 다결

정 실리콘 주조법이 가지는 분순물 혼입 배제,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으한 크랙, 앙코트 제조 크기의 한계 등과 같은 단점을 보안하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다른 연구에 비해 효율이 낮은 편으로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치해석을 본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④ 자동차용 히트 펌프 시스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각국의 Co2배출량이 규제를 받고 있으

며, 자동차 역시 규제 대상 중 하나이다. 그중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엌ㄴ 

냉매는 기존의 R-134a를 많이 사용해 왔으나, GWP이 1430정도로 

높아 대체가 필요한 실정이며, EU에 의해서도 GWP가 150 이상인 냉매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마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난방이 가능한 히트 펌프에 신 냉매를 적용한, 자동차 히트 펌프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그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Jusuk Byun, Shinhyung Kang, Jisung Kim, Jinho Lee

Ventilation Analysis According to Jet Fan Location in Curved Long 

Tunnel

Korean Journal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2007, Vol. 19, No. 9, pp. 669~678

Jusuk Byun, Hyojae Lim, Shinhyung Kang, Jinho Lee

Analysis of Smoke Control According to Jet Fan Location in Straight 

Long Tunnel

Korean Journal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2007, Vol. 19, No. 9, pp. 662~668

Shinhyung Kang, Jinho Lee, Jusuk Byun

3D Unsteady Numerical Analysis to Design Defrosting System 

of Automotive Windshield Glass

Transaction of KSAE, 2007, Vol. 15, No. 5,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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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메카트로닉스 및 로보틱스 실험실

지도교수 최용제(yjchoiyonsei.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김준우, 박시백, 최한신

석사과정  박종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2123-2826

홈페이지 http://robotics.yonsei.ac.kr/new_robotics/overview1.php

■ 실험실소개

The Mechatronics & Robotics Lab is a research group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Yonsei University.

Our Lab's specific research activities include :

- Screw theory as applied to machine design and simultaneous 

position/force control of robotic manipulators.

- Screw theory as applied to the analysis and synthesis of a vibrating 

system.

- Design of multi degrees of freedom machines.

- Kinematic analysis of robotic manipulators. 

■ 연구분야

① Stewart Platform based Machine Tool

② Compliant Wrist

③ Haptic Device

④ Spatial Mechanism Design

⑤ Design a vibration using a screw theory

⑥ Design a Compliant 

⑦ Biped Robot

⑧ Flying Robot

■ 연구성과

단병주, 최용제

광디스크 트랙킹 계의 동특성 해석 및 진동 안정화

한국정 공학회지, 1999, Vol. 16, No. 1, pp. 191~199

장선준, 이준호, 최용제

직교스프링들에 의해 지지되는 강체의 진동 설계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7, Vol. 31, No. 1, pp. 97~104

정상호, 이종원, 최용제

시각 서보에 의한 모델 자동차의 자율 조향제어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1999, Vol. 7, No. 5, pp. 162~171

김한성, 최용제

스튜엇트 플랫폼의 순방향/역방향 힘 전달 해석

한국정 공학회지, 1999, Vol. 16, No. 5, pp. 200~208

단병주, 최용제

나선이론에 의한 진동해석 및 정보저장기기 설계에의 응용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1999, Vol. 23, No. 2, pp. 155~165

장선준, 최용제

자유도 진동 흡진기의 기하적 설계 이론

한국정 공학회지, 2005, Vol. 22, No. 7, pp. 191~199

최용제

병렬형 기구의 강성행렬과 그 응용

한국정 공학회지, 2001, Vol. 18, No. 7, pp. 34~39

단병주, 최용제

탄성적으로 지지된 광디스크 드라이버의 진동모드와 주파수 응답의 기

하적 해석

대한기계공학회논문집 A권, 2000, Vol. 24, No. 2, pp. 362~369

단병주, 최용제

와이어 지지형 광픽업 액츄에이터의 강성행렬과 기하학적 응답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1999, Vol. 9, No. 5, pp. 984~990

김한성, 최용제 

스튜엇트 플랫폼의 기구학적 오차 범위 해석

대한기계공학회논문집, 1999, Vol. 23, No. 2, pp. 176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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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Micro/Nano Integrated Systems Laboratory 

▶ Multiscale Hybrid Manufacturing Lab

▶ Laser Processing & Multiphysics Systems Lab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험실

259

실 험 실 Micro/Nano Integrated Systems Laboratory 

지도교수 신흥주(hjshinunist.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임영진

석사과정  허정일, 심대식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52-217-2315

홈페이지 http://www.unist.ac.kr/professor/heungjooshin/content_1786.jsp

■ 실험실소개

MEMS/NEMS is the most famo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requiring knowledge of variety of research areas as well as 

micro/nano fabrication techniqu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electrochemical sensing, electrochemical deposition, immuno- 

sensing, scanning probe microscopy(SPM) and micro/nano 

fabrication,  Integrated MEMS/NEMS Laboratory is dedicated to 

developing novel micro/nano systems capable of sensing 

electrochemical, biological, electrical, mechanical signals from 

natural environments or modifying a solid surface with ultra high 

resolution. Current research topics are SPM type electrical/ 

electrochemical sensor, SPM type micro/nano printing tool, 

lab-on-a-chip, and THz biosensor.  For successive achievement of 

the research goals in MEMS/NEMS area,  it is required to build 

up activ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academic 

departments such as electr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physics, chemistry, material science, biological engineering, 

medical school, and etc. The members of our lab are encouraged 

to develop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researchers from other 

academic backgrounds in UNIST, other schools,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 연구분야

Multifunctional Scanning Probe Microscope(SPM)

Multiplex Immunoassay

Micro/Nano Four Point Probe

AFM Based Micro/Nano Printing

THz/MID-IR radiation sensor

■ 연구성과

H. Shin, P. J. Hesketh, B. Mizaikoff, and C. Kranz

Batch Fabrication of Atomic Force Microscopy Probes with 

Recessed Integrated Ring Microelectrodes at a Wafer Level

Analytical Chemistry, 2007, Vol. 0, No. 0, pp. 0~0

K. Eckhard, H. Shin, B. Mizaikoff, W. Schuhmann, and C. Kranz

Alternating Current(AC) Impedance Imaging with Combined 

Atomic Force Scanning Electrochemical Microscopy(AFM- SECM)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2007, Vol. 0, No. 0, pp. 0~0

K. Eckhard, C. Kranz, H. Shin, B. Mizaikoff, and W. Schuhmann

Frequency dependence of the electrochemical activity contrast 

in AC-SECM and AFM-AC-SECM imaging,

Analytical Chemistry, 2007,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the high resolution printing method for 

electrically conductive materials using batch processed AFM 

probes integrated with microelectrodes] May 2009~April 2012

[Development of the multifunctional SECM-AFM probes 

integrated with dual microelectrodes] May 2009~April 2012

[Nano science and tecnology for advanced diagnostics and 

personalized medicine] April 2009~August 2013

[Development of nanolithography using SECM-AFM(Scanning 

Electrochemical Microscope-Atomic Force Microscope)] March 

2009~Febr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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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ultiscale Hybrid Manufacturing Lab

지도교수 박현욱(hwparkun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은주

석사과정  공견길, 김현명, 김동민

주    소 689-798 100 Banyeon-ri, Eonyang-eup, Ulju-gun, Ulsan Metropolitan City

전    화 052-217-2319

홈페이지 http://www.unist.ac.kr/professor/parkhw/kor/content_5468.jsp

■ 실험실소개

Based on past and current research experience, my long term 

research goal is to establish and develop “Multi-Physics based 

Micro/Meso-scale Manufacturing(MP-M2) Processes and 

Systems.” In order for this goal to be achieved,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fundamental research into the MP-M2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a design technique for components and an overall 

system. In this system, various mechanical micro-machining 

processes will be performed to produce micro-features, such as 

micro-molds, bio-sensors, and micro-patterns for portable fuel 

cells, using diverse materials.

■ 연구분야

* Multiscale Hybrid Manufacturing Lab.

- Our lab. long term research goal is to establish and develop 

"Multi-Physics based Micro/Meso-scale Manufacturing

(MP-M²) Processes and Systems." In order for this goal to be 

achieved,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fundamental research 

into the MP-M²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a design technique 

for components and an overall system.

* Nanofluids

* Electron Beam Polishing

* Mechanical system

■ 연구성과

H.W. Park*, S. H. Rhim and S. I. Oh

Modeling of serrated chip formation in high speed orthogonal 

mach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2008, Vol. 22, No. 

0, pp. 1666~1671

H.W. Park and S. Y

Force modeling of micro-grinding incorporating crystallographic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and Manufacture, 2008, 

Vol. 48, No. 0, pp. 1658~1667

D.J. Lee, W.C. Shin, H.W. Park, S.K. Ro, J.K. Park, and J.M. Chung

Design of Tool Clamping Device based on a Shape Memory Alloy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achine Tool Engineering, 

2008, Vol. 17, No. 5, pp. 70~75

H.W. Park, S. Y. Liang, and J. W. Youn,

Characterizing the Topography of a Micro-Grinding Wheel

International Journal of Manufacturing Research, 2009, Vol. 4, 

No. 1, pp. 1~16

W. C. Shin, S. K. Ro, H. W. Park, J. K. Park

Development of a micro/meso-tool clamp using a shape memory 

alloy for applications in micro-spindle uni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and Manufacture, 2009, 

Vol. 49, No. 0, pp. 579~585

■ 프로젝트

[Rear Suspension System of Vehicle] Korea patent, 10-0527713

[Rear suspension of vehicle] Korea patent, 10-0507116

[Adjusting System for Roll Stiffness of Stabilizer Bar] Korea 

patent, 10-0514845

[Sub-frame Mounting Bush] Korea patent, 10-05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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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Laser Processing & Multiphysics Systems Lab

지도교수 기형선(hskiun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소상우

석사과정  조홍래, 김재헌, Chun Deng

주    소 UNIST 100 Banyeon-ri, Eonyang-eup, Ulju-gun Ulsan, South Korea

전    화 052-217-2310

홈페이지 http://www.ptlresearch.com/

■ 실험실소개

레이저응용기술과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의 두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Laser material interaction & processing

- Laser microfabrication

- Applications of high power lasers in energy, bio, and 

nanoengineering

- Medical applications of lasers, Laser tissue interaction

- Laser plasma interaction

- Multiphysics, multiscale, multiphase simulations

- Lattice Boltzmann method, computational electrodynamics

- GPU supercomputing

■ 연구성과

H. Ki and J. Mazumder

A numerical simulation of femtosecond laser interaction with 

silicon

Journal of Laser Applications, 2005, Vol. 17, No. 2, pp. 110~117

H. Ki, P.S. Mohanty and J. Mazumder

Modeling of laser keyhole welding – I. Mathematical modeling, 

numerical methodology and role of recoil pressure, multiple 

reflections, and free surface evolution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2002, Vol. 33, No. 

6, pp. 1817~1830

H. Ki, P.S. Mohanty and J. Mazumder

Multiple reflection and its influence on keyhole evolution 

Journal of Laser Applications, 2002, Vol. 14, No. 1, pp. 39~45

H. Ki, P.S. Mohanty and J. Mazumder

Modelling of high-density laser-material interaction using fast 

level set method 

Journal of Physics D: Applied Physics, 2001, Vol. 34, No. 0, pp. 

364~372

H. Ki

Level set method for two phase incompressible flows under 

magnetic fields

Computer Physics Communications, 2010, Vol. 181, No. 6, pp. 

999~1007

J. Gattu and H. Ki

Computation of flow induced stresses in a structure using a hybrid 

momentum equatio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Multiscale 

Mechanics, 2009, Vol. 1, No. 2, pp. 118~133

H. Li and H. Ki

Simulation of MHD flows using a hybrid lattice-Boltzmann 

finite-difference method

Communications in Computational Physics, 2008, Vol. 4, No. 

2, pp. 337~349

D. Lim, H. Ki and J. Mazumder

Mass removal modes in the laser ablation of silicon by a Q-switched 

diode-pumped solid-state laser

Journal of Physics D: Applied Physics, 2006, Vol. 39, No. 0, pp. 

2624~2635

H. Ki, P.S. Mohanty and J. Mazumder

A numerical method for multiphase incompressible thermal flows 

with solid-liquid and liquid-vapor phase transformations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B: Fundamentals, 2005, Vol. 48, 

No. 2, pp.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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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선박 및 해양 구조 엔지니어링 연구실

▶ 선박해양생산시스템 연구실

▶ 해양공학 연구실

▶ 선박설계 연구실

▶ 저항추진 연구실

▶ 바이오융합시스템 연구실

▶ 에코스마트파워(Eco-Smart Power) 실험실

▶ 신소재 및 비파괴평가 연구실

▶ 산업용레이저응용 연구실

▶ 파손제어 연구실

▶ 첨단수송기계설계및제어 연구실

▶ 스마트파워트레인 연구실

▶ 첨단에너지시스템 연구실

▶ 초정밀 나노시스템 연구실

▶ 음향 진동 신호처리 연구실

▶ 전자재료역학 연구실

▶ 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연구실

▶ 난류제어연구실

▶ 지능구조물및 시스템 연구실

▶ 시스템 동역학 연구실

▶ 전산유체공학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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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선박 및 해양 구조 엔지니어링 연구실

지도교수 정준모(jmchoung@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정탁, 남지명

석사과정  전기영, 남웅식

주    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689

전    화 032-873-7346

홈페이지 http://sose.inha.ac.kr/

■ 실험실소개

2008년 9월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선박 및 

해양구조 엔지니어링 연구실(Ship and Offshore Structure 

Engineering Lab., SOSEL)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선박 및 해양구조

물은 극심한 환경하중에서 20년 이상의 설계 수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모든 설계는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연구실은 FPSO, Semi-Submersible과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 플랜트 

분야 및 해상 풍력 발전기와 같은 재생 에너지 분야 중 구조 엔지니어링

의 글로벌 리더를 자부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산업체 지향적 연구를 

추구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3대 조선소

와 미국선급, 영국선급, 노르웨이선급, 한국선급 등 세계의 유수 선급에

서 필요한 요소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공동 

연구를 위주로 추진하므로서, 본 연구실 연구원의 산업체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우리 연구실은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3명이 있으며, 2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약 30여편 이상의 SCI(SCIE),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학술대

회논문 등을 발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및 해양구조 엔지니어링 연구실은 앞으로 산업체와의 유기적

인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을 유지 및 개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을 경주하겠습니다.

■ 연구분야

FRACTURE OF MATERIALS

- Plasticity of marine structural steels

- Constitutive equation of failure models

- Experimental approaches

- Development of material database

OFFSHORE PLANTS

- Design of FPSOs

- Hydrodynamic analyses of FPSO(uncoupled and fully coupled 

time domain analyses)

- Development of structure engineering system for topside and 

jacket structures.

- Development of new procedures for fatigue damage estimation 

of riser and mooring systems under multi-modal processes

- Development of spectral fatigue analysis system

- Development of fatigue damages of mooring lines due to OPB 

(out-of-plane bending)

- Explosion and fire

OFFSHORE WIND TURBINES

- System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oading on offshore 

wind turbines

- Development of structure engineering system of fixed-type 

offshore wind turbines

- Development of fatigue assessment procedures in time domain

SHIP STRUCTURES

- Ultimate strengths of stiffened panels

- Ultimate strengths of hull girder

- Springing-induced fatigue

- Residual strength of damaged ships

- Accidental limit state analyses(ship collision and grounding)

- Shaft alignments based on nonlinear elastic technology

■ 연구성과

Chang Yong Song, Jongsoo Lee, Joonmo Choung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of an FPSO riser support 

using moving least squares response surface meta-models

Oecean Engineering, 2011-02, Vol. 38, No. 0, pp. 304~318

Sang-Rai Cho, Joonmo Choung, Chang-Min Oh, Kang-Su Lee, 

Jung-Yeob Kim

Ultimate load capacities of mooring bollards and hull foundation 

structures

Oecean Engineering, 2010-06, Vol. 37, No. 0, pp. 770~776

■ 프로젝트

[Structural Safety Check for Repair Voyage PACIFIC CARRIER] 

2012.07-2012.08 SINOKOR

[차기군수지원함(AOE-II) 충돌 및 좌초 해석] 2012.03-2013.02 현대

중공업

[저온강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극지 해양구조물 충돌설계 및 피로설계 

기법 개발] 2012.02-2013.06 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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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선박해양생산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이장현(jh_lee@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광식, 황세윤

석사과정  반일환, 손금준, Burak, 김연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682

전    화 032-860-7345

홈페이지 http://ems.inha.ac.kr/

■ 실험실소개

인하대학교 선박해양생산시스템 연구실은 선박생산 및 제품 정보 기술 

분야 등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 제품수명주기 관리시스템 

(PLM), Ship CAD와 생산 정보 시스템, BOM(Bill Of Material) 분야에서 

연구는 국내 최고의 연구 경험과 논문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 

곡면 가공 자동화 시스템(Line heating, Press Forming), Computational 

Welding Mechanics, Finite Element Method 에 기초한 요트 및 

레저 보트 구조설계/해석, LNG Sloshing해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정보 시스템, 함정 생존성 해석 시스템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 조선 산업이 요구하는 설계/생산 

분야의 석, 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Global Lab.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연구실에서는 설계/생산 정보 시스템 개발, PLM 연구, 요트 구조 설계 

및 유한요소해석, 생산 자동화, 함정 생존성 연구, 유체 구조 연성 해석 

연구 및 슬로싱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에 취업하거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이장현

Springback adjustment for multi-point forming of thick plates 

in shipbuilding

COMPUTER-AIDED DESIGN, 2010-11,

이장현

3차원 자유곡선 설계를 위한 멀티터치 테이블 탑 기반의 UI 개발

한국 CAD/CAM학회논문집, 2011-01, Vol. 0, No. 0, pp. 0~0

이장현

Free vibration of layered circular cylindrical shells of variable 

thickness using spline function approximation

MATHEMATICAL PROBLEMS IN ENGINEERING, 2011-01, Vol. 0, 

No. 0, pp. 0~0

이장현

COVART 모델 기반의 함정 취약성 설계 및 평가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CAD/CAM학회논문집, 2011-01, Vol. 0, No. 0, pp. 0~0

이장현

국제 표준 규칙을 따르는 소형 쌍동선의 초기 설계 절차

한국 CAD/CAM학회논문집, 2011-0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함정 통합 생존성 기법 개발] 2008~현재

[알루미늄 선박의 정  곡면 성형 시스템 개발 및 구조해석] 2012~현재

[선박해양 생애주기관리 시스템] 2011.6~현재

[선박용 엔진 과급기 개발을 위한 구조해석] 2006.1~2006.2

[함정유지보수관리 시스템 DataBase 개발] 2011.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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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해양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조철희(chjo@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황석범, 노유호, 이강희

석사과정  이주상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490

전    화 032-860-7342

홈페이지 http://oelab.naoe.inha.ac.kr/

■ 실험실소개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덮여있다. 바다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많은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광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해양공학은 해양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환경을 

지켜 가면서 해양을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곳 해양공학연구실에서는 해양개발에 관련된 연구와 교육으로 해양

공학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연구분야

- 해양구조물

- 해양에너지

- 해저관로

- 해양오염

■ 연구성과

조철희, 김도엽, 이강희, 노유호

조류발전 터빈 최적화 설계 및 후류 영향 연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05, Vol. 0, No. 0, pp. 

164~0

조철희, 임진영, 이강희, 노유호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의 조류 유입각도 변화에 따른 성능 고찰

2010 해양에너지 Green 심포지엄, 2010-12, Vol. 0, No. 0, pp. 1~4

조철희, 노유호, 김도엽

싸이클론 환경에서 부이에 연결된 라이저의 안정성을 위한 무어링 설계 

방법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2011-06, Vol. 0, No. 0, pp. 

1538~0

조철희, 이강희, 노유호, 이준호

CFD 를 이용한 수평축 조류발전 후류 특성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1-06, Vol. 0, No. 0, pp. 

2401~0

조철희, 이강희, 이준호

수평축 조류발전 후류특성 및 발전효율 분석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05, Vol. 0, No. 0, pp.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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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선박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이영길(younglee@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유진원, 정광렬

석사과정  박경령, 최영찬, 하윤진, 김철호, 박애선, 김두동, 강봉한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489

전    화 032-860-7340

홈페이지 http://fluid.inha.ac.kr/research2.html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선박의 선형모델링, VR(Virtual Reality), 저항최소화 선형

설계, CFD를 이용한 해석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연구성과

이영길

저항최소화 소형 어선선형의 선수파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2008-04, Vol. 45, No. 2, pp. 0~0

이영길

수두차를 이용한 수저퇴적물 제거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2008-02, Vol. 45, No. 1, pp. 101~107

이영길

Numerical Simulation of Nonlinear Wave Systems around the 

Bow and Stern of Ships

Japan Korea CFD seminar 2007, Vol. 0, No. 0, pp. 0~0

이영길

국내 연안어선의 저항최소화 선형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2007-08, Vol. 44, No. 4, pp. 349~359

이영길

On the development of a small catamaran boat

Ocean Engineering, 2007, Vol. 34, No. 0, pp. 206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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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저항추진 연구실

지도교수 이승희(shlee@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종현, 서대원

석사과정  오재용, 박정한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488

전    화 032-860-7337

홈페이지 http://fluid.inha.ac.kr/

■ 실험실소개

 인하대학교 저항추진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점성 유동 해석

- Fin Stabilizer의 수중익 성능해석

- End-Plate를 이용한 수중익의 캐비테이션 성능 개선

■ 연구성과

이승희

꼬리날개 간극이 핀 안정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 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11, Vol. 0, No. 0, pp. 

454~460

이승희

전계가능 곡면을 가진 삼동선의 선형 설계

대한 조선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5-11, Vol. 0, No. 0, pp. 

74~81

이승희

핀안정기의 꼬리 날개가 양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 조선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6-04, Vol. 0, No. 0, pp. 

523~528

이승희

공기 윤활법을 이용한 쌍동선의 저항 저감 연구

대한 조선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5-11, Vol. 0, No. 0, pp. 

876~882

이승희

수면 관통형 Tunnel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

대한 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11, Vol. 0, No. 0, pp. 

319~326

■ 프로젝트

[인천-개성(공단)간 항로의 타당성 조사] 2006.2.19

[고속 공기공동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05-08-31

[황해RRC : 한중 열차페리의 실용화] 2005-02-28

[LNG선 방열시스템 구조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2005-07-31

[황해RRC : 황해형 고속화물선의 실용화]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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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바이오융합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선민(sunmk@inha.ac.kr)

전공분류 생체공학(Biomechanics)

박사과정  Taeheon Han

석사과정  Seongkyun Choi, Jungwei Wang, Insu Lee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366B

전    화 032-860-8990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albertkim75/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기계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향합니다. 바이오 융합시스템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단순공정으로 제작된 나노구조체 및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한 생체

모사 세포칩 개발

② 음용수 독성분석을 위한 심근세포기반의 바이오센서 개발

③ 신약 스크리닝 및 이온통로 연구를 위한 고집적, 고효율 인공세포막 

칩 연구개발

④ 물리 화학적 자극에 대한 예쁜꼬마선충의 반응분석을 위한 미세유체

시스템 개발

⑤ 최신 나노/앱타머 기술을 이용한 GMO 검정방법 개발 

■ 연구분야

- Cardiac cell-based biosensor for detecting toxins in water

- Biomimetic cell chip using a simply fabricated nanostructures 

and microfluidic hybrid system

- Development of a microfluidic system for analyzing the response 

of C. elegans to physical and chemical stimuli

■ 연구성과

S. B. Kim, K. Koo, H. Bae, M. R. Dokmeci, G. A. Hamiltion, A, 

Bahinski, S. M. Kim, D. E. Ingber, A. Khademhosseini 

A mini-microscope for in-situ monitoring of cells 

Lab on a Chip, 2012, Vol. 0, No. 0, pp. 0~0

Y. R. Kim, S, Jung, H, Ryu, Y. E. Yoo, S. M. Kim and T. J. Jeon

Synthetic Biomimetic Membranes and Their Sensor Applications

Sensors, 2012, Vol. 12, No. 7, pp. 9530~9550

S. Yu, T. J. Jeon and S. M. Kim

Active Micromixer using Electrokinetic Effects in the 

Micro/nanochannel Junction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12, Vol. 197, No. 0, pp. 289~ 

294

S. Jeong, S. H. Ha, S. H. Han, M. C. Lim, S. M. Kim, Y. R. Kim, 

Y. M. Koo, J. S. So and T. J. Jeon

Elucidation of molecular interactions between lipid membranes 

and ionic liquids using model cell membranes 

Soft Matter, 2012, Vol. 8, No. 0, pp. 5501~5506

S. Choi, T. J. Jeon and S. M. Kim

Orientation of Fibroblasts Induced by Physical Effect of Nano- 

patterns in a Microfluidic Chip

한국바이오칩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 2012, Vol. 0, No. 0, pp.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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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에코스마트파워(Eco-Smart Power) 실험실

지도교수 주현철(hcju@inha.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오경민, 곽건희

석사과정  김미선, 이수원, 유하늘, 박성현, 조아래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390

전    화 032-873-7312

홈페이지 http://espl.inha.ac.kr/

■ 실험실소개

The ESPL was established in 2008 by the present director, Prof. 

Hynchul Ju.

The ESPL's general research interest is to investigate and develop 

a new type of energy conversion/storage technology that can 

conserve our natural resources, have a high-energy efficiency 

an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Presently, among all of the 

imaginable energy technologies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primary research of the ESPL is focused on fuel cells and advanced 

batteries for vehicle propulsion, stationary power generation, 

portable electronics, etc.

The ESPL pursues fundamental-oriented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collaborating with many faculty and researchers from 

academia, national labs, and worldwide companies. The ESPL's 

broad range of expertise includes thermal-fluid transport, 

electrochemistry, nano and micro fabrication, chemical kinetics 

and reacting flow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d experi- 

mental design and testing.

The mission of the ESPL is to advance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fuel cell and battery systems, enable industrial 

engineer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dvanced energy systems. To accomplish 

the ambitious goal, the ESPL is expanding by establishing 

state-of-the-art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employing individual talents. In addition to active research, 

the ESPL is heavily utilized for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in fuel cell and battery technologies.

The ESPL is always looking for new opportunities or people with 

expertise in emerging areas.

Please contact Prof.Hychul Ju(hcju@inga.ac.kr) if you are interested 

in more information.

■ 연구분야

Future energy conversion/storage systems

- Fuel cells(modeling and detailed diagnostics)

- Regenerative fuel cells(RFCs)

- Hydrogen storage systems

- Portable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modeling and 

simulations)

■ 연구성과

주현철

Comparison of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nd experimental 

data during cold-start of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Applied Energy, 2012, Vol. 94, No. 0, pp. 364~374

주현철

무인항공기용 200W 급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경량화 스택 제작 및 작동 

특성 연구(II)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2012, Vol. 23, No. 3, pp. 

243~249

주현철

무인항공기용 경량화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스택 개발을 위한 복합소재 

분리판 제작 및 성능 평가(I)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2012, Vol. 23, No. 2, pp. 

134~142

■ 프로젝트

[500 W급 DMFC 스택 전산모사 모델 개발을 통한 소재/디자인/작동조

건 최적화 연구] 2012~2014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사업/㈜LIG넥스원

[자동차용 연료전지 냉시동 이론연구를 통한 소재/디자인/작동조건 최

적화] 2012~2013(주)현대자동차

[제습용 열교환기를 위한 고효율 insert device 장착 전열관 및 이를 

이용한 이중관 열교환기용 전열관 개발] 2012~2013 중소기업청/(주)

성산

[균일하고 성긴(coarse) 격자 상에서 phase-boundary의 효율적 예측

을 위한 Kirchhoff transformation 방법이 적용된 수치 해석법 개발 

및 이상 연료전지 모델로의 적용 연구] 2012~2015 한국연구재단

[바이오가스 이용 20kW급 건물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2011~2014 에기평/(주)퓨얼셀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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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신소재 및 비파괴평가 연구실

지도교수 권오양(okwon@inha.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384

전    화 032-860-7324

홈페이지 http://nde.inha.ac.kr/

■ 실험실소개

The laboratory is conducting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croscopic mechanical behaviors and the 

microscopic structures of advanced engineering materials based 

on micro-mechanical approaches. In addition to the mechanical 

testings such as tensile and fatigue tests, the microstructural 

examination by electron microscopes and the nondestructive 

evaluation(NDE) by elastic and electromagnetic waves are utilized. 

A special emphasis on acoustic emission(AE) is due to the fact 

that AE being generated by mechanical disturbance in solids at 

microscopic level, it can be utilized for the range of applications 

from the characterization of material to the diagnosis of 

machineries during operation.

■ 연구분야

- Aerospace Grade Composite, Fatigue Damage of CFRP-Metal 

Joint, Impact Damage Assessment of Curved Composite 

Laminates

- Damage diagnosis by AE and Surface Acoustic Wave(SAW), 

Location of Short Fatigue Cracks and Their Growth, Fatigue 

Life Estimation

- New Sensing Techniques for Noncontact NDE; Fiber-Optic 

Interferometer and Intensity-Based Optical Sensors, Improved 

SNR by Wavelet Transform.

- Monitoring of Laser Materials Processing; Laser Cladding and 

Rapid Prototyping, Noncontact and Noninvasive Measurement 

for In-Process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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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산업용레이저응용 연구실

지도교수 김재도(kimjaedo@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강경호, 정일영

석사과정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2N 264A

전    화 032-860-7316

홈페이지 http://iws.inha.ac.kr/~lase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미세가공, 접합 및 절단과 관련된 

가공을 최첨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Micro-Hole, Nano-Structure, 

Bio-Processing, Laser Cladding, Welding, Cutting 등의 가공 공법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Laser 가공 분야

1. 정 부품의 마이크로 레이저 용접기술 개발

2. 레이저 빔 전달용 로봇 시스템 개발

3. 레이저에 의한 자동차 부품 및 정  부품의 표면경화 기술 개발

4. 레이저 신터링 기술 개발

5. 레이저 절단 가공에서 광소자에 의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6. 폴리곤 미러를 이용한 광폭 표면경화 기술 개발

7. 첨단 광폭 빔 장치 개발

8. 레이저 클래딩을 이용한 자동차 엔진 수명 향상 기술 개발

9. 엔진 밸브시트용 특수합금 개발

10. Bio-Ceramic 가공기술 개발

11. Femto-Second Laser를 이용한 Micro 가공 기술 개발

- 쾌속조형분야

1. 직접식 금속 적층공정을 이용한 쾌속조형제품 제작기술 개발

2. SLS 방식의 금속분말 적층성형 기술 개발

3.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SKD11 금속분말의 금형제작기술 개발

4. CAD 데이터인 STL 파일의 2차원 G코드 변환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5.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쾌속조형공법

- 금형분야

1. 충전해석 및 선정조건 연구

2. 레이저 절단 판재에 의한 적층 금형 개발

3. 액체호닝을 이용한 자동 금형사상 기기 개발

4. 금형사상에서 자동 경면 가공 기술 개발

5. 레이저를 이용한 직접식 금형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측정 및 해석 분야

1. 레이저 표면 경화된 부품의 잔류응력 해석 및 X-ray측정 기술 개발

2. 레이저 용접된 재료의 잔류응력 해석 및 측정 기술 개발

3.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레이저 표면경화된 

가공물의 잔류응력 해석 연구

4.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술 개발

5. 레이저 용접의 응력 부식 현상 해석 연구

■ 연구성과

김재환, 김정하, 김재도

압전 지능 구조물을 이용한 통계적 에너지 해석 기법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01, Vol. 11, No. 2, pp. 257~264

Jae-Do Kim, Jae-Kyoung Jung, Byung-Cheol Jeon, Chong-Du 

Cho

wide band laser heat treatment using pyramid polygon mirror

Optics and Lasers in Engineering, 2001, Vol. 35, No. 5, pp. 

285~297

김재도, 전병철, 이영곤, 오동수

용제와 혼합한 금속분말의 CO2 레이저 클래딩 특성

대한용접학회지, 2991, Vol. 19, No. 5, pp. 481~485

김재도, 전병철, 권택열, 이영곤, 신동훈

레이저 용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정  형상 제작

한국레이저가공학회지, 2000-12, Vol. 3, No. 3, pp. 21~29

■ 프로젝트

[첨단 KRF-3 막판식 공기제동 시스템 해석 및 설계 기술개발]

[주물용 목형 고속 제작을 위한 레이저 가공 시스템 개발] 

[원전 핵심 부품 보수를 위한 와이어 Nd: YAG 레이저 클래딩] 과학기술부

[CCD Camera와 He-Ne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측정기 개발] 

[금형사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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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파손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이억섭(leeos@inha.ac.kr)

전공분류 파괴역학(Fracture Mechanics)

박사과정  김동혁, 윤혜룡

석사과정  박연창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2N 277

전    화 032-860-7315

홈페이지 http://fcrc.inh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기계구조물의 파손안전성 평가, 동적기계특성측정, 파손해

석, 구조물의 건전성평가 및 수명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 연구분야

- SHPB를 이용한 고속충격 테스트

구조물을 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 하에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정확한 재료 물성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료 물성치는 정적인 실험 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동적인 실험 즉, 고변형률 하중 하에서는 재료의 거동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최근 기계 구조물들의 많은 경우는 높은 응력이나 

순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극한 작업 환경에 사용되

고, 이러한 극한 하중 상태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고변형률 하중 하에서 금속이나 비금속에 대한 기계적 변형 거동을 알아

야 한다.

- 피로테스트 및 파괴인성치 측정

CTOD 시험법은 인성이 큰 일반 구조용강과 같은 비선형 재료의 파괴인

성치를 결정할 수 있는 탄.소성 파괴거동 특성 해석에 있어 유효한 시험

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SENB시편에 국한한 영국 BS 표준의 CTOD 

시험법과 CT시편의 적용을 허용하는 미국의 ASTM 표준에서 조차도 

박판 CT시편에 대한 정확한 실험적 접근방법이 소개되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실험들을 응용한 시험법을 

새롭게 제안하며, 이를 실험적으로 수행하여 정확한 CTOD/CTOA를 

결정하였다.

■ 연구성과

이억섭, 김면수, 황시원, 조규상

고변형률 압축/인장 하중에 대한 알루미늄 합금의 동적 변형 거동

한국정 공학회지, 2003-01, Vol. 20, No. 1, pp. 196~204

이억섭, 김종호

CCT시편의 형상과 하중조건이 J 적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 공학회지, 2003-04, Vol. 20, No. 4, pp. 204~213

Ouk Sub Lee, Guan Hee Kim, Myun Soo Kim, Jai Sug Hwang

Dynamic Deformation Behavior of Aluminum Alloy Under High 

Strain Rate Compressive / Tensile Loading

KSME International Journal, 2003-06, Vol. 17, No. 6, pp. 

787~795

Ouk Sub Lee, Kyoung Joon Kim

Dynamic 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 of Rubber Material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Letters, 2003, Vol. 22, No. 0, pp. 

1157~1160

이억섭, 이윤표

일정진폭 및 변동하중을 받는 보강판에서 보강재가 피로균열전파에 미

치는 영향

한국정 공학회지, 2003-02, Vol. 20, No. 2, pp. 136~145

■ 프로젝트

[매설배관의 건전성 평가]

[SOLDER-JOINT 신뢰성 평가]

[SHPB를 이용한 고속충격 테스트]

[피로 테스트 및 파괴인성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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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첨단수송기계설계및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이철희(chulhee@inha.ac.kr)

전공분류 동역학 및 제어부문(Dynamics and Control)

박사과정  Cai Qiaochu

석사과정  이득원, 박정헌, 이광희, 최민욱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2N 269B

전    화 032-860-7311

홈페이지 http://avdclab.inh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가상제품개발 설계 및 최적화 기술개발, 기계부트라이볼로

지 공학, 스마트 기계시스템 제어 및 동역학 연구, 동력전달계 부품 설계 

및 진동해석, 신재생 에너지 미래 자동차연구, 자율주행 자동차 및 지능

형 로봇 제어 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BK21 차세대 수송 기계부품산학 공동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에도 참여하여 산업체에서 실질적

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은 두산인프라코어, 현

대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 대한 항공 등과 같은 수송기계 관련 산업체

와의 연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산업협동재단,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 창업보육센터 등과 같은 정부기관과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연구분야

- 가상제품개발 설계 및 최적화 기술

- 기계부품 트라이볼로지 공학

- 동력전달계 부품설계 및 진동해석 기술

- 스마트 기계시스템 제어 및 동역학 해석

- 신재생 에너지 미래 자동차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및 지능형로봇 제어기술

■ 연구성과

이철희

반도체 칩 검사 장비의 진동 특성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2, Vol. 11, No. 3, pp. 182~186

이철희

자동차용 중공 구동축의 진동감쇠제어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12, Vol. 22, No. 6, pp. 582~587

이철희

SIMPLIFIED DYNAMICS MODEL FOR AXIAL FORCE IN TRIPOD 

CONSTANT VELOCITY JOINT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12, Vol. 13, No. 5, pp. 751~757

이철희

해양암반 고정거치석 자동회전 굴진장비 구조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2, Vol. 11, No. 4, pp. 0~0

이철희

자기유변탄성체의 마찰제어적용 연구

한국윤활학회지, 2012, Vol. 28, No. 3, pp. 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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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스마트파워트레인 연구실

지도교수 이대엽(dylee@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조승환, 이범호, 곽용환

석사과정  송학현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2N 267C

전    화 032-876-7443

홈페이지 http://spl-inha.kr/

■ 실험실소개

친환경적인 고효율 파워트레인의 연구를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

지절약을 실현, 이를 위하여 실험적인 연구와 해석적인 연구를 배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분야

- 청정대체연료 사용 내연기관 연구

LPG, DME(Dimethyl ether) 등의 청정 대체연료를 내연기관(점화착화 

및 압축착화 엔진)에 사용할 경우에 성능 및 배기특성을 측정 분석하고, 

연소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소실 설계, 연소과정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

- 엔진 분사계 및 연료공급계 핵심부품 연구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에서 분사계 및 연료공급계의 핵심부품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료공급계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열역

학적 균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해석 연구를 수행

- 엔진 배기오염물질 저감 연구

배출가스 후처리 및 연료의 전처리를 통하여 압축착화 엔진에서 미세입

자(PM), 점화착화 엔진에서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

을 최소화하고, 엔진효율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수행

- 화학동력학(Chemical kinetics)을 이용한 해석

화학동력학(Chemical kinetics)을 이용하여 엔진 연소과정의 해석을 

수행. 배기오염물질의 형성 및 배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3D CFD 

코드와 결합하여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

■ 연구성과

조승환

DME의 자착화 측정 및 세탄가 추

DME 포럼, 2008, Vol. 0, No. 0, pp. 0~0

이대엽

Calculation of ignition delays for DME

DME 총회, 2007, Vol. 0, No. 0, pp. 0~0

이대엽

Measurement of viscosity for liquid DME

하반기 DME 포럼, 2006, Vol. 0, No. 0, pp. 0~0

박영표

기체분사 LPG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연료성분에 따른 연료 분사량 변화 

연구

춘계 자동차공학회, 2007, Vol. 0, No. 0, pp. 0~0

김철숙

기체분사용 LPG INJECTOR 오리피스 변화에 따른 분사량 변화 연구

춘계 자동차공학회, 2007,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중소형 상용차용 LPG 시제엔진 개발]

[Research of DME]

[LPG 액상 및 기상 분사에 관한 연구]

[TIC(인하대학교 자동차동력계부품 기술혁신센터)와 관련된 연구]

[배출 가스 후처리 장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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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첨단에너지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동섭(kts@inha.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강도원, 강수영

석사과정  안지호, 신현동, 강준영, 김정호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268A

전    화 032-860-7307

홈페이지 http://aesl.inha.ac.kr/

■ 실험실소개

인하대학교 첨단 에너지시스템 연구실은 2001년에 김동섭 교수에 의해

서 개설되었다. 본 연구실은 개설 이래 가스터빈 및 복합화력 발전설비, 

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발전설비에 대한 연구도 주요한 

연구 분야로서 다뤄지고 있다. 석탄을 가스화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스팀터빈 복합화력 발전(IGCC),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를 결합한 차

세대 전력 생산 시스템(IGFC)에 관한 연구와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순산소 연소를 이용한 

발전시스템 설계 및 해석과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적용한 발전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가스터빈 성능해석 및 성능진단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plant

- Bio-gas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발전 시스템 연구

- 가스터빈 내부의 2차 유동 시스템 연구

- Fuel cell 기반 차세대 발전 시스템

- SCOC-CC(Semi-Closed Oxy-fuel Combustion Combined Cycle)

- PEMFC(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 SOFC(Solid Oxide Fuel Cell)/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 연구성과

Sung Ku Park, Ji-Ho Ahn, Tong Seop Kim

Performance evaluation of integrated gasification solid oxide fuel 

cell/gas turbine systems including carbon dioxide capture

Applied Energy, 2011, Vol. 88, No. 9, pp. 2976~2987

Seung Won Ji, No Sung Myung, Tong Seop Kim

Effects of syngas type o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a 

gas turbine in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011, Vol. 0, No. 0, pp. 

0~0

Tong Seop Kim, Soo Young Kang

Investigation of leakage characteristics of straight and stepped 

labyrinth seals

International Journal of Fluid Machinery and Systems, 2010, Vol. 

3, No. 3, pp. 253~259

Sang Hyun Tak, Sung Ku Park, Tong Seop Kim, Jeong Lak Sohn 

and Young Duk Lee

Performance analyses of oxy-fuel power generation systems 

including CO2 capture: comparison of two cycles using different 

recirculation fluid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0, Vol. 24, 

No. 9, pp. 1~10

Young Sik Kim, Jong Jun Lee, Tong Seop Kim, Jeong L. Sohn

Effects of syngas type o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a 

gas turbine in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011, Vol. 52, No. 5, pp. 

2262~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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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정  나노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이은상(leees@inha.ac.kr)

전공분류 용접 및 특수가공(Welding and Special Manufacturing)

박사과정  Shin Hyun Jung, Lee Jung Taik, Ko Jeong Hwan, Kim Seong Hyun

석사과정  Choi Seung Gun, Choi Woong Kirl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268B

전    화 032-860-7308

홈페이지 http://upns.inha.ac.kr/

■ 실험실소개

UPNS는 나노급 정 도를 요하는 각종 기계부품 및 초정  전자 기기들

의 나노시스템 및 초정 가공, 난삭재 정  연삭, 전해연마, 플라싱, 

정  래핑, Wafer Dicing, 미세전해가공 전해드레싱 연삭, 정  가공 

시스템 제작 등 첨단생산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 연구분야

① 다목적 인공위성 3호 Heater Mount 초정  EP

② 반도체 및 신재생 에너지 부품 초정  Polishing 시스템

③ 12인치 wafer final polishing 최적 가공 공정 및 기상측정기술개발

④ 자동차용 연료펌프 로터코어의 초정  연삭가공 기술개발

⑤ Bk21 차세대 수송기계 부품 산학 협동 공동연구 

■ 연구성과

이은상

Design of Frictionless MR Damper for Integrated Isolation Mount

ADVANCED SCIENCE LETTERS, 2012, Vol. 5, No. 0, pp. 1~5

이은상

웨이퍼 폴리싱 공정의 회전속도와 진폭속도에 따른 가공특성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2, Vol. 11, No. 1, pp. 1~6

이은상

An evaluation of the machinability of nitinol shape memory alloy 

by electrochemical polishing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25, 

No. 0, pp. 963~969

이은상

Investigation of Machining Characteristics for Electrochemical 

Micro-Deburring of the AZ31 Lightweight Magnesium Alloy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2, Vol. 13, No. 3, pp. 339~345

이은상

최적조건 선정을 위한 Pad 특성과 Wafer Final Polishing의 가공 표면

에 관한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2012, Vol. 11, No. 1, pp. 26~32

■ 프로젝트

[12인치 wafer final polishing 최적 가공 공정 및 기상 측정 기술 개발] 

2007

[자동차 감압 밸브용 부품의 초정  래핑 가공기술 개발] 2007

[자동차용 고성능 Cam Shaft의 초정  연삭가공 개발] 2006

[마이크로 전해가공용 마이크로 파워컨트롤러 개발] 2006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의 초정  연삭가공기술 개발] 2007



인하대학교 연구실험실

279

실 험 실 음향 진동 신호처리 연구실

지도교수 이상권(sangkwon@inha.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구진회, 황성욱

석사과정  박종호, 장지욱, 김병현, 박홍석, 이영준, 신광수, 최상일, 강희수, 신태진, 이승민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391A

전    화 032-860-8776

홈페이지 http://avsp.inh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1999년도 설립되어 음향학, 진동학, 디지털 신호처리, 생

체음향, 심리음향 등의 학문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기, 철도, 

디지털 가전제품(LCD 플레이,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TV) 등의 진동소

음저감 및 소음진동감성평가 등의 기술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와 신기

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플랜트, 풍력발전기, 배관 등의 

진동 음향 신호를 이용한 발전소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며 스마트 재료 및 능동진동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의 실내 소음 

및 진동제어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Automotive NVH

- Sound Quaity

- Bio-Acoustics Engineering

- Smart and Active Control

- Smart Health Monitoring

■ 연구성과

Eui-Youl Kim, Young-Joon Lee, Sang-Kwon Lee

Heath monitoring of a glass transfer robot in the mass production 

line of liquid crystal display using abnormal operating sounds 

based on wavelet packet transform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2, Vol. 331, No. 0, pp. 

3412~3427

J H Park,Y S Moon, S K Lee

Source localization of multiple impacts in a plate,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C: Journal of Mechanical Engineering Science, 2012, Vol. 

226, No. 2, pp. 423~438

Young-Joon Lee and Sang-Kwon Lee

Classification of Noise Sources in a Printer and Its Application 

to the Development of Sound Quality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2, Vol. 13, No. 4, pp. 491~499

J. H. PARK and S. K. LEE

A NOVEL ADAPTIVE ALGORITHM WITH AN IIR FILTER AND A 

VARIABLE STEP SIZE FOR ACTIVE NOISE CONTROL IN A SHORT 

DUCT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12, Vol. 13, 

No. 2, pp. 223~229

■ 프로젝트

[배기계 진동 해석용 엔진 가진력 예측기술 개발] 2010-09-15~ 

2012-05-14(주)엔지비

[연속 음원 위치 추적에 기초한 인간-시스템 상호작용 기술] 2010-09-01~ 

2012-08-31 한국연구재단

[차량진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상관성 연구] 2010-05- 

01~2011-04-30(주)엔지비

[생리음향과 심리음향 이용 휴먼 청각계를 모방한 음질요소의 개발과 

감성 음질 구현 기술(도약연구과제, NRL)] 2010-05-01~2015-04-30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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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자재료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범현규(hgbeom@inha.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강도평가 및 해석

박사과정  Lin Song, Cui Cheng Bin

석사과정  Lee Do Ryun, Lee Jong Won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2N 269A

전    화 032-860-7310

홈페이지 http://emrl.inha.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Electromechanics, Fracture mechanics, Finite Element 

Method, Packaging of Microelectronic Device, System Design 

and Structural Analysis, Composite Material, Plasticity and 

Viscoplasticity, Micromechanics and Metallurgy를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 전기기계재료와 전자성재료의 파괴에 관한 연구

최근, 항공기와 자동차, 음향, 제어 및 의료기기와 같은 첨단 산업분야

에서 전기기계세라믹(Electromechanical Ceramic)과 전자성재료

(Electromagnetic Material), 스마트재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

기기계재료의 하나인 압전재료(Piezoelectric material), 전왜재료

(Electrostricitive material)의 강도설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 유한변형을 하는 구조물의 해석

고온, 고압하의 사용환경에서 운용되는 기계구조물의 설계와 기계제작, 

기계가공기술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탄소성 또는 점소성 재료의 유한변

형(Finite Deformation)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유한변형을 하는 탄소성 또는 점소성 재료에 대한 변형의 

국부집중현상, 안정성과 구성방정식에 관한 연구와 유한변형을 하는 구

조물의 최적설계와 접촉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 탄성 또는 탄소성 재료의 파괴 및 계면파괴에 관한 연구

Griffith에 의하여 재료의 파괴현상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이후 

항공기, 원자력 설비, 반도체소자의 패키지 등의 설계 및 안전운용을 

위하여 구조물의 파괴안정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탄성구조물과 탄소성구조물의 파괴에 관한 연구, 탄성재료의 

계면파괴에 관한 연구, 파괴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강도설계에 관한 연구

와 균열보수에 관한 폭 넓은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 복합재료의 강도설계 및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강도 무게비가 매우 큰 복합재료는 항공기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분야

에 이용되고 있다. 복합재료에 관한 역학적 기초연구와 수치해석을 이용

한 적층 복합재료의 층간 분리현상에 관한 연구, 계면 파괴에 관한 해석

적 연구, 복합재료 구조물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 반도체패키지의 설계 및 신뢰성에 관한 연구

반도체산업분야에서 소형화, 박형화, 다핀화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서, 미소전자부품 성능의 한계가 칩 자체의 설계 능력보다는 패키지의 

설계 능력에 좌우되게 되었다. 전자패키지의 설계 및 신뢰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 미시역학에 관한 연구

첨단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신소재의 역학적 성질을 연구하

기 위하여는 미시역학(Micromechanics)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반도체소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재료 내의 전위슬립

(Dislocation Slip)에 관한 연구, 다양한 신소재의 미시역학에 관한 연구

를 하는 분야이다.



인하대학교 연구실험실

281

실 험 실 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조명우(chomwnet@inha.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이정원, 홍광표, 하석재

석사과정  김규복, 조용규

주    소 인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2N 290

전    화 032-860-7306

홈페이지 http://iws.inha.ac.kr/~ims/index.htm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조형우 교수님의 지도아래 CAD/CAM 통합 개념을 기반으

로 정 가공 및 측정, Micro ECM, Micro EDM, Image processing, 

MRI 등 최첨단 기계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CAD/CAM/CAI 통합시스템

- Micro Machining

- MR Polishing

- Machine Vision

- Process Monitoring

■ 연구성과

조명우

Predicting of Cutting Forces in a Micromilling Process Based on 

Frequency Analysis of Sensor Signals and Modified Polynomial 

Neural Network Algorithm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2, Vol. 13, No. 1, pp. 17~23

조명우

Ride Quality Evaluation of Railway Vehicle Suspension System 

Featured by Magnetorheological Fluid Damper

ADVANCED SCIENCE LETTERS, 2012, Vol. 0, No. 0, pp. 209~213

조명우

Xanthan Gum으로 코팅된 Carbonyl Iron Particle를 이용한 자기유변

유체 연마특성에 관한 연구

소성가공, 2012, Vol. 21, No. 2, pp. 138~143

조명우

공구 형상에 따른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복합재료

의 절삭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2011, Vol. 20, No. 6, pp. 799~804

조명우

3차원 형상 연마를 위한 라운드 엔드  타입 MR연마시스템의 재료제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2011, Vol. 20, No. 5, pp. 6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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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난류제어연구실

지도교수 양경수(ksyang@inha.ac.kr)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강창우, 이경준

석사과정  정태경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난류제어 연구실

전    화 032-860-7322

홈페이지 http://tcl.inha.ac.kr/

■ 실험실소개

산업적 응용성이 높은 유동은 대부분 복잡한 형상에서의 난류유동이며 

이러한 유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의 개발은 기계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은 수송기계 주위의 유동 상태는 해당 기계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연소기 내에서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유동은 연소기의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현상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유동의 효과적인 제어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체역학 연구자들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은 위에서  열거한 전통적인 중요성을 갖는 유동

들 뿐만 아니라 인간 생체 내에서의 혈류유동, 초소형 전자기기(MEMS) 

내에서의 유동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유동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난류제어연구실에서는 복잡한 형상에서

의 유동장을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1) DNS 및 LES와 같은 첨단  난류해석기법이 구현된 컴퓨터코드를 

개발하고

(2)이코드를 사용하여 수치모사(numerical simulation)를수행한 후 얻

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유동 현상을  물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3) 효율적인유동제어 방법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난류유동뿐만 아니라 난류유동의 제어에 필요한 유동불안정성(flow 

instability) 및 천이(transition)과정에도DNS 및 LES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실에서는 상용으로 시판되는 범용코드의 사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원생이 직접 자신의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전산유체역학 전문

가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본 연구실의 졸업생은 첨단 유동 예측기술

을 필요로 하는 학계, 연구소, 산업계로 진출한다.

본 연구실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컴퓨터 코드로는 Finite Volume 

Method를 사용하여  직교좌표계 및 일반좌표계로 구현된 2D 및 3D 

Navier-Stokes solver가 있다.

직교좌표계 용 코드(SU-LES)에는 LES Subgrid-scale모형, wall-layer 

모형,  scalar 이송, 입자추적 알고리즘 및 Immersed Boundary Method 

(IBM)가 구현되어 있으며, 일반좌표계 용 코드(IU-LES)는 O, C, H-type 

격자용으로 세분되고 각 코드에도 LES 난류모형 및 IBM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Detached 

Eddy Simulation(DES) 기법의 구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대부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

단과 같은  공공 연구지원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독일의 DFG, 호주의 AAS와 같은 외국의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해당국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 연구분야

유동불안정성 및 천이유동

1. Baffled-channel 유동의 DNS.  

2. 돌출된 표면주위의 Horseshoe vortex system의 DNS.  

3. Jet를 이용한 flame holder 주위유동제어(DNS)  

4. 축방향 유동이 포함된 Taylor-Couette 유동(DNS) 

5. 분리된 분할판을 이용한 원형단면 실린더 주위의 와흘림제어(DNS)

난류유동

1. Grooved-channel 난류유동의 LES. 

2. Plane Diffuser내 난류유동의 DNS.  

3. 장애물이 부착된 channel내 난류유동의 DNS.  

4. 자유류난류(freestream turbulence)가 실린더 주위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LES). 

5. 가스터빈 연소기내 난류유동의 LES. 

6. 후향계단이 부착된 회전하는 실린더 주위 난류 유동의 DNS. 

7. 채널내 사각실린더 주위 난류유동의 LES

■ 연구성과

Choon-Bum Choi, Yong-Jun Jang, Kyung-Soo Yang

Secondary instability in the near-wake past two tandem square 

cylinders

Physics of fluids, 2012, Vol. 24, No. 0, pp. 24102~0

Jongho Lee, Jungwoo Kim, Haecheon Choi, Kyung-Soo Yang

Sources of spurious force oscillations from an immersed 

boundary method for moving-body problem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2011, Vol. 230, No. 7, pp. 

2677~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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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구조물 및 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최승복(seungbok@inha.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하성훈, 성민상, Nguyen Phuong Bac, 송만리, 전준철 외 5명

석사과정  신원기, 김진규, 이종우, 한승훈, 엄창호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대학교 2N 380

전    화 032-872-7925

홈페이지 http://ssslab.com/xe/

■ 실험실소개

스마트(지능) 구조물 및 시스템 연구실(Smart Structures and Systems 

Laboratory)은 스마트재료 및 시스템관련 국내 최초로1991년 인하대

학교 기계공학과에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oratory)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도약연구사업단(Acceleration Research Center)에 선

정되어 차량부품 및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기계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5월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2

의 도약연구 사업단에 선정되어 수술용 햅틱 로봇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스마트 재료를 이용한 제어가능 차량부품 및 시스템 연구 : MR and 

ER 쇽업소버(Shock Absorber), MR and ER 시트댐퍼(Seat Damper), 

MR and ER 충격댐퍼(Impact Damper), MR and ER 엔진마운트

(Engine Mount), MR and ER Brake, MR and ER ABS, MR and 

ER Clutch/Brake, MR and ER Servovalve, MR and ER유압밸브

(Hydraulic Vavle), MR/ER Haptic Device, PIezovalve ABS, 철도차량 

MR Damper, 군용차량 ER and MR Suspension(MRF : Magneto- 

Rheological Fluid(자기유변유체 혹은 자기점성유체), ERF : 

Electro-Rheological Fluid(전기유변유체 혹은 전기점성유체))

2. 스마트재료 작동기를 이용한 진동제어장치 연구 : 세탁기용 MR 

Damper, 반도체장비용 MR Damper, 유연팔 로봇의 진동제어(MR 

and ER Fluid, Piezoactuator and Sensor), Piezoactuator를 이용

한 능동마운트(항공기, 선박, 자동차, 정보저장기기의 진동제어에 

적용), 유연구조물(연성 빔, 연성 평판, 위성체의 부속품, 헬리콥터날, 

비행기 날개 등)의 진동제어(MR Fluid, ER Fluid, Piezoactuator, 

Shape Memory Alloy)

3. 스마트재료를 이용한 로봇시스템 및 의료기기 개발연구 : MIS용 로봇

시스템개발(ER/MR Haptic Master, MR and SMA Organ, Slave 

Robot, Remote Operation Program), MR and ER Clutch/Brake

를 이용한 재활기구(팔운동, 무릎운동, 걸음운동 연습에 적용), MR 

Damper를 이용한 의족, ER/MR Brake/Clutch를 이용한 각종운동

기구

4. 불확실성을 갖는 선형, 비선형 시스템의 강건 제어기 설계 및 응용

(LQR, LQG, State Feedback Controller, Sliding Mode Control, 

Fuzzy Control, Neural Network Control, H-infinity Control, 

Adaptive Control, Quantitative Feedback Theory(QFT) 등등)

■ 연구성과

J. S. Oh, V. Q. Nguyen and S. B. Choi

Vibration Control Performance of Active Mount System Featuring 

Piezostack Inertial Actuator

Advanced Science Letters, 2012-07, Vol. 0, No. 0, pp. 0~0(SCIE, 

0:0)

H. J. Cho, J. S. Oh and S. B. Choi 

Torque Control of a New Haptic Master for Surgical Robot 

System Featuring Electrorheological Fluid Based Spherical Joint 

Advanced Science Letters, 2012-07, Vol. 0, No. 0, pp. 0~0(SCIE, 

0:0)

K. G. Sung and S. B. Choi 

Magnetorheological Fluid Shock Avsorber for Electronic Control 

Suspension of a Passenger Vehicle

Advanced Science Letters, 2012-07, Vol. 0, No. 0, pp. 0~0(SCIE, 

0:0)

■ 프로젝트

[무인기 카메라지지 마운트와 엔진 마운트의 설계 및 제어] 2006. 3~ 

2013. 2 BK21 대한항공 산학 협력과제 

[통합제진 공통 핵심기술 개발] 2008.12~2011.12 지식경제부 산업핵

심기술 개발사업

[직접 패터닝 시스템 개발 인력양성사업] 2008. 9~2013. 8 한국산업

기술재단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철도차량 반능동 현가장치용 대용량 MR 댐퍼 개발] 2010. 4~2015. 

3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스마트작동기를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용 햅틱로봇 시스템구축] 2010. 

5~2015. 2 한국연구재단(도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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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시스템 동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김창부(kimcb@inha.ac.kr)

전공분류 동역학(Dynamics)

박사과정  안영철, 조현석

석사과정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기계공학부 2N 383

전    화 032-860-7300

홈페이지 http://sysdynamics.inha.ac.kr/

■ 실험실소개

시스템동역학 연구실에서는 구조동역학과 다물체동역학 및 MEMS 분

야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 분야의 실험 및 전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동계측시스템, 로봇시스템 등의 다양한 실험장비와 MSC/PATRAN, 

MSC/NASTRAN, NISA, I-DEAS, DADS, ADAMS 등 분야별 전문 소

프트웨어를 확보하여 사용방법의 숙지 및 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두루 진출하고 있다.

■ 연구분야

동역학, 고체역학 및 진동학을 기초로 하는 구조동역학과 다물체 동력학 

및 MEMS가 주요 연구 분야이며, 세부 연구분야는 자동차, 철도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동역학과 송풍기, 터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전체동역학. 산업용로봇, 보행로봇 등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동역학. 

운동전달장치, 자동화장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기구학. 마이크로 

자이로스코프, 마이크로 센서, 액추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MEMS 

등으로 구분된다. 연구방법은 상기한 연구대상의 동역학적 모델링과 해

석 및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용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유한요소 구조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와 다물체 동역학해석 상용 소프트

웨어 등을 사용하며, 모델실험 또는 실물 실험을 통하여 해석결과를 

검증한다.

■ 연구성과

Zheng Yang, Chongdu Cho, Chang-Boo Kim, Hyeon Gyu Beom

The effect of biaxial load on stress and strain concentrations 

in a finite thickness elastic plate containing a circular hole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ENGINEERING, 2008, 

Vol. 75, No. 0, pp. 103~126

Zheng Yang, Chang-Boo Kim, Chongdu Cho, Hyeon Gyu Beom

The concentration of stress and strain in finite thickness elastic 

plate containing a circular hole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s, 2008, Vol. 45, No. 0, pp. 713~731

H.G. Beom, Y.H. Kim, C.B. Kim, C.Cho

Modified boundary layer analysis of an electrode in an electro- 

strictive material

Arch Appl Mech, 2008, Vol. 78, No. 0, pp. 191~209

Zheng Yang, Chang-Boo Kim, Yaorong Feng, Chongdu Cho

Abnormal fracture appearance in drop-weight tear test specimens 

of pipeline stee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008, Vol. 483, No. 0, pp. 

239~241

Zheng Yang, Chang-Boo Kim, Chongdu Cho, Hyeon Gyu Beom, 

Bin Ren

The Static and Dynamic Fracture Test of X70 Pipeline Steel

KEY ENGINEERING MATERIALS, 2007, Vol. 340, No. 0, pp. 

4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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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유체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김광용(kykim@inha.ac.kr)

전공분류 전산유체공학(Computation 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이기돈, 김진혁, 이상문, 문미애, 허만웅, Arshad Afzal, 김선민

석사과정  Afroz Alam, 김대웅, 박민정, 차경훈, 최대웅, 구경완, 이충석, 김준희

주    소 인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2북 280A

전    화 032-860-7317

홈페이지 http://cfelab.inha.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에너지 절감, 효율 및 성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산유체역

학 및 수치최적설계의 산업적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크게 

터보기계, 열전달 촉진장치 및 미세유로의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중이며, 지난 5년간 74편의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을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그룹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연구분야

수치최적설계기법을 이용한 형상최적화

- 삼차원 RANS해석과 대리모델(Surrogate Model)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의 접목을 통한 형상최적화

- 열전달 촉진장치의 설계: Rib, dimple, pin-fin 및 막냉각 hole 등의 

형상최적화

- 원자로 냉각계통 설계: 경수로 지지격자 mixing vane, 고온가스로 

냉각유로 등의 형상최적화

- 미세유로 설계: 미세혼합기 및 미세유로 열방출기 등의 성능향상을 

위한 형상최적화

터보기계의 최적설계

- 터보기계의 공력설계를 위한 수치최적화기법 개발

- Fan, Compressor 등의 저소음, 고효율 설계기법 개발

전산유체역학(CFD)의 응용

- 건물 및 터널내의 기류해석, 공기조화효과분석 및 환기 시스템 최적

설계

-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과 산업용 장치(전기로, 소각로, 하수처리

시설 등)내의 유동 및 성능해석

- 유량계 및 밸브의 유동해석

- 원자로의 열수력학적 해석

- 쓰레기 이송시스템의 유동해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검토

■ 연구성과

J. H. Kim, K. J. Choi, K. Y. Kim

Performance Evaluation of a Transonic Axial Compressor with 

Circumferential Casing Groove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2010, 

Vol. 0, No. 0, pp. 0~0

H. M. Kim, M. A. Moon, K. Y. Kim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a cooling channel with staggered 

elliptic dimples

Energy, Vol. 0, No. 0, pp. 0~0

M. A. Moon, A. Hussain, K. Y. Kim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a rotating cooling channel with 

staggered pin-fins for heat transfer augmentation,

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Fluids,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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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재료강도 연구실

▶ 지능 기계 설계 연구실 

▶ 재료가공 공정 연구실

▶ Advanced Combustion Control Lab

▶ Mechanoptical Engineering Laboratory

▶ MEMS Nano Technology Laboratory

▶ Mechanics of Materials Lab

▶ 시스템 최적화 및 통합 실험실

▶ 지능 정보 시스템 실험실

▶ Collaboration Interaction Design Lab

▶ 계면공학 연구실

▶ 광 전자막박 연구실

▶ 금속간화합물 연구실

▶ 전기화학 연구실

▶ 광.전자막박 연구실

▶ 나노재료공정연구실

▶ 광 전자 박막 연구실

▶ 경금속재료 연구실

▶ 재료 강도 연구실

▶ 광 전자막박 연구실

▶ 나노에너지 연구실

▶ 전자세라믹 연구실

▶ 반도체공정설계 연구실

▶ 이온공학 연구실

▶ 부식 및 에너지 재료 연구실

▶ 기능성재료 및 에너지 연구실

▶ Hydrogen Energy & Fuel Cell 실험실

▶ 이론유체역학 실험실

▶ 메카트로닉스 실험실(Mechatronics Lab)

▶ 공기조화실험실

▶ Multiscale modeling & Manufactur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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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강도 연구실

지도교수 강기주

전공분류 

박사과정  Ding Jun, 이봉훈

석사과정  이명진, 이병철, 박종선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1B-208호

전    화 062-530-1668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kjkang/new1/tmain.htm

■ 실험실소개

재료강도 연구실에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품

에 가해지는 열이나 외부충격에 대해 파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체역

학적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론, 수치해석 및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형 구조물에서부터 초소형 전자, 기계부

품에 이르기까지 신뢰성을 평가하고 기계적/열적으로 안정적인 제품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고온 산화막의 내구성 연구 :

- 고온 산화에 의한 변형 및 응력에 관한 이론 연구

- 고온산화시험 : 박막의 고온 물성, creep, thermal cycling, 

thermo-mechanical fatigue

2. 초경량 금속 구조재의 설계 및 제작:

- 새로운 형식의 트러스형 다공성 금속 고안

- 이론적 강도와 강성도 유도 및 최적화 설계

- 압축 및 굽힘 실험을 통한 성능평가

- 초경량 구조물의 설계기준안(Design criteria)마련

3. 대변형 파괴역학에 관한 연구

- 광학적 방법에 의한 함입량 측정법개발

- 기존의 파괴시험법에 병행하여 연속적인 소성영역 측정에 활용

- 3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측면함몰과 소성영역 관계 조사

■ 연구성과

N.A.Fleck, K.J.Kang and M.F.Ashby

The Cyclic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Acta Metallurgica et Materialia, 1994, Vol. 42, No. 0, pp. 

365~381

Kang, K.J., Song, J.H., and Earmme, Y.Y

Fatigue Crack Growth and Closure Behaviour through a 

Compressive Residual Stress Field

Fatigue and Fracture of Engineering Materials and Structures, 

1990, Vol. 13, No. 0, pp. 1~13

서용석, 강기주, 조규종, 김기환

에너지 평형을 이용한 복합 장갑판의 방호한계 예측

전남 대학교 논문집, 1990, Vol. 35, No. 0, pp. 77~85

Kang, K.J. and Cho, K.Z

An Estimation of Ballistic Limit for Ceramic-FRP Composite 

Armour

KSME Journal, 1991, Vol. 5, No. 0, pp. 140~148

최성렬, 강기주

반무한 직선 계면균열 문제에 관한 그린함수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1991, Vol. 15, No. 0, pp. 1530~1537

박준엽, 송지호, 엄윤용, 김정엽, 강기주

퍼스널 컴퓨터에 의한 피로시험 자동화 및 피로거동 측정의 정 화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1988, Vol. 12, No. 1, pp. 123~130

■ 프로젝트

[와이어로 구성된 3차원 다공질 경량 구조재와 그 제조장치] 출원번호 

10-2004-0045430

[금속판을 이용한 3차원 트러스 중간층을 가진 샌드위치 판재의 제조방

법] 출원번호 10-2004-0057553

[코일스프링으로 구성된 탄성 판구조물] 출원번호 10-2004-0105844

[트러스 보강 금속관 제조 방법] 출원번호 10-2005-0109411

[샌드위치 판재의 중간층 트러스용 확장금속망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05-0108396

[연속된 와이어로 직조된 3차원의 다공질 경량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06-7005423

[나선형 와이어로 직조된 3차원의 다공질 경량 구조체 및 그 제조 방법] 

출원번호 10-2006-0119233

[3차원 트러스 타입 다공질 재료의 보강재를 구비한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 출원번호 10-2007-0105179

[내부공간이 다면체 또는 구형의 재료로 충진된 트러스형태의 주기적 

다공질 재료와 그 제조 방법] 출원번호 10-2008-0077865

[트러스 형태의 주기적 다공질 재료로 보강된 발포 심재를 갖는 경량 

샌드위치 판재 및 그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08-007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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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 기계 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기창두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경수, 김만수, 김시섭, 홍창호

석사과정  기성종, 송형두, 김현일, Wang, Fan, 최선욱, Duan Huawei, 곽숙희, 김영국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공대 1호관 407호

전    화 062-530-1667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cdkee/

■ 실험실소개

자동차 및 기계 시스템의 진동 및 소음 제어

기계의 현재 상태 및 결함 유무 진단을 위한 특징 추출 파리미터의 개발 

및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Vision based robot control CCD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로봇의 

지능 제어에 관한 연구 분야로서 로봇 기구학, 동력학 제어,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등을 포함하며 자동화 시스템 및 위험 환경에서의 로봇 

제어, 검사 등의 작업을 위한 응용 연구

■ 연구분야

Vibration and Noise Control

Monitoring and Detecting faults of Machines

Visual servoing and Image processing

Humanoid Biped Robot and Path Planning

■ 연구성과

김희수, 기창두, 황원걸

주파수형태의 성능지수를 고려한 능동형 현가장치 제어

한국 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4, Vol. 0, No. 0, pp. 

299~304

장민근, 기창두

여유자유도를 갖는 Robot Manipulator의 최적충돌회피 경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1996, Vol. 0, No. 0, pp. 743~747

장민근, 기창두

멱 포텐셜 방법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네비게이션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7, Vol. 0, No. 0, pp. 

456~461

민경기, 기창두

본드그래프를 이용한 4-축 로봇 메니퓰레이터의 동력학적 해석 및 제어

한국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Vol. 0, No. 0, pp. 

425~428

박광호, 김창구, 기창두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2차원 물체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Vol. 0, No. 0, pp. 

599~602

장세경, 황원걸, 기창두

벡터채널 격자필터를 이용한 시스템 파라미터 추정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 논문집, 1992, Vol. 0, No. 0, pp. 917~922

최병화, 황원걸, 기창두

엔진마운트계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호남지부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3, Vol. 0, No. 0, 

pp. 0~0

배용채, 황원걸, 기창두

회전체 이상진동 특성을 이용한 자동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5, Vol. 0, No. 0, pp. 

360~366

양기영, 황원걸, 기창두

자동차 소음기의 소음성능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5, Vol. 0, No. 0, pp. 

389~394

이민호, 기창두

자동차승차감을 고려한 현가장치의 동적성능해석

한국정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5, Vol. 0, No. 0, pp. 

425~431

■ 프로젝트

[친환경 박테리아 셀루로우스를 적용한 천연고분자 센서 및 작동기의 

개발] 2009. 05. 01~2014. 02. 28

[수소 연료전지용 초음파-광섬유 고감도 수소센서 및 안전진단 모니터

링 시스템 개발] 2009. 05. 01~2012. 0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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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가공 공정 연구실

지도교수 양영수

전공분류 

박사과정  Nguyen Truong Thinh

석사과정  신희윤, 노영진, 선종하, 곽인철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공대 1A-401호실

전    화 062-530-1675

홈페이지 http://wrl.chonnam.ac.kr/

■ 실험실소개

This lab was established for the research of thermal processing 

and production engineering by Professor Young-Soo Yang, in 

1993.

■ 연구분야

AMPL has studied about Welding Residual stress relaxation 

methods, Welding distortion reduction techniques & methods, 

Thermal/Mechanical Process simulation of welding(TIG, MIG & 

LASER...), Sensitivity analysis of the welding parameters and 

Optimization of welding process & weld geometries.

■ 연구성과

손정훈,양영수, 이승영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치아 임플란트 피로수명 예측

대한치과 보철학회지, 2006, Vol. 0, No. 0, pp. 0~0

양영수 

용접변형 발생기구 및 해석

대한용접학회지, 2005, Vol. 0, No. 0, pp. 0~0

윤진오, 양영수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액적 적층시 온도분포와 잔류응력 해석

한국정 공학회지, 2005, Vol. 0, No. 0, pp. 0~0

김기운, 정현성, 조진래, 양영수 

트레드 블록을 고려한 타이어의 잔류 복원 토크 및 마찰 에너지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04, Vol. 0, No. 0, pp. 0~0

윤진오, 양영수 

강판표면의 유도가열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A, 2004, Vol. 0, No. 0, pp. 0~0

김용욱, 양영수 

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된 금속액적의 충돌 거동

한국레이저가공학회지, 2003, Vol. 0, No. 0, pp. 0~0

손광재, 양영수, 장상균 

고유변형률의 개념을 이용한 열가공공정시 판 변형 예측

대한용접학회지, 2003, Vol. 0, No. 0, pp. 0~0

윤진오, 양영수, 신희윤 

이동좌표계를 이용한 3차원 유도가열공정 해석

대한용접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손광재, 양영수, 배강렬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선상가열공정의 가열선 위치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용접학회지, 2003, Vol. 0, No. 0, pp. 0~0

배강열, 이태환, 양영수 

강판의 유도가열에서 공정변수가 온도 및 자속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대한용접학회지, 200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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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dvanced Combustion Control Lab

지도교수 최병철

전공분류 연소(Combustion)

박사과정  서충길, 박성용, 강우석

석사과정  김영권, 이경석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33(용봉동 300번지)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첨단연소제

어연구실

전    화 062-530-0067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bcchoi/

■ 실험실소개

연소공학의 이론적 고찰과 실험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소공학 분야와 

이를 응용한 배기후처리공학 분야의 최고의 연구실이 되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할 것입니다.

■ 연구분야

엔진 배출가스의 후처리

엔진 연소해석

연소 모델링

촉매표면 분석기술

■ 연구성과

최병철, 이춘희

린번 천연가스자동차용 NOx 흡장촉매의 열화특성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7, Vol. 15, No. 3, pp. 147~152

Choi, B.C., Yoon, Y.B. and Lim M.T

Emission characteristics of particulate matter from Diesel 

warm-up catalytic converter

Automobile Research, 2005, Vol. 4, No. 1, pp. 49~55

Kim, J.S., Choi, B.C. and Lim M.T

Performance of 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

Automobile Research, 2005, Vol. 4, No. 1, pp. 29~34

Lee, C.H and Choi, B.C. 

Evaluation of NOx Reduction Catalyst by Model Gas for 

Lean-burn Natural Gas Engine

IJAT(Int. J. of Automotive Technology)(SCIE), 2005, Vol. 6, No. 

6, pp. 591~598

정길성, 정종우, 성용하, 김화남, 최병철, 임명택

예혼합 압축 착화 엔진용 산화 촉매 특성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294~299

성용하, 임명택, 정길성, 최병철

급속압축팽창기에서 DME의 HCCI 연소 및 배기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567~573

최병철, 이춘희, 정종우

Ni, Ru-ZSM-5를 첨가한 NSR 촉매의 NOx 정화특성

자동차공학회논문집, 2007, Vol. 15, No. 5, pp. 0~0

성용하, 정길성, 최병철, 임명택

급속압축팽창기를 이용한 DME의 HCCI 연소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7, Vol. 155, No. 2, pp. 8~14

■ 프로젝트

[클린디젤자동차를 위한 PM 및 NOx 동시 저감용 Low PGM 하이브리

드 촉매 장치 개발] 2011년 5월 1일~2014년 4월 30일

[LNT용 환원제 생성을 위한 DME 개질촉매 개발] 2009년 6월 1일 

~2012년 5월 30일

[대형 디젤자동차용 우레아탱크의 동결 및 해동 현상 규명] 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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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noptical Engineering Laboratory

지도교수 강보선

전공분류 

박사과정  박창신, 이수만, 오대진, 심동식, 이동환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자동차공학관 205호

전    화 062-530-1683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bskang/

■ 실험실소개

열유동광계측연구실에서는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열유동계측, 분무 및 

액체미립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PIV와 같이 CCD 카메

라에 홀로그램을 직접 기록하여 유동장의 3차원 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Digital HPIV는 우수한 3차원 재현성으로 유동장 3차원 속도계측시스

템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열유체 유동 특성 해석

분무 및 액체 미립화

실 험 실 Micro/Nano Robotics Lab

지도교수 박종오, 박석호, 고성영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정세미, 진로로

석사과정  강봉식, 최현철, 유충선, 김주현, 맹비, 승성민, 강병전, 최종호, 배현이 외 3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공대 1A - 219a호실

전    화 062-530-1686

홈페이지 http://www.homerobot.re.kr/

■ 실험실소개

Bill Joy, former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in USA, 

mentioned that 21C is GNR era, that is, Genetics, Nanotechnology 

and Robotics. Nowadays ronotics is no more robotics itself, but 

kind of tool or gateway to all industries to make breakthrough.

■ 연구분야

Micro/Nano Robotics is new emerging field which is fused with 

NT, BT and RT. MNRL is mainly focu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icro/Nano Robotics and any related technologies. 

In relation to home appliance industry in Gwangju region, home 

appliance robot is also being handled.



METRIC 2012년 Mechanical Lab.

294

실 험 실 MEMS Nano Technology Laboratory

지도교수 이동원

전공분류 MEMS

박사과정  진행, 김지관, 박창신, 안준형, 최영수, 장안

석사과정  이지창, 한창용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공대 1A-104호

전    화 062-530-0337

홈페이지 http://mems.jnu.ac.kr/

■ 실험실소개

21세기를 주도할 신기술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초소형 정 기계전자

기술이다. MEMS는 사람 머리카락의 직경보다 작은 칩 위에 기계적인 

부분과 전기적인  부분이 동시에 집적화된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말한

다. MEMS 기술은 응용분야에 따라 생물, 의학, 그리고 의료분야 등의 

Bio/medical MEMS, 광미러, 스위치 등 광학응용의 Optical MEMS, 

통신분야 응용의 RF MEMS, 소형전력 쪽의 Power MEMS, 우주분야 

응용의 Space MEM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연구분야

초소형외팔보를 이용한 정보저장장치 개발

마이크로/나노 액튜에이터 개발

싱글전자스핀의 측정을 위한 고감도 힘센서 제작

능동형 캔틸레버를 사용한 고체 표면의 화학적 성분 분석

DNA 및 질병 분석을 위한 나노바이오 소자 설계 및 제작

무선통신용 RF MEMS/NEMS 소자 개발

전자코 시스템 개발

나노리소그래피 시스템 연구

CNT 를 이용한 센서 개발

■ 연구성과

Ji-Chang Lee and Dong-Weon Lee

Flexible and Tactile Sensor based on a Photosensitive Polymer

MICROELECTRONIC ENGINEERING, 2010, Vol. 87, No. 0, pp. 

1400~1403

이동원, 김지관, ZHANG YAN

A smart microfour-point probe with ultrasharp in-plane tips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2009, Vol. 80, No. 0, 

pp. 0~0

이동원, CHEN XING

Integrated microactuation scanning probe microscopy system

JOURNAL OF VACUUM SCIENCE & TECHNOLOGY B, 2009, Vol. 

27, No. 0, pp. 1408~1412

이동원, 박종성

Feasibility study of PDMS-based thermal microactuators

SENSORS AND MATERIALS, 2008, Vol. 19, No. 0, pp. 497~504

이동원, CHEN XING, 최영수

High efficiency micromachining system applied in nanolith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2008, Vol. 

22, No. 0, pp. 1865~1870

이동원, 이지창

Fabrication of a micro XY-stage using SU-8 thermal actuators

MICROELECTRONIC ENGINEERING, 2009, Vol. 86, No. 0, pp. 

1267~1270

이동원, 조석민

A biomimetic micro-collector based on an ionic polymer metal 

composite

MICROELECTRONIC ENGINEERING, 2009, Vol. 86, No. 0, pp. 

916~919

이동원, 김지관, 박창신, 조석민, 한창용

Measurement of the gauge factor of carbon fiber and its 

application to sensors

MICROELECTRONIC ENGINEERING, 2008, Vol. 85, No. 0, pp. 

787~791

■ 프로젝트

[마이크로포집기 개발] 2007. 9~2010. 6

[질량분석기가 집적화된 다기능 원자현미경 개발] 2007. 8~2012. 6

[그래핀기반 나노바이오트랜스듀서]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TPMS용 MEMS 기반 초소형 발전소자] 2009. 5~2013. 4

[능동형 스마트용 스마트 감지 및 구동융합소재 기술] 2009. 6~2013. 5

[마이크로프로브 어레이 리소그래피 연구] 2005. 6~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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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nics of Materials Lab

지도교수 전인수

전공분류 

박사과정  Nguyen Thanh Hai, 배지용, 윤형석

석사과정  Lu Xun, 이창준, 이성현

주    소 Dept.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1A-207,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South Korea

전    화 062-530-1688

홈페이지 tp://altair.chonnam.ac.kr/~i_jeon/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X-Ray Optical system, Biomechanics & Medical 

implant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Biomechanics and Bio-Fracture mechanics

Biomedical devices

X-ray optics and X-ray image processing

X-ray optical system

Nondestructive devaluation

■ 연구성과

Dai Soon Kwak, Quang Bang Tao, Mitsugu Todo, Insu Jeon

Determination of representative dimension parameter values of 

Korean knee joints for knee joint implant design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H, 

Journal of Engineering in Medicine, 2012, Vol. 226, No. 5, pp. 

368~376

Hyeong-Doo Song, Seunghyun Cho, Insu Jeon, Chang-doo Kee

A sensing medium exchangeable hydrogen sensor using Lamb 

waves

Sensors & Actuators B: Chemical, 2012, Vol. 162, No. 1, pp. 

348~352

Ji Yong Bae, Kyung Soon Park, Jong Keun Seon, Dai Soon Kwak, 

Insu Jeon, Eun Kyoo Song

Biomechan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medial meniscectomy 

on degenerative osteoarthritis

Medical & Biological Engineering & Computing, 2012, Vol. 50, 

No. 1, pp. 53~60

Ji-Yong Bae, Umar Farooque, Kyung-won Lee, Gyu-Ha Kim, Insu 

Jeon*, Taek-Rim Yoon

Development of hip joint prostheses with modular stems

Computer-Aided Design, 2011, Vol. 43, No. 1, pp. 1173~1180

Thanhhai Nguyen, Daniel Vavrik, Eberhard H. Lehmann, Insu 

Jeon

Neutron analysis for microvoids in an adhesive layer between 

high X-ray attenuation materials

Applied Physics Express, 2011, Vol. 4, No. 6, pp. 66401~66403

Insu Jeon*, Tadashi Asahina, Ki-Ju Kang, Seyoung Im, and Tian 

Jian Lu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the plastic collapse of closed-cell 

aluminum foams with X-ray computed tomography

Mechanics of Materials, 2010, Vol. 42, No. 3, pp. 227~236

Taisuke Sueda, Insu Jeon*, Takashi Sumigawa, Takayuki Kitamura

Stress singularity transition of generic wedges due to nanoelement 

layers

Engineering Fracture Mechanics, 78, Vol. 16, No. 0, pp. 

2789~2799

Daniel Vavrik*, J. Dammer, J. Jakubek, I. Jeon, O. Jirousek, M. 

Kroupa, P. Zlamal

Advanced X-ray radiography and tomography in several 

engineering applications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A: Accelerators, Spectrometers, Detecto, 2011, Vol. 633, No. 0, 

pp. 152~155

Insu Jeon*, Ji-Yong Bae, Jin-Hong Park, Taek-Rim Yoon, 

Mitsugu Todo, Masaaki Mawatari, Takao Hotokebuchi,

The biomechanical effect of the collar of a femoral stem on total 

hip arthroplasty

Computer Methods in Biomechanics and Biomedical Engineering, 

2011, Vol. 14, No. 1, pp.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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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시스템 최적화 및 통합 실험실

지도교수 김여근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송원섭, 최훈

석사과정  이상선, 조준영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자동차공학관 A-412호실

전    화 062-530-1783

홈페이지 http://syslab.jnu.ac.kr/

■ 실험실소개

시스템최적화 및 통합실험실은 생산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등의 설계, 

운영, 그리고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대상이 되는 실세계의 많은 문제들에서 발생하는 최적

화문제(optimization problem)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

듬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컴퓨터 성능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

고, 대형 최적화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들은 NP-hard로써 문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컴퓨터 용량과 계산시간의 한계를 갖게 된다. 체계분석실험

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근사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발견적(heuristic) 기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견적 기법의 연구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마다 각기 그 특성에 맞추어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실험실에서는 특정문제가 

갖는 정보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한 상위수준의 

발견적 기법인 메타휴리스틱스(metaheuristics)에 대한 이론과 그 응용

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대표적인 메타휴리스틱스로는 유전알

고리듬(genetic algorithm), 시뮬레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타부서치(tabu search) 기법 등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 확률통계이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신경망(neural network) 이론 등을 학습하고 있다. 실험

실 보유 장비로 유닉스 운영체제의 워크스테이션과 윈도우 NT 운영체제

의 워크 스테이션 한대, 각 실험실원 들에게 주어진 PC 등의 하드웨어와 

CPLEX, LINDO, LINGO, GINO 등의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시스템최적화 및 통합 실험실은 2006년 3월 현재 박사 11명, 

석사 28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박사 과정 2명, 석사 과정 1명이 연구

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진화계산 이론 및 응용

2. 진화알고리듬 소프트웨어 개발

3. 생산라인 설계 및 분석

4. 통신네트워크 설계 및 분석

■ 연구성과

Kyoung Seok Shin, Jong-Oh Park, Yeo Keun Kim 

Multi-objective FMS process planning with various flexibilities 

using a symbiotic evolutionary algorithm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Accepted for publication., 

2010, Vol. 0, No. 0, pp. 0~0

Yeo Keun Kim, Won Seop Song, Jun Hyuk Kim

A mathematical model and a genetic algorithm for two-sided 

assembly line balancing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2009, Vol. 0, No. 0, pp. 0~0

Kyoung Seok Shin, Jun Hyuk Kim, Yeo Keun Kim 

A two-leveled multi-objective symbiotic evolutionary algorithm 

for the hub and spoke location problem

Journal of Advanced Transportation, 2009, Vol. 0, No. 0, pp. 

0~0

Yeo Keun Kim, Jae Yun Kim, Kyoung Seok Shin 

An asymmetric multileveled symbiotic evolutionary algorithm for 

integrated FMS scheduling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 2007, Vol. 0, No. 0, pp. 

0~0

Yeo Keun Kim, Jae Yun Kim, and Yeongho Kim 

An endosymbiotic evolutionary algorithm for the integration of 

balancing and sequecing in mixed-model U-line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006,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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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 정보 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이준웅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이기용

석사과정  송광열, 최지혜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지능정보시스템실

전    화 062-530-1781

홈페이지 http://iis.jnu.ac.kr/

■ 실험실소개

인간의 시각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컴퓨터비전의 이론 및 기술의 응용을 

추구하고 있는 본 실험실에서는 자동차와 교통시스템의 지능화분야, 통

계적 추론과 뉴럴네트웍 및 퍼지기법의 응용분야, 공장자동화 분야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연구분야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지능형 자동차 분야에서는 단일 카메라

를 이용한 자동차의 주행차선 이탈 자동인식, 초음파센서, 레이다, 카메

라 정보를 융합한 전방의 장애물 인식, 스테레오비전기법을 이용한 전방

의 차량인식 및 거리계측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나 

초보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연구분야 

가운데 하나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정보와 카메라인식 정보 등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텔레메틱스 기술의 활용을 통한 실시간 물류추적서비스 및 안전운행, 

컴퓨터비젼 및 인공지능 기법을 통한 항만의 첨단무인자동화 하역시스

템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의 활용을 통한 지능형 물류분야는 주요 연구 대상이다.

■ 프로젝트

[새로운 실시간 처리용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개발] 2001. 4. 1~2004. 

3. 31 한국과학재단 

[도로영상의 잡음도 식별을 위한 퍼지신경망 알고리즘 개발] 2001. 1. 

18~2002. 1. 17 전남대학교 

[EDF와 하프변환 융합을 통한 차선경계의 인식] 2001. 5. 1~2002. 

4. 30 현대자동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기반의 차간거리 

계측기술 개발] 2004. 4. 1~2005. 3. 31 한국학술진흥재단 

[후방주차 보조용 TOP-View 화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2005. 4. 

1~2005. 12. 31 현대모비스

[듀얼 도메인의 다중영상 특징의 베이시안 네트워크에 의한 전방의 차량 

검출 머신비전 알고리즘 개발] 2005. 7. 1~2006. 6. 30 한국학술진흥

재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기반의 차간거리 

계측기술 개발] 2005. 4. 1~2007. 3. 31 한국학술진흥재단 

[영상기반 지능형 조향장치 개발] 2005. 8. 1~2008. 7. 31(주) 만도

[차량용 WDR CIS 개발 -영상 왜곡 보정 알고리즘 개발-] 삼성전자 

2007. 9~2008. 9

[도로객체 인식 기능의 성능시험 및 평가] 2007. 12~2008. 2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도로차선영상 D/B 구축 및 영상처리 기술 개발] 2008. 3~2008. 10 

현대자동차(NGV)

[차선이탈경보시스템 H/W 제작] 2008. 4~2008. 11 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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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llaboration Interaction Design Lab

지도교수 이재열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서동우

석사과정  신영화, 이규원, 유재선, 김성남, 김민석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507호실

전    화 062-530-1782

홈페이지 http://cis.chonnam.ac.kr/research/research1.html

■ 실험실소개

Welcome Collaboration & Interaction Design Lab. Our research 

interests include

1) Tangible Interfaces for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Design,

2) Mobile HCI in Multi-Displays using Smartphones,

3)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and

4) Semantic Patent Analysis.

 

■ 연구분야

- Digital Convergence

- Tangible Interfaces and Mobile HCI

- Semantic Patent Analysis

■ 연구성과

Sungchul Choi

SAO-based patent mining approach for technology roadmapping 

R&D management

Submitted to R&D Management, Vol. 0, No. 0, pp. 0~0

Cheolhan Kim, et al

A collaborative design framework for the Korean automotive 

parts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Vol. 0, No. 0, pp. 0~0

Sungchul Choi, et al.

An SAO-based text mining approach to building a technology 

tree for technology planning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Accepted), Vol. 0, No. 0, pp. 

0~0

Jae Yeol Lee, et al

Tangible interactions in multi-displays using smartphones for 

collaboration of digital products

To Appear to the Special Issue of ACDDE2011, Vol. 0, No. 0, 

pp. 0~0

Jae Yeol Lee, Min Seok Kim, Jae Sung Kim, Sang Min Lee

Tangible user interface of digital products in multi-display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텐저블 인터페이스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능형 협업기술 개발] 교육

과학기술부 2009.05~2012.04, Principal Investigator 

[4세대 R&D를 위한 기능기반의 R&D 아키텍처링 접근 방법] 교육과학

기술부(POSTECH), 2009.09~2012.08, Investigator 

[c-MES 설계지원 플랫폼 기술] KISTI, 2009.06~2011.05, Principal 

Investigator 

[지능형 상호작용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Simulation of Context-Aware Middle for Ubiquitous Robot 

Companion] ETRI, 2006, Principal Investigator 

[Technology for Internet-based Personal Broadcasting System 

over FTTH] MOST, 2006~2008, Investigator 

[A Model-Driven Approach to Supply Chain Collaboration using 

Web Services] KOSEF, 2003~2006, Investigator 

[Process-centric Engineering Web Services Framework in a 

Distributed] Collaborative Environment, KRF, 2003~2004, Principal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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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계면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이도재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서윤종, 박효병, 백대화

석사과정  정명준, 오주석, 송채빈, 윤계림, 김대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300번지 공6-310호

전    화 062-530-1693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metal/pmlab/index1.html

■ 실험실소개

기계, 전자, 컴퓨터 등 제반 산업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의개발

이 관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소재 개발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신소재는 여러 생산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은 분말야금이다. 이런 분말야금을 이용한 소재개발에는 물

질과 물질, 입자와 입자를 가르고 있는 계면의 특성을 제어하고 예측하

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신소재 개발에 

기초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며 분석하는데 그 중심이 

있다.

■ 연구분야

 기/액 계면

기체와 액체가 접하는 경우, 액체의 표면 자유에너지 G는 표면장력r와 

표면적A와의 곱이다.

일정의 온도에서는, 액체의 표면은 그 표면자유에너지를 최소화 하기위

해 표면적을 일정하게 한다면 표면장력은 최소값을 취한다.

 액/액 계면

액-액계면은 기-액계면과 같게 결정된 계면 에너지를 갖는다. 이 계면 

에너지는서로 상호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의 펴면 에너지의 차로 

구하여 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계면 에너지는 

측정에 의해 구해지지 않아서 이 분야가 속한 원인이 되어 있다.

 액/고 계면

고체의 표면은 보통 공기와 접촉해 있고, 고체와 기체분자를 유착시켜 

여기에는 고체~기체 간의 계면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고체가 액체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는 액체가 고체~기체간의 계면을 어내지 않으면 안된

다. 이처럼 고체~액체 간의 계면이 새롭게 생겨나는 현상을 "Wetting"

이라 한다.

 고/고 계면

고/고 계면의 반응예로서는 미세한 분자로 부터 이루어진 금속 즉, 세라

믹의 분체의 소결이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실제의 소결과정은 열역학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속도론적 현상도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다. 

■ 연구성과

소인영, 이경구, 이도재

용융아연도강에서 Ni첨가가 계면반응 및 스팽글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속학회, Vol. 0, No. 0, pp. 0~0

김경록, 이경구, 이도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의 산화거동에 관한연구

대한금속학회, Vol. 0, No. 0, pp. 0~0

K-Y Kim, K-K Lee, D-C Choi, D-J Lee

A Study on Wetting Behaviors of Al-Coated SiCf Composite

Journal of the Korean Foundrymen Society, Vol. 0, No. 0, pp. 

0~0

이재진, 이경구, 이도재

Sn계 Bi계 solder에서 Sn함량이 습윤성 및 계면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속학회, Vol. 0, No. 0, pp. 0~0

심종보, 이경구, 이도재

Sn계 Zn계 solder에서 Sn함량이 습윤성 및 계면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속학회,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범용 무연땜납(Sn-Ag-Bi)] 특허출원 95-19012호 1995. 6. 30 

[내마모성 입자를 분산시킨, 스노우타이어 및 그 제조방법] 특허출원 

93-001562호 1996. 01. 09 

[세라믹스 입자를 보강재로 사용한 Al합금기 복합재료의 제조방법] 특

허출원 96-002682호199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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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 전자막박 연구실

지도교수 박현수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Veeramuthu Vaithianathan

석사과정  Park Kang Hee, Park Ju Hoon, Lee Jung Woo, Jung Chae Hwan, Heo Ki Seok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광 전자박막 연구실

전    화 062-530-1705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hoton/

■ 실험실소개

Photonic and Electronic Thin Flim Laboratory has been established 

in 1999 a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ur laboratory 

concentrates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photonic and 

electronic thin films such as wide bandgap materials a(GaN and 

ZnO), ferroelectric materials(Pb(Mg,Nb)O3 and Pb(Mg,Ta)O3), 

and optical a glasses(silicate glasses and tellurite glasses). Thin 

films are prepared by various deposition processes such as 

sputtering, MOCVD, PLD, and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Their 

optical,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re characterized, and 

a then the characterization results are used to control the process 

variables for the apurpose of the formation of high quality thin 

films. There are five faculty members, two post-docs, three Ph.D. 

students, and fifteen master students in the laboratory. Fundings 

are coming from variety sources like NRL suppor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industries. We are actively doing collaboration works with 

universities,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and reporting more than 20 SCI papers a year.

■ 연구분야

1. Optoelectronics

2. Ferroelectrics

3. Optical Devices

■ 연구성과

김선훈, 박신철, 김진혁, 문종하, 이병택

기판 종류에 따른 박막형 SnO2 가스 센서의 응답특성

한국재료학회지, Vol. 0, No. 0, pp. 0~0

성경필, 최동수, 김진혁, 문종하, 명태호, 이병택

Al2O3 표면보호층이 박막형 SnO2 가스센서의 감지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료학회지, Vol. 0, No. 0, pp. 0~0

하우종, 문종하, 이병택, 박현수,

분위기 열처리가 Ca-doped YCrO3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료학회지, Vol. 0, No. 0, pp. 0~0

김성대, 정석용, 이병택, 허증수

BCl3/H2/Ar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GaN의 건식 식각에 관한 

연구

한국재료학회지, Vol. 0, No. 0, pp. 0~0

이병택, 박철희, 김성대, 김호성

BCl3/O2/Ar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InP의 건식 식각에 관한 연구

한국진공학회지,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 of Making a Buried Heterostructure Laser] B.-T. Lee, 

T.R. Hayes, R.F. Kalicek, Jr., and R.A. Logan Patent Application, 

Serial No. 07/954,648

[가스센서의 다공성 표면보호층 제조방법] 김진혁, 문종하, 성경필, 이

병택 국내 출원번호 10-2000-0007702 

[실리콘 카바이드 메사 측벽의 각도 조절 방법] 이병택, 공성민 국내 

출원 10-2001-0076980 



전남대학교 연구실험실

301

실 험 실 금속간화합물 연구실

지도교수 최답천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주형곤

석사과정  배대성, 김성준, 오선훈, 김영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500-757

전    화 062-530-1694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metal/icl/index.html

■ 실험실소개

금속간 화합물 연구실은 내열구조용재료, 용탕단조법에 의한 복합재료, 

열전재료 및 자동차 부품용 스테인리스강의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소재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입

니다.

특히 본 연구실의 중점 연구분야인 Fe-Al계 금속간 화합물에 대한 연구

는 최근 선진국에서는 고온 강도와 연성이 우수한 새로운 합금이 개발되

어 현재 산업화 연구중이고 곧 실용화 될 예정이지만 국내에서는 Fe-Al

계의 상온 연성 향상을 위한 첨가 원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Fe-Al계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

직, 기계적 성질 및 파괴 거동에 미치는 Zr, Hf의 첨가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스테인리스강 및 내열 구조용 재료를 대체하여 자동

차, 항공기 및 우주 항공용 내열·내식 구조 재료, 혹독한 산화 분위기 

및 황화 가스 분위기의 열회수 및 열교환 장치, 식품 용기, 석유 화학 

조업 장비, 화학 용기, 핵 발전소의 pipe line등에 Fe-Al계 금속간 화합

물을 대체 사용키위한 Fe-Al계 재료 개발에 좋은 기초 자료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스테인리스강 및 내열 구조용강에 사용되는 Cr, Ni등 고가의 

첨가 원소의 사용량을 줄일수 있는 부차적인 이점도 기대된다.

또 현재 본 연구실에서 9년째 연구수행중인 금속기 복합재료는 기존의 

금속재료의 결점을 보완 할 뿐만 아니라 경량이면서, 고강도이고 내마모

성이 우수하며,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l은 가벼우면서 

내식성이 좋으나 강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므로 경질의 강화입자인 SiC

로 보강하면 높은 비강도, 내마모성, 고온안정성 등 우수한 기계적, 열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구조용 재료로 그 응용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

이다. 본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둔 금속기 복합재료용 예비성형체의 

제조방법은 성형이 용이하고 가공온도가 저온이며 단시간에 합성되고 

조성과 미세구조의 조절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반응소결법을 사용

하고 있으며. 복합재료의 제조방법으로는 예열된 예비성형체에 기지재

인 용융금속을 주입하고 압력을 가해서 제품을 만드는 용탕단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계적성질이 우수한 금속기 복합재료를 

near net shape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이케스팅 장치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제조방법이다. 본 연구결과로 Fe-Al계 금속

간화합물-SiC강화/Al합금기지 복합재료의 제조기술이 확립되면 SiC입

자강화/Al합금기지 복합재료에 비하여 제조가 용이하고 제조비용이 저

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강도,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품재로 쉽사

리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량화 및 엔진의 고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우주·항공산업, 스포츠용품등에의 용도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입자강화 복합재료부품 즉 쇽크업소바 시린

다, 엔진피스톤헤드, 실리더블럭, 푸쉬롯드 등을 대체하거나 브레이크

부품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 연구실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열전재료는 98년

에 처음 연구를 시작한 분야로 최근 에너지 대체와 공해에 따른 환경문

제등의 제기로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첨단 분야이다. 이 

열전변환재료란 것은 Seebeck Effect에 의해 열을 전기로, Peltier 

Effect에 의해 전기를 열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하는데 열에너지

의 유용한 활용이 중요시 되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이다. 

이 열전 재료에는 저온용 열전재료, 중온용 열전재료, 고온용 열전재료

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제조하기가 쉽고 적용이 

쉬운 저온용 열전재료가 실생활에 쓰이고 있고 중온용 열전재료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고온용 열전재료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완료된 곳이 없을 정도로 초보적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실에서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고온용 열전재료

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중 Fe-Si, Mn-Si와 Co-Si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n-type인 Co-Si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유망하다.

■ 연구분야

 1. 내열구조용재료

 2. 복합재료

 3. 열전재료

■ 프로젝트

[IRON Aluminides 합금개발 및 Cr, Mo, B, Hf, Zr 등의 첨가원소에 

대한 연구] 연구원 : 주성민, 김재연, 오선훈

[용탕단조법에 의한 금속간화합물-SiC(p)/Al 합금기지 복합재료의 제조

에 관한 연구] 연구원 : 김성준

[Silicide계 열전재료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원 : 김성웅,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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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기화학 연구실

지도교수 박충년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500-757)

전    화 062-530-1695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hydride/bbs/index.html

■ 실험실소개

저희 금속수소화물 연구실은 각종 수소저장재료의 기본 특성 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Ni-MH전지의 음극재료용 수소

저장합금 개발 및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음극재료의 특성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연구 장비를 

구입 또는 직접 제작하여 연구 수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는 전기자동차용 Ni-MH전지용 재료 및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며 각종 수소저장재료의 응용분야 및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학중인 학생으로는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

이 있으며, 박사 3명 석사 17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현재 

대학, 전지회사 및 포항제철 등 금속관련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

니다. 

■ 연구분야

1. 수소 저장 합금 재료 개발 및 특성 평가

2. 전기자동차용 및 각종 Ni-MH 전지용 전극 개발

3. Ni-MH 전지용 전극의 표면 처리기술 개발

4. 수소유기 상분리 현상 등

■ 연구성과

AB5계 수소저장합금의 Zr, Ti, V첨가에 따른 전극특성, Vol. 0, No. 

0, pp. 0~0

대나무 및 나무자리에 자외선을 이용한 무늬착상기술의 개발, Vol. 0, 

No. 0, pp. 0~0

AB5계 합금에 있어서 수소 흡수-방출 cycling에 따른 수소 저장 특성 

변화, Vol. 0, No. 0, pp. 0~0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수소저장 기술, Vol. 0, No. 0, pp. 0~0

Zr1-xTixV0.4Ni0.4-yMoy계 합금 전극의 Mo함량에 따른 물성 및 전극

특성,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알루미늄계와 규소계 합금분말의 구리도금방법] 

[셰도우마스크를 이용한 대자리의 무늬형성방법] 

[대자리 및 나무자리의 자외선을 이용한 무늬착상기술] 

[전구베이스 제조기술]

[극소량의 은을 첨가한 티타늄계 및 지르코늄계 수소저장합금] 

[티타늄계와 지르코늄계 수소저장합금분말의 무전해 구리도금법] 

[희토류-니켈계 금속수소화물 전극의 제조방법] 

[희토류-니켈계 수소저장 합금분말의 무전해 구리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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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전자막박 연구실

지도교수 이병택

전공분류 기계요소 및 기구설계(Machine Element and Design)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500-757)

전    화 062-530-1696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e_tfr/lee/lee_index.html

■ 실험실소개

전남대학교 광, 전자박막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RIE를 이용한 2인치 InGaAsP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 기술 개발

- 고품위 SiC/Si 박막 성장 및 특성평가 기술 개발

- 스퍼터를 이용한 2인치 ZnO 단결정 박막성장 및 특성평가

- ICP-MOCVD를 이용한 최초 ZnO 단결정 박막성장 및 특성 평가

■ 연구성과

Il-Soo Kim and Byung-Teak Lee,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single crystal ZnMgO thin films grown on sapphire and ZnO 

substrates by RF magnetron sputtering, Journal of Crystal Growth 

311, 3618-3621(2009).

Dong-Jin Kang, Jong-Ha Moon and Byung-Teak Lee, Inductively 

coupled plasma reactive ion etching of sapphire using C2F6 and 

NF3-based gas mixtures, 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11, 16-19(2008).

J.-H. Park, S.-J. Jang, S.-S. Kim, and B.-T. Lee. Growth and 

characterization of single crystal ZnO thin films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Applied 

Physics Letters 89, 121108(2006).

■ 프로젝트

[박막형 가스센서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1998. 5. 1.~1999. 12. 

31., 한국가스공사, 연구책임자

[SiC 공정 및 측정 기술 개발] 1999. 12. 1.～2002. 9. 30., 산업자원부 

차세대 신기술연구사업(SiC 반도체 기술개발), 세부과제 책임자

[전자박막 공정·평가 및 이를 이용한 센서 소자 개발에 관한 연구] 

1999. 9. 1.~2002. 8. 30., 교육부(BK21 핵심 사업, 전자박막연구팀), 

연구책임자 

[디지털 영상장치용 반사형 IR cut filter 개발] 2000. 08. 01.～2002. 

07. 31., 해빛정보(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연구책임자 

[LED 소자, 박막의 미세구조 및 잔류응력 분석] 2000. 12. 1.～2003. 

08. 31., LG 이노텍, 연구책임자

[이종구조박막 결정특성의 광학적 분석기술 확립] 2001. 7. 11.~ 

2005. 6. 30.,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연구책임자

[나노 패터닝을 이용한 이종접합 ZnO UV LED 제작] 2006. 05.～

2009. 04.,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산업자원부), 연구책임자 

[Si 기판 상의 나노막대 광결정 MQW ZnO 발광소자의 성장, 공정연구 

및 특성평가] 2007. 05.～2010. 02., 특정기초연구(과학기술부), 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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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재료공정연구실

지도교수 이광민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윤두현, 노상현, 강석일, 강경호, 유대흥, 김용재, 서화연, AHMAD ZAKIYUDDI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    화 062-530-1697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nano1697/

■ 실험실소개

나노구조재료(Nanostructured Materials)란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

적, 기계적 방법으로 제조된 100㎚ 이하의 결정립크기를 가지는 재료를 

말하며, 독일의 H.Gleiter 교수가 기상응축/진공성형(gas-condensation 

/vacuum compaction)방법에 의해 나노재료를 제조한 이래로 이들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결정립 재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가공크기의 감소에 맞추어 

결정립이 작아져야 하는 점 외에도 결정립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

으로 작아지면 기존재료(미크론 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독특한 

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막 재료 분야는 나노결정립 

재료가 실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되

고 있다.

■ 연구분야

나노재료의 구조는 서로 다른 결정학적 방향을 가지고 hexagonal로 

배열된 2차원적인 나노구조 재료의 결정 구조를 고려해 보면 여러 

결정들 사이의 입계는 결정립과는 다는 원자구조를 가지며 이 영역

에서의 원자 도는 감소하게 되고 인접원자간 거리는 완전한 격자

에서의 값에 비해 차이를 가져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입계에 

격자간 불일치가 집중되게 되며 입계의 중심부에서 변형역역이 생

기고 원자들을 이상적인 격자의 위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

로 비정질과 같이 열적 방법으로 얻어지는 무질서구조에서와 달리 

나노구조 재료에서는 결정입계의 보상으로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나노재료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재료에서와는 다른 물성

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항상 새로운 소재의 개발로부터 시작되어 왔다. 

고온초전도체 혹은 상온 초전도체가 실용화되면 모든 산업 구조가 혁명

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연유

에서이다. 많은 예측이 보여주듯이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이 꽃 피는 

시기가 될 것이며 환경 친화적 기술만이 살아남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소재기술 분야도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달라질 것이며 나노결정립 재료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나노결정립 재료기술 중 박막재료 기술 과 함께 나노분말을 이용

한 기술이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노분말 분야의 

실용화에는 많은 기술적인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 확립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료개발 부분에서 후진국으로서의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가 다음 세기에서 계속해서 겪지 않으려면 개발초기에 해당하는 나

노결정립 재료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분말재료의 가능성을 인식하면 분말 관련 연구

자들의 큰 관심과 노력이 기대된다.

■ 연구성과

Sungtae Park, Sehoon Jeong, and Kwangmin Lee

R.F. Magnetron Sputtering of Multilayered c-BN Films on 

Cemented Carbide Tool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Vol. 0, 

No. 0, pp. 0~0

박현우, 정세훈, 김현영, 이광민

지르코니아 광페룰 사출성형용 WC 코아 핀의 Diamond Like Carbon 

코팅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One-step 치과 보철물 제작을 위한 전용 가공기 및 전용 툴 개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골결합 강화 및 표면개질공정이 적용된 경추 고정판 복합 인공 디스크

의 개발] 기업부설연구소사업

[타이타늄 응용제품 제조를 위한 열간 형단조 기술개발] 광역경제권연

계협력사업

[초탄성, 고강도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Nitinol합금 개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미래선도산업

[나노기공을 갖는 대면적 고 도 TiO2 나노콘의 제조]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모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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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 전자 박막 연구실

지도교수 문종하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    화 062-530-0418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e_tfr/moon/moon_index.html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광 전자 박막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WDM광통신용 온도무의존형 8채널 AWG-WDM 모듈 개발

· 이방성 식각 기술을 이용한 127㎛ 80심 Fiber Array 개발

· 평판형 능동도파로 소자 개발

· 이온교환공정을 이용한 광증폭기 개발

· WDM네트워크용 집적형 8채널 ROADM 모튤 채널

■ 연구성과

Jong Ha Moon, Hyun M. Tang, Hyun S. Park, Jong Y. SHIN

Sintering Behavior and Microwave Dielectric Properties of(Ca, 

La)(Ti, Al)O3 Ceramics

Jpn.J.Appl.PHys, Vol. 0, No. 0, pp. 0~0

KWANG-HO KWON, JONG-HA MOON 

Additive oxygen effects in Cl2 plasma etching of chrome film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Letters, Vol. 0, No. 0, pp. 0~0

H.G. Chung, J.W. Lee, H.J. Lee, Jong H. Moon...

Effects of composition variable on optical properties of sodium 

borosilicate glass films fabricated by aerosol flame deposition

Journal of Non-Crystalline Solids, Vol. 0, No. 0, pp. 0~0

문종하, 정형곤, 이정우, 박강희, 박현수, 김병훈

Aerosol Flame Deposition법을 이용한 Er-doped Sodium 

Borosilicate 유리박막 제작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Ceramic Society, Vol. 0, No. 0, pp. 0~0

이정우, 정형곤, 정석종, 이형종, 문종하

SiO2-B2O3-CaO-P2O5계에서 조성이 Aerosol Flame Deposition법

에 의해 제조된 유리박막의 열처리 온도와 굴절율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Vol. 0, No. 0, pp. 0~0

박강희, 정형곤, 이정우, 이형종, 박현수, 문종하

Aerosol Flame Deposition 법에 의해 제조된 Er 첨가 Sodium 

Borosilicate 유리박막의 식각특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Ceramic Society, Vol. 0, No. 0, pp. 0~0

이정우, 정형곤, 김병훈, 장현명, 문종하

Aerosol Flame Deposition법을 이용한 광도파로용 Borophosphosilicate 

유리박막의 제작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Ceramic Society, Vol. 0, No. 0, pp. 0~0

정형곤, 문종하, 정석종, 김병훈, 이형종

재열처리가 76SiO2-14B2O3-6Na2O-4Al2O3 유리박막의 광학적 특

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 Ceramic Society, Vol. 0, No. 0, pp. 0~0

장복기, 이종호, 백용혁, 문종하, 신동선, 임용무 

반응소결법을 이용한 Aluminium Oxynitride Spinel(ALON) 제조 및 

특성연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cystal Growth, Vol. 0, No. 

0, pp. 0~0

K.H.Park, S.S.Lee, J.H.Moon, K.H.Kwon

The effect of CF4 and CHF3 gas on the etching characteristics 

of Er-doped glas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Letters,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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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경금속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홍성길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철우, 김영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복합재료연구실 

전    화 062-530-0475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metal/cml/saram.htm#8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다양한 복합재료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MMCs(metal matrix composites)

- CMCs(ceramics matrix composites)

- GMCs(glass matrix composites)

- C-C(carbon-carbon composites)

- CCCs(ceramics-ceramics composites)

■ 연구성과

홍성길, 최정철

Rheo-compocasting법으로 제조한 Mg/SiCp 복합재료의 조직 및 경

도특성에 미치는 Zn, Zr 첨가의 영향, Vol. 0, No. 0, pp. 0~0

최성국, 최정철, 홍성길

내열Al합금본드 다이아몬드 휠의 제조 및 연삭성

한국분말야금학회, Vol. 0, No. 0, pp. 0~0

실 험 실 재료 강도 연구실

지도교수 김영만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류상

석사과정  김양홍, 조무현, 오승근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62-530-1698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metal/mml/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코팅막의 종류, 두께, 공정설계 등 다양한 공정조건에 따른 

내식/내열 특성 분석 및 정량적이고 신뢰성 있는 표준 분석기법 모델 

개발, 박막의 기계적물성평가 연구, Ni-기 초합금 피로실험 등을 연구하

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Mechanical Behavior of Thin Films

Characterization of High Temperature Structural Materials

Mechan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of Micro-Materials

■ 연구성과

S.-H. Ma and Y. Kim

The measurement of surface heat transfer coefficient using a 

parameter estimation method

J. of Kor. Inst. of Met. and Mat, Vol. 0, No. 0, pp. 0~0

Y. Kim and J.-C. Lee

"Processing and interfacial bonding strength of 2014 Al matrix 

composites reinforced with oxidized SiC particles

Mat. Sci,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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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 전자막박 연구실

지도교수 김진혁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    화 062-530-1709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hoton/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다양한 복합재료

■ 연구분야

· 스퍼터링법/전기증착법Cu(In,Ga)(S,Se)2 및 Cu2ZnSnS4 박막 태양

전지 제조 기술 개발

·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ZnO 나노 결정 성장 및 주기적 배열의 응용에 

관한 기술 개발

· 전도성 산화물 박막(Ga, Al 도핑된 ZnO) 제조 및 특성 평가

·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재료 미시구조 분석  

■ 연구성과

J.H. Kim, J.Y. Lee, and K.S. Nam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udy of 

Solid Phase Crystallized Silicon Thin Film on SiO2: Crystal Growth 

and Defects Formation

J. Appl. Phys, 1995, Vol. 0, No. 0, pp. 0~0

J.H. Kim, J.Y. Lee, and K.S. Nam

Formation Mechanism of Crystallites in the As-Deposited 

Mixed-Phase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Silicon 

Thin Films

J. Appl. Phys, 1996, Vol. 0, No. 0, pp. 0~0

김진혁, 이정용, 남기수, 성건용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결정화 현상에 관한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연구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udy on the Crystallization 

Phenomena of the Amorphous Silicon Thin Films)

1994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0, No. 0, 

pp. 0~0

정채환, 김재성, 김원효, 문종하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optical ocygen sensor 

formed on the planar optical waveguide prepared by ion 

exchange method

한국광학회, 2002, Vol. 0, No. 0, pp. 0~0

임종모, 김미옥, 이병택, 문종하, 김진혁

RF 마그네트론 스퍼터에 의해 제조된 ER/Yb 도핑된 소다라임 유리박막

의 제조 및 광학적 특성평가

한국광학회, 200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가스센서의 다공성 표면보호층 제조방법] 10-2000-0007702 김진혁, 

문종하, 성경필, 이병택 

[YCrO3 박막형 NTC 써미스터 제조방법] 10-2002-0005137 김진혁, 

문종하, 이병택, 허기석,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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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에너지 연구실

지도교수 김재국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Vinod Mathew, Alok Kumar Rai, Ioseph Paul B

석사과정  임진섭, 강정원, 김은정, 김지현, 정혜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    화 062-530-1703

홈페이지 http://www.lems-chonnam.com/

■ 실험실소개

The Laboratory for Energy material Synthesis(LEMS) is a part of 

th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ur group intensively pursues to explore the world of nano- 

materials for a variety of technological applications. Chemical 

synthesis plays a critical role in accessing nanomaterials with desired 

morphology and microstructures.

In specific, we are engaged in developing novel solution-based 

synthetic procedures to produce nanostructured metal oxides, 

alloys, and carbon. The nanomaterials synthesized are explored 

for 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batteries, fuel 

cells, and solar cells) and electronic applications.

■ 연구분야

- Nanomaterials Synthesis

- Energy Materials

■ 연구성과

J Solid State Electrochem DOI 10.1007

Impact of glucose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Vol. 0, 

No. 0, pp. 0~0

Synthesis of LiFePO4/C Nanocomposite and Its Electrochemical 

Properties, Vol. 0, No. 0, pp. 0~0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Vol.11, 1-, 2011 

Synthesis of LiFePO4 Nanoparticles by Solvothermal Process 

Using Various Polyol Media and Their Electrochemical Properties,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Synthesis of Ti-based Electrodes using Ti-salt Flocculated Sludge 

and Their Electrochemical Properties] 218th ECS Meeting

[Synthesis of LiFePO4Nanocrystals by Solvothermal Reaction in 

Polyol Medium] 218th ECS Meeting

[Synthesis of LiFePO4 by a Novel Ultra Fast Combustion Method] 

218th ECS Meeting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iFePO4/C 

Nanocomposites in Polyol Medium] 218th ECS Meeting

[Size Effect of Anatase TiO2Nanocrystals for Lithium Batteries] 

218th EC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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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자세라믹 연구실

지도교수 이종숙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신의철, 안평안, 조중모, 서현호, 김지훈, 김계록, 김영헌, 박창균, 차해인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    화 062-530-1701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jongsook/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전자세라믹의 반응속도론, 고상이온학에서 나노스케일 효

과, 전자세라믹의 응용, 연료전지, 배터리, 센서, 촉매 등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전자세라믹의 전달 특성(고체 전해질, 반도체, 혼합전도체, 유전체)

재료전기화학 및 전자 디바이스에서의 임피던스 분광법의 응용

전자세라믹의 표면/입계 효과

계면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

계면 구조-성질 연관관계

고상이온학에서 나노 스케일 효과

공정 조건 고온 결함화학과 상용 조건 응결 상태에서의 결함화학의 연관

관계

전자세라믹의 응용: 세라믹 연료전지, 배터리, 광물분해 전지, 센서, 세

라믹커패시터, 압전소자 등

■ 연구성과

P.-A. Ahn, E.-C. Shin, G.-R. Kim, J.-S. Lee

Application of Generalized Transmission Line Models to Mixed 

Ionic-Electronic Transport Phenomena, Vol. 0, No. 0, pp. 0~0

C. N. Xian, H. Li, L. Q. Chen, J.-S. Lee

Morphological and catalytic stability of mesoporous peony-like 

ceria, Microporous and Mesoporous Materials, Vol. 0, No. 0, 

pp. 0~0

W. Jo, J.-B. Ollagnier, J.-L. Park, E.-M. Anton, O-J. Kwon, C. 

Park, H.-H. Seo, J.-S. Lee, E. Erdem. R.-A. Eichel, J. Rodel, 

CuO as a sintering additive for(Bi1/2Na1/2)TiO3–BaTiO3–

(K0.5Na0.5)NbO3 lead-free piezoceramics, J. Eur. Ceram, Vol. 

0, No. 0, pp. 0~0

실 험 실 반도체공정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이준기

전공분류 기계요소 및 기구설계(Machine Element and Design)

박사과정  

석사과정  정태훈, 홍기철, 이상준, 김효정, 김선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    화 062-530-0305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junekey/

■ 실험실소개

·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p-type GaN activation

· As 표면활성제를 이용한 InGaN 박막의 특성조절

· 차세대메모리를 위한 MOCVD 전구체의 평가

■ 연구분야

1. p-GaN Activation by Electrochemical Potentiostatic Method, 

Electrochemical and Solid-State Letters 2010

2. Aluminum Nitride Ceramic Substrates-Bonded Vertical Light- 

Emitting Diodes,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2009

3. Improvement of the Light Extraction in GaN-based Light Emitting 

Diode by p-GaN Roughened Surface, Journal of Nanoscience 

& Nanothechnolog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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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이온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송선주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Bhupendra Singh

석사과정  최문봉, 전상윤, 임하니, 임대광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공대 6호관 212호 이온공학연구실

전    화 062-530-1706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energy/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Wet chemistry를 통한 Cermet film 제조, Dual-Functional 

Membranes, Dense membranes 이용한 Water Splitting, Proton 

전도체를 이용한 수소 연료전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Gas(Hydrogen, Oxygen) Separation Membranes 

- Solid Electrolyte Fuel Cells(SOFC, PCFC) 

- Secondary Battery(Solid electrolytes) 

- Defect Chemistry, Electrochemical Analysis and Transport 

Properties 

■ 연구성과

S.-Y. Jeon, H.-N. Im, J.-S. Lim, E. D Wachsman, and S.-J. Song,

Solvothermal Synthesis of High Hydrogen Permeable Pd/Ag

Ionics, accepted, Vol. 0, No. 0, pp. 0~0

M.-B. Choi, D.-K. Lim, S.-Y. Jeon, H.-S. Kim and S.-J. Song

Oxygen Permeation Properties of BSCF5582 Tubular Membrane,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혼합전도 결함화학의 이해 및 설계를 바탕으로한 고기능성 세라믹 분리막 

제조연구] 연구재단(기본연구, 책임연구), 2009.09.01~2012.08.31 

[복합기능성 수소분리막 설계 및 평가기술개발]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

자원 인력양성사업, 책임연구), 2008.08.01~2011.07.30 

[고산소 투과 나노 하이브라이드 혼합전도성 세라믹 멤브레인 개발] 과

학재단(특정기초, 공동연구), 2007.09.01~2010.08.31 

[산소분리 멤브레인 일체형 보일러 개발] 에너지관리공단(기술개발사

업, 참여연구), 2007.09.01~2010.08.31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전해질용 프라톤 전도성 BaZrxCe1-xY0.15O3-

δ(0≤x≤0.8) 산화물의 전기전도특성 평가 및 이해] 학술진흥재단(신진

연구, 책임연구), 2007.08.01~2009.07.30 

[폐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유리의 제조공정 개발] 중소기업청, 2007. 

07.01~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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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부식 및 에너지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박찬진

전공분류 연료 및 대체에너지(Fuel and Substitution Energy)

박사과정  Dr. R. S. Kalubarme, Dr. M. G. Chourashiya, 김태신, 양동철 외 3명

석사과정  인한교, 안창호, 김태경, 김세연, 안민영

주    소 광주 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공대 6호관 신소재 공학부 417호

전    화 062-530-1704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arkcj/professor.html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이차전지, 부식 및 방식, 수소저장재료, 전해도금, 양극산화 

등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1. Energy Conversion & Storage Materials

- Secondary batteries(2차전지)

- Hydrogen storage materials(수소 저장 재료)

- Electrocatalysts(전기화학 촉매)

2. Surface Treatments for Energy Materials

- Electro & Electroless deposition(전기 및 무전해 도금)

- Anodizing &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애노다이징 및 PEO)

- Hot galvanizing and Pre & Post treatments(용융도금, 전·후처리)

3. Corrosion &  Micro Nano electrochemcial Techniques

- Corrosion & Protection(부식 및 방식)

-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전기화학 분석)

- Potentio(-Galvano) static(-dynamic) methods, Impedance 

spectroscopy, and Elecrochemical noise analysis

- Micro-droplet cell and Electrochemical scanning probe 

microscopy(EC-AFM & STM)

■ 연구성과

M.G. Chourashiya, Dong-Cheol Yang, Sae-Youn Kim, Choong- 

Nyeon Park, Chan-Jin Park

Comparison of commercial and hydriding-combustion-synthesized 

Mg-hydride

Materials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Yun-Il Choi, Eui-Sub Shin, Kensuke Kuroda, Masazumi Okido, 

Chan-Jin Park

Improved surface morphology and corrosion resistance for 

galvannealed coatings by pre-electroplating iron, Vol. 0, No. 0, 

pp. 0~0

Muralidhar Chourashiy, Dong-Cheol Yang, Choong-Nyeon Park, 

Chan-Jin Park

Effects of the preparative parameters of hydriding combustion 

synthesis on the properties of Mg-Ni-C as hydrogen storage 

material

Int. J. Hydrogen Energ., Vol. 0, No. 0, pp. 0~0

Han-Sol Park, Muralidhar Chourashiya, Dong-Cheol Yang, 

Choong-Nyeon Park, Chan-Jin Park

Hydrogen storage and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i0.32 

Cr0.43-xV0.25Fex(x = 0-0.08) alloys and its composites with 

LmNi4.1Al0.25Mn0.3Co0.65 alloy

Alloys Compd, Vol. 0, No. 0, pp. 0~0

In-Su Jang, R. S. Kalubarme, Dong-Cheol Yang, Tae-Sin Kim, 

Choong-Nyeon Park, Hyun-Wook Ryu, Chan-Jin Park

Mechanism for the degradation of MnNi3.9Co0.6Mn0.3Al0.2 

electrode and effects of additives on electrode degradation for 

Ni-MH secondary batteries

Met. Mater. Int.,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ABI) "MAN of THE YEAR 2009" 

선정]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IBC) "IBC Foremost Scientists 

of the World 2008"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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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기능성재료 및 에너지 연구실

지도교수 임원빈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715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imwonbin/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Designing of new phosphors for white-LED, 

Fabrication of highly efficient white-LED using new concepts, 

Analysis on a local structure of ceramic materials, Energy-related 

issues: energy storage/conversion/production 등을 연구하는 실험

실입니다.

■ 연구분야

- Developments of highly efficient phosphors for solid state 

white lighting

- Establishment of structure-property relations using the 

maximum entropy method and pair distribution function 

analysis

- Suggestions of the origins of thermal stability in phosphors

■ 연구성과

Sr2.975-xBaxCe0.025AlO4F: a highly efficient green-emitting 

oxyfluoride phosphor for solid state white lighting”, 

, Vol. 0, No. 0, pp. 0~0

Probing local structure in the yellow phosphor LaSr2AlO5:Ce3+, 

by the maximum entropy method and pair distribution function 

analysis

, Vol. 0, No. 0, pp. 0~0

LaSr2AlO5, a versatile host compound for Ce3+-based yellow 

phosphors: Structural tuning of optical properties and use in 

solid state white lighting

, Vol. 0, No. 0, pp. 0~0

Luminescent and structural properties of(Sr1-x, Bax)3MgSi2O8: 

Eu2+: effects of Ba content on the Eu2+ site preference for 

thermal stability”, Inorg. Chem., 

,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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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Hydrogen Energy & Fuel Cell 실험실

지도교수 오병수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정귀성, 이기문

석사과정  이현석, 박동필, 임재성, 유병학

주    소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공대 자동차공학관 1A - 101

전    화 062-530-0676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bysoh/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The structure of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PEMFC)

- 차세대 연료전지

- 고분자 연료전지

■ 연구성과

오병수, 서석진

수소 에너지 생산, 수송 및 이용에 대한 통합시스템 해석

수소에너지, 1998, Vol. 9, No. 1, pp. 38~45

정귀성, 오병수

물분사 수소 가스터빈의 출력 향상을 위한 연구

수소에너지, 1998, Vol. 9, No. 1, pp. 38~45

강진성, 오병수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가스터빈의 구동에 관한 실험 연구

수소에너지, 1997, Vol. 8, No. 1, pp. 0~0

B. S. Oh, Y. N. Kim, N. J. Kim, H. W. Moon and H. W. Park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Rolling Tire

Tire Science and Technology, 1995, Vol. 23, No. 1, pp. 11~25

B. S. Oh, K. Ozay, T. N. Veziroglu

Hydrogen Fuel Cell Powered Vehicle Development

Hydrogen Energy Progress Proceeding of the 12th 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 1998-06, Vol. 0, No. 0, pp. 

126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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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이론유체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정재택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강지수, 장철수

주    소 광주시 용봉동 300번지 기계공학부 공대 1A-201

전    화 062-530-1673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jtjeong/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이론 및 전산유체역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느린 점성유동

- 윤활공학

- 이론 및 전산유체역학

- BEM(boundary element method), LBM(lattice Boltzmann    

  method)을 이용한 마이크로채널내의 유동 및 열전달

■ 연구성과

정재택

Free-surface deformation due to spiral flow owing to a 

source/sink and a vortex in Stokes flow

Theor. Comput. Fluid Dyn, 2012, Vol. 26, No. 1, pp. 93~103

정재택

Two-dimensional Stokes flow due to a pair of vortices below 

the free surface

Phys. Fluids, 2010, Vol. 22, No. 8, pp. 82~102

윤석현, 정재택

2차원 채널 내의 수직 평판을 지나는 스톡스 유동에 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1-03, Vol. 35, No. 6, pp. 609~615

정재택, 신수식, 김갑태

파워 스티어링 유닛용 일반형상 제로터의 설계 및 해석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0-03, Vol. 34, No. 7, pp. 891~896

곽홍섭, 정재택

Thermal Contact Resistance of Two Bodies in Contact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4-09, Vol. 9, No. 3, pp. 66~72

■ 프로젝트

[마이크로머신의 제작설계를 위한 미소 유체 유동장에 대한 연구, 전남

대학교 학술연구비 연구결과 보고서] 1998 전남대학교

[압력보상형 유량조절밸브의 설계 및 제작,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보

고서] 1997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태양전지를 이용한 바이오 팬의 설계 및 제작,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 연구결과보고서] 2009 환경부

[저수지 수질 개선용 바이오 팬의 설계,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

구결과보고서] 2008 환경부

[시설원예 난방시스템 및 저가원료 대체기술 개발, 농림기술 연구개발

과제 보고서] 1999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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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메카트로닉스 실험실(Mechatronics Lab)

지도교수 김영배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자동차공학관 1B 303호

전    화 062-530-0209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ybkim/home/mexpert/index.htm

■ 실험실소개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은 1993년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국책사업을 거치

는 동안 실험실 장비 확충 및 내실을 다져왔다. 6년 이상 축적된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BK21 사업을 거쳐 명실상부하게 메카트로닉스계

의 선두주자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실험실이다. 그간 30여 

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실험실로 

졸업생은 국내 기업,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에 진출한다.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의 멤버가 되면, 석사는 국내외포함 논문1편, 박사는 국내논문 

2편, 외국논문 1편 총 3편수록을 목표로 한다.

■ 연구분야

- Magnetic Damper Design(including control theory)

- Rotating Machinery Analysis & Monitoring

- Vehicle Simulation & Design, Testing

- Man-machine Interface : Automation

- Intelligent Transfort System Research(Autonomous Vehicle)

■ 연구성과

K.B. Lee, Y.B. Kim and K.Y Jung

Identification of Rotor Bearing Parameter Using Orbit Data

Multi-Body Dynamics, 2005, Vol. 0, No. 0, pp. 0~0

K.B. Lee, C.B. Jung and Y.B. Kim

Identification of Rotor Parameters Using Orbit Calculation

Precision Engineering, 2004, Vol. 20, No. 3, pp. 112~119

M.S. Lim, K.Z. Cho and Y.B. Kim

A Development of Tire Interfacing Using the Reduction Method

CAD/CAM, 2004, Vol. 8, No. 2, pp. 109~114

K.Y. Jung and Y.B. Kim

Dynamic Modeling of the Latch Needle Cam System of Weft 

Knitting Machines

Multi-body Dynamics, 2003, Vol. 0, No. 0, pp. 219~227

K.Y.Lee, H.B.Lee and Y.B. Kim

Active Vibration Control Magnet Bearing Using QFT Theory

Precision Engineering, 2002, Vol. 17, No. 0, pp. 107~115

■ 프로젝트

[Turbomachinery System Analysis with Cone Type Element(Phae 

1)] 1997-1998

[Monitoring System Development for LNG Tank] 1997-1998

[Front Suspension Development,(Design, Analysis & Testing)] 

1998-2000

[Turbomachinery System Analysis with Cone Type Element(Phae 

2)] 1998-1999

[Magnetic Damping Seat Deveopment]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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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기조화실험실

지도교수 설승윤

전공분류 공기조화(Air Conditioning)

박사과정  박신규, 허광수, Li Zhen-zhe

석사과정  

주    소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 공학관

전    화 062-530-0225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syseol/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초전도체 응용 부문, 냉동공조 부문, 유체 분야, 열전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초전도 선재 안정성 해석 및 실험

- 고온 초전도 전류도입선 설계

- 초전도 한류기 성능 해석

- 냉동기 사이클 해석

- 냉난방 부하 계산

- 열유체 시스템 최적설계

- 진공 청소기용 사이클론 개발

-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열전달 해석

- 플라스틱 진공성형에서  가열공정의 복사열전달 해석

- 복사열전달 해석을 위해 실험장치를 제작 한후 실험중

■ 연구성과

정성기, 설승윤

Bi-2212 고온 초전도체 튜브의 자기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초전도 저온공학회 논문지, 2003-09, Vol. 5, No. 2, pp. 66~70

박을주, 김진석, 설승윤

과도전류 후의 고온초전도체 박막의 퀜치/회복 특성

한국초전도 저온공학회 논문지, 2003-09, Vol. 5, No. 2, pp. 16~19

K.S. Heo, S.Y. Seol

1-Dimensional simulation of nonlinear magnetic diffusion in 

high-Tc superconductor

J. of the Korea Institute of Applied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2003-05, Vol. 5, No. 1, pp. 81~86

김진석, 설승윤

1차원 FDM을 이용한 고온초전도체(Au/YBCO) 박막의 안정성 해석

한국초전도 저온공학회 논문지, 2002-11, Vol. 4, No. 2, pp. 27~30

설승윤, 정성기

고온 초전도체 관에서의 과도 자기확산 해석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2002-11, Vol. 15, No. 11, pp. 991~996

■ 프로젝트

[DUAL FLOW DIVIDER(압력보상형 유량 조절밸브)의 개발] 

2001.12~2002.11(재)광주, 전남 테크노 파크

[냉장고 냉매 소음 저감 연구] 2003.06~2004.06 삼성광주전자

[입자추적기법을 이용한 고성능 집진장치 개발] 2005.06~2006.06 삼

성광주전자

[냉장고 진공성형 공정 최적화를 통한 COPQ 개선] 2004.07~2005.06 

삼성광주전자

[진공 청소기 집진 효율 향상과 압력저하 감소 방안 연구] 2003.06~ 

2004.06 삼성광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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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ultiscale modeling & Manufacturing Lab

지도교수 이봉기

전공분류 난류(Turbulence)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1A 209-1호실

전    화 062-530-1685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m3labsite/

■  실 험 실 소 개

본 실험실은 Miltiscale modeling & Manufacturing Lab으로 

Material, Mold, Molding, Application의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 구 분 야

- Development of Graphene-based Nano-Bio Transducers

- Development of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Precision Molds for a Mass Replication of Plastic Microfluidic 

Platforms

- Prototype of X-ray Compound Lens for X-ray Free Electron 

Laser

■  연 구 성 과

Kyung Je Cha, Bong-Kee Lee and Dong Sung Kim

Fabrication of polymer micro-pyramid/nano-lens combined 

structures using microstructured nanodimpled aluminum stamp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50, No. 6, pp. 

0~0

Bong-Kee Lee, Jang Min Park, Dong Sung Kim and Tai Hun 

Kwon

A simple fabrication and integration technique of microlens for 

microfluidic lab-on-a-chip by overflow of UV resin through holes

Current Applied Physics, 2011, Vol. 11, No. 3, pp. 909~913

Kyung Je Cha, Kwang-Sook Park, Sun-Woong Kang, Byung- 

Hyun Cha, Bong-Kee Lee, In Bo Han, Dong Ah Shin, Dong Sung 

Kim and Soo-Hong Lee

Effect of replicated polymeric substrate with lotus surface 

structure on adipose-derived stem cell behaviors

Macromolecular Bioscience, 2011, Vol. 11, No. 10, pp. 1357~ 

1363

Jong Hyun Kim, Suk Sang Chang, Geunbae Lim and Bong-Kee 

Lee

Fabrication of multi-layered micro gear using vertically modularized 

and sectioned micromold system by X-ray micromachining 

proces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50, No. 6, pp. 

0~0

Kyung Je Cha, Bong-Kee Lee and Dong Sung Kim

Nanofabrication of nickel stamp for replication of polymer 

multi-level nanolens arrays via modified two-step anodization 

proces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50, No. 6,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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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정밀가공실험실

▶ 마이크로나노시스템실험실 

▶ 유체역학실험실

▶ 재료강도-미소역학물성실험실

▶ 휴먼로봇자동화실험실 

▶ 메카트로닉스실험실  

▶ 응용설계역학실험실  

▶ 정밀가공 실험실 

▶ 내연ㆍ연소실험실 

▶ 에너지 물질 순환 시스템 연구실

▶ 광 응용 계측 및 해석 실험실 

▶ 지능형 생체 고분자 재료 실험실 

▶ 미세가공 실험실  

▶ 열환경제어 실험실 

▶ MEMS 실험실  

▶ CAD/CAM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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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가공실험실

지도교수 오성훈(kimty@jb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종택, 김항영, 방홍인, 김선범

석사과정  이정환, 김호건, 김호석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4호관 4010호

전    화 063-270-2371

홈페이지 http://aml.jbnu.ac.kr

■ 실험실소개

CCD카메라(Hitachi KP-M20) 

CNC 링(화천 HISUPER-4) 

공구동력계(Kistler 9257B) 

방전가공기(대한이디엠 Turbo 400CNC)

범용 링(화천 HMVF-100N)

범용선반(화천 HL-460)

잔류응력 측정장치

표면조도계(Mitutoyo SJ-401)

■ 연구분야

SUN GEAR TORTIONAL WELD FATIGUE TEST JIG 설계 및 제작 

유압시험기의 Swivel Joint 개발

Actuator를 이용한 자동수평장치 개발 

승용차용 에어서스펜션 알루미늄 압력용기 개발 

프린터 샤프트용 Bi-S 쾌삭강의 Drilling 가공성 평가

면취량이 용이한 휴대용 만능모서리 면취장치개발 

■ 연구성과

오성훈 

Authenticated route optimization scheme for network 

mobility(NEMO) support in heterogeneous net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SYSTEMS, 

Vol. 0, No. 0, pp. 0~0

오성훈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디지틀 캔들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0, No. 0, pp. 0~0

오성훈

과대하중에 의한 강 용접부의 피로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0, No. 0, pp. 0~0

오성훈

무진동 PBD(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시공장비 구조 최적설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SUN GEAR TORTIONAL WELD FATIGUE TEST JIG 설계 및 제작] 

2007-08-01~2008-09-30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유압시험기의 Swivel Joint 개발] 2007-07-01~2008-04-30 산학연 

컨소시움

[면취량이 용이한 휴대용 만능모서리 면취장치개발] 학연산 공동기술개

발사업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Actuator를 이용한 자동수평장치 개발] 2006-08-01~2007-02-28 

산학연공동기술사업, 중소기업청

[승용차용 에어서스펜션 알루미늄 압력용기 개발] 2004-09-01~2005 

-05-31 전북대학교 기계자동차기술교육혁신사업단

[프린터 샤프트용 Bi-S 쾌삭강의 Drilling 가공성 평가] 2001-08-16~ 

2002-05-15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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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마이크로나노시스템실험실

지도교수 김대석(dashi.kim@jbnu.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체랭돌가르

석사과정  김현석, 진문섭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4호관 124호

전    화 063-270-4632

홈페이지 http://home.jbnu.ac.kr/photonics

■ 실험실소개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 연구실은 현재 마이크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새로

운 광바이오 센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연구 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마이크로 나노 기술이 필요한 첨단 기계시스템 개발 

및 연구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Spectroscopic Ellipsometry 기반의 고속 나노 바이오 센서 연구

본 연구주제에 대한 우리 실험실의 연구목표는 Spectrum 정보를 이용

하여 나노 사이즈의 반도체 박막및 패턴 시료에 대한 geometry 측정 

및 bio 시료의 물성 측정 등을 매우 높은 정 도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

운 센싱 기술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광측정 기술 중 가장 민감도가 

높은 Ellipsometry 기술과 마이크로 Fluid channel 등 센서 소형화를 

위해 MEMS 기술을 이용한다. .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Single spectrum만을 이용하여 Spectroscopic 

Ellipsometry 편광별 위상차이를 구할 수 있는 고속 SE기술에 대한 연구

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시 반도체의 

OCD측정기술 분야, 나노 object 고속 recognition 분야, Bio 센서인 

SPRE, GMRE 등으로의 확장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Digital Holography를 이용한 고속 3D imaging 및 측정 기술 연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목표는 MEMS structure의 dynamics를 고속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시간 3차원 형상 측정 기술 개발에 있다. 

Holography의 3차원 정보 저장능력을 이용하여, 한장의 digital 

hologram에 3차원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여 2차원 CCD가 갖는 

video-frame rate를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Single digital hologram만을 이용하여 3차

원 형상 정보를 측정해 낼 수 있는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e에 

대한 연구이며, 속도측면 뿐 아니라 측정 range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

되었을 시 LCD, 반도체 생산라인 분야의 고속 defect 높이 모니터링 

분야, 고속 MEMS dynamics 측정 분야, 3차원 실시간 bio-imaging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 연구성과

김대석

Real time temperature distribution measurement of a microheater 

by using off-axis digital holography

한국진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김대석

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을 이용한 시준거울의 자동정렬

한국광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김대석

Single shot phase sensitive scatterometry based on the spectral 

interferometric technique

한국물리학회 2011, 2011, Vol. 0, No. 0, pp. 0~0

김대석

High Speed Precision Method for Calibrating Test Sieves Based 

on Phase Measurement

ICOPEN 2011, Singapore, 2011, Vol. 0, No. 0, pp. 0~0

김대석

Single dual wavelength off-axis interferometry based on 

polarization separation

한국광학회 2011,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sub 30nm급 패턴의 3차원 형상 분석기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1세

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3D vision/inspection기술]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개발사업

[나노물성고속측정기술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기본연구사업

[고속 나노 3D 측정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RnB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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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체역학실험실

지도교수 이지근(leejk@jbnu.ac.kr)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방욱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4호관 121호

전    화 063-270-2369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fluidlab

■ 실험실소개

In our lab. the experimental researches and developments 

related to following topics are carrying out.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turbulent 

characteristics for the improvements of nozzles

(single jet nozzle, two-phase jet nozzle, internal and external 

mixing nozzle, swirl jet nozzle, two-phase

cross jet nozzle, etc.)

Investigations on the atomiz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pray 

system.(design, manufacture, performance test)

measurements and analyses of jet system of automobile engines

performance tests and optimum designs of flow 

systems(blower, fan, air copnditioning and etc.)

performance tests and optimum design of high pressure jet 

nozzle

■ 연구분야

- LIF기법을 이용한 액막형 선회 분사기의 액막 분열특성 평가 

- 다공튜브의 오리피스 구성에 따른 출구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

- Vane-Type Static Mixer 최적설계를 위한 기하학적 변수에 따른 혼합 

유동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 메탄 및 프로판의 촉매연소 특성에 관한 매개변수 연구 

- Urea-SCR머플러 다공튜브의 형상변화에 따른 출구 유동분포 특성연구

- 액막형 선회 분사기의 분사압력 변화에 따른 분무 특성

■ 연구성과

이지근

LIF기법을 이용한 액막형 선회 분사기의 액막 분열특성 평가

대학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이지근

Vane-Type Static Mixer 최적설계를 위한 기하학적 변수에 따른 혼합 

유동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이지근

Urea-SCR머플러 다공튜브의 형상변화에 따른 출구 유동분포 특성연구

한국유체공학 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이지근

대형 디젤 엔진용 Usea-SCR 인젝터의 작동조건에 따른 분무거동에 관

한 실험적 연구

유체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이지근

Urea-SCR머플러 다공튜브의 형상변화에 따른 출구 유동 분포 특성연구

유체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이지근

다공튜브의 오리피스 구성에 따른 출구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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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강도-미소역학물성실험실

지도교수 유효선(yuhs@jbnu.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성양모, Yang Zheng Jie, 최헌범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4호관 4229호

전    화 063-270-2346

홈페이지 http://micromechanics.chonbuk.ac.kr

■ 실험실소개

재료강도-미소역학물성실험실

환경친화적 Pb-free 솔더와 접합부의 고온 신뢰성 평가

■ 연구분야

- Ni-P/Au UBM을 갖는 Pb-free 솔더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 응력 및 온도 변화시 무기력계수를 이용한 크리프-피로 수명설계

- Optimal Cutting Condition and Strain Rate Effect of Seat Belt 

Wire

- Ni-P/Au UBM을 갖는 Pb-fre 솔더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에관한 

연구 

- 하중속도에 따른 SP시험과 FEM해석에 의한 중력주조 AM60B 거동 

특성

- CREEP-FATIGUE LIFE DESIGN USING LETHARGY COEFFICIENT 

UNDER COMBINED STRESS AND TEMPERATURE CONDITIONS

- CORRELATIONS WITH SP AND UNIAXIAL CREEP TEST BY 

INVERSE PROBLEM AND LIFE PREDICION FOR 9Cr-Mo

■ 연구성과

유효선

Ni-P/Au UBM을 갖는 Pb-free 솔더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유호선

응력 및 온도 변화시 무기력계수를 이용한 크리프-피로 수명설계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유호선

하중속도에 따른 SP시험과 FEM해석에 의한 중력주조 AM60B 거동 

특성

2010년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2010, Vol. 0, No. 0, 

pp. 0~0

유호선

GA에 의한 차량용 이종재 최적점용접 조건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유호선

Optimal Cutting Condition and Strain Rate Effect of Seat Belt 

Wire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st and Measurement, 2010, 

Vol. 0, No. 0, pp. 0~0

유호선

Ni-P/Au UBM을 갖는 Pb-fre 솔더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에관한 연구

대한용접·접합학회 201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환경친화적 Pb-free 솔더와 접합부의 고온 신뢰성 평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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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휴먼로봇자동화실험실

지도교수 유범상(ryuhbs@jbnu.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김경철

석사과정  고민혁, 김경주, 이보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8호관 101호

전    화 063-270-4171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Humanrobot

■ 실험실소개

휴먼 로봇 자동화 실험실

■ 연구분야

Theoretical Robotics and Kinematics

· Spatial Kinematics

· Trajectory Generation

· Curvature Theory of Ruled Surfaces for Higher Order Motion 

Control

Multibody Dynamics and Robot Dynamics

· Robot Dynamics for Torque Control

· Dynamics for Multiples Robots Forming Closed Kinematic 

Chains

· Dynamics for Humanoid Robots

Manufacturing Automation

· Robot Automations : Arc Welding, Deberring, Finishing, etc.

· Interface with Peripheral Equipments and Vision Systems

· Low Cost Automation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Micro 

Processors and Pneumatic Components

Development of LED Test Devices and Photonic Devices

· LED Chip probing Stations, Alignment Devices, Pick and Place 

Devices

· Laser / Photo Diode Chip Test Devices

· Pick and Place Stages

Nanomechatronics

· Nano Motion Control Using Voice Coil Motor(VCM)

Humanoid Robot

· Development of Walking Mechanisms

· Dynamic Analysis and Control  

■ 연구성과

유범상

시설농장 무선원격 반자동 방제시스템 개발

한국정 공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유범상

시설 농장 무선 원격방제를 위한 구동 방제 시스템 개발

한국정 공학회, 2009, Vol. 0, No. 0, pp. 0~0

유범상

On Motion of Robot End-Effector Using the Curvature Theory 

of Timelike Ruled Surface with Timelike R

Mathematical Problems in Engineering, 2008, Vol. 0, No. 0, pp. 

0~0

유범상

농업 자동화 및 무인화를 위한 화훼 시설용 지능형 농업 로봇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9, Vol. 0, No. 0, pp. 0~0

유범상

휴대용 UGV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

지상무기학술대회, 2008,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 Dicing 기계부 자동화] 산업자원부

[광통신용 광소자 모듈 제조 공정중의] 산업자원부

[LD Chipbar 제조 공정중의 Test Device 개발] 산업자원부

[LED Sorter & Prober 장치 : 기구부 개발] 산업자원부

[광통신소자 자동 Tester & Sorter 장치의 단위 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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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메카트로닉스실험실

지도교수 오재윤(ohcy@jbnu.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김재원, 홍창섭, 전지명

석사과정  이형원, 김지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4호관 335호

전    화 063-270-2377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mecha

■ 실험실소개

MCS Adams/ Patran/ Nastran

- Multi-body Dynamics software를 이용한 multi-body system의 

동특성 해석

- 유연체 모델링을 통한 동응력 해석

- Control interface를 통한 시스템 제어

■ 연구분야

- Vehicle dynamics

- Mechatronics

- Bio mechanics

- Haptics

■ 연구성과

오재윤

The Influence on the Contact Condition and Initial Fixation 

Stability of the Main Design Parameters 

, Vol. 0, No. 0, pp. 0~0

오재윤

상용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차량 시스템 주파수 분석을 통한 브레이

크 저더의 실험적 고찰

, Vol. 0, No. 0, pp. 0~0

오재윤

대형트럭 다판 스프링과 테이퍼 판스프링의 진동특성 비교

, Vol. 0, No. 0, pp. 0~0

오재윤

Evaluation of bone healing with using a xenogenic bone plate 

and screws in a canine fracture model

, Vol. 0, No. 0, pp. 0~0

오재윤

A gas displacement pycnometer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volume of dead weights

,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쏠라에너지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통합형 경량 교통안내 구조물의 

개발] 2010-06-01~2011-05-31 중소기업청

[파이로공정 원격자동화를 위한 요소기술에 관한 연구] 2010-03-01~ 

2012-02-29 원자력연구소

[프랜트용 화학장치 제작을 위한 터닝롤러 시스템 개발] 2009-06-01~ 

2010-05-31 중소기업청

[자동차 EMC대책용 초소형 페라이트 전용 생산시스템 개발] 2008-09-01~ 

2009-08-31 중소기업청

[조가선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혁신형 신호등 지지용 지주장치 개발] 

2008-07-01~2009-06-30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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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응용설계역학실험실

지도교수 양성모(yangsm@jbnu.ac.kr)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박영훈, 황영민, 김하수

석사과정  윤한빛, 하벼리, 함영필, 박소영 외 4명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4호관 226호

전    화 063-270-2367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amdlab

■ 실험실소개

응용설계역학실험실은 1986년 3월 개실되어 양성모 교수님의 지도하에 

여러 석·박사 연구원을 배출하였습니다. 사회의 리사이클링에 관한 환경

적 규제가 강화되고, 수명예측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요구하는 산업적

인 배경으로 리사이클링 및 분해성을 고려한 자동차 부품설계, 상용차에

서 볼트 결합부위의 피로시험, 구조물의 역문제에 의한 실동 하중 해석 

및 피로수명 평가, 점용접부의 건전성 평가 기법개발, 무연 솔더 합금 

기계적 물성치 개발과 신뢰성 평가, 고비강도(Mg,Al,Ti) 경량화를 위한 

강도설계 등과 같은 연구를 전북대학교 재료강도·미소역학물성실험실 

유효선 교수님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재료강도·미소역학

물성실험실)과 해석(응용설계역학실험실)의 하이브리드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방식보다 간단하고 빠른 피로한도 및 수명 예측이 가능하여 제품

의 안전성 및 구조 건전성 평가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와 향후 산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연구분야

1) 실험(재료강도·미소역학물성실험실)

SP(Small Punch)시험과 Creep 피로시험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 실입력 

데이터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해석합니다.

2) 해석(응용설계역학실험실)

실험에 의해 얻은 실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FEM 분석을 통해 강도설계

(수명예측, 신뢰성 설계 등) 연구에 활용합니다. 

■ 연구성과

양성모

SI 단위로 배우는 기계설계학

북스힐, 2011, Vol. 0, No. 0, pp. 0~0

양성모

Optimal Cutting Condition and Strain Rate Effect of Seat Belt 

Wire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st and Measurement, 2010, 

Vol. 0, No. 0, pp. 0~0

양성모

Nano-composite Actuator based on Fullerene-reinforced 

Cellulose Acetate

한국정 공학회학술지, 2010, Vol. 0, No. 0, pp. 0~0

한국자동차공학회학술지

하중속도에 따른 SP시험과 FEM해석에 의한 중력주조 AM60B 거동 

특성

2010, Vol. 0, No. 0, pp. 0~0

양성모

Ni-P/Au UBM을 갖는 Pb-free 솔더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HFIH에 의한 케이블 성형절단 가공설비 개발] 2010-05-01~2011- 

04-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복합 녹색 혁신형 기업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 2009-12-10~2010- 

05-31 군산클러스터추진사업단

[준비교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금형 설계 변경 및 재제작] 2009-06-01~ 

2010-05-31 중소기업청

[환경친화형 Pb-free 솔더와 접합부의 고온 신뢰성 평가] 2010-09-01~ 

2011-08-30 한국연구재단

[경량금속제 Inner Door Panel 개발] 2010-07-01~2011-06-30(주)

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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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가공 실험실

지도교수 김태영(oshun0305@jbnu.ac.kr)

전공분류 절삭가공(Cutting Manufacturing)

박사과정  김종택, 김항영, 방홍인, 김선범

석사과정  이정환, 김호건, 김호석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4호관 4010호

전    화 063-270-2371

홈페이지 http://aml.jbnu.ac.kr

■ 실험실소개

정 가공 실험실

■ 연구분야

1. 석재 곡선 및 다각 형태 절단 장치

2. 친환경적 연축전지 재생 시스템 개발

3. 페이빙스톤 자동 제조장치 개발

4. 곡선 경계석 가공 시스템 개발

5. 경계석용 모서리 자동 모따기 가공기 개발

■ 연구성과

김태영, 신형곤, 이상진, 이한교

고경도강 선삭시 절삭특성 및 공구 이상상태 검출에 관한 연구

한국공작기계학회, 2005, Vol. 14, No. 6, pp. 16~21

김태영, 신형곤, 김종택, 김민호, 이한교

TiAlN 코팅드릴의 구멍가공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 2004, Vol. 3, No. 4, pp. 29~36

■ 프로젝트

[SUN GEAR TORSIONAL WELD FATIGUE TEST JIG 설계 및 제작]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2007-08-01~

[유압시험기의 Swvivel Joint 개발] 2007 산학컨소시엄

[압출공법으로 생산한 알루미늄 압력용기의 안전성 평가] 산업체기술지

도사업

실 험 실 내연ㆍ연소실험실

지도교수 송규근(songkk@jbnu.ac.kr)

전공분류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박사과정  안병규, 구리아이눌, 김재덕

석사과정  이양, 적무림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공과대학 부속공장 102호실

전    화 063-270-2367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comb

■ 실험실소개

내연ㆍ연소실험실(Engine and Combustion Lab)

■ 연구분야

1) 소형로터리 농약 분무장치 개발

2) 액상폐기물/폐식용유의 연소를 위한 노즐 개발

3) 액상폐기물의 연료화를 위한 성능 평가

4) 분무기용 미세농약 유량 및 농도 조절장치 개발

5) 바이오디젤 연료의 커먼레일 분사시스템 적용 성능평가

6) 선회-환상형 자동차머플러 개발

7) 저공해 배기시스템 개발 연구

■ 연구성과

송규근

A study on spray characteristics of biodiesel fuel on common 

rail system.

2010 International Symposium,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저공해 배기시스템 개발 연구] 2004-09-01~2005-05-30 자동차사

업단

[선회-환상형 자동차머플러 개발] 2004-11-01~2005-10-31 산업자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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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에너지 물질 순환 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박찬우(cw-park@chonbuk.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Edward Joshua Pialago, 정희여, Made Ricki Murti

석사과정  Ada Kristian Arvin, 김대해, 김다운, I Gusti Ngurah Bayu Putra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공대3210

전    화 063-270-4760

홈페이지 http://energylab.chonbuk.ac.kr/

■ 실험실소개

전북대학교 에너지/물질 순환 시스템 연구실은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에 

상응하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응한 에너지 시스템과 나노/마이크

로 시스템 설계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를 합니다. 우리의 학문

적 수준은 국제 기술동향에 맞추어 국내수준을 넘어서 세계에서 앞서가

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분야

1. 신재생 에너지시스템 설계(Renwable  energy system)

2. 냉동 시스템 설계(Refrigerator system)

3. 열전달 (Advanced Heat transfer): CNT applied heat transfer

4. CO2 흡수 및 저감(CO2 absorption)

5. 열교환기 설계(Heat exchanger design) 

6.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설계(Nano-Micro thermal system)

7. 바이오 시스템 설계(Bio engineering)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the catalyst of lean burn combustion engine for 

heavy oil]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heat exchanger for the chiller 

using the CNT coating.]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study on the heat transfer enhancement of phase change 

heat transfer using the coating of Graphen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evelopment of anticorrosive high performance plate type heat 

exchanger using the carborne nano tubes]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the midium capacity(80RT) absorption chiller]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heating tubes of absorption chiller using the 

super hydrophilic coating]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chiller driven by exhaust heat 

of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system]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study o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with phase 

change in hybrid type coatings of carbon 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evelopment of sea water heat source driven heat pump using 

the anticorrosive heat exchanger.]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compact oil cooler of hydraulic power steering 

for vehicle]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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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광 응용 계측 및 해석 실험실 

지도교수 강영준(yjkang@chonbuk.ac.kr)

전공분류 계측(Measurement)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성종, 이승훈, 이정민, 김정필, 김진수, 심우승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63-270-4229

홈페이지 http://optics.jbnu.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광 응용 계측 및 해석 실험실 입니다.

■ 연구분야

ESPI를 이용한 피검사물의 변형여부 검출 및 고유진동모드 측정 방법

이중파장 영사식 모아레 기반 형상측정장치 및 레지스트레이션을 이용

한 멀티헤드

선형 레이저빔을 이용한 비접촉 적응형 치수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ESPI( Electronic Speckle Pattern Interferometry)

Out of Plane ESPI

- 면외 변형 전자 스페클 패턴 간섭계로 미소변형 측정 및 진동 측정

In Plane ESPI 

- 면내 변위에 민감한 간섭무늬를 얻기 위한 간섭계

- 응용분야 : 잔류응력, 크랙진전, 재료의 내부변형량 측정 등

Shearography 

- 변위 또는 변위 미분의 측정에 사용될 뿐 만 아니라 물체에 stress를 

가할 때 나타나는 변위 

  미분을 측정함으로써 내부의 결함을 알아내는 비파괴 검사의 방법 

- 응용분야 : 복합재, 용접부위 등의 검사, 자동차 및 비행기 타이어, 

비행기의 복합판재 등의 내부 결함 검사에는 검증된 방법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pressure vessel,boiler tubes, adhesive 

bonds, grinding wheels, riveted joints, concrete structures, 

welded joints, IC package의 leakage 검사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HOLOGRAHPY

- 홀로그램은 레이저 빛을 사용하여 물체에서 부딪쳐 나오는 빛을 또 

다른 방향에서 온 레이져 빛과 만나게 하여 기록물질에 함께 기록한다. 

이 두 개의 빛이 만나면 물체의 각 부분에서 반사된 물체파의 위상의 

차이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수많은 선으로 이루어진 간섭무늬가 생기

는데 바로 이 간섭무늬 안에 물체의 진폭과 위상이 함께 기록된다. 

간섭무늬의 형태로 물체의 영상이 기록된 사진필름을 홀로그램이

라 하고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기술을 홀로그래피라 한다.

- 응용분야 : 비파괴 검사에서의 응용으로 stress 나 pressure등에 의한 

물체의 변형 측정, 결함검출, 진동검사, 유체역학적 검사, 열이동, 플라

즈마 진단. 

MOIRE

- 비슷한 주기를 갖는 두 개의 격자를 겹쳤을 때 보다 큰 주기를 갖는 

무늬가 생기는 현상으로 간섭현상과 마찬가지로 계측 분야에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다. 물체에 등고선을 그리는 무아레 방법은 비접촉 3차

원 측정 방법 

- 응용 분야 : 기존 3차원 측정 방법(접촉식)의 단점과 제품 개발 소요시

간 단축과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고속화를 위한 측정 시스템으로 필요

성이 증대되어 더 무아레가 대두되었다. CAD/CAM 기술의 응용과 

관련하여 신제품 개발 과정,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등의 시작품 모델 

제작에 사용되며 공업분야 외의 문화적 유지와 복원, 영화,오락등 인체 

향상 측정에도 응용된다. 

PROGRAM DEVELOPMENT

- 화상처리 및 정량적인 가시화 구현 프로그램 개발

■ 연구성과

이승호, 강영준, 이동환, 유원재, 김성종, 홍경민

ESPI를 이용한 플랜지 용접부 내부결함 측정에 대한 연구

2006년도 한국정 공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6, Vol. 0, No. 0, 

pp. 341~342

이승훈, 강영준, 이동환, 백성훈, 박승규

레이저 초음파의 횡파를 이용한 평판의 이면결함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2006년도 호남지부학술대회 논문집, 2006, Vol. 0, No. 

0, pp. 184~187

홍경민, 강영준, 이동환, 강신재, 이근영

시간평균ESPI를 이요한 적층복합재료의 진동모드 가시화

대한기계학회 2006년도 호남지부학술대회 논문집, 2006, Vol. 0, No. 

0, pp. 178~183

이승호, 강영준, 이남권, 이동환, 강신재, 김성종

ESPI를 이용한 노즐과 동체이음 용접부의 내부결함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2006년도 호남지부학술대회 논문집, 2006, Vol. 0, No. 

0, pp.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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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형 생체 고분자 재료 실험실

지도교수 이동원(dlee@jbnu.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석사과정  권정일, 국경혜, 김병국, 김형민, 박승규, 유동혁, 이일재, 임형석, 황온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공대9호관 811호

전    화 063-270-4229

홈페이지 http://com.jbnu.ac.kr/~nanopolee/

■ 실험실소개

Polymers have numerous advantages as a biomaterial such as 

biodegradability, biocompatibility, and ease of control in bulk 

and surface properties, due mainly to the endless diversity of 

chemistry. Recently, the consolidation of polymer science with 

nanoengineering, biology and medicine has led to a quantum 

leap in the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biopolymers, and has 

expanded their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drug delivery 

carriers, tissue engineering, and medical diagnostics. Specific 

and effective delivery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agents to 

the disease sites is critical in the success of medical treatment. 

Recent studies in our Nanomedicine laboratory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ovel multifunctional polymer nanoparticles 

for therapeutic and bioimaging applications.

■ 연구분야

Polymers have numerous advantages as a biomaterial such as 

biodegradability, biocompatibility, and ease of control in bulk 

and surface properties, due mainly to the endless diversity of 

chemistry. Recently, the consolidation of polymer science with 

nanoengineering, biology and medicine has led to a quantum 

leap in the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biopolymers, and has 

expanded their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drug delivery 

carriers, tissue engineering, and medical diagnostics. Specific 

and effective delivery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agents to 

the disease sites is critical in the success of medical treatment. 

Recent studies in our Nanomedicine laboratory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ovel multifunctional polymer nanoparticles 

for therapeutic and bioimaging applications. 

1. Hydrogen peroxide-responsive polymer nanoparticles

2. pH-sensitive biodegradable polymers for enhanced cytosolic 

drug delivery 

■ 연구성과

Wu. D., Lee, D. Seung, Y.

Prospect of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therapy for COPD/PAH 

and asthma: a review

Respiratory Research, 2011, Vol. 12, No. 45, pp. 0~0

Kim, S., Park, H., Song, Y., Hong, D., Kim, O., Jo, E., Khang, 

G., Lee, D.

Reduction of oxidative stress by p-hydroxybenzyl alcohol- 

containing biodegradable polyoxalate nanoparticulate antioxidant

Biomaterials, 2011, Vol. 32, No. 0, pp. 3021~3029

Song, Y., Kwon, J., Kim, B., Jeon, Y., Khang, G., Lee, D. 

Physicobiological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of 

biodegradable poly(oxalate-co-oxamide)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Vol. 0, No. 0, pp. 0~0

Lee, E., Kim, S., Seong, K., Park, H., Seo, H., Khang, G., Lee, D.

A biodegradable and biocompatible drug delivery system based 

on polyoxalate microparticles

Journal of Biomaterials Science-Polymer Edition, Vol. 0, No. 0, 

pp. 0~0

Seong, K., Seo, H., Ahn, W., Yoo. D., Cho, S., Khang, G., Lee, D.

Enhanced cytosolic drug delivery using fully biodegradable 

poly(amino oxalate) particles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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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미세가공 실험실

지도교수 류시형(ryu5449@chonbuk.ac.kr)

전공분류 소성가공(Plastic Manufacturing)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63-270-2316

홈페이지 http://mnm.chonbuk.ac.kr/

■ 실험실소개

미세가공연구실은 초정 가공기술, 마이크로/나노구조물 제작기술, 

CAD/CAM 응용 기술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정 가공기술은 자동차 

및 항공기, 초정  기계, 전자 및 통신, 광학 기기 등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을 정 하게 가공하는 기술에 관해 연구한다. 머시닝 센터, 선반, 

링 머신, 드릴링 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등 CNC 공작기계를 이용한 

기계 가공에서 가공물의 형상정 도, 치수정 도, 표면거칠기 등의 개선

을 위한 목적으로 Computer control of machine tool, 정  가공 

및 측정 이론, 기계의 진동 및 구조 해석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마이

크로/나노 구조물 제작기술에서는 MEMS/NEMS 기술의 발전과 더불

어 미세 기계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한 마이크로에서 나노미터 사이즈

에 이르는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 연구분야

- 미세가공

마이크로/나노 구조물 제작기술 분야에서는 MEMS/NEMS 기술의 발

전과 더불어 미세 기계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에서 나노미

터 사이즈의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마이크로 

구조물 제작 기술은 Lithography 기반 기술, Micro-Mechanical 

Machining, 특수미세가공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Lithography 기술에

는 사용 광원에 따라 Photolithography, X-ray lithography, Ion 

beam lithography 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Masking, Exposure, 

Development, Physical/Chemical Etching 의 과정을 통해 미세 구조

물을 만들게 된다.

- 정 가공

정 가공 기술은 자동차, 항공기, 초정  기계 시스템, 광학 기기 등 

고정 도를 요구하는 기계 부품을 정 하게 가공하는 기술에 관해 연구

한다. 링, 선삭, 드릴링, 연삭, 연마 등 CNC 공작기계를 이용한 정  

기계가공과 전해, 방전, 초음파, 레이저 빔 등 특수 가공을 이용한 정  

가공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CAD/CAM

CAD/CAM 분야는 설계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의 자

동화와 통합화를 목적으로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AutoCAD, 

SolidWorks, CATIA 등을 사용한다.

■ 연구성과

Ryu, S. H., and Yu, J. S.

Eco-friendly Micro Electrochemical Machining

P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0 Annual Meeting, Atlanta, 2010-10, Vol. 0, No. 0, pp. 

423~426

Kim, H. C., Yu, J. S., and Ryu, S. H.

Nanopatterning with Pulse Applied AFM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0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10-05, Vol. 0, No. 0, pp. 

551~552

Yu, J. S., and Ryu, S. H.

A Study on the Lathe Machining of Carbon-Ceramic Disk Using 

Vibration Cutting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0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10-05, Vol. 0, No. 0, pp. 

277~278

Cho, C. Y., Li, L., Moon, S. D., and Ryu, S. H

Characteristics of Hemispheric Cutting Edge in Ball End Milling 

Using Taguchi Method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0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10-05, Vol. 0, No. 0, pp. 

221~222

Ryu, S. H., Yu, J. S., and Kim, H. C.

Microelectrochemical Reverse Drilling and Grooving

P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09 

Spring Annual Meeting, Jeju, 2009-06, Vol. 0, No. 0, pp. 

891~892



전북대학교 연구실험실

333

실 험 실 열환경제어 실험실

지도교수 강채동(ckang@chonbuk.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이동규

석사과정  박천완, 김병선, 서재경, 승현, 최승길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63-270-4229

홈페이지 http://tecc.kr/eng/main.php

■ 실험실소개

Ice slurry as seen from the sampling of continuous ice making 

system. The mean size of ice particle is scores of microns. 

Members of TECC are recognized as leaders in the study of 

refrigeration, HVAC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We strive to be global leaders in engineering and science 

covering the full role of the energy. Our goal in research is to 

substantially advance and develop the thermal energy conversion 

system and to participate directly and actively in the evolution 

of energy economy. An essential part of our mission is to 

educate tomorrow's leaders in this field of academia, 

government, and industry. We also provide capstone design 

opportunities for undergraduate research.

■ 연구분야

열에너지 저장

지열히트펌프(Ground Source Heat Pump, GSHP)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계

공기조화(Heating, Ventilating & Air-Conditioning, HVAC)

열물성 측정

Refrigeration

열에너지 시스템 시뮬레이션

■ 연구성과

The Effect of Solution Pressure to the Release in a Supercooled 

Aqueous Solution

Inter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2009, 

Vol. 17, No. 1, pp. 25~31

Effect of Pressurization and Cooling Rate on Dissolution of a 

Stationary Supercooled Aqueous Solution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07, Vol. 19, No. 12, pp. 850~856

Influence of the Supercooling Degree and Cooling Rate on a 

Continuous Ice Formation by a Supercooled Aqueous Solution 

in Flow Using a Plate Heat Exchanget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07, Vol. 19, No. 9, pp. 647~563

The Effect of Ice Adhesion according to Functional Group and 

Chemical Structure of Additive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07, Vol. 19, No. 8, pp. 607~614

A Real Time Measurement of Ice Concentration of Ice Slurry in 

Pipe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07, Vol. 19, No. 8, pp. 599~606

■ 프로젝트

[미세다공층 형상에 반 폐된 물의 동결] 한국학술진흥재단 2009.05. 

01~2010.04.30

[태양열 이용 제습식 -압축식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원천기술 개발] 산업

기술평가원 2010.06.1~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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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MS 실험실

지도교수 김근주(kimk@chonbuk.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정진, Parida, Bhaskar, 지형용, 최재호, 박승일, 이정택, 이인구, 황성원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2층 227호실

전    화 063-270-2317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mems/index.htm

■ 실험실소개

반도체 기술에 기반 한 Integrated Circuit(IC)는 기계적인 구동력을 가지

는 actuating part를 포함하고 있으며 MEMS는 반도제 제조 기술의 새로

운 시장이다. 따라서 MEMS LAB은 Semiconductor Nanotechnology

와 Mechanical Nanotechnology를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Nanotechnology쪽으로는 광결정과 산화알루미늄 등을 연구하였고, 

Mechanical Nanotechnology분야에서는 나노리소그래피나 나노파티

클제거를 위한 filter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LED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MEMS LAB은 반도체소자 및 mems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솔라셀 전극형성용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으

로 구성되고 이중에 하드웨어인 헤드부분이 MEMS의 기술이 들어간다

고 할 수 있습니다.

 AAO(Anodic aluminium oxide) 는 유용한 물질이며 template, 

dielectric mateiral, photonic crystal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AAO의 

높이 및 구멍의 사이즈는 nanometer scale이다. MEMS 실험실은 나노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은 나노 광구조, LED device, 

solarcell,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IC)등이 있습니다.

■ 연구분야

I. Semiconductor Nanotechnology

: Nanophotonics - Photonic crystals  / Anodic porous alumina  

: Nanoelectronics - Silicon quantum dot / Single electron devices

: Optoelectronics - IR/Visible LED devices/ Blue laser devices 

II. Mechanical Nanotechnology

: Nanocatalyst - Diesel particulate filter and DeNOx filter - 

Nanometallic particle and CNT particle  

: MEMS Process - Nanolithography / Nanopolishing - Gryro / Gecko 

devices

■ 연구성과

Jung Tack Lee, Jaeho Choi, Ki Wan Kim, Myoung Sun Shin, and 

Keunjoo Kim

Si 태양전지 금속배선 공정을 위한 나노 A 잉크젯 프린터 제작 및 응용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2011, Vol. 10, No. 73, pp. 0~0

Jaeho Choi, Jung Tack Lee and Keunjoo Kim

Fabrications and Characterizations of InGaN/GaN Quantum Well 

Light Emitting Devices Including Phot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 2009, Vol. 22, No. 1045, pp. 

0~0

Jaeho Choi and Keunjoo Kim

Fabrication of Nano-photonic Crystals with Lattice Constant of 

460-nm by Inductively-coupled Plasm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Equipment Technology, 

2006, Vol. 5, No. 1, pp. 0~0

Keunjoo Kim

Fabrication of an IrDA Transceiver Module for Wireless Infrared 

Communication System OPR1002

Journal of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Society, 2000, Vol. 

25, No. 175, pp. 0~0

■ 프로젝트

[Aug. 1999-Jul. 2001: Lapping Process of Sapphire Wafer for 

GaN-based Semiconductor Light Emitting D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Dec. 1999-Nov. 2001: GaN-based semiconductor white light 

emitting devices in integrated quantum-well] Korean Research 

Foundation 선도연구자지원 

[Jul. 2002-Jun. 2003: Oscillator strengths of quantum well 

nanostructures in bright blue light emitti] Korean Research 

Foundation 신진교수연구지원 

[Oct. 2003-Sep. 2005: Fabrication process of high-density 

flat-type chips-on-wafer white LED lamp]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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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AD/CAM 실험실 

지도교수 양균의(geyang@chonbuk.ac.kr)

전공분류 CAD/CAM(CAD/CAM)

박사과정  이여해

석사과정  윤성, 조환영, 김공묵, 박원기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4층 408호실

전    화 063-270-2322

홈페이지 http://home.chonbuk.ac.kr/cadcam/index.htm

■ 실험실소개

그림은 생성된 공구 경로 데이터를 토대로 5축 가공기의 구조에 대응한 

NC 데이터로 변환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기능을 이용하여 임펠러의 효

율적인 5축 가공경로를 산출하고 정 가공을 실시한 사진이다. 이와 

같이 다년간의 노력으로 CAD/CAM 연구실은 5축 가공, Injection 

mold, Reverse engineering 등 분야에서 학술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

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연구 윤리도덕을 

준수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으로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산업분야에 기술적

으로 완비한 고급 엔지니어링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 연구분야

1.Smart Manufacturing

- 5 축 가공, 고속 가공, 박막 사출

2. Injection mold

- 최적 사출성형공정

3. Reverse Engineering

- 의료기기 역설계, 인공치아, 인공관절, 두개골, 3 차원 측정 및 처리기술, 

Surface Modeling, CAT(Computer Added Test), CAI(Computer 

Added Inspection)

4. 미세패턴 성형 

■ 연구성과

Sung Lim Ko, Jae Eun Chang, Gyun Eui Yang

Burr minimizing scheme in drilling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03, Vol. 140, No. 

0, pp. 237~242

H.K.Lee, G.E.Yang, H.G.Kim

Residual Stress and Surface Molding Conditions in Thin Wall 

Injection Molding

Advanced Materials Research Macro- Meso- Micro- and 

Nano-Mechanics of Materials, 2005, Vol. 9, No. 0, pp. 137~142

H.G. Kim, Y.S. Kim, S.M. Yang, D.P. Hong, S.C. Nah, G.E. Yang 

and H.K. Lee

Shape Design Optimization of the Boom System in High Ladder 

Vehicle

Fracture and Strength of Solids VI, 2006, Vol. 306, No. 308, 

pp. 679~684

H.K. Lee, G.E. Yang, H.G. Kim, Key Engineering Materials

Molding Characteristics of Etched Surface Pattern in Polymers

Fracture and Strength of Solids VI, 2006, Vol. 306, No. 308, 

pp. 1001~1006

H.K. Lee, J.C. Huang, G.E. Yang, H.G. Kim, Key Engineering 

Materials

Analysis of Residual Stress in Thin Wall Injection Molding

Fracture and Strength of Solids VI, 2006, Vol. 306, No. 308, 

pp. 1331~1336

■ 프로젝트

[자동차 경량부품의 고진공 고압 다이캐스팅 기술 개발] 07.07-09.06

[회전형 High/Low beam 전환시스템을 적용한 고시인성 자동차 HID 

램프개발] 06.05-07.04

[Pulse 구동형 LED 모듈 자동계측 시스템 개발] 06.05-07.04

[10kW급 APU용 Rotor 모듈의 국산화 개발] 05.08-06.05

[ 사출성형기 및 프레스성형기 3D Modeling 및 Simulation 개발] 

05.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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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Hazardous Environment RObotics Lab

▶ 지능생산시스템 연구실

▶ 로보틱스 연구실

▶ 나노 & 바이오 MEMS연구실

▶ 음향/진동 트랜스듀서 연구실

▶ MEMS & 나노기술 연구실

▶ 재료가공 및 통합 바이오시스템 연구실

▶ 환경열유체연구실

▶ 생체유체 및 유동제어 연구실

▶ 회전유동 연구실

▶ 면역멤스 세포동역학 실험실

▶ 2상유동 연구실

▶ 의생명 광학 시스템 실험실

▶ 나노구조 및 복합재료시스템 연구실

▶ 초소형 구조물 신뢰성 평가 연구실

▶ 멀티스케일 바이오 기계공학 연구실

▶ 마이크로 제조 및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연구실

▶ 레이저가공 및 미세열전달 연구실

▶ 첨단재료역학 연구실

▶ 전기미세유체역학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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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Hazardous Environment Robotics Lab

지도교수 유선철(sncyu@postech.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표주현, 조한길, 이승주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9504

홈페이지 http://hero.postech.ac.kr/

■ 실험실소개

우리연구실의

1) 주력로봇은 이름처럼, 수중, 사막, 공중과 같은 혹독한 곳에서 사람대

신 일해주는 로봇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수중로봇을 주로 만들며 

육해공 전천후로봇, 항공로봇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2) 전공분야들은 기본: 로봇의 ‘전체제작’입니다. 스케치-설계-제작(가

공 및 전장, 소프트웨어)-조립-실험의 일련의 과정을 한두명이 모두

합니다.

   특수센싱: 초고해상도 초음파카메라 및 세계최고해상도의 광학센싱

을 이용한 자동인식과 지능을 연구합니다.

   로봇지능: 극한환경로봇들은 통신이 어려워 전자동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 지능 및 제어자동화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3) 연구철학은  로봇을 설계, 제작,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을 

'낳고', '키우고', '빛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상을 하고, 만들고 실험하여 세상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일을 좋아하며, 이런 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여, 과정을 

즐기고 결과를 인정받습니다.

4) 꿈은  멤버전원을 점점 행복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인간관계는 화학반

응입니다. 좋은 사람 둘이 만나도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기분 좋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감정도 이력

서도 모두 좋아지는 것이 꿈입니다.

■ 연구분야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무인자율 수중로봇) 

Underwater robo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fully autonomous 

operation

From the scientific exploration to the submersible military warfare, 

the area of application is diversed.

Specialized in Hovering type AUV, whose the propulsion 

mechanism is akin to that of a helicopter.

Underwater sampling, Underwater Structure Analysis(port, wave 

barriers)

- Multi-Agent Robots(복수 로봇)

Multi-robots operation for reducing the underwater operation 

time

High speed area survaillence, High speed structural analysis of 

the submerged  structure such as a dam, and bridge.

Optimized co-operatable multi-robots system

- Resource Investigation Robot(자원탐사로봇)

Mineral survey platforms - Ground and Air

Autonomous Mineral Search robot with the environment 

awareness

- High-resolution Acoustic Camera(초고해상도 3차원소너)

State of the Art Ultrasound Imaging Sonars for the scan in low 

visibility water.

Robot with object recognition a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Ultrasound Image

Used for the shipwreck detection, port survallience, and the 

pipeline survey

- Micro-size Inspection Robot(초소형 검사형 로봇)

Robot capable of performing a precision task in the extreme 

environment such as deep water, inside of the industrial tank, 

and sewer.

Capable of performing co-op missions with other robots

- All-in-one type robot(전천후 수륙양용로봇)

Robot capable of performing air, underwater, and sky in all 

weather

Fictional robot capable of performing tasks in any environment

Main Robot carrying the lab's future 

■ 연구성과

Son-Cheol Yu 

Experiments on a system of Multi-AUV Interlinked with a Smart 

Cable for Autonomous Inspection of Underwater Stru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shore Structures and Polar 

Engineering, 2004, Vol. 14, No. 0, pp. 274~283

Son-Cheol Yu 

A system of Multi-AUV Interlinked with a Smart Cable for 

Autonomous Inspection of Underwater Stru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shore Structures and Polar 

Engineering, 2004, Vol. 14, No. 0, pp. 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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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생산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조동우(dwcho@postech.ac.kr)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설영준, 강태연, 강경신, 박정훈, 심진영, 정진우

석사과정  이수인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899

홈페이지 http://ims.postech.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본 연구단은 대체적으로 가지는 복합 조직 재생을 위한 3차원 세포 프린

팅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생체 환경 및 물질 전달 체계가 미리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통합형 전조직체를 제작 공학적 해석 및 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생체 환경을 모사골 조직 및 가 조직의 재생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

■ 연구분야

쾌속조형기반 조직/장기 프린팅 연구단

Center for Rapid Prototyping based 3D Tissue/Organ Printing

최종 연구 목표(Research Objective)

- 본 연구단은 대 체적을 가지는 복합 조직 재생을 위한 3차원 세포 

프린팅 기술 개발을 최종목표로 한다. 

- 생체 환경 및 물질 전달 체계가 미리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통합형 

전조직체를 제작

- 공학적 해석 및 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생체 환경을 모사

- 골 조직 및 간 조직의 재생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

연구 방법(Research Plan)

- 3차원 세포 프린팅 기술 개발 전략(Strategy for Development of 

3D Cell printing technology)

실험 장비(Experimental equipments)

- MSTL(Microstereolithography)

- pMSTL(projection-based MSTL)

- NSTL(Nanostereolithography)

- MHDS(Multi-head Deposition System)

- Bioreactor

■ 연구성과

정진우, 장진아, 심진형, 김성원, 조동우

코 성형을 위한 코 보형물 형태의 인공지지체 설계 및 제작과 코 연골조

직의 재생

KSME 2012 Spring Annual Meeting, 2012-03, Vol. 0, No. 0, pp. 

23~0

박정훈, 정진우, 주영훈, 강현욱, 조동우

Mechanical behavior analysis and feasibility study in rabbit 

model for bellows tracheal graft

KSME 2012 Spring Annual Meeting, 2012-03, Vol. 0, No. 0, pp. 

30~0

장진아, 김민주, Falguni Pati, 김성원, 조동우

고분자 구조체와 연골조직 유래 세포 외 기질을 이용하여 제작된 하이브

리드 인공지지체의 연골 조직 재생으로의 적용

KSME 2012 Spring Annual Meeting, 2012-03, Vol. 0, No. 0, pp. 

41~0

심진형, 박주영, 김종영, 허중보, 조동우

자유형상제작 기반 흡수성 치주조직재생막의 토끼 두개골 결손부에서

의 골 조직 재생 효과

KSME 2012 Spring Annual Meeting, 2012-03, Vol. 0, No. 0, pp. 

27~0

강태연, 홍정민, 정진우, 유지, 조동우

Microfluidic Vascular Network System in a Porous Scaffold: 

Design for Effective Oxygen Supply and its Assessment

KSME 2012 Spring Annual Meeting, 2012-03, Vol. 0, No. 0, pp. 

24~0

■ 프로젝트

생체조직 재현을 위한 3차원 초정  바이오 인공지지체 기술] 

2007.04~2010.03 / Tec..., 한국과학재단(국가지정 연구실)

[생체활성 하이드로젤과 3차원 형상 가공기술을 이용한 골 재생] 

2008.05~2010.03 / B..., 보건복지부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한 근골격 조직재생용 3차원 인공지지체] 

2008.12~2009.11(3단계) / 개..., 가톨릭 세포치료사업단

[MEMBRANE MESO BIOSCIENCE 연구의 국내적 HUB] 2008.12~ 

2009.10 / 교육과학기술부(WCU)

[바이오 로봇 공학 기술을 이용한 초정  3차원 인공지지체 제작] 

2008.02~2009.01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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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로보틱스 연구실

지도교수 정완균(wkchung@postech.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박병재, 박영진, 유혜정, 김민준, 김형균, 박대길, 박성식

석사과정  임명환, 김민재, 윤용민, 이광영, 이웅용, Vu Kim Long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842

홈페이지 http://rnb.postech.ac.kr/

■ 실험실소개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로보틱스·바이오메카트로닉스 연구실은 포

항공과대학교가 개교된 1986년 1월에 창립된 이래 포항제철, 산업과학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산·학·연 연구의 모범이 되고 있

습니다. 본 연구실은 창립 초기부터 7-자유도 직접구동로봇을 시작으로 

여유자유도로봇, 모바일로봇, 유연한 로봇, 병렬형 로봇 등 여러 로봇의 

기구학적, 동역학적 해석에 기반을 둔 제어기법, 기계시스템의 정 제어

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연구분야

- Manipulator

- Mobile Robot

- Robust Control Theory

- Kinematics

- Tele-operation

- Bio-mechatronics

- Underwater Robot

■ 연구성과

이종원, 김성민, 김영수, 정완균 

척추 융합 수술을 위한 삼차원 척추경 모델을 이용한 자동 수술 계획 

시스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2011, Vol. 17, No. 0, pp. 807~813

최진우, 최민용, 정완균 

초음파 격자 지도를 이용한 위상학적 지도 작성 기법 개발 

한국로봇학회 논문지, 2011, Vol. 6, No. 0, pp. 189~196

김선민, 최영진, 정완균

더블 베인 회전형 유압 구동시스템의 임피던스 제어를 위한 토크 서보 

설계 

로봇공학회 논문지, 2010, Vol. 5, No. 0, pp. 160~168

한종희, 정완균 

수중 무인 잠수정의 자율 운항 제어 기술 

한국로봇학회지 로봇과 인간, 2009, Vol. 6, No. 0, pp. 27~34

한종희, 정완균 

수중 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의 복원력 최소화를 위한 여유 자유도 

해석 및 강인 제어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2009, Vol. 15, No. 0, pp. 426~432

■ 프로젝트

[슈라우드 노즐연결 유압 로봇에 적합한 RSP기반 양 방향 원격제어 기

술 개발] 2011.02～2011.12 POSCO

[지능형 이동로봇 연구단] 2008.06～2011.02 한국과학재단 

[다축 유압메니퓰레이터의 강인한 힘 제어기 설계 기술 개발] 2010.01 

～2010.12 POSCO

[고중량 유압 매니퓰레이터 개발] 2009.10～2010.05(주)케이엔알시

스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로봇 제어 시스템 개발] 2009.06～2010.01

(주)시뮬레이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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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 & 바이오 MEMS연구실

지도교수 임근배(limmems@postech.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김범주, 최우석, 이은주, 김인태, 류효봉, 허준성, 김종현, 김진영 외 4명

석사과정  석세영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913

홈페이지 http://biomems.postech.ac.kr/HOME

■ 실험실소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technology, as its 

research began at the end of 1980's, has been expected to be 

adapted by a wide variety of fields because of its vast untapped 

potential. Recentl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integrate 

MEMS technology into biological applications; they should be 

highly marketable and technologically soluble. Nano & BioMEMS 

Laboratory(NBL)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4 by Professor 

Geunbae Lim, whose accomplishments in MEMS include the 

world-first active catheter which can travel in a bloodstream in 

1995 and the firs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virus- 

detecting Micro PCR in 2003. We apply MEMS technology onto 

biological system; we analyze uncertain bio/nano signals by 

statistical methods for easier mathematical manipulation and for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nature.

■ 연구분야

- Biochip

- Nano Fabrication

- Micro Fluidics 

- Bio Sensor

- Micro Reactor

■ 프로젝트

[Micro PCR Chip] 

[DNA Sensor using Mos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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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음향/진동 트랜스듀서 연구실

지도교수 문원규(wkmoon@postech.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김성주, 강대실, 황용환, 성민, 신금재, 안홍민, 양성관, Nguyen Duc Nam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8217

홈페이지 http://vatrans.postech.ac.kr/

■ 실험실소개

Since 1998, our VATrans lab.(Vibration and Acoustic Transducers 

laboratory) has investigated vibration and acoustic related 

systems. Final targets are systems for applications, and physical 

modeling is also performed to understand the profound meaning. 

Engineering innovations can be realized by the system based 

on understanding of physical meaning. Main topics are 

transducers based on vibration and acoustics, and nowadays, 

we extend our research fields to nanotechnology and bio 

applications. Researching field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Vibration/Acoustic field, MEMS/Nanotechnology field, Bio 

application field, and modeling/analysis field. In each field, our 

lab members always do our best to be world first class. Join 

us!

■ 연구분야

1. Acoustic Application

MUT based Parametric Transmitting Array in Air 

- Small-sized High Efficient Ultrasonic Radiators for PA

Stepped plate type ultrasonic radiator

- Application for Directional Sound Beam

High Directional Ultrasonic Ranging Sensors

2. Biological Application

Self Excited Micro Cantilever Sensor

- PZT-Micro Cantilever Sensor with Air-Gap insulator & Ohmic 

Electrode pattern

Micro Fluidic Viscometer

- Micro Viscosity Sensor

Gripper with integrated force sensor

- Gripper system

3. Precision Engineering

A Novel Scanner for the High Speed AFM

- Piezo Flexure Guide Mechanism System

MOS Transistor Probe

- MOS Transistor Probe with nano tip

Measuring the fine interaction force

- Developing a New Measuring Instrument

Ultra High Dynamic Range Displacement Sensor

- Contact-type Linear encoder Capacitive Displacement 

Sensor(CLECDiS)

4. Multi-physics Dynamics

Linear & Non-linear Acoustic Wave Propagation

- Linear Acoustic Wave Propagation

- Non-linear Acoustic Wave Propagation

Vibration & Noise Reduction

Modeling & Analysis of Complicate Coupled Systems

- Modeling of Complex Systems Dynamics

- Electro-Mechanical Coupling Analysis

■ 연구성과

Kyung Shin Kang, Seung-Jae Lee, Haksue Lee, Wonkyu Moon, 

Dong-Woo Cho

Effects of combined mechanical stimulation on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pre-osteoblasts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2011, Vol. 43, No. 

6, pp. 367~373

Yonghwan Hwang*, Yub Je, Dawnielle Farrar, James E. West, 

S. Michael Yu, Wonky M

Piezoelectric properties of polypoptide-PMMA molecular 

composites fabricated by contact charging

Polymer, 2011, Vol. 52, No. 13, pp. 2723~2728

강대실, 김무진, 문원규

높은 동적영역을 갖기 위한 정전용량형 센서의 최적화

한국센서학회지, 2010, Vol. 19, No. 2, pp. 92~98

Jongkyu Park, Yub Je, Haksue Lee and Wonkyu Moon

Design of an ultrasonic sensor for measuring distance and 

detecting obstacles

Ultrasonics, 2010, Vol. 50, No. 3, pp. 3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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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MS & 나노기술 연구실

지도교수 김준원(joonwon@postech.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이상민, 김형모, 박우성, 이찬, 김호진, 백승범, 최인호

석사과정  김다숙, 김종길, 김애리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062

홈페이지 http://mnt.postech.ac.kr/home.html

■ 실험실소개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MEMS) is the integration of 

microscale mechanical elements, sensors and actuators, and 

electronics through micromachining technology. The MNT 

Laboratory is specialized in the integration of micro/nanoscale 

phenomena 　into various MEMS/NEMS designs and applications 

that can dramatically improve current technology. Our current 

research effects are focused on micro/nano surface modific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modified surfaces towards various 

research fields. Also, we are developing novel nanofabrication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surface modifications.

■ 연구분야

- EWOD(Electrowetting-On-Dielectric) actuation

Applications : Micro Conveyor System application, Optical Micro 

Mirror application

Nano-Technology

- Aluminum anodization

- Localized Electro Chemical Deposition(LECD)

Surface modification

- Super hydrophilic surface

- Super hydrophobic surface

Handling small liquid droplet

- Nanoliter Dispenser 

- Pneumatic Dispenser 

- Integrate Reservoir & Dispenser

■ 연구성과

박우성, 부상필, 박수영, 김도형, 송진우, 전종업, 김준원

강건 구조설계에 기반한 미소 공진형 가속도계의 개발

한국센서학회지, 2012-02, Vol. 21, No. 2, pp. 114~120

이상민, 최인호, 김준원 이상민, 최인호, 김준원 이상민, 최인호, 김준원 

이상민, 최인호, 김준원 이상민, 최인호, 김준원 이상민, 최인호, 김준원

바이오 응용을 위한 공압 디스펜싱 시스템의 반복 정 도 연구

한국센서학회지, 2012-01, Vol. 21, No. 1, pp. 53~58

Kwanghyun Yoo, Usung Park, and Joonwon Kim,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a Novel Configurable 

MEMS Inertial Switch Using a Microscale Liquid-Metal Droplet 

in a Microstructured Channel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2011, Vol. 166, No. 2, pp. 

234~240

W. Hwang,K. H. Lee,H. Park,J. Kim, J. Park,J. H. Cho,J. H. 

Jeon,D. Choi,D. Kim,D. Kim,S. Kim,K. Lee,T. Jing, and S. Lee

Some Aspects of The Design and Applications of Nano- 

honeycomb and Nanofiber Array Structures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2011, Vol. 47, No. 1, pp.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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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재료가공 및 통합 바이오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김동성(smkds@postech.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차경제, 라문우, 서경덕, 박성제

석사과정  정현수, 최민진, 김형우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843

홈페이지 http://mib.postech.ac.kr/

■ 실험실소개

MIB is looking for qualified candidates for Post-Doc. And graduate 

students. Potential areas for research include : Biomaterials; 

Tissue engineering, Flexible electronics; Flexible display, Numerical 

simulations, Microfluidics

■ 연구분야

- Polymer micro/nano process

- Tissue engineering

- Microfluidics

- Micro/nano surface modification

- Bio application

■ 프로젝트

[ Development of disposable microfluidic lab-on-a-chip for 

point-of-care blood typing]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chaotic micromixers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chaotic micromixers] 

[Development of polymer nanopillar arrays for biomimetic 

gecko’s foot-hair] 

[Anodic aluminum oxide stamp and replication technique for 

superhydrophobic micro/nano hybrid surfaces] 

[Three-dimensional microfabrication technique using multiphase 

laminar flow in microchannel] 

[Development of nano-engineered biochip for efficient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to target cells] 

[Developm ent of in vivo traceable stim uli-responsive 

microparticles for embolization based on microfluidic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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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환경열유체연구실

지도교수 이진원(jwlee@postech.ac.kr)

전공분류 환경유체공학(Environment Fluid Engineering)

박사과정  임영복, 이수갑, 황정음, 김인호, 최민석, 최문경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553

홈페이지 http://www.postech.ac.kr/me/EnvTF/

■ 실험실소개

This laboratory was founded as one of the founding laboratories 

in the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POSTECH in 1987, 

entitled as the Particle Technology Laboratory. When the Schoo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was newly founded in 1996, this 

laboratory again became one of the founding laboratories and 

the name was changed into the Environmental Thermofluids 

Engineering Laboratory. In 2008, this lab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National Research laboratories(NRL)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field of Nano Contamination Control.   Starting 

from vacuum technology and dust collection techniques, research 

area has extended to bio-fluid engineering and ventilation. Of 

various researches, the Vortex vent technology and the Nano 

contamination control technology based on nano particle beam 

are by far the BEST in the WORLD. Major research fields are 

summarized as follows, and research scope ranges from 

theoretical analysis and numerical analysis(CFD, Monte Carlo, 

Molecular Dynamics) to system design.

■ 연구분야

- Bio-Fluidics

- Vacuum Tech.

- Cyclone Modeling

- Vortex Flow

- Particle Transport

Molecular Dynamics

■ 연구성과

Min-Young Yi and Dogn-sik Kim, Jin W. Lee, Joel Koplik

Molecular dynamics(MD) simulation on the collision of a nono- 

sized particle onto another nano-sized particle adhered on a flat 

substrate, 

J Aerosol Science, 2005, Vol. 36, No. 12, pp. 1427~1443

Dong Y. Lee and Jin W. Lee,

Characteristics of particle transport in an expanding or contracting 

alveolated tube

J Aerosol Science, 2003, Vol. 34, No. 9, pp. 1193~1215

M.S. Shin, D.S. Kim and J.W. Lee

Deposition of inertia-dominated particles inside a turbulent 

boundary layer, Int J

Multiphase Flow, 2003, Vol. 29, No. 6, pp. 8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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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체유체 및 유동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이상준(sjlee@postech.ac.kr)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이진평, 김보흠, 김승곤, 정성용, 권대희, 서은석, 류정은, 하호진 외 3명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902

홈페이지 http://efcl.postech.ac.kr/

■ 실험실소개

The Center for Biofluid and Biomimic Research is a National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Center, fund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Science and Technology.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to find out the unknown basic physics of biofluid flow 

phenomena and the hidden secrets of nature by using advanced 

quantitative flow visualization techniques. Development of 

biomimic technologies and diagnosis of circulatory diseases are 

also being carried out based on the revealed flow characteristics 

of biofluid flows.

■ 연구분야

- Diagnosis of Bio-fluid Flow Phenomena and Bio-mimetic 

Technology

- Analysis of Blood-flows and vascular Disease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 Microfluidics and Nanofluidics for Flow Control and Energy 

Applications

- Analysis fo External Biological Flows and Flow Control

■ 연구성과

K.H. Nam, E.S. Yeom, S.J. Lee

Extracorporeal bypass model of blood circulation for the study 

of microvascular hemodynamics

Microvascular Research, 2012, Vol. 0, No. 0, pp. 0~0

이승철, 김보흠, 이상준

나비 펌프의 구조와 동적 거동의 in vivo 가시화

한국가시화 정보학회지, 2011, Vol. 9, No. 4, pp. 69~73

이진평, 이상준

이진평,이상준, PIV를 이용한 실차 내부 환기유동의 정량적 속도장 측정

한국가시화 정보학회지, 2011, Vol. 9, No. 3, pp. 24~29

D. H. Kwon, S. J. Lee

Impact and wetting behaviors of impinging microdroplets on 

superhydrophobic textured surfaces

Applied Physics Letters, 2012, Vol. 100, No. 17, pp. 0~0

K.H. Nam, E.S. Yeom, H.J. Ha, S.J. Lee

Simultaneous measurement of red blood cell aggregation and 

whole blood coagulation using high-frequency ultrasound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2012, Vol. 38, No. 3, pp. 

46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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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회전유동 연구실

지도교수 백제현(jhbaek@postech.edu)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이경세, 최민석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833

홈페이지 http://www.postech.ac.kr/me/rfl/home.html

■ 실험실소개

본 회전유동실험실(Rotating Flows Laboratory)은 Turbomachinery, 

엔진흡기계, 헬리콥터 로터와 같은 고속 회전하는 기관 주위의 유동에 

관한 연구를 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987

년 포항공과대학교 개교 당시 전산유체역학실험실(computational 

Fluid Dynamics Laboratory)로 출발하여 여러 가지 유체 응용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오다가, 1996년 본 실험실 명으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험실의 주요 연구 테마는 헬기 rotor, Turbomachinery, 엔진 

흡기계 유동 해석, 자유 표면의 유동 해석과 Turbomachinery 디자인 

프로그램 설계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CFD 기법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병렬처리 및 난류모델에 

관한 프로그램 기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컴퓨터 

능력에 발맞추어 전산유체역학의 중요성과 실용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

며, 점차 실험의 보완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해석 및 예측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기법의 발전은 

아직도 지치지 않고 가속되고 있으며, 몇 년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달라

진 해석결과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동

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처리속도 및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수적이며, 이와 병행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수치해석 방법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용 컴퓨터(PC)의 놀라운 

발전은 보다 쉽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산유체역학의 사용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처리 속도 및 용량의 발전은 보다 정확한 

Euler 및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석을 위하여 기존에 수퍼 컴퓨터에

만 의존하던 대용량의 계산을 점차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PC 쪽에서

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하여 보다 손쉽게(적은 비용으로) 정확한 

유동현상의 물리적 이해와 공학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 연구분야

- Turbomachinery

- Free Surface

- Helicopter

- LES

- Parallel Computing

- Facility

■ 연구성과

이공희, 박종일, 백제현

선형 압축기 익렬에서 발생하는 익단 누설 와류내의 레이놀즈 응력 분포

(1) -입구 유동각 변화의 영향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3, Vol. 0, No. 0, pp. 0~0

이공희, 백제현

사각 단면 관 내부의 발달하는 층류 유동 유사성에 종횡비가 미치는 

영향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3, Vol. 0, No. 0, pp. 0~0

이공희, 백제현

축류형 유체기계에서 익단 누설 유동 해석을 위한 난류 모델 성능 평가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3, Vol. 27, No. 12, pp. 1655~1666

박준영, 정희택, 백제현

천음속 회전익에서의 누설 유동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2003, Vol. 27, No. 1, pp. 84~94

이공희, 명환주, 백제현

블레이드 하중이 축류형 팬에서의 팁 누설 유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003, Vol. 15, No. 4, pp. 2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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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면역멤스 세포동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도준상(jsdoh@postech.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김민주, 정홍렬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555

홈페이지 http://imems.postech.ac.kr/

■ 실험실소개

본 실험실은 다학제적인(multidisciplinary) 연구방법으로 면역현상을 

규명하고 면역시스템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포들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

되는 면역 시스템을 이해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생물학적인 

방법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본 실험실은 바이오멤스(Bio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술 및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영상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면역관련 질병의 예방/진단/

치료기술의 향상을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에 있습니다.

■ 연구분야

<Stydying immune system using BioMEMS and dynamic imaging>

BioMEMS : Fabrication of micro-scale features for biological 

aplication

Immune System : Complex and dynamic molecular and cellular 

interactions

Multi-Scale Imaging : Molecular/cellular/physiological level 

imaging with state-of-an-art microscope

Immune system on a chip

Molecular and Cellular dynamics in immune system

Fundamental mechanisms of immune cell behaviors

Therapeutic devices/strategies against immune related diseases

Diagnostic devices of drug screening tools

■ 연구성과

C.A. Sabatos*, J. Doh*, S. Chakravarti, P.G. Pandurangi, R.S. 

Friedman, A.J. Tooley and M.F. Krummel

A Synaptic Basis for Paracrine Interleukin-2 Signaling in 

Activating T cells.

Immunity, 2008, Vol. 0, No. 0, pp. 0~0

P.J. Yoo, N.S. Zacharia, J. Doh, K.T.Nam, A.M. Belcher, and P.T. 

Hammond

Controlling Surface Mobility in Interdiffusing Polyelectrolyte 

Multilayers

ACS Nano, 2008, Vol. 2, No. 3, pp. 0~0

J. Doh and D.J. Irvine

Immunological synapse arrays: Patterned protein surfaces that 

modulate immunological synapse structure formation in T cells

Proc. Natl. Acad. Sci. USA, 2006, Vol. 103, No. 15, pp. 0~0

J.S. Katz, J. Doh, and D.J. Irvine

Composition-Tunable Properties of Amphiphilic Comb Copolymers 

Containing Protected Methacrylic Acid Groups for Multi- 

component Protein Patterning

Langmuir, 2006, Vol. 22, No. 1, pp. 0~0

J. Doh*, M. Kim and M.F Krummel

Cell-Ladem Microwells For The Study Of Multicellularity In 

Lymphocyte Fate Decisions

Biomaterials, Vol. 0, No. 0, pp. 0~0



METRIC 2012년 Mechanical Lab.

350

실 험 실 2상유동 연구실

지도교수 김문환(mhkim@postech.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안호선, 제준호

석사과정  유동인, 조항진, 강순호, 김은호, 김수재, 김설하, 황경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165

홈페이지 http://twophase.postech.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POSTECH Two Phase Flow Laboratory was founded in 1987.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cus o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es on the two-phase flow and the phase 

change heat transfer. In 1999, this laboratory was selected as 

a National Research Laboratory(NRL). In 2007, this laboratory 

established Fuel-cell Water management Global Research 

Center(FWGRC).

■ 연구분야

- Phase change heat transfer : condensation and boiling

- Heat transfer with nano-fluid

- Two-phase flow and heat transfer in microchannel using 

MEMS technique

- Study on fuel-cell : water management 

- Measurement technique using Neutron-Radiography(NR) 

  and X-ray Radiography

- Study on heat exchangers with supercritical CO2

- Nuclear power plant thermal-hydraulics and safety

- Construct theory

■ 연구성과

조기현, 안호선, 김무환

냉각유로 형상변화에 따른 유동 및 열저항 최적화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1, Vol. 35, No. 2, pp. 0~0

조기현, 이재달, 김무환

형상법칙을 이용한 트리구조의 압력강하 최적화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0, Vol. 35, No. 2, pp. 0~0

김종원, 이연건, 주형민, 장병일, 임성원, 류은현, 주한규, 김무환, 박군철

지역에너지 원자로 REX-10 개발 연구(Researches for Development 

of Regional Energy Reactor REX-10)

원자력산업, 2010, Vol. 320, No. 0, pp. 57~65

조항진, 김형모, 안호선, 강순호, 김준원, 신정섭, 김무환

실리콘 표면 위에 소수성 점을 이용한 비등 열전달 증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0, Vol. 34, No. 6, pp. 655~663

최치웅, 유동인, 김무환

사각 마이크로채널 내의 2상 유동 압력강하 상관식의 검증 및 개발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010, Vol. 33, No. 1, pp. 9~18

■ 프로젝트

[중성자 가시화 기법을 통한 금속 분리판 내 냉각수 및 생성수 분포 

실시간 측정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 

[원자력산업 발전방향 수립] 한전전력연구원 

[비등열전달 및 임계열속 향상을 위한 핵연료봉 표면개발 연구] 한국원

자력연료

[TUBE BUNDLE 내부 유동 해석을 통한 설계기술개발] 두산중공업

[표면젖음 특성을 이용한 풀비등 열전달 증진에 관한 연구]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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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의생명 광학 시스템 실험실

지도교수 김기현(kiheankim@postech.edu)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893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bmoptics2/

■ 실험실소개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그리고 융합생명공학부 소속인 김기현 교

수님 연구실입니다. 본 연구실은 생명학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광학영상 시스템 기술을 개발합니다. 영상 시스템은 생명학과 의학

처럼 복잡한 시스템의 연구에는 필수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만 시스템

을 이해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현상을 관찰하며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의생명학에서 사용되는 영상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빛을 

이용한 영상 기술은 빛의 짧은 파장을 바탕으로 하여 세포를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꽤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는

데, 최근의 biotechnology발전과 함께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 기술이 다시 중요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3차원 해상도를 

가지는 기술들, 일반적인 광학해상도를 뛰어 넘는 고해상도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광학 현미경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의학영상보다는 해상도가 좋은 빛의 반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3차원 영상기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도 개발되었습니다. 

■ 연구분야

이광자현미경

Two-photon microscopy(TPM) is a 3D fluorescence microscopy, 

where its 3D resolution comes from confined fluorescence 

generation at the focal volume of excitation beam based on 

two-photon excitation. With its features of minimal phototoxicity 

and a high imaging depth within turbid tissues, TPM is widely 

used in vivo tissue study. We develop high-performance TPM 

systems and apply them to leading-edge biomedical researches.

■ 연구성과

KH Kim, B. Hyle Park, Yupeng Tu, Tayyaba Hasan, Byunghak 

Lee, Jianan Li, Johannes F. de Boer

Polarization-sensitive 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 based 

on unpolarized light

Opt. Express, 2011, Vol. 19, No. 0, pp. 0~0

Sun, T.; Liu, Y.; Sung, M.; Chen, H.; Yang, C.; Hovhannisyan, 

V.; Lin, W.; Jeng, Y.; Chen, W.; Chiou, L.; Huang, G.; Kim, K. 

H.; So, P. T. C.; Chen, Y.; Lee H.; Dong C.

Ex vivo imaging and quantification of liver fibrosis using 

second-harmonic generation microscopy

J. Biomed. Optics, 2010, Vol. 15, No. 0, pp. 0~0

KH Kim, James A. Burns, Jonathan J. Bernstein, Gopi N. 

Maguluri, B. Hyle Park, and Johannes F. de Boer

In vivo 3D human vocal fold imaging with polarization 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a MEMS scanning catheter

Opt. Express, 2010, Vol. 18, No. 0, pp. 0~0

JA Burns, KH Kim, JB Kobler, JF de Boer, G Lopez-Guerra, SM 

Zeitels

Real-Time Tracking of Vocal Fold Injections Wi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Laryngoscope, 2009, Vol. 119, No. 11, pp. 0~0

WL Chen, CK Chou, MG Lin, YF Chen, SH Jee, HY Tan, TH Tsai, 

KH Kim, D Kim, PTC So, SJ Lin, CY Dong

Single-wavelength reflected confocal and multiphoton microscopy 

for tissue imaging

J Biomed. Optics, 2009, Vol. 14, No. 5,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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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구조 및 복합재료시스템 연구실

지도교수 황운봉(whwang@postech.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 

박사과정  김동섭, 이상민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893

홈페이지 http://nscs.postech.ac.kr/

■ 실험실소개

여기는 포항공과대학교 황운봉 교수님의 나노구조 및 복합재료시스템 

연구실입니다.

■ 연구분야

- Nano structure

- Smart skin antenna

- Creative method

Concept of ideality is "Think of the end before the beginning". 

By defining and attacking the envisioned ‘Ideal Final Result(IFR)’, 

we enable to choose the most promising direction Ideality is 

represented by a vector with the area in proximity to the vector 

representing the area of high level solutions.

■ 연구성과

신동식, 김진율, 박위상, 황운봉

복합 구조 이중대역 안테나의 충격 및 굽힘 특성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011-02, Vol. 11, No. 2, pp. 

35~40

이상민, 조상현, 이창우, 황운봉

원통형 복합재료 안테나의 설계 및 충격실험에 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 학회지, 2009-06, Vol. 22, No. 3, pp. 55~59

손성호, 황운봉

위상배열 응용을 위한 스마트 스킨 안테나 설계 및 제작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7, Vol. 20, No. 3, pp. 25~30

김동섭, 황운봉, 박현철, 박위상

접착필름의 영향을 고려한 다층 복합재료 안테나 구조 설계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7, Vol. 20, No. 2, pp. 27~31

김동현, 황운봉, 박현철, 이건홍

나노허니컴 구조물을 이용한 산업용 극소수성 표면 제작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7, Vol. 20, No. 2, pp. 17~20

■ 프로젝트

[적응구조의 설계/제작에 관한 연구](국방과학연구소) 1996. 4～

1998. 12 공동연구원

[격납용기 성능 및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한국전력) 1995. 11～

1999. 2 공동연구원

[다축응력을 받는 복합재료 적층판의 손상 및 피로 파괴 해석](포항공

대) 1999. 5～2000. 4 연구책임자

[자동차용 복합재료 풀리의 응력해석 및 기계적 특성 연구](현대자동차) 

1998. 4～2000.3 연구책임자

[복합재료의 충격손상에 관한 연구](과학재단) 1998. 3～2000. 2 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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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소형 구조물 신뢰성 평가 연구실

지도교수 한경섭(kshan@postech.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716

홈페이지 http://www.postech.ac.kr/me/cm/

■ 실험실소개

A field of our research is composite materials and smart structures. 

Composite means consisting of two or more distinct parts. Thus 

a material having two or more distinct constituent materials or 

phases may be considered a composite material. Properties of 

composit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properties of constituent 

materials, the distribution, and the interaction among them. The 

performance of  composites is superior in terms of improved 

physical,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specific strength and 

modulus, elevated temperature stability, thermal conductivity, 

and controlled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although 

substantial technical and infrastructural challenges remain. The 

research of smart structures encompasses design of structures 

and control of structural vibration and noise using piezoelectric 

materials and composite structures. The applications of composite 

materials and smart structures are used in automobile, airplane 

and satellite.

■ 연구분야

SSVC Lab.

- FEM Analysis of Reverse Cold Mill Housing

- Analysis and Application of Nano hole structure

- Thermal and mechanical Analysis of conformal Antenna

- Active Noise control

- Enhanced Piezoelectric Shunt Design

- Active Constrained Layer Damping

-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 Structural Shape control

ACSD Lab.

- Metal Matrix Composites: MMCs 금속복합재료

- Functional Composites 기능성 복합재료

- Structural Design 복합재료 구조설계

- Optical Fiber Sensor 광섬유 센서

NSCS Lab.

- Wideband Circular-Polarized SAS at 11.7-12 and 14.5-14.8 GHz

- Investigation of Changes of Antenna Performances by 

Deformation of SAS

- Structural Analysis of Multilayer Sandwich Structures by 

Theories and Experiments

- Active Phased Array Surface-Antenna-Structure

- Design of Nano Composite Materials, in terms of Their 

Structures and Properties

- Modeling and Simulation of Nano Composite Materials

- Analysis Techniques of Nano Tribophysics

■ 연구성과

박선호, 한경섭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구조 해석 및 인증시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지, 2008, Vol. 4, No. 3, pp. 45~50

허성일, 오경석, 장준호, 양유창, 한경섭

PEMFC 복합소재 분리판을 위한 2단계 제조공법의 예비성형 조건에 

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7, Vol. 20, No. 2, pp. 10~16

남현욱, 이용태, 정창규, 한경섭

충격손상을 받은 섬유 금속 적층판의 잔류 강도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3, Vol. 27, No. 3, pp. 440~449

남현욱, 정성욱, 한경섭

섬유의 적층각과 금속판의 특성에 따른 섬유 금속 적층판의 충격 손상 

거동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3, Vol. 27, No. 3, pp. 37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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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멀티스케일 바이오 기계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박재성(jpark@postech.ac.kr)

전공분류 생체유체공학(Bio Fluid Engineering)

박사과정  이남우

석사과정  Ryan Davies, 강인혜, 조원주, 김동환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5494

홈페이지 http://mbs.postech.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세포의 역분화 분화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과 다르게 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로 역분화 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배아줄기세포를 간세포로의 분화 시키는 방향 두가지가 중점 

방향입니다. 유사한 연구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 연구분야

본 실험실에서는 Embryonic stem cells(ES cells)에서 유래된 인공 소

포를 특히 간세포에 처리하여 배지와 함께 배양하여 cell reprogramming

이 일어나 ES cells과 같은 형질을 가진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생산된 간세포 유래 IPS cells

을에서 인공소포를 만들어 내어 이 인공소포를 간이 손상된 쥐에게 처리

하여 간의 재생을 돕도록 하는 연구를 목적을 두고 있다. 

In Vitro Hepatic Tissue Reconstruction Based on Endothelial Cell 

Vascularization in Fibrin Gel

최근 조직공학 분야에서 체외에서 장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만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겪고 있다. 본 연구실에

서는 피브린 질에 혈관내피세포이 혈관을 형성하는 현상을 응용하여 

간 조직을 체외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독성테스트 

등 체외 실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칩 내 간 조직 구현 연구와 

생체 내부에 삽입하였을 때 실제 간의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삽입 

가능한 체외 간 조직 형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Vesicles Fabrications

- Poros Polymer Membrane for Microchip Vesicle Purification

- Immunoisolation for Transplantation Use

■ 연구성과

W. Hwang, K. H. Lee, H. Park, J. Kim, J. Park, J. H. Cho, J. H. 

Jeon, D. Choi, D. Kim, D. Kim, S. Kim, K. Lee, T. Jing, and S. 

Lee

Some aspects of the design and applications of nanohoneycomb 

and nanofiber array structures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2011, Vol. 47, No. 0, pp. 

11~36

Sangmin Lee, Min Park, Heon-Seok Park, Yeongae Kim, Siwoo 

Cho, Jae Hyoung Cho,* Jaesung Park* and Woonbong Hwang*

A polyethylene oxide-functionalized self-organized alumina 

nanochannel array for an immunoprotection

Lab on a chip, 2011, Vol. 11, No. 0, pp. 1049~1053

Park J-S, Li Y, Berthiaume F, Toner M, Yarmush ML, Tilles AW

Radial flow hepatocytes bioreactor using stacked micro- 

fabricated grooved substrates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07, Vol. 97, No. 1, pp. 

0~0

Cho C, Park J-S, Nagrath D, Tilles Aw, Berthiaume F, Toner M, 

Yarmush ML

Oxygen uptake rate and liver specific functions of hepatocyte 

and 3T3 fibroblast co-cultures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07, Vol. 97, No. 1, pp. 

188~199

Namwoo Yi, Byoung Kyoo Park, Dongsik Kim and Jaesung Park

Micro-droplet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Using Thermal 

Responses

Lab on a chip,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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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마이크로 제조 및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연구실

지도교수 박성진(sjpark87@postech.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716

홈페이지 http://m3s.postech.ac.kr/

■ 실험실소개

We are interested in material modeling and numerical simulation 

applied to manufacturing processes, especially polymer 

processing and powder metallurgy. Recently, we began working 

on multi-scale modeling and simulation of nano-scale powder 

processing, which has received enormous attention due to its 

importance in thermal management, cutting tools, and shaped 

charge liners. we are currently leading this big interdisciplinary 

challenge of the multi-scale modeling and simulation in the 

nano-scale powder metallurgy in the “Materials Processing Cluster 

(MPC),” involving the Center for Advanced Vehicular Systems 

(CAVS),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ME),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and the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 at the Mississippi State University(MSU), 

along with Profs. Seongjai Kim, Seong-Gon Kim, Mark Horstemeyer, 

and Randall M. German, and industrial partners such as Materials 

Modification, Inc. and CetaTech, Inc.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face 

algorithm based on fundamental physics among different length 

and time scales such as between atomistic(atomic-scale) and 

discrete element(micro- or meso-scale) analyses and between 

discrete element and finite element(macro- or continuum-scale) 

analyses. The successful linkage among different length and time 

scales will provide the historically-integrated analysis tool of 

manufacturing processes from raw materials to the final 

components under operating conditions. The developed 

simulation tool with informatics concept for material and process 

database will be a basis for the multi-scale and multi-objective 

optimizations with corresponding sensitivity analyses.

Another research area in manufacturing processes is the bio- 

inspired design(BID). Biomimetics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as another source of design inspiration for growing complexity 

of engineering designs and manufacturing problems. we are 

currently launching a research project on the bio-inspired design 

of light metal alloys(Al, Ti, and Mg) with a bamboo microstructure 

which is one of the BID research activities recently started at 

CAVS including microstructures of turtle shell, abalone shell, and 

lobster cuticle.

■ 프로젝트

[Method of Injection Molding by Using Optimum Ram-Speed 

Profile Obtained from Numerical Analysis] Korea, 2005.

[Disc Reproducing Medium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Korea, China, Chinese Taipei, and USA, 1998. 

[The Fabrication Equipment and Method for LCD Lightguide 

Panel Using Mold with Assemble of Knife Molds] Korea, 2000.

[Prediction Method for Powder-Binder Separation Defect in 

Power Injection Molding by Integrating Experimental and 

Simulation Technologies] Korea, 2008,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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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레이저가공 및 미세열전달 연구실

지도교수 김동식(dskim87@postech.ac.kr)

전공분류 절삭가공(Cutting Manufacturing)

박사과정  안대환, 박병규, 손규용

석사과정  서창호, 강동훈, 박태순, 서영상, 하정홍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전    화 054-279-2716

홈페이지 http://lpmht.postech.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Laser Processing and Microscale Heat Transfer Laboratory 

conducts research on microscale heat transfer and laser-materials 

interaction, with applications in micro/nanoscale thermal systems 

and materials processing. The current research topics include

(1) Laser-materials processing(micromachining, surface 

cleaning, nanoparticle synthesis, etc.)

(2) Thermophysical properties(liquid, thin films, micro/ 

nanostructures)

(3) Microscale heat and mass transfer

(4) Micro thermal sensors

(5) Biophotonics

■ 연구분야

- Laser cleaning and surface modification 

- Laser micromachining

- Interaction between short laser pulse and absorbing liquids

- Synthesis of nanoscale materials 

- Modeling of laser-material interaction

- Micro thermal sensor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Thermal sensing for micro TAS & biochips

- Thermal properties of nanoscale materials

- Outside-funded research projects

■ 연구성과

J. Hong, G. Son, and D. Kim,

Effects of Laser Irradiation on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Viscosity of Aqueous Multiwalled Carbon Nanotube Suspensions

Int. J. Thermophys, Vol. 0, No. 0, pp. 0~0

B. K. Park, N.o Yi, J. Park, T. Y. Choi, J. Y. Lee, A. Busnaina, 

and D. Kim

Thermal Conductivity of Bovine Serum Albumin: a Tool to Probe 

Denaturation of Protein

Appl. Phys. Lett, Vol. 0, No. 0, pp. 0~0

R. Shrestha, T.-Y. Choi, W. Chang and D. Kim

A High-Precision Micropipette Sensor for Cellular-Level Real-Time 

Thermal Characterization,

Sensors,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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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첨단재료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김기태(korean@postech.ac.kr)

전공분류 재료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Davood Shahriari

석사과정  SeungJu Baek, Youngho Do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716

홈페이지 http://amml.postech.ac.kr/amml/research/index.php

■ 실험실소개

첨단재료역학연구실은 포항공대 BK21 기계분야사업단의 제2사업팀 

첨단재료성형기술(Advanced Materials Forming Technology)팀의 

일원으로 금속 및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부품 성형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품 성형공정 개발을 위해 분말을 이용하

여 상온과 고온에서의 치 화 성형실험을 수행하고 분말의 일반적인 

하중에서의 치 화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상온과 고온 구성모델을 개발

하여 유한요소해석(FEM)에 적용한 후 성형실험을 수치 모사하여 실험

치와 비교,검토한다. 이와 같이 개발된 구성 모델 및 유한요소해석 연구

를 통하여 실제 부품 제작시의 성형공정의 해석 및 설계에 적용하여 

최적성형공정을 도출한다. 또한, 금속 및 세라믹 모재의 고온 크리프 

실험 및 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연구를 수행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

되는 복잡한 형상의 금속 및 세라믹 구조용 부품의 고온 크리프 거동을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노분말(Nano crystal 

powder)의 벌크화 소재 개발을 위한 치 화 공정으로서 열간 등가압성

형(HIP), 온간 성형(Warm Pressing), 냉간 정수압 성형(CIP), 다양한 

냉간 압축 및 소결(Sintering) 공정 등을 적용하여 나노소재내부의 결정

립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조절하여 이론적 모델을 동반한 성형공정 개발

을 위한 연구를 비롯한 나노 분말을 이용한 소성 가공기술 분야의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나노결정립 재료의 소성가공 공정연구 및 결정립 제어 치 화 공정연구

- 변형 해석을 위한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 상수 D/B 구축

- 알루미늄 합금 분말의 온간성형

- 입자 분산 금속기지 복합재료의 소성변형 거동 전산모사

- 3D-CAD & 상용 FEM Program을 이용한 3D Modeling 및 유한요소

해석

■ 연구성과

C.S. Kang, S.C. Lee, K.T. Kim, O. Rozenberg

Densification Behavior of Iron Powder during Cold Stepped 

Compaction,

2006 PM World Congress, September, Vol. 0, No. 0, pp. 0~0

S.C. Lee, K.T. Kim

,"Densification Behavior of Metal and Ceramic Powder under 

Cold Compaction

2006 PM World Congress, September, Vol. 0, No. 0, pp. 0~0

이성철, 김기태

분말의 고무등가압성형후 제하시 계면분리

대한기계학회, 2005, Vol. 0, No. 0, pp. 0~0

김택의, 이성철, 김기태

금형압축 하에서 Cu/Pure Iron 이종재료 분말의 치 화 거동

대한기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A,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입자 분산 금속기지 복합재료의 소성변형거동 전산모사] 한국과학재단 

아주대학교

[광 클리메이터의 Greep 변형 및 잔류 응력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 

포항공과대학교 전자부품 연구원

[자동차 부품의 변형 해석을 고려한 공차해석 기술개발] 현대자동차

[초경공구의 금형 압축 성형공정 해석 및 공정 최적화] 한국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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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기미세유체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강관형(khkang@postech.ac.kr)

전공분류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박사과정  박준권, 고성희

석사과정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기계공학과 790-784

전    화 054-279-2187

홈페이지 https://mf.postech.ac.kr/

■ 실험실소개

- Fundamental study on electrowetting

hydrodynamic flows in AC EW

- Drop Oscillation in AC EW

- Bubble oscillation in AC EW

- Jumping of a Droplet in AC EW

Dynamic Contact Angle Modeling

- Switching Time of EW-Based Devices

- Droplet Transport on Single Plate EWOD

Dielectrophoresis

Vesicle

Optoelectronic Tweexers

■ 연구분야

- Electrowetting

 

The contact angle of a droplet placed on an insulator-coated 

electrode can change by applying a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droplet and the electrode. This phenomenon is called 

electrowetting. When the potential difference is applied between 

the droplet and the electrode, the electrical stress which is 

concentrated at the three-phase contact line(TCL) induces the 

change of contact angle of a droplet. When the potential 

difference becomes zero, the contact angle of a droplet becomes 

the initial contact angle of a droplet.

The electrowetting is a versatile tool for handling micro- and 

nanoliter drops with a relatively low electrical potential and power 

consumption. Potential applications of electrowetting have been 

demonstrated for the optical switch, variable focal lenses, 

micropumps, micromixers, and reflective displays.

- Origin of electrowetting phenomenon

 

The electrowetting phenomenon is originated from the 

electrostatic pressure, which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excess 

charge at the three-phase contact line, rather than from the 

change of apparent interfacial tension at the droplet- dielectric 

interface. The Maxwell stress exerts an outward normal force 

on the edge of the contact line and is confined to a small region 

comparable to the thickness of dielectric layer. The force is 

responsible for the spreading of a droplet and subsequent change 

of contact angle. On the basis of the macroscopic balance 

condition of the horizontal-force components at the three-phase 

contact line, the conventional electrowetting equation is derived. 

Moreover, as the apparent contact angle becomes small, the 

vertical component of the electrostatic force, which would oppose 

the reduction of contact angle, increases significantly. This can 

be another possible cause of the limited validity of the conventional 

electrowetting equation and subsequent occurrence of contact- 

angle saturation phenomenon.

■ 연구성과

Jiwoo Hong Seung Jun Lee*, Bonchull Chris Koo, Yong Kwon 

Suh and Kwan Hyoung Kang

Size-selective sliding of sessile drops on a slightly inclined plane 

using low-frequency ac electrowetting

Langmuir, 28, Vol. 0, No. 0, pp. 0~0

Seung Jun Lee*, Sanghyun Lee* and Kwan Hyoung Kang 

Droplet jumping by electrowett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three-dimensional digital microfluidics

Applied Physics Letters, 100(8), 081604, Vol. 0, No. 0, pp. 0~0

Jun Kwon Park and Kwan Hyoung Kang

Numerical analysis of moving contact line with contact angle 

hysteresis using feedback deceleration technique

Physics of Fluids, Just accepted.,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National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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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Flight Dynamics and Control Laboratory  

▶ Unmanned System Research Group 

▶ Rocket Lab  

▶ Computational Aerodynamics and Design Optimization 

▶ Aerodynamic Simulation and Design Integration Lab 

▶ Smart Systems and Structures Laboratory 

▶ Aerospace Multidisciplinary Design Lab 

▶ Laboratory for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 

▶ Propulsion and Combustion Lab 

▶ Composite Materials Laboratory

▶ Photoferroelectric Materials Laboratory 

▶ Functional Nanotechnology Laboratory 

▶ Flexible Devices and Metamaterials Laboratory 

▶ Display Materials Laboratory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Laboratory 

▶ Flexible and Nano-bio-energy Device Laboratory 

▶ Nano Packaging and Interconnect Laboratory 

▶ Laboratory of Optical Materials & Coating

▶ Advanced Biomaterials Laboratory 

▶ Nano and Functional Materials Laboratory 

▶ Solid State Device Laboratory 

▶ Nano Spintronics Lab

▶ Electronic and Optical Materials Laboratory 

▶ Laboratory for Nanostructured Biointerfaces 

▶ Soft Nanomaterials Laboratory 

▶ Corrosion and Energy Storage Materials Laboratory 

▶ Nano Materials Simulation&Fabrication Lab

▶ Materials Interface Laboratory 

▶ Underwater Explosion Research Lab 

▶ Structural Dynamics and Smart Systems Lab 

▶ Computational Mechanics and Structural Systems Lab 

▶ Intelligent Systems and Vibration Control laboratory 

▶ Computational Solid Mechanics & Design Lab

▶ Thermal Engineering Lab

▶ Cryogenic Engineering Lab

▶ Computer-Aided Materials Processing Lab

▶ Multi Physics System Lab

▶ Intelligent Materials & System Lab

▶ Acoustics Lab

▶ Micro Mechanical System Technology Lab

▶ Computer Aided Reliability Evaluation Lab

▶ Multiphase Flow Lab

▶ Nanoscale Heat Transfer Lab

▶ Computer Aided Structural Analysis & Design Lab

▶ Robotics and Simulation Lab

▶ Mechanical Design Lab. with Advanced Materials

▶ Machine Control Lab

▶ Biomedical Photonic Imaging Lab

▶ Agile Technology Lab

▶ Soft Biomechanics and Biomaterials Lab

▶ Heat Transfer Lab

▶ New Energy Conversion System Lab

▶ Multifunctional & Integrated Nanodevice Technology Group

▶ Micro/Nano-photonics Laboratory

▶ Ocean Robotics & Intelligence Lab

▶ Advanced Packaging and Thin Film Lab

▶ iCAD Lab

▶ Marine Design & Production System Lab

▶ Ultra-Scale Photonic Control and Measurement Group

▶ Applied Heat Transfer Lab

▶ Aerosol & Particle Technology Lab

▶ Mechatronics, Systems and Control

▶ Applied Nano Technology & Science Lab

▶ 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안전연구실

▶ Strategic Aerospace Initiative Lab

▶ ASCL Lab

▶ Smart Structures & Composites Lab.

▶ Silicon Photonics Lab

▶ In Vivo Micro-Visualization Lab

▶ 양자물성이론 연구실

▶ 진동 및 파동 역학 연구실

▶ OPEL

▶ 차량 제어 연구실 

▶ 전산유체역학 연구실

▶ 진동제어 연구실

▶ 시스템 전산 해석 및 설계 연구실

▶ 컴퓨터원용 정형가공 연구실

▶ 유동제어 연구실

▶ 엔진 연구실

▶ 구조동역학 및 응용제어 연구실 

▶ 생체모사 연구실 

▶ 레이저 및 플라즈마 응용 연구실

▶ 생체기계 연구실 

▶ 음향진동 연구실

▶ 진동공학연구실

▶ 정 기계요소 및 트라이볼로지 연구실

▶ Mechatronics Systems and Control Lab

▶ 텔레로보틱스 & 컨트롤 랩

▶ Nano-Opto-Mechatroni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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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Flight Dynamics and Control Laboratory 

지도교수 탁민제(mjtahkkaist.ac.kr)

전공분류 비행제어

박사과정  원대연, 박정우 외 10명

석사과정  신희민, 이병윤 외 7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FDCL

전    화 042-869-3758

홈페이지 http://fdcl.kaist.ac.kr/

■ 실험실소개

비행제어 연구는 항공기, 유도무기 및 기타 대기권을 비행하는 비행체

와,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우주 탐사선, 우주망원경과 같은 우주 비행체

등을 유도하고 제어하여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반 기술로 

이루어진다. 비행제어는 센서 및 액츄에이터, 탑재용 컴퓨터, S/W, 통신 

및 제어 알고리즘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기술이다.

본 실험실에서는 현재 탁민제/심현철 교수를 포함한 2명의 지도교수와 

19명의 박사과정 및 10명의 석사과정 학생을 중심으로 비행체 제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010년 9월 현재). 교수별 연구분야

는 다음과 같으며, 현재에는 유도무기 및 무인기 관련 분야에 연구활동

이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우주분야 연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연구분야

- 유도무기(미사일) 유도조종

- 무인기 유도조종 및 충돌회피

- 우주발사체 유도 및 자세제어

- 비행궤적 최적화

- 진화연산 및 하이브리드 알고리듬

■ 연구성과

J.W.Park, I.S.Park, B.G.Seo, H.G.Sung, N.Ananthkrishinan, 

M.J.Tahk

Optimal terminal shock position under disturbances for ramjet 

supercritical operation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2012-08, Vol. 0, No. 0, pp. 

0~0

C.H.Lee, T.H.Kim, M.J.Tahk

An interception angle control guidance using proportional 

navigation with error feedback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s, 2012-08, Vol. 0, 

No. 0, pp. 0~0

Y.I.Lee, S.H.Kim, M.J.Tahk

Analytic solutions of generalized impact-angle-control guidance 

law for first-order lag system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s, 2012-06, Vol. 0, 

No. 0, pp. 0~0

B.G.Park, T.H.Kim, M.J.Tahk

Optimal impact angle control guidance law considering the 

seeker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2012-03, Vol. 0, No. 0, pp. 

0~0

Y.I.Lee, S.H.Kim. M.J.Tahk

Analytic solutions of optimal angular constrained guidance for 

first-order lag system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2012-0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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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Unmanned System Research Group

지도교수 심현철(hcshim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양희돈, 허성식, 유동일 외 4명

석사과정  이상협, 신희민, 정지원, 김정운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764

홈페이지 http://unmanned.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homepage nestled now at KAIST since Spring 2007. 

We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ighly 

advanced autonomous aerial robots by combining various 

principles of control theory, aerospace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Our effort hopefully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unprecedented groups of intelligent UAVs in near future.

■ 연구분야

- A Study on a Swarm of Distributed Unmanned Aerial Vehicles

- A Study on Controllability augmentation with Micro Flap & 

Drag Attenuation by flow control with Micro Fin

- Development of a field robot : Autonomous explorating and 

mining robot in extremely harsh environment

- 극한환경 인식을 위한 Sensor Fusion 및 Localization 기술과 개발 

시제품의 내환경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개발

- A Study on Aeroelastic Analysis Technique for Aircraft with 

High Aspect Ratio Flexible Wing

- A study on vision sensor based collision avoidance

- Study o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Control law for a 

Tail Sitter

- Research on Guidance and Control of Highly Maneuverable 

UCAVs in Dogfight

- Flight validation of control law using a small UAV

■ 연구성과

유동일, 심현철

비행체 운동 역학 기반 경로 추종 시선각 유도 법칙 설계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2-06, Vol. 0, No. 0, pp. 506~514

Hoam Chung, Songhwai Oh; Shim, D.H, Sastry, S.S

Toward Robotic Sensor webs: Algorithms, Systems, and 

Experiments

Proceedings of IEEE, 2011-09, Vol. 0, No. 0, pp. 1562~1586

Yeunduk Jung, David Hyunchul Sh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troller for Transition Flight 

of Tail-Sitter UAV

Journal of Intelligent & Robotic Systems, 2011-08, Vol. 65, No. 

0, pp. 137~152

조성욱, 허성식, 심현철, 최형식

무인항공기의 근거리 비행체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듬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12, Vol. 0, No. 0, pp. 1115~1123

Hyoung-Sik Choi and Hyunchul Shim

Improvements on the Small-Scale Helicopter Rotor Modeling for 

Real-Time Simulation of Hovering Flight

Transactions of JSASS Space Tech, 2011-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복수무인기의 분산시스템 연구] ADD, 2009~2014

[산업용 필드로봇 개발 : 채굴용 자동 소형 채탄기 개발] 중소기업청, 

2009~2010

[고세장비 유연날개 비행체 공탄성 해석기법 연구] ADD, 2009~2011

[Micro Flap를 이용한 조종성증대 및 Micro Fin을 이용한 유동제어(아

음속) 항력감소 연구] 한화구미사업장,2010~2013

[극한환경 인식을 위한 Sensor Fusion 및 Localization 기술과 개발 

시제품의 내환경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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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Rocket Lab

지도교수 권세진(trumpet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Lee Jaewon, Lee Jeongsub 외 15명

석사과정  Huh Jeongmoo, Kwak Youngchul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Rocket lab

전    화 042-350-5761

홈페이지 http://rocket.kaist.ac.kr/

■ 실험실소개

Current research fields in Rocket Lab include; liquid propellant 

rockets, MEMS reactors and sensors, and fuel cells. We are 

focusing on extreme density energy conversion and alternative 

power generation to respond for future application in space and 

air.

In Rocket Lab, we serve the nation and mankind by creating 

new ideas and transform them into reality. This is fun of 

aerospace engineering.

■ 연구분야

Rocket Engine

- Liquid Bipropellant Engine

- Liquid Monopropellant Thruster

- Turbopump System

Fuel Cell System

- PEMFC Power Module

- Hydrogen Generator

- Metallic Bipolar Plate

PowerMEMS & Sensor

- Micro Solid Propellant Thruster

- Energy Harvesting System

Moon Exploration

■ 연구성과

Jeongsub Lee, Kim Su-Kyum, Sejin Kwon, Yu Myoung-Jong

Fabrication of Catalyst-Insertion-Type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Journal of Propulsion and Power, 2012, Vol. 0, No. 0, pp. 0~0

Daeban Seo, Jongkwang Lee, Sejin Kwon

The development of the micro-solid propellant thruster array 

with improved repeatability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012, Vol. 

22, No. 0, pp. 0~0

Taek Hyun Oh, Sejin Kwon

Effect of bath composition on properties of electroless 

deposited Co-P/Ni foam catalyst for hydroly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2, Vol. 0, No. 0, 

pp. 0~0

Yongjun Moon, Tae Seong Jang, Chul Park, Sejin Kwon

Requirements Analysis of Propulsion Systems for Lunar 

Exploration Mission

Journal of Spacecraft and Rockets, 2012, Vol. 0, No. 0, pp. 0~0

Taek Hyun Oh, Sejin Kwon

Effect of manufacturing conditions on properties of electroless 

deposited Co-P/Ni foam catalyst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행성 착륙선의 비행시험 장치와 그 사용 방법] 제 10-1077959호, 

2011년 10월, 한국, 권세진, 안성용, 위정현, 윤호성

[친환경의 혼합형 추진제 및 추력기] 제 10-2012-0068038호, 2012년 

6월 25일, 한국, 권세진, 이정섭

[초소형 가스 터빈] 제 10-1110809호, 2012년 1월, 한국, 권세진, 이정

섭, 박대종, 문용준

[박막 MEMS 칩 및 IC 칩의 3-D 패키징] 제 10-1099141호, 2011년 

12월, 한국, 권세진, 김용대

[로켓 추진제 저장 탱크] 제 10-1078212호, 2011년 10월, 한국, 권세

진, 안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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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ational Aerodynamics and Design Optimization

지도교수 권오준(ojkwon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Lee Hee Dong, Park Pyun Goo 외 9명

석사과정  Lee Gyu Ran, Kim Duk Hyun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전    화 042-350-3720

홈페이지 http://cadol.kaist.ac.kr

■ 실험실소개

CADO laboratory performs research in the areas of numerical 

simul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based on unstructured 

meshes. The emphasis of research is given on algorithm 

development and numerical simulations for a variety of applied 

aerodynamic problems, including unsteady flows with relative 

motion, helicopter aerodynamics, turbo machinery, Unmanned 

Aerial Vehicle, hydro-dynamics and rarefied gas dynamics. All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on Linux-based PC clusters 

with over 300 CPUs owned by the lab.

■ 연구분야

External Aerodynamics

- Unstructured Mesh Methodology

- Solution-Adaptive Mesh Generation

- Parallel Computing

- Full Aircraft Configurations

Missile Aerodynamics

- Quasi-Steady/Unsteady

- Unstructured Overset Grid

- Parallel Computing

- 6 DOF Equation of Motion

- Trajectory/Separation Analysis

Rotorcraft Aerodynamics

- Unstructured Adaptive Meshes

- Sliding Mesh/Overset Grid Technique

- High-Order Scheme

- ROBIN Configuration

Design Optimization

- Numerical Shape Function and Profile Fitting

- Robust Design Optimization Technique

- Optimization Algorithm

- Applications

Unsteady Aerodynamics

- Unstructured Dynamic Mesh

- Adaptive Mesh Refinement and Coarsening

- Multiple Bodies in Relative Motion

- Close Blade-Vortex Interaction

- High Angle-of-Attack Fows

- Flow-Structure Interaction Study

- Aeroacoustic Applications

Turbomachinery Flows

- Unstructured Meshes

- Solution-Adaptive refinement

- Aircraft Jet Engine Flows

- Rocket Engine Nozzle Flows

- Turbine Rotor Flow Simulation

- Transonic Compressor Fan Rotor

Wind Energy

- Unstructured Mesh Generation

- Overset Grid Technique

- Blade-Voltex Interaction

- Flow-Structure Interaction Study

- Unsteady Blade Loads of Wind Turbine

- Aero-elastic Simulation

- Blade Design Optimization

Rarefied Gas Flows

- Hypersonic Reentry Thermophysics

■ 연구성과

Kwon, O. J. and Yu, D. O.

Numerical Study About Unsteady Flow Around Horizontal Axis 

Wind Turbines

Presented at the 25th CFD Symposium, 2011-12, Vol. 0, No. 0, 

pp. 0~0

Lee, B. S., Choi, J. H., and Kwon, O. J

Numerical Simulation of Free-Flight Rockets Air-Launched from 

a Helicopter

AIAA　Journal of Aircraft, 2011, Vol. 48, No. 5, pp. 1766~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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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erodynamic Simulation and Design Integration Lab

지도교수 권장혁(jhkwonkaist.ac.kr)

전공분류 기계요소 및 기구설계(Machine Element and Design)

박사과정  김균석, 임동균, 선철 외 4명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전    화 042-350-3715

홈페이지 http://cfdkwon3.kaist.ac.kr

■ 실험실소개

항공기나 자동차를 실제로 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설계모델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특히 양력과 

공기저항 등 공기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풍동을 이용한 실험(모형에 대해 인공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하는 실험)

에 의존해왔지만, 실제 항공기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공력)의 물리적 

성질이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정리되어 계산을 통해서도 실험결과를 예

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들 방정식이 매우 복잡하고 엄청난 계산 

량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의 발달(슈퍼컴퓨터, 네

트워크 등)과 함께 극복되어 가면서, 실제 항공기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기성능을 실험하는 것을 공력 시뮬레

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몇 가지 공력 시뮬레이션 방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연구실에서는 

정렬격자를 이용한 계산(실험)을 주로 하고 있다. 이것은 3차원의 복잡

한 모양인 항공기와 그 주변의 공간을(컴퓨터의 입장에서)좀더 계산이 

편리하고 빠른 모양으로 변형시킨 후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위와 같이 행한 실험결과를 실제 항공기 설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는 분야가 통합 설계이다. 위에서는 공력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제한(얼마나 튼튼해야 하는지)을 비롯한 다른 요구

들을 충족시키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설계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연구분야

Aerodynamic Simulation

- Flow Solver(KFLOW3D)

- Grid Generation(KGRID V1.0)

Design Integration

- Aerodynamic Shape Optimization

-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Under Uncertainty

- System Synthesis Research

Special BBS

■ 연구성과

Jung, K., Lee, J. and Kwon, J.H

A Study on the Low Reynolds Number Airfoils for the Design 

of Three Dimensional Wings

CFD Journal, 2009, Vol. 18, No. 51, pp. 0~0

Lee, J., Kang, H.Y., Kwak, B.M. and Kwon, J.H

Reliability of Aerodynamic Analysis using a Moment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009, 

Vol. 23, No. 6, pp. 495~502

Jaehun Lee, Kyungjin Jung, Jang Hyuk Kwon

The aerodynamic shape optimization of airfoils using 

unconstrained trust region methods

Engineering Optimization, 2009, Vol. 41, No. 5, pp. 459~471

Park, S.H. Lee, J.E., and Kwon, J.H

A Preconditioned HLLE Method for Flows at All Mach Numbers

AIAA Journal, 2006, Vol. 44, No. 11, pp. 2645~2653

Jaehun Lee, Jang Hyuk Kwon

On the use of kriging in the interpolation of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ournal, 2008, Vol. 16, No. 3, 

pp. 294~299

■ 프로젝트

[고성능 로터형상 및 익형개발]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2009~

[비선형 주파수 영역 해법의 비정상 유체 문제 응용]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2009~

[비행체 공력 설계 최적화를 위한 유동민감도 해석 연구] 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 2007~

[직교 격자계를 이용한 유동해석 프로그램 개발] 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 2006~

[공대지 유도무기 프레임워크 DATCOM 공력설계 모듈 개발]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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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mart Systems and Structures Laboratory

지도교수 한재흥(jaehunghan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이종원, 이준성 외 7명

석사과정  Sung Yeol-Hun, Kafle Marshal Deep, Kim Hoyoung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스마트 시스템 및 구조 연구실

전    화 042-350-3723

홈페이지 http://sss.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lab is directed by Prof. Jae-Hung Han, and around ten members 

are studying together. The research missions of Triple S Lab. 

are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systems that utilize the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s) with the emphases on elegant design and reliable 

control.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it is required to broaden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smart materials that possess 

multifunctional capabilities as well as to understand traditional 

mechanics. The use of smart materials and technologies give 

us a chance to design mechanical and aerospace structures for 

better system performances such as low vibration, high precision, 

additional functionalities(e.g. radar absorbing, health monitoring). 

These developed technologies are mainly targeted on domestic 

aerospace and defense programs; however we are also interested 

in the technology demonstration through some “lab models” such 

as “Bio-inspired Ornithotpers.”

■ 연구분야

1. Smart Aerospace Systems

- Bioinspired Ornithopter

- Pseudo Flight Environment System

- Pyrotechnic Release Devices 

2. Smart Structures & Technologies

- Smart Hybrid Vibration Isolator

- Smart Blade

- Plasma Actuator

- Missile w/ Morphing Nose

■ 연구성과

Lee, J.-W., Lee, J.-S., Han, J.-H., and Shin, H.-K

Aeroelastic Analysis of Wind Turbine Blades based on Modified 

Strip Theory

Journal of Wind Engineering and Industrial Aerodynamics, 

2012-09, Vol. 110, No. 0, pp. 62~69

Farinelli, C., Kim, H.-I., and Han, J.-H

Feasibility Study to Actively Compensate Deformations of 

Composite Structure in a Space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2-06, Vol. 13, No. 2, pp. 221~228

Lee, D.-O., Yoon, J.-S., and Han, J.-H

Development of Integrated Simulation Tool for Jitte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2012-03, Vol. 13, No. 1, pp. 64~73

Lee, J.-S., and Han, J.-H

Experimental Study on the Flight Dynamics of a Bioinspired 

Ornithoper: Free Flight Testing and Wind Tunnel Testing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2-09, Vol. 21, No. 9, pp. 

0~0

Kim, J.-K., Lee, J.-S., and Han, J.-H

Passive Longitudinal Stability in Ornithopter Flight

Journal of Guidance, 2012-04, Vol. 35, No. 2, pp. 669~673

■ 프로젝트

[저충격 분리장치(파이로) 개발을 위한 분리 모사 시험 및 평가] 폭발볼

트 거동 해석 및 최적화 설계 방안 제시, JV-TVC 분리 응답해석 및 

분리장치 시험 결과 분석

[지능재료를 이용한 능동 굽힘 구조 연구] 고속 비행체의 신속한 기동 

성능 및 조종성능 확보를 위한 지능재료가 접목된 새로운 능동 굽힘 

구조 시스템을 개발

[자연계 비행체의 제자리 비행 안정성 원리 규명]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자연계 비행체의 비행 자세 안정 원리 분석 및 공학적 모사

[우주구조물의 진동제어에 관한 연구] 주요 탑재임무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발사환경 및 궤도환경에서 주요 탑재임무장비에 전달되는 충격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진동제어기법 연구

[서브m급 고해상도 광학 탑재체 성능 향상을 위한 모듈화된 하이브리드

형 미세진동 절연장치 개발] 서브m급 고해상도 광학 탑재체 광학 성능 

향상을 위해 위성 시스템 내부 미세진동원 모델링 및 모듈화된 하이브리

드형 미세진동 절연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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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erospace Multidisciplinary Design Lab

지도교수 최성임(schoi1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Sa-Ji Kim, Hyung-Il Kwon 외 3명

석사과정  Seul-Gi Yi, Tae-Hee Kim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7, 4310

전    화 042-350-3771

홈페이지 http://amdl.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Aerospace Multidisciplinary Design Laboratory, 

a computational analysis and design research laboratory in

KAISTs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The Aerospace Multidisciplinary Design Lab specializes in the 

development of high-fidelity, Multidisciplinary analysis and

design methods to enable the creation of efficient,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realizable aerospace systems

■ 연구분야

- Advanced numerical analysis using CFD.

- Aircraft shape optimization(low-boom supersonic jets and 

helicopter rotors).

- Adjoint-based sensitivity analysis & optimization.

- Frequency-based CFD analysis of periodic unsteady 

flows(Time-Spectral algorithm for URANS solver)

- Multi-fidelity and multi-level design optimization.

- Genetic Algorithm(GA) based optimization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 Solution-adaptive unstructured mesh refinement.

- Geometry kernels with parametric CAD model and robust 

surface definition.

■ 연구성과

seongim choi

Frequency-Based aerodynamics design method for rotary wing 

vehicles

Presented at the 1st Asian/Australian rotorcraft forum and 

exhibition 2012, 2012, Vol. 0, No. 0, pp. 0~0

Dong-Kyun Im, sungim choi, Jang Hyuk Kwon, Soo Hyung Park

AH-1G forward flight analysis using diagonal implicit harmonic 

balance method

Presented at the 1st Asian/Australian rotorcraft forum and 

exhibition 2012, Busan, 2012-02, Vol. 0, No. 0, pp. 0~0

D. Im, S. Choi, H. Kwon, H. Park, J. H. Kwon

Rotor Flow Analysis using an Implicit Harmonic Balance Method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011-07, Vol. 0, No. 0, pp. 0~0

H. I. Kwon, S. I. Choi, J. S. Jang, D. K. Im, D. J. Lee, J.H. Kwon

A Preliminary study of open rotor design using a harmonic 

balance method

Presented at the 1st Asian/Australian rotorcraft forum and 

exhibition 2012, 2012-02, Vol. 0, No. 0, pp. 0~0

S. Choi

Design of open rotor using harmonic balance method

Presented at the 50th AIAA aerospace science meeting, 

2012-0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항공우주 교육·연구를 위한 열유체 분야에서의 설계 기법의 개발과 응

용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07-15～2015-06-30

[비정상유동에서 주파수 영역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로터 최적설계] 한

국연구재단, 2011-05-01～2014-04-30

[친환경 항공 교통 정책과 항공기 설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10-08-09～2013-12-31

[MDO 기법을 이용한 고효율 장기체공형 프로펠러 설계기술 개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KARI), 2011-01-01～2012-12-31

[Open Rotor 공력 및 소음 최적 설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 EEWS, 

2012-01-01～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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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Laboratory for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

지도교수 최한림(hanlimc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장대성, 안성태, 권혁훈, 김금성

석사과정  김성훈, 김상현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LICS

전    화 042-350-3767

홈페이지 http://lics.kaist.ac.kr

■ 실험실소개

LiCS studies systems in which information flows and decisions 

are made. Specifically, we try to understand networked systems 

of autonomous agents(e.g., team of unmanned aerial/ground 

robots) and information gathering process out of complex 

environment. Estimation, control, robotics, and optimization 

theories are the key technical tools we utilize to understand 

these systems.

Application systems we are working with include: unmanned 

aerial vehicles, autonomous ground robots, wireless sensor 

networks, multi-function radars,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s, 

and environmental sensing systems.

■ 연구분야

Robust Decision Making for Multi-Agent Systems

- Multi-agent Task Planning in Dynamic Uncertain Environments

Information Gathering for Large-Scale Systems

- Robotic sensor networks for environmental forecasting

Resource Management for Power-Aware Systems

- Task scheduling for multi-function radar systems

Estimation, Control, and Optimization Theories

- Sensor networks optimization using mixed-integer convex 

program

■ 연구성과

C. S. R. Fraser, L. F. Bertuccelli, H.-L. Choi, and J. P. How

A hyperparameter consensus method for agreement under 

uncertainty

Automatica, 2012, Vol. 0, No. 0, pp. 0~0

H.-L. Choi and J.P. How

Coordinated targeting of mobile sensor networks for ensemble 

forecast improvement

IEEE Sensors Journal, 2011, Vol. 11, No. 3, pp. 621~633

H.-L. Choi, J. P. How, and P.I. Barton

An outer-approximation approach for information-maximizing 

sensor selection

Optimization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S. S. Ponda, L. B. Johnson, A. N. Kopeikin, H.-L. Choi, and J. 

P. How

Distributed planning strategies to ensure network connectivity 

for dynamic heterogeneous teams

IEEE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2012, Vol. 

0, No. 0, pp. 0~0

H.-L. Choi and J. P. How

Efficient targeting of sensor networks for large-scale systems

IEEE Trans. on Control Systems Technology, 2011, Vol. 19, No. 

6, pp. 1569~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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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Propulsion and Combustion Lab

지도교수 백승욱(swbaek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Dong Min Kim, Kyung Joo Yi 외 9 명

석사과정  Bon Chan Gu, Kwon Ho Kim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항공우주공학과

전    화 042-350-3714

홈페이지 http://procom.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Propulsion and Combustion Research Program began in 

1985. Since then, a great amount of efforts have been exerted 

on developing the numerical tool which solves the radiative 

transfer equa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rmal radiation.

Then, it was combined with another numerical tool which solves 

the combustion phenomena occurring in the Mechanical as well 

as Aerospace Engineer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rmal radiation on physical aspects in combustion processes. 

Thereafter, the experimental work was incorporated with 

numerical one for its validation.

Principal research done so far includes the gray/nongray 

radiation-affected combustion phenomena in the area of homo- 

geneous/heterogeneous ignition, laminar/turbulent reacting 

flows in combustor or furnace, spray combustion in liquid rocket 

motor, gas turbine combustion, waste incineration, ignition 

transient in solid rocket motor, subsonic/supersonic combustion 

in ramjet and scramjet engines and etc.

Based on these experiences, our research interests NOW expand 

to Inverse Heat Transfer problem regarding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Direct Simulation Monte-Carlo 

method to cover the rarefied as well as continuum flow region.

■ 연구분야

- Radiation in Complex Geometry

- DSMC(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Analysis

- Numerical Simulation of Combustion in Rocket Motor and 

Supersonic Nozzle Flow

- Evaporation and combustion of Liquid Droplet in High-Pressure 

Environment

■ 연구성과

I.Javed, S.W.Baek and K.Waheed

Evaporation characteristics of heptane droplets with the 

addition of aluminum nanoparticles at elevated temperatures

Combustion & Flame, 2012, Vol. 0, No. 0, pp. 0~0

C.H.Hwang, S.N.Lee, S.W.Baek, C.Y.Han, S.K.Kim and M.J.Yu

Effects of Catalyst Bed Failure on Thermochemical Phenomena 

for Hydrazine Monopropellant Thruster Using Ir/Al2O3 Catalysts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2012, Vol. 0, No. 

0, pp. 0~0

H.Y.Kim, S.W.Baek and S.W.Kim

Investigation of Fuel Lean Reburning Process in a 1.5MW Boiler

Applied Energy,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Exhaust Gas Bypass System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창원

-KAIST 협력사업과제

[타워형 태양열 발전 시스템 설계 및 개발] KAIST Seed Money Project

[대기 상태에 따른 전투기 IR 신호 변화 연구] LIG 넥스원-KAIST 산학협

력사업

[고효율 저공해 달성을 위한 개선된 Reburning/SNCR 기술 개발에 관

한 연구]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사업

[고효율 마이크로 열교환기의 성능 해석 및 최적화 기술 개발]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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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osite 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홍순형(shhongkaist.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임병규, 남동훈, 구민영 외 6명

석사과정  오재영, 이준호, Guo Xiaodong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3367

홈페이지 http://composite.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내의 연구실이며 주요 연

구분야는 금속복합재료, 내열복합재료, 나노복합재료, 고분자 복합재료 

분야 입니다.

■ 연구분야

금속복합재료(MMC)

미세립구조 세라믹 강화상을 이용한 고인성 내충격 금속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탄소나노튜브/금속 나노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연구

내열복합재료

차세대 로켓 추진 기관용 내열 나노금속복합재료 제조공정 및 응용 기술

재사용 가능한 우주 추진체의 열방호 기술

나노복합재료

초고용량 커패시터용 탄소나노튜브/탄소섬유 하이브리드 전극제조 및 

특성 연구

다기능성 탄소나노튜브 나노복합체의 합성 공정과 특성연구

고강성, 고탄성, 내마모 탄소나노튜브 나노복합체의 합성공정과 특성

연구

고분자 복합재료

나노유기태양전지

■ 연구성과

Gwang H. Jun, Sung H. Jin, Sung H. Park, Seokwoo. Jeon and 

Soon H. Hong

Highly dispersed carbon nanotubes in organic media for 

polymer:fullerene photovoltaic devices

Carbon, 2012, Vol. 0, No. 0, pp. 0~0

Dongju Lee, Heesub Park, Hojin Ryu, Seokwoo Jeon, Soonhyung 

Hong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C-nanowire- 

augmented tungsten composite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2012, Vol. 0, No. 0, pp. 0~0

Sung Hye Park, Sung Hwan Jin, Gwang Hoon Jun, Seokwoo 

Jeon, and Soon Hyung Hong

Enhanced Electrical Properties in Carbon Nanotube/Poly 

(3-hexylthiophene) Nanocomposites Formed Through Non- 

covalent Functionalization

Nano research, 2012, Vol. 0, No. 0, pp. 0~0

K. T. Kim, J. Eckert, G. Liu, J. M. Park, B. K. Lim, S. H. Hong

Influence of embedded-carbon nanotubes on the thermal 

properties of copper matrix nanocomposites processed by 

molecular-level mixing

Scripta Materialia, 2012, Vol. 0, No. 0, pp. 0~0

Jae Won Hwang, Chan Bin Mo, Yong Jin Jeong, Soon Hyung 

Hong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3D-Structured Field 

Emitter Using Carbon Nanotube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다기능성 탄소나노튜브 나노복합체의 합성 공정과 특성연구] 2008. 

06. 1～current

[탄소나노튜브/금속 나노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연구] 2008.04. 01.～ 

2012.03.31

[고강성, 고탄성, 내마모 탄소나노튜브 나노복합체의 합성공정과 특성

연구] 2008. 04. 01～current 

[초고용량 커패시터용 탄소나노튜브/탄소섬유 하이브리드 전극제조 및 

특성 연구] 2007. 12. 1.～current

[재사용 가능한 우주 추진체의 열방호 기술] 2008. 05. 01～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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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Photoferroelectric 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최시경(sikchoi50kaist.ac.kr)

전공분류 재료

박사과정  Ki-Min Roh, Hyun wook Kim 외 2명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4115

홈페이지 http://pfml.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연구실은 광강유전재료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저온 

self-assembly에 의한 나노 강유전체 소자 및 BT/IT에의 융합, 마이크로

펌프용 고효율 액츄에이터 개발, PRAM용 GST 결정구조 및 결정화도 

해석 분야 입니다.

■ 연구분야

저온 self-assembly에 의한 나노 강유전체 소자 및 BT/IT에의 융합

- Heteroepitaxial growth of PbTiO3 thin film/nano cell with a 

very large remanent polarization

- Scanning Probe Microscopy / Scanning Nonlinear Dielectric 

Microscopy

 

마이크로펌프용 고효율 액츄에이터 개발

- The combination of hydrothermal epitaxy and silicon based 

technology

PRAM용 GST 결정구조 및 결정화도 해석

- GST박막의 Phase Change RAM응용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J.H. Jeon, and S.K. Choi

Growth mode transition to pyramid from layer-by-layer of 

heteroepitaxial PbTiO3 islands on a(001) vicinal SrTiO3 substrate 

fabricated by hydrothermal epitaxy

Applied Physics Letters, 2007, Vol. 0, No. 0, pp. 0~0

H.J. Kim, S.K. Choi, S.H. Kang and G. H. Oh

Structural phase transitions of Ge2Sb2Te5 cells with TiN 

electrodes using a homemade W heater tip

Applied Physics Letters, 2007, Vol. 0, No. 0, pp. 0~0

R.H. Kim, W.S. Ahn, S.H. Han, and S.K.Choi

Two dimensional self-patterning of PbTiO3 on a(001) Nb-SrTiO3 

surface using atomic force microscope lithography and 

hydrothermal epitaxy

Applied Physics Letters, 2007, Vol. 0, No. 0, pp. 0~0

S.H.Han, W.S.Ahn, H.C.Lee and S.K.Choi

Ferroelectric properties of heteroepitaxial PbTiO3 and PbZr(1-x) 

Ti(x)O3 films on Nb-doped SrTiO3 fabricated by hydrothermal 

epitaxy below Curie temperature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2007, Vol. 0, No. 0, pp. 0~0

K.W.Cho, J.H.Choi, H.S.Yu, S.Y.Kweon, S.J.Yeom, N.K.Kim, 

E.S.Choi, H.J.Sun, S.K.Hong, T.W.Hong, I.H.Kim, J.I.Lee, S.C.Ur, 

Y.G.Lee, S.L.Ryu, and S.K.Choi

Pre-Annealing Effects on Al Metallization Properties in High 

Density FeRAM Device

Integrated Ferroelectrics, 20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 for testing photoinduced domain switching of 

ferroelectric ceramics using acoustic emission] May 8, 2001

[Fabrication method of heteroepitaxial thin film] Sep.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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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Functional Nanotechnology Laboratory

지도교수 전선우(jeon39kaist.ac.kr)

전공분류 재료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Lee Jinsup, Park Junyong 외 2명

석사과정  Oh Seran, Ahn Changui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3342

홈페이지 http://fdml.kaist.ac.kr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goals are exploring novel electronic and optical 

materials and employing those materials in real world 

applications. Current materials of interest are carbon based 

nanoelectronic materials and optical metamaterials. The potential 

fields of applications are flexible electronics, molecular electronics, 

artificial muscle, MEMS/NEMS microfluidic devices, novel photonic 

devices, and many others.

■ 연구분야

Our research goals are exploring novel electronic and optical 

materials and employing those materials in real world applications. 

Current materials of interest are,

Development of graphene forming methods and Graphene 

application

Our research goals are preparing high quality graphene flakes 

and applying them to electrodes and composites. Graphene is 

the thinnest known material in the universe and the strongest 

ever measured. Charge carriers of graphene exhibit gigantic 

mobility, have zero effective mass, and ballistic transport in 

micrometer scale at RT. The potential fields of applications are 

flexible electronics, energy storage materials, and many others.

 

Carbon nanotube nanoelectronic device

Carbon nanotubes have many exceptional properties such as 

electron mobility, high current capacities and subthreshold 

characteristics in single carbon nanotube. By controlling the 

growth and density(i.e. surface assisted growth) true benefit of 

CNT can be achieved. Fully aligned CNT can offer a remarkable 

platform for various device applications such as field effect 

transistors(FETs), sensors, light emitters, logic circuits, and so 

forth.

 

Fabrication of 3D nanostructures and its applications

Various 3D nanopatterning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and 

suggest functionally designed 3D structures that nature never 

provides. As 3D crystal structures in atomic scale govern basic 

material properties, the artificial 3D structures in micro- and 

nano-scale lead to new material properties such as photonic 

bandgap, negative refractive index, and transport of energy and 

fluidics. Our Proximity field nanoPatterning technique is easy 

and efficient 3D nanofabrication technique applicable to 

applications such as MEMS/NEMS microfluidic devices, novel 

photonic devices, energy devices, bio devices, and many others.

■ 연구성과

S. H. Song, K. H. Park, B. H. Kim, Y. W. Choi, G. H. Jun, D. 

J. Lee, B. -S. Kong, K. -W. Paik, and S. Jeon

Enhanced Thermal Conductivity of Epoxy-Graphene Composites 

by Using Non-Oxidized Graphene Flakes with Non-Covalent 

Functionalization

Adv. Mater,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리튬—공기 전지용 그래핀-금속산화물 나노로드 복합체 공기 전극, 그

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공기 전지] 김일두, 류원희, 전석우, 

송성호, 박용준, 대한민국 10-2012-0103733

[3차원 나노구조를 이용한 물질 고유 한계 이상의 고신축성 재료 및 

이의 제조방법] 전석우, 박준용, 대한민국 10-2012-0032794 

[유기공액고분자를 이용한 그래핀 표면 개질 방법] 전석우, 송성호, 박광

현, 공병선, 대한민국 10-2011-0101682

[탄소나노튜브/금속산화물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및 상기 복합체를 

포함하는 유기태양전지] 홍순형, 전석우, 진성환, 전광훈, 대한민국 

10-2011-0110762

[비공유 기능화된 탄소나노튜브 및 그의 제조 방법, 상기 비공유 기능

화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복합체 및 상기 복합체를 이용한 유기박

막트랜지스터] 홍순형, 전석우, 진성환, 박성혜, 전광훈, 대한민국 

10-2011-0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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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Display 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전덕영(dyj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서민원, 김동혁, 안위시 외 3명

석사과정  이용희, 장혜인 외 5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869-3377

홈페이지 http://display.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Display Materials Laboratory in KAIST. We are 

mainly researching display materials and processing technologies 

of various display devices, which are interfaces between human 

and information that is given in the form of electronic signals.

Research fields involve design of efficient phosphors for display 

and lighting devices, development of flexible large-size display 

for signage, application of phosphors into bio-technology and 

special purposes, and packaging materials for optoelectronic 

modules.

■ 연구분야

Design of efficient phosphors for display and lighting devices

Development of flexible display

Application of phosphors into bio-technology and special purposes

Packaging materials for optoelectronic modules

■ 연구성과

Byoung-Hwa Kwon, Kyoung G. Lee, Tae Jung Park, Hyunki Kim, 

Tae Jae Lee, Seok Jae Lee and Duk Young Jeon

Continuous In Situ Synthesis of ZnSe/ZnS Core/Shell Quantum 

Dots in a Microfluidic Reac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for 

Light‐Emitting Diodes

Small, 2012, Vol. 0, No. 0, pp. 0~0

D Kim, JY Han, D Lee, Y Lee, DY Jeon

Facile conversion of a cellulose acetate laminate film to graphene 

by a lamination process and post-annealing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012, Vol. 0, No. 0, pp. 0~0

Chung Sock Choi, Sung-Min Lee, Myung Sub Lim, Kyung Cheol 

Choi, Donghyuk Kim, Duk Young Jeon, Youngjo Yang, and O 

Ok Park

Improved light extraction efficiency in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with a perforated WO3 hole injection layer fabricated 

by use of colloidal lithography

Optics Express, 2012, Vol. 20, No. 0, pp. 309~317

Seong Min Lee, Donghyuk Kim, Duk Young Jeon, and Kyung 

Cheol Choi

Nanoplasmon-Enhanced Transparent Plasma Display Devices 

small, 2012, Vol. 8, No. 0, pp. 0~0

Ji Yeon Han, Won Bin Im, Ga-yeon Lee, and Duk Young Jeon

Near UV-pumped yellow-emitting Eu2+-doped Na3K(Si1-xAlx) 

8O16±d phosphor for white-emitting LED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012, Vol. 0, No. 0, pp. 8793~ 

8798

■ 프로젝트

[고내열성 LED용 신규 형광체의 개발 및 이의 열적 거동 연구] 

2011.12.31~2012.11.30 LG이노텍

[고효율 고신뢰성 Quantum Dot-Display를 위한 무해성 양자점 필름 

개발] 2011.01.01~2011.12.31 LG디스플레이

[Non-TFT 기반 대면적 digital x-ray 영상센서용 고성능 재료 개발] 

2010.10.01~2011.09.30 지식경제부

[LED용 Nano 형광체의 개발] LG이노텍 2010.10.01~2011.09.30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2010.06.01~ 2012. 

05.31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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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Laboratory 

지도교수 이정용(j.y.lee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용인, 한준희, 신승욱 외 8명

석사과정  김대운, 김지현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2303, W1-1

전    화 042-350-4216

홈페이지 http://hrtem.kaist.ac.kr

■ 실험실소개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기술은 관찰 가능한 최소 단위인 원자 

단위에서 각종 재료의 계면, 구조 및 결함을 포함한 미세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원자의 종류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연구실에

서는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의 미세구조 분

석 및 이미지 시뮬레이션, 원자 모델링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산업체 및 연구소의 프로젝트, 국가 기반 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특히, 본 연구실의 박사 졸업생 중 3명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7명이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을 이용한 전자 재료와 세

라믹 재료의 미세구조 특성 분석.

- 반도체 재료의 구조적 결함의 성질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

- 고상변환에서의 결정 계면의 원자 구조와 그 원자 구조의 역할 사이의 

관계식 설립; 반응에서의 계면 컨트롤을 포함한 원자적 프로세스 모

델링.

- TEM을 이용한 얇은 시편의 원자 단위의 이미징; 이미지 컨트라스트 

향상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광학 프로세싱 및 결정간 또는 

결정과 비결정 사이에의 프로세스 응용.

■ 연구성과

W.I. Park, J.M. Yoon, M. Park, J. Lee, S.K. Kim, J.W. Jeong, K.H. 

Kim, H.Y. Jung, S. Jeon, K.S. No, J.Y. Lee, and Y.S. Jung

Self-assembly-induced formation of high-density silicon oxide 

memristor nanostructures on graphene and metal electrodes

Nano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H.J. Jung, S.G. Yoon, S.K. Hong, and J.Y. Lee

Transparent nanoscale floating gate memory using self-assembled 

bismuth nanocrystals in Bi2Mg2/3Nb4/3O7(BMN) pyrochlore 

thin films grown at room temperature

Adv. Mater, 2012, Vol. 0, No. 0, pp. 0~0

J.M. Yoon, D.O. Shin, Y. Yin, H.K. Seo, D.W. Kim, J.H. Jin, Y.T. 

Kim, B.S. Bae, S.O. Kim, and J.Y. Lee

Fabrication of high-density In3Sb1Te2 phase-change nanoarray 

on glass-fabric reinforced flexible substrate

Nano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J.H. Lee, Y.H. Kwon, B.H. Kong, J.Y. Lee, and H.K. Cho

Biepitaxial growth of high-quality semiconducting NiO thin films 

on(0001) Al2O3 substrates: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s 

and electrical properties

Cryst. Growth Des, 2012, Vol. 0, No. 0, pp. 0~0

C.S. Kim, J.Y. Lee, and Y.T. Kim

Atomic crystal structure of ordered In3Sb1Te2 ternary alloy 

studied by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ppl. Phy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Graphene 액상 셀을 이용한 액체 내 여러 반응들의 실시간 분석] 

Grapene을 이용한 Artificial layered materials의 합성

[고효율 나노 구조체 열전 재료의 합성 및 미세구조와 열전 성능의 특성 

관계 연구] 열전 재료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변환되는 

소재로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폐에너지의 유효 활용 문제 등 향후 에너

지원 고갈에 대한 대안으로써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고신뢰성 투명 플렉서블 산화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개발] ZnO 기반

의 고신뢰성 산화물 반도체의 성장 및 미세구조와 산화물 반도체의 전기

적 특성 관계 규명

[상변화 메모리(PRAM) 개발을 위한 상변화 물질의 결정화 거동 연구] 

열에의해 비정질과 결정질 상태를 오가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한 PRAM

의 특성을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상변화가 일어나는지 규명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 및 특성평가 - 범용원소를 이용한 Cu2ZnSnS4 

(CZTS) 화합물] CZTS 광흡수층 박막 합성, 특성 평가 및 합성시 결정학

적 거동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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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Flexible and Nano-bio-energy Device Laboratory

지도교수 이건재(keonlee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Park Kwi IL, Kim Seung Jun 외 7명

석사과정  Son Jung Hwan, Lee Hyun Soo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1 4306

전    화 042-350-3343

홈페이지 http://fand.kaist.ac.kr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goal of FAND group is to develop the flexible 

electronic systems using high performance nanomaterials and 

soft lithographic approaches. This flexible technology could 

provide interesting opportunities for printable electronics such 

as flexible displays, artificial skins, biosensors, roll-up communication, 

and biomedical applications for human body integration. Our 

laboratory is also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flexible energy 

systems such as self-powered nanogenerator and batteries for 

not only operating the mobile consumer electronics but also 

converting the tiny movements of human body(such as heart 

beats and blood flow) into electricity. Our studies are also 

interested in developing new flexible nanomaterials using laser 

material interaction such as excimer or solid state laser in the 

application fields of 3D IC, nanomaterial research, localized high 

temperature crystallization and thermal annealing that are 

compatible with flexible substrates.

Another research aim of our group is to develop the semi- 

conductor nano-transistors utilizing advanced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technology and three dimensional device 

architectures. Innovative device structures, new materials and 

process are investiga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MOSFETs. Finally, integrating state-of-art nanodevice technologies 

into flexible electronic systems allows to open new fusion 

applications in the field of IT, health, and nano-bio technologies. 

■ 연구분야

- Flexible Energy Harvesting/Storage Systems

- Flexible GaN LED

- Flexible Memery

- Flexible Electronics

- Laser Crystallization Technology

- BioChip & Bio-IT Fusion Tech

- New Soft Lithography Technique

- Next Generation Nano Transistors

■ 연구성과

M. Koo, K.-I. Park, S. H. Lee, M. Suh, D. Jeon, J. Choi, K. Kang, 

K. Lee

Bendable Inorganic Thin-Film Battery for Fully Flexible Electronic 

Systems

Nano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S. Hwang, J. Lee, S. Kim, J. Park. C. Ahn, K. Lee, T. Lee, S. 

Kim

Flexible Multilevel Resistive Memory with Controlled Charge 

Trap B- and N-Doped Carbon Nanotubes

Nano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s and Devices for Fabricating and Assembling Printable 

Semiconductor Elements] Korea 10-2007-0037484(Pub Apr, 

2007)

[Decal Transfer Lithodgraphy] Korea 10-2005-0052480(Jun 

2005)

[Printable Semiconductor Structures and Related Methods of 

Making and Assembling] Korea 10-2008-7000080(Pub:Feb 

2008)

[Pattern Transfer Printing by Kinetic Control of Adhesion to an 

Elastomeric Stamp] Korea 10-0798431(Issued J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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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Packaging and Interconnect Laboratory

지도교수 백경욱(kwpaik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Lee Ki Won, Kim Tae wan

석사과정  Kim il, Park Yong Sung 외 7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3335

홈페이지 http://npil.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나노패키징, 접속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Conductive adhesives for 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Nano-fiber ACF, Flip chip assembly using solder bumps, 3D 

through- silicon-via(TSV) interconnection technology, High 

thermo/electro-conductive metal nanowire/polymer composite 

materials입니다.

■ 연구분야

Conductive adhesives for 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 Anisotropic conductive film(ACF) development for LCD driver 

IC interconnection

- Development of conductive adhesive materials(ACF/ACA/ 

NCF/NCA) for COB, COG, COF, FOG, FOB applications

- Process development and reliability evaluation

- Ultrasonic bonding for ACF interconnection

- Development of wafer level packages using conductive 

adhesives

- Fine pitch 2-metal layer chip-on-flex(COF) packaging 

Nano-fiber ACF

Flip chip assembly using solder bumps

- Flip chip UBM/solder bumping and interface study

- Development of process and materials for Pb-free solder flip 

chip interconnection

- Reliability evaluation of Pb-free solder flip chip interconnection

- Fine pitch flip chip interconnection using Cu column/Solder 

double bumps

3D through-silicon-via(TSV) interconnec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non-conductive adhesive for 3D TSV 

interconnection

- Development of wafer-level bonding process for chip-stacking 

using NCF

- Reliability evaluation of fine-pitch Cu/Sn-Ag double bump 

interconnection

  High thermo/electro-conductive metal nanowire/polymer 

composite materials

- Development of high conducting NCF with magnetic-field 

oriented Cu/Ni nano-wire

■ 연구성과

Kim, Il, Jang, Kyung-Woon Son, Ho-Young, Kim, Jae-Han, Paik, 

Kyung-Wook

Wafer-Level Packages Using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s(ACAs) Solution for Flip-Chip Interconnections

IEEE TRANSACTIONS ON COMPONENTS PACKAG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2011, Vol. 1, No. 5, pp. 

792~797

Kyoung-Lim Suk, Ho-Young Son, Chang-Kyu Chung, Joong Do 

Kim, Jin-Woo Lee, Kyung-Wook Paik

Flexible Chip-on-Flex(COF) and embedded Chip-in-Flex(CIF) 

packages by applying wafer level package(WLP) technology 

using anisotropic conductive films(ACFs)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2012, Vol. 0, No. 52, pp. 225~234

■ 프로젝트

[카메라 모듈용 solder ACF 개발 및 초음파 접합용 장치 개발](엘지이노

텍(주)연구소) 2010.12~2012.11

[Cu/SnAg 더블 범프 플립칩 개발을 통한 Cu/SnAg 범핑사업 지원] 

(한국부품소자산업진흥원) 2006.5~2007.4

[미세 피치 3D-TSV 전기 접속 및 신뢰성 연구](삼성전자(주)) 2010.9~

[TSV(Through Silicon Via)용 전도접착제 개발]((주)케이씨씨) 2010.3~ 

2013.2

[충청권 패키징산업 육성사업](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2011.5~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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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Laboratory of Optical Materials & Coating

지도교수 배병수(bsbae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Hyung Jin Park, Jin-Suk Seo 외 3명

석사과정  Hyeon Gyun Im, Na Ree Kim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5119

홈페이지 http://www.sol-gel.net/lomc

■ 실험실소개

The Laboratory of Optical Materials and Coating(LOMC) is the 

university laboratory directed by Prof. Byeong-Soo Bae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located 

in Daejeon, Korea. The LOMC has a mission to conduct research 

and education in sol-gel based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in optics and displays as well as for 

achieving academic excellence. The major research is to develop 

the sol-gel synthesized oligosiloxane based nano-hybrid 

materials(Hybrimers) as the new unique optical dielectric materials 

to be used in many applications for optics, displays, and others. 

Also, we are developing the sol-gel processed semiconducting 

oxide and sulfide films to be used in TFT and solar cells. The 

LOMC is proud of leading group in the areas of sol-gel research 

and optical materials in Korea.

Currently, we have been developing the thermally stable high 

refractive index LED encapsulant, high gas barrier coating for 

organic devices, and the transparent glass-fabric reinforced 

composite flexible film substrate using the hybrimer technology. 

Also, we have reported low temperature annealed solution- 

processed oxide TFTs to be applicable in LCD and AMOLED 

displays.

The LOMC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many industries such 

as an alliance, the collaboration, the sample supply etc. They 

include Samsung Electronics, LG Displays, LG Electronics, KCC, 

Kolon, Samsung SDI, LMS, Hans Biomed etc. 

■ 연구분야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Sol-Gel Hybrid Materials(Hybrimers)

- Synthesis and Curing of Organo-Oligosiloxane Resins

- Thermally stable LED encapsulation

- Plastic/flexible substrates for displays and solar cells

- Spectral converter for solid-state dye laser and LED

- Barrier/dielectric coating in electronic and optical devices

- Li battery/DSSC electrolytes

- Micro-Optics & Low-Temperature Processed PDP

Printable Solution Processed Sol-Gel TFT and Solar Cell

- Solution processed sol-gel oxide TFT for driving LCD/OLED

- Precursor solution processed CIGS solar cell

■ 연구성과

S.-Y, Kwak, N. R. Kim, and B.-S. Bae

High Color Rendering White LED Based on Dye-Bridged Siloxane 

Hybrid Encapsulation Mixed with Silicate Phosphor

IMID Proc, 2012, Vol. 0, No. 0, pp. 0~0

S. C. Yang, J. H. Jin, S.-Y. Kwak, and B.-S. Bae

Photo-Curable Transparent Cyclo-Aliphatic Epoxy Hybrid Materials 

Cross-linked by Oxetane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2012, Vol. 0, No. 0, pp. 

0~0

J.-Y. Bae, D.S. Lim, H.-G. Yun, M. Kim, J. H. Jin, and B.-S. Bae

A quasi-solid-state dye-sensitized solar cell based on sol-gel 

derived in situ gelation of a siloxane hybrid electrolyte

RSC Advances, 2012, Vol. 0, No. 0, pp. 0~0

J.-S. Seo, J.-H. Jeon, Y. H. Hwang, M. K. Ryu, S.-H. K. Park, 

and B.-S. Bae

Novel Aqueous Solution Processed Fluorine-doped Indium Zinc 

Oxide(F-IZO) Thin-Film Transistors Fabricated at 200℃

IMID Proc, 2012, Vol. 0, No. 0, pp. 0~0

Y. H. Hwang, J.-S. Seo, Y. Y. Nam, M. K. Ryu, S.-H. K. Park, 

and B.-S. Bae

Low Temperature Fabrication of Aqueous Solution Processed 

Flexible Indium Oxide Transparent Thin-Film Transistors on a 

Plastic Substrate

IMID Proc,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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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dvanced Bio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박찬범(parkcbkaist.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Sook Hee Ku, Dong Heon Nam 외 2명

석사과정  Jong Wan Ko, Hwa Young Lee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340

홈페이지 http://biomaterials.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paradigm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s on the 

verge of a significant transition in this early 21st centu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rend can be summarized as the 

increased importanc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he 

convergence of multiple areas. For example, during the past 

decades, biomaterials had been studied mostly for medical 

applications, such as new pharmaceuticals,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due to their excellent biocompatibilities. 

Nowadays, biomaterials further expand their boundaries to 

various functionalities, including electronics and energy devices. 

Our research group focuses on the creation of new biomaterials 

by the hybridization of bio-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In 

particular, we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biomaterials through the inspiration from nature. Biological 

systems in nature have solved the problem of designing and 

synthesizing functional materials with novel nanostructures 

through the evolution over millions of years. The coupling of 

biological inspiration with nano-scale design can lead to enhanced 

performance and materials properties for evermore demanding 

applications. Recently, our research group has succeeded in the 

development of novel biomaterials through the inspirations from 

natural photosynthesis, self-assembly, and mussel adhesion, as 

described below in detail. We have demonstrated that bio-inspired 

materials are suitable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solar 

chemical synthesis, renewable energy, biosensing, biocatalysis, 

tissue engineering, high-throughput screening, and rechargeable 

lithium ion batteries.

■ 연구분야

Artificial Photosynthesis in Biocatalytic Assemblies

- R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of quantum dot-sensitized 

TiO2 nanotube arrays for biomimetic photosynthesis

- Self-assembled peptide nanotubes for mimicking natural 

photosynthesis

-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for Electrochemical 

Biocatalysis

Self-Assembled Peptide Nanomaterials

- Multi-Factorial Studies on Amyloid Aggregation and Its 

Inhibition

- Synthesis of Functional Nanomaterials through Inspiration from 

Amyloid Diseases

Hybrid Materials for Biosensors & Biochips

- Synthesis of Nanomaterials for Efficient Biosensing Platforms

- Sol-Gel Hybrid Materials for Biosensors and Biochips

Bio-Inspired Mineralization and Tissue Engineering

- Universal Route to Bone Hydroxyapatite Crystallization Inspired 

by Mussel Adhesion

- Mussel-Inspired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for Tissue 

Engineering

■ 연구성과

Artificial Photosynthesis in Biocatalytic Assemblies

Self-assembled light-harvesting peptide nanotubes for mimicking 

natural photosynthesis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2012, Vol. 0, No. 0, 

pp. 0~0

J. S. Lee, I. Yoon, J. Kim, H. Ihee, B. Kim, C. B. Park

Semiconducting peptide nanowires self-assembled in vapor 

phase.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201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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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and Functional 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박중근(jkpark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김태형, 이완희 외 3명

석사과정  Ashraf Ali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323

홈페이지 http://nano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나노 물질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Ultra Fine 

Steel, Shape Memory Alloy, Magnetic Thin Films, Computer 

Simulation, Equal Channel Angular Extrusion Processing 입니다.

■ 연구분야

Ultra Fine Steel

- Gleeble uniaxial compression test

- FEM simulation

Shape Memory Alloy

Shape memory alloys are unique kind of materials that recovers 

the applied deformation either by heating or simply by un- stressing. 

These peculiar phenomena are known as shape memory and super- 

elasticity. Both of these are the result of thermoelastic martensitic 

transformation.

Magnetic Thin Films

Magnetic recording media: microstructure and magnetic pro- 

perties; magnetic domain structure; magnetization reversal 

mechanism; Lorentz TEM; Electron Holography; Giant magnetore- 

sistance: interface structure and spin dependent scattering; 

Surface stress and surface structure

Computer Simulation

Grain size and texture in thin film strongly influence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in film. 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of thin film are thus 

important to develop new materials for electronic, magnetic, 

mechanical applications. Over the past year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simulate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in film 

grain growth in the various modeling systems particularly using Monte 

Carlo and molecular dynamics methods.

Equal Channel Angular Extrusion Processing

We are working on designing and processing of an ultra-fine 

grained Commercially Pure(CP) -Ti for biomedical application 

through the optimization of Equal Channel Angular Extrusion 

(ECAE) processing. We investigate the deformation behavior of 

CP-Ti during ECAE using FEM simulation. We investigate the 

mechanisms of grain refinement and of texture formation in 

ECAE processing. We investigate the biocompatibility of ultra-fine 

grained CP-Ti. We assembled in-situ resistivity-temperature 

measurement apparatus to monitor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during continuous cooling. We are working on the thermo- 

mechanical processing of advanced steels with an objective of 

producing ultra-fine grained steels using dynamic transformation 

phenomena.

■ 연구성과

R. Arockiakumar and J.K. Park

Superelastic behavior of ultrafine-grain-structured Ti-35 wt%Nb 

alloy fabricated by equal-channel angular extrusion

Philosophical Magazine Letters, 2011, Vol. 0, No. 0, pp. 0~0

J.H.Chung, J.K. Park, T.H.Kim, K.H.Kim, S.Y. Ok

Study of deformation-induced phase transformation in plain low 

carbon steel at low strain rate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2010, Vol. 0, No. 0, pp. 

0~0

D.Q. Peng, T.H. Kim, J.H. Chung, J.K. Park

Development of nitride-layer of AISI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during high-temperature ammonia gas-nitriding

Applied Surface Science,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고강도, 고연성의 내열 구조용 감마계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합금 및 

그 제조 방법] 대한민국특허 제0209305호, 1999.4.

[양표면이 유백색과 흑회색의 서로 다른 양극산화피막색상을 갖는 알루

미늄합금 클 래드 판재 및 그 제조방법] 대한민국 특허 제0204137호, 

1999.3.

[FePt 자기기록 미디아 박막제조용 CrTi 하지막의 제조방법] 출원일자: 

2007.5.10, 출원번호: 10-2007-00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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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olid State Device Laboratory

지도교수 박종욱(copskaist.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허연혁, 김영선, 이인건 외 2명

석사과정  구본철, 정미경, 김성완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869-4218

홈페이지 http://mse.kaist.ac.kr/~copark

■ 실험실소개

우리 실험실의 철학은 석사과정에서의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박사과정 

중 산업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전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성공 

시 독립된 젊은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 테마는 주로 고온화학(High temperature 

chemistry)의 이론, 예를 들면, 열역학, 고체 전해질, 흡착, 고체(반도

체) 물리 등을 이용한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주제로서 고체 화학센서나 

연료전지, battery와 관련된 재료가 핵심기술에 속하는 연구 분야입니

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이론의 확고한 지식이 

요구되며 이는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지식 발전정도를 체크해 가며 

OJT(On the Job Training) 형식으로 가르치고 관련내용을 공부하게 

하여 졸업 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프로 전문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 연구분야

Potentiometric Type NOx Sensor For Automotive Exhaust Gas

- NOx Measurement

- NOx decomposition catalysis

- Sensing characteristic of new sensor

CO2 Sensor

H2 Sensor

Corrosion Protection System

CAOS Sensor

- 공기 중에 존재하는 각종 가스의 종류나 양을 전기적 신호로 출력시켜 

주는 소자

- 감지가스 종류 : 냄새류(담배연기, 음식물 등)

- 폭발성 가스(LNG, LPG 등)

- 독성 가스(CO, NOX, H2S, NH3 등)

- 센서 종류 :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후막형 가스 센서

CIOS Sensor

■ 연구성과

C. O. Park and N. Miura

Absolute potential analysis of the mixed potential occuring at 

the oxide/YSZ electrode at high temperature in NOx-containing 

air

Sensors and Actuators B, 2006, Vol. 0, No. 0, pp. 0~0

H. S. Hong, J. W. Kim, S. J. Jung and C. O. Park

Suppression of NO and SO2 cross-sensitivity in electrochemical 

CO2 sensors with filter layers

Sensors and Actuators B, 2006, Vol. 0, No. 0, pp. 0~0

S. C. Jeoung, H. S. Kim, M. I. Park, J. G. Lee, C. S. Kim and 

C. O. Park

Preparation of Room-Temperature Photoluminescent Nanoparticles 

by Ultra Laser Processing of Single-Crystalline Ge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a, 2005,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미세 패턴 형성에 의한 저온 발화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브릿지형 착화

기] 최성호, 장유진, 이계남

[가스센서 소자의 패키징 구조와 패키징 방법] 박종욱

[High Energy I/I & Grooved Poly-Si 이용 SCB(Semiconductor 

Bridge) 제조 공정] 이계남,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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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Spintronics Lab

지도교수 박병국(bgpark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Oh Young-Wan, Kim Dong-Ju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330

홈페이지 http://nanospin.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interest of our Lab. is to develop novel electronic devices 

and systems utilizing electron’s spin, so-called Spintronics and 

to understand underlying physics of magnetic nanomaterials. 

The spintronics is a newly emerged research field which hold 

promise to have interesting opportunities for applications in 

various types of Magnetic memories, Sensors, Energy conversion, 

and Bio-related technology.

■ 연구분야

Semiconductor Spintronic devices

As the silicon technology is reaching a physical limit by using 

smaller and smaller transistors in next several years, new 

principles of device operation would be needed. One of the 

alternatives is using spin in transistors instead of charge so-called 

spin transistor where the spin transport between a source and 

a drain is modulated by a gate voltage. Our interest is to develop 

a way to generate sufficient electron spins in semiconductor for 

practical application and to exploit only spin current in the 

transistor for lower power consumption.

Antiferromagnetic Spintronics

Spin-valve structures used in modern HDD read heads and 

MRAM comprise two ferromagnetic electrodes whose relative 

magnetization orientation determines the magnetoresistance 

(MR). We have recently demonstrated a large MR in a tunnel 

junction with a single ferromagnet which has huge advantages 

for a higher density HDD as the resistance can be controlled 

without degradation of MR. In addition, this structure enable 

one to utilize antiferromagnet in spintronic devices, which 

results in spintronic element whose transport is governed by 

antiferromangetic IrMn.

Multiferroic system and energy conversion

As the fuel piece is increased, the new source of energy is being 

investigated intensively in many systems, so-called energy 

harvesting or energy transformation. Recently, in the magnetic 

system, the thermal energy can be transformed to spin energy, 

resulting in generation of spin current in ferromagnet and also 

insulators. Our interest is to develop the system where the spin 

energy can be efficiently generated by thermal or mechanical 

energy. This would make one to operate spintronic device such 

as MRAM or sensors by dissipated heat.

■ 연구성과

X. Marti, B. G. Park, J. Wunderlich, H.Reichlova, Y. Kurosaki, 

M. Yamada, H. Yamamoto, A. Nishide, J. Hayakawa, H. Takahashi, 

and T. Jungwirth

Electrical measurement of antiferromagnetic moments in 

exchange-coupled IrMn/NiFe stacks

Phys. Rev, 2012, Vol. 0, No. 0, pp. 0~0

B. G. Park, J. Wunderlich, X. Marti, V. Holy, Y. Kurosaki, M. 

Yamada, H. Yamamoto, A. Nishide, J. Hayakawa, H. Takahashi, 

A. B. Shick, and T. Jungwirth

A spin-valve like magnetoresistance of an antiferromagnet 

based tunnel junction

Nature Materials, 2011, Vol. 0, No. 0, pp. 0~0

J. Wunderlich, B. G. Park, A. C. Irvine, L. P. Zarbo, E. Rozkotova, 

P. Nemec, V. Novak, J. Sinova, T. Jungwirth

Spin Hall effect transistor

Science 300,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agnetoresistive device] filed in EU, USA, Korea, Japan(2008)

[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filed in Korea and US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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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Electronic and Optical 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노광수(ksno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Jaesung Youn, Sehoon Oh, Yoonyoung Choi 외 6명

석사과정  Sangjoon Kim, Dongjun Li, Haemin Paik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4116

홈페이지 http://mse.kaist.ac.kr/~eomlab

■ 실험실소개

 Electronic & Optical Materials Laboratory was established in 

1988 and has become one of the top leading research groups 

in Korea. The present research topics include flexible polyme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systems; ferroelectric nanostructures; 

piezoelectric arrays for tactile simulators; SPM characterization 

of nano size ferroelectric domains;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ies(PRAMs); and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We 

also study and install the water harvesting systems for remote 

villages in rain forest.

■ 연구분야

Energy Harvesting

- Flexible polyme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systems

Ferroelectric Nanostructures

- SPM characterization of nano size ferroelectric domains

- Fabrication of ceramic and polymer ferroelectric 

nanostructures and applications to IT and energy harvesting 

systems

Tactile Simulators

- Piezoelectric arrays for tactile simulators

Superconductor

- Fabrication and applications of high temperature bulk 

superconductors

PRAM

- Introduction of Non-Volatile Memory

- Operation Principle of PRAM

Water Harvesting

- Rain and spring water harvesting for remote villages in the 

rain forest

■ 연구성과

Hye Jin Kim, Woo Seok Yang, and Kwangsoo No

Improvement of low-frequency characteristics of piezoelectric 

speakers based on acoustic diaphragms

IEEE Tran. Ultrason, 2012, Vol. 0, No. 0, pp. 0~0

Hyunwoo Choi, Jongin Hong, and Kwangsoo No

Local surface potential distribution and its relaxation in 

ferroelectric poly(vinylidenefluoride-co-trifluoroethylene) thin 

films

Appl. Phys. Lett., 2012, Vol. 0, No. 0, pp. 0~0

Jaesung Yoon, Sangjoon Kim, and Kwangsoo No

Highly ordered and well aligned TiN nanotube arrays fabricated 

via template-assisted atomic layer deposition

Mater, 2012, Vol. 0, No. 0, pp. 0~0

Sehoon Oh, Yeontae Kim, Yoon-Young Choi, Dongjin Kim, 

Hyunwoo Choi and Kwangsoo No

Fabrication of Vertically Well-Aligned P(VDF-TrFE) Nanorod 

Arrays

Advanced Materials, 2012, Vol. 0, No. 0, pp. 0~0

Won Jun Lee, Ju Min Lee, Saji Thomas Kochuveedu, Tae Hee 

Han, Hu Young Jeong, Moonkyu Park, Je Moon Yun, Joon 

Kwon, Kwangsoo No, Dong Ha Kim, and Sang Ouk Kim

Biomineralized N-Doped CNT/TiO2 Core/Shell Nanowires for 

Visible Light Photocatalysis

ACS Nano,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강유전 고분자 박막을 이용핚 정보 저장 매체 및 그 제조방법] Data 

Storage Device Using Ferroelectric Polymer Thin Film and 

Method of Manufacturing for the Same.

[고전력 도를 가지는 에너지 수확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Energy 

Harvesting Device with High Power Density and Method of 

Manufacturing for the Same.

[아세트산납이 내부에 충진된 이산화티탄 나노튜브, 이산화티탄 나노튜

브 내부에 아세트산납을 충진하는 방법 및 강유전체 나노튜브 소자 제조

방법] TiO2 Nanotubes Filled with Lead acetate, Method for 

Filling TiO2 Nanotubes with Lead acetat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Ferroelectric Nanotube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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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Laboratory for Nanostructured Biointerfaces

지도교수 남윤성(yoonsung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김지선, 이정유

석사과정  홍철암, 최형석, 조상덕 외 8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응용공학동 5404

전    화 042-350-3311

홈페이지 http://bama.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생물과 관련하여 나노구조체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주요 분야는 NATURE-INSPIRED DESIGN OF MATERIALS, NUCLEIC 

ACID NANOTECHNOLOGY, Nano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DESIGN AND SYNTHESIS OF FUNCTIONAL POLY- 

MERS, NANO/MICRO FABRICATION, IN VIVO BIOIMAGING AND 

THERAPEUTICS입니다.

■ 연구분야

NATURE-INSPIRED DESIGN OF MATERIALS

- Biomimetic Synthesis of Inorganic and Organic-inorganic 

Hybrid Materials

- Advanced Phage Display for Self-assembly of Molecules and 

Materials

NUCLEIC ACID NANOTECHNOLOGY

- DNA Origami for Exciton Control

- Small Interfering RNA(siRNA) Nanostructures

Nano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 Photocatalytic Water Splitting for Hydrogen Evolution

DESIGN AND SYNTHESIS OF FUNCTIONAL POLYMERS

- Reactive Oxygen Species(ROS) Sensitive Degradable Polymers

- Biomimetic Functional Block Copolymers

NANO/MICRO FABRICATION

- Microfluidics for Emulsion Fabrication and Biological 

Applications

- Biomineralization Using Electrospun Polymer Nanofibers

IN VIVO BIOIMAGING AND THERAPEUTICS

- Identification and Applications of Tumor-specific Aptamers

- Cancer Theranostics for Personalized Medication

■ 연구성과

Son H.Y., Ryu J.J., Lee H., Nam Y.S.

Silver-polydopamine Hybrid Coatings of Electrospun Poly(vinyl- 

alcohol) Nanofibers 

Macromolecular Materials & Engineering, 2012, Vol. 0, No. 0, 

pp. 0~0

Lee J.Y., LeeS.H., Oh M.H., Kim J.S., Park T.G., Nam Y.S

Prolonged Gene Silencing by siRNA/chitosan-g-deoxycholic acid 

Polyplexes Loaded within Biodegradable Polymer Nanoparticles

J. Controlled Release, 2012, Vol. 0, No. 0, pp. 0~0

Kim J.S., Kim T.G., Kong W.H., Park T.G., Nam Y.S.

Thermally Controlled Wettability of Nanoporous Membrane 

Grafted with Catechol-tethered Poly(N-isopropylacrylamide)

Chem. Comm., 2012, Vol. 0, No. 0, pp. 0~0

Lee Y., Kim J., Yun D.S., Nam Y.S., Shao-Horn Y., Belcher A.M.

Virus-templated Au and Au–Pt Core–shell Nanowires and Their 

Electrocatalytic Activities for Fuel Cell Applications 

Energy Environ. Sci, 2012, Vol. 0, No. 0, pp. 0~0

Reductively Dissociable siRNA-Polymer Hybrid Nanogels for 

Efficient Targeted Gene Silencing 

Hong C.A., Kim J.S., Lee S.H., Kong W.H., Park T.G., Mok H., 

Nam Y.S

Adv. Func. Mater,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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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oft Nano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김상욱(sangouk.kim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Moon Hyoung Seok, Hwang Jin Ok, Lee Won Jun 외 10명

석사과정  Atta Ul Haq, Choi Young Joo, Lee Kyung Eun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339

홈페이지 http://snml.kaist.ac.kr

■ 실험실소개

Soft Nanomaterials Laboratory(SNML) is the research group led 

by professor Sang Ouk Kim. SNML wa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at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ugust 2004. 

Our group actively explores Block copolymer nanolithography, Carbon 

Nanotubes & Graphene, and organic solar cells & LEDs 

■ 연구분야

Block Copolymer Nanolithography

Block copolymer nanolithography is an emerging nanolithographic 

process utilizing self-assembled nanoscale morphologies of block 

copolymers, and can provide well-ordered device-oriented 

nanostructures by directed assembly techniques such as epitaxial 

self-assembly or graphoepitaxy. Block copolymer nanopattern is 

an ideal template to assemble functional nanomaterials into 

device. We are developing novel strategies to direct block 

copolymer self-assembly, and utilizing block copolymer templates 

in nanoelectronics, photonics and energy devices.

Carbon Nanotubes and Graphene

Since the first discovery of fullerene in 1985, graphitic carbon 

materials including fullerene, carbon nanotubes(CNTs), and 

graphene have been of central research interest in the materials 

science. Owing to the ideal two-dimensional crystalline nature, 

graphitic carbon materials synergistically combine the low density 

and mechanical flexibility of organic materials with the high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ong chemical/thermal resistance 

of inorganic materials. Moreover, their electro- conductivity is 

tunable over a broad range with doping, chirality, graphitic layer 

number or lateral dimension. Such fascinating material properties 

along with the molecular scale dimensions render graphitic 

materials to be promising building blocks for next generation 

electronics, displays, sensors, energy conversion/ storage and so 

on.

Organic Solar Cells and Light-Emitting Diodes

Organic semiconductor-based optoelectronic devices such as 

organic solar cells(OSCs) and organic light-emitting 

diodes(OLED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of 

their cost-effective and solution-based fabrication process over 

a large area, as well as light-weight, chemically tunable 

optoelectronic properties, and mechanical flexibility. Our research 

group is exploiting various innovative strategies to introduce 

various nanomaterials to demonstrate the full potential of the 

opto- electronic devices

Bionanofabrication

Inspired by nature’s strategies in assembly and formation of 

biological system, we are fabricating unique nanostructures. 

Bio-nanofabrications have various advantages; mild condition for 

self assembly(i.e. ambient temperature and normal pressure), 

fast reaction time, well-controlled morphology. Particularly in 

bio-nanofabrication, peptides and DNA are excellent building 

blocks for self-assembly system. We have been investigating the 

new self assembled structures of the biomolecules

■ 연구성과

J. M. Yoon, D. O. Shin, Y. Yin, H. K Seo, D. Kim, Y. I. Kim, 

J. H. Jin, Y. T. Kim, B. S. Bae, S. O. Kim, and J. Y. Lee 

Fabrication of high-density In3Sb1Te2 phase change nanoarray 

on glass-fabric reinforced flexible substrate

Nano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Sulfonated Poly(Arylene Sulfone), Crosslinked Material Thereof, 

Clay Nanocomposite Including The Same, And Fuel Cell Including 

The Same] Yeong-Suk Choi, Sang-Ouk Kim, Sun-Hwa Lee, 

Won-Jun 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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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rrosion and Energy Storage Materials Laboratory 

지도교수 권혁상(hskwonkaist.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오꽃님, 윤주영, 김민중 외 7명

석사과정  홍경식, 김영준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응용공학동 2414호

전    화 042-350-3326

홈페이지 http://corrosion.kaist.ac.kr

■ 실험실소개

부식은 금속재료가 접촉환경과 반응하여 변질 및 파괴되는 현상으로, 

부식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은 국가 GNP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모가 200~250억 US $ 에 달한다. 

특히 산업화의 역사가 30~40 년 이상 길어지면서 화학,석유화학,발전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해 부식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부식이 

발생할 경우 발전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경제성 손실 뿐 아니라 유해물

질의 유출로 인해 환경오염, 더 크게는 인명피해까지 야기 할 수있다. 

KAIST 부식 및 표면 처리 실험실은 이러한 부식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부식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1984년 KAIST 재료공학과에 설

립되었다. 현재는 리튬계 2차 전지 전극재료에 대한 개발 및 평가와 

연료전지의 전극 재료 및 수소 발생 촉매에 대해서도 연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수용액 중 각종 합금의 부식속도 측정

- ASTM A262(Huey Test)

- ASTM G36(응력부식실험)

- ASTM G48(핏팅 및 틈부식 실험)

- NACE TM 01-77(황화물 유기 응력부식실험)

- 고온 고압 분위기에서 재료의 부식 거동 조사

- 리튬계 2차 전지 전극재료에 대한 개발 및 평가

- 연료전지의 전극 재료 및 수소 발생 촉매

■ 연구성과

MinJoong Kim, KwangSup Eom, JaeYoung Kwon, EunAe Cho, 

HyukSang Kwon

On-board hydrogen production by hydrolysis from designed Al-Cu 

alloys and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to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Journal of Power Sources, 2012, Vol. 0, No. 0, pp. 0~0

Won-Hee Ryu, Do-Hwan Nam, Yoo-Sung Ko, Ryoung-Hee Kim, 

Hyuk-Sang Kw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 smooth and highly ordered 

TiO2 nanotube electrode for Li ion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2012, Vol. 0, No. 0, pp. 0~0

Yong-Mook Kang, Yong-Il Kim, Min-Wook Oh, Ri-Zhu Yin, 

Youngmin Lee, Dong-Wook Han, Hyuk-Sang Kwon, Jung Ho Kim 

and Ganpati Ramanath

Structurally stabilized olivine lithium phosphate cathodes with 

enhanc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through Fe doping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2011, Vol. 0, No. 0, pp. 0~0

Do-Hwan Nam, Ryoung-Hee Kim, Cho-Long Lee and Hyuk-Sang 

Kwon

Highly Reversible Sn-Co Alloy Anode Using Porous Cu Foam 

Substrate for Li-Ion Batteri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2012, Vol. 0, No. 0, pp. 

0~0

Won-Keun Kim, Dong-Wook Han, Won-Hee Ryu, Sung-Jin Lim, 

Hyuk-Sang Kwon

Al2O3 coating on LiMn2O4 by electrostatic attraction forces and 

its effects on the high temperature cyclic performance

Electrochimica Acta,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STS강 내식성에 미치는 비금속 개재물의 정량적 영향 분석] 2006. 

06. 01~2007. 05. 31 POSCO

[고질소 내식강의 내식특성 연구] KIMM, 한국기계연구원

[스테인리스강의 부동태 특성에 미치는 합급 원소의 영향] POSCO

[보로하이드계 수소화물을 이용한 수소저장 및 발생기술 개발] 과학기

술부 수소에너지 사업단

[반도체 생산공정 gas cylinder용 부동태 피막 개발]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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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Materials Simulation&Fabrication Lab

지도교수 강정구(jeungku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Cheolock Song, Yeob Lee 외 8명

석사과정  Suyeon Lee, Hwaseob choi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1 2431

전    화 042-350-3338

홈페이지 http://nanosf.kaist.ac.kr

■ 실험실소개

Designing new materials and optimizing its process based on 

quantum mechanics, molecular dynamics and statistical mechanics 

is called ‘First-principle Design”.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ccording to First-principle Design sounds unrealistic just a decade 

ago. But nowadays, as computational power rapidly increases, 

first-principle simulation became important aid of experiment 

and the only tool for observing unknown nano-scale phenomena. 

First-principle simulation gives us electron scale energy information, 

so we can predict atomic scale reaction. Furthermore we can 

reveal physical, chemical reaction mechanisms that are hard to 

find out by classical methods. Also we can save time and expanse 

for developing new material by using first-principle simulation 

before experiment.

■ 연구분야

- Artificial Photosynthesis for Regeneration of Sustainable Fuel 

from CO2 and H20 Using Solar Energy

- Development of Hybrid Concept in Solar Cells

- Storage of Hydrogen & Carbon Dioxide gas

- New Multiscale Simulation Method

■ 연구성과

Jeung Ku Kang

Extremely stable cycling of ultra-thin V2O5 nanowire-graphene 

electrodes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cathodes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2012, Vol. 0, No. 0, pp. 0~0

Jeung Ku Kang

Fabrication of heterogeneous exposed core - shell catalyst array 

using the space specificity of an embodied micelle and their 

application to a high performance photocatalyst

Chemical Communications, 2012, Vol. 0, No. 0, pp. 0~0

Jeung Ku Kang

Intrinsically low-resistance carbon nanotube-metal contacts 

mediated by topological defect

MRS communications, 2012, Vol. 0, No. 0, pp. 0~0

J. K. Kang

Site-Specific Transition Metal Occupation in Multicomponent 

Pyrophosphate for Improved Electrochemical and Thermal 

Properties in Lithium Battery Cathodes: A Combined Experiment 

and Theoretica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2, Vol. 0, No. 

0, pp. 0~0

J. K. Kang

Nitrogen-Doped Multiwall Carbon Nanotubes for Lithium Storage 

with Extremely High Capacity

Nano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 For Patterning Nanomaterial Using Solution Evaporation] 

Jun. 20, 2011

[Dye-Sensitized Solar Cell Using Nitrogen Doped Carbon- 

Nano-Tub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Jun. 25, 

2010

[Titanate Nanostructure And Method For Using Thereof] Jan.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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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aterials Interface Laboratory

지도교수 강석중(sjkangkaist.ac.kr)

전공분류 재료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Sang-Hyun Jung, Sang-Chae Jeon 외 3명

석사과정  Gi-Young Jo, Ji-Seon Shin, Seung-Yoon Moo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4113

홈페이지 http://mi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Research scope

- Effect of interface structure and chemistry on microstructural 

evolution, grain growth and densification, in bulk materials

- Interface migration under chemical inequilibrium at interfaces

- Improvement of physical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by interface control

■ 연구분야

Effect of Interface Structure and Chemistry on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Polycrystals

- Structure

- Chemistry

Sintering Process and Theory

- Pore Filling Theory

■ 연구성과

Jeon SC, Lee CS, Kang SJL

The Mechanism of Core/Shell Structure Formation during 

Sintering in BaTiO3-based Ceramics

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2012, Vol. 0, No. 0, 

pp. 0~0

Chung SY, Kim YM, Lee S, Oh SH, Kim JG, Choi SY, Kim YJ, 

Kang SJL

Cation Disordering by Rapid Crystal Growth in Olivine- Phosphate 

Nanocrystals

Nano Letters, 2012, Vol. 0, No. 0, pp. 0~0

Yang DY, Yoon DY, Kang SJL

Effect of ball-milling on dislocation generation and grain growth 

behavior in sintered NbC-Co

Journal of the Ceramic Society of Japan, 2012, Vol. 0, No. 0, 

pp. 0~0

An SM, Yoon BK, Chung SY, Kang SJL

Nonlinear Driving Force-Velocity Relationship for the Migration 

of Faceted Boundaries in a Barium Titanate Model System

Acta Materialia, 2012, Vol. 0, No. 0, pp. 0~0

Guillon O, Chang J, Schaab S, Kang SJL

Capacitance Enhancement of Dopted Barium Titanate Dielectrics 

and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by a Post-sintering Thermo- 

mechanical 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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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Underwater Explosion Research Lab

지도교수 신영식(yshin1234kaist.edu)

전공분류 파괴역학(Fracture Mechanics)

박사과정  Hee-Kyu Woo

석사과정  Jong-wan Park, Kyung-suk Kim, Yong-hyun Seo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27

전    화 042-350-1592

홈페이지 http://uerl.tistory.com/

■ 실험실소개

Underwater Explosion Research Lab(UERL) was founded in 2009 

by Professor Shin, Young Sik. It is the only laboratory which 

research underwater explosion(UNDEX) in KAIST.

These days, With the growing terrorist activities throughout the 

world, many countries started to build high speed ship system 

with maximum speed of 40 knotx or even higher. The types 

of gull configuration include mono-hull. catamaran and trimaran. 

Multigull ship system has advantages over other gull type ship 

that it has large deck areas, exeillent transverse stability, better 

seakeeping and reducing wave making resistance.

Main research concern of UERL is behavior of High Speed 

Craft(HSC) in UNDEX environment, UERL is behavior of High 

Speed Craft(HSC) in UNDEX environment, UERL has several water 

tanks for test, and computer software for numerical simulation.

■ 연구분야

Experimental Study of Seakeeping Performance of A-1 Type 

Mobile Harbor

Numerical Study of UNDEX nearby Plate with LS-DYNA

LS-DYNA

VPG 3.4

TrueGrid

UNDEX Effects on Multi-Hull Ship System in High Speed

■ 연구성과

Shin, Y. S

Advances in Ship Survivability against Underwater Explosions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Interation & 

Multiscale Mechanics, 2010, Vol. 0, No. 0, pp. 0~0

Lee, J., Kim, C. H. and Shin, Y. S

Study on the Stavility and Dynamics of Planing Boat - Monogull 

vs. Multihull

81th Shock and Vibration Symposium Proceedings, 2010, Vol. 

0, No. 0, pp. 0~0

Woo, H. K. and Shin,Y. S

Spark-Generated Bubble Motion Under Pressurized Condition 

with Low Vlotage

81th Shock and Vibration Symposium Proceedings, 2010, Vol. 

0, No. 0, pp. 0~0

Woo, H. K., Shin, Y. O

Numerical Study of UNDEX Nearby Plate with LS-DYNA

81th Shock and Vibration Symposium Proceedings, 2010, Vol. 

0, No. 0, pp. 0~0

Quan, D. W. and Shin, Y. S

Dynamic Begavior and Structure Response of High Speed 

Mono-Hull in UNDEX Environment.

81th Shock and Vibration Symposium Proceedings,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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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tructural Dynamics and Smart Systems Lab

지도교수 오일권(ikohkaist.ac.kr)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Jeon Jin Han, Jung Jung Hwan, Oh Jung Hwan 외 2명

석사과정  Sohn Seok In, Kwon Byung Jin, Kim Hyeun Jun 외 5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27 7106

전    화 042-350-1520

홈페이지 http://sdss.kaist.ac.kr/main/

■ 실험실소개

The SDSS laboratory was founded in 2010 and is directed by 

Professor Il-Kwon Oh. All members of our lab are working with 

various research topics, focusing on the smart materials, adaptive 

structures, intelligent systems, and nanotechnology.

■ 연구분야

Smart materials

The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smart materials. Research interests in smart materials include 

(1) piezoelectric actuators (2) ultrasonic sensors (3) artificial 

muscles and electro-active polymers and (4) nature-inspired 

technology. Thermally, magnetically and electrically responsive 

materials are all functional materials that we are developing. Also, 

the control techniques of smart material systems have been 

studied for realistic applications.

Adaptive structures

The research focuses primarily on design and control methodologies 

for smart structures, in which the sensing and actuation 

functionalities of smart materials are integrated with load-bearing 

structures. Vibration and noise control, shape and position control, 

energy harvesting, and health monitoring systems can be 

implemented by using smart functional materials. Also, acoustic 

and elastic metamaterials integrated with smart materials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for underwater sonar applications, 

acoustic cloaking, acoustic lens, energy harvesting, vibration 

control, high sensitive sensors and so on.

Intelligent systems

Ocean energy harvesting systems including offshore wind 

turbines, current power generators, and EAP-based generator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is group. Especially, novel current 

power generators based on self-excited oscillations, which are 

generated from dynamic instability of fluid-structure interactions, 

are under development. The design and control strategies should 

be carefully applied to develop efficient intelligent ocean energy 

systems. Also, to reduce the air emission from ships, we are 

developing fuel cell powered unmanned surface vehicles. The 

unmanned surface vehicles can be used for military service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Nanotechnology

Major focus of nanotechnology in the SDSS laboratory is to 

synthesize high-quality grapheneflakes and sheets, metal-decorated 

graphenes and novel 3D carbon nanostructures with several 

functionalities. Furthermore, we are investigating realistic 

applications of graphenenanomaterialsin the fields of sensors and 

actuators, transparent electrodes, supercapacitors, lithium ion 

batteries, EMI-stealth, nano-composites, and biomedical active 

devices.

■ 연구성과

Jin-Han Jeon, Choonghee Jo and Il-Kwon Oh

Nonlinear dynamics of curved IPMC actuators undergoing 

electrically driven large deform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mart and Nanomaterials, 2012, Vol. 

0, No. 0, pp. 0~0

Jae-Hong Jung, Tai-Hong Cheng, and Il-Kwon Oh

Electromagnetic Synchronized Switch Damping for Vibration 

Control of Flexible Beams

IEEE ASME T Mechatronic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음향 메타물질과 스마트 재료에 기반한 능동형 파동 제어기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Active Control of Waves based on Acoustic 

metamaterials and Smart Materials

[신개념 동력원 적용 기반기술 개발] A Development of Enabling 

Technology for Hybrid Power Source

[생체모방성과 생체적합성을 갖는 기전 고분자 작동기에 기반한 지능형 

생체의료 장비 개발] Development of Intelligent Bio-medical 

Devices Based on Bio-mimetic and Bio-compatible Electro- 

Mechanical Polymer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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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ational Mechanics and Structural Systems Lab

지도교수 이필승(phillseungkaist.edu)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석사과정  Youn-Gyu Lee, Jingyun Kim 외 1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2103, N27(B/D)

전    화 042-350-1512

홈페이지 http://cmss.kaist.ac.kr/

■ 실험실소개

CMSS(Computational Mechanics and Structural Systems)

Complicated applications in modern engineering practice need 

much advanced computational methods for structural and fluid 

mechanics. In these areas, our research objective is to study the 

relevant mathematical models and to develop novel and 

efficient computational procedures based on the finite element 

method. For such a research plan to be successful, deep insight 

into various disciplines such as physics, mechanics,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is essential. Based on innovative ideas 

along with clear solutions, we are currently expanding our 

research experience into other areas including product 

developments and experimental biology. Our high quality 

outputs will bridge KAIST with industries as a solid partner as 

well as help them to lead technologies in a highly competitive 

global environment.

■ 연구분야

Structural Systems

We are studying fundamentals of solid and structural mechanics 

and developing new structural systems especially for ocean 

development. The research topics are:

- Steel and concrete structures

- Large scale offshore structures(floating and gravity-based 

structures)

- Marine equipments

Computational Mechanics

Using finite element method and boundary element method, 

we are developing various computational technologies to solve 

problems related with:

- Solids and structures(beams and shells)

- Fluid-structure interaction(sloshing, surface wave - structure 

interaction)

- Fluid dynamics

Experimental Biology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remotely control animals. The 

key technology is how to guide animals to a desired location. 

Turtle and fish are our primary target animals.

■ 연구성과

Yoon KH, Lee YG, Lee

A continuum mechanics based 3-D beam finite element with 

warping displacements and its modeling capabilities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2012, Vol. 0, No. 0, pp. 

411~437

Lee YG, Yoon KH, Lee

Improving the MITC3 shell finite element by using the 

Hellinger-Reissner principle

Computers and Structures, 2012, Vol. 0, No. 0, pp. 0~0

Bathe KJ, Lee PS

Measuring the convergence behavior of shell analysis schemes

Computers and Structures,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피해분석기술 개발] KODIPA(특수법인한국방

재협회)

[GBS를 활용한 해상원자력 발전 플랜트의 안전성 평가 및 증진] DSME 

(대우조선해양)

[행동 생물학을 통한 해양 동물의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KAIST(한국과

학기술원)

[해양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시스템 구축 고급 트랙] MKE(지식경제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3차원 유탄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NRF(한국연

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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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telligent Systems and Vibration Control laboratory

지도교수 이인(inleekaist.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김정영, 이명규, 나형진 외 4명

석사과정  Pratik Shrestha, Cisse 외 2명

주    소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기계항공해양시스템공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

전    화 042-350-3717

홈페이지 http://isvc.cafe24.com/index.php

■ 실험실소개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의 지능시스템 및 진동제

어 연구실은 이 인 교수님 지도하에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인 

교수님과 박사과정 학생 12명, 석사과정 학생 2명이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 등 비행체 설계에 필수적인 유체/구조 연계 시스템의 진동 특성

과 구조/제어 연계 시스템인 지능 구조물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수많은 석박사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국방과

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전자, 현대자

동차 등 국책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

며, 6명의 박사 졸업생들은 국내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지능시스템 및 진동제어 연구실은 항공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

체 등 주요 항공우주 구조물의 경량화 설계에 수반되는 각종 진동 

문제를 해석하고, 안정성을 판단하며, 설계 변경 또는 능동 제어를 

통한 구조물의 진동 저감과 안정성 획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 비행체의 경우 일반적인 기계 구조물과 달리 항공기

에 작용하는 공기력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동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 분야를 공력탄성학(Aeroelasticity)이라 

하는데, 본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의 성능 향상을 위해 압전 재료, 형상기억 합금 등을 이용한 구조물

의 능동 진동제어와 광섬유 센서 등을 이용한 구조물의 안정성 모니

터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통형 복합재 압력 용기에 대한 충격 

해석 및 파열 압력 예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Seung-Jun Lee, Byoung-Gyu Cho and In Lee

Two-dimensional unsteady aerodynamics analysis based on a 

multiphase perspective

Computers & Fluids, 2012, Vol. 53, No. 15, pp. 105~116

Kim, S.-W., Kim, E.-H., Rim, M.-S., Shrestha, P., Lee, I., Kwon, 

I.-B

Structural Performance Tests of Down Scaled Composite Wind 

Turbine Blade Using Embedded Fiber Bragg Grating Sensors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 Space Science, 2011, Vol. 

12, No. 4, pp. 346~535

Cho, S.-I., Yoo, S.-J., Kim, E.-H., Kim, S.-W., Lee, I., Park, K.-C., 

and Kwon, I.-B.

Effects of Bonding Layer Characteristics on Strain Transmission 

and Bond Fatigue Performance

Journal of Adhe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Joonbae Lee, Kwanjung Yee, Seung-Jae Yoo, In Lee, SangJoon 

Shin and Deog-Kwan Kim

Aeroelastic Analysis of a Hingeless Rotor using a Dynamic Wake 

Model

Journal of Aircraft, 2011, Vol. 48, No. 5, pp. 1817~1822

Rim, M.-S., Kim, E.-H., Lee, I., Choi, I-H., Ahn, S.-M., Koo, K.-N., 

Bae, J.-S., Roh, J.-H.

Low velocity impact characteristics of composite plates with shape 

memory alloy wires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2011, Vol. 49, 

No. 3, pp. 841~857

■ 프로젝트

[큰 가로세로비 날개의 공탄성 해석] eroelastic analysis of 

high-aspect-ratio wing

[복합재료 및 복합재 구조물의 손상 해석] Damage analysis of 

composite materials and structures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공탄성 해석] Aeroelastic analysis of 

helicopter rotor blade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공탄성 해석] Aeroelastic analysis of Wind 

Turbine Blades

[형상기억합금 삽입을 통한 복합재료 구조물의 충격 특성 향상] 

Improvement of impact resistance of composite structures by 

embedding 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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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ational Solid Mechanics & Design Lab

지도교수 허훈(hhuhkaist.ac.kr)

전공분류 전산역학(Computation Mechanics)

박사과정  허지향, 하지웅, 안광현 외 5명

석사과정  박남수, 박주형, 최재영 외 6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동관 1203호

전    화 042-350-3262

홈페이지 http://csmd.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전산역학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FEM 

Technique & Application, Sheet Metal Forming, Crash Analysis, 

Material Characterization & Failure Analysis, Nano Technology, 

Optimum Design 입니다.

■ 연구분야

성형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 박판 성형 공정의강소성 유한 요소 해석

- 탄소성 유한 요소 해석

- 극한 해석

- 초기 블랭크 형상 설계

- 초소성 성형 공정 제어

구조해석

- 자동차용 고무 부품의 변형 해석

- 구조물의 충격 거동해석

- 구조물의 붕괴 거동해석

- 대전류 시스템의전위 및 열전달 해석

■ 연구성과

G. H. Bae, H. Huh

Comparison of the optimum designs of center pillar assembly 

of an auto-body between conventional steel and AHSS with a 

simplified side impac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12, Vol. 13, 

No. 2, pp. 205~213

H. Huh, H.J. Lee, J.H. Song 

Dynamics Hardening Equation of the Auto-Body Steel Sheet 

with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12, Vol. 13, 

No. 1, pp. 43~60

J.H.Song, H.Huh 

Failure characterization of spot welds under combined 

axial-shear loading cond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s, 2011, Vol. 53, No. 

0, pp. 513~525

G. Bae, H. Huh, J. Lee, B. Lee 

Intermesh effect on roller straightening process of single layer 

steel cord

Materials Research Innovations, 2011, Vol. 15, No. 1, pp. 0~0

Chunghee Park, Hoon Huh, Jinsung Kim, Changnam Ahn

Determination of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f Polymers at 

Various Strain Rates Using Force Equilibrium Grid Method

Journal of Composite Material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AHSS의 고속박판성형 해석기법 및 점용접부 동적 파단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nalysis Techniques for the High Speed Sheet 

Metal Forming and a Dynamic Failure Model of Spot-Welds for 

AHSS

[고효율 안전성을 고려한 차체 설계] safe and efficient auto-body 

design

[자동차용 강판의 동적 물성 및 성형한계 참조표준 제정] Standard 

reference data for dynamic material properties and forming limit 

of automotive steel sheets

[정  충돌해석 기법을 이용한 차량경량화 가이드라인 개발]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Weight Reduction of an Auto-body Using 

Accurate Crash Analysis

[고압고율 변형물성 정량화 기법 연구] Quantific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f structural materials for warhead with various strai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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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Thermal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최상민(smchoikaist.ac.kr)

전공분류 열공학부문(Heat)

박사과정  Kim Taehyun, Kim Daehee, Lee Hookyung 외 2명

석사과정  Lee Hookyung, Eum MinJe, Yang JongIn 외 4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별동 210호

전    화 042-350-3070

홈페이지 http://amigas.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world of thermal engineering.

Thermal Engineering Laboratory is a research subgroup in the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Systems i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terest of Thermal Engineering Laboratory covers 

various topics in energy and power engine including the related 

topics in environmental problems.

Thermal engineering is the keyword of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research on Environmentally conscious energy 

utilization.

Thermal Engineering Laboratory(TEL) aims at studying the 

following subjects

1. Power Engineering

2. Iron and Steel making

3. Waste Treatment

■ 연구분야

Power

Topics of fuel combustion, boiler and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coal-related topics and new are emerging technologies 

of solid-fuel utilization.

Iron and Steel making

Applying combustion model of solid bed to the materials 

processing; more specifically on the sintering of iron ones, coke 

oven and blast furnace processes.

Waste Treatment

Design development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s, 

dioxin-related problems and bed combustion model for the

mass burn incinerators.

■ 연구성과

Hyungjun Ahn, Sangmin Choi, and Byungkook Cho

Process Simulation of Iron Ore Sintering Bed with Flue Gas 

Recirculation Part 1. Modeling Approach

Ironmaking and Steelmaking, 2012, Vol. 0, No. 0, pp. 0~0

Hyungjun Ahn, Sangmin Choi, and Byungkook Cho

Process Simulation of Iron Ore Sintering Bed with Flue Gas 

Recirculation Part 2. Parametric Variation of Gas Conditions

Ironmaking and Steelmaking, 2012, Vol. 0, No. 0, pp. 0~0

Hyuntae Shin, Daehee Kim, Hyungjun Ahn, Sangmin Choi and 

Gichul Myoung

Investigation of the Flow Pattern in a Complex Inlet Duct of a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Energy and Power, 2012, Vol. 0, No. 0, pp. 0~0

Heejin Kang, Sangmin Choi, Won Yang and Byungkook Cho

The Influence of Oxygen Supply in an Iron Ore Sintering Process

ISIJ International,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탄재 내장광 소성공정 설계를 위한 기초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Base Model for Designing Calcination Process with Coal-ore

[덕트 버너의 추가에 따른 HRSG 복사열전달 및 연소가스 조건 산정방

안 도출연구] Study for assessment of flame radiation heat trasfer 

and combustion gas condition in HRSG with duct burner

[니켈광 수소 환원 로타리 킬른 설계 : 자문 및 기술 지원] Design of 

Nickel Ore Hudrogen Reduction Rotary Kiln : Advisory and 

Technical Support

[박용보일러 설계프로그램을 위한 부속연구] Development of Marine 

Boiler Design Program

[Ni습식제련 Demo/상용화 Plant의 수소환원] Design of Demo/ 

Commercial Scale Rotary Kiln for Reduction of Nickel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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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ryogenic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정상권(skjeongkaist.ac.kr)

전공분류 열역학(Thermodynamics)

박사과정  백승환, 이지성, 서만수 외 4명

석사과정  박지호, 박하나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5119호

전    화 042-350-3079

홈페이지 http://cryo.kaist.ac.kr

■ 실험실소개

What is the cryogenic engineering?

 

The question "Where is the final frontier of human?" gives a 

direct answer "SPACE". Space is so wide that there are lots of 

phenomena that exist beyond the limitation of our imagination. 

To represent the space in terms of temperature, in other words, 

for the question "What is the temperature of space?"-if we 

consider the black body radiation of deep space-we can answer 

"It is about 3K". Historically, the study of the phenomena in this 

low temperature world is called 'cryogenics'. 'Cryogenics' is 

originated from the Greek word "CRYOS", which means 'cool', 

and the word "GEN", which means 'generate' in English. 

Nowadays cryogenics includes all phenomena occurring below 

120 K, much lower temperature than that of typical refrigeration. 

There is an ample reason for treating cryogenics as a special 

field even though it is different from other fields in terms of 

just temperature. The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at very 

low temperature differ so dramatically from those commonly 

encountered that the engineer cannot rely on his ordinary 

experience. Cryogenic engineering is a technology that treats 

unusual phenomena at low temperature, covering not only physics 

but also chemistry, biology, mechanics, etc.

■ 연구분야

현재 진행중인 연구

- 스크롤 압축기에 대한 열역학, 열전달 해석 및 실험연구

- 액체 질소 온도용 맥동관 냉동기

- 초전도 관내연선 도체의 열수력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

- 초전도 발전기의 회전자에 대한 열전달 특성

- 저온 냉장법

- 흡수식 냉동기

향후 연구 계획

- 상온 자기 냉동기 개발

- 열전소자를 이용한 저온 냉각기 개발

- 초소형 저온 냉각기 개발

- 대형 저온 시스템의 냉각과정에 대한 연구 

■ 연구성과

Taekyung Ki, Sangkwon Jeon

Design and analysis of compact work-recovery phase shifter for 

pulse tube refrigerator

Cryogenics, 2012, Vol. 0, No. 0, pp. 105~110

Junseok Ko, Sangkwon Jeong, Taekyung Ki

Effect of pulse tube volume on dynamics of linear compressor 

and cooling performance in Stirling-type pulse tube refrigerator

Cryogenics, 2010, Vol. 0, No. 0, pp. 0~0

Jeheon Jung, Gyuwan Hwang, Seungwhan Baek, Sangkwon 

Jeong, Andrew M. Rowe

Partial flow compensation by transverse bypass configuration in 

multi-channel cryogenic compact heat exchanger

Cryogenics, 2012, Vol. 0, No. 0, pp. 19~26

Youngkwon Kim, Sangkwon Jeong

Numerical simulation and its verification for an active magnetic 

regener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2011, Vol. 0, 

No. 0, pp. 204~215

■ 프로젝트

[자기냉각에 의한 극저온 수소 재액화기술 개발 및 초저온 물질상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중력 환경에서의 극저온 추진제 공급 기술 연구] 항공우주연구원

[극저온 냉동기술(Cryogenic refrigeration technology)] 한국연구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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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er-Aided Materials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임용택(ytimkaist.ac.kr)

전공분류 전산역학(Computation Mechanics)

박사과정  Hwang Sunkwang, Kim Dongkyu, Baek Hyun-Moo, Park Won-Wooong

석사과정  Lee Jung-Wan, Joo Ho-Seon, Kim Jae-Mi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중관 3238호

전    화 042-350-3267

홈페이지 http://imp.kaist.ac.kr/

■ 실험실소개

Computer-Aided Materials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 연구 분야

로는 EXPERT SYSTEM, FEM ANALYSIS, PLASTICS & COMPOSITES, 

ROLLING, SEMI-SOLID FORGING 입니다.

■ 연구분야

EXPERT SYSTEM

- COLD FORGING EXPERT SYSTEM

- BALL STUD EXPERT SYSTEM FORGING

FEM ANALYSIS

- SMC COMPRESSION MOLDING ANALYSIS

- SHAPE ROLLING ANALYSIS

- INJECTION MOLDING ANALYSIS

- SEMI-SOLID FORGING ANALYSIS

- MESH GENERATION & REMESHING

PLASTICS & COMPOSITES

- INJECTION MOLDING

- HOOD DESIGN

- FIBER VOLUME FRACTION

- SMC/GMT COMPRESSION MOLDING

ROLLING

- HOT ROLLING THICKNESS FUZZY CONTROL

- SHAPE ROLLING PROCESS DESIGN

SEMI-SOLID FORGING

■ 연구성과

K.H. Jung, H.C. Lee, D.K. Kim,

Friction measurement by the tip test for cold forging

Wear, 2012, Vol. 0, No. 0, pp. 0~0

Y.G. Jin, H.M. Baek, S.K. Hwang,

Continuous high strength aluminum bolt manufacturing by the 

spring-loaded ECAP system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H.M. Baek, Y.G. Jin, S.K. Hwang, Y.T Im, I.H. Son, and D.L. Lee 

Numerical study on the evolution of surface defects in wire 

drawing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D.K. Kim, K.H. Jung, H.W. Lee, Y.T. Im 

Cellular automata simulation of textural evolution during 

primary static recrystallization of IF steel

Materials Science Forum, 2012, Vol. 0, No. 0, pp. 0~0

J.H. Kim, S.K. Hwang, Y.T. Im,

High-strength bolt-forming of fine-grained aluminum alloy 6061 

with a continuous hybrid proces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열전달을 고려한 코일 권취 및 이송 중의 탄소성 응력 모델 개발] 

2012.02.01～2013.01.31 / (주) 포스코 

[고기능 선재 제조를 위한 냉간강소성 가공 기술 개발] 2010.04.01～ 

2013.03.31 / (주) 포스코 

[무결함 선재 제조 공정 및 고강도 볼트 냉간 단조 기술 개발] 2007.03.01～

2010.03.31 / (주) 포스코 

[공학용 소프트웨어 표준화] 2006.07.01～2007.06.30 / 산업자원부

[정형가공 해석 및 설계기술 개발] 2006.04.01～2011.03.31 / 한국

과학재단(국가지정연구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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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ulti Physics System Lab

지도교수 임세영(sim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Kyehyung Lee, Jaeshin Park, Yongsoo Kang 외 5명

석사과정  Moonhong Kim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3113호

전    화 042-350-3068

홈페이지 http://mpsl.kaist.ac.kr/

■ 실험실소개

우리 Multi-physics 연구실은 여러 가지 물리현상과 수반하는 Multi- 

physics System의 수치해석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

인 연속체 스케일의 역학적 system으로부터 원자 수준의 Nanoscale 

Syste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scale과 물리현상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Computational Nanotechnology 분야와 연속체 scale

의 해석을 위한 code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분야

Computational Nanotechnology

- Multiscale modeling and analysis

- Simulation of nanostructure systems

- Nanoscale pattern design and analysis

- Nanoscale failure analysis

연속체 scale의 Multi-physics(deformations, heat transfer, fracture 

and phase transformation)해석을 위한 code 개발

- Finite element methods

- Meshfree methods

- Other numerical methods

■ 연구성과

J.H. Lim, D. Sohn, and S. Im

Variable-node element families for mesh connection and 

adaptive mesh computation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2012, Vol. 43, No. 3, pp. 

349~370

D. Sohn and S. Im

Variable-node plate and shell elements with assumed natural 

strain and smoothed integration methods for nonmatching 

meshes

Computational Mechanics, 2012, Vol. 0, No. 0, pp. 0~0

D. Sohn, Y.-S. Cho, and S. Im

A novel scheme to generate meshes with hexahedral elements 

and poly-pyramid elements: The carving technique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2012, Vol. 0, No. 0, pp. 208~227

D. Sohn, J.H. Lim, Y.-S. Cho, J.H. Kim, and S. Im

Finite element analysis of quasistatic crack propagation in brittle 

media with voids or inclusion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2011, Vol. 230, No. 0, pp. 

6866~6899

Y.S. Han, K. Lee, M.-S. Han, H. Chang, K. Choi, and S. Im

Finite element analysis of welding processes by way of 

hypoelasticity- based formulation

Journal of Engineering Materials and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내피로 한도 성능 만족하는 Cooling Pipe 설계] 2011 LG전자

[원자수준해석 방법을 이용한 탄소 나노 소재의 특성 평가] 분자 및 

원자 수준의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 물성계산

[신형 원전 배관 LBB 평가 및 규제검증기술 구축] 신형 원전 LBB 평가 

절차 초안개발

[Flexible-mesh 기반 CAE 기술] 2007-2012 연구재단

[선체 곡블록의 내진 지지대 설계] 2009-2010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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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telligent Materials & System Lab

지도교수 이정주(leejungjukaist.ac.kr)

전공분류 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Chang Ho Lee, Young Ik Yoo 외 3명

석사과정  Jung Goo Kim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3108호

전    화 042-350-3073

홈페이지 http://imsl.kaist.ac.kr/

■ 실험실소개

Intelligent Material and Systems Laborator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연구분야

생체공학 및 의료용 지능시스템 기술(Bio and Medical Engineering 

Intelligent System)

- 최소 침습 및 무침습 수술(Minimal & non-invasive surgery)을 위한  

지능형 작동기 설계 및 개발

- MEMS 기술을 이용한 심혈관 수술용 Micro-Sensor 개발

- 심혈관 수술을 위한 형상기억합금 지능형 카테터(intelligent 

catheter) 개발

-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의료용 수술로봇의 end effector 개발

- 고관절 전치환 수술용 로봇시스템(Parallel Type)개발

- 지능형 의료영상 시스템 개발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법을 이용한 의료수술용 영상시스템 

개발

- 복강경수술용 Visual Servoing System 및 알고리즘 개발

- Optical Fiber Sensor를 이용한 의료용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구조물 기술(Smart Structure Technology)

- 광섬유 센서 기술(Optical Fiber Sensor Technology): Point and 

Distribute Sensors

- New Type Interferometric Optical Fiber Sensor 및 Multiplexing 

기술 개발

- Bragg Grating Optical Fiber Sensor System 개발

- 분포형 센서(BOTDR and ROTDR)을 이용한 구조물 건전성 감시 및 

침입자 감시 시스템

- Smart Technology를 이용한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 Smart Composites System

- 지능형 형상기억 합금 작동기의 제어 및 설계

-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형상제어 기술

- 압전소자 센서 및 작동기

  고분자 및 복합재료(Polymer & Composite Material Technology)

- Nano Carbon Tube를 이용한 New Hybrid Composite Materials 

개발 및 응용설계

- Nano material을 이용한 물성치의 개선 및 평가기술

- 복합재료 접합기술

- 고분자 및 복합재료의 건전성 평가 및 응용설계

- Fatigue and Fracture Mechanics of Polymer and Composite 

Materials

■ 연구성과

Won-Seock Kim, Kyoung-Hwan Kim, Chang-Jae Jang, Hee-Tae 

Jung, Jung-Ju Lee

Micro- and nano-morphogical modification of aluminum surface 

for adhesive bonding to polymeric composites

Journal of Adhe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Young Ik Yoo, Ju Won Jeong, Dong Kil Shin, Jung Ju Lee

Development of a non-explossive release actuator using shape 

memory alloy wire for a solar array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2012, Vol. 0, No. 0, pp. 0~0

Young Ik Yoo, Ju Won Jeong, Dong Kil Shin, Jung Ju Lee

Development of martensite transformation kinetics of NiTi shape 

memory alloys under compressi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2, Vol. 0, No. 0, pp. 0~0

Hee Chul Kim, Dong Kil Shin, Jung Ju Lee

Characteristics of Aluminum / CFRP Short Square Hollow Section 

Beam under Transverse Quasi-Static Loading

Composites Part B, 201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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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coustics Lab

지도교수 이정권(J.G.Ihkaist.ac.kr)

전공분류 재료

박사과정  Yong-ho Heo, Tae-kyoon Kim

석사과정  Chang-young Cho, Elmira Yadollahi, Jung-han Woo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5121호

전    화 042-350-3075

홈페이지 http://ac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 Synthesized anaylsis and design of vibro-acoustic 

systems(structural acoustics, duct acoustics, numerical 

acoustics, noise control, bio-mimetic design)

- Visualization and auralization of sound(machinery noise, 

structures, enclosures, musical instruments)

- Evaluation and design of sound based on the 

psychoacoustics(sound quality, diagnostics, audio systems)

■ 연구분야

Duct Acoustics Area

- Design of Silencer

- Prediction or Measurement of Material Acoustic Properties

- Temperature estimation by acoustic pyrometry

Vibro-Acoustics Area

- Source Identification by Acoustical Holography

- Prediction of Sound Field By Numerical Method

Sound Quality & Control Area

- Product Sound Quality

- Sound Field Control by Multi-channel Audio System

- Architectural Acoustics and Auralization of Sound Field

- Acoustical Signal Processing

■ 연구성과

W.-H. Cho, J.-G. Ih, S.-H. Shin, J.-W. Kim

Quality Evaluation of Car Window Motors Using the Sound 

Quality Metrics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11, Vol. 12, No. 3, 

pp. 443~450

J.-G. Ih, C.-Y. Choi, T.-K. Kim, S.-H. Jang, and H.-J. Kim

OPTIMAL DESIGN OF THE EXHAUST SYSTEM LAYOUT TO 

SUPPRESS THE DISCHARGE NOISE FROM AN IDLING ENGIN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11, Vol. 12, No. 4, 

pp. 617~630

A. Oey, H.-W. Jang, and J.-G. Ih

Effect of Sensor Proximity over the Non-Conformal Hologram 

Plane in the Nearfield Acoustical Holography Based on the 

Inverse Boundary Element Method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0, Vol. 0, No. 0, pp. 

2083~2098

W.-H. Cho, J.-G. Ih, and M. M. Boone

Holographic Design of a Source Array Achieving a Desired 

Sound Field

Audio Engineering Society, 2010, Vol. 0, No. 0, pp. 0~0

J.-K. Kim and J.-G. Ih

A Simple Estimation of High-Frequency Radiation from Muffler 

Shell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냉장고용 선형 압축기를 이루는 실린더-소음기 계의 주파수 특성에 대

한 기초 분석] LG Electronics Feb. 2011~Mar. 2011

[ 수중 소음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국제 수중소음 규제에 대한 

동향 조사] Samsung Heavy Industry Jun. 2010~Jul. 2010

[박용 엔진 저주파수 배기 소음 감쇠를 위한 소음기 해석 프로그램 개발] 

Samsung Heavy Industry Jan. 2010~Sep. 2010

[박용 엔진 배기 소음기 성능 평가 및 설계 제언(I, II, III)] Samsung 

Heavy Industry Jun. 2009~Aug. 2009

[굴삭기 트랙소음의 음질 평가] Doosan Infracore co May 2010 – 

Au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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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icro Mechanical System Technology Lab

지도교수 이승섭(sslee97kaist.ac.kr)

전공분류 MEMS(MEMS)

박사과정  김진하, 김선락, 박현향

석사과정  김현석, 임미경, 엄준성, 석진오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6122호

전    화 042-350-3086

홈페이지 http://mmst.kaist.ac.kr

■ 실험실소개

MEMS, is the technology of very small mechanical devices driven 

by electrical or mechanical system. MEMS are made up of 

components between 1 to 100 micrometers in size. Micro-scale 

devices are fabricated using modified semiconductor device 

fabrication technologies, including molding and plating. wet 

etching and dry etching, and surface micro-machining.

■ 연구분야

- Bio-MEMS

- Piezo-MEMS

- HAR-MEMS

■ 연구성과

Sang Eon Lee, Kang Won Lee, Jin-Ha Kim, Kwang-Cheol Lee, 

Seung S. Lee, and SeongUk Hong

Mass-producible superhydrophobic surfaces

Chem Commun, 2011, Vol. 47, No. 0, pp. 12005~12007

S. R. Kim, J. H. Lee, J. D. Yoo, J. Y. Song, and S. S. Lee

Design of Highly Uniform Spool and Bar Horns for Ultrasonic 

Bonding

IEEE Transactions on Ultrasonics, Ferroelectrics, and Frequency 

Control, 2011, Vol. 58, No. 0, pp. 2194~2201

DowonAhn, Yong-Cheol Jeong, Manhee Han, Kuk Young Cho, 

Seungwoo Lee, Seung S. Lee, and Jung-Ki Park

Facile liquid crystal alignment layer with high azimuthal 

anchoring strength and its extension to multi-domain structure

Optical Lett, 2011, Vol. 0, No. 0, pp. 0~0

J. H. Lee and S. S. Lee

Electrolytic tilt sensor fabricated by using electroplating process

Sensors and Actuators A, 2011, Vol. 167, No. 0, pp. 1~7

S. H. Lee, B. Min, S. S. Lee, S. I. Park, and K.–C. Lee

High frequency carbon nanomechanical resonators embedded 

with carbon nanotube stiffening layers

Appl. Phys. Lett,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 for manufacturing of polymer micro needle array with 

LIGA Process] Method for manufacturing of polymer micro 

needle array with LIGA Process

[Field emission array having carbon microstructur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Field emission array having carbon 

microstructur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High aspect ratio microstructure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and high aspect ratio microstructure array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High aspect ratio microstructure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and high aspect ratio 

microstructure array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Tactile feedback device] Tactile feedback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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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er Aided Reliability Evaluation Lab

지도교수 이순복(sbleekaist.ac.kr)

전공분류 신뢰성공학(Confidence Engineering)

박사과정  배근호, 심기동, 김현호 외 4명

석사과정  이정환, 최종국, 정지용, 부지윤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기계 7119호

전    화 042-350-8285

홈페이지 http://care.kaist.ac.kr/

■ 실험실소개

CARE(Computer Aided Reliability Evaluation) Laboratory has 

established in 1988 when Professor Soon-Bok Lee joined the 

faculty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ARE became 

authorized National Reliability Laboratory in 2001. CARE produced 

many masters and excellent Ph.D.s who are now leading engineers 

and researchers in various industries, institutes and government. 

The focus of research activities in CARE is to save human life 

by enhancing reliability in human interacting structur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energy generation.  

■ 연구분야

Electronic Packaging Group

- Completed or Current Works of interest

- Planned or Future Works of interest

High Temperature Group

- Completed or current works of interest

- Panned or Future works of interest

Nano and MEMS Group

- Reliability assessment in MEMS

■ 연구성과

Gi-Dong Sim, Yun Hwangbo, Hyun-Ho Kim, Soon-Bok Lee, Joost 

J. Vlassak

Fatigue of polymer-supported Ag thin films

Scripta Materialia, 2012, Vol. 0, No. 0, pp. 0~0

Chang-Kyu Chung, Gi-Dong Sim, Soon-Bok Lee, and Kyung-Wook 

Paik

The Effects of the Type of Conductive Particles on the Electrical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Anisotropic Conductive Film Inter- 

connections for Chip-On-Board Applications

IEEE Transactions on Components and Packaging Technologies, 

2012, Vol. 0, No. 0, pp. 0~0

Se Young Yang, Woon-Seong Kwon, Soon-Bok Lee

Chip warpage model for reliability prediction of delamination 

failures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2012, Vol. 52, No. 0, pp. 718~724

Lee, K.-O., Lee, S.-B.

Modeling of materials behavior at various temperatures of hot 

isostatically pressed superalloy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Vol. 541, No. 0, pp. 81~87

Kyung-Woon Jang, Jin-Hyoung Park, Soon-Bok Lee, Kyoung- 

Wook Paik

A study on thermal cycling(T/C) reliability of anisotropic 

conductive film(ACF) flip chip assembly for thin chip-on-board 

(COB) packages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Flexible Hose의 가속수명시험을 위한 복합가속계수 모델에 관한 연

구] Study on combined life model for accelerating testing of 

flexible hydraulic hose

[소재시험을 통한 터보펌프 HIP 내열강 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

구] Material Property Test of HIP Superalloys for Liquid Rocket 

Engine Turbopump

[고온 피로 해석용 특정 계수 추출 및 재료 시험 방법 개발] Specific 

Parameter Extraction for High Temperature Fatigu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Material Testing Methods

[가스터빈 신뢰성 향상을 위한 Superalloy의 TMF 거동 분석 및 수명 

예측 모델 개발] 가스터빈 신뢰성 향상을 위한 Superalloy의 TMF 거동 

분석 및 수명 예측 모델 개발

[고온 저주기 피로 해석용 최적 재료상수 추출 및 시험 방법 개발] 

Specific Parameter Extraction for Elevated-Temperature LCF 

Analysis and Development of Te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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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ultiphase Flow Lab

지도교수 이상용(sangyongleekaist.ac.kr)

전공분류 유동제어 및 계측(Flow Control and Measurement)

박사과정  김우식, 김석, 배주한, 기준우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3119호

전    화 042-350-3066

홈페이지 http://multiphase.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Two-phase Flow and Heat Transfer, Liquid Spray 

and Atomization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Two-phase Flow and Heat Transfer

- Phase separation characteristics for uniform distribution in 

compact heat exchangers

- Boiling and condensation characteristics in small-size channels

- Flow boiling and condensation for alternative refrigerants

- Effect of surface wettability on behavior of two-phase flow 

in mini-channels

- Behavior of two-phase flow in a mini-channel with a porous 

wall for PEMFC

- Measurement and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micro-fluidics

- Bubble nucleation characteristics in micro-channels

- Flow instabilities related to two-phase circulation loops

- Droplet formation at micro T-junction and mini-scale 

Y-junction

- Two-phase plug flow distribution at meso-scale T-junction

- Optimum design of two-phase flow distribution for VRF system

 

Liquid Spray and Atomization

- Spray-wall interaction of neutral and electrically charged 

droplet

- Atomization of liquid fuels for SOFC reformer

- Spray-porous wall interaction for fire suppression

- Electrostatic spraying using non-conductive liquids

- Measurement techniques for size of small droplets using image 

processing algorithms

- Examination of atomization characteristics using various type 

spraying systems

- Atomization characteristics of non-Newtonian liquid

- Droplet/wall interaction phenomena

- Spray cooling

■ 연구성과

S. M. An and S. Y. Lee

Maximum spreading of a shear-thinning liquid drop impacting 

on dry solid surfaces

Experimental Thermal and Fluid Science, 2012, Vol. 0, No. 0, 

pp. 0~0

S. M. An and S. Y. Lee

Observation of the spreading and receding behavior of a 

shear-thinning liquid drop impacting on dry solid surfaces

Experimental Thermal and Fluid Science, 2012, Vol. 37, No. 0, 

pp. 37~45

S. M. An, W. S. Kim and S. Y. Lee

Spraying of liquid fuel for improvement of reforming perfor- 

mance for hydrogen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1, Vol. 36, No. 

9, pp. 5342~5349

S. Yeom and S. Y. Lee

Dependence of micro-drop generation performance on dispenser 

geometry

Experimental Thermal and Fluid Science, 2011, Vol. 35, No. 8, 

pp. 1565~1574

■ 프로젝트

[저온대응 VRF 히트펌프 시스템용 열교환기 개발] 2011. 6～2012. 

5, 지식경제부

[MF 열교환기의 형상 변화에 따른 서리 착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

발] 2011.9～2012.6, LG전자(주)

[냉매의 균일 분배를 위한 MF 열교환기 내 Multi 유로 이중관 헤더 

개발] 2012.3～2012.11, LG전자(주)

[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차량 열부하 해석] 2012.4～2012.6, 한라

공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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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scale Heat Transfer Lab

지도교수 이봉재(bongjae.lee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Heeseung Park, Heeseung Park

석사과정  Sang Woo Kim, Mikyung Lim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239

홈페이지 http://me.kaist.ac.kr/~NHTL

■ 실험실소개

We are conducting Application-Driven Fundamental Research 

on the thermal energy transport at the nanometer scale.

■ 연구분야

Energy

- Near-Field Thermal Radiation & Thermophotovoltaic Energy 

Conversion

- Application of Electric/Magnetic Metamaterials for Solar 

Energy Harvesting

- Boiling Enhancement using Nanostructured Surfaces

Nanoscale Thermal Analysis

- Contact or Non-Contact Temperature Measurement at 

Nanometer Scales

- Measuring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Nanostructures

Theoretical Nanoscience

- Phonon Transport through Nanoscale Constriction or Contact

- Electrodynamic Simulation of Optical Properties of 

Metamaterials

■ 연구성과

H.J. Lee, J.S. Jin, and B.J. Lee

Assessment of Phonon Boundary Scattering from Light Scattering 

Standpoint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2, Vol. 0, No. 0, pp. 0~0

J. Lee, B.J. Lee, and W.P. King

Deflection Sensitivity Calibration of Heated Microcantilever 

Using Pseudo-gratings

IEEE Sensors Journal, 2012, Vol. 0, No. 0, pp. 0~0

B.J. Lee, K. Park, T. Walsh, and L. Xu

Radiative Heat Transfer Analysis in Plasmonic Nanofluids for 

Direct Solar Thermal Absorption

Journal of Solar Energy Engineering, 2012, Vol. 0, No. 0, pp. 

0~0

L. Xu, Z.-J. Zhang, and B.J. Lee

Magnetic Resonances on Core-Shell Nanowires with Notches

Applied Physics Letters, 2011, Vol. 0, No. 0, pp. 0~0

Z.-J. Zhang, K. Park, and B.J. Lee

Surface and Magnetic Polaritons on Two-Dimensional Nanoslab- 

Aligned Multilayer Structure

Optics Express,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Near-Field Thermophotovoltaic Energy Conversion] Near-Field 

Thermophotovoltaic Energy Conversion

[Plasmon-Assisted Dye-Sensitized Solar Cells] Plasmon-Assisted 

Dye-Sensitized Solar Cells

[Solar Thermal Collector based on Plasmonic Nanofluids] Solar 

Thermal Collector based on Plasmonic Nanofluids

[Magnetic Metamaterial for Enhanced Light Absorption] 

Magnetic Metamaterial for Enhanced Light Absorption

[Phonon Boundary Scattering from Rough Surfaces] Phonon 

Boundary Scattering from Rough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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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er Aided Structural Analysis & Design Lab

지도교수 이병채(hcohkaist.ac.kr)

전공분류 구조설계 및 CAE(Structure Design and CAE)

박사과정  이상민, 오현철, 신창민 외 3명

석사과정  이동기, 정장영, 권영록, 임종민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6125호

전    화 042-350-5031

홈페이지 http://casad.kaist.ac.kr/

■ 실험실소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구조 해석 및 설계 연구실은 이병채 교수님의 지도

아래 1987년에 설립되어 유한요소법과 설계최적화 분야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현재 졸업생 박사 20명, 석사 25명을 배출하였으며

각종 산업계나, 연구소 및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크게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Analysis)을 이용한 

구조물의 정적, 동적 해석 기법 연구와 구조물의 최적설계(Optimal 

design)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유한요소분야에서는 요소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용 프로그램의 성능에 버금가는 자체 개발 유한요

소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적설계 분야에서는 구조물의 신뢰도 계산과 효율적인 신뢰도 기반 

최적설계 알고리즘 개발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유한요소법

CAE는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이며 제품 

설계 기간 단축, 비용감소,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술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CAE S/W들은 유한요소법(FEM)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선형 정적해

석,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 좌굴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마이크로 구조 해석, 유체-구조 연동 해석(FLUID- 

STRUCTURE INTERACTION) 등 그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최적설계

기계구조물이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들을 만

족시킴과 동시에 제품의 중량이나 가격을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목적함수를 최대한 향상시키면서 각종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설계가 필요하다. 최적설계는 종래에는 설계변수의 변동을 고려하

지 않는 확정론적 최적설계와 안전계수를 혼합한 개념이 주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설계과정이나 생산공정 등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

는 강건최적설계나 신뢰도기반 최적설계로까지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 최적설계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으며, 활용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연구성과

D. Y. Yang, C. H. Han and B. C. Lee

The use of generalized deformation boundaries for the analysis 

of axisymmetric extrusion through curved dies

l J. Mech, 1985, Vol. 0, No. 0, pp. 653~663

B. C. Lee and B. M. Kwak

A computational method for elasto-plastic contact problems

Computers & Structures, 1984,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설계 최적화를 위한 열, 유동 및 열응력 해

석] POSCO

[나노 패턴 최적화를 이용한 접착 물성 향상] 한국과학재단

[CSU bucket 부착광 방지를 위한 bucket의 구조개선] 창원대- KAIST 

협력사업

[구조 설계 및 해석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편의 통합 후처리 프로그램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계자를 위한 설계-해석 통합 CAE 소프트웨어 개발] 오창 혁신 클러

스터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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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Robotics and Simulation Lab

지도교수 이두용(leedykaist.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Hoe Ryong Jung, Yun Jin Gu, Hyuk Wang, Myeong Jin Kim

석사과정  Boo Won Kang, Seung Gyu Kang, Seongpil Byeon 외 5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중관 1212호

전    화 042-350-3269

홈페이지 http://rs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연구실에서는 Medical simulation, Medical robotics, Biorobotics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Medical Simulation with Haptic and Graphic Fidelity

- Endoscopy Simulator

- Haptics

Cooperation of Multi-Robots in Unstructured Environment

- Dexterous Tasks Using Multiple Manipulators

- Force and Position Control

■ 연구성과

I. S. Yu, H. S. Woo, H. I. Son, W. J. Ahn, H. R. Jung, D. Y. 

Lee

Design of a Haptic Interface for a Gastrointestinal Endoscopy 

Simulation 

Advanced Robotics, 2012, Vol. 0, No. 0, pp. 0~0

H. Jung and D. Y. Lee

Real-Time Simulation of Interaction between Colon and 

Endoscope for the Colonoscopy Simulation 

Medicine Meet Virtual Reality(MMVR) 19, 2012, Vol. 0, No. 0, 

pp. 0~0

W. Ahn, and D. Y. Lee

Dynamic Cylindrical Free-Form Deformation for Interactive 

Simulation of Tool-Tissue Intera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2012, Vol. 0, No. 0, pp. 0~0

J. H. Cho, H. I. Son, D. G. Lee, T. Bhattacharjee, and D. Y. Lee

Gain-Scheduling Control of Teleoperation Systems Interacting 

with Soft Tissues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2011, Vol. 0, No. 0, 

pp. 0~0

H. Jung, W. J. Ahn and D. Y. Lee

Real-Time Deformation of Colon and Endoscope for the 

Colonoscopy Simul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Control of a Novel Actuated and Remotely-Controlled 

Gastrointestinal Endoscop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2008-2009

[A Novel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Using Image Registration and Its Simul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2011-2014

[Development of Multi-Arm Surgical Robot for Minimally 

Invasive Laparoscopic Surger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0-2016

[Simulation of Colonoscopy and 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2007-2011

[Teleoperation of Dual-Arm Robo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dustry and Energy,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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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nical Design Lab. with Advanced Materials

지도교수 이대길(dgleekaist.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방창선, 김기현, 유영호 외 2명

석사과정  김민국, 이동영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별동 202호

전    화 042-350-3261

홈페이지 http://scs.kaist.ac.kr/

■ 실험실소개

1986 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0 년째를 맞이한 저희 신소재응용 기계설

계 연구실(Mechanical Design Lab. with Advanced Materials)은 

이 대 길 교수님의 지도 아래 지금까지 박사 27 명, 석사 33 명, 학사 

40 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06년 현재 박사과정 5 명, 석사과정 4 

명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크게 복합

재료를 이용한 기계설계 분야와 공작기계 제작 및 가공 분야이며, 신소

재의 Reliable Joining 및 Repair 기술이라는 테마로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나노 복합재료의 접합, 마찰 및 스텔스 특성 

향상 기술에 대한 테마로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phase 2 과제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접합

- 접착조인트 설계에 관한 연구.

- 충진제가  접착 조인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고온 환경이 접착 조인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피접착체 형상에 따른 접착 조인트 강도.

- 접착 조인트의 파괴모드.

복합재료 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

- 공작 기계

- 로봇

- 복합재료 베어링

복합재료의 경화 모니터링

- 후판 복합재 구조의 공정설계.

- 최적 경화사이클 개발.

- 컴퓨터를 이용한 경화 모니터링.

■ 연구성과

Ha Na Yu, Jun Woo Lim, Minkook Kim, Dai Gil Lee

Plasma treatment of the carbon fiber bipolar plate for PEM fuel 

cell

COMPOSITE STRUCTURES, 2012-04, Vol. 94, No. 0, pp. 1911~ 

1918

Minkook Kim, Ha Na Yu, Jun Woo Lim and Dai Gil Lee

Plain weave carbon/epoxy composite bipolar plates for porton 

excahnge memebrane fuel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2-03, Vol. 0, No. 

0, pp. 4300~4308

Ki Hyun Kim, Soon Ho Yoon and Dai Gil Lee

Vibration Isolation of LNG Containment Systems due to Sloshing 

with Glass Fiber Composite

Composite Structures, 2012, Vol. 94, No. 0, pp. 469~476

Young Ho Yu, Bu Gi Kim and Dai Gil Lee

Cryogenic Reliability of Composite Insulation Panel for Liqueified 

Natural Gas(LNG) Ship

Composite Structures, 2012, Vol. 94, No. 0, pp. 462~468

■ 프로젝트

[Product modling with micro-concave mold.] Product modling 

with micro-concave mold.

[Analysis and development of air conveyor for handling LCD 

glass panels.] Analysis and development of air conveyor for 

handling LCD glass panels.

[Composite Nozzle for guided missles.] Composite Nozzle for 

guided missles.

[Development of radar absorbing structures with smart 

composite materials.] Development of radar absorbing structures 

with smart composite materials.

[Development of composite track pin for high mobility tracked 

vehicle.] Development of composite track pin for high mobility 

track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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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achine Control Lab

지도교수 오준호(jhoh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Ha Dong Ho, Kim Inhyeok, Park Sang-sin 외 6명

석사과정  Cho Hyun-Min, Sim Okkee, Kang Seong-hyeon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9동 4150호

전    화 042-350-3263

홈페이지 http://ohz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HUBO Lab) was founded 

at KAIST in 1985. Since then, 28 Ph.D and 40 M.S have been 

graduated from HUBO Lab. Now, 8 Ph.D students, 5 M.S students 

are doing research. The major research topics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One i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Humanoid 

Robot Platform, another is related to Humanoid Robot Walking 

and Running Algorithm, and the other is development of Dynamic 

Mobile Platform. In Humanoid Robot Platform research area, 

we research on improving HUBO. In Humanoid Robot Walking 

and Running Algorithm research, we research to realize stable 

and efficient bipedal robot walking and running. And we are 

developing a mobile platform with high acceleration performance.

■ 연구분야

control theory

- optimal control

- neural network

- fuzzy control

- sliding mode control

experiment

- robot control such as quadruped walking robot

- interface of sensors and systems

- design of controllers and observers

■ 연구성과

Baek-Kyu Cho and Jun-Ho Oh

Running Pattern Generation with a Fixed Point in a 2D Planar 

Biped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oid Robotics, 2009, Vol. 6, No. 

0, pp. 241~264

Jin-Yeong Park, Bong-Huan Jun, Pan-Mook Lee, Jun-Ho Oh

Experiments on vision guided docking of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using one camera

Ocean Engineering, 2009, Vol. 36, No. 0, pp. 48~61

Jin-Yeong Park, Bong-Huan Jun,Fill-Youb Lee, Pan-Mook Lee, 

Chong-Moo Lee, Kihun Kim, Young-Kon Lim, Jun-Ho Oh

Development of the AUV ‘ISiMI’ and a free running test in an 

Ocean Engineering Basin

Ocean Engineering, 2009-01, Vol. 36, No. 0, pp. 2~14

Jungho Lee and Jun-Ho Oh

Stable Dynamic Walking Pattern Generation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oid Robotics, 2008-01, Vol. 0, 

No. 0, pp. 0~0

Ill-Woo Park, Jung-Yup Kim, and Jun-Ho Oh

Online Walking Pattern Generation and Its Application to a Biped 

Humanoid Robot, KHR3(HUBO)

Advanced Robotics, 2008, Vol. 22, No. 1,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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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Biomedical Photonic Imaging Lab

지도교수 오왕열(woh1kaist.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김순희, 김종신, 조한샘 외 2명

석사과정  김용주, 김대식, 신인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동관 2212호

전    화 042-350-3277

홈페이지 http://bpil.kaist.ac.kr

■ 실험실소개

Photonic imaging uniquely provides non-invasive microscopic 

visualization of biological tissues.

Researches at the Biomedical Photonic Imaging Lab. focus on 

developing novel optical imaging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to important medical and biological 

problems. While developing advanced imaging

methods and instruments is the key element to the success of 

our research, many of works will be mostly

highlighted through the translation of our novel technologies 

into clinical and biological studies. We put

lots of efforts on inter/multidisciplinary approaches integrating 

advanced concepts from optical/mechanical

engineering, physics, material science, biology and clinical 

medicine. 

■ 연구분야

The main research interests of our laboratory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optical imaging techniques for 

various applications, especially in clinical medicine and biological 

research. To address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in medicine 

and biology, inter/multidisciplinary ollaboration integrating our 

top-notch photonic imaging capability with expertise of clinicians 

and biologist is critical. Current research projects include advanced 

cardiovascular imaging system development and their clinical trials 

through diagnostic patient imaging,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microscopic

imaging system, advanced cellular and molecular imaging system 

development, speckle reduction in coherence imaging, and 

image-guided therapy.

- Clinical cardiovascular imaging

- Multi-functional microscopic imaging system development

- Advanced cellular and molecular imaging system development

- Speckle reduction in coherence imaging

- Image guided therapy

■ 연구성과

W.Y. Oh, B.J. Vakoc, M. Shishkov, G.J. Tearney, and B.E. Bouma

>400 kHz repetition rate wavelength-swept laser

Opt. Lett, 2010, Vol. 0, No. 0, pp. 2919~2921

J.Y. Ha, M. Shishkov, M. Colice, W.Y. Oh, H. Yoo, L. Liu, G.J. 

Tearney, and B.E. Bouma

Compensation of motion artifacts in catheter-based 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

Opt. Express, 2010, Vol. 18, No. 0, pp. 11418~11427

M.J. Suter, G.J. Tearney, W.Y. Oh, and B.E. Bouma

Progress in intracoronar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EEE J. Sel. Topics Quantum Electron, 2010, Vol. 16, No. 0, pp. 

706~714

L.P. Hariri, B.E. Bouma, S. Waxman, M. Shishkov, B.J. Vakoc, 

M.J. Suter, M.I. Freilich, W.Y. Oh, M. Rosenberg, and 

An automatic image processing algorithm for initiating and 

terminating intracoronary OFDI pullback

Opt. Express, 2010, Vol. 1, No. 0, pp. 566~573

■ 프로젝트

[Rotating disk reflection for fast wavelength scanning of 

Dispersed broadband light] B.E. Bouma, S.H. Yun, W.Y. Oh, B.J. 

Vakoc, and G.J. Tearney

[System and methods for generating data using one or more 

endoscopic microscopy techniques] G.J. Tearney, N. Iftimia, B.E. 

Bouma, and W.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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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gile Technology Lab

지도교수 양민양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김종수, 김성범, 전강민 외 3명

석사과정  신성범, 윤진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동관 1204호

전    화 042-350-3264

홈페이지 http://agile.kaist.ac.kr

■ 실험실소개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가공시스템 연구실은 1987년 초에 설립된 이래로 

많은 박사 및 석사를 양성, 배출하여 왔으며, 모든 졸업생들은 국내 및 

국외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에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민양 교수님의 지도 아래 모든 연구원들이 'Agile Machining 

System'과 관련된 Open Architecture NC, Precision Speed Machining, 

Nontraditional Manufacturing, CAD/CAM, Innovative Design, 

Intelligent System, Mechatronics, Sensor & Monitering 등에 관한 

학문 연구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태동된 Venture Company인 Agile-Tec이 있어, 실

제 산업현장에 연구성과들을 충분히 적용하고,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Advanced Machining Systems

Open Architecture NC

Intelligent Control of Machine Tools

Modeling of Machining Processes

High Speed Machining

Precision Machining

Machine Tool Design

Machining Metrology and Inspection

CAD/CAM

Printed Electronics

Laser Glass cutting

Laser Diode Coupling

■ 연구성과

Narala Suresh Kumar Reddy, Mohammed Nouari, Yang Minyang

Development of electrostatic solid lubrication system for 

improvement in machining process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and Manufacture, 2010, 

Vol. 0, No. 0, pp. 0~0

Bongchul Kang, Seunghwan Ko, Jongsu Kim, Minyang Yang

Laser-induced electrode fabrication

Nature Photonics, 2011, Vol. 5, No. 4, pp. 0~0

Hyeon-hwa Lee, Minyang Yang, Woo-choel Shin, Seung-kook 

Ro, Jong Kwoen Park

A compact high-precision optical sensor for three-dimensional 

tool-origin compen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1, Vol. 0, No. 0, pp. 0~0

Bongchul Kang, Seunghwan Ko, Jongsu Kim, Minyang Yang

Microelectrode fabrication by laser direct curing of tiny 

nanoparticle self-generated from organometallic ink

Optics Express, 2010, Vol. 0, No. 0, pp. 0~0

Hong-suk Youn, Minyang Yang

Solution-Processed Polymer Light-Emitting Diodes utilizing a 

ZnO/Organic Ionic Interlayer with AL

Applied Physics Letters,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친환경 용액 공정을 이용한 고효율 고분자 면조명 개발] 한국과학기술

원 2011.01.01~2011.12.31 

[Eco/Bio산업의 기능성 부품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2011.07.01~2016.06.30 

[ 5축가공기 구성 최적화 기술 개발] 두산인프라코어 2010,10,01~ 

011,09,30 

[고에너지 빔 응용 초정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개발] 한국기계연구

원 2011,06,01~2012,05,31 

[대형복합형상 가공용 GANTRY형 5축가공기 개발](주)남선기공 

2011,06,01~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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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oft Biomechanics and Biomaterials Lab

지도교수 신현정(j_shinkaist.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Hyeonyu Kim, Jiyoung Lim, Eunyoung Shim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동관 2215호

전    화 042-350-3272

홈페이지 http://softbm.kaist.ac.kr/

■ 실험실소개

Our goal is to unravel, through quantitative experiments and 

analyses under simplified conditions, the physical mechanisms 

underlying fascinating cellular dynamics. Our lab studies the 

mechanics of cell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stimulation platforms to study cell responses.

My main research interests center around the emerging 

interdisciplinary mechanobiology. At the center of mechan- 

obiology is the process of mechanotransduction, the way cells 

sense and respond to various mechanical stimulations. W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stimulation systems suitable 

for biological assays to investigate cellular level mechanobiology 

in a number of different cell types. We aim to find links between 

physiological changes in disease and differentiation states and 

cellular biomechanics in light of therapeutic and 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s. We also study biological motility at a cellular level 

as well as an organism level mechanoresponse of C. elegans 

in various mechanical environments.

Research projects for students are designed to utilize engineering 

tools such as conventional light microscopy, confocal microscopy, 

electron microscopy, force microscopy(AFM), laser trapping, basic 

biochemistry lab techniques, microfabrication, as well as 

engineering modeling and simulations. Ultimate goal is to 

establish medical devices and protocols that aid in clinic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based on our understanding of cell 

and molecular mechanics.

■ 연구분야

1.CELLULAR MECHANOBIOLOGY  

Mechanobiology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which merges classical 

mechanics with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and genetics. Many 

cells, including chondrocytes in cartilage, endothelial cells in blood 

vessels, epithelial cells in various tissues, and stem cells, are 

mechanosensitive: i .e., they are able to sense and respond to 

various mechanical forces. Interestingly, the ability of the cells 

to sense and respond to these stimuli depends sensitively on 

the cell type and developmental stage as well as the disease 

stat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cellular mechanical properties 

themselves could be crucial to the mechanisms by which the 

cells sense forces, transmit them to the cell interior, and translate 

them into biochemical signals mediating various cellular 

responses. With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bio-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cells in regulating cellular 

physiology, we focus on the following specific topics:

2.BIOLOGICAL LOCOMOTIONS & MIMETICS

Movements from a single molecule to an organism level require 

force production. Our research interests are the spatiotemporal 

coordination and control of motile components(proteins and 

muscle units) in two different systems, the acrosomal process 

of horseshoe crab sperm and the C.elegans. We currently focus 

mainly on aspects of biological and biomimetic locomotion of 

C. elegans in a number of different mechanical environments.

■ 연구성과

Park MK, Lee HJ, Shin J, Noh M, Kim SY, Lee CH

Novel participation of transglutaminase-2 through c-Jun 

N-terminal kinase activation in sphingosylphosphorylcholine- 

nduced keratin reorganization of PANC-1 cells

Biochim Biophys Acta, 2011, Vol. 0, No. 0, pp. 1021~1029

Yeongjin Kim, Mina Kim, Jennifer H. Shin, Jung Kim

Characterization of cellular elastic modulus using structure based 

double layer model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and Computing, 2011, Vol. 

0, No. 0, pp. 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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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Heat Transfer Lab

지도교수 송태호(thsongkaist.ac.kr)

전공분류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박사과정  Hae-Yong Jung, Jong-Min Kim, In-Seok Yeo, Bong-Su Choi

석사과정  Jaehyug Lee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3101호

전    화 042-350-3072

홈페이지 http://htl.kaist.ac.kr/

■ 실험실소개

Heat Transfer Lab(HTL) is one of the research laboratories in 

mechanical engineering school of KAIST.

Research interest of HTL covers various topic of heat transfer 

including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Lately, to solve 

energy crisis, HTL has been developing super insulation technology 

which needs convergent knowledge of heat and mass transfer, 

vacuum and solid mechanics. Also, developing computational 

analysis scheme of radiation is another research topic.

HTL is composed of advisor Prof. Taeho Song and several Ph.D 

candidates and master candidates.

Over 40 alumni’s are actively working at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s, and government.

■ 연구분야

Development of a Super Insulator 

Energy in the world is mostly consumed by the space heating 

and refrigeration. Since the oil crisis, the thermal insulation of 

buildings became the key element to prevent heat losses an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lthough most insulation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before 1950, their insulation performances 

have been stagnant at the level of 30 mW/m·K thermal 

conductivity for one century. If there is an excellent insulation 

material, this will be one of the most promising solutions for 

the energy cris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super insulator having outstanding insulation 

performance. The thermal resistance of a super insulator using 

the vacuum state will be a factor of ten to hundred better than 

conventional insulation of the same thickness. This means that 

much thinner insulation layer will create more space. In conclusion, 

development of the innovative super insulator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energy consumption and space limitation due to the 

current insulation system.

Developing computational analysis scheme of radiative heat 

transfer

For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radiative transfer poses an 

important and yet difficult problem. Especially in high temperature 

systems such as boiler, furnace, nuclear reactor, and space 

application, the accurate solution for radiative heat transfer has 

been demanded to improve their design.

■ 연구성과

Jongmin Kim, Jae-Hyug Lee, Tae-Ho Song

Vacuum insulation properties of phenolic foam 

Heat and Mass Transfer, 2012-09, Vol. 55, No. 0, pp. 5343~5349

Jongmin Kim, Choonghyo Jang, Tae-Ho Song

Combined heat transfer in multi-layered radiation shields for 

vacuum insulation panels: Theoretical/numerical analyses and 

experiment

Applied Energy, 2012-06, Vol. 94, No. 0, pp. 295~302

Kihwan Kim, Tae-Ho Song

Extension of the Discrete Ordinates Interpolation Method to 

Combined Convection-Radiation Problems with Fluid Flow in 

Three-Dimensional Geometries Filled with Gray Participating 

Media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B: Fundamentals, 2011-12, Vol. 

0, No. 0, pp. 452~471

■ 프로젝트

[VIP 공동 연구 B] 산업체B, 12.06~

[VIP 공동 연구 A] 산업체A, 12.06~

[선도 연구센터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10.09~17.02

[VIP 슈퍼단열체용 다중 왕복 지지체] 한국연구재단, 10.09~13.08

[슈퍼 단열재의 개발(KIEE)] 한국과학기술원, 08.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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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ew Energy Conversion System Lab

지도교수 배중면(jmbaekaist.ac.kr)

전공분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Energy and Power)

박사과정  박준근, 김선영, 윤병영, 이상호

석사과정  신성민, 최승현, 이건호, 강주현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별동 213호

전    화 042-350-3085

홈페이지 http://fuelcell.kaist.ac.kr

■ 실험실소개

신과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청정에너지를 찾는 것을 목표로 연료전

지, SOFC, PEMFC, Fuel Processing, Numerical Simulation 분야에

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SOFC를 위한 세라믹 재료

- SOFC는 연료극, 전해질, 공기극으로 이루어지며, 세라믹 파우더의 

합성, 하소, 소결을 통하여 전극 및 전해질을 제조함

- SOFC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세라믹 물질의 개발 및 전극제조를 

위한 공정개선이 필요함

- 현재 LSM, LSCF, SSC, PSC 등 다양한 세라믹 물질을 사용하여 전극을 

개발하고 있음

금속지지체형 SOFC 단전지

- SOFC는 세라믹 재료로 만들어지므로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세라믹 셀과 금속지지체를 접합시키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SOFC

의 기계적 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 현재 금속지지체형 SOFC 단전지의 대면적화 및 스택 제작을 위한 

연구 진행 중

디젤개질기

- 연료전지 동작을 위한 수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을 위한 기술 필요

-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있고, 수소생산효율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

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연료개질 기술을 연구함.

- 에너지 도가 높지만 개질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연료인 디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 현재 10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에 성공하였으며 대용량 디젤개질기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 중

이동형 SOFC 시스템 제작

- 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SOFC 스택, 연료개질기, BOP 등이 

포함된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이동형 전원장치를 목표로 SOFC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료전지 및 연료개질기 전산해석

- 연료전지 및 연료개질기는 폐형 구조이므로 내부의 온도 및 전류

도 등을 측정할 수 없음

- 연료전지 및 연료개질기의 설계를 위해 전산해석 기법을 활용할 필요

가 있음

- PEMFC 내부의 물 이동 및 연료개질기의 성능 예측을 위한 전산해석 

수행 

■ 연구성과

Jung Hyun Kim, Yongmin Kim, Paul A Connor, John T.S.Irvine, 

Joongmyeon Bae, Wuzong Zhou

Structural, therm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layered 

perovskite SmBaCo2O5+d, a potential cathode material for 

IT-SOFC

Journal of Power Sources, 2009, Vol. 194, No. 2, pp. 704~711

Kwangjin Park, Changbo Lee, Joongmyeon Bae, Youngsung Yoo

Fabrication of multi-layered solid oxide fuel cells using a sheet 

joining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09, Vol. 34, No. 

16, pp. 6861~6868

■ 프로젝트

[SOFC 원천핵심연구센터-고효율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신뢰성 향상 

및 대용량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09.06-2012.05

[탄화수소 기반의 원통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내부개질 특성파악 및 

운전조건 최적화] 삼성 SDI, 2008.12-2009.09

[Development of a Diesel Reformer and Metal-supported Solid 

Oxide Fuel Cell for Saudi Aramco] Saudi Aramco, 2008.07- 

010.02

[예개질기와 금속기반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통합발전시스템을 위한 

원천핵심기술개발구] KAIST EEWS Initiative, 2008.07-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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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ultifunctional & Integrated Nanodevice Technology Group

지도교수 박인규(inkyu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Chunyan Jin, Daejong Yang, Jung Kim 외 2명

석사과정  Jaehwan Lee, Jeonghoon Yun, M.Kasyful Fuadi 외 4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7126호

전    화 042-350-3273

홈페이지 http://mintlab1.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Multifunctional and Integrated Nanosystem 

Technology(MINT) Group(Principal Investigator: Professor Inkyu 

Park)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The main goal of our research group is to develop functional 

MEMS/NANO-devices, nanosystems for environment & biological 

monitoring, flexible physical & chemical sensors, and new energy 

conversion systems. Our research topics are:

- MEMS/Nano hybrid systems for advanced engineering 

applications

- High performance bio/chemical & physical sensors based on 

functional nanostructures

- Micro/nanomanufacturing processes and systems

- Mechanics and reliability of micro/nanoscale structures and 

systems

■ 연구분야

High Performance Bio/Chemical & Physical Sensors based on 

Functional Nanostructures  

Nanomaterials have unique material properties such as (1) 

quantum confinement and bandgap modulation(electrical), (2) 

high surface reactivitiy and surface-to-volume ratio(chemical), 

(3) high elastic modulus and fracture toughness(mechanical). 

Specifically, we are interested in the sensor applications of these 

functional nanomaterials and nanostructures(nanoparticle, 

nanowire, nanotube, and nanofilms). We develop (1) nanowire- 

ased gas sensors, (2) nanostructure-enabled lab-on-a-chip 

systems, (3) nanostructure-based physical sensors(strain, force, 

and pressure), etc.

Micro/Nanomanufacturing Processes and Systems

We develop a number of novel technologies to fabricate nano- 

structures and nanodevices with high controllability, repeatability, 

and reliability with low-cost, low-energy, and high-throughput 

processes. Specifically, we develop (1) controlled nanostructure 

synthesis process, (2) direct printing-based micro/nano-patterning 

process, and (3) top-down / bottom-up hybrid nanofabrication 

processes, etc

Mechanics & Reliability of Micro/nanoscale Structures and Systems

Reliability is the ability of a system to perform and maintain its 

functions in routine or unexpected circumstances. Compared to 

the macroscale engineering systems, the reliability of micro/ 

anostructures and devices has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Further, the standard and analysis tools have not been 

well-established in the micro/nanoscale reliability. In our group, 

we develop (1) experimental procedures and equipment for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structures and devices, (2) failure 

analysis of nanostructured materials, (3) long-term reliability of 

nanomaterials and devices, etc.

■ 연구성과

W.S. Lee, S. Won, J. Park, J. Lee, and I. Park

Thermo-compressive transfer printing for facile alignment and 

robust device integration of nanowires

Nanoscale, 2012-03, Vol. 4, No. 0, pp. 3444~3449

■ 프로젝트

[다기능성 고 도 나노와이어 어레이 소자의 개발 및 바이오/환경에의 

응용]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0.5.1～

2013.4.30

[다기능성, 집적 나노시스템 기술의 개발 및 바이오, 환경 시스템에의 

응용] KAIST, 2009.1.1～2011.12.31

[나노 인쇄전자공정 기반 소재/소자의 신뢰성 분석/향상을 위한 핵심연구]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0.9.9- 012.8.31

[다종 나노물질 기반 집적 환경 센서시스템 개발]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11.9.29～2012.8.31

[Nano-Cell Technology] KAIST, 2011.10.1～20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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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icro/Nano-photonics Laboratory

지도교수 민범기(bmin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Teun-Teun Kim, Ju-Young Kim, Seungwoo Lee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7123호

전    화 042-350-3274

홈페이지 http://me.kaist.ac.kr/~photon

■ 실험실소개

Our group focuses on the physics and engineering of light on 

a mesoscopic-scale ranging from tens of microns down to tens 

of nanometers. In this regime, myriads of fascinating optical 

phenomena can be explored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 연구분야

Metamaterials

A metamaterial is a material which gains its properties from its 

structure rather than directly from its composition. Metamaterial 

is a conceptual breakthrough that emerged less than a decade 

ago, and now the field of metamaterials have exploded in the 

last few years. Recently, researchers have demonstrated fishnet- 

type 3D bulk metamaterials having negative index of refraction 

at optical frequency that bends the light in the wrong direction. 

Our group will investigate unexplored functionalities that only 

the metamaterial can provide and we will search for new 

application areas of metamaterials. 

 

Optomechanics

Ultrahigh-Q whispering-gallery cavity is an ideal template to study 

the mechanical oscillation or cooling of a cantilever-like dielectric 

structure. he underlying mechanism of this mechanical oscillation 

or cooling is originated from the radiation pressure of confined 

photons inside the cavity, which exerts an outward force on the 

cavity wall. This is a newly developed area of research and this 

research renders vast opportunities for the applications of 

photon-induced mechanical oscillators(> 1 GHz) or the cooling 

of the cavity to effective cryogenic temperatures by dynamic 

back-action. ven more interestingly, it is now anticipated that 

the quantum behavior of a macroscopic object will be attainable 

with further advances in this cooling technique.

Plasmonics  

Surface plasmon-polariton(collective electron density wave) 

propagating along the interface of two materials having 

oppositely-signed permittivities is now being widely exploited to 

enable subwavelength-scale functional optical devices owing to 

its highly localized electromagnetic energy density profiles.  

However, a fundamental bottleneck for the realization of SPP 

nano-optical functional devices stems from large metal loss at 

optical frequencies induced by ohmic resistive heating.  Hence, 

any type of plasmonic resonator based on a plasmonic waveguiding 

principle is mostly limited by the metal loss in addition to other 

sources of loss contributions such as roughness-induced 

scattering, radiation into free space/ ubstrate or bending- induced 

radiation.  While other types of plasmonic cavities can be built, 

whispering-gallery resonances, which are also found for various 

types of travelling waves in axisymmetric resonant structures, 

are especially attractive due to their extremely high reflectivity.

■ 연구성과

Seung Hoon Lee, Muhan Choi, Teun-Teun Kim, Seungwoo Lee, 

Ming Liu, Xiaobo Yin, Hong Kyw Choi, Seung S. Lee, Choon-Gi 

Choi, Sung-Yool Choi, Xiang Zhang, and Bumki Min

Switching terahertz waves with gate-controlled active graphene 

metamaterials

Nature Materials, 2012, Vol. 0, No. 0, pp. 0~0

Sunkyu Yu, Xianji Piao, Sukmo Koo, Jung H. Shin, Seung Hoon 

Lee, Bumki Min, and Namkyoo Park

Mode junction photonics with a symmetrybreaking arrangement 

of mode-orthogonal heterostructures

Optics Express, 2011-12, Vol. 19, No. 0, pp. 25500~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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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Ocean Robotics & Intelligence Lab

지도교수 김진환(Jinwhankaist.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Park jeong hong, Lim sung yeop, Kim young shik

석사과정  Kim young hyun, Kim tae yun, Yoo byung hyun 외 4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1519

홈페이지 http://orin.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Ocean Robotics & Intelligence Lab is a research group 

focused on dynamic analysis and intelligent control of marine 

vehicles and robotic systems. We are conducting research on 

vehicle dynamics, guidance, control and estimation for various 

applications in the area of ocean engineering. We are also 

focusing 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novative algorithms 

and systems using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which are applicable to marine vehicles and autonomous robot 

systems.

■ 연구분야

Image processing

3D Reconstruction of an underwater environment

Path planning

Analytical criteria for collision avoidance

Path planning using machine learning

Hydrodynamic analysis

Hydrodynamic Analysis of Fish Locomotion

Object Recognition

Vision-based obstacle detection & recognition

Dynamics & Control

Dynamic positioning of an underactuated vehicle

Navigation

Navigation using weld lines

Underwater Navigation using Sensor fusion

■ 연구성과

Kim, J, Tandale, Monish, Menon, P. K.

Modeling Air-Traffic Service Time Uncertainties for Queuing 

Network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 2012, 

Vol. 48, No. 0, pp. 525~541

Kim, J., Vaddi, S. S., Menon, P. K. and Ohlmeyer E. J

Comparison between Nonlinear Filtering Techniques for Spiraling 

Ballistic Missile State Estimation

IEEE Transactions on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 2012, 

Vol. 48, No. 0, pp. 313~328

Kim, J. and Kim, T.

Terrain-Based Localization using Particle Filter for Underwater 

Nav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2011, Vol. 0, No. 

0, pp. 0~0

Kim, J., Tandale, M., Menon, P. K. and Ohlmeyer, E

Particle Filter for Ballistic Target Tracking with Glint Noise

AIAA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s, 2010, Vol. 

33, No. 6, pp. 1918~1921

■ 프로젝트

[Dynamic modeling and simulation for an underwater mine killer 

robot] Hydrodynamic coefficients are estimated by semi 

analytical / empirical method using specification of robot

[Localization and Navigation in a Time-Invariant Non-Uniform 

Scalar Field]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algorithm for 

localization and navigation using a series of point measurements 

in a time-invariant non-uniform scalar field whose distribution 

is known.

[AUV Navigation using Sensor fusion] The performance of a 

sensor is decreasing and available sensors are limited in under- 

water and therefore sensor fusion is necessary to improve 

performance.

[Developed multi-purpose intelligent unmaned surface vehicle] 

Development of image processing technique considering sensor 

fusion with vision image and motion sensor

[Development of a global path planning algorithm for AUV] 

Path planning considering obstacle and complex current field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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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dvanced Packaging and Thin Film Lab

지도교수 김택수(tskim1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Jeong-Min Seo, Yong-Ho Ko

석사과정  Tae Shik Yoon, Inhwa Lee, Jae-Han Kim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6125호, 6126호

전    화 042-350-3278, 5238

홈페이지 http://aptf.kaist.ac.kr/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group focuses on mechanics-related subjects of 

advanced packaging and thin films: adhesion, deformation, 

fracture, fatigue,reliability, and stress/strain induced multiphysics 

phenomena.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improving mechanical reliability 

of emerging packaging and thin film technologies through a 

sequence of experimental studies.

■ 연구분야

Graphene

- Adhesion Measurement

- Novel Transfer Process

Microelectronics

- Stress Analysis: Interconnections, Drop Impact Test, Warpage

- Mechanical Reliability of Flip-Chip Packaging: Cu/Low-k 

Interconnects, Underfills

Fuel Cells

Flexible Electronics

- Substrate Warpage

Thin Films

- Mechanical Reliablity of Nano Particle/Wire Thin Films

■ 연구성과

T. Kim

Adhesion Measurement Methods for Thin Films in Microelectronics

Journal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2012, Vol. 

0, No. 0, pp. 213~218

T. Yoon, W. C. Shin, T. Y. Kim, J. H. Mun, T. Kim, and B. J. 

Cho

Direct Measurement of Adhesion Energy of Monolayer 

Graphene As-Grown on Copper and Its Application to 

Renewable Transfer Process

Nano Letters, 2012, Vol. 0, No. 0, pp. 1448~1452

T. Kim and R. H. Dauskardt

Molecular Mobility under Nanometer Scale Confinement

Nano Letters, 2010, Vol. 0, No. 0, pp. 1955~1959

T. Kim and R. H. Dauskardt

Integration Challenges of Nanoporous Low Dielectric Constant 

Materials

IEEE Transactions on Device and Materials Reliability, 2009, Vol. 

0, No. 0, pp. 509~515

T. Kim, D. Chumakov, E. Zschech, and R. H. Dauskardt

Tailoring UV cure depth profiles for optimal mechanical 

properties of organosilicate thin films

Applied Physics Letters, 2009,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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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CAD Lab

지도교수 한순흥(shhankaist.edu)

전공분류 CAD/CAM(CAD/CAM)

박사과정  Suchul Shin, Ikjune Kim, Seunghoon Lee 외 3명

석사과정  YooKyung Jo, Fahim Ahmed, Soonjo Kwon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35

전    화 042-869-3040

홈페이지 http://icad.kaist.ac.kr/

■ 실험실소개

iCAD(Intelligent Computer Aided Design) Laboratory is an 

integral unit of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AIST.

We focus in the development of CAD, STEP & Virtual Reality.

■ 연구분야

CAD(STEP)

Research under CAD(STEP) mainly focus upon:

Geometric Modeling

CAD Model Exchange and STEP

Domain-Specific Data Modeling

VR

VR research field of iCAD Laboratory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VR Simulators

Industrial application of MR(Mixed Reality) and AR(Augmented 

Reality)

Modeling and Simulation

■ 연구성과

Seunghoon Lee, Soonhung Han, Duhwan Mun 

Integrated management of facility, process, and output: data 

model perspective(SCI) 

Science China, 2012-05, Vol. 0, No. 0, pp. 0~0

Moohyun Cha, Soonhung Han, Jaikyung Lee, Byungil Choi　

A virtual reality based fire training simulator integrated with fire 

dynamics data 

ELSEVIER, 2012-05, Vol. 0, No. 0, pp. 0~0

Sang-Uk Cheon, Byung Chul Kim, Duhwan Mun, Soonhung Han 

A procedural method to exchange editable 3D data from a 

free-hand 2D sketch modeling system into 3D mechanical CAD 

systems

ELSEVIER, 2012-04, Vol. 0, No. 0, pp. 0~0

Byung Chul Kim, Duhwan Mun, Soonhung Han, Michael J. Pratt 

A method to exchange procedurally represented 2D CAD model 

data using ISO 10303 STEP

ELSEVIER, 2011-12, Vol. 0, No. 0, pp. 0~0

Soonhung Han, Yeonseung Lee, Youngbok Choi 

Hydrodynamic hull form optimization using parametric model 

J Mar, 2012-0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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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arine Design & Production System Lab

지도교수 정현(hyunny92kaist.edu)

전공분류 기계요소 및 기구설계(Machine Element and Design)

박사과정  Heo Heeyoung, Choi Wooyoung, Goo Bongeun, Nabeel Arif

석사과정  Kim Sanghwan, Kang Minseok, Yeo Seungkyun, 외 3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35 한국과학기술원 유레카관

전    화 042-350-1579

홈페이지 http://mdps.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Marine Design and Production Systems Engineering 

Laboratory(MDPS) in Ocean Systems Engineering, KAIST. We 

studies problems related to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ocean 

system. The goal of our research is to provide interdisciplinary 

insight into complex design and production problems by 

integrating CAD, shape modeling methodology, shape 

modeling methodology, structural mechanics, and operations 

research methods within the framework of optimization 

technique. 

■ 연구분야

Tolerance Analysis/Optimization of Compliant Assemblies considering 

Welding distortions

- 3D FEM GMAW(Gas-Metal Arc Welding) distortion simulation

- Equivalent loading method based on inherent strain(eigenstrain) 

concept

- Statistical tolerance representation of 3D plate and shell 

structures

- Stochastic Finite Element Modeling and Analysis

Modeling and Simulation of Production System

- Layered Discrete Event Simulation Engine

- Object-Oriented System Analysis and Modeling

-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for production planning and layout 

optimization

- Simulation based manufacturing facility design/ship design

■ 연구성과

The conceptual design of semi-submersible type Mobile Harbor 

using axiomatic design principles

J. H. Lee, S. J. Yoon, H. Chung and P. S. Lee

Journal of the Society of CAD/CAM Engineers, 2010, Vol. 0, No. 

0, pp. 0~0

Parsons, M., Chung, H., Nick, E., Daniels, A., Liu, S., and Patel

Intelligent Ship Arrangements(ISA) a new approach to general 

arrangements

Naval Engineers Journal, 2008, Vol. 0, No. 0, pp. 0~0

Chung, H., Yum, J. S. and Karr

Statistical B-spline FEM for predicting effects of geometric 

uncertainty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2009,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Layered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Framework for the ship 

and offshore production planning cross-check] 조선생산 상호검증

을 위한 Layered DES Framework

[OFD 탑재물 정도 관리를 위한 Ballast Water 분포 최적화 code 개발] 

Pontoon Deck의 변위가 정해진 tolerance를 만족하는 최적화된 

Ballast water 분포를 구하는 알고리즘 개발, 실제 계측 data를 활용한 

최적화된 Ballast water 분포를 구하는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utomatic Ship-to-Ship Docking system] 부유

체 자동도킹 시스템 기술 개발

[고정도 조선 용접로봇 개발을 위한 Arc 용접시 전류, 전압이 비드 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 및 용접 품질 향상 기술 개발] 고정도 조선 

용접로봇 개발을 위한 Arc 용접시 전류, 전압이 비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 및 용접 품질 향상 기술 개발

[CO2 capture and storage safety and risk assessment] CO2 해양 

중간저장 안전성 및 위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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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Ultra-Scale Photonic Control and Measurement Group

지도교수 김정원

전공분류 계측(Measurement)

박사과정  정광연, 김철

석사과정  양희원, 김효지, 임지석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7-4-6119

전    화 042-350-3236

홈페이지 http://upcam.kaist.ac.kr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interests are broadly focused on advancing the 

high-precision ultrafast photonics field and it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to address unsolved problems requiring ultra-high 

precision in measurement and control capabilities. The unique 

property of femtosecond(10-15 s) mode-locked lasers of 

simultaneously generating ultralow-noise optical and electronic 

signals can provide unprecedented precision in signal generation, 

measurement, control, and distribution.

Our goal is to pursue fundamental innovations that will allow 

the ultrafast laser based technology to achieve the highest 

possible timing precision, toward the attosecond(10-18 s) 

regime. We have further interest in transitioning the achieved 

precision from the laboratory to real-world applications.

■ 연구분야

Ultra-low-noise, Ultra-compact ML Lasers

The availability of signal sources with extremely low timing and 

phase noise enables new scientif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requiring ultrahigh time-frequency precision, including novel 

instrumentation for advanced scientific facilities(such as 

accelerators, FELs, and phased-array antennas for radio 

astronomy), analog-to-digital converters, clock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radars and lidars, and signal measure- 

ment instrumentation. Although sub-10-femtosecond- level 

timing performance could be obtained by ultrafast laser-based 

techniques, further performance scaling was limited by the timing 

noise of ultrafast lasers itself, which was about 10 femtoseconds. 

This noise level was still far from the theoretically predicted level 

of well below a femtosecond.

Ultra-high-performance Signal Processing on Integrated Chips

The use of optical pulse trains can dramatical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signal generation, processing, and measurement. 

We pursue the optimized use of optics and electronics for the 

highest possible precision and performance.

Ultra-precise Synchronization, Network, and Sensing Systems

The high-precision ultrafast photonic devices and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a broad range of large-scale synchronization, 

communication and sensing problems that require ultrahigh 

precision in measurement and control capabilities.

■ 연구성과

K. Jung and J. Kim

Subfemtosecond synchronization of microwave oscillators with 

mode-locked Er-fiber lasers

Optics Letters, 2012, Vol. 0, No. 0, pp. 2958~2960

S. Y. Ryu, K. S. Kim, J. Kim, and S. Kim

Degradation of optical properties of film-type single-wall carbon 

nanotubes saturable absorbers

Optics Express, 2012, Vol. 0, No. 0, pp. 12966~12974

■ 프로젝트

[Apparatus and method for measuring polarization dependent 

loss using repeated high speed polarization scrambling] Y. W. 

Koh, J. Kim, B. W. Lee

[Compact background-free balanced cross-correlators] F. X. 

Kartner, J. Kim, F. N. C. Wong

[Synchronization of lasers and RF-sources using timing 

information transfer in the optical domain] F. X. Kartner, J. Kim, 

M. H. Perrott 

[Balanced optical-radiofrequency phase detector] F. X. Kartner, 

J. Kim 

[Multi-layer thin-film broadband beam splitter with matched 

group delay dispersion] F. X. Kartner,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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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pplied Heat Transfer Lab

지도교수 김성진

전공분류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박사과정  Young Jik Yoon, Daniel Gordon Trainer, Jaehoon Jung 외 7명

석사과정  Jaeyeong Jo, Sungwan Park, Younghwan Joo, Aejung Yoo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3116호

전    화 042-350-3083

홈페이지 http://appheat.kaist.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2012년 5월로 창의연구단(National Creative  Research  

Initiatives)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은 연성 박막 초열전도체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는 

Sensing devices, Electronics cooling, Energy conversion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Microscale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 Microscale heat transfer

  Microchannel heat sinks

  Microscale impinging jets

- Microscale fluid flow

  Hydrodynamics microscopes

- Electrokinetic energy conversion

  Electroosmotic pumps

  Electrokinetic flow meters and pressure sensors

Electronics cooling

- Heat sink design and optimization

  Plate fin heat sinks

  Pin fin heat sinks

  Heat sinks with cross-cuts

  Scroll heat sinks

- Heat pipes

■ 연구성과

Y. J. Youn and S.J. Kim

Fabrication and evaluation of a silicon-based micro pulsating 

heat spreader

Sensors & Actuators: A. Physical, 2012, Vol. 0, No. 0, pp. 

189~197

C. Byon and S.J. Kim

Capillary Performance of Bi-porous Sintered Metal Wick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55, Vol. 0, No. 

0, pp. 4096~4103

K. Choo, T. Y. Kang, and S.J. Kim

The effect of inclination on impinging jets at small nozzle-to- 

plate spa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55, 2012, Vol. 

0, No. 0, pp. 3327~3334

K.-L. Suk, K. Choo, S.J. Kim, J.-S. Kim, and K.-W. Paik

Studies on various chip-on-film(COF) packages using ultra fine 

pitch two-metal layer flexible printed circuits(two-metal layer 

FPCs)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52, Vol. 0, No. 0, pp. 1182~1188

C. Byon and S.J. Kim

Effects of geometrical parameters on the boiling limit of 

bi-porous wick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압전소자 Active cooler를 적용한 LED 조명 냉각을 위한 연구] ㈜LG 

이노텍, 2011.12.01.~2012.11.30

[기지국 방열을 위한 Fanless 냉각 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 ㈜삼성전자, 

2011.12.01.~2012.11.30

[우주스마트 열제어기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2010.09~2018.09

[고효율 무교정 후판 가속냉각 제어기술] 한국기계연구원, 2011.08.01. 

~2017.07.31.

[3D-TSV와 LED 패키지 열설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010.08.01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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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erosol & Particle Technology Lab

지도교수 김상수

전공분류 

박사과정  Hongseok Kim, Kang Soo Lee, Dongyun Choi 외 2명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3120호

전    화 042-350-3061

홈페이지 http://aptl.kaist.ac.kr/

■ 실험실소개

APTL has been founded by professor Sang Soo Kim and studied 

the area associated with the aerosol and particle since 1983. 

In particular, we have investigated the generated particles using 

various methods and experimental systems.

■ 연구분야

- The electrospray

- Characteristics of the CaCO3 sorbent particles in a condition 

of O2/CO2 combustion system

- MicroOpto_Fluidics

- The coating using aerosol jet

■ 연구성과

Dong Yun Choi, Hyun Wook Kang, Hyung Jin Sung and Sang 

Soo Kim

Annealing-free, smooth, flexible silver nanowire/polymer composite 

electrodes via a continuous two-step spray-coating method

Nanoscale, 2012, Vol. 0, No. 0, pp. 0~0

Joon Sang Kang, Inyong Park, Jae Hee Jung and Sang Soo Kim

Free-surface electrospray technique using a multi-hole array

Journal of Aerosol Science, 2012, Vol. 0, No. 0, pp. 0~0

Kang Soo Lee, Sang Youl Yoon, Kyung Heon Lee, Sang Bok Kim, 

Hyung Jin Sung and Sang Soo Kim

Optofluidic particle manipulation in a liquid-core/liquid-cladding 

waveguide

Optics Express, Vol. 20, No. 0, pp. 17379~17359

Joon Sang Kang, Kang Soo Lee, Kyung Heon Lee, Hyung Jin 

Sung and Sang Soo Kim

Characterization of a microscale cascade impactor

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 Vol. 46, No. 0, pp. 966~972

Sang Bok Kim, Kyung Heon Lee, Sang Soo Kim and Hyung Jin 

Sung

Optical force on a pair of concentric spheres in a focused laser 

beam: ray-optics regime

Journal of the Optical Scociety of America B,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정전분무기술을 이용한 차량응용 시스템개발](주)한라공조, 2011.09～

2012.08

[바이오/미세 입자탐지를 위한 MEMS 기반의 초소형 다단임팩터의 개

발] KAIST HRHRP(High Risk High Return Project), 2012.01～ 

2013.12

[동축 멀티젯 고유량 전기방사를 이용한 고분자 나노 섬유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1.05～2014.04

[고 전기전도도 물을 이용한 고유량 정전분무 요소기술 개발](주)삼성전

자, 2011.06～2012.04

[차세대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위한 로 내 가스상 미세오염물질들의 동시

제거기술 개발] KAIST EEWS(Energy, Environmet, Water, and 

Sustainability) 연구사업, 2012.01～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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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tronics, Systems and Control

지도교수 김경수(kyungsookim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이종현, 곽경운, 류성윤, 고두열 외 29명

석사과정  김홍진, 김현구, 조승환, 송지훙 외 14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대학 3호관 3443호

전    화 042-350-3252

홈페이지 http://msc.kaist.ac.kr

■ 실험실소개

The Mechatronics, Systems and Control(MSC) Laboratory was 

originally founded in 1986 by Professor YoonKeun Kwak. It is 

the largest and one of the most prestigious labs in KAIST and 

shows its long history by having produced over 100 M.S. and 

Ph. D.'s. Professor Kwak retired in 2009, and his successors 

Professors Soohyun Kim and Kyoungsoo Kim combined their 

laboratories, renaming the new synergistic forum to the "MSC 

Lab."

■ 연구분야

Applied Optics Group(AOG)

Our research areas include highly sensitive optics-based sensing 

and analysis method for practical application purpose. Recently, 

we are focused on the detection and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s, e.g. tranquilizer/stabilizer agents, explosives, biological 

aerosol. To do so, we have developed THz time domain 

spectroscopy system and the optical remote sensor based on 

femtosecond fiber laser.

Bio-inspired Mechatronics Group(BMG)

Mother nature provides us with a good hint in designing 

mechatronics systems. The fact of all living creatures’long history 

implicitly proves a kind of optimization in their bodies. Our 

objectives are observing key principles of living things and 

applying them to develop mechatronics systems.

Control Theory and Application Group(CAG)

Development of Advanced Control Theory and Application

Sensor and Actuator Group(SAG)

Development of Advanced Sensor and Actuator

Semi Robot Group(SRG)

Assists or provides new ability for human by semi robot

■ 연구성과

Sung Yoon Ryu, Kyung-Soo Kim, Jungwon Kim, Soohyun Kim

Degradation of optical properties of film-type a single-wall 

carbon nanotubes saturable absorbers(SWNT-SAs) with an 

Er-doped all-fiber laser

Opt. Express, 2012, Vol. 20, No. 12, pp. 0~0

Young-Keun Kim, Hyo-In Bae, Jeong-Hoi Koo, Kyung-Soo Kim, 

and Soohyun Kim

Note: Real time control of a tunable vibration absorber based 

on magnetorheological elastomer for suppressing tonal 

vibrations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2012-04, Vol. 83, No. 4, pp. 

0~0

Young-Keun Kim, Y. Kim, Y.S. Jung, I.G. Jang, K.-S. Kim, S. Kim, 

and B.M. Kwak

Developing Accurate Long Distance 6-DOF Motion Detection 

with 1-D Laser Sensors: Three-Beam Detection System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특수목적용 고기능성 매니퓰레이션 시스템 인력양성사업] 위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기간 : 2008.9.1.~2013.2.28.(52개월)

[클러치가 없는 유성기어 변속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구동계 설계] 위

탁기관 : 한국연구재단, 과제기간 : 2011.05~2014.04

[드라이브 및 샤시 제어 : 인 휠 모터 고장 진단에 관한 연구] 위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기간 : 2011.3.1.~2016.2.29.(60개월)

[정  핸드 매니퓰레이터 설계 및 운동제어 연구] 위탁기관 : 국방과학기

술연구소(ADD), 과제기간 : 2010.03~2012.12.

[실외 환경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경로 계획 연구] 위탁기관 : 국방과학기

술연구소(ADD), 과제기간 : 2007.06~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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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pplied Nano Technology & Science Lab

지도교수 고승환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Hyun Wook Kang, Indria Herman, Junyeob Yeo, Suk Joon Hong 외 4명

석사과정  Manorotkul Wanit, Ha Beom Lee, Gun Woong Kim, Joo Yeun Ham 외 2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서관 7104호

전    화 042-350-3275

홈페이지 http://ants0.kaist.ac.kr

■ 실험실소개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공정들

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공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연

전자소자나 입을 수 있는 컴퓨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Nano Material Synthesis & Characterization

- Flexible Electronics

- Sustainable Energy

- Laser micro/nano processing

- Micro / nano / opto / thermo Fluidic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Nano Material Synthesis & Characterization

We synthesize various nanomaterials including metal & metal 

oxide nanoparticles(Ag, Au, Cu, Pt, Ni, ZnO, TiO2 etc), metal, 

metal oxide, organic nanowires(Ag, Au, ZnO, Alq etc) based on 

various methods including two phase method, hydrothermal 

method, Polyol method.

- Flexible Electronics

Our final goal is to build flexible display by integrating OFET 

(Organic Field Effect Transistor) array an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array on a plastic substate. This mission can be 

achieved though conventional vacuum deposition and 

photolithography processes. However, our mission is to develop 

cost-effec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flexible electronics 

fabrication approach development. Our long term goal is to 

develop wearable computers.

- Sustainable Energy

We do following sustainable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replated researches

(a) Flexible solar cell

-3rd gen: DSSC(dye sensitized solar cell)

-2nd gen: Thin film solar cell(a-Si, CIGS, CdTe etc)

-1st gen: Crystalline solar cell

(b) Fuel cell & reformer

(c) Solar hydrogen

(d) solar thermal

(e) thin film battery and super capacitor

- Laser micro/nano processing

We perform various laser micro/nanoprocessing such as laser 

ablation/sintering/annealing or nano material, thin film & bulk 

material.

(a) Selective laser sintering of nanoparticle

(b) Selective laser ablation of nanoparticle

(c) Explosive laser recrystalization of Ge thin film

- Micro / nano / opto / thermo Fluidic

We study broad micro/nano/opto/thermo fluidic problems. Such 

as

1) Laser induced acoustic wave generation and interaction in 

water

2) Standing wave tube

3)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and other nanomaterial based 

fluid imaging technique

4) Laser bubble generation and manipulation in nanofluidic

■ 연구성과

H.M.Lee, H.B.Lee, D.S.Jung, J.Y.Yun, S.H.Ko and S.B.Park

Solution Processed Aluminum Paer for Flexible Electronics

Langmuir,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박막형 슈퍼캐피시터용 나노구조체 형성을 위한 레이저 저온 공정 기술 

개발] 박막형 슈퍼캐피시터용 나노구조체 형성을 위한 레이저 저온 공정 

기술 개발

[액상환경 내에서 광 에너지를 이용한 기능성 나노구조물의 선택적 합성 

및 집적기술 개발] 액상환경 내에서 광 에너지를 이용한 기능성 나노구

조물의 선택적 합성 및 집적기술 개발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물질의 합성, 국소직접패터닝 기술의 개발과 유

연나노소자에의 응용]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물질의 합성, 국소직접패터

닝 기술의 개발과 유연나노소자에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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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안전연구실

지도교수 장순흥(shchangkaist.ac.kr)

전공분류 원자력에너지(Nuclear Power Energy)

박사과정  Kim, Youngjin, Choi, Jaeyoung

석사과정  Kim, Sangho, Choi, Gil-Sik, Kim, Sung-yeop 외 7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856

홈페이지 http://esdas.kaist.ac.kr/xe/index.php

■ 실험실소개

Thermal-hydraulic phenomenon, especially Critical Heat 

Flux(CHF) has been the main research area in ESDAS since its 

establishment of 1983. Through many experiments and studies 

we investigate the fundamentals of CHF phenomena and 

develop various models and structural support to enhance the 

CHF. The representative experimental facilities are pool boiling 

and flow boiling loops, and In Vessel Retention -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IVR-ERVC) loop, which are at the level 

of world top class. Thermal-hydraulic study using nano-fluid is 

also one of our strong research area.

The unique system design is being testified in ESDAS. We define 

the requirements to fulfil the goal of system and we design and 

suggest new system through analysis and synthesis. One of our 

strong area includes passive safety system and power supply 

system, and Gen IV reactor, and fuel cycle.

 

Every memeber of ESDAS is working hard to pursue the dream 

of becoming the next generation top engineer. We are open 

at any time for your questions. We hope you can get valuable 

information, and don't hesitate to join us for your extensive and 

precious academic experience.

■ 연구분야

Critical Heat Flux(CHF)

System Design & Safety

■ 연구성과

System Design & Safety

Enhancement of Critical Heat Flux using nano-fluids 

invessel retention-external vessel cooling,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012, Vol. 35, No. 0, pp. 157~165

Seung Min Woo, Soon Heung Chang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Design Basis Events Using 

MARS-LMR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2, Vol. 244, No. 0, pp. 

83~91

Tae Il Kim, Hae Min Park, Soon Heung Chang

CHF Experiments Using a 2-D Curved Test Section with additives 

for IVR ERVC Strategy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2, Vol. 243, No. 0, pp. 

272~278

■ 프로젝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 작업반] 장순흥, 김한곤, 최성수, 박진균, 홍진

혁, 해외(국가)등록 95-29864(1999.4.16)

[웹 기반의 열기관 성능 분석 및 정비 지원 시스템] 장순흥, 국내출원 

10-1999-0014699(1999.4.23)

[원자력 미소기계(Nucro-Machine)] 장순흥, 백원필, 이광구, 등록 

97-25327(1999.9.11) 

[가압경수로의 피동형 이차측 응축계통] 장순흥 노희천, 김상재, 등록 

96-48721(2000.4.21) 

[핵연료 채널 및 이를 이용한 고유안전 수냉각형 튜브원자로] 장순흥, 

백원필, 등록 80972(1994.12.30) 

[피동형 가압 경수로] 장순흥, 노희천, 이성욱, 백원필, 등록 

92-19163,(1997.1.17) 

[가압경수로의 콘크리트 격납용기에서 직접증기 응축을 통한 피동 격납

용기 냉각계통] 장순흥, 노희천, 이재영, 이성욱, 등록 127039(199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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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trategic Aerospace Initiative Lab

지도교수 안재명(jaemyung.ahnkaist.ac.kr)

전공분류 동역학(Dynamics)

박사과정  홍승범, 윤남경

석사과정  서정재, 나형호, 남영우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730

홈페이지 http://flexible.kaist.ac.kr/wordpress/

■ 실험실소개

The Strategic Aerospace Initiative(SAI) is carrying out research 

on the analysis and design of complex aerospace systems such 

as launch vehicles, satellite constellations, and the lunar 

exploration system. We are addressing the high-level strategic 

issues which have huge impact on the value of the system.

■ 연구분야

- Holistic and System-Centric: Focus on the concept design, 

architecture study, and integrated design of multidisciplinary 

systems, rather than concentrate on subsystems and related 

technologies

- Bridging betwee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pply the 

methodologies in management science such as financial 

analysis and risk analysis to the engineering systems projects 

to be used during the initiation, design, realization, and 

operation phases of the system’s lifecycle

- Considering Future: Design a system so that system can 

mitigate risks and secure potential opportunities coming from 

the uncertainty lying in technologic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 연구성과

J. Ahn and O. de Weck

Mars Surface Exploration Caching from an Orbiting Logistics 

Depot

Journal of Spacecraft and Rockets, 2010-08, Vol. 47, No. 4, pp. 

690~694

J. Ahn, O. de Weck, Y. Geng, and D. Klabjan

The generalized location routing problem with profits arising in 

space exploration

Transportation Science, Vol. 0, No. 0, pp. 0~0

P. Wooster, R. Braun, J. Ahn, and Z. Putnam

Mission design options for human Mars miss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s Science and Exploration, 

2007-08, Vol. 3, No. 0, pp. 12~28

W. Roh, H. Cho, J. Ahn, J. Park, and H. Choi

R&D of the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 for KSR-III and its 

flight test results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04-06, 

Vol. 10, No. 6, pp. 557~565

W. Roh, H. Cho, J. Ahn, and H. Choi

Attitude controller design and flight test of KSR-III

KSAS Journal, 2004-04, Vol. 32, No. 3, pp. 88~94

J. Ahn, W. Roh, S. Kim, S. Kim, and Joon Kim

Launch criteria design and wind operations for KSR-III flight test

KSAS Journal, 2004-03, Vol. 32, No. 2, pp. 103~109

J. Ahn, W. Roh, J. Park, and G. Cho

Performance analysis and flight results of KSR-III

KSAS Journal, 2004-03, Vol. 32, No. 1, pp. 106~111

J. Ahn, W. Roh, H. Cho, and J. Park

Control system modeling and optimal bending filter design for 

KSR-III first stage

KSAS Journal, 2002-10, Vol. 30, No. 7, pp. 113~122

J. Ahn, O. de Weck, and J. Hoffman

An optimization framework for global planetary surface 

exploration campaigns

Journal of the British Interplanetary Society, 2008-12, Vol. 61, 

No. 12, pp. 487~498

J. Ahn, W. Roh, J. Park, and G. Cho

Instantaneous impact point calculation algorithm of a sounding 

rocket and its application to range safety system

KSAS Journal, 2000-09, Vol. 28, No. 6, pp. 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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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ASCL Lab

지도교수 방효충(hcbangascl.kaist.ac.kr)

전공분류 유체기계(Fluid Machine)

박사과정  이일형, 백광열, 이동진, 임승한, 김경희, 목성훈, 조수장, 임이랑, 피재환, 정유연

석사과정  Masaud, Shehryar, 김영주, 나윤주, 박장성, 이주영, 외 5명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대학로 291 KAIST 항공우주공학전공 ASCL 305-701

전    화 042-350-5758

홈페이지 http://ascl.kaist.ac.kr/aboutascl

■ 실험실소개

ASCL(Aerospace Systems and Control Lab.) opens a new era 

to become a world-class academic group in the area of aerospace 

flight control systems design and application researches as a 

member of FDCL(Flight Dynamic and Control Lab.) group in KAIST. 

Under the joint laboratory system, FDCL, since 2001, a great 

stride was made by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and reputation 

of excellency. We concentrate on various disciplines of aerospace 

flight control systems design and spacecraft guidance and 

navigation.

■ 연구분야

Our special emphasis is to maintain well-balanced research legacy 

in experimental work and analysis. Through many government 

funded research programs, our group gained sense of practical 

aerospace systems design and abundant experience. With 

confidence in our mission, we will put our best effort into 

developing our capacity as a university research lab. and 

contributing to our national aerospace programs.

■ 연구성과

이동진, 방효충, 김천중

정 지형참조항법을 위한 격자 적응 알고리듬 연구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이동진, 김영주, 방효충

무인항공기 영상기반 지형참조항법 알고리듬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이동진, 방효충

강화학습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미사일 회피 전략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조수장, 방효충

벡터 관측만을 이용한 칼만 필터 기반의 각속도 추정방법 성능 비교 

및 분석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변수영, 이동진, 방효충

Experimental Research on Relative Navigation using Stereo 

Vision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박장성, 방효충

영상기반 상대항법을 위한 GLSDC 알고리즘 초기값 설정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나윤주, 방효충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IT 융복합 전략 기술 조사 및 활용 방안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나윤주, 방효충

민수헬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 및 기술 방안 조사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임승한, 방효충

무인항공기 유도를 위한 새로운 벡터필드 제한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2012-04, Vol. 11, No. 13, pp. 

0~0

박장성, 방효충

레이져 레이다와 spin-image를 이용한 자세 독립적 자동 타겟 인식

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11, 2011, Vol. 11, No. 11,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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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mart Structures & Composites Lab.

지도교수 홍창선, 김천곤(cshongkaist.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문진범, 장홍규, 장병욱, 이연관, 최원호, 신재환, Abrar-Ul-Haq Baluch

석사과정  박미영, 김진혁, 손길상, 송태훈, 김윤영, 김진규, 박유림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781

홈페이지  http://smartech.kaist.ac.kr/

■ 실험실소개

Having developed one of the leading university based on advanced 

composites R&D in the nation, Smart Structures and Composites 

Lab. has 2 professors and more than 20  M.S. and Ph.D students 

working on composite structural analysis, optimal design and 

fabrication, fiber optic smart structures, damage detection and 

health monitoring. These technologies are used increasingly in 

aerospace design and manufacturing.  Research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for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I),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KOSEF), and private industries.

■ 연구분야

- Sturctural Health Monitoring

- Composite Structural Analysis & design

- Composite in Special Environments

- Multi-Functional Composites

■ 연구성과

문진범, 박유림, 손길상, 김천곤

비구속 삽입된 직물 섬유를 이용한 샌드위치 쉴드의 초고속 충격 해석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11, Vol. 24, No. 3, pp. 31~38

장병욱, 박상오, 이연관, 김천곤, 박찬익, 이봉완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충격 모니터링 기법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11-02, Vol. 24, No. 1, pp. 24~30

Cao-Son Nguyen, 장홍규, 신재환, 손유나, 김천곤

복합재 튜브를 이용한 고속 열차의 에너지 흡수장치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11-02, Vol. 24, No. 1, pp. 1~9

장홍규, 신재환, 김천곤, 김진봉, 신상훈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반원통형 전자파 흡수구조의 설계 및 제작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10, Vol. 23, No. 2, pp. 17~23

문진범, 김수현, 김천곤

복합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염수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10, Vol. 23, No. 1, pp. 44~51

김대현, 이연관, 김천곤

무아레 프린지 기법 적용 광섬유 센서를 위한 다점 측정 모델의 개발

비파괴검사학회지, 2010, Vol. 30, No. 1, pp. 36~45

김진봉, 이상관, 김천곤

퍼콜레이션 이론에 기초한 복합재료의 복소 유전율 모델에 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9, Vol. 22, No. 3, pp. 44~54

이복원, 김일진, 이연관, 김천곤

전단농화유체가 함침된 Kevlar 직물의 방검 및 방침 특성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8, Vol. 21, No. 5, pp. 23~30

이복원, 이성현, 김천곤, 윤병일, 백종규

전단농화유체를 함침한 케블라 직물의 저속충격 거동 및 마찰특성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8, Vol. 21, No. 2, pp. 15~24

이무근, 김천곤

병렬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복합재 적층 구조물의 최적설

계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8, Vol. 21, No. 1, pp.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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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Silicon Photonics Lab

지도교수 신중훈(jhs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인용, 엄석천, 강순영, 충경재, 김계영, 고준영, 송보광, 이재학

석사과정  선요한, 이진구, 고희영, 이민경, 채성환, 김근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5538

홈페이지 http://spl.ka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We believe that Si photonics, defined as photonics using 

Si-based materials and Si-compatible processes, can be the 

answer to such problems. Thus, it is the goal of our lab to 

research materials and structures that can enable realization of 

Si photonics.

■ 연구분야

The two driving forces for the information revolution are 

integrated circuit technology(e.g. CPUs, DRAMs) and optical 

communication.  However, the two technologies have so far 

have never been integrated into one monolithic technology.  

Si has remained the material of choice for integrated electronic 

circuits, while photonics is based on assembly of many discrete 

components.  However, if the information revolution is to be 

sustained, these two technologies would have to merge into 

one.

■ 연구성과

Kyungjae Chung, Sunkyu Yu, Chul-Joon Heo, Jae Won Shim, 

Seung-Man Yang,Moon Gyu Han, Hong-Seok Lee, Yongwan 

Jin, Sang Yoon Lee,Namkyoo Park, and Jung H. Shin 

Butterfly-inspired reflector

Nature, 2012, Vol. 485, No. 0, pp. 0~0

Kyungjae Chung, Sunkyu Yu, Chul-Joon Heo, Jae Won Shim, 

Seung-Man Yang,Moon Gyu Han, Hong-Seok Lee, Yongwan 

Jin, Sang Yoon Lee,Namkyoo Park, and Jung H. Shin 

Flexible, Angle-Independent, Structural Color Reflectors Inspired 

by Morpho Butterfly Wings

Adv. Mater, 2012, Vol. 0, No. 0, pp. 2375~2379

Sunkyu Yu, Xianji Piao, Sukmo Koo, Jung H. Shin, Seung Hoon 

Lee, Bumki Min and Namkyoo Park 

Mode junction photonics with a symmetrybreaking arrangement 

of mode-orthogonal heterostructures

Optics Express, 2011, Vol. 19, No. 25, pp. 0~0

Jee Soo Chang, In Yong Kim, Gun Yong Sung, and Jung H. Shin 

Population inversion and low cooperative upconversion in 

Er-doped silicon-rich silicon nitride waveguide

Optics Express, 2011, Vol. 19, No. 0, pp. 0~0

Jee Soo Chang, Kiseok Suh, Moon-Seung Yang, and Jung. H. 

Shi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r-doped silicon-rich silicon 

nitrides and Er silicates for on-chip light sources

Topics in Applied Physics, 2011, Vol. 119, No. 0, pp. 95~130

Hoon Jeong, Shinyoung Lee, Gun Yong Sung, and Jung. H. Shin 

Design and fabrication of Tb3+ doped silicon oxy-nitride 

microdisk for biosensor applications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2011, Vol. 23, No. 2, 

pp. 0~0

Jee Soo Chang, Shinyoung Lee, Seung Hoon Lee, Jong-Bum Yu, 

Jung H. Shin, and Bumki Mi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Characterization of Double-disk 

Whispering-gallery Microcavities

Trends in Nano- and Micro-Cavities, 2011, Vol. 0, No. 0, pp. 

0~0

In Yong Kim, Kyung Joong Kim, and Jung. H. Shin 

Preventing optical deactivation of nanocluster Si sensitized Er 

using nanometer-thin SiNx/SiO2:Er heterolayer thin film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0, Vol. 0, No. 0, pp. 0~0

Shinyoung Lee, Seok Chan Eom, Jee Soo Chang, Chul Huh, Gun 

Yong Sung, and Jung. H. Shin 

Label-free optical biosensing using a horizontal air-slot SiNx 

microdisk resonator

Optics Express,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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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In Vivo Micro-Visualization Lab

지도교수 김필한(pilhan.kim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Kibaek Choe, 황윤하

석사과정  서호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1155

홈페이지 http://ivmvl.ka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We are newly starting research group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novel in vivo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live 

animal in single cell to single molecule resolution. Our goal is 

to open up new avenue to answer questions in biomedical science, 

those are important but hard to investigate, by pioneering 

innovative visualization technology. We are looking for talented 

researchers in  multiple disciplines including engineer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medicine as an active interdisciplinary 

team-work is a critical cornerstone to accomplish our goal. 

■ 연구분야

- Advanced In Vivo Cellular Imaging System

Multi-modality in vivo laser scanning endomicroscopy 

In situ and in vivo endomicroscopic visualization of viscera and 

thoracic organs in animal

In vivo nano-scale visualization / In vivo deep-tissue 3D 

visualization

Label-free molecular profile visualization / High-throughput 3D 

visualization 

 

- Systemic Cellular Visualization of Animal Model for Human 

Disease

Visualization of dynamic lymphocyte trafficking in secondary 

lymphoid organs 

Monitoring of neural signaling at the cortex and hippocampus 

in brain

Cellular visualization of the metastasized cancer micronodules 

at brain and liver 

 

- High-speed, Nano-scale Visualization of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Ultrafast time-resolved visualization of nano-scale phenomena 

in advanced photonic material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실험실

429

실 험 실 양자물성이론 연구실

지도교수 김용현(yong.hyun.kimkaist.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김성철, 황진옥, 장윤희

석사과정  Dung Xuan Nguye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1111

홈페이지 http://kchannel.kaist.ac.kr/CH832-000

■ 실험실소개

Welcome to KAIST's Quantum nano-bio Simulation Group led 

by Prof. Yong-Hyun Kim sice 2009. We are performing large-scale 

ab initio electronic structure calculations and molecular dynamics 

of nano-bio materials using state-of-the-art supercomputers. 

Currently, we are interested in fundamental sciences of 

nanostructured energy materials, graphene/carbon nanotube, 

nano-bio hybrids, nanocluster/protein melting, and finite- 

temperature thermodynamics theory.

■ 연구분야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 예를 들면 에너지, 의료기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 원자, 분자 수준에서의 나노-바이오 물질에 

대한 이해와 제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최첨단 양자물성 연구

방법들과 거대 병렬 슈퍼컴퓨터들을 이용하여, 나노-바이오 물질의 특

성 및 기능을 전자, 원자 수준에서 분석,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

지 의료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신개념 나노-바이오 구조체를 

예측, 설계한다. 현재 관심 분야로는 수소 저장 물질, 에너지 저장 물질, 

나노구조체, 나노입자, 나노촉매,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Hybrid), 단

백질, 유기물질 등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재료, 기계, 

전자, 전산 등 기존 학문들의 학제간 연구와 훈련을 주목표로 한다.

- Ab initio electronic structure calculations and molecular 

dynamics

- Nano-bio materials(graphene, CNT)

- Energy(hydrogen, battery, fuel-cell)

- Finite temperature materials properties : melting, phonon

- Transport

■ 프로젝트

[World Class University(WCU) program] Dec. 2008 - present

[Basic Research Science Program, NRFK] May 2010 - present

[EEWS Initiative program, KAIST] Apr. 2010 - Dec. 2010

[KIMM program] 2011 - present

[Samsung SDI] May 2010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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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진동 및 파동 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조연우(ywoochokaist.ac.kr)

전공분류 복합재역학(Composite 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고동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1541

홈페이지 http://vwml.kaist.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파동역학, 유체와 강체의 상호작용, 해양파의 거동 을 연구하는 연구실

입니다

■ 연구분야

* 파동역학

* 유체와 강체의 상호작용

* 해양파의 거동

■ 연구성과

Y. Cho, J. D. Diorio, T. R. Akylas and J. H. Duncan

Resonantly forced gravity-capillary lumps on deep water. Part2.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Fluid Mechanics, 2011, Vol. 0, No. 0, pp. 0~0

J. D. Diorio, Y. Cho, J. H. Duncan and T. R. Akylas

Resonantly forced gravity-capillary lumps on deep water. Part1 

Experiments

Journal of Fluid Mechanics, 2011, Vol. 0, No. 0, pp. 0~0

J. D. Diorio, Y. Cho, J. H. Duncan and T. R. Akylas

Gravity-capillary lumps generated by a moving pressure source

Physical Review Letters, 2009, Vol. 0, No. 0, pp. 0~0

Y. Cho and T. R. Akylas

Forced waves near resonance at a phase-speed minimum

Studies in Applied Mathematics, 2009, Vol. 0, No. 0, pp. 0~0

T. R. Akylas and Y. Cho

On the stability and wave collapse in water wav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Royal Society A - Mathematical, 

2008, Vol. 0, No. 0, pp. 0~0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실험실

431

실 험 실 OPEL

지도교수 장대준(djchangkaist.ac.kr)

전공분류 유체공학부문(Fluid Mechanics)

박사과정  Inhwan Choi, Kwangpil Chang,

석사과정  Seunghun Lim, Suwon Seo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1514

홈페이지 http://kaist-opel.com/

■ 실험실소개

Most important challenge we are facing now is the skyrocketing 

demand for clean energy and global warming. Offshore Process 

Engineering Lab, OPEL, is aiming at high-level engineering and 

advanced analysis, ultimately leading to innovations in the 

following area. 

■ 연구분야

* CCS

* Greenshipping

* Offshore Plants

* Special Topics

■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선박수송 경제성 평가](Economic Evaluation of Ship 

Based CO2 Transportation)(On going) 

[부유식 CO2(이산화탄소) 액화 및 저장 설비의 설계](Concept Design 

of a floating barge for CO2 liquefac)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위한 화물 처리 시스템의 개념 설계](Concept 

Design of Cargo Handling System for Pressurized Liquid CO2 

Carriers)(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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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차량 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최세범(jskkaist.ac.kr)

전공분류 차량공학(Vehicle)

박사과정  최형진, 김진성, 진효민 외 5명

석사과정  김대일, 노윤갑, 정호진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4160

홈페이지 http://acl.kaist.ac.kr/

■ 실험실소개

Automotive control laboratory was founded in 2006 when 

professor Seibum B. Choi joined the faculty of graduate school 

of automotive technology(gsat) at KAIST. Currently, There are 

3 Ph.D course student and 5 M.S course students doing 

research.

Our research of interest is the integrated system design and 

control for fuel saving technology to vehicle

■ 연구분야

Fuel Saving Technologies

- Automatic Transmission without torque actuator

- Dual Clutch Transmission(DCT)

-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CVT)

- Camless Engine

Active Safety

- Environment Sensing : Parking Aid System, Lane Departure 

Sensing

- Pre-collision Detection & Control

- Light Vehicle Safety

Vehicle Dynamics Control

- Advanced ABS

- 2W / 4W Traction Control

- Electronic Stability Program(ESP)

- Rollover Prevention Control

Others

- Human Driving Model

- Electronic Wedge Brake 

■ 연구성과

Jihwan Kim,Hyeongcheol Lee, Seibum B. Choi

A robust road bank angle estimation based on a proportional- 

integral H∞ filter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bile Engineering, 2012, Vol. 0, 

No. 0, pp. 0~0

Kanghyun Nam, Seibum B. Choi

Development of a camless engine valve actuator system for 

robust engine valve timing control

Journal of Vehicle Systems Modelling and Testing, 2012, Vol. 

0, No. 0, pp. 0~0

K. Yi, C.K. Kim & S.B. Choi

Unified Chassis Control for Improvement of Agility, Maneuverability, 

and Lateral Stability

IEEE Transaction on Vehicular Technology,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건설기계용 저온연소 엔진의 모델 기반 통합제어 기술 개발] 두산인프

라코어,(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건식 듀얼클러치 모듈을 위한 제어로직 개발] 평화발레오(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IVSS 종방향 제어기 개발] 현대자동차 

[주행 환경/차량 정보를 융합한 X-by-Wire 시스템 개발] 현대자동차 

[디젤하이브리드버스의 운행성능 평가 및 기획] 한국기계연구원

[Brake-by-Wire System를 위한 EWB(Electronic Wedge Brake) 

System 개발] 만도

[그린카 회생제동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지식경제

부 기술혁신사업)

[자동차 차체 통합, 개인용플러그앤플레이] 디지털 전기차 연구센터(기

초과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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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유체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최도형(d-h-choikaist.ac.kr)

전공분류 전산역학(Computation Mechanics)

박사과정  김형섭, 최봉환, 조현준, 유동규

석사과정  방재원, 신철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KAIST 전산유체역학연구실 305-701

전    화 042-869-3058

홈페이지 http://fluid3.kaist.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r CFD is the analysis of systems 

involving fluid flow, heat transfer and associated phenomena 

such as chemical reactions by means of computer-based 

simulation. The technique is very powerful and spans a wide 

range of industrial and non-industrial application areas.

■ 연구분야

aerodynamics of aircraft and vehicles : life and drag

hydrodynamics of ships

power plant : combustion in IC engines and gas turbines

turbomachinery : flows inside rotating passages, diffusers etc.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cooling of equipment 

including microcircuits

chemical process engineering : mixing and separation, polymer 

moulding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of buildings : wind loading 

and heating/ventilation

marine engineering : loads on off-shore structures

■ 프로젝트

[LiBr-H2O 액막흡수현상의 표면장력 효과를 포함한 Navier-Stokes 해

석] 97.3～98.2, 민준기, 과학재단

[기체유동 해석을 위한 대구경 웨이퍼용 반응로의 형상 및 공정조건 

최적화] 96.3～97.2, 조원국, 삼성전자(주)

[연료전지 내 3차원 열/유동 해석] 00.1.1～00.12.31, 유동렬, 홍익대

학교

[집진실 형상, 필터 배열 및 운전조건 최적화를 위한 유동해석] 98.12～

99.11, 류제형, 아주대학교(환경부)

[증발부 유동해석기술] 95.12～97.1, 박일석,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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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진동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이종원(hcohkaist.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전한욱, 노우진, 김경택

석사과정  김효식, 안소현, 최성호, 권기진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056

홈페이지 http://cwl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Vibration Control Laboratory, which is one of the six labs in NOVIC 

at KAIST, mainly deals with all sorts of vibration problems in 

cultural, industrial and academic fields.

There are seven Ph.D and four Master candidates working in 

our lab. The close relationship and care between the lab members 

make it possible to discuss and cooperate actively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outstanding performance in academic and tech- 

nological work.

■ 연구분야

Rotor Dynamics

Analysis of HDD

Motion System for VR simulator

Diagnosis of Rotating Machinery

Active Magnetic Bearing

Signal Processing

Vibration Control of Engine

Applications of Magento-Rheological Fluid

■ 연구성과

S. H. Park and C. W. Lee

Decoupled Control of a Disk-Type Rotor Equipped With a 

Three-Pole Hybrid Magnetic Bearing 

IEEE/ASME Trans. Mechatronics, 2010, Vol. 0, No. 0, pp. 0~0

S. H. Park and C. W. Lee

Design and Control of Hybrid-type Three-pole Active Magnetic 

Bearings Using Redundant Coordinates

J. Vibration Control, 2010, Vol. 0, No. 0, pp. 0~0

C. W. Lee and Y. H. Seo

Enhanced Campbell Diagram With the Concept of H-infinity in 

Rotating Machinery: Lee Diagram 

ASME J. Applied Mechanics,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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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시스템 전산 해석 및 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윤성기(skyounkaist.ac.kr)

전공분류 CAD/CAM(CAD/CAM)

박사과정  부성운, 유준태, 임찬경 외 5명

석사과정  송여울, 윤경수, 윤기석, 김태우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074

홈페이지 http://hpsys03.kaist.ac.kr/Index1.html

■ 실험실소개

KAIST 기계공학과의 시스템 전산 해석 및 설계 연구실은 윤성기 교수님

의 지도하에 1991년에 처음 문을 연 이래 응용역학에 기초한 기계공학

의 여러 분야의 연구를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한요소법, 경계

요소법, 무요소법 등 다양한 수치적 기법을 이용하여 기계 시스템의 

거동을 해석하고, 시스템의 위상 및 형상 등을 최적화하는 설계기법을 

연구중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구조설계기술 개발분

야, 그리고 비선형 재료의 구성방정식 개발분야 등 공학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적응광학 시스

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무요소법 등 다양한 수치적 기법을 이용한 기

계 시스템의 거동 및 특성 해석분야와 시스템의 위상 및 형상 등을 최적

화하여 특성을 향상시키는 구조설계 기술 개발분야, 그리고 비선형 재료

의 구성방정식 개발분야 등 공학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한 다각적

인 접근을 통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하주환, 김현중, 윤성기

계층적 B-스플라인을 이용한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의 국부 세분화에 관

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2010, Vol. 0, No. 0, pp. 0~0

박병욱, 서유덕, 김현중, 윤성기, 이승훈, 이덕규, 이응식, 장수영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복합재 경통 적층각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엄태경, 김기승, 서유덕, 윤성기

CAD/CAE 통합 접근을 위한 T-스플라인 유한요소법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2009, Vol. 0, No. 0, pp. 0~0

김현중, 서유덕, 윤성기

트림 NURBS 곡면의 T-스플라인 유한요소해석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2009, Vol. 0, No. 0, pp. 0~0

김현중, 서유덕, 윤성기, 이승훈, 이덕규, 이응식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인공위성 주반사경 플렉셔 마운트의 최적 설계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2008, Vol. 0, No. 0, pp. 0~0

유재은, 윤성기

다중 해상도 중심점 탐색법을 이용한 샥-하트만 센서용 상관관계법의 

속도 개선

한국광학회지, 2008, Vol. 0, No. 0, pp. 0~0

오준석, 윤성기

열 대류 가속도계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2007,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스플라인 기반 차세대 위상 최적설계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고효율 안전성을 고려한 차체설계] 한국연구재단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대구경 반사경 경량화/광기계 설계] 교육과학기

술부 

[파편충돌에 의한 위성구조의 손상 및 영향 연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어 쿨러용 고효율 쉘-플레이트 핀 열 교환기 개발] KAIST-창원대 

협력사업 

[다축 구동 광학계의 시선안정화를 위한 굴림대 동적 모델 연구] 국방과

학연구소

[T-스플라인 기반 CAD/CAE 통합 기법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3차원 전차선로-팬터그래프 동적 인터페이스 해석 모듈 개발]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인공위성 적외선 카메라의 설계 및 구조해석](주)토핀스 

[홍삼 제조 공정 개선점 탐색 및 문제점 진단] KT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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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컴퓨터원용 정형가공 연구실

지도교수 양동열(dyyangkaist.ac.kr)

전공분류 강창학, 함성식

박사과정  손용, 이성욱, 이창완, 박종철, 하철우, 이은호, 황준선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254

홈페이지 http://canesm1.kaist.ac.kr/main/

■ 실험실소개

지난 1978년에 서울 소재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소성가공연구실이라

는 이름으로 실험실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35년 동안 제품 생산 공정과 

해석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전의 대덕으로 이전하여 컴퓨

터원용 정형가공 연구실(Computer-Aided Net Shape Manu- 

facturing Laboratory, CANESM)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 습니다.

정형가공(正形加工)은 컴퓨터 설계 데이터로부터 형상을 제작하는 단

조, 압출, 박판성형 등의 일반 소성가공 뿐만 아니라 다이캐스팅, 세라믹

성형 등을 포함하고, 3차원 컴퓨터 형상 데이터로부터 직접 형상을 만드

는 쾌속조형(快速造形; Rapid Prototyping)을 포함하는 연구범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에는 거시적인 형상 뿐아니라 미시적인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극미세 쾌속조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는 우리 실험실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는 않으나, 새로

운 방법론과 연구영역에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생산

(manufacturing)의 한 영역을 다루었던 저희 실험실은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품질좋게 만드는 기존 생산의 개념을 넘어서는 "가치 창출

(Valufacturing; Creation of Value)"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형 연구 영역에 

연구의 노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창의적이라면 이러한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는 창의성

과 도전 정신을 가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치 창출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이를 우리의 연구영역에서 구현하여 세계적으로 실질적

인 기여와 새로운 학문영역의 선도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 연구분야

나노/마이크로/메소 스케일에 걸친 3차원 형상의 설계 및 제작

창의성을 이용한 제품의 가치창출

FEM을 이용한 지능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주문적응형 쾌속 제작방법의 개발

■ 연구성과

J.G. Lim, P. Prabhakaran, J.S. Park, Y. Son, T.D. Kim, D.Y. Yang, 

K.S. Lee

Synthesis and Photophysical Properties of Two-Photon Absorbing 

Spirofluorene Derivative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2, Vol. 0, No. 

0, pp. 0~0

Y. Son, J.Y. Yeo, C.W. Ha, J.H. Lee, S.J. Hong, K.H. Nam, D.Y. 

Yang, S.H. Ko

Application of the specific thermal properties of Ag nano- 

particles to high-resolution metal patterni

Thermochimica Acta, 2012, Vol. 0, No. 0, pp. 0~0

Byung Je Jung, Hong Jin Kong, Byoung Goo Jeon, Dong-Yol 

Yang, Yong Son and Kwang-Sup Lee

Autofocusing method using fluorescence detection for precise 

two-photon nanofabrication 

Optics Express,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초경량화를 위한 복합 마그네슘 샌드위치 소재 개발] 2011-04-01 

~2012-03-3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용 신개념 금속 분리판 개발 및 시뮬레이션용 스택

구조 특성평가와 금속 분리판 및 구조물의 부식거동 및 방식기술 개발] 

2008-12-01~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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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유동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성형진(hisengineerkaist.ac.kr)

전공분류 동역학 및 제어부문(Dynamics and Control)

박사과정  이지수, 이재화, 박홍범 외 11명

석사과정  정지호, 박성군, 임주영, Ghulam DESTGEER, 황진율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027

홈페이지 http://flow.kaist.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Flow Control Lab.

we study about Opto-Fluid-Flexible Body Interaction.

■ 연구분야

Database in Turbulence and Flow Noise

Turbulence Simulation

Flow Control with Local/Periodic Forcing

Measurement and Flow Visualization

Flow Control Strategy

■ 연구성과

B.J.Kim,S.H.Lee and H.J.Sung

Simulation of a Micro-Pump with Step Electrod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2010, Vol. 0, No. 0, pp. 0~0

S.-H.Kim, H.W.Kang, K.H.Lee and H.J.Sung

Effect of Micro Surface Structure on Printed Electron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0, 

Vol. 27, No. 9, pp. 20~25

J.H.Lee and H.J.Sung

Turbulent Statistics of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over a 

Cube-Roughened Wall

KSME B, 2010, Vol. 34, No. 10, pp. 917~923

J.H.Lee and H.J.Sung

A Direct Numerical Simulation Study on Very Large-Scale Motion 

in Turbulent Boundary Layer

KSME B, 2009, Vol. 33, No. 12, pp. 977~982

W. Kang, H.J.Kim and H.J.Sung

Reduction of Flow-Induced Noise in an Expansion Muffler with 

Extended Tube

KSME B, 2009, Vol. 33, No. 2, pp. 77~84

J.H.Lee, S.-H.Lee, K.Kim and H.J.Sung

Organized Structure of Turbulent Boundary Layer with Rod 

Roughned-wall

KSME B, 2008, Vol. 32, No. 6, pp. 463~470

S.-H.Lee, J.H.Kim, D.H.Doh and H.J.Sung

Effects of Rod-roughened Wall on a Turbulent Boundary Layer

KSME B, 2008, Vol. 32, No. 7, pp. 518~528

■ 프로젝트

[랩온어칩 기반 입자/세포 분리기 개발] 2008-01-01~2008-12-31 

[직접유압제어 시스템 유동해석 및 최적화 기술 개발] 2008-11-01~ 

2009-10-31 

[Servo Valve 유동 특성 해석 및 설계] 2008-10-01~2009-09-30 

[CEM 용강유동관련 전자기유동 해석방법 및 PIV 기법 개발] 

2008-12-01~2009-08-31 

[잉크전이 기본 메커니즘 연구 및 전이성능 예측을 위한 공정 해석 및 

기술개발] 2008-07-01~2009-06-30 

[ 미세패턴 구현을 위한 잉크 전이 메커니즘 연구 및 전이 성능 예측을 

위한 공정 해석 및 모델링 기술 개발] 2008-06-01~2009-05-31 

[미세 전극을 이용한 미세 유체의 펌핑 및 혼합] 2008-12-29~ 

2009-05-29

[미세패턴인쇄를 위한 프린팅공정 해석 및 모델링 기술] 2008-01-01~ 

2008-12-31

[R2R인쇄전자용 Jet-printing, 메탈젯 시스템 개발] 2008-12-01~ 

2009-09-30

[Membraneless micro fuel cell의 개발] 2008-07-01~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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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엔진 연구실

지도교수 배충식(csbaekaist.ac.kr)

전공분류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박사과정  윤현숙, 한상욱, 정용진, 오희창, 전지연, 김기현, 김동훈, 김재흔 외 3명

석사과정  Park, Stephen Sungsan, 정진영, 황준식, Gerlitzki Matthias, Sautermeister Stefa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063

홈페이지 http://engine.ka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Engine Laboratory is devoted to fundamental research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cluding spark ignition and diesel 

engines. It is one of the several thermo-fluid research laboratories 

in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 연구분야

Highly efficient and clean engines utilizing new technologies 

such as lean burn, alternative fuel, direct injection spark-ignition 

(DISI) and high speed direct-injection(HSDI) diesel engines for 

the sake of next generation engines.

■ 연구성과

심의준, 한상욱, 장진영, 박정서, 배충식

과급을 이용한 저온 디젤 연소의 운전영역 확장 및 배기 배출물 저감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9-09, Vol. 17, No. 5, pp. 31~38

장진영, 배충식

DME 예혼합 압축 착화 엔진에서 밸브 양정과 개폐시기가 내부 배기가

스 재순환과 연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9-07, Vol. 17, No. 4, pp. 93~100

문석수, Essam Abo-Serie, 오희창, 배충식

직접분사식가솔린 엔진용 고압스월분무의 액막두께 측정 및 해석

한국액체미립화학회지, 2007-12, Vol. 12, No. 4, pp. 211~219

이진우, 배충식

인가전압이 디젤 피에조 인젝터의 분무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0-07, Vol. 18, No. 4, pp. 99~106

이진욱, 배충식, Alessandro Schonborn, Nicos Ladommatos

디젤연소가능 청정연료(ULSD, Bio-Diesel, DME)엔진의 극미세입자 

정량화 및 촉매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9-05, Vol. 17, No. 3, pp. 81~89

염기태, 양재식, 배충식, 김현옥

병렬형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최적화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8-11, Vol. 16, No. 6, pp. 26~32

장진영, 배충식

DME 예혼합 압축착화 엔진에서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8-09, Vol. 16, No. 5, pp. 171~178

조윤호, 김우태, 배충식

가솔린엔진 대상 성능시험시의 노킹보정률을 사용한 엔진 수정토크의 

편차개선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8-07, Vol. 16, No. 4, pp. 1~7

염기태, 배충식

LPG - DME 압축착화 엔진에서 흡기 가변밸브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8-03, Vol. 16, No. 2, pp. 158~165

염기태, 배충식

LPG-DME 압축착화 엔진의 성층화 영향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08-01, Vol. 16, No. 1, pp. 78~85

■ 프로젝트

[The development of prediction for performance of 1MW steam 

supply and power generation system fuelle] 2007.10～2010.10

[The Research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ombustion in 

Ceramic Linear Engine for Powerpack] 2008.12～2011.11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Normal Aspirated Gasoline 

Direct Engine System] 2008.12～2010.5

[DME Direct injection HCCI Combustion Engine Technology] 

2006.12～2010.11

[Applied Technology of Hydrogen Combustion] 2008.2- 2012.12 

[Premixed Diesel Combustion Technology for Ultra-high Efficiency] 

2009.6～2012.5

[Development of Low-Temperature Combustion Engine System 

for Construction Equipment] 2009.6～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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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구조동역학 및 응용제어 연구실 

지도교수 박윤식, 박영진(ysparkmail.kaist.ac.kr)

전공분류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Solid and Structure Mechanics)

박사과정  권병호, 조현, 전용권, 이상문, 김동호, 박진성, 한지훈, 이한민

석사과정  기태석, 이준영, 박성호, 손대혁, 이정민, 양훈민, 이녹행, 백성휘, 나규성, 심재훈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869-3060

홈페이지 http://sdac.kaist.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저희연구실은 광강유전재료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저온 

self-assembly에 의한 나노 강유전체 소자 및 BT/IT에의 융합, 마이크로

펌프용 고효율 액츄에이터 개발, PRAM용 GST 결정구조 및 결정화도 

해석 분야 입니다.

■ 연구분야

저온 self-assembly에 의한 나노 강유전체 소자 및 BT/IT에의 융합

- Heteroepitaxial growth of PbTiO3 thin film/nano cell with a 

very large remanent polarization

- Scanning Probe Microscopy / Scanning Nonlinear Dilelectric 

Microscopy

 

마이크로펌프용 고효울 액츄에이터 개발

- The combination of hydrothermal epitaxy and silicon based 

technology

PRAM용 GST 결정구조 및 결정화도 해석

- GST박막의 Phase Change RAM응용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J.H. Jeon, and S.K. Choi

Growth mode transition to pyramid from layer-by-layer of 

heteroepitaxial PbTiO3 islands on a(001) vicinal SrTiO3 substrate 

fabricated by hydrothermal epitaxy

Applied Physics Letters, 2007, Vol. 0, No. 0, pp. 0~0

H.J. Kim, S.K. Choi, S.H. Kang and G. H. Oh

Structural phase transitions of Ge2Sb2Te5 cells with TiN 

electrodes using a homemade W heater tip

Applied Physics Letters, 2007, Vol. 0, No. 0, pp. 0~0

R.H. Kim, W.S. Ahn, S.H. Han, and S.K.Choi

Two dimensional self-patterning of PbTiO3 on a(001) Nb-SrTiO3 

surface using atomic force microscope lithography and 

hydrothermal epitaxy

Applied Physics Letters, 2007, Vol. 0, No. 0, pp. 0~0

S.H.Han, W.S.Ahn, H.C.Lee and S.K.Choi

Ferroelectric properties of heteroepitaxial PbTiO3 and PbZr(1-x) 

Ti(x)O3 films on Nb-doped SrTiO3 fabricated by hydrothermal 

epitaxy below Curie temperature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2007, Vol. 0, No. 0, pp. 0~0

K.W.Cho, J.H.Choi, H.S.Yu, S.Y.Kweon, S.J.Yeom, N.K.Kim, 

E.S.Choi, H.J.Sun, S.K.Hong, T.W.Hong, I.H.Kim, J.I.Lee, S.C.Ur, 

Y.G.Lee, S.L.Ryu, and S.K.Choi

Pre-Annealing Effects on Al Metallization Properties in High 

Density FeRAM Device

Integrated Ferroelectrics, 20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Method for testing photoinduced domain switching of 

ferroelectric ceramics using acoustic emission] May 8, 2001

[Fabrication method of heteroepitaxial thin film] Sep.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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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체모사 연구실 

지도교수 박수경(sukyungpkaist.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박희원, 이창원, 오건영, 정창근

석사과정  임혜림, 최협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270

홈페이지 http://biomt.kaist.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Biomimetics Laboratory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AIST. To provide an objective measure 

of balancing performance as well as the remedy of postural 

imbalance, we investigate human postural control, multi-sensory 

integration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neural 

prosthesi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re ranged 

over the field of dynamics, control, physiology as well as 

nanotechnology. Research projects are designed to achieve 

scientific insights, as well as to tra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post-doctoral fellows in state-of-the art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ocedures.

■ 연구분야

Mechanics and Control of Human Posture

Adaptive Sensorimotor Control of Human Balance

Age-Related Changes in Balance Control

Neural Processing of Multi-sensory Integration

Biomimetics for Neural Vestibular Prosthesis

■ 연구성과

홍현화, 박수경

노인군 보행 속도 증가에 따른 하지 강성 증가(Vertical Limb Stiffness 

Increased with Gait Speed in the Elderly)

한국정 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이용우, 박수경

하지 체성 감각이 선형 운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Lower 

Limbs Somatosensation on Linear Motion Perception)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2007, Vol. 0, No. 0, pp. 0~0

박수경

노인이 되면 왜 잘 넘어지는가?(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균형의 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널, 2004, Vol. 0, No. 0, pp. 0~0

박수경, 김양한

박막과 음장의 연성에 의한 저주파 소음 저감(Low Frequency Noise 

Reduction by Acoustic Coupling with Membrane)

한국소음진공동학회, 1997, Vol. 0, No. 0, pp. 0~0

박수경, 김시문, 김양한

임의의 임피던스를 갖는 단순현가방식 가선계의 파동현상(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long a Simple Catenary with 

Arbitrar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1996, Vol. 0, No. 0, pp. 0~0

이용우, 박수경

하지 허혈 유발에 따른 선형 운동 역치 변화(Effect of Lower Limb 

Ischemia on Linear Motion Perception)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권, 2011, Vol. 0, No. 0, pp. 

0~0

박수경

기계공학과 보행분석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널 제50권, 2010, Vol. 0, No. 0, pp. 0~0

김세영, 박수경

선형외란에 대응하는 인체의 자세응답 해석(Human Postural Response 

to Linear Perturbation)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2009, Vol. 0, No. 0, pp. 0~0

박수경

인체 균형기능의 정량화

한국정 공학회, 한국정 공학회지, 2006,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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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레이저 및 플라즈마 응용 연구실

지도교수 나석주(snja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안준수, 초원익, 이근하, 성우재, 초대원, 노지환, 나태형, 한상우, Muhammad Sohail

석사과정  최대곤, Jason Hyeonpil Cheon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256

홈페이지 http://alpalab.tnaru.net/web/index

■ 실험실소개

레이저 및 플라즈마 응용연구실은 약 30년 가까이 레이저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공 및 접합, 공정 해석, 신소재 접합 브레이징과 솔더링 공정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가공 및 접합 시 발생하는 열원과 물질 사이의 관계, 열 전달 

및 여러 힘들에 의한 물질전달에 관한 완전한 이해와 응용을 목표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파이프 용접 및 PCB drilling 시뮬레이션과 

응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접 구조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이저 및 화염을 이용한 변형된 구조물(파이프, 선박용 판재)의 교정

(곡직)과 성형공정 그리고 용접 부의 구조안전성 연구 등도 더불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졸업 후 각종 연구소, 기업체, 학계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

며 아크 플라즈마, 레이저 공정, 용접 및 미세접합, 열-유동 및 고체해석, 

공정개발 등 연구 분야가 폭넓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Plasma applications

- Magnetic Arc Oscillation

- Rotating Arc Welding

- Spatter/fume Control

Laser Applications

- Laser Precision Welding

- Laser Brazing

- Vision Aided Laser Welding

- Laser Ablation of metal Film

- Laser forming

■ 연구성과

R.-H.Kim, S.-J.Na, C.-H.Kim

A study on the welding current in butt Joint P-GMA welding 

with acute groove angles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2010-08, Vol. 

28, No. 4, pp. 409~414

S.-H.Lee, S.-J.Na

A study on the arc characteristics and weld pool analysis of 

GHTAWunder the space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2010-08, Vol. 

28, No. 4, pp. 421~426

■ 프로젝트

[평면 디스플레이 유기 기판의 laser rounding] 2010.1～2010.8 한국

과학기술원

[역함수 해법을 이용한 박판 용접변형 고정 자동화 알고리즘 3차년도 

개발연구] 2010.3～2011.2 대우조선해양

[다층구조 안테나 딥브레이징 최적조건 연구] 2010.4～2010.12 엘아

이지넥스원(주)

[고휘도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용접의 3차원 시뮬레

이션 및 가시화] 2009.9 - 2010.8 한국연구재단

[차세대 친환경 경량 굴삭기 핵심 부품 용접기술 개발] 2009.7～

201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초정 /초고속 레이저 가공시스템 핵심소요기술 개발] 2009.6～ 

2010.5, 한국기계연구원

[거스용접공정에 대한 전산모사 기법 개발] 2010.1～2010.12(주) 포

스코

[수도용강관 맞대기이음 용접의 구조안전성 연구용역] 2010.4～

2010.8 한국수자원공사

[미래도시조화형 친환경적인 Lifeline 설계시공기술 개발 2단계] 2009. 

11～2010.10(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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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생체기계 연구실 

지도교수 김정(jungkimkaist.ac.kr)

전공분류 생체역학(Biomechanics)

박사과정  Hyonuyng Han, 김영진, 김정식, Suncheol Kwon, 나영진, 외 5명

석사과정  한희섭, 손지나, 이동주, Yong Kyun Shin, 김윤주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869-3271

홈페이지 http://medev.kaist.ac.kr/index.php

■ 실험실소개

Welcome to the biorobotics laboratory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AIST.

We are an interdisciplinary group of researchers interested in 

developing tools that improve training effects and performance 

in minimally invasive surgery and medical instrumentation. The 

goals of research are to integrat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telligent machines to medical environments, especially surgical 

operating rooms. Various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s involving 

modeling of biomechanical system, psychophysics, motor control, 

real time tissue model and robotics are employed. 

One of the products in our research is a virtual reality based 

surgical simulator, which train surgeons in computer generating 

environments to train, measure and certify techniques of trainee 

without sacrificing animals or practice to real patients.

■ 연구분야

Medical Virtual Realty, robotics, Biomechanics, haptics

Bioinstrumentation, Image-Guided Surgery, tissue engineering

Surgical tool for Minimally Invasive Surgery, Medical robotics

■ 연구성과

박기한, 이동주, 김정

물리적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한 표면 근전도 신호 기반의 어깨 굴곡 

토크 및 각도 추정

한국정 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최창목, 신미혜, 권순철, 김정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근전도 기반의 실시간 손가락부 힘 추정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근전도 기반의 실시간 손가락부 힘 추정, 

2009, Vol. 0, No. 0, pp. 0~0

한효녕, 권순철, 김정

생체공학적 적용을 위한 광학 근육활성화 센서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한효녕, 이연주, 김정식, 김정

생명신호 측정용 반사형 광용적맥파 측정기의 움직임에 의한 신호왜곡 

제거

한국정 공학회지, 2009, Vol. 0, No. 0, pp. 0~0

안범모, 김영진, 신현정, 김정

유한요소 모델 변수의 역 추정법을 이용한 생체의 물성 규명

대한기계학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김정

가상 수술 훈련기를 위한 생체 연조직 모델개발

한국정 공학회지, 2006, Vol. 0, No. 0, pp. 0~0

김정

생체 신호에 기반한 바이오 로보틱스 기술

대한전자공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안범모, 박기한, 이효상, 김정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로봇기술 응용 현황

제어·로봇·시스템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한효녕, 김정

물리적 인간 기계 상호작용을 위한 근육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를 이용한 

상지부 움직임 예측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2010, Vol. 0, No. 0, pp. 0~0

김정식, 김영진, 김정

원격조작을 위한 2 차원 영상정보에 기반한 저속 변형체의 실시간 햅틱 

렌더링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07,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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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음향진동 연구실

지도교수 김양한(yanghannkimkaist.ac.kr)

전공분류 소음(Noise)

박사과정  박진영, 송민호, 서대훈, 김기원, 김구환, 강동수, 이정민

석사과정  이종찬, 정주호, 이명륜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3025

홈페이지 http://soundmasters.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Acoustics and Vibration Laboratory which belongs 

to Center for Noise and Vibration Control(NOVIC)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We have 13 full-time graduate students ; 6 candidates for Ph.D. 

degree and 7 ones for M.S. degree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Yang-Han Kim. The research that we do here are 

mostly involved in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and signal 

processing with strong emphasis on experiments.

■ 연구분야

- Active Noise Control

- Sound Visualization

- Signal Processing

- Structure-Borne Acoustics

- Noise Source Identification

- Dcut Acoustics

- Flow Induced Vibration

- Generation of Acoustically Bright Zone

- Passive Noise Control

■ 연구성과

S. Hur, H.-S. Choi, J.-S. Park and Y.-H. Kim

Recent trends in MEMS microphone and application for hearing 

aid system

KSPE, 2009, Vol. 26, No. 11, pp. 20~28

J.-H. Jeon, C.-S. Park, Y.-H. Kim, H. Koh, and W. You

Bearing faults localization of a moving vehicle by using a moving 

frame acoustic holography

KSNVE, 2009, Vol. 19, No. 8, pp. 816~827

Chan-Hui Lee, Ji-Ho Chang, Jin-Young Park and Yang-Hann Kim

Personal Monitor & TV Audio System by Using Loudspeaker 

Array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8, Vol. 

17, No. 8, pp. 701~710

Choon-Su Park and Yang-Hann Kim

Sound visualization in time domain by using spatial envelop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8, Vol. 

18, No. 1, pp. 20~25

C.-S. Park, Y.-H. Kim

Spatial Complex Envelope of Acoustic Field : It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7, Vol. 

17, No. 8, pp. 693~700

J.-W. Choi, Y.-H. Kim and Y.-J. Park

Spatial Manipulation of Sound Using Multiple Sources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5, Vol. 

15, No. 12, pp. 137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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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진동공학연구실

지도교수 김광준(kjkimkaist.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박영민, 허용하, 서종오

석사과정  허균철, 박영우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869-3064

홈페이지 http://kjklab.kaist.ac.kr/

■ 실험실소개

Welcome to Kwang-Joon Kim's Laboratory(Vibration Engineering 

Laboratory), which was established in 1982 and is currently 

involved in Center for Noise and Vibration Control(NOVIC),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There are 7 full time graduate students of three Ph.D students 

and four M.S stud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Kim, 

Kwang-Joon, Every single member in the lab has a high passion 

for what they are doing and want to do much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by the cooperative research 

with industry as well as the basic and applied research in the 

field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The members who graduated from our laboratory join various 

industry fields or universities currently as research engineers or 

professors and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ducation, 

basic and applied research works in the areas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 연구분야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Viscoelastic Materials for 

Vibration Control

Experimental Approach in dynamics of Transportation Systems

Vibration Isolation Based on Vibration Power Transmission 

Approach

Input Force Identificational Testing and Operation

Moal Deflection Shape Analysis

Noise and Vibrations of Electric Motors

■ 연구성과

김광준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압 스프링 내 다이아프램의 복

소강성 산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 Vol. 0, No. 0, pp. 0~0

김광준

회전변형항을 고려한 진동파워 전달경로별 기여도 분석: 압축기계에의 

응용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5, Vol. 0, No. 0, pp. 0~0

김광준

점탄성제진요소의 복소동강성계수 산출을 위한 상용유한코드 이용시 

복소탄성계수의 정하중의존성 반영방법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Performance Degradation in 

Slim Equipments due to Structural Vibrat] 2007.11.01～ 2008. 

10.31

[굴삭기 Cabin Vibration and Operator Comfort를 위한 주요 

Component Specification을 결정할 수 있는 Tool 개발] 2007.03.01～

2008.08.31 

[헬기진동 저감을 위한 착륙장치 설계기술 연구] 2006.08.21～ 

2009.02.28 

[공압제진대 설계 및 능동제어 기술 개발] 2006.03.21-2009.03.20 

[미세진동 절연을 위한 공압제진대의 설계기법] 2002.03.21～

2008.03.20 

[건설장비용 언더-캐리지 시스템의 진동절연요소 장착에 따른 승차감 

개선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2006.3.01～2006.8.31 

[미늘창이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 계의 소음/진동 저감(Vibration/Noise 

Reduction of Outdoor Unit of Air Conditioner with Louve] - 

2003.11.30 

[극저주파 신호 측정 및 데어터 처리 기술 개발] - 2003.1 

[동하중을 받는 공압제진대의 과도응답 및 전달률 예측프로그램 개발 

및 응용연구] 2006.8.21～2007.8.20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 - 세부과제: 진동/충격 저감을 위한 설계 개선 

기술 상용화(Machinery Design Technology Enhancement 세부과

제: Developm] -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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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정 기계요소 및 트라이볼로지 연구실

지도교수 김경웅(dwkim0825kaist.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성국, 홍성호, 신정훈, 허정철, 김동욱, 손상익, 전우주, 곽현덕

석사과정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3255

홈페이지 http://tribo.kaist.ac.kr/index.html

■ 실험실소개

저희 실험실은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에 그 첫발을 내디딘 후 약 26년

동안 수많은 박사와 석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은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 기관, 정부 기관 등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김경웅 교수님의 지도 아래 트라이볼로지 분야에서 

한국의 과학 발전과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산업 발전 동향

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학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4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1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트라

이볼로지의 기본적인 학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볼로지의 

기본적인 학리에 대해 연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  기계 요소의 설

계, 베어링-로터 시스템의 성능 해석, 공작 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 

시스템의 트라이볼로지적 문제에 대해 이론 및 실험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나노 시스템의 트라이볼로지 특성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의 연구 과제에 한정된 지식 뿐만 아니라 

정 기계요소와 트라이볼로지 관련 분야의 심도 깊은 학식을 습득하고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그리이스어의 " 트라이보스(tribos:문지른다는 뜻)" 에서 유래한 " 트라

이볼로지( tribology)" 는 “상대적으로 운동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두 면 및 그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학 기술의 한 분야”로 

마찰(friction), 윤활(lubrication), 마모(wear)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1960년대에 영국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마모로 인한 파손이 급격히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생산공

정의 중단에 따른 손실이 매우 커졌으며, 이것은 곧바로 마모, 마찰, 

윤활관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마모, 마찰, 윤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및 조사 결과로 마모, 마찰, 

윤활의 분야를 포함하는 트라이볼로지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트라이볼로지란 용어는 약 50년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문명

이 탄생된 이래로 우리들 주위에는 항상 접촉하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 

관련된 문제들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일례로 초기 tribologist는 무거운 

물건을 지면에 놓고 끌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통나무 위에 얹어서 굴리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 연구성과

Ji-Hoon Kang, Kwang-Seop Kim, Kyung-Woong Kim 

Molecular dynamics study on the effects of stamp shape, 

adhesive energy, and temperature on the nano

Applied Surface Science,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주)키네모숀 

2010.6.1~2011.5.31

[나노구조 및 나노공정의 해석, 측정 및 평가에 관한 기초기술] 한국기계

연구원 2010.4.1~2011.3.31

[열연 압연기의 슬리브와 롤사이의 윤활 특성연구](주)한스코 

2010.2.1~2010.4.30

[리니어 압축기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의 윤활해석] LG전자(주) 

2010.1.1~2010.12.31

[보일러 급수 펌프용 미케니컬 실의 윤활해석: 미케니컬 실 윤활해석] 

한국씰마스타(주) 2010.1.1~2010.3.31

[보일러 급수 펌프용 미케니컬 실의 윤활해석: 지배방정식 유도 및 경계

조건과 수치해석 기법 결정] 한국씰마스타(주) 2009.9.1~2009.12.31

[Surface texturing을 갖는 피스톤 링-실린더 라이너의 윤활해석] 두산

인프라코어 2009.4.1~2009.9.31

[차량 에어컨용 마그네틱 클러치의 마찰 특성에 관한 연구(1)] 한라공조

(주) 2008.9.24~2008.12.23

[Surface texturing하에서의 유막압력해석] 두산인프라코어 2008.8.1~ 

20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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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chatronics Systems and Control Lab

지도교수 곽윤근(kykkaist.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이종현, 곽경운

석사과정  김홍진, 김현구, 조승환, 송치웅, 김용훈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252

홈페이지 http://msc.kaist.ac.kr/

■ 실험실소개

Our research areas include highly sensitive optics-based sensing 

and analysis method for practical application purpose. Recently, 

we are focused on the detection and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s, e.g. tranquilizer/stabilizer agents, explosives, biological 

aerosol. To do so, we have developed THz time domain 

spectroscopy system and the optical remote sensor based on 

femtosecond fiber laser. 

■ 연구분야

Terahertz Time-domain Spectroscopy based Femtosecond laser

Development of minimized femtosecond fiber laser

Optical system for detecting of hazard agents

Development of minimized femtosecond fiber laser

Optomechatronics

■ 연구성과

신영준, 김경수, 김수현

분산 구동 메커니즘을 내장한 로봇 핑거의 정  자세 제어기 설계

제어 로봇 시스템 학회지, 2010, Vol. 16, No. 9, pp. 846~851

김영근, 김홍배, 김응현, 김경수

동조질량 진동흡수기를 이용한 미니 저온쿨러의 진동 절연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0, Vol. 34, No. 5, pp. 605~609

정상원, 윤원수, 김경수

LCD구동 IC의 실장을 위한 초음파 ACF접합 기술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08-06, 

Vol. 14, No. 6, pp. 543~547

하창완, 윤원수, 박금생, 김경수

횡방향 열초음파 본딩 기법을 이용한 COG접합

한국정 공학회지, 2010, Vol. 27, No. 7, pp. 7~12

조주연, 조우종, 박정호, 김경수

디지털 카메라용 이미지 안정화 시스템 제어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0-03, 

Vol. 16, No. 5, pp. 411~414

■ 프로젝트

[광대역 테라헤르츠파 발생을 위한 탄소나노튜브 포화흡수특성 제어 

기반의 펨토초 광펄스 생성법에 관한 연구]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

구지원(도전연구)

[특수목적용 고기능성 매니퓰레이션 시스템 인력양성사업] 전략기술인

력양성사업

[나노튜브와 고분자막의 선별적 결합을 이용한 반도체성 나노튜브의 

비파괴식 대량 고순도 분리기술] 연구재단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자율주행 기술 연구]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소형 주행로봇 EOD 매니퓰레이터 개발](주)유진로봇 

[동적자세 안정화 및 자세복귀 알고리즘 연구] 국방과학기술연구소

[EAP를 이용한 병사 휴대용 로봇의 전력 보조 시스템에 관한 연구] 

국제공동연구

[멀티시스템 패키징 제조장비 개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기 중 유해물질 검출을 위한 형광/산란 광학계 개발] 산업체연구개발

사업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실험실

447

실 험 실 텔레로보틱스 & 컨트롤 랩

지도교수 권동수(hanbkrobot.kaist.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Jonathan Kim, 박종찬, 손영일 외 12명

석사과정  류세민, 김재우, 박용만, 김재철, 천경수, 문성건, 조용호, 이제한, 서주환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082

홈페이지

■ 실험실소개

Our daily life depends more and more on the advantag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available anywhere, anytime with any content 

for any user using any device and any access. No doubt, we 

are entering the era of ubiquitous computing where computers 

are becoming smaller, more powerful, invisible and permanently 

networked. But in our factories the old traditions are still hold: 

a lot of paperwork, many cables and traditional interaction devices. 

But as modern ICT technologies are penetrating our homes and 

lives they will penetrate our factories in future as well. In 2004, 

a group of German companies and researchers met to discuss 

the impact of these technologies on future factories. As a result 

the idea of the smart factory was conceived and made reality. 

The factory built in 2006 is based on a real production setting 

in a downsized but representative factory environment. Such 

a large-scale, real-life production process is the perfect testbed 

for new methods, concepts and technologies in and for the 

industrial field.

This presentation will address the changes and challenges we 

are facing in our future factories and will deduce the technologies 

and design paradigms from the gathered experiences.

■ 연구분야

Medical Robotics

- Kinematic analysis of 6-dof parallel manipulator, medical 

robotics, service robotics

- Hip Joint surgery robot

- Haptic Volume rendering and its application to medical 

simulator

- Design of a micro-positioning parallel manipulator

- Master and slave integrated telerobotic system for telesurgery

Entertainment Robotics

- Bicycle simulator

- Multi-agent cooperation and genetic algorithm, and its 

application to soccer robot

- Fishing simulator

Rehabilation Robotics

- Service robot for handicapped person

- 3 DOF haptic joystic using MR break and its application to 

rehabilitation

Telerobotics and Control

- Stability guaranteed control for teleoperators : Time domain 

passivity approach

- Control of underwater manipulator mounted on ROV

- Gait control for teleoperation of a quadruped walking robot

- Evaluation and modeling of haptic performance in 

man-machine interface system, hapitc actutors design

■ 연구성과

김형록, 김영민, 박종찬, 박경숙, 김태운, 권동수

서비스 로봇을 위한 리액티브 감정 생성 모델

로봇공학회 논문지, 2007, Vol. 0, No. 0, pp. 0~0

황정훈, 권동수

인간과 로봇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한 휴대 매개인터페이스 핸디밧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 2007, Vol. 0, No. 0, pp. 0~0

이규빈, 권동수

로봇을 위한 인공 두뇌 개발

로봇공학회 논문지, 2006,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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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Opto-Mechatronics Lab

지도교수 권대갑(dggweonkaist.ac.kr)

전공분류 소음(Noise)

박사과정  안다훈, 안진우, 천완희, 김현창, 김효영 외 7명

석사과정  김상훈, 이동령, 정재헌, 류지흔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신소재공학과

전    화 042-350-3265

홈페이지 http://nom.kaist.ac.kr/xe/welcome

■ 실험실소개

NOM laboratory was founded with new appointment of 

professor Gweon at 1989.3.1. At the beginning main research 

area was robotics and manufacturing automation. Since 1990, 

research on nano positioning and nano measurement system 

has been concentrated to maintain academic excellence and to 

solve industrial demand on nano actu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 연구분야

Industrial Confocal Scanning Microscopy 

Bio-medical Confocal Scanning Microscopy 

National Standard Atomic Force Microscopy 

Tip-scanning AFM for large scale specimen 

Bio-medical X-ray Microscopy 

High Density Data Storage Device 

Long range Actuator for Semiconductor/LCD

6 DOF Magnetic Levitation Stage 

6 DOF Active Vibration Isolator 

■ 연구성과

Siwoong Woo, Dahoon Ahn, Daegab Gweon, Sunho Lee and 

Junkyu Park

Measurement and Compensation of Bar-mirror Flatness And 

Squareness Error Using High Precision Stag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1-11, Vol. 0, No. 0, pp. 0~0

Hyunchang Kim, Hyoyoung Kim, Siwoong Woo, Hakjun Lee, and 

Daegab Gweon

A Study on a Novel 3-DOF Spherical Motor with the VCM 

Principl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1-11, Vol. 0, No. 0, pp. 0~0

HakJun Lee, HyunChang Kim, HyoYoung Kim, DaeGab Gweon

Development of a Novel Compact 3-DOF Out-of-plane Stag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r Precision 

Engineering, 2011-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스피리컬 모터를 이용한 다자유도 구동 기술] 2010-05-01~2015- 

12-31,국방과학연구소 

[진공 환경 대응 유연 힌지 구조 나노 스테이지 개발] 2009-06-01~ 

2011-05-31, 중소기업청 

[고속/고정  멀티프로브기반 3D 형상 측정/평가 시스템] 2010-09-01~ 

2015-08-31, 지식경제부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복합 광학 이미징 시스템 개발] 2009-09-01~ 

2014-08-31, 한국연구재단 

[유연 힌지 구조 이용 회전 모션 허용 나노 스테이지 개발] 2009-06-01~ 

2011-05-31, 중소기업청 

[압전소자 구동형 나노 정 도 XYθz 스테이지 개발] 2009-05-01 

~2011-04-31, 중소기업청 

[한우 이력추적 현장 검증을 위한 휴대용 유전자 분석 마이크로 통합 

시스템 개발] 2009-04-10~2012-04-09, 농림수산식품부 

[초정  위치 제어 기술 개발] 2008-12-01~2011-09-30, 지식경제부 

[고속 고분해능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 기술 개발] 2008-10-01 

~2011-09-30, 지식경제부 

[초정 /초고속 DPSS UV 레이저 드릴링 기술 개발] 2009-06-01~ 

2012-05-31,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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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석유공학 실험실

▶ 암석역학 실험실

▶ 물리탐사 공학실험실

▶ 지능로봇및자동화실험실

▶ 전산고체역학실험실

▶ 엔진윤활연구실

▶ 제어공학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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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석유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임종세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이동건, 강판상, 서광원

석사과정  백승영,정선영, 신효진, 이형석, 권순일, 유승렬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682

홈페이지 petro.hhu.ac.kr

■ 실험실소개

석유공학연구실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에너지자원공학

과 대학원과정 중의 하나로 석유 및 천연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의 시추, 개발, 생산, 처리, 수송, 저장의 관련된 제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관련 응용분야로 지하수 개발 등과 관련된 지하

유체 유동 모델링 및 지하 환경에서 오염물의 거동양상, 오염된 지하 

유체 환경의 정화설계 등의 기술을 취급함.

■ 연구분야

석유 및 가스정시험 해석 및 저류층 평가 

석유 및 가스전 생산최적화 연구 

가스하이드레이드 매장량 평가 및 생산최적화 연구

지하유체 거동 해석 연구

실 험 실 암석역학 실험실

지도교수 장원일(E-mail jwyhhu.ac.kr)

전공분류 재료역학(Material Mechanics)

박사과정  은길무, 지선경, 이형석, 강동철

석사과정  정진, 강세영, 서동일, 김동호, 강윤경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438

홈페이지 http://rockmecha.cafe24.com/

■ 실험실소개

암석역학 실험실(Rock Mechanics Lab.)

■ 연구분야

1. 암석 강도

2. 현지암반 특성, 절리구조

3. 암반구조물 안정성

4. 저장매체 지하공동 설계 및 유지

5. 발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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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물리탐사 공학실험실

지도교수 신성렬

전공분류 

박사과정  김영준, 하영수

석사과정  오명훈, 김태석, 고휘경, 이진우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681

홈페이지 http://hanara.hhu.ac.kr/~srshin/gel.html

■ 실험실소개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에 대

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지속적 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의 필수요소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물리탐사공

학실험실은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서 특성화 된 해양물리탐사연구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What is Geophysics?

물리탐사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성질이나 인공적인 송신원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여 그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지하에 존재하는 지질구조나 광물자원의 존재 및 분포 양상 등 지하의 

상태를 파악하는 지하정보공학(Subsurface Information Engineering)

입니다.

지구전체를 하나의 연속체로 보고 지표 및 지구내부의 구성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순수 지구물리학과 비교하여 볼 때,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대상목표물의 크기가 작고 부존위치도 

비교적 얕은 곳이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정 한 조사라는 점에서 응용지

구물리학과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해상에서의 자원탐사를 위한 해상탄성파탐사 시스

템 구축 및 자원부존가능성유망구조의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 주로 연구

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공학적 의미를 지니는 해저 및 지하의 매질과 

구조 조사에 지구물리학적 원리를 적용시키는 탐사방법을 주로 연구하

고 있으며, 지반환경 모니터링과 비파괴검사, 수중고고학적 조사에 

지구물리학적 탐사방법을 응용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중력, 자력 탐사

2. 전기탐사

3. 전자/레이더 탐사

4. 탄성파탐사

5. 물리검층

■ 연구성과

하영수, 신성렬

축소모형 실험을 이용한 횡적등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이방성 특성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Vol. 48, No. 2, pp. 115~126

하영수, 신성렬

VTI 매질의 탄성파 이방성 축소모형실험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2010, Vol. 13, No. 4, pp. 307~314

신성렬, 김진욱, 옥수종, 한원태, 이용조, 이창원

양산 충적층 지역의 천부지질조사를 위한 S파 반사법 탐사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Vol. 13, No. 4, pp. 307~314

신성렬, 김영준

천해저용 음원 및 고분해능 탄성파탐사 시스템 개발과 현장적용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Vol. 41, No. 2, pp. 139~146

신성렬, 이정환

적응차감법을 이용한 단일채널 해양탄성파 탐사 자료의 반향파 제거

한국지구시스템 공학회지, 2004, Vol. 41, No. 5, pp. 381~388

김지영, 임종세, 신성렬

물리검층과 탄성파 특성자료를 결합한 저류층 특성화연구

한국지구시스템공 학회지, 2004, Vol. 41, No. 2, pp. 139~146

■ 프로젝트

[부산지하철 226공구 터널 라이닝 두께 조사, 지하정보기술(주),] 

2001.1.29～2001.2.28 

[단일주파수의 일방향 파동방정식을 이용한 3차원 주시계산, 국가지정

연구실사업 서울대학교 위탁연구] 2000.12～2001.6 

[심해 석유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한 3차원 탄성파 모형실험,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 1999.12～2000.11 

[해양탐사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산학연컨소시엄] 2000.5～2001.4 

[탄성파 역산, 학술진흥재단 신진인력연구] 1994.12～1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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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로봇및자동화실험실

지도교수 최형식(hchoihhu.ac.kr)

전공분류 로봇공학(Robotics)

박사과정  

석사과정  전지광, 엄태웅, 윤종수 외5명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969

홈페이지 http://mecha.hhu.ac.kr/

■ 실험실소개

기계시스템과 전기전자를 접목하여 산업의 자동화 및 지능로봇의 개발

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3년 개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 개발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주야불식하고 있으며, 시스템 엔지

니어 교육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연구분야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 개발

수중 탐사 로봇

배관 청소 로봇의 연구 개발

펀칭 CNC 자동화 기계 시스템 개발

마이크로프로세서(DSP, One0chip)를 이용한 자동화 장치 설계

2D 및 3D CAD를 이용한 모델링

■ 연구성과

김동호, 최형식, 나원현, 허재관

로봇 매니퓰레이터용 중력보상기 설계

2008 대한기계학회, 2008-10, Vol. 0, No. 0, pp. 45~49

김현식, 최형식, 서주노

수중 로봇의 무인체계적용에 관한 연구

2008 한국전자통신학회, 2008-03, Vol. 0, No. 0, pp. 41~45

최형식, 강형석, 서주노, 권경엽, 정구락

수중 청소로봇의 모형 연구

2008 한국수중로봇기술연구회 춘계워크샵, 2008-05, Vol. 0, No. 0, 

pp. 0~0

최형식, 나원현, 강동완, 추우헌

휴머노이드 로봇의 설계

2008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6, Vol. 0, No. 0, pp. 

20~21

최형식, 김동현, 김동호, 허재관

고중량 이송용 이족 보행 로봇의 설계

2008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6, Vol. 0, No. 0, pp. 

20~21

■ 프로젝트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보드의 반사홈 형성 장치(보드지지부)] 2008.09.30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보드의 반사홈 형성 장치] 2008.07.14

[프로그램 가능한 자동 시료 용액 희석 장치] 2004.06.23

[모터의 중력보상기] 2009.03.31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보드의 반사홈 형성 장치]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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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고체역학실험실

지도교수 조종래

전공분류 동역학 및 제어부문(Dynamics and Control)

박사과정  박형욱, 책건광

석사과정  권정현, 송상현, 전우진, 석상군, 박진성, 손창우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298

홈페이지 http://hanara.hhu.ac.kr/~cjr/

■ 실험실소개

열간 ·냉간 단조 공정해석, 압출 공정 해석

구조물의 열탄성 해석 및 실험응력 해석

Computer Aided Design / Computer Aided Engineering

유한 요소 해석 및 경계 요소 해석 프로그램 개발

보유장비

50Ton 만능 시험기

Power Workstation 

Data Acquisition 장비(응력, 온도, 압력측정 )

자체 개발 2D, 3D 단조, 압출용 유한요소 프로그램

CAD/CAE S/W(DEFORM, I-DEAS, ANSYS, SYSWELD, mathCAD 

고주파 유도가열기 

■ 연구분야

일체형 저압 ROTOR의 최적 단조 및 열처리 해석을 위한 연구

터빈 블레이드 형단조 금형 설계 시스템 개발

CAD/CAE를 이용한 구조물과 기계 요소의 열탄소성해석

대형 배기밸브 열간 형단조 Nimonic 80A 미세조직 변화 예측  

대형 초내열합금 스핀들의 이종마찰용접 공정개발  

핵연료 용기의 일체형 단조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Cabinet(PU Foam)의 열변형 해석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재충전 기계의 내진설계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최형식, 조종래, 임근화, 이종훈, 김영환

고중량 이송 가능한 초경량 로봇팔의 설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008-03, Vol. 32, No. 2, pp. 0~0

최동준, 오정택, 조종래, 정재현

단열을 고려한 초저온 액체질소 저장 탱크의 지지대 용접부 설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008-1, Vol. 32, No. 1, pp. 0~0

정호승, 김영환, 조종래, 김정환, 김정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극저온 미니어쳐 글로브 밸브의 구조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007-5, Vol. 31, No. 4, pp. 0~0

정호승, 조종래, 박희천

미세조직 변화를 고려한 대형 배기밸브 스핀들 제조공정 해석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005-11, Vol. 29, No. 8, pp. 0~0

권오혁, 배원병, 조종래

MAGIC 숫돌에 의한 연마작업의 표준화

한국정 공학회지, 2005-11, Vol. 22, No. 10, pp. 0~0

■ 프로젝트

[Monoblock LP Rotor의 최적단조 및 Quenching 조건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국중공업 용역과제

[Monoblock LP Rotor의 최적단조 및 Quenching 조건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국중공업 용역과제

[Cylinder Cover의 형단조 기술개발] 한국중공업 연구개발보고서

[ABWR Pressure Vessel용 대형 Ring단조 공정개발] 한국중공업 연구

개발보고서

[연속주조의 슬라브 결함방지를 위한 공정해석 및 최적화 연구] 과학기

술중점 연구지원과제 신소재 연구분야, 학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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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엔진윤활연구실

지도교수 박권하(khparkmail.hhu.ac.kr)

전공분류 차량공학(Vehicle)

박사과정  이화순, 김영남, 송영호

석사과정  전재혁, 최병철, 오승우, 장인선, 김성윤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953

홈페이지 http://hanara.hhu.ac.kr/~khpark/

■ 실험실소개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사대학, 공과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및 국제대학

으로 구성되어 해기사양성과 함께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을 활

발히 하고 있습니다.

엔진기술은 각종 선박의 핵심분야로서 학교의 설립과 함께 교육 및 연구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 한바다호 등의 실습선과 기관실험실을 중심으로 

주요 조선업계와 관련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및 성능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엔진실험실은 1998년에 구성되었으며, 다른 

연구실과 협동으로 엔진기술개발과 성능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장비는 해사대학소속의 실습선 박용기관과 기관공장의 가솔린용 

전기동력계, 디젤용 수동력계와 2대의 단기통엔진이 있습니다. 연소실

험장비로서 고압분사장치(2000 bar)와 정적연소기가 있으며 가시화를 

위하여 CCD 카메라와 고속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박사과정, 석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실험과 계산에 의하여 엔진 및 연소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추진방향은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되는 산업체 기술

개발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관련산업체간의 정보교환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 연구분야

박용기관의 성능에 관한 연구

물혼합 에멀젼 연료를 이용한 배기절감 기술

분무, 유동, 연소에 관한 계산적 연구

직분식 LPG 분무확산화염 특성

엔진제어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박권하

디젤분무의 벽면충돌모델

한국액체미립화학회지, 2000-12, Vol. 5, No. 4, pp. 1~11

박권하 외 3명

박용디젤기관의 스월유동이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박용기관학회지, 2000-03, Vol. 24, No. 2, pp. 38~49

박권하, 임희성

분사압력변화에 따른 액체 LPG 분무특성-디젤분무와의 비교- 

한국연소학회지, 1999-12, Vol. 4, No. 2, pp. 43~50

박권하, 김승철

분사압력변화가 충돌분무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적 고찰

한국박용기관학회논문집, 1999-01, Vol. 23, No. 1, pp. 47~53

김재휘, 김진환, 박권하

충돌면 경사각도 변화에 따른 분무특성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1998-12, Vol. 6, No. 6, pp. 63~71

■ 프로젝트

[극미세 구리합금입자(NICO)를 이용한 특수윤활유가 박용기관 성능에 

미치는 영향](주)맥스그린, 2001.5

[직접분사식 LPG엔진용 분무확산화염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1.1

[와류충돌형 혼합장치를 사용한 물혼합 청정버너에 관한 연구](주)셈텍, 

2001.1

[박용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동향]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단, 

2000

[엔진내구 및 연료 평가사업] xx-자동차회사,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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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제어공학 실험실

지도교수 유삼상(ssyonhanara.kmaritime.ac.kr)

전공분류 제어(Control)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전    화 051-410-4366

홈페이지 http://hanara.hhu.ac.kr/~ssyou/

■ 실험실소개

전자의 경우, 차량 조향 시스템의 개발 및 종/횡방향 동적 거동해석과 

차량 자동주행 제어기설계를 목적으로 하며, 후자의 경우는 승차감 향상

을 위한 능동 현가 장치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어이론 및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 분야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강인제어 이론 및 설계(Robust Control Theory and Design) 

Electro-Mechanical System and Controls

차량동역학 및 제어(Ground Vehicle Dynamics and Controls)  

로봇공학(Robotics) 및 시스템 동역학(System Dynamics)

Underwater Vehicle Dynamics and Controls

Ultra Precision Control System

■ 연구성과

김환성, 김명규, 유삼상

갠트리 크레인의 입력 보상형 분산제어

제어자동화시스템 공학회지, 2001, Vol. 7, No. 4, pp. 281~286

H-S, Kim, S-S, You

Estimation of Vehicle Sideslip Angle for Four-Wheel Steering 

Passenger Cars

Transaction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2001, Vol. 3, No. 2, pp. 71~76

김환성, 김명규, 유삼상

관측기법을 이용한 갠트리 크레인의 고장 진단

한국박용기관학회지, 2001, Vol. 25, No. 4, pp. 180~188

유삼상

강인제어법을 통한 잠수함의 자동항법장치 설계

한국 해양 공학 회지, 1997, Vol. 11, No. 32, pp. 180~190

유삼상

비 중앙 집중식 적응 제어법을 통한 산업용 로봇 궤도 추적 제어

한국 어업기술학회지, 1994, Vol. 30, No. 4, pp. 3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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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연구실험실

(기계공학*나노*융합공학)

▶ 진동연구실

▶ 연소기관 및 에너지 변환 연구실

▶ 디스플레이소자 연구실

▶ 임베디드 보안 연구실

▶ New Nanomaterials Lab.

▶ 나노전자소자 및 재료 연구실

▶ ECO-EFFECTIVE MATERIALS LAB.

▶ Nanoelectronics and Photonics Lab.

▶ 나노/마이크로 역학 연구실

▶ MESO-SCALE Lab.

▶ 전산재료과학 연구실

▶ 나노에너지소자 연구실

▶ Nano Process and Device Lab.

▶ Powder Materials Lab.

▶ 반도체 재료 연구실

▶ 재료공,합금학(내마모,원자로재료) 실험실

▶ Computer Programming Lab.

▶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연구실

▶ 박막재료 및 전자 패키징 연구실

▶ 환경 및 다기능 구조 재료 연구실

▶ 박막재료 전자재료 실험실

▶ 전자시스템집적연구실

▶ Bionano Photonics Lab.

▶ 바이오나노 융합 기술 연구실

▶ Functional BioNano Materials Lab

▶ Nano & Bio Sensor Lab.

▶ 지능계측 및 비파괴평가 연구실

▶ 초정밀 회전기기 연구실

▶ CASS Lab

▶ 소음진동제어연구실

▶ 최적설계 연구실

▶ 구조강도 및 최적설계 연구실

▶ 공기역학 연구실

▶ 설비공학/플랜트 연구실

▶ 동역학 연구실

▶ 음향진동연구실

▶ CAE&D 및 정형가공 연구실

▶ 신소재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연구실

▶ 표면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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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진동연구실

지도교수 정진태(jchung@hanyang.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박성필, 정원영, 김병진, 김형래, 주극비, 김보형, 김민성 외 4명

석사과정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    화 031-400-4735

홈페이지 http://vibra.hanyang.ac.kr

■ 실험실소개

진동연구실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 기계공학과 및 두뇌한국21 

(BK21) 기계분야 사업단에 소속되어 정진태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강체운

동을 갖는 구조물의 진동저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병진운동을 갖는 구조물의 진동 저감기술: 병진운동을 하는 구조물에 

대한 진동 저감은 반도체 웹 이송장치, 광섬유의 인발공정, PCB 고속

프린터 등의 반도체/전자 산업, 고속철도 가선계, 자동차 벨트시스템

의 수송기계산업, 인공위성 안테나, 공중급유와 관련된 항공/우주산

업, 초지공정, 고속인쇄, 고속 프린터의 제지/섬유산업에 응용된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이 꾸준히 확산되고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넷 통신의 핵심소재인 광섬유는 유리 모재에 열과 인장력을 주어 

늘리는 고속 인발(drawing) 공정을 거쳐서 제조된다. 광섬유 제작공

정 중 인발속도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만 결함 발생 및 

단선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단선이 발생하면, 생산 중인 광섬유를 

폐기처분하고 1~2시간 정도 설비 가동을 중지해야하므로 급격히 생

산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단선 문제는 축 방향으로 이송되면서 발생하

는 진동 및 동적 불안정이 원인이므로 이송속도와 광섬유 진동에 대한 

상호연성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최적 인발속도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

고 경계부에 적절한 감쇠 장치 등을 이용한 진동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품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다.

- 회전운동을 갖는 구조물의 진동 저감기술: 회전운동을 하는 구조물의 

연구는 ODD(Optical Disk Drive), HDD(Hard Disk Drive), 자동차

의 브레이크 드럼, 그리고 헬리콥터의 블레이드와 항공기의 프로펠러, 

발전용 터빈의 날개, 공작기계등의 넓은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ODD

에 관하여 컴퓨터 산업의 초창기에 사용되어지던 저 도,저속의 저장

장치가 점점 고 도,고속(배속)의 추세로 변하면서 예전에 무시되어지

던 여러 요인들이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1GB이하의 저장장치로는 급증하는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따른 저장용량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큰 DISK와 재생장

치가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저장장치는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른 진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발생하는 진동은 디스크의 수명단

축과 함께 고품질, 대용량의 목적을 저해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스톤운동을 통한 저 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선진국에서는 이미 

터보머신을 이용한 발전설비와 관련산업 기기들의 상용화가 오래전부

터 이루어진 상태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소용량의 터빈을 제작하는데 

그치고 있다. 터빈 블레이드의 진동과 소음은 국내의 기술이 풀어야할 

난재이며 이를 극복하여야만 대용량, 고효율을 통한 터보머신의 상품

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어져야만 한다.

- 유체유동을 갖는 구조물의 진동 저감기술: 유체유동을 갖는 구조물의 

진동 저감은 핵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배관계, 연료봉, 제어봉과 관련

하여 발전설비산업, 열교환기, 냉/난방용 배관, 공기조화 배관계의 건

축설비산업, 에어컨, 냉장고의 배관계의 가전제품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 및 중화학공장에 있는 배관계는 높은 압력을 갖는 고속 

유체 유동을 포함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원전 운전중 발생하

는 열은 1차 냉각계통에 의해 공급되는 냉각수에 의해 제거되며 이러

한 냉각수는 inlet plennum, grid plate를 거쳐 유동관과 핵연료집합

체 사이를 통과한후 chimney와 연결된 노즐을 통해 배출된다. 이러한 

냉각수 유동은 원자로 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에 유체기인진동을 유발

하므로 진동에 의한 작은 누설, 결함, 부식 등은 파손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 

규제와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연구성과

Kyuho Lee, Yonghyeon Cho, Jintai Chung.

Dynamic contact analysis of a tensioned beam with a moving 

mass–spring system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2, Vol. 331, No. 11, pp. 

0~0

Hyungbin Im, Dae Sung Bae, Jintai Chung.

esign sensitivity analysis of dynamic responses for a BLDC motor 

with mechanical and electromagnetic interaction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2, Vol. 331, No. 9,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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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연소기관 및 에너지 변환 연구실

지도교수 이창식, 박성욱(cslee@hanyang.ac.kr/ parks@hanyang.ac.kr)

전공분류 연료 및 대체에너지(Fuel and Substitution Energy)

박사과정  차준표,이동곤,권석주,오윤중,이두진,이형근

석사과정  박세원,강민구,최민기,이상훈,이동욱,전준호,최기봉,조용우,안상연 외 5명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전    화 02-220-0427

홈페이지 http://cenec.hanyang.ac.kr/main.php

■ 실험실소개

The CENEC laboratory has conducted the innovative researches 

in areas related to automotive engines, energy conversion 

systems, fuel injection and spray dynamics, homogeneous 

ignition engine(HCCI), alternative fuels, specialists(26 Ph.D and 

78 M.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thermodynamics 

areas.

Now, CENEC laboratory consists of 2 professors, 1 post doctor, 

1 engineer, 6 Ph.D.students, and 9 M.S.students and all of 

members are devoted to do their own research areas as 

mentioned.

■ 연구분야

1. Engine Experiments 

Study on ICE(Internal Combustion Engine)

- Compression ignition engine fueled with diesel, renewable 

fuel, biogas etc.

- Spark ignition engine fueled with gasoline, ethanol etc.

- Advanced combustion technology : HCCI(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LTC(Low Temperature Combustion) 

etc.

2. Spray Experiments

Analysis of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pray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fuels for ICE

- Spray behavior and mixture formation

- Atomization and evaporation of spray

- Spray-wall interaction(wall impingement)

- Spray-spray interaction(collision and coalescence)

- Cavitation in visualization nozzle

3. Fuel Cell

- Performance and impedance analysis

PEMFC(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DMFC(Direct Methanol Fuel Cells)

- Visualization of water transport and distribution in transparent 

fuel cell by using high speed camera

4. Flexible Fuel Vehicle

- Development of the clean diesel engine passenger car for 

flexible fuels(diesel, biodiesel, DME)

- Development of a new common-rail fuel supply system(high 

pressure pump, pressure regulation, fuel return line) and 

combustion system for oxygenated fuels

5. Laser Diagnostics

Application of laser spectroscopy to the spray and combustion 

process

- PIV(Particle Image Velocitimeter)

- PDPA(Phase Doppler Particle Analyzer)

- LIEF(Laser-Induced Exciplex Fluorescence)

6. Numerical Simulation

- Modeling intake flow with turbulence model

- Modeling spray process and mixture formation with modified 

spray model

- Modeling turbulent combustion and emission formation 

processes with chemica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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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디스플레이소자 연구실

지도교수 김재훈(jhoon@hanyang.ac.kr)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배광수, 조수인, 문연규, 김영식

석사과정  조주현, 이슬기, 강영은, 박준규, 김태훈, 김동하, 윤태영, 김유관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IT/BT관 1210호 정보디스플레이소자연구실

전    화 02-2220-0343

홈페이지 http://ddlab.hanyang.ac.kr/main.html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디스플레이 소자 연구실에서는 김재훈 교수님의 지도하에 

액정 물리 및 배양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액정을 이용한 다양한 

광소자와 디스플레이 모드, OTFT(Organic Thin Film Transistor), 

Flexible LCD 등과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결과, 2002년 이후 22편의 SCI급 연구 논문과 다수의 

국내 논문을 비롯하여 활발한 국내,외 학회 발표를 하고 있다. 또한 7건

의 국제 특허와 12건의 국내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였으며, 현재까지 

13여 건의 정보, 산학 과제를 성공리에 완수 또는 진행 중 에 있다.

■ 연구분야

Flexible LCD

- 기존의 액정 디스플레이는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이 경우 무겁고 깨지기 쉽고, 디스플레이 모양이 제작 후 변형되지 

못한다. 상기 문제점들은 기판 재료를 기존의 유리 기판에서 플라스틱 

기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LCD에 플라스픽 기판을 

이용할 경우 액정의 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휩과 같은 외부의 물리적 

변형시 액정의 배향이 변형되어 화질이 저하되고, 접합된 상/하 판이 

쉽게 분리되어 버린다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유발된다.

LCD Mode

- LCD는 자체 발광소자가 아닌 비 발광소자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광원에 

따라 LCD를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투과형 LCD(transmissive 

liquid crystal display)와 반사형 LCD(reflective liquid crystal display)

이다. 배면광원(backlight)의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내 및 주위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인성 등 

광학적 특성이 좋고, 반사판을 이용하여 주변의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

는 후자의 경우에는 실외 및 주위가 밝은 환경에서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는 디스플레이다.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의 사용환경이 점차 

휴대용 디스플레이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유동적으로 변해 가면

서,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특성이 좋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투과형 LCD와 반사형 LCD의 동시에 적용한 반투과형 

LCD(transflective liquid crystal display)가 제안되고 있다.

Patterning

- 유기 박막 패터닝을 손쉽게 구형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소프트 리소그

라피법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광노광이 지닌 광학적 회절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으며 미세 구조를 위한 복잡한 공정을 간단한 공정으로 

마스터만 존재하면 삼차원 구조를 손쉽게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가격이 

저렴하고 물질과의 화학적 표면 상호 작용이 좋으며 실험적으로 간편한 

여러 장점들이 있다. 소프트 리소그라피법 중의 하나로써 CFL법은 기타 

방법들에 비하여 넓은 면적에 패터닝이 요이하며 높은 패턴 신뢰도를 

얻는다. 또한 공정 조건에 따라서 배향막 morphology를 패터닝하거나 

배향력이 각기 다른 배향막을 직접 패터닝함으로써 배향 특성을 제어하

거나 다른 배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 연구성과

Single Polarizer Liquid Crystal Display Mode with Fast Response

Molecular Crystals and Liquid Crystals, 2011, Vol. 0, No. 0, pp. 

0~0

Single Pixel Transflective Liquid Crystal Display with Cholesteric 

Half Mirror

Molecular Crystals and Liquid Crystals, 2011, Vol. 0, No. 0, pp. 

0~0

Microlens array fabricated using electrohydrodynamic instability 

and surface properties

Optics Express, 2011, Vol. 0, No. 0, pp. 0~0

Inverse four-domain twisted nematic liquid crystal display 

fabricated by the enhancement of azimuthal anchoring energy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수직 배향형 액정 표시 장치] 10-0670061-0000

[액정을 이용한 생체분자 검출 방법 및 장치] 10-0446830-0000

[액정 표시 장치 및 그에 사용되는 기판] 10-0709705-0000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 10-0730396-0000

[액정 표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10-07366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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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임베디드 보안 연구실

지도교수 김동규(DQKIM@hanyang.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Jae Sung Lee, Seong Cheon Park, Chang Sun Kim, Jun Hyan Jo, Pil Joo Chio

석사과정  Young Jun Kim, Dae Young Kim, Jin Young Lim, Jung Hwan Lee

주    소 한양대학교 공학센터 별관 보일러동 417호 임베디드 보안 연구실

전    화 02-2220-4926

홈페이지 http://esslab.hanyang.ac.kr/

■ 실험실소개

임베디드 보안 연구실(ESSLAB)은 '전자 통신 컴퓨터 공학부' ‘김동규’ 

교수님을 중심으로 총 5가지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암호 프로

세서와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임베디드 보안 시스템, 그리고 RFID 및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인증, 네트워크 보안 

SoC 설계, 마지막으로 문자열 처리(String Processing)를 주로 연구한다.

■ 연구분야

1. Crypto Coprocessor

- Cryptography

- Cryptography Algorithm

- Hardware Implementation

응용분야 :

- 임베디드 시큐리티 시스템

- 최적화를 통한 모바일 암호화 모듈

2. Network Security Soc Design

- TCP/IP Offroad Engine

- IPSEC Hardware Module

- Develoment One-Chip TOE/IPSEC

응용분야 :

- IPSEC 지원 방화벽, 라우터

- 모바일 VPN

3. RFID/USN Security System

- RFID Security Protocol

- Ubiquitous Sensor Network

응용분야 :

- 원격 감시 시스템

- 모니터링 시스템

- 가스, 주유소, 센서 네트워크

- 위치 인식 시스템

- 군용 감시

4. Mobile Authentication :

- Two-Factor Authentication

- OTP(One-Time-Password)

- Smart Card*응용분야 :

- 모바일 인증

- 은행 거래용 OTP

- 전자 지갑

- USIM

■ 연구성과

Heejin Park, Dong Kyue Kim

Probabilistic Analysis on the Optimal Combination of Trial Division 

and Probabilistic Primality Tests for Safe Prime Generation

IEICE Transaction on Information and Systems, 2011, Vol. 94, 

No. 6, pp. 1210~1215

Hankook Jang, Sang-Hwa Chung, Dong Kyue Kim, Yun-Sung 

Lee

An Efficient Architecture for a TCP Offload Engine Based on 

Hardware/Software Co-design

Journal of Info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2011, Vol. 27, 

No. 2, pp. 493~509

Byong-Deok Choi, Tae-Wook Kim, Mun-Kyu Lee, Ki-Seok Chung, 

Dong Kyue Kim

Integrated circuit design for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using 

differential amplifiers

Analog Integrated Circuits and Signal Processing, 2011, Vol. 66, 

No. 3, pp. 467~0

Dong Kyue Kim, Joong Chae Na, Jeong Seop Sim, Kunsoo Park

Linear-Time Construction of Two-Dimensional Suffix Trees

Algorithmica, 2011, Vol. 59, No. 2, pp. 269~297

■ 프로젝트

[전기차 및 전기차 인프라 보안 특성 분석 연구] 2011.3~2011.8

[GPU에 기반한 고성능의 암호시스템 구현] 2010.7~2011.1

[Hardware fingerprint 모듈에 기반을 둔 TPM 칩 및 인증 메커니즘 

설계] 2010.5~2012.4

[차량 주행정보저장용 고신뢰 SoC 개발] 2010.3~2012.2

[고속 네트워크 대상 악성 패턴 탐지용 스트링 매칭 방법론 연구] 

2010.3~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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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ew Nanomaterials Lab.

지도교수 김현우(hyounwoo@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iws.inha.ac.kr/~icelab/

■ 실험실소개

1.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emiconductor nanowire

- Recently, coaxial nanocable-like 1D structures comprising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have been successfully synthesized 

for a variety of purposes.

- Notable applications include the fabrication of nanometer scale 

electronic devices with a variety of functions and the protection 

of 1D structures from contamination or oxidation.

2. Functionalization of Semiconductor Nanowire

- Nanowires in the limit of small diameters are expected to 

exhibit significantly different optical, electrical and magnetic 

properties from their bulk 3D crystalline counterparts.

-  Nanowires are especially attractive for nanoscience studies 

as well as for nanotechnology applications. ■ 연구분야

- 신나노재료

- 물성

- 공정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highly sensitive and selective NO2 gas sensors 

based on novel hybrid materials] <교육과학기술부>

[신나노재료의 합성 및 분석] <한양대학교>

[전자빔 조사에 의한 나노선 가스센서 특성 향상] <한국연구재단>

[고감도 가스 센서용 브랜치 구조 나노선의 제작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특성 개선] <한국학술진흥재단>

[고감도 가스 센서용 브랜치 구조 나노선의 제작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특성 개선]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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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전자소자 및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최창환(cchoi@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hanyang.ac.kr/nedml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Display, Energy-harvestion분야의 

Material, Process, Device 및 Characteriza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재료의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착방법을 통하여 소자를 제작하고 전기/광학/물리적인 특성을 분석/

평가한다.

■ 연구분야

① 차세대 반도체 분야

② 태양광분야

③ 디스플레이분야

④ 박막재료응용분야

실 험 실 ECO-EFFECTIVE MATERIALS LAB

지도교수 William T. Nichols(nichols@hanyang.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ecoeffective.hanyang.ac.kr/

■ 실험실소개

In nature, the balanced flows of energy, information and matter 

lead to a highly productive yet sustalinable ecosystem. The goal 

of our lab is to use these natural concepts to develop Eco- 

Effective Materials that both improve our quality of life and 

integrate us into our natural environment.

■ 연구분야

Solar Synthesis

How can we use the sun to create high-performance materials?

In nature, the sun's energy drives the synthesis and assembly of 

materials throughout the environment. Our lab is using sunlight 

to create a range of titania - organic hybrid materials. We are 

using these materials to make nanopaper for photo catalytic 

filters and energy production and storage devices

Digital Matter

How can we program materials assembly?

In biology, instructions are encoded in biomolecules such as DNA 

which direct the assembly of organisms. Our lab is mimicking this 

concept by encoding instructions digitally in a computer which 

creates the material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Our target is 

to make materials with designed hierarchical pore structures for 

Ferrofluidic devices and Thermal Energy management systems

Eco-Materials Discovery

How can we find eco-friendly materials with amazing properties?

In nature, functional materials are created from simple, 

widely-available materials. Our group is using sonochemistry to 

search for materials with outstanding properties that can be 

made from low-cost, environmentally compatible raw materials

Environmental Sensing

How can we sense the flows of information in the environment?

In nature, all organisms sense and react to their surroundings. 

In our lab, we are developing a simple, low-cost sensor platform 

based on plasmonics of metal nanoparticles and nano- 

imprinting. 



한양대학교 연구실험실

465

실 험 실 Nanoelectronics and Photonics Lab.

지도교수 박원일(wipark@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Dong Hyun Lee 외 8명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hanyang.ac.kr/SNE/index.htm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나노 단위의 반도체 소재를 활용한 소자 공정 및 소자 실현

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etching 등을 

이용한top-down방식과 화학적CVD 공정을 이용한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나노 단위의 반도체 소재(nanowire, nanorod, Graphene)

를 합성/제조하고, 이러한 나노소재를 building block으로 사용하여 차

세대FET, Solar cell, LED, sensor 등 다양한application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한 나노막대 

및 나노선 제작

1차원 반도체 나노소재인 단결정 나노선은 뛰어난 전기적, 광학적 특성

을 가지고 있어 평면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및 flexible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고성능 전자소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1차원 나노

선을제조하기 위해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고품위의 실리콘 나노

선(Si nanowire)과 산화아연 나노막대(ZnO nanorod)를 합성하는 연

구를 진행 중이다. 

2. 열저항가열(Joul heating)방식의 CVD를 이용한 대면적 Graphene 

성장

금속막이 가열되는 상태에서 챔버 내에 기상 탄소 공급원을 공급하여 

탄소성분을 고용시킨 후, 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금속막을 제어된 속도로 

냉각시킴으로써 고용시킨 탄소 성분으로부터 그래파이트화 금속막 표

면에 그래핀을 석출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대면적 기판

에 graphene을 성장시키고 있다.

나노소재의 패터닝을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photolithography 와 

e-beam lithography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사이즈에서 나노 사이즈

까지 패터닝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렬된 Polystyrene 

nano-sphere array의 나노사이즈 패턴을 활용한 나노소재 물성 연구를 

통하여 ZnO 나노막대의 수계합성 성장시에 유발되는 nanotube 형성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국외 학술지(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1D(1차원) 반도체 나노소재인 단결정 나노선은 뛰어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평면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및 flexible 디스플레이

에 필요한 고성능 전자소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1차원 

나노선을 제조 하기 위해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고품위의 실리콘 

나노선(Si nanowire)과 산화아연 나노막대(ZnO nanorod)를 합성하

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1D 나노물질을 제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스크와 물리적인 식각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막대

를 제조할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nano-sphere lithography, 

e-beam lithography등을 통한 나노사이즈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며, 이

를 이용하여 GaAs, Si등의 무기물 반도체 1-D 무기물 나노막대를 제조

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제조한 나노소재들을 solar cell, LED, 

sensor 등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초미세 나노선을 이용한 전자소자 어레이

- 수평배향된 나노선을 이용한 투명전자소자 및 굴곡진 기판위에 소자 

제작   

- 1D-2D Hybrid structure 기반 LED/Solar cell 연구

- ZnO 나노막대와 Graphene전극을 활용한 Flexible Sensor 연구

■ 연구성과

W. I. Park, D. H. Kim, S.-W. Jung and G.-C. Yi

Meltalorganic vapor-phase epitaxial growth of vertically 

well-aligned ZnO nanorods", W. I. Park

Applied Physics, Vol. 0, No. 0, pp. 0~0

W. I. Park and G.C Yi

Electroluminescence in n-ZnO nanorod arrays vertically grown 

on p-GaN

Advanced Materials, Vol. 0, No. 0, pp. 0~0

W. I. Park, G.-C. Yi, M. Kim, and S.J. Pennycook

ZnO nanoneedles grown vertically on Si substrates by 

non-catalytic vapor phase epitaxy

Advanced Materials,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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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마이크로 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장재일(jijang@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hanyang.ac.kr/jang

■ 실험실소개

나노/마이크로 역학 특성 연구실에서는 나노 및 마이크로 수준의 크기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해외 첨단 연구 선도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조 

및 구동 시 미세 파손 등에 기인한 소재/디바이스의 성능/ 신뢰성 저하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나노/ 마이크로 스케

일 변형 및 파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

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금속, 반도체, 세라믹 등 고전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나노소재, 비정질, 폴리머, 박막시스템, MEMS 구조

물 등의 다양한 신소재/디바이스가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나타내는 

미세 변형, 파괴 응력 유기 상변태 등의 현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Current research efforts include:

- Multi-scale analysis of mechanical behavior(deformation and 

fracture)

- Instrumented macro-, micro-, and nano-indetation

- Nano-mechanical behavior of nanostructured materials and 

bulk metallic glasses

- Nano-machining/nano-precision and nano-imprinting

/nano-patterning

- Nano-mechanics of nano-wires, nano-belts, and nano-tubes

- Materials for hydrogen storage and transmission

- Time-dependent(creep) behavior in solids

- Thin film mechanics

- Fracture/ Damage mechanics for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and lifetime prediction

- Fitness-for-service assessment of welded structures

Our research funding comes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 Korea Research Foundation(KRF)

- POSCO

- Korea Gas Corporation(KOGAS) 

- Rese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RIST)

- Hyundai Steel

-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KOSEF)

- Korean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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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MESO-SCALE Lab.

지도교수 윤종승(csyoon@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임상욱, 김정춘, 김지원 외 3명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hanyang.ac.kr/mesoscale/

■ 실험실소개

재료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분야 중에서 미세구조분석을 기본 바

탕으로 하여 형성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새로운 방법의 박막, 분자, cell

등의 합성연구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자성 박막 계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원인 분석 및 특성변화의 규명, 

2차 전지에 이용되는 각종 전극재료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용량의 증감과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 재료의 특성 향상 및 원인분석 기술등은 기존의 분석장비 TEM, 

AES, XPS 그리고 광가속기(포항, 일본 Tsukuba)등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데, TEM을 통한 미세구조 분석은 재료 연구 단계가 점점 nano 

scale로 작아짐에 따른 필수적인 분석tool로서 이에 대한 연구와 

training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AES와 XPS는 박막 혹은 전극재료의 원소 분포 및 화학결합을 분석함으

로써 TEM을 통해 얻기 힘든 정보 등을 얻어내고 있으며, 보다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광가속기 beam line을 이용하는 등 신소재의 특성 

및 미세구조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분야

- Thin film deposition 

- Nano-structured 재료 합성/분석

- organic solar cell

- Non-volatile memory device 개발

■ 프로젝트

[유비쿼터스용 고용량 이차전지소재개발] 정보통신부 2005~2006

[Physical and chemical analysis of interface by HR TEM] 삼성전자

2005~2006

[IT 응용 금속 및 산화물 나노입자 제조]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2005~2007

[리튬이차전지용 전극재료 미세구조 분석] 한국 원자력 연구소 

2005~2006

[나노자성입자/고분자를 이용한 복합형 고주파 차폐용 박막 개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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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산재료과학 연구실

지도교수 정용재(yongchae@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김병현, 안기용

석사과정  유동수, 황유빈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전    화 02-2296-5308

홈페이지 http://cmse.hanyang.ac.kr

■ 실험실소개

우리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재료 

설계 연구와 외부 조건에 따른 재료 내부의 물질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근거를 둔 제일원리방법과 분자동역학

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조성과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수치 해석적 접근 방법으로 

외부 조건에 따른 재료 내의 물질 전달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실제로 

재료가 장치 내에서 사용될 때 가지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여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신물질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의 mechanism

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연구분야

First principle

- Magnetic properties of transition metal alloy

Related papers

- Interface-Dependent Spin-Reorientation Energy Barrier in 

Fe/MgO(001) Thin Film

- Magnetic Anisotropy Variation of Fe single Atom on Ti/Al(001) 

Surface by the change of Ti/Al Surface phase

First principle

- Luminescence properties of phosphor

- Rare-earth doped Silicon Nitride components

Related papers 

- Accurate Electronic Structures of Eu-Doped SiAlON Green 

Phosphor with a Semilocal Exchange-Correlation Potential

- Atomic and Electronic Structure Investigation and 

Luminescence Property of Eu2+-Doped β-SiAlON Green 

Phosphor : Ab initio Calculations

- Frist-principles calculation and luminescence property of 

Eux:Si5Al1-xO1+xN7-x green phosphor

- Hydrogen adsorption mechanism

- Graphene based high density hydrogen storage devices

Related papers

- Metal(Li, Al, Ca and Ti) Absorbed Graphene with Defects for 

Hydrogen Storage: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Molecular dynamics>

- Graphene oxide reduction

- Graphene based memory device

- Epitaxial Graphene formation

Related papers

- Configuration Dependency of Attached Epoxy Groups on 

Graphene Oxide Reduction: 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accepted for publication)

- Silicon nanowire oxidation

-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wire

Related papers

- Stress-Induced Wurtzite to Hexagonal Phase Transformation 

in Zinc Oxide Nanowires

- Stress evolution during the oxidation of silicon nanowires in 

the sub-10 nm diamete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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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나노에너지소자 연구실

지도교수 신동욱(dwshin@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박인유

석사과정  김정훈, 최진이, 엄민용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www.nanoglass.or.kr/

■ 실험실소개

- Electrostatic Spray Deposition(ESD) 및 Electrostatic Slurry Spray 

Deposition(ESSD)법을 이용한 Solid Oxide Fuel Cell(SOFC) 및 

Protonic Ceramic Fuel Cell(PCFC)용 전극 및 전해질 물질 증착 및 

전지 제조

- Melting and Quenching(MQ) 및 Mechanical Milling(MM)법을 

이용한 황화물계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비정질 및 결정질 고체 전해질 

합성 및 전고체 전지 제조

- 산화물계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비정질 고체 전해질 합성 및 박막형 

전지 제조

- 집적광학소자용 박막 증착(Thin film fabrication processes for 

Planar Lightwave Circuit)

- 집적광학소자 제조공정(ICP-Etching 등)

- 나노입자 분산 비선형광학소재(Nano-particle dispersed Nonlinear 

optical films)

- Electrical/Optical Poling을 통한 2차 비선형 전광효과 발생

(Second order nonlinear optical glass by Electrical/Optical 

poling)

- 극초단파 레이저를 이용한 물질 특성 제어(Control of material 

properties by Femto-second laser irradiation)

  또한 최근에는 광소자 박막 증착 기술을 응용하여 나노 입자 합성 

및 박막 제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Aerosol Flame Deposition(AFD) 공정 연구 및 나노 입자 생성 제어 

메커니즘 연구

- 각종 나노 입자 제조 및 박막 증착(Nano-powders and porous thin 

films)

- 응용 분야 :

  차세대 Energy Device - Thin Film Li-ion Battery, Micro Fuel Cell, 

Display - PDP, LED용 Nano phosphors

■ 연구분야

나노 글래스 기술은 유리라는 비정질 세라믹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나노

구조체를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유리재료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거나 기

존에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일컬으며 나노

구조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재료를 의미한다.

1. 글래스 내부에 나노 크기의 이질상을 분산/생성시킨 고차원(2차원/3

차원) 구조체

2. 비정질-정질 혹은 무기/유기의 나노 스케일의 복합체를 형성한 구

조체

3. 외부장의 조작을 통하여 원자/분자 단위의 변화를 나노 스케일로 

유도한 구조체

■ 연구성과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electrospun Sm0.5 

Sr0.5CoO3 wires using microwave heating

ICNST2011, Vol. 0, No. 0, pp. 0~0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electrospun Sm0.5 

Sr0.5CoO3 wires using microwave heating 

ICNST2011, Vol. 0, No. 0, pp. 0~0

La2/3-xTiO3(0.03 EMRS,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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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Process and Device Lab.

지도교수 안진호(jhahn@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박인성, 고기영, 이연민

석사과정  이상설, 도종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nano.hanyang.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내 극자외선 빔라인 '11B 

EUV Lithography Hanyang Univ.' 을 구축하였으며 EUVL test bed 

구축 및 평가기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인 차세대 노광기술분야에 대해 산업자원부

는 2002년 12월부터 향후 10년간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으로서 연

구개발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총괄연구책임자인 한양대학교 안진호 

교수의 책임하에 삼성전자 및 동진쎄미켐 두 대기업과 한양대,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국민대가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로 년간 33억원 

이상의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다. 이 기술은 약 2008년경부터 상용화가 

기대되는 양산형 차세대 패턴전사기술로서 새로운 빛(극자외선: 파장 

13.5nm)을 이용하여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양산형" 기술이며, 

이를 이용하면 65nm(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이하의 패턴구현이 

가능해지며, 이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300개 정도의 선을 그을 수 

있고, 64 Giga-bit급의 초고집적 메모리 및 10GHz 이상의 초고속 마이

크로 프로세서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

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에의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 연구분야

1. 리소그라피 기술이란.

리소그라피 기술은 반도체 프로세스의 핵심 기술로서 반도체 디바이스

의 미세화와 집적화를 주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소그라피 기술은 

마스크(mask) 상에 설계된 패턴을 공정제어 규격하에 웨이퍼상에 구현

하는 사진기술로서 총 공정비용의 35%, 공정시간의 60% 이상의 차지

하는 반도체공정의 핵심기술이다. 이제까지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는 매 

3년마다 패턴의 크기가 약 0.7배씩 작아지는 1세대 technology의 진전

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미세화는 리소그라피 기술

의 진화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소그라피 기술

은 i-line(파장 365nm), KrF(파장 248nm), ArF(파장 193nm)로 이어

지는 단파장화와 위상변위 마스크(phase shift mask) 등의 해상도 향상

기술, 레지스트의 성능향상에 의해 연장되어온 전통적인 광리소그라피

가 주류를 이뤄왔다. 현재는 이러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F2(파장 

157nm) 리소그라피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 EUVL test bed(PAL 11B EUV beam line)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

소(Pohang Accelerator Laborotary)

■ 연구성과

Hyun-Duck Shin, Chang Young Jeong 

Refilled mask structure for Minimizing Shadowing Effect on EUV 

Lithography Jinho Ahn†,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2010

Y. R. Park, J. H. Ahn, J. S. Kim, B. S. Kwon, and N.-E. Lee 

Infinitely high selective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of 

an indium tin oxide binary mask structure for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Chang Young Jeong, Sangsul Lee, Jae Uk Lee, Han-sun Cha and 

Jinho Ahn

Determination of the CD Performance and Carbon Contamination 

of an EUV Mask by Using a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 

In-situ Contamination System Jonggul Doh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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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Powder Materials Lab.

지도교수 김영도(ydkim1@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채홍준, 김선미, 김형수, 김진우

석사과정  전인목, 변종민, 이태호 외 5명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hanyang.ac.kr/pml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Powder Materials Lab은 powder fabrication : nano 

powder synthesis, sintering technology, high temperature 

materials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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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반도체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전형탁(hjeon@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이재상, 박주현, 최학영

석사과정  신석윤, 전희영, 박진규,김현정, 장우출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hjeon.namoweb.net/sema/main.html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반도체재료연구실은 1992년 전형탁교수님의 지도아래 탄

생하여 3차원구조등의 복잡한 구조에서도 정확한 두께 조절로 불순물 

및 결함없는 균일한 막의 성장이 가능한 원자층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메모리소자,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이용

되는 반도체 재료의 물성연구 및 증착공정 그리고 각소자에서 발생되는 

계면분석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 핵심소자의 개발 및 성능향상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1. Plasma를 이용한 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

2. Plasma를 이용한 Cleaning 및 Surface analysis에 관한 연구

3. ALD를 이용한 Metal Oxide Semiconductor 물질 증착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ALD를 이용한 3차원 나노 구조체의 표면 기능화 및 응용에 관한 

연구

5. ALD를 이용한 태양전지, 디스플레이의 보호막 형성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Taeyong Park, Dongjin Choi, Hagyoung Choi, and Hyeongtag 

Jeon*

The properties of Ru films deposited by remote plasma atomic 

layer deposition on Ar plasma-treated SiO2

2011, Vol. 0, No. 0, pp. 0~0

Hak-Joo Lee,1,2 Hyeongtag Jeon,2 and Wook-Seong Lee

Ultrananocrystalline diamond film deposition by direct-current 

plasma assis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using hydrogen-rich 

precursor gas in the absence of the positive column

2011, Vol. 0, No. 0, pp. 0~0

Seokhwan Bang a, Seungjun Lee a, Joohyun Park a, Soyeon Park 

a, Youngbin Ko a, Changhwan Choi a,

The effects of post-annealing on the performance of ZnO thin 

film transistors

2011, Vol. 0, No. 0, pp. 0~0

실 험 실 재료공,합금학(내마모,원자로재료) 실험실

지도교수 김선진(alloylab@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김기남, 민기득, 박명철, 신경수

석사과정  김태호, 이성용, 윤재용, 김혜원, 신민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www.alloy-design.net/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재료공,합금학(내마모,원자로재료)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Development of corrosion & wear resistant alloy

- Development of erosion resistant iron-based alloys

- Research on the effect of ultra shot peening on the wear and 

corrosion behavior

- Development of low friction material at high speed and load 

condition

- Study of the critical strain energy for strain-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 연구성과

The effects of nickel and carbon concentrations on the wear 

resistance of Fe–Ni–C austenitic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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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omputer Programming Lab.

지도교수 이경종(kjonglee@hanyang.ac.kr)

전공분류 기계요소 및 기구설계(Machine Element and Design)

박사과정  이상환, 김지연, 강범진, 최종민

석사과정  노흥렬, 이창수, 박봉준 외 3명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mse.hanyang.ac.kr/ptml/

■ 실험실소개

열역학 및 상변태 모델링을 통한 구조용 강재의 합금/설계 및 물성 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열역학, 속도론등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상의 변태 및 석출 모델을 개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Thermodynamic Simulation

- Phase Transformation Simulation

- Monte Carlo Simulation

■ 연구성과

이경종, 이동녕, 

3원계 상태도의 계산에 관한 연구

of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Vol. 0, No. 0, pp. 0~0

권오준, 이경종, 강기봉, 이재곤, 이필종, 박윤순, 노은기, 민경준, 이주

동, 유규천

탄소강의 온라인 재질예측 시스템 개발

대한 금속학회지, 1992, Vol. 0, No. 0, pp. 0~0

이경종, 이재곤, 강기봉, 권오준

Nb 첨가강의 열간 압연 중 미세조직 해석에 관한 모델

대한 금속학회지, 1993, Vol. 0, No. 0, pp. 0~0

문영훈, 이경종, 이필종, 이준정,

보정함수를 이용한 강판의 열간 압연하중 예측 정도 향상

대한 기계학회지, 1993, Vol. 0, No. 0, pp. 0~0

이재곤, 이경종, 권오준, 강기봉

열연 C-Mn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의 예측

대한 금속학회지, 1995,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실수율 향상을 위한 열연 조업 방법] 1991NR0150

[폭방향으로 기계적 성질이 균일한 열연강판의 제조법] 1992NR0156

[저합금강의 탄질화물 석출거동 측정법] 1996NL0423

[열연강재의 냉각제어법] 1996NL0424

[강재의 냉각 중 변태발열 측정 방법] 1997NL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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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연구실

지도교수 이창희(chlee@hanyang.ac.kr)

전공분류 공작기계 및 기계시스템 설계(Machine Toll and Machine System Design)

박사과정  강기철, 배규열, 서준석 외 3명

석사과정  강용준, 박형권, 장지훈 외 10명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neomaterials.hanyang.ac.kr/inc.php?id=neo1_1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1995년 이창희 교수님이 부임하시면서 신소재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연구실이라는 명칭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여 표면개질 및 접

합야금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연구실을 목표로 늘 연구하고 도전

하는 자세로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며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 연구분야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구조재료의 표면 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개질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재료 또는 구조재료의 접합특성을 야금학적으로 검토하는 접합 야

금 분야이다. 

표면개질 분야에서는 저온분사코팅, 열용사코팅 및 레이저 & EB표면 

개질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표면의 내식성, 내마모성, 기계적 특성을 

최적화시키고 계면 특성을 상변태론, 합금화, 조직학을 기초로 해석한

다. 또한 접합 야금분야에서는 용접, 브레이징, 솔더링 공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금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나아가 용접부

의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의 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 분야를 통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Park, K.-T., Hwang, S.W., Ji, J.H., Lee, C.H.

Inclusions nucleating intragranular polygonal ferrite and acicular 

ferrite in low alloyed carbon manganese steel welds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 0, No. 0, pp. 0~0

Park, J.-Y., Park, J.G., Lee, C.-H., Sohn, I.

Hydrogen dissolution in the TiO2-SiO2-FeO and TiO2-SiO2-MnO 

based welding-type fluxes

ISIJ International, Vol. 0, No. 0, pp. 0~0

Moon, J., Kim, S.-J., Lee, C.

Effect of thermo-mechanical cycl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strength of lath martensite in the weld CGHAZ of HSLA stee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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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박막재료 및 전자 패키징 연구실

지도교수 김영호(kimyh@hanyang.ac.kr)

전공분류 

박사과정  

석사과정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tfeml.hanyang.ac.kr/

■ 실험실소개

박막 재료 및 전자 패키징 연구실에서는 전자패키징과 나노 입자의 생성 

및 그 특성 연구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패키징 분야

는 Flip Chip Stud Bump의 Solder Joint 신뢰성 개선, SIP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나노 입자 연구는 Poly Amic Amic(PAA)와 금속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의 나노 입자를 Polyimide(PI) 내에 생성하

여 그 특성을 연구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연구를 바탕으로 

발광 소자나 차세대 메모리 소자 개발에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본 연구그룹에는 교수 1명, 박사 과정 1명, 석박사 통합 과정생 2명, 

석사 과정생 5명, 산학협동 과정생 1명, 학연협동 과정생 1명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학부 학생들이 방학 중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연구성과

Min-Seok Lee, Un-Byoung Kang, and Young-Ho Kim 

A New Low Temperature Bonding Technique Using In and Sn 

Solder bump

soldering and surface mount technology(accepted, Vol. 0, No. 

0, pp. 0~0

Un-Byoung Kang and Young-Ho Kim 

Interfacial Reaction OF Ultra-Small 58Bi-42Sn Solder Bump with 

Au/Ni/Ti and Au/Cu/Ti UBM

soldering and surface mount technology(accepted), Vol. 0, No. 

0, pp. 0~0

J.H. Kim, E.K. Kim, C.H. Lee, M.S. Song, Y.-H. Kim, J. Kim 

Electrical properties of metal-oxide semiconductor nanoparticle 

device

Physica E: Low-dimensional Systems and Nanostructures(accepted), 

Vol. 0, No. 0, pp. 0~0

Sung K. Lim, Chong S. Yoon,* Chang K. Kim, and Young H. 

Kim 

Characterization of Nanoparticles Fabricated by Oxidation of 

Ni80Fe20 and Co80Fe20 Thin Films during Imidization

J . Phys. Chem. B(accepted), Vol. 0, No. 0, pp. 0~0

Sung K. Lim, C. S. Yoon, C. K. Kim, Young-Ho Kim 

Nanoparticles fabricated by selective reaction of Fe100.xPtx alloy 

films during imidization of polyamic acid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accepted),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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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환경 및 다기능 구조 재료 연구실

지도교수 최성철(choi0505@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정세혁, 서기식, 최인석, 박봉근, 위상욱, 김정현

석사과정  정아름, 최연호, 김영환,정은영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escl.hanyang.ac.kr/group/members01.php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환경 및 다기능 구조 재료 연구실에서는 나노분체, 고온세라

믹스, ECO 재료, 나노와이어, 나노센서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 초고온 재료

- 나노 와이어

- 환경 재료

- 나노 파우더

- 나노 센서

- 구조 재료

■ 연구성과

변윤기 정용근 이상훈 최성철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One Dimensional Single Crystalline 

of InN Nanowires 

한국세라믹학회지

최도문 이진석 김남훈 최성철

High Temperature Reaction Behaviors of oxide Materials with 

Carbon for Refractory Application 

한국세라믹학회지

김수연 윤영훈 최성철

Zinc Gallate(znGa2O4) 박막 형광체의 합성과 발광특성 

한국세라믹학회지

최도문 이진석 최성철

고온 내화물 응용을 위한 질화규소철의 분해 거동 

한국세라믹학회지

장중철 최성철

열차폐 코팅의 TGO 성장과 형상비에 따른 TC-BC-TGO 계면에서의 

잔류응력 변화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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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박막재료 전자재료 실험실

지도교수 박종완(jwpark@hanyang.ac.kr)

전공분류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박사과정  서진교, 문연건, 이상호, 문대용, 김웅선

석사과정  안지현, 이시, 강병우, 황창묵, 권태석, 김경택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    화 02-2220-0389

홈페이지 http://thinfilmlab.hanyang.ac.kr/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박막재료 전자 재료 실험실입니다.

■ 연구분야

Semiconductor team

- Thin film deposition using atomic layer deposition

Ru, TiN metal deposition for electrode

High-k dielectric deposition for capacitor

Cu metal deposition for Cu interconnect

Passivation layer deposition for polymer devices

Display Team

- ZnO based TCOs(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for display

- ZnO channel layer of TFT for AM-LCD

Battery team

- Li-ion batteries using Silicon anode for light weight batteries 

have high energy densities

- Research for improving battery capacity using Thin-film 

technology

AGRC team

- Researches on physical, chemical and material properties of 

gems.

- Developing the gem-analyzing technologies of great precision 

based on the advanced equipments used in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 연구성과

김혜연, 박종완

UV-Vis와 ED-XRF를 이용한 자연 색상의 담수 흑 양식진주보석

한국패류학회, 2008. 1,

김기인, 안용길, 서진교, 박종완

열처리 후 플럭스 사파이어와 천연 사파이어의 비교 분석 

한국결정성장학회지, 2009,

김혜연, 이대일, 박종완, 심광보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된 무핵 전복반형진주의 구조적 특징 

한국결정성작학회지, 2008.

김혜연, 박종완

UV-Vis와 ED-XRF를 이용한 자연 색상의 담수 흑 양식진주보석

한국패류학회, 2008,

■ 프로젝트

[접촉연소식 마이크로 가스감지 및 그 제조방법] 박효덕, 박준식, 신상

모, 이재석, 박종완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패널용 보호막재료] 박종완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마그네슘-알루미늄-티타늄] 박종

완, 김락환

[무전해 도금을 이용한 금속 배선 형성 방법] 김민, 박종완, 홍석우, 

신창희

[(미국) TaN 확산방지막의 무전해 도금을 위한 활성화 처리 방법] 박종

완, 홍석우, 김민, 신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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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전자시스템집적연구실

지도교수 권오경(okwon@hanyang.ac.kr)

전공분류 동역학(Dynamics)

박사과정  Pyung-Soo Kwag, Jin-Sung Kang, Ik-Seok Yang,Jun-Yong Song 외 2명

석사과정  Jae-Hun, Ye, Jun-Seok Na, Jun-Bo Shim, Chang-Hee Lee, Song-Hyun Ku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ITBT관 1205호

전    화 02-2220-0359

홈페이지 http://ielab.hanyang.ac.kr/

■ 실험실소개

권오경교수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크게 디스플레이 회로 설계, 전력용 

반도체 및 회로 설계, 고속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센서 리드아웃 회로 

설계,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용 시스템 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스플

레이 분야는 PDP, LCD, OLED(Organic LED) 디스플레이 구동 방법 및 

회로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고품질의 AMOLED, OLEDoS 

(OLED-on-Silicon) 디스플레이를 위한 화소(pixel) 회로 및 구동 방법

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 IGZO TFT와 나노와이어

(nanowire)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투명 디스플레이 및 플렉서블 디스플

레이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전력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는 전력용 반도체 및 회로 설계 분야는 전력 및 배터리 관리를 

위한 회로 설계 및 스마트 LED 백라이트 구동 회로,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SIMO(Single Inductor Multi-Output) DC-DC 컨버터와 

LED 조명을 위한 AC-DC 컨버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페이스 회로 분야는 PLL(phase-locked loop), DLL(delay- 

locked loop), CDR(clock- and data-recovery), 및 등화기(equalizer) 

등의 고속 회로를 설계하며 고속 신호 전달 시 신호 및 전원의 무결점

(integrity)을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연구

실에서는 인간의 5가지 감각과 연관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MOS 이미지 센서와 터치 스크

린 센서와 같은 센서 리드아웃 회로 설계 분야와 CT 및 PET를 위한 

CMOS X-ray 검출기와 초음파 송수신 회로,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과 같은 바이오-메디컬 용 시스템 설계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디스플레이 회로 설계

-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 고품질 AMOLED를 위한 화소 회로 및 구동 

방법, OLEDos를 이용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IGZO TFT 와 나노

와이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투명 디스플레이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

이, 스마트 LED 구동 회로 및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로컬디

밍(dimming) 알고리즘

전력용 반도체와 회로 설계

- SIMO DC-DC 컨버터, 고효율 Power Management IC(PMIC), LED 

조명 용 AC-DC 컨버터, Power Factor Correcting(PFC) 회로, 

Smart Battery Management IC(BMIC), 고전압 소자(MOSFET, 

IGBT) 설계 BCDMOS(Bipolar, CMOS, DMOS) 공정 집적화 기술

고속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 신호 및 파워의 무결점 연구, 신호 및 파워 버스 모델링, Phase locked 

loop(PLL)와 delay locked loop(DLL) 회로 설계, 디스플레이용 고속 

serial interface 회로 설계, 모바일 DRAM 용 Clock and date 

recovery(CDR) 회로 설계, 고속 송수신기 회로 설계

  센서 리드아웃 회로 설계, 범용 디지털 카메라 또는 DSLR 용 고속, 

고해상도, 고계조, CMOS 이미지 센서, 모바일 기기용 주변광 센서, 

터치 스크린 패널과 리드아웃 회로 설계, Motion 센서 응용회로 설계

바이오메디컬 용 시스템 설계

- 3D 초음파 영상을 위한 초음파 송수신 회로, CT용 CMOS X-ray 

-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 연구성과

Seung-Jin Yoo, Sung-Jin Hong, Jin-Seong Kang, Hai-Jung In, and 

Oh-Kyong Kwon

A Low-Power Single-Clock-Driven Scan Driver Using Depletion- 

Mode a-IGZO TFTs

EDL, 2012, Vol. 0, No. 0, pp. 0~0

Il-Hun Jeong, and Oh-Kyong Kwon

Fast Current Programming Method Using Current Amplifier for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Displays

EL,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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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Bionano Photonics Lab.

지도교수 주재범(jbchoo@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김기형, 이상엽, 고영과, 고주희, 전향아, 정은수

석사과정  김인섭, 박경아, 박세휘, 윤지연, 이지영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성록구 한양대학로 55 ERICA 캠퍼스 제1공학관

전    화 031-400-5201

홈페이지 http://nbs.hanyang.ac.kr/xe/

■ 실험실소개

Optofluidic sensor, Biosensor, Lab on a chip

Early Disease Diagnosis Using Immunoanalysis in a Microfluidic 

Channel Development of Optofluidic Biosensor for Sensitive 

Biomarker Detection

Biomedical Photonics; Molecular Imaging : Cellular Imaging

High Resolution Fluorescaence Imaging of Cancer Cells Using 

QD Nanocrystais Surface enhanced Raman Imaging of Cancer 

Cells Using Funcional Nano Probes Application of Optical Phase 

Contrast Imaging for Early Cancer Diagnosis

Confocal Laser Microscopy : Laser - Induced Fluorescence/Raman 

Microscopy 

Highly Sensitive Biological Detection Using Nano-scale optical 

detec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highly sensitive 

laser-induced optical microscopic system

■ 연구분야

1. Optofluidic Sensor: Biosensor: lab on a chip

2. Biomedical Photonics: Molecylar Imaging; Cellular Imaging

3. Confocal Laser Microscopy; Laser Induced Fluorescence 

/Raman Microscopy

■ 연구성과

Insup Kim, Inam-ur-Rehman Junejo, Moonkwon Lee, Sangyeop 

Lee, Eun Kyu Lee, Soo-Ik Chang and Jaebum Choo 

SERS-based multiple biomarker detection using a gold-patterned 

microarray chip 

J. Mol. Struct. in press., 2012, Vol. 0, No. 0, pp. 0~0

Sang Youn Hwang, Hak Kyung Kim, Jaebum Choo, Gi Hun 

Seong, Thai Bao Dieu Hien, E.K. Lee 

Effects of operating parameters on the efficiency of liposomal 

encapsulation of enzymes

Colloids and Surfaces B: Biointerfaces, 94, 296-303(2012)., 

2012, Vol. 0, No. 0, pp. 0~0

Moonkwon Lee, Ki Hyung Kim, Jin-Goo Park, Jung-Hwan Lee, 

Hyun-Woo Lim, Min-Yi Park, Soo-Ik Chang, Eun Kyu Lee, Dong 

Woo Lim & Jaebum Choo 

Fabrication of a hydrophobic/hydrophilic hybrid-patterned 

microarray chip and its application 

Biochip Journal, 6, 10-16(2012)., 2012, Vol. 0, No. 0, pp. 0~0

Sangyeop Lee, Sang Wook Son, Chil-Hwan Oh, Soon Young 

Shin, Young Han Lee and Jaebum Choo 

Raman Imaging Probes for Cancer Research

In “Molecular Imaging Probes for Cancer Research”, Book 

Chapter 18, pp 545-565(2012) World Scientif, 2012, Vol. 0, No. 

0, pp. 0~0

Y. Wen, L. Chen, J. Lia, Y. Ma, S. Xu, Z. Zhang, Z. Niu and 

Jaebum Choo 

Molecularly imprinted matrix solid-phase dispersion coupled to 

micellar electrokinetic chromatogr... 

Electrophoresis, in press., 2012,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나노프로브를 이용한 고감도 마이크로 플루이딕 광센서 개발] 한국연

구재단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인력 양성 사업] 한국산업기술재단

[스마트 액적 바이오칩] 한국연구재단

[화약물질의 원격라만분광신호 획득/분석 기술]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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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바이오나노 융합 기술 연구실

지도교수 정봉근(bchung@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Gulfam Muhammad, Lee Jong Min, Kim Ji-eun

석사과정  Ku Bo Ram, Lee You Lee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성록구 한양대학로 55 ERICA 캠퍼스 제1공학관

전    화 031-400-5203

홈페이지 http://bionano.hanyang.ac.kr/

■ 실험실소개

Microscale and nanoscale technology is an enabling powerful 

tool to control cell-microenvironment, including cell-cell contact, 

cell-extracellular matrix and cell-soluble factor interaction. In the 

BioNano Technology Laboratory(BNTL), we develop the simple 

yet highly adaptable cell-based biochips integrated multiple 

chemical, mechanical, and biological functions. Furthermore, 

various biocompatible natural and synthetic biomaterials are 

used to mimic the tissues and organs.

■ 연구분야

1. BioMEMS/NEMS

2. Stem Cell Bioengineering

3. Biomaterials and Tissue Engineering

■ 연구성과

이유리, 무하매드 굴팜, 정봉근 

마이크로 기술과 기능성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조직공학의 응용"

고분자 과학과 기술, 2011, Vol. 0, No. 0, pp. 0~0

Bong Geun Chung*, Kwang Ho Lee, Ali Khademhosseini, 

Sang-Hoon Lee 

Microfluidic fabrication of microengineered hydrogels and their 

application in tissue engineering

Lab on a Chip, 2011, Vol. 0, No. 0, pp. 0~0

Dong-Jin Kim, Jung-Hwan Lee, Si-Hyeong Cho, Muhammad 

Rizwan, R. Prasanna Venkatesh, Bong Geun Chung, Jin-Goo 

Park 

Enhanced fluorescence by controlled surface roughness of 

plastic biochip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1, Vol. 0, No. 0, pp. 

0~0

Gulfam Muhammad, Jong Min Lee, Ji-eun Kim, Dong Woo Lim, 

Eun-Kyu Lee,Bong Geun Chung

Highly porous core-shell polymeric fiber network

Langmuir, 2011, Vol. 0, No. 0, pp. 0~0

Sau Fung Wong, Da Yoon Noh, Yoon Young Choi, Dong Shik 

Kim, Bong Geun Chung, Sang-Hoon Lee 

Concave microwell based size-controllable hepatosphere as a 

three-dimensional liver tissue model

Biomaterials, 2011,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무하매드걸팜, 이종민. 하이드로젤 조립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특허

출원](제 10-2011-0036198호), 2011년 4월 19일

[Noo Li Jeon, Bong Geun Chung, Francis Lin. “Microfluidic 

Multi-Injector for Gradient Generation”] U.S. Paten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Filed in 2005(pending).

[ Noo Li Jeon, Bong Geun Chung, Jeong Won Park. “A hybrid 

microfluidic-vacuum device for interfacing with conventional cell 

culture platform.”] U.S. Paten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Feb 2007(pending)

[Ali Khademhosseini, Jong Wook Hong, Bong Geun Chung. “A 

high-throughput microfluidic system”] U.S. Patent, Auburn 

University, May 2007(pending)

[Ali Khademhosseini, Yu-Shik Hwang, Bong Geun Chung. “EB 

size-Mediated Cardiomyogenic Differentiation of Embryonic 

Stem Cell within Array of Hydrogel Microwells] U.S. Patent, 

Brigham and Women’s Hospital, submitted,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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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Functional BioNano Materials Lab.

지도교수 임동우(dlim@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Chan Woo Jung, Ghulam Jalani Roy

석사과정  Jae Sang Lee, Hong Deok Jang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성록구 한양대학로 55 ERICA 캠퍼스 제1공학관

전    화 031-400-5204

홈페이지 http://lim.hanyang.ac.kr/

■ 실험실소개

- Development of Stimuli-responsive, Dynamic Polypeptide- 

based Hydrogels for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 Development of Highly-sensitive Micro-fluidic Photonic- Sensors 

by Using Nanoprobes for Human Sensing System(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Biohybrid Materials for 

Advanced  Drug Delivery

- Chemical & Biological Detection Research

■ 연구분야

- Development of Stimuli-responsive, Dynamic Polypeptide- based 

Hydrogels for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 Development of Highly-sensitive Micro-fluidic Photonic- Sensors 

by Using Nanoprobes for Human Sensing System

-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Biohybrid Materials for 

Advanced Drug Delivery

- Chemical & Biological Detection Research

■ 연구성과

Tae-Hong Park, Asish Misra, Dong Woo Lim, Thomas W. Eyster, 

Sangyeul Hwang, Randy Carney, Francesco Stellacci and Joerg 

Lahann

Polymer Microparticles Anisotropically Functionalized with 

Rippled Gold Nanoparticles for Targeting of Human Endothelial 

Cell Membranes

Materials Research Socity(MRS) Spring Meeting, 2011.

Dong Woo Lim

Polypeptide-based Materials for Tissue Engineering and Drug 

Delivery

The 9th China-Japan-Korea Foresight Joint Symposium on Gene 

Delivery and the International Workshop, 2010.

Ronald G. Larson, Mark Alumna Lopez, Dong Woo Lim, and 

Joerg Lahann

Complex Protein Patterns in Drying Droplets

Materials Research Society(MRS) Spring Meeting, 2010.

Ghulam Jalani, Sangyeop Lee, Chan Woo Jung, Jaebum Choo 

and Dong Woo Lim

Highly Sensitive Biohybride Nanoprobes for Surface Enhanced 

Raman Scattering based Biosensing and Bioimaging

The 10th China-Japan-Korea Foresight Joint Symposium on 

Gene Deliver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2011.

Dong Woo Lim

Tunable Elastin-like Polypeptides for Biomedicine and Biotechnology

The 5th Global COE International Symposium on Frontiers in 

Bio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for 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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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Nano & Bio Sensor Lab.

지도교수 성기훈(ghseong@hanyang.ac.kr)

전공분류 나노공학(Nano Technology)

박사과정  

석사과정  한귀남, 이성애, 팜수안형, 후잉차우, 레탕하이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성록구 한양대학로 55 ERICA 캠퍼스 제1공학관

전    화 031-400-5202

홈페이지 http://nbsensor.hanyang.ac.kr/home/?mode=research

■ 실험실소개

- Carbon Nanotubes

Carbon nanotubes(CNTs) have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to 

a variety of engineering applications due to their excellent 

electrical, mechanical, thermal, and optical properties. The 

outstanding properties of CNTs have established CNT films as 

a viable new class of optically transparent and electrically 

conductive materials suitable for applications such as sensors, 

thin film transistors, and transparent electrodes for optoelectronic 

devic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NT films for various 

applications requires high quality and high resolution patterning 

at defined positions. We have studied patterning methods for 

the production of CNT films on flexible, transparent plastic 

substrates. The patterned CNT films have been used 

as(bio)chemical sensing electrodes, flexible solar cells, and fuel 

cells.

- Nanoparticles

Recent progress in nanotechnology has shown highly promising 

capabilities of nanoparticles to function as powerful new 

biological sensory labels and electronic and optical devices. In 

our research group, nanoparticles have been fabricated on 

flexible CNT electrodes by a variety of techniques, including 

electrochemical deposition, liposome templates, and microfluidic 

devices. The fabricated nanoparticles(Au, TiO2, Pt, Pb, Ag) on 

CNT electrodes are used as nano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bio)chemical sensors, solar cells, and fuel cells

- Microbiochip / Biosensor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have provided a 

unique opportunity to fabricate miniature biomedical devices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Miniaturization of analytical devices 

offers many advantages such as short reaction time, safe 

handling, low consumption of reactants, and automation. 

Microfabrication techniques also permit biosensors to be 

constructed as arrays and various components like reactor and 

detector to be integrated into the same devices.

■ 연구분야

■ 연구성과

Hwang, S. Y.; Kim, H. K.; Choo, J.; Seong, G. H.; Hien, T. B. 

D.; Lee, E. K.

Effects of operating parameters on the efficiency of liposomal 

encapsulation of enzymes

Colloids and Surfaces B, 2012.

Bui, M. N.; Li, C. A.; Han, K. N.; Pham, X.; Seong, G. H., 

Simultaneous detection of ultratrace lead and copper with gold 

nanoparticles patterned on carbon nanotube thin film

Analyst, 2012.

Li, C. A.; Han, K. N.; Bui, M. N.; Pham, X.; Hong, M. H.; 

Muhammad, I.; Seong, G. H

Morphology-Controlled Synthesis and Electrocatalytic Characteristics 

of Platinum Structures on Micro-Patterned Carbon Nanotubes 

Platforms

Journal of Applied Electrochemisry, 2011.

Nguyen, T. A.; Park, S.; Kim, J. B.; Kim, T. K.; Seong, G. H.; 

Choo, J.; Kim, Y. S

Polycrystalline tungsten oxide nanofibers for gas-sensing 

application

Sensors and Actuators B,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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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지능계측 및 비파괴평가 연구실

지도교수 장경영(kyjhang@hanyang.ac.kr)

전공분류 파괴역학(Fracture Mechanics)

박사과정  최성호

석사과정  전청, 양뢰, 김종범, 윤동석, 이현, 송민규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공업센터 별관 203-2호

전    화 02-2220-4220

홈페이지 http://isnde.hanyang.ac.kr/isnde/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지능계측 및 비파괴평가 연구실(ISNDE, Intelligent Sensing 

&  Nondestructive Evaluation Lab.) 은 1992년 장경영 교수님이 부임하

면서 안전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능동안전’ 핵심원천기술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 ‘능동안전’이란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발생 가능성을 알아내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기술로, 각종 산업구조물의 결함이나 위험성 진단, 인체의 암

과 같은 생체조직의 진단, 자동차의 사고 발생을 미리 회피하기 위한 

기술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실은 산업계측과 비파괴검사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현재 초음파, 레이저-초음파, 광응용 및 비젼 

등을 이용한 정 계측과 비파괴평가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들을 이용한 

재료의 열화평가, 결함검출, 의용진단 등 능동안전 관련기술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실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비선형 초음

파 기술과 레이저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는데 기여하였으

며, 관련 이론과 다양한 응용기술의 개발을 지속해오면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 연구분야

초음파 비파괴평가:

- 초음파 비선형성을 이용한 미세결함 평가 및 영상화(원전 구조재 등)

- 초음파 비선형성을 이용한 재료 열화손상의 조기진단기술(피로손상, 

경년열화, SCC 등)

레이저-재료 상호작용:

- 레이저를 이용한 초음파의 발생과 비접촉 비파괴 평가 기술

- 레이저에 의한 재료 손상평가

광계측 기술:

- 레이저 광학계를 이용한 정 계측

- 머신비전 응용기술(검사 자동화, 결함 검출 등)

지능형 고안전차량:

- Automotive Sensory System

- 차간거리 및 상대속도 정 /고속 측정(추돌경보 및 회피)

- 화상처리에 의한 차선인식(자율 주행)

- 지능형 무인자동차 구현을 위한 주행환경 자동인식

■ 연구성과

김정석,남태형,최성호, 장경영

레이저 여기표면파의 음향비선형성을 이용한 Al6061 합금의 TH성변형

평가

비파괴검사학회지, 2012-02.

C. S. Kim, Ik-Keun Park, Kyung-Young Jhang, Chang Young 

Hyun

Long-Term Aging Diagnosis of Rotor Steel Using Acoustic 

Nonlinearity

비파괴검사학회지, 2011-12.

최성호, 김정석, 장경영, 신완순

반복적인 펄스 레이저 조사에의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상태 변화분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2011-10.

최성호, 김정석, 장경영, 신완순

펄스레이저 조사후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상태에 대한 표면거칠기 영향

대한기계확회논문집, 2011-09.

박병준, 이태훈, 김정석, 장경영

접촉계면 반사 초음파의 음향 비선형 특성

비파괴학회지, 2011-02.

■ 프로젝트

[공중 초음파를 이용한 에어필터 분진 모니터링 기술개발] 2001.6 

~2002.11

[집속형 레이저 유도 초음파의 발생과 응용에 관한 연구] 2001.9 

~2002.2

[청과물 물성 측정용 초음파 시스템 및 주변장치 개발] 2001.12 

~2002.12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과실의 물성 측정 시스템 개발] 2002.12 

~2003.12

[레이저 초음파를 이용한 얇은 원통재 부품의 내/외부 결함분석 기법개

발] 2003.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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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초정  회전기기 연구실

지도교수 장건희(ghjang@hanyang.ac.kr)

전공분류 유체기계(Fluid Machine)

박사과정  이창진, 박기용, 정경문, Yusuf Cinar, 성상진, 이지훈, 전승문, 정연하외 5명

석사과정  김지연, 임광혁, 서경원, 남재광, 이혁, 송정용, 이민호, 연태흠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초정  회전기기 연구실

전    화 02-2220-0431

홈페이지 http://prem.hanyang.ac.kr/korean/ori.html

■ 실험실소개

초정  회전기기 연구실(PREM, Precision Rotating Electromechanical 

Machine Laboratory)은 나노(Nano) 미터 단위의 회전정 도를 유지

하며 컴퓨터,음향 및 영상 등의 데이터 저장 매체(HDD, Camcorder 

등)의 구동원으로 사용되는 초정  회전기기의 설계, 해석 및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 초정  회전기기의 기전 연성 해석

HDD 스핀들 시스템의 기전 연성 해석 프로그램(DASS)은 인버터를 

포함하는 구동 회로, 전자장의 유한 요소법, 유체 동압 베어링의 유한 

요소법, 스핀들의 동역학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전 연성 변수들이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과도 및 정상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법을 제안하고, 설계 및 성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볼베어링 해석 프로그램

WinBAP은 볼베어링의 작동 조건(예압, 회전속도)과 설계 변수에 따른 

강성, 결함 주파수 및 피로 수명 등의 회전축계 동특성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다. 현재 HDD Actuator Pivotbearing과 같이 볼베어링으로 지지

되는 회전체 시스템의 고유진동해석에 활용된다.

- 초정  회전기기용 유체 동압 베어링 해석 프로그램 개발

HYBAP은 유한 요소 해석 기법을 통해 유체 동압 베어링의 지배 방정식

인 레이놀즈 방정식을 계산하여 베어링의 절점 압력을 계산하고,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유막반력과 마찰토크를 계산하며, 물리적 섭

동법을 이용하여 강성 및 감쇠 계수를 계산한다. HYBAP은 저널과 

스러스트가 연성된 유체 동압 베어링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 스핀들 

시스템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센서리스 구동 알고리즘 및 제어기 개발

B-MOS는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브러시리스 DC 모터 자체의 역기전력, 

인덕턴스 변화 등을 이용한 회전자 위치 검출하는 센서리스 구동 기법과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기동시간 단축, 외란에 대한 강인한 특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제어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DSP기반의 브러시

리스 DC 모터 제어 시스템으로 제어 및 통신회로를 모듈화한 하드웨어

와 윈도우 기반의 User Interface로 구성되어있다.

- 회전체 진동 해석 유한요소프로그램

RODAP은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진 베이스 플레이

트, 액츄에이터를 포함하고 유체 동압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유연 회전 

디스크-스핀들 시스템에 대한 고유 진동 해석 프로그램이다.

- 이중 공극 구조를 갖는 Printed Coil 모터의 개발 

(Development of Dual Airgap Printed Coil Motor)

기존 BLDC모터의 단점인 코깅 토크와 철손의 발생을 극복하기 위해 

PCB를 이용한 이중 공극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고효율 모터를 

제작하였다. 철심대신 PCB를 이용한 고정자는 코깅 토크와 철손을 감소

시킨다. 또한, 제안한 이중 공극 구조는 축방향 자기력에 의한 베어링 

마찰손실을 저감하여 유효토크를 증가시킨다.

■ 연구성과

정희용, 성상진, 장건희

ODD 회전 디스크의 틸팅 각운동에 의한 소모전력 해석 

정보시스템학회지, 2010, Vol. 6, No. 2, pp. 57~62

박남기, 장건희

회전형 이상 횡자속형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자기력 및 토크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07, Vol. 17, No. 1, pp. 33~40

서찬희, 장건희

지지구조와 헤드-서스펜션-액츄에이터의 유연성을 고려한 HDD 유연 

회전 디스크-스핀들 시스템의 유한 요소 고유 진동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2007, Vol. 17, No. 1, pp.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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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ASS Lab.

지도교수 이승종(sjyi@hanyang.ac.kr)

전공분류 동역학 및 제어부문(Dynamics and Control)

박사과정  서정원

석사과정  조창희, 김상준, 김정선, 이용훈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CASS 연구실

전    화 02-2220-0454

홈페이지 http://cass.hanyang.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dynamics, system dynamics, multibody dynamics, 

automatic control, numerical analysis, FEM 등의 이론을 이용하여 

target system을 해석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on-line 및 off-line 

simulation program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Target System의 성능을 해석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On-line 및 

OFF-line Simulation Software 개발

- 대상 Target System : Vehicle, Tracked Vehicle, Robot, Human

1. 차량(Vehicle)

FWD차량 성능 해석 및 제어

자동변속기장착차량 성능 해석 및 제어

Hybrid차량 성능 해석 및 제어

CVT 성능 해석 및 제어

Vehicle Dynamics를 이용한 Vehicle Traction Control

Vehilcle Dynamics 및 소성변형(FEM)을 이용한 차량충돌해석 및 재

구성

2. 궤도차량(Tracked Vehicle)

Multibody Dynamics를 이용한 동적해석

FEM을 이용한 토양과 궤도와의 상호작용 해석

고속궤도차량의 장도조절기(tension adjuster) 제어를 위한 Real Time 

Simulation

HIL(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3. 로봇(Robotics)

자율주행로봇 개발

곤충의 특징을 지닌 로봇 개발

4. 인간(Human)

기능성 브래지어 개발

전자제어 체내약물전달시스템 개발

실 험 실 소음진동제어연구실

지도교수 오재응(jeoh@hanyang.ac.kr)

전공분류 소음(Noise)

박사과정  최병재, 윤지현, 양인형, 정재은, 이종원

석사과정  박군동, 서범준, 김태환, 곽형택, 정창용, 박진수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공업 센터

전    화 02-2294-8294

홈페이지 http://lnvchome.hanyang.ac.kr/index.htm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소음진동제어연구실은 Noise & Vibration, Reliability, 

Signal Processing& Control을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 디스크 브레이크의 스퀼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형 고속버스용 냉각팬의 저소음화 기법에 관한 연구

- 세탁기 진동-음향 전달경로 해석을 이용한 저소음화

- 냉장고 변동음의 음질인덱스 구축

- 자동차 공조시스템의 기여도 분석 및 음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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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최적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최동훈(dhchoi@hanyang.ac.kr)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신한철, 손석호, 이갑성, 강용헌, 박규병, 박도현, 정승현, 강기봉

석사과정  이상민, 전성수, 김승욱, 김원해, 조용수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공업센터 본관 209호

전    화 02-2220-0443

홈페이지 http://amod.hyu.ac.kr/

■ 실험실소개

AMOD Lab.은Applied Mechanics and Optimal Design Laboratory

의 약자로 원천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MDO기술을 개

발하고, 실용적 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MDO프레임웍을 구축하

며, 우리 나라의 설계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제품MDO설

계를 구현한다는 명확한 목표하에1986년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

사17명, 석사 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박사 11명, 석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9년7월부터는 과학기술부/ 한국과학

재단이 지정한 우수연구센터(ERC)인 최적설계신기술연구센터(iDOT)

의 일원으로서 미래지향적 설계기술의 핵심인 다분야통합최적설계 기

술을 개발/ 구현/ 적용하기 위해"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설계상황을 처

리할 수 있으며 최적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화기법의 개발", 

"다분야통합설계과정에서의 효용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사최적

화기법의 개발", "실제 제품설계에서 요구하는 다분야간의 연관성을 효

과적으로 고려하는MDO 방법론의 개발"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Robust Design Optimization

- Deterministic Optimization(DO)은 그림 1과 같이 설계변수, 목적함

수와 구속조건을 요구 제품 성능과 조건에 따라 정식화한 후, 수학적이

고 논리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해를 찾게 되며, 대개 

DO의 최적 해(Optimal Design, Deterministic Optimum)는 구속

조건 경계에 존재한다.하지만 실제 제품 설계에서 나타나는 설계 변수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Deterministic Optimum에서 설계자가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품 성능의 변동성을 갖게 된다(그림 2). 

그 결과 제품의 요구 성능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에 

Deterministic Optimum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성능의 변동성

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최적 해를 찾아야 한다. 이에 ‘강건한, 탄탄한’ 

이라는 의미를 갖는 Robust에 Design Optimization을 더한 강건 

최적설계(Robust Design Optimization; RDO)을 이용하면 요구되

는 최적 해를 찾을 수 있다.

- 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

- Numerical Optimization Techniques

- Evolutionary Algorithm

진화 알고리즘의 특징

1. 진화 알고리즘은 결정론적인 규칙이 아닌 확률적인 방법이다.

2. Gradient정보 없이 설계영역을 탐색하므로 목적함수의 형태에 제한

이 없고, 연속적인 설계변수와 불연속적인 설계변수를 모두 다룰 수 

있다.

3.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최적해는 전역 최적해이다.

진화 알고리즘의 연산자

1. 선택(Selection)

2. 교배(Recombination)

3. 돌연변이(Mutation)

■ 연구성과

박창현, 박정민, 최재혁, 이병옥, 최동훈

사출금형의 균일 냉각을 위한 냉각회로의 다중목적함수 최적설계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2, Vol. 20, No. 1, pp. 124~130

박창현, 이영미, 최동훈

크리깅 모델을 이용한 자동차용 벤트 밸브의 최적설계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1, Vol. 19, No. 6, pp. 1~9

박창현, 이준희, 최동훈

응력 최소화를 위한 클리닝 블레이드 최적설계

대한기계학회 A권, 2011, Vol. 35, No. 5, pp. 575~582

박창현, 안희재, 최동훈, 정철규

근사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RC 빌딩의 구조 최적설계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1, Vol. 24, No. 2, pp. 223~233

박선호, 정상진, 정승현, 최동훈

이점 대각 이차 근사화 기법을 쌍대기법에 적용한 순차적 근사 최적설계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1, Vol. 35, No. 3, pp. 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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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구조강도 및 최적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한석영(syhan@hanyang.ac.kr)

전공분류 지적설계 및 최적설계(Intelligent Design and Optimal Design)

박사과정  박재용, 김대영, 조현철

석사과정  조강희, 이채호, 장대호, 김세찬, 김일현, 이수항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공업센터 본관 202-1호

전    화 02-2220-1895

홈페이지 http://ssod.hanyang.ac.kr/

■ 실험실소개

Material and Design Engineering covers fundamental research 

areas of design methodology and material science including 

product reliability, optimal design, automatic design, 

CAD/CAM/CAE/CAT, structural strength and composites. 

Faculty and student research ranges from the purely scientific 

to applied studies and involves perspectives of mechanics, 

physics, computer sciences, and historical aspects of materials, 

design, and entrepreneurial ventures. Our vision is to be a 

dynamic department, with cohesive and exciting academic 

programs that define continuously the future of the materials 

and design engineering with faculty and students who exercise 

leadership in education and research and have significant impact 

in solving social needs for the betterment of the world at large.

■ 연구분야

공학문제에서 설계의 목적은 주어진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최대의 

성능,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기술 및 도구가 개발됨

에 따라,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최적설계해를 

구하는 방법인 최적설계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는 산업

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적설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정의하고 다룬다.

(1) 최대화 또는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성능지수인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s)”

(2) 제품이 만족시켜야 할 설계 제약/제한 조건 “제한 

조건(constraints)”

(3) 제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설계인자인 

“설계변수(design variables)”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이 설계변수의 함수로 표현될 때, 제한조건을 만족

시키면서 최적의 목적함수값을 가지는 설계변수를 체계적으로 찾아내

는 방법이 최적설계 방법이다.

공학에서의 최적설계 방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목적함수나 제한조건의 설계변수에 대한 미분값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인 민감도기반 방법(gradient-based method)

으로써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Conjugate Gradient 

Method등이 있다. 다른 종류의 방법은 미분값을 이용하지 않고 경험과 

임의성에 근거한 규칙에 의해 설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

(Heuristic Methods)으로써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확률 분포을 이용한 최적

설계 RBDO(Reliability Based Optimal Design)이 개발되었다.

■ 연구성과

J.Y. Park, S.R. Kim, and S.Y. Han

Robust Design of an active micro-mixer based on the Taguchi 

method

Sensors and Actuators B-Chemical, 2008, Vol. 129, No. 0, pp. 

790~798

S.J. Yoon, W.G. Lee, J.Y. Park and S.Y. Han

Freedom Micromanipulator Employing Displacement Magnifying 

Four-Revolute-Flexure Hinges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2007, Vol. 54, No. 4, pp. 

1419~1426

Y.S. Eom, K.S. Yoo, J.Y. Park and S.Y. Han

Reliability-based topology optimization using a standard response 

surface method for three-dimensional structures

Structural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2011, Vol. 43, No. 2, 

pp. 287~295

■ 프로젝트

[브레이커 하우징의 최적설계 및 크레인 경량화 설계] 2007.12~ 

2010.01 / 수산중공업

[브레이커의 동적해석 및 크레인의 프레임 구조해석] 2009.11~ 

2010.10 / 수산중공업

[Hair Free Agitator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 2011.09~2011.12 

/ LG전자

[세타II 엔진 BSM의 구조해석 CAE 절차 개발] 2010.05~2011.04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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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공기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조진수(jscho@hanyang.ac.kr)

전공분류 공기조화(Air Conditioning)

박사과정  이세욱, 최현민, 류민형, 김진욱

석사과정  정은지, 김태우, 민준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공업센터 본관 111호 응용공기역학 연구실

전    화 02-2220-1716

홈페이지 http://aero.hanyang.ac.kr/?mid=main

■ 실험실소개

공기역학(Aerodynamics)은 비행기의 날개나 헬리콥터의 회전날개에 

활용하는 양력, 프로펠러·제트·로켓의 추진력 연구의 기초가 된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기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 주위의 기류 상태나 물체에 

작용하는 힘 등이 연구대상이다.

이러한 공기 역학을 통해서 특히 항공기·로켓·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원리

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분야를 이용해서 자동차·고속철도·배의 

설계뿐만 아니라, 다리와 고층건물이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 연구분야

공기역학(Aerodynamics)

- 미국의 과학 기술 정책 관리 연구소가 미국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 

39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통해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요기술로 꼽힌(매일경제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참조) 분야로 터보기계나 항공기와 같이 공기

를 이용하는 첨단기계의 공력 성능해석 및 형상설계에 응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응용공기역학 연구실(Applied Aerodynamics Laboratory)

- 1993년에 조진수 교수에 의해 설립된 이후 터보기계 및 항공기의 

첨단 공력 해석 및 설계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실은 항공역학팀(Aero team), 터보기계팀(Turbo team), 

풍동팀(Wind tunnel team) 의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명의 박사후과정, 3명의 박사과정, 6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공력해석 :

- 공기, 헬리콥터 블레이드, 프롭팬 공력해석, 프로펠러 날개 공력 상호

작용

공탄성해석:

- 프롭팬, 항고기 날개

최적설계:

- 항공기, 프롭팬 최적설계, 지면효과인석 MDO

Wig Aerodyamics:

- 지면효과익 정상/비정상 공력 해석

■ 연구성과

김용환, 이세욱, 주영찬, 지종호, 조진수

KHP Main & Nose Wheel 개발을 위한 구조해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2, Vol. 40, No. 4, pp. 330~335

손갑식, 류민형, 조진수

스키점프 비행 자세에 따른 공력 해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2, Vol. 40, No. 3, pp. 193~200

손갑식, 이세욱, 김대현, 김상범, 박상준, 장기원, 조진수

Dynamic Moving Mesh 기법을 이용한 비행조종작동기 제어용 파일럿 

밸브 내부 정상/비정상 캐비테이션 유동 해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1, Vol. 39, No. 7, pp. 634~642

김현엽, 조이상, 조진수

원심 압축기의 임펠러 원판 마찰 손실에 대한 CFD 해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1, Vol. 39, No. 7, pp. 596~604

조이상, 이세욱, 조진수

초소형 무인기 추진용 프로펠러의 전산해석 및 풍동시험

한국항공우주학회지, 2010, Vol. 38, No. 10, pp. 955~965

■ 프로젝트

[중소형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고압터빈 냉각설계 기술 개발 및 시험

평가기술 구축] 2011~2015.09

[Cylinder Type 실내 공기청정기 개발을 위한 2단 축류팬 설계, 해석 

및 시험 평가] 2011~2012.06

[멀티 덕티드팬형 수직이착륙 무인비행체의 제어 및 추진시스템 설계] 

2009~2012.08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한 공력 해석, 풍동시험, EMI/EMC 

시험 및 환경시험] 2004~2007

[저가형 스마트 무인기 체계기술 및 고속비행체 개발] 20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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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설비공학/플랜트 연구실

지도교수 이재헌(jhlee@hanyang.ac.kr)

전공분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Production and Design)

박사과정  허기무, 윤성훈, 최욱, 문윤재

석사과정  고명준, 이정진, 위두혁, 김정진, 정기룡, 박현배, 오호석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공업센터별관 A-102호

전    화 02-2220-0425

홈페이지 http://hvac.hanyang.ac.kr/

■ 실험실소개

한양대학교 설비공학/플랜트 연구실은 Plant Engineering(고도의 기술

과 전문적 경험축적이 필수적인 21세기 수출동력 산업), 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을 연구합니다.

■ 연구분야

플랜트 유틸리티 기류 해석

- 히트펌프 시스템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벙커

- 대형용접작업장

열 유동 시뮬레이션

- PDP

- BlDC Motor

- UHP Lamp

열 신뢰성 분석

- 부품 고장 사례

- 이론 해석

- 신뢰성 분석

■ 연구성과

이재헌, 이태구, 문선애, 유호선

다수의 냉각탑이 설치된 옥상에서 냉각탑별 재유입률 예측

설비공학 논문집, 2006, Vol. 18, No. 11, pp. 923~932

이재헌, 이태구, 문정환, 허진혁

자원회수시설용 폐기물 벙커의 환기설비설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007, Vol. 19, No. 9, pp. 51~59

이재헌, 문정환, 문승재

원심펌프 베어링 유닛의 열신뢰성 분석

설비공학 논문집, 2007, Vol. 19, No. 4, pp. 313~320

이재헌, 이상재, 최준영, 권영철

수평 평활관내 CO2 증발열전달 압력강하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 논문집, 2007, Vol. 19, No. 9, pp. 615~621

이재헌, 이상재, 최준영, 권영철

평활관에서 이산화탄소의 증발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에너지공학, 에너지공학회, 2007, Vol. 16, No. 4, pp. 181~186

■ 프로젝트

[2단계 BK21 플랜트 EPC 고급인력 양성연구] 2006. 10~2007. 9

[집단에너지사업장 운영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DB 구축] 2006. 12 

~2007. 5

[분말자석코팅 로터의 고장분석, 가속수명시험 및 신뢰성 향상 기술 연

구] 2006. 8~2007. 7

[폐기물 처리시설 환기 시뮬레이션] 2006. 7~2007. 4

[다이옥신 및 유해가스 절감을 위한 소각플랜트 유도 설계 검증 프로그

램 개발] 2006. 7~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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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동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유홍희(hhyoo@hanyang.ac.kr)

전공분류 동역학(Dynamics)

박사과정  권성훈, 권승민, 최찬규, 조영남, 강문정, 홍정렬

석사과정  김홍기, 김형영, 김종수, 이기복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공업센터 A-103

전    화 02-2299-8169

홈페이지 http://hydyn.hanyang.ac.kr/

■ 실험실소개

본 연구실은 1993년 3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박사 6명을 포함한 5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193편의 학술지 논문 게재(국제학술논문 77

편),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서 150여편 이상의 학술대회 논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5명, 인턴과정 1명이 구조 

및 다물체계의 진동 및 동역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 방법

론에 기초한 해석 및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탄성구조물의 동역학, 다물체 동역학, 기구 동역학, 구조시스템의 동적 

안정성 해석 등을 연구 하고 있다. 연구 분야의 적용 예제로는 터빈 

블레이드, 항공기 회전익, 그리고 인공위성 안테나와 같은 요소구조들

의 동적해석 및 제어, 자동차, 궤도차량, 그리고 고속전철 등 수송기계

의 동적해석문제, 그리고 전력차단기와 같은 기전복합시스템의 동특

성 문제 등이 있다.

- 최근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의 통계 방법론에 기초한 해석 및 설계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 기계 시스템에 존재하는 불확정성을 통계적 방법

론을 통해 분석하고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된 다물체 동역학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방법론을 이용한 MEMS 가속도계의 성능의 ㅂㄹ확실성 해석 및 

설계

- 마이크로기전시스템(MEMS)제조시 발생하는 제조공차는 시스템변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고 이것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MEMS가속도계를 대상으로 시스템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마이크로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MEMS 가속도계를 끝단질량을 가진 외팔보로 가정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연구를 통해 MEMS 

가속도계 성능의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FORM)를 이용하여 시스템 변수 불확실성에 대한 성능의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MEMS 가속도계 설계를 위해 시스템 

변수에서 설계변수와 설계상수를 구분하고 설계 요구 조건에 맞는 최

적설계를 수행하였고 성능 요구조건을 이용하여 제조수율을 예측하

였다.

■ 연구성과

han Kyu Choi, Hong Hee Yoo

Uncertainty analysis of nonlinear systems employing the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26, 

No. 1, pp. 39~44

Bum Seok Kim, Hong Hee Yoo

Unified synthesis of a planar four-bar mechanism for function 

generation using a spring-connected arbitrarily sized block 

model

Mechanism and Machine Theory, 2012, Vol. 49, No. 0, pp. 

141~156

Seung Min Kwon, Hong Hee Yoo

Vibration localization of a mistuned rotating multi-packet blade 

system undergoing external cyclic harmonic force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Vol. 25, 

No. 11, pp. 2769~2774

남궁홍,유홍희 

다물체 모델링과 근의 특성을 이용한 무릎뼈에 가해지는 압력의 불확실

성 추정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2011, Vol. 35, No. 7, pp. 785~790

■ 프로젝트

[지반 및 레그부를 고려한 드럼세탁기 진동계의 다분야통합최적설계] 

2005.7～2006.10

[LTR의 저속 동작 시 End Effecter의 진동저감 방안] 2005.8～ 

2005.12

[액체 밸런서가 장찬된 드럼 세탁기 진동계의 다분야 통합최적설계] 

2003.10～2004.9

[다분야통합 최적화기술에 의한 제품설계] 1999.7～2008.2

[CTBA 설계 프로그램 개발] 2002.3～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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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음향진동연구실

지도교수 박준홍(parkj@hanyang.ac.kr)

전공분류 진동(Vibration)

박사과정  박범

석사과정  민동기, 박정원, 이석근, 이신엽, 김덕만, 박성훈, 양원석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    화 02-2220-0424

홈페이지 http://avl.hanyang.ac.kr/

■ 실험실소개

음향진동연구실에서는 음향 및 진동과 관련된 각종 물리적 현상을 이해, 

자동차 내부 소음, 고속철도 소음 문제, 지능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각종 점탄성 소재의 기계적 특성 측정 및 모델링, 아파트 층간소

음, 등과 관련된 연구가 관심분야 입니다. 특히 구조음향, 공력소음, 

진동제어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A. Vehicle interior noise

a. Aerodynamic noise generation inside load and air vehicles, 

and high speed trains

b. Vibration and noise control using viscoelastic and porous 

materials

B. Vibro-acoustic analysis of advanced structural elements

a. Vibration analysis of composite panels

b. Control of structural wave propagation

c. Effects of anisotropy, viscoelastic properties, curvature

d. Vibration control through resonantresponses of microspheres

C. Rheology of vibration controlmaterials

D. Health monitoring ofstructures

E.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F. Actuation of micro-robots

G. Vibration control of industrial robots

H. 아파트 층간 소음

■ 연구성과

이택진, 박준홍, 이상호, 홍정표

FEM을 이용한 BLDC Axial-gap type 전동기의 진동과 소음 특성 분석

한국소음진동학회, 2007

김승준, 박준홍

PZT에 의해 굽힘 가진을 받는 보의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한국소음진동학회, 2007

김승준, 박준홍,

파동전파특성에 기초한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한국소음진동학회, 2007

정영, 유승엽, 전진용, 박준홍

제진재가 삽입된 바닥구조의 진동특성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Fall Conference

정영, 유승엽, 전진용, 박준홍

제진재가 삽입된 바닥구조의 진동특성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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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CAE&D 및 정형가공 연구실

지도교수 금영탁(ytkeum@hanyang.ac.kr)

전공분류 CAD/CAM(CAD/CAM)

박사과정  심정길, 문성준, 강찬우

석사과정  이창민, 이태희, 손민호, 송호권, 이홍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자동차 공학과 CAED Lab.

전    화 02-2220-0436

홈페이지 http://caed.hanyang.ac.kr/

■ 실험실소개

설계이론, 가공기술 CAD/CAE기술, 그리고 기초역학을 토대로 하여 

기계시스템 설계 및 정 가공의 합리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컴퓨터 응용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정 소성가공 공정의 CAD/CAM/CAE를 목표

로, 재료특성 및 성형공정을 전산 시뮬레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금형의 

설계, 해석, 제작을 컴퓨터원용으로 자동화한다. 주요 연구과제로 자동

차판넬의 성형공정 해석을 위한 CAE시스템 개발, 정형가공용 금형의 

CAD/CAM/CAE시스템 개발, 기계부품 설계용 모듈라 CAD/CAE소프

트웨어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가공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 연구분야

Sheet Forming Process Simulation

- 박판 성형 공정의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결과를 통해 금형

제작 및 제품 성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인다. 소성이론, 마찰이론, 

접촉이론 등이 상용되며, 실제 프레스나 성형기를 통한 실험과 병

행하여 결과를 검증하고, 정도 높은 해석을 수행한다.

 

High Precision Forming Analysis

- 스템핑공정의 대표적인 제품인 자동차 차체에 대해, 전스템핑공

정의 전산화, 스프링백 해석, 금형변형을 고려한 해석 등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고 정도 높은 시뮬레이션을 연구한다.

Drawbeads and friction research

- 박판 성형 공정에서 중요한 변수인 마찰과 마찰력을 이용하는 드로우 

비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 현상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구현

한다. 실제 실험과 병행하여 검증과 산업현장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프로젝트

[나노 세라믹스 제조 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박판 성형공정 해석용 3차원 유한요소 프로그램 개발]

[박판 성형공정 해석용 축대칭 유한요소 프로그램 개발]

[박판 프레스 금형 설계용 다이페이스 해석 시스템 개발]

[박판 성형공정의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드로우비드 전문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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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실 신소재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연구실

지도교수 이창희(chlee@hanyang.ac.kr)

전공분류 재료 및 파괴부문(Materials and Fracture)

박사과정  서준석, 노성주, 한규태, 유재홍

석사과정  김두영, 원주연, Cao Fei, 허지애, 박가영, 이창민, 권주혁, 편진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425호실

전    화 02-2220-0388

홈페이지 http://neomaterials.hanyang.ac.kr/

■ 실험실소개

신소재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연구실이라는 명칭으로 연구활동을 시작

하여 표면개질 및 접합야금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연구실을 

목표로 늘 연구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매진하고 있다.

■ 연구분야

하나는 구조 재료의 표면 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개질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 재료 또는 구조 재료의 접합 특성을 야금학적으로 검토하는 접합 

야금 분야이다.

표면 개질 분야에서는 저온분사코팅, 열용사코팅 및 레이저 & EB 표면 

개질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표면의 내식성, 내마모성, 기계적 특성을 

최적화 시키고 계면 특성을 상변태론, 합금화, 조직학을 기초로 해석한

다. 또한, 접합 야금 분야에서는 용접, 브레이징, 솔더링 공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금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나아가 용접부

의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의 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 분야를 통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Park, K.-T., Hwang, S.W., Ji, J.H., Lee, C.H.

Inclusions nucleating intragranular polygonal ferrite and acicular 

ferrite in low alloyed carbon manganese steel welds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2011, Vol. 17, No. 2, pp. 

349~356

Park, J.-Y., Park, J.G., Lee, C.-H., Sohn, I.

Hydrogen dissolution in the TiO2-SiO2-FeO and TiO2-SiO2-MnO 

based welding-type fluxes

ISIJ International, 2011, Vol. 51, No. 6, pp. 889~894

Moon, J., Kim, S.-J., Lee, C

Effect of thermo-mechanical cycl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strength of lath martensite in the weld CGHAZ of HSLA stee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528, 2011, Vol. 0, No. 0, 

pp. 7658~7662

Park, K., Kim, S., Chang, J., Lee, C

Post-weld heat treatment cracking susceptibility of T23 weld 

metals for fossil fuel applications

Materials and Design, 2012, Vol. 34, No. 0, pp. 699~706

Chung, P.C., Ham, Y., Kim, S., Lim, J., Lee, C.

Effects of post-weld heat treatment cycles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lectric resistance welded pipe 

welds

Materials and Design, 2012, Vol. 34, No. 0, pp. 68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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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소개

전기화학을 바탕으로 전지 및 부식현상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재료

의 성능저하, 모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표면개질분야의 연구

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차세대 대체에너지인 연료전지, 고용량 Li-Ion전

지, 가스터빈용 블레이드의 고온 부식에 대한 연구 및 EB-PVD, RF-DC 

Sputtering,Electrodepostion등 다양한 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특수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 코팅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충, 방전을 통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 

중 하나이다. 리튬의 경우 도가 작아 경량화, 소량화에 유리하며 자원

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리튬이온이 

양극, 음극 사이를 탈, 삽입 하면서 충·방전 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며 

전극사이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재료로, 양극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음극은 탄소재료가 사용되고 있

다. 양극의 경우 layer또는 spinel구조인 리튬이온의 탈삽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른 재료 중에서도 코발트 옥사이드는 

타 재료에 비해 높은 capacity를 가지며 비교적 안정된 cycle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toxic을 가지고 있으며, 주재료인 코발트의 가

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 점을 보안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한 망간이나 니켈 등의 재료를 첨가하거나 particle에 

코팅을 하는 등의 공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음극의 경우 

탄소재료 중에서도 graphite를 사용하고 있다. cycle특성이 가장 우

수한 graphite는 capacity가 낮기 때문에 대체 재료인 Sn, Si 등의 

capacity값이 높은 금속재료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음극의 금속재료의 경우 충, 방전 과정에서 재료의 부

피팽창으로 인해 전극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는 cycle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현상을 보인다. 첨단 전자 기기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환경 문제와 함께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이 첨단 에너지 

자원이다.

- PEMFC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수소 이온교환특성을 갖는 고분자 막을 전해

질로 사용하는 연료 전지로써 다른 형태의 연료전지에 비해 작동온도가 

낮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고, 전류 도 및 출력 도가 

크며, 시동시간이 짧은 동시에 부하변화에 대한 응답이 빠른 특성이 

있다. 또한 디자인이 간단하고 제작이 쉬우며 연료전지 본체 재료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부피와 무게도 작동원리가 같은 

인산 연료전지에 비해 작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다양한 범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무공해 차량

의 동력원, 현지설치형 발전, 우주선용 전원, 군사용전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 Pulse Plating 방법을 이용한 Bond Coating 층 형성

- MCFC WET-SEAL 부의 내식 피복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J. W. Choi, G. H. Hwang, J. H. Song and S. G. Kang

Phase Transformation by Cu Diffusion of Electrolessly Deposited 

Ni-B Diffusion Barrier for Cu Interconnect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2005, Vol. 15, No. 11, 

pp. 0~0

Yong-Ho Choa*, Seung-Hwa Yoo, Jae-Kyo Yang, Sung-Tag Oh 

and Sung-Goon Kang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NTs/Metal/Al2O3 Nanocomposite 

Powders by Thermal

Journal of Korean Powder Metallurgy Institute, 2005, Vol. 12, 

No. 2, pp. 146~150

J. W. Choi, G. H. Hwang, W. K. Han, W. H. Lee, S. G. Kang

Cu diffusion behavior of Ni-B diffusion barrier fabricated by 

electroless deposition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2005, Vol. 15, No. 9, pp. 

557~584

J. W. Choi, K. H. Kim, G. H. Hwang, S. J. Hong, S. G. Kang

Oxidation behavior of Al-25Ti-8Mn intermetallic compound 

fabricated by mechanical alloying and spark plasma sintering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2005, Vol. 15, No. 7, pp. 

439~443



METRIC 2012년 Mechanical Lab.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인 : 이     석

발행처 :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11공학관 11407호

        Tel. 051)510-1384  Fax. 051)516-2029
 E-mail. metric@metric.or.kr

ISBN 978-89-964288-6-2  93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