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메이트릭)"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전
문연구정보 활용사업으로 기계와 건설공학 분야의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5년간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트릭에서는 1년마다 메이트릭에 게재된 콘텐츠들을 모아서 연감 집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감 집에 수록된 콘텐츠들은 주로 센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센터회원이신 여러 연구자가 
투고해주신 참관기나 인터뷰 자료들입니다. 

연구 동향 네트워크 분석(MateNet)은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메이트릭에서만 발간하는 자료로서 
해외 학술지 DB 구축, 기관과 소속의 통일,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로봇 분야의 표적인 학술 회인 ICRA 2017 논문을 분석하여 게재하 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신진연구자 인터뷰를 개설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생애 주기 측면에서 볼 
때 학위를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연구자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창의적이며, 해당 분야의 
동향과 연구 경향을 잘 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의 연구사례를 
포함한 최신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신진연구자 인터뷰는 본인의 연구와 논문 소개, 연구과
정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소속기관이나 연구소의 소개,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서면 인터뷰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감 집에는 2016년에 메이트릭 홈페이지에 연재된 연구자 인터뷰, 해외 학술 회 
참관기를 수록하 습니다.

메이트릭은 기계공학과 건설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는 회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를 위한 지식 인프라 구축, 연구 커뮤니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연구 생산성 증 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공학, 건설공학 연구자분들과 학회 및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 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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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ICRA 2017 논문을 통해본 로봇분야 연구동향

이석(부산 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공경철(서강 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정병규(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IROS와 더불어 로봇 분야의 표적인 학술 회인 ICRA(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가 '혁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실제 세계의 해결방안(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Real-world Solutions)'을 주제로 올해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ICRA 2017에는 도전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등록자 전원에게 6인치 태블릿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논문을 보는 것과 더불어 

발표자가 참가자와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또한, 전 세션이 인트렉티브하게 진행되어 보다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로봇 학술 회답게 발표에 동 상을 활용한 경우와 Open Source의 공개가 매우 흔한 모습이 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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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명 논문수 NO 국가명 논문수

1 USA 293 18 Portugal 5

2 Germany  77 19 Greece 4

3 China  56 20 Israel 4

4 Japan  43 21 Austria 3

5 Switzerland  42 22 Brazil 2

6 UK  38 23 Finland 2

7 Italy  34 24 Iran 2

8 Korea  32 25 Slovenia 2

9 Australia  30 26 Turkey 2

Ⅱ. 분석 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ICRA의 2017년 학술 회 논문 총 789편 논문에 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하 다. 분석방법
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 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참여기관 
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 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 Miner 3.6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연구자 분석, 기관-키워드 
분석(2Mode)을 하 다.

Ⅲ. 통계분석

1. ICRA 2017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ICRA 2017에서는 총 32개 국가에서 78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
이 미국이 293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논문 수의 3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독일이 77편, 중국이 56편, 
일본이 43편, 스위스가 42편, 국이 38편, 이탈리아가 34편, 한국이 32편, 호주가 30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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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명 논문수 NO 국가명 논문수

10 France 28 27 Belgium 1

11 Singapore 19 28 Czech 1

12 Canada 18 29 Kazakhstan 1

13 Spain 11 30 Poland 1

14 Netherlands  9 31 Saudi Arabia 1

15 India  6 32 Sri Lanka 1

16 Sweden  6 33 미기재 9

17 Taiwan  6 　 　32개국 789편

2. ICRA 2017 기관별 논문 발표 순위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 와 같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 (ETH Zurich)와 미국의 MIT가 따로따로 가장 많은 수인 34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Carnegie Mellon Univ. 이 30편의 논문을 발표하 고, Georgia Inst. of Technol. 가 17편의 논문을 발표하
으며, Stanford Univ. 와 Tech. Univ. of Munich가 각각 14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그다음으로 CNRS는 13편, Imperial College
는 12편,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는 12편, Italian Inst. of Technol.은 11편, Univ. of Pennsylvania는 11편, Univ. 
of Michigan은 10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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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속명 논문수

1
ETH Zurich 34

MIT 34

2 Carnegie Mellon Univ. 30

3 Georgia Inst. of Technol. 17

4
Stanford Univ. 14

Tech. Univ. of Munich 14

5 CNRS 13

6
Imperial College 12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2

7
Italian Inst. of Technol. 11

Univ. of Pennsylvania 11

8 Univ. of Michigan 10

9
DLR  9

Singapore Univ. of Technol. & Design    9

10

Harvard Univ.  8

Seoul Nat. Univ.  8

Univ. of Sydney  8

11

Hong Kong Univ. of Sci. & Technol.  7

Kaist  7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7

Tsinghua Univ.  7

Univ. of Southern California  7

Univ. of Tokyo  7

Univ. of Toronto  7

12
Institut Nat. De La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Automatique  6

Univ. of Texas at Austin  6

13

California Inst. of Technol.  5

Johns Hopkins Univ.  5

Tohoku Univ.  5

Univ. of Freiburg  5

Univ. of Oxford  5

Univ. of Twente  5

Univ. of Utah  5

Univ. of Washington  5

Worcester Polytech. Inst.  5

Zhejiang Univ.  5

14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4

Iiit Hyderabad  4

Monash Univ.  4

Nanyang Technol. Univ.  4

Nat. Tech. Univ. of Athens  4

Osaka Univ.  4

Purdue Univ.  4

Sapienza Universita Di Rom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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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속명 논문수
Technion - Israel Inst. of Technol. 4

Univ. of Adelaide 4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4

Univ. of Colorado-Boulder 4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4

Univ. of Minnesota 4

Univ. of Stuttgart 4

Univ. of Technol. Sydney 4

Univ. of Zaragoza 4

Yale Univ. 4

15

Arizona State Univ. 3

Beijing Inst. of Technol. 3

Brigham Young Univ. 3

Chuo Univ. 3

City Univ. of Hong Kong 3

Colorado School Of Mines 3

Kth Royal  Inst. of Technol. 3

Leibniz Univ. Hannover 3

Nat. Cheng Kung Univ. 3

Nat. Univ. of Singapore 3

Politec. Di Milano 3

Sogang Univ. 3

Sorbonne Universites 3

Univ. of Edinburgh 3

Univ. of Malaga 3

Univ. of Modena & Reggio Emilia 3

Univ. of Nevada 3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3

Univ. of Tubing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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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떠한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ICRA 2017의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 다. 아래 그림 Figure 4는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Figure 5는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Link Reduction 5 (빈도수 5 이하인 값을 삭제) 을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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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떠한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ICRA 2017의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 다. 아래 그림 Figure 4는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Figure 5는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LFigure 5를 보면 예년과 다른 점은 Robot Sensing Systems, Trajectory, Force,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등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난 것이다. 주로 ICRA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Mobile Robots를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의 3가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2017년에는 Mobile Robots가 39회만 나타났으며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이 각각 28회, 11회, 1회의 낮은 빈도를 기록하 다. 이러한 경향은 로봇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론적 탐구에서 현실적 구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면서, 로봇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인 Robot Sensing Systems, Trajectory, Force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ink Reduction 5 (빈도수 5 이하인 값을 삭제) 을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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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1 Robots 180

2 Robot Sensing Systems 164

3 Trajectory 125

4 Force 124

5 Three-Dimensional Displays 113

6 Cameras 106

7 Planning  97

8 Robot Kinematics  84

9 Actuators  72

10 Mathematical Model 69

위의 Figure 6은 키워드의 연결 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태그클라우드(Tag cloud) 로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에 나타난 ICRA의 논문의 총 키워드 수는 806개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빈도수 10 이상의 키워드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

다. 이를 살펴보면 Robots, Robot Sensing Systems, Trajectory, Force,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가 100회 
이상 나왔으며 Planning, Robot Kinematics, Actuators, Mathematical Model, Visualization, Legged Locomotion, 
Optimization, Training, Computational Modeling, Robustness가 50회 이상, Manipulators, Collision Avoidance, Torque, 
Feature Extraction, Kinematics, Estimation, Shape, Mobile Robots, Springs, Dynamics, Uncertainty, Navigation,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olid Modeling이 빈도수 30회 이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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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11 Visualization 68

12 Legged Locomotion 66

13 Optimization 66

14 Training 59

15 Computational Modeling 51

16 Robustness 50

17 Manipulators 49

18 Collision Avoidance 47

19 Torque 46

20 Feature Extraction 43

21 Kinematics 43

22 Estimation 42

23 Shape 42

24 Mobile Robots 39

25 Springs 39

26 Dynamics 36

27 Uncertainty 35

28 Navigation 34

29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32

30 Solid Modeling 30

31 Predictive Models 28

32 Robot Vision Systems 28

33 Service Robots 28

34 Grasping 26

35 Tools 25

36 Adaptation Models 24

37 Heuristic Algorithms 24

38 Algorithm Design And Analysis 23

39 Data Models 23

40 Real-Time Systems 23

41 Two Dimensional Displays 23

42 Grippers 22

43 Measurement 22

44 Neural Networks 22

45 Wheels 22

46 Acceleration 21

47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21

48 Semantic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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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49 Sensors 21

50 Tracking 21

51 Unmanned Aerial Vehicles 21

52 Friction 20

53 Geometry 20

54 Image Segmentation 20

55 Vehicle Dynamics 20

56 Aerospace Electronics 19

57 Safety 19

58 Probabilistic Logic 18

59 Hidden Markov Models 17

60 Kernel 17

61 Muscles 17

62 Surgery 17

63 Calibration 16

64 Foot 16

65 Jacobian Matrices 16

66 Stability Analysis 16

67 Standards 16

68 Aerodynamics 15

69 Humanoid Robots 15

70 Roads 15

71 Image Reconstruction 14

72 Lighting 14

73 Manipulator Dynamics 14

74 Mobile Communication 14

75 Propellers 14

76 Prototypes 14

77 Automation 13

78 Collaboration 13

79 Cost Function 13

80 Gaussian Processes 13

81 Impedance 13

82 Target Tracking 13

83 Bayes Methods 12

84 Couplings 12

85 Damping 12

86 Fabrica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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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87 Haptic Interfaces 12

88 Image Color Analysis 12

89 Magnetic Resonance Imaging 12

90 Vibrations 12

91 Histograms 11

92 Path Planning 11

93 Pipelines 11

94 Search Problems 11

95 Approximation Algorithms 10

96 Automobiles 10

97 Conferences 10

98 Electron Tubes 10

99 Force Measurement 10

100 Global Positioning System 10

101 Image Edge Detection 10

102 Noise Measurement 10

103 Optimal Control 10

104 Servomotors 10

105 Wires 10

ICRA 2017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Robots을 중심으로 Robot 
Sensing Systems, Trajectory, Force,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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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CRA 2017의 논문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 다. 아래 
Figure 8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중 오른쪽 아래는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위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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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을 확 한 주요 연구 그룹은 아래 Figure 9~16과 같다.
가장 큰 연구자 그룹은 MIT 연구자들로 연결된 그룹이며. 이 그룹에서는 Daniela Rub(MIT)이 중심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미 펜실바니아  신시아 성(Cynthia Sung)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로봇 과학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적층 셀프 
폴딩(additive self-folding)’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유연하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는 
Sehyuk Yim(KIST), Sangbae Kim(MIT) 등 한국인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Daniela Rus 교수는 MIT의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실(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을 이끌고 있으며, 로보틱스 이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보안 등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사아 성 (Cynthia Sung) 교수는 Daniela Rus 교수의 연구 그룹에 속해 있으며, 
현재 Univ. of Pennsylvania 조교수로 근무 중이다.
Daniela Rus(MIT) : https://www.csail.mit.edu/user/876
Cynthia Sung(MIT) : http://www.seas.upenn.edu/~cr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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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은 Singapore Univ. of Technol. & Design(SUTD)의 연결 그룹으로 일부 연구자가 Carnegie Mellon Univ.의 연구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은 특별한 중심 연구자 없이 비교적 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이번 학술 회 
개최지로 이전 연도보다 많은 19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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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1은 ETH Zurich 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으로 일부 Google과 Univ. of Nevada의 연구자들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룹에서는 Roland Sieg wart(ETH Zurich)니 중심연구자이며, Juan Nieto(ETH Zurich)가 그다음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Roland Siegwart 교수는 ETH Zurich 의 자동화 시스템 연구실(Autonomous Systems Laboratory)을 이끌고 있으며, 
다족형 로봇, 우주 로봇, 검사 로봇 등의 다양한 로봇 분야 이외에도 드론, 항공기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uan Nieto 박사 
또한 ETH Zurich 의 자동화 시스템 연구실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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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2는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으로 일부 Carnegie Mellon Univ. 
과 KIST, Bogazici Univ., Horace Nann School 등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의 중심 연구자는 Metin Sitti(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이며, 이 그룹에는 한국인으로 Donghoon Son(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이 연결되 어 있으며, 일부 
해외 연구자는 한국의 KIST 소속으로 논문을 발표하 다. Metin Sitti 교수는 미국 카네기멜런 학의 교수이며, 현재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의 물리적 지능 (Physical Intelligence)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오랫동안 초소형 로봇, 소프트 
로봇, 생체모사 로봇 등을 연구해 왔다. Donghoon Son 박사 또한 Metin Sitti 교수와 함께 물리적 지능 연구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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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3은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으로 이다. 이 그룹은 Pieter Abbeel(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과 Sergey Levine(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2명의 중심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Sergey Levine 
교수는 전자컴퓨터공학(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s)의 교수로서 로봇시스템의 인공지능과 
학습에 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Pieter Abbeel 교수 또한 같은 학과 소속이며, 로봇시스템의 딥러닝에 한 세계적 
권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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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4는 Carnegie Mellon Univ.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으로 일부 Microsoft의 연구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에서는 
크게 중심연구자 없이 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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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5는 위의 Figure 13과 또 다른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Jeffrey 
Mahler(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와 Ken Goldberg(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2명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Ken Goldberg 교수는 산업공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Research) 소속이며, 로봇시스템의 
기계학습과 자동화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적 관점에서의 로봇 시스템 설계에 많은 업적이 있다. Jeffrey Mahler 
박사는 Ken Goldberg 교수의 제자로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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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6는 DLR과 Stanford Univ. 와 Univ. of Modena & Reggio Emilia, Korea Univ.가 연결된 연구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특별한 중심연구자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그룹에는 한국인으로 Hyunseok Seong(Korea Univ.)과 Jee-Hwan Ryu(Korea Univ.)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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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7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 다. Degree Centrality는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 한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 중심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네트워크 분석에
서 개인이 가지는 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여러 논문과 다른 연구자와의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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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공저논문수

Roland Siegwart(ETH Zurich) 16
Daniela Rus(MIT) 13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8
Juan Nieto(ETH Zurich)  7
Pieter Abbeel(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7
Robert J. Wood(Harvard Univ.)  7
Sergey Levine(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6

이를 살펴보면 Roland Siegwart(ETH Zurich)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두 번째로는 Daniela Rus(MIT)가 있으며, 세번째로는 
Juan Nieto(ETH Zurich)와 Pieter Abbeel(UC Berkeley)가 가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Jonas Buchli(ETH Zurich), Sergey Levine(UC Berkeley) 등이 네 번째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Degree 
Centrality는 공저 논문 수(빈도)와 연결된 공저자들과의 수와 빈도에 따라서 위치를 달리하게 된다.

아래 Table 4는 공저 논문 수 4편 이상의 연구자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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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공저논문수

Shaojie Shen(Hong Kong Univ. of Sci. & Technol.) 6
Antonio Franchi(CNRS) 5
Ian Reid(Univ. of Adelaide) 5
Jonas Buchli(ETH Zurich) 5
Jonathan P. How(MIT) 5
Margarita Chli(ETH Zurich) 5
Metin Sitti(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5
Wolfram Burgard(Univ. of Freiburg) 5
Ashish D. Deshpande(Univ. of Texas at Austin) 4
Byron Boots(Georgia Inst. of Technol.) 4
C. Karen Liu(Georgia Inst. of Technol.) 4
Cristian Secchi(Univ. of Modena & Reggio Emilia) 4
Elliot W. Hawkes(Stanford Univ.) 4
Gaurav S. Sukhatme(Univ. of Southern California) 4
Gordon Cheng(Tech. Univ. of Munich) 4
H. Jin Kim(Seoul Nat. Univ.) 4
Igor Gilitschenski(ETH Zurich) 4
Jaime Valls Miro(Univ. of Technol. Sydney) 4
Kostas Daniilidis(Univ. of Pennsylvania) 4
Paolo Robuffo Giordano(CNRS) 4
Petros Giataganas(Imperial College) 4

Roland Siegwart (1959 년생)는 스위스의 ETH Zurich 에서 로봇 및 지능 시스템 연구소의 ASN (Autonomous Systems Lab.)이사
이며 잘 알려진 로봇 전문가입니다. Roland Siegwart의 연구 활동은 이동 로봇 설계 및 내비게이션(Mobile Robot Design and 
Navigation) - 역학 및 매핑, 동적 환경 계획, 인간 - 로봇 상호 작용, 거친 지형의 이동 컨셉, 모바일 마이크로 로봇, 우주 로버, 
자율 주행 차량 및 무인 공중 차량(Unmanned Aerial Vehicles )입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Roland_Siegwart)

  Metin Sitti(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가 운  중인 Physical Intelligence Department는  
  2014년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에서 창립되었으며,  스마트 인텔리전트 똑똑
 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한 개 또는 다수의 소규모 모바일 로봇의 설계, 이동, 제어,   인식 
 및 학습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pi.is.mpg.de/)

 Daniela Rus는 Andrew and Erna Viterbi의 전기 공학 및 컴퓨터 과학 교수이며 MIT의 CSAIL  
  (컴퓨터   과학 및 인공 지능 연구소) 소장입니다. Rus의 연구 관심 분야는 로봇 공학, 모바일 컴퓨팅  
  및 데이터   과학 분야입니다. Cornell University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출처: https://www.csail.mit.edu/user/876)

Robert J. Wood(Harvard Univ.)는 Harvard Micro robotics Lab. 을 운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미터에서 센티미터 규모의 
기능 크기를 가진 생물학적으로 감을 얻은 로봇의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 제작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새로운 
마이크로 및 메소 스케일 제조 기술, 낮은 레이놀즈 수   날개 낀 날개의 유체 역학, 센서 제한 및 계산 제한 시스템 제어, 능동적인 
부드러운 재료, 웨어러블   로봇 및 변형 가능한 소프트 바디 로봇을 포함합니다. 
(출처: https://www.seas.harvard.edu/directory/rj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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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관 논문수(5년간)

Seoul Nat. Univ. 8

KAIST 7

Sogang Univ. 3

Korea Inst. of Sci. & Technol. (KIST) 2

DGIST 2

Korea Univ. 2

POSTECH 2

Samsung Adv. Inst. of Technol. 1

Yeungnam Univ. 1

Electron. & Telecommun. Res. Inst. (ETRI) 1

Korea Military Academy 1

UNIST 1

Sungkyunkwan Univ. 1

14개 기관 32편

 3. 한국기관소속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이번 ICRA 2017에서 Table 5와 같이 한국기관은 14개 기관에서 32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서울 가  

  8편, KAIST가 7편, 서강 가 3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한국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한 연구 그룹들은 아래 Figure 18과 같다. 



분야별 연구동향 

- 25 -

한국인 연구자 그룹은 Figure 18과 같이 약 20여 개 그룹으로 나타났다. 부분 한국의 연구그룹은 학별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연결 관계를 기초로 중심도 분석하면 Figure 19와 같다.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는 H. Jin Kim(Seoul Nat. Univ.), 
Chan Lee(DGIST), Kyougchul Kong(So gang Univ.) 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기관의 논문 수와 공저자 수가 여러 연구자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H. Jin Kim 교수는 KAIST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U.C. Berkeley 기계공학과에서 석사를, Harvard University 

기계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 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근무 중이며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응용 제어 등의 
분야에 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Chan Lee는 구·경북과학기술 학교 로봇공학전공의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오세훈 교수가 운 하는 Motion Control Lab. 소속이다.
Kyougchul Kong 교수는 서강 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U.C. Berkeley 기계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 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근무 중이며 로봇시스템제어(Robot Systems Control) 연구실을 운  중이다. 주로 로봇제어, 웨어러블 
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H. Jin Kim(Seoul nat. Univ.) : http://robotics.snu.ac.kr/html/sub01_02.php
Chan Lee(DGIST) : http://control.dgist.ac.kr/
Kyougchul Kong(Sogang Univ.) : http://robotics.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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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명 소속

Dong-Ki Kim

Carnegie Mellon Univ.
Junyun Tay

Sung-Kyun Kim

Sooho Park

Yeeho Song Cooper Union

Jaeyong Sung Cornell Univ.

Min Jun Kim DLR

Seonwook Park ETH Zurich

Jaeeun Shim
Georgia Inst. of Technol.

Jing Dong

Junhyoung Ha Harvard Medical School

Sungmin Kim Johns Hopkins Univ.

Donghoon Son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Cynthia Sung

MITBeomjoon Kim

Hae Won Park

Junyu Gao Northwestern Polytech. Univ.

Sang-Ho Hyon Ritsumeikan Univ.

Jaeyong Sung Stanford Univ.

Jae-Hak Kim Univ. of Adelaide

Jay Young Univ. of Birmingham

Kyung Yun Choi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Jong Jin Park Univ. of Michigan

Jae Sung Park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Jinwook Huh Univ. of Pennsylvania

Kwan Suk Kim
Univ. of Texas at Austin

Youngmok Yun

한국기관 소속의 연구자 외에도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들의 논문도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6은 한국인
으로 추정되는 외국 기관 소속의 주저자(제1저자) 명단이다. 

4. 기관-키워드 분석 (2MODE) 
기관과 키워드의 연관성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분야 연구를 주로 하는지에 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논문 주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2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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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Figure 20을 살펴보면, 주요기관으로는 ETH Zurich, Carnegie Mellon Univ. MIT 등이 나타나고, 키워드로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등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Reduction 한 것은 Figure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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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면 ETH Zurich 에서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Three-Dimension Displays, Cameras, Visualization, 
Optimization, Simultaneous Localization & Mapping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Carnegie Mellon Univ.에서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Three-Dimensional Displays, Robustness, Libraries, Uncertainty이고, MIT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Predictive Models, Legged Locomotion, Navigation 등이 주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이다. 이처럼 기관별로 주요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Table 7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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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기관 키워드

ETH Zurich Trajectory, Planning, Three-Dimension Displays, Cameras, Visualization, Optimization, 
Simultaneous Localization & Mapping

Carnegie   Mellon Univ. Robot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Three-Dimensional Displays, Robustness, 
Libraries, Uncertainty

MIT Robot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Predictive Models, Legged Locomotion, 
Navigation

Georgia Inst. of Technol. Robots, Trajectory

Harvard Univ. Force, Actuators

Imperial College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Stanford Univ. Robots, Force

Italian Inst. of Technol. (IIT) Robots

CNRS Trajectory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Training

Ⅴ. 결론

이상의 분석을 다시 정리해 보면 ICRA의 국가별 논문순위는 미국이 293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논문 수의 
3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독일이 77편, 중국이 56편, 일본이 43편, 스위스가 42편, 국이 38편, 이탈리아가 34편, 한국이 
32편, 호주가 30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 (ETH Zurich)와 미국의 MIT가 따로따로 가장 많은 수인 34편의 논문을 발표했으

며, Carnegie Mellon Univ. 이 30편의 논문을 발표하 고, Georgia Inst. of Technol.가 17편의 논문을 발표하 으며, Stanford 
Univ.와 Tech. Univ. of Munich가 각각 14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ICRA 2017의 논문의 총 키워드 수는 806개이며, Robots, Robot Sensing Systems, Trajectory, Force,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가 100회 이상 나왔으며 Planning, Robot Kinematics, Actuators, Mathematical Model, Visualization, Legged 
Locomotion, Optimization, Training, Computational Modeling, Robustness 가 50회 이상 나타났다.
논문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여 나타난 가장 큰 연구자 그룹은 MIT 연구자들로 

연결된 그룹이며. 이 그룹에서는 Daniela Rus(MIT)가 중심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미 펜실바니아  신시아 성
(Cynthia Sung) 교수를 비롯한 로봇 과학자들은 ‘적층 셀프 폴딩(Additive Self-folding)’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유연하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해 보면 Roland Siegwart(ETH Zurich)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두 번째로는 Daniela 
Rus(MIT)가 있으며, 세번째로는 Juan Nieto(ETH Zurich)와 Pieter Abbeel(UC Berkeley)가 가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Jonas Buchli(ETH Zurich), Sergey Levine(UC Berkeley) 등이 네 번째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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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de로 기관과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한 결과는 ETH Zurich 에서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Three-Dimension 
Displays, Cameras, Visualization, Optimization, Simultaneous Localization & Mapping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Carnegie 
Mellon Univ.에서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Three-Dimensional Displays, Robustness, Libraries, 
Uncertainty이고, MIT는 Robot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Predictive Models, Legged Locomotion, 
Navigation 등이 주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로  이다.  이를 통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는가에 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예년의 ICRA와는 달리 2017년도 ICRA에서 확연히 달라진 점은,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참석자와 발표논문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제안서를 받아 로봇 분야의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하는 특별 세션을 만들었고, 우수 로봇스타트업 상을 
제정했는가 하면, 상당수의 초청 세션과 기조연설에서 산업계의 동향을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 다.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고도한 
수학과 역학, 제어이론,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순수 기초학문으로서의 로봇공학보다는, 현실적인 적용사례가 존재하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로봇공학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측면은 기업인들을 초 하고 기업에 수여하는 상을 제정하는 등 조직위원회의 노력이 반 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봇공학이 더 소수의 로봇공학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기초학문에서 탈피하여, 산업의 큰 축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 가 도래하는 현시점에
서 ICRA학회를 자세히 분석하면 로봇공학과 로봇산업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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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rview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M-Terview는 MATERIC Interview의 약자로 기계 건설공학 분야의 종사자의 추천 및 자체 선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 연구진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정보를 취합 제작하고 있다. 연구전문콘텐츠의 일환으로 기계공학 분야의 국내 유명 인사를 탐색하고, 직접 
인터뷰와 동 상 촬 을 하여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의 국내외 상황, 앞으로의 비젼 등을 담아 동 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차이는 인공지능(AI) 

활용 여부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결의안을 채
택해 로봇에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이라는 법적 지
위를 부여하고 로봇의 지위, 개발, 활용에 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AI 개발 여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어떻게 윤리 

법칙과 법적 의무를 적용할지에 해서는 명확한 합의점은 없
습니다.  예컨  AI가 자동차 운전이나 외과수술 등 사람의 생
명에 향을 미칠 행위를 할 때 법적 윤리적 책임을 AI에게 
물릴지, AI의 제조사나 사용자가 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해서는 끊임 없는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서면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소셜 로봇의 윤리적 판
단 기능에 적용 가능한 10세 아동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인공윤
리 에이전트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신 동아 학교 김종욱 교수
님이신데요. AI 로봇 윤리에 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의 연구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연구실에 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 학교 전자공학과 김종욱 교수입니다.  
이런 의미있는 공간에 제가 수행 중인 연구와 제가 운 하고 

있는 인공지능·로보틱스 연구실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POSTECH 전자전기공학과에서 1997년 8월에 학사졸업

을 하고, 동 학원전자전기공학과에서 2000년 2월에 석사학위
를, 2004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한 축인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Dynamic 
Encoding Algorithm for Searches(DEAS)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에 인기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인 Genetic 
Algorithm(GA) 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른 전역최적화 성능을 
보 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로봇의 실시
간 제어와 각종 인지적 판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탐색 
속도와 정확성을 극 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부산의 동아 학교 전자공학과에 조교수로 부임

한 이후 인공지능·로보틱스 연구실(http://deas.donga.ac.kr)
을 만들고 DEAS, GA,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와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 휴머노이드 로봇공학, 임베디드 시스
템, 인지 에이전트(Cognitive Agent) 분야에 한 연구를 시작
했습니다. 
올해 연구실의 학원생 멤버로는 박사과정 3명과 석사과정 

5명이 있으며 현재까지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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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용 인공도덕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를 개발
하는 재미있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로 
듣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 연구를 진행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속화되고 로봇의 구매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소셜로봇이나 헬스케어로봇들이 각 가정
에 들어오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람
과 로봇이 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같이 지내다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적절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은 로봇 
하드웨어와 지능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기계인 로봇에 쉽게 공
감(Empathy)하게 되어 은연중에 로봇을 사람처럼 하고 로
봇이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기 하게 됩니다. 
로봇의 창조자인 인간은 로봇을 잘 이해하지만, 로봇은 아직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
하는지 등을 제 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들이 추구
하는 보편적인 가치(사랑, 행복, 정의, 평등, 신뢰, 질서 등)를 
기본적으로라도 이해해야 하는 시 가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이나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
는 젊은이처럼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 비윤
리적인명령(“남의 지갑을 훔쳐라!”, “저 사람을 때려라!” 등)을 
로봇에게 내렸을 때 로봇은 윤리적 상황인지(Ethical Context 
Awareness)를 하고 비윤리적인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다른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작년 5월부터 윤리학 분야에서 국내의 로
봇윤리 연구를 선도하고 계신 변순용 교수(서울교육 학교) 
팀과 협력하여 소셜로봇과 헬스케어로봇에 적용 가능한 가장 
기본적 수준의 인공도덕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
를 5년 동안 개발하는 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시작

했습니다. 여기서 AMA란 인공지능의 기반 위에 윤리적 판단 
능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에이전트를 의미하며, 로봇윤리
의 핵심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MA과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전용 웹사이트(http://robofriend.kr)를 방
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윤리 분야는 로봇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지능형 기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 제어기술, 
HRI(Human-Robot Interaction) 등의 공학 기술과 윤리학, 철
학, 심리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비공학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어야 비로소 10세(미국의 심리학자인 콜
버그(L. Kohlberg)가 정의한 1수준의 최고 나이) 소년 정도의 
기본적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므로 본 과제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
며, 개발 된 AMA 패키지는 일반에게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다
양한 의견과 지식들을 최 한 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과제는 SOAR라는 오픈소스 인지에이전트 아키
텍처를 기반으로 윤리적 판단 SW패키지를 개발하고, SOAR와 
ROS(Robot Operating System)를 연동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의 하드웨어를 구동함으로써 다양한 모션을 생성할 것입니다. 
Soar는 Michigan 학교의 John Laird 교수가 인공지능 1세
인 Allen Newell 교수와 함께 198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
(Cognitive Agent Architecture)로서 현재 9.5버전이 매뉴얼 
및 다양한 예제와 함께 전용 웹사이트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SOAR는 State, Operator and Result의 약자로서 
State는 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Operator는 이 State를 변화시
키는 수단을, Result는 State와 Operator의 조합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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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의 윤리적 판단은 크게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
(Bottom-Up) 접근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SOAR로 구현하는 
것이고 상향식 접근법으로는 콜버그의 이론과 상벌에 기반한 
도덕적 학습(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할 계
획입니다. 이에 한 이론적 뒷받침은 변순용 교수님 팀이 담당
하실 것입니다.

3. 인공지능 아키텍처인 소어(SOAR)를 이용한 AMA의 핵심
적 윤리 이론은 무엇인가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인 SOAR에 도덕
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윤리판단 레이어(Ethical Decision 
Layer)를 구현 중인데요, 이는 윤리학의 이론과 분류에 따라 
크게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
로 나누어집니다. 하향식 접근법은 Mill의 공리주의 이론과 
Kant의 의무론을 결합하여 구현하며, 로봇에게 어떤 명령(충치
가 있는 여자아이가 로봇에게 과자를 달라고 함)이 주어졌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최  효용값을 가지
는 응답을 선택한 후 그 응답이 의무론에 위배되는지를 검증하
는 단계를 거쳐 로봇이 최종적으로 수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윤리판단 레이어의 상향식 접근법은 콜버그의 인습이전 수준

(1수준)을 구현하는 것으로 SOAR의 강화학습 기능을 이용하
여 행위에 한 상벌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복종 지향 윤리
모듈을 개발하고, SOAR의 청킹(Chunking) 기능과 Episodic/ 
Semantic/ Procedural Memory를 이용하여 개인주의, 도구적 
목적 및 거래 지향 윤리모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4. 최근 EU 의회에서 AI로봇을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인공지능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017년 1월 12일에 유럽연합(EU) 의회에서 AI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인정하자는 결의안을 의결한 데
에는 AI로봇이 산업계에 확산되면 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로봇에게 준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면 로봇이 인간사
회의 법률이나 도덕 기준에 따라 작동되도록 제한되고, AI로봇
을 노동자와 체하여 얻은 이득에 세금을 걷는 로봇세도 적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로봇세는 유럽로봇산업협회에서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인간’이라는 표현은 AI로봇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 사회
에 로봇이 편입될 때 이 로봇에게 어떤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AI로봇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고,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몇십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이러한 모든 능력을 앞서
는 시점을 특이점(Singularity)으로 부르고, 2045년 정도에 이
런 강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탄생할 것이라
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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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군에서도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국내외 관련 연구상황은 어떠하며,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로봇 윤리의 필요성이 맨 처음 제기된 계기는 파괴와 인명 
살상이 상시로 일어나는 전투에 로봇들이 투입되면서부터입니
다. 이에 따라 조지아 기술연구소의 로봇 연구자인 로널드 아킨
(Ronald Arkin)은 2007년 미국 육군으로부터 전투용 로봇이 
전쟁이 윤리적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의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봇 윤리의 기반은 1942년에 미국의 SF작가 아이작 아시모

프가 제창한 로봇 3원칙입니다. 로봇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
에게 해(害)를 가하거나,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이고, 로봇 제2원칙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
종해야 한다”이며, 로봇 제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위배
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입니다. 만
약 로봇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투에서 적군을 살상한다면 바
로 로봇 제1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재는 인간병사가 전투용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며 살상을 결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에 러시
아 특공 가 IS의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중화기를 탑재한 
로봇을 투입하여 자동발사 기능을 적용한 사례처럼 앞으로 로
봇이 경쟁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면 이러한 원칙들도 쉽게 무너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로봇윤리의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으며, 2015
년에 미국 Tufts 학 HRI Lab의 Gordon Briggs와 Matthias 
Scheutz 등이 DIARC/ ADE 인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인간이 
비윤리적인 명령을 로봇에게 내릴 때 이를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초보적 수준의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 
본 연구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전자공학 학회인 IEEE에서 
IEEE Global Initiative for Ethical Consider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System(AI/AS)이라는 커미티
를 구성하여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모토 아래 AI, 
윤리학, 철학, 법학, 정치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하며 윤리적 표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2017년 6월 초에 Univ. Texas at Austin에서 면 미팅을 
하는데요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6. 본 연구를 진행하기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또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AMA가 성인 수준의 윤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는 선악미추와 같은 인간의 가치관, 일반 상식, 역사·문화적 지
식, 특정분야의 지식, 예술적 심미안, 인 관계, 예절, 에티켓, 
주변상황 인식 등을 소프트웨어와 DB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이를 위해서는 AMA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연결되
어야 하며, 각 윤리관련 지식과 콘텐츠들이 자의적 혹은 타의적
으로 그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안기술도 갖춰야 할 것입
니다. 결국 상위수준의 인공지능인 AMA를 인간의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의 SW 기술과 방 한 DB 구축
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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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지금의 연구는 그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윤리적 판단은 인종, 지역, 국가별로 큰 규범(“거짓말해

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허락없이 훔쳐서는 안 된다.” 등)은 
비슷하더라도 세세한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연장자에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한다.” 등) 표준
적인 AMA를 어느 정도로 세세히 구현하는가 하는 것에는 전 
세계적 규모로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IEEE Global Initiative for Ethical 
Considerations가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기 합니다. 
본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경험한 시행착오로서 

처음에는 미국 Memphis 학의 Stan Franklin 교수팀이 개발 
중인 LIDA(Learning Intelligent Distribution Agent)를 AMA
의 인지 아키텍처로 사용하려 했으나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부
분적이고, 매뉴얼과 각종 예제들이 부족해서 심도 있는 AMA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 후 열심
히 자료조사를 한 결과 SOAR를 알게 되었고, 윤리적 판단에 
핵심적인 추상적 판단을 위해 SOAR의 청킹(Chunking) 기능과 
다양한 학습 기능을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 SOAR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오픈소스로 연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그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커미티가 얼마나 되는지, 예제와 매뉴
얼이 얼마나 풍부한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관리자가 있
는지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SOAR를 
37년간 개발해 오신 미시간 주립 학교의 John Laird 교수와 
2016년에 있었던 36회 워크샵의 기념 사진입니다. 

7. 자동차의 자율주행, AI 질병 검진, 로봇수술, AI 주식거래, 
AI 재판 등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
는 공포감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주식투자의 경우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이미 현
실화되었습니다. 세계적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2000

년에 600명에 이르던 트레이더가 이제 단 두 명만 남아있고,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2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로봇과 AI가 노동력의 절반을 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도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

다 양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팩토
리의 예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조업을 하던 생산자가 자신을 

체하는 로봇 때문에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을 열심히 
관리하고 조업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함으로써 노동의 환
경이나 질, 우가 더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
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진 셈이죠. 또한 사회복지사처럼 점점 
수요가 늘어가지만 일손이 부족한 분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회 공익·안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면 저
비용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 를 맞이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는 또한 전기가 발명된 후 인류 전체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듯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루며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향을 미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는 교육제도도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기본
소득, 로봇세)가 강화되어 부의 분배도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유망직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을 관리하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앞으로 계획 중인 연구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
립니다. 

저는 2012년과 2015년에 두 권의 휴머노이드로봇 교재(‘혼자
서도 즐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올로이드 편’(2012), ‘함께 
즐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티즈 OP편’(2015), 홍릉과학출
판사)를 출판했습니다. 제 꿈은 제페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든 것처럼 기본적인 도덕적·지적 판단 능력과 HRI 능력 등
을 갖추고, 낮은 수준의 의식(Consciousness)과 높은 수준의 
동작지능을 갖춰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정한 친구 같은 휴머노
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한 포괄적인 이름은 행복 
기술(Wellness Technology)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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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이름이 RoboFriend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9. 후학이나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인공지능의 경우 규칙기반 아키텍처와 학습기반 아키텍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규칙기반 아키텍처의 경우 SOAR나 
ACT-R 등이, 학습기반 아키텍처의 경우 TensorFlow나 Caffe 
등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개발 및 구현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공개 AI 
소프트웨어 툴들을 잘 활용하고 연계하여 멋진 융합기술을 만
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
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어떤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이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
하여 구현하면서 기존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AI 
적용 분야에 더욱 관심과 실력을 키워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발
전하고 융합될 것인지에 한 예측을 하고, 관련한 인접 분야의 
이론을 익히고, 해당 기술의 발전 상황을 끊임없이 파악할 필요
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아직 AI기술
이 넘보지 못하고 있는 비 공학 분야의 지식과 이론들에 해서
도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과 전공, 학교와 기업, 강의와 실무 간의 벽이 사라

지며 AI를 중심으로 초융합(Hyper Connection)이 일어나고 
있는 시 이므로, 타인과 활발히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IT의 감성컴퓨팅 연구소의 소장인 Rosalin Picard가 한 다

음의 말을 소개하면서 본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계의 자유가 커질수록 도덕적 기준이 더욱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 아래 인터뷰는 위탁사업의 결과로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
(AURIC)에서 작성하 으며,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에 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는 물처럼 스스로 흐를 수 있으면서 경화 후 압축강도가 
150~250 MPa (일반 콘크리트의 최  10배)에 이르고, 치 한 
내부구조 덕분에 유해물질과 수분이 침투하기 극히 어려운 고
강도/고유동성/고내구성 콘크리트 입니다. 또한, 내부에 포함
된 짧은 섬유들 덕분에 인장력과 균열에 하여 저항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근과 같은 추가적인 보강재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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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스스로 흐를 수 있다는 특성은 건축분야에서 많은 장점
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UHPC의 장점과 특성들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가능
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의 활용이며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하도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는 UHPC의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이용하
여 기존건축물의 구조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 보수/보
강에 관한 연구입니다. 즉, 기존 구조물 표면을 UHPC로 얇게 
(30 mm 이하) 덮어 내진 등의 구조성능은 물론이고, 수 성,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활용목적에 따
라 UHPC가 갖추어 할 재료특성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외장재와 보수/보강을 위한 재료 요구사항은 다릅니
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조건에 맞도록 UHPC의 재료특성을 변
경하고 있으며, 구조성능 검증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콘크리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 자갈, 모래, 시멘트와 같은 재료들을 이용하여 
특별한 기술 및 설비 없이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단단한 물질
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석재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전달 
할 수 있고, 비록 거푸집 형상에 의존하지만 다양한 형상을 연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에 있어 화재에 한 위험성은 주요 고려사
항입니다. 다른 건축재료들(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과 비교할 
때 콘크리트는 화재 위험에 있어 상 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과 같은 금속재료와는 다르게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가 다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장보강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수분이 자체적으로 소비되거나 아니면 외부로 빠져나갈 
때 수축과 균열이 동반되며, 이는 외관과 내구성에 있어 문제점
을 일으킵니다.

3. 최근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콘크리트의 단점은 부분 균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
다. 콘크리트에 철근을 배근하는 목적 중 하나도 균열로 인한 
내력 및 내구성 손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보강방법은 균열제어에 있어 콘크리트의 모든 역에
서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섬유라는 길이 60mm 이하
의 철심들이 함께 섞여 제조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수십년 
전에 개발되었고, 균열제어를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
다. UHPC도 역시 강섬유를 포함하는데, 이는 초고강도 혹은 
초고성능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급취성적인 (폭발과 유사한) 
파괴를 완화하고,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균열유발에 있어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수축입니다. 특히, 

최근 개발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들은 물의 함량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일수록 시멘트 

비 물의 비율이 감소합니다. 이는 내부수분의 소비로 인해 
외부로의 수분증발 없이도 콘크리트의 내부습도가 자체적으로 
감소하는 “자기건조”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축과 균열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양생” 기법이 
2000년  이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내부양생은 흡수능
력이 뛰어난 다공질의 골재 또는 고흡수성수지(기저귀용 재료)
를 콘크리트에 포함시켜 자기건조 현상을 막고 콘크리트가 굳
는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저희 연구팀도 
3년 전부터 내부양생 기법을 UHPC에 적용하여 자기건조와 수
축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 하 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균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마지

막으로 설명드릴 기술은 발생된 균열을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
치유” 콘크리트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콘크리트 재료공학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에폭
시와 같은 보수재를 담고 있는 캡슐 또는 관을 콘크리트 내부에 
분포시켜, 균열 발생시 이것이 흘러나와 균열을 메우는 
Self-Sealing 기법과, 박테리아 또는 폴리머 물질을 이용하여 
탄산칼슘 등의 고체물질을 균열 사이에 형성시키는 Self 
-Healing 기법들이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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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성능 콘크리트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연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한 국내상황과 국외상황
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UHPC의 개발 및 상용화에 관한 연구는 1990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라파
즈”라는 거 기업 주도하의 기술개발과 프랑스 토목학회 주도
하의 국제기준 개발 및 국제학회 개최 등 UHPC 상용화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가장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세계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선유도에 건설된 “선
유교”는 당시 프랑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입니
다.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와 같은 후발 국가들이 자국 기술력으로 UHPC를 개발하기 시
작하 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재료성능에 관하여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거의 다 좁힌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앞세워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가격경쟁력만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따라서 고품질을 앞세운 고부가가치 전략이 병행되어
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다시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구분될 수 있습니

다. 건축분야의 경우 2010년 이후에야 UHPC 기술개발의 필요
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토목분야 보다 5~10년 정도 더 늦게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 
약 10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행히 최근 국내 건축분야에서도 UHPC를 활용한 구조물이 생
겨나고 있고, 그것의 활용 계획들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 기술격차는 향후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연구하신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에 한 자세한 설명
을 부탁 드립니다.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는 UHPC의 특성을 건축 내/외장
재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맞춤형 UHPC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얇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세 한 형상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극 화 시켰습니다. 이 재료를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2 m 인 정삼각형 콘크리트 패널을 6 mm 두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석재, 목재, 가죽, 심지어 아크
릴의 광택을 그 로 복사하여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감
뿐만 아니라, 원하는 색상을 연출할 수 있도록 UHPC의 구성재
료를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백색을 연출하기 위해서 구

성재료들이 색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콘크리트용 
안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연출 할 수 있습니다.

6. 교수님이 개발 하신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는 어떤 
장점이나 특징이 있나요?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형상, 색상, 질감, 심지어 두께에 구애 
받지 않는 고강도/고내구성의 건축 외장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압축강도는 표준 열처리 시 200 MPa
를 초과하고, 추가 열처리 시 300 MPa에 급접할 정도의 초고강
도이며, 동시에 초유동성(슬럼프 플로 800~1,000 mm)을 가
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금속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두께 10 mm 이하의 얇은 곡면패널이 
콘크리트로 제조되고, 이것이 비정형 건물 외장재로 사용될 날
이 이번 개발로 인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습
니다.

7.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 개발 과정에 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처음에는 서울  공 의 연구비 지원아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연구진들이 공개한 배합구성 및 제조방법들
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사용한 원재료와 사용장비들이 
국산과 다르고 핵심 노하우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1~2년은 시행착오만 반복하 습니다. UHPC는 물을 제외하고 
최소 6종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며, 일반 콘크리트와는 다른 방
식에 따라 제조됩니다. 각 구성 재료들의 화학조성, 특성(입도
분포 등), 비율, 혼합 장비/절차/방법에 따라 UHPC의 성능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
다. 문헌 연구와 함께 노하우 개발이 함께 진행되었고, 총 3년간
의 노력 끝에 유럽국가들과 동등한 성능을 갖는 UHPC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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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 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재료를 건축분야에 적합하도
록 변경함으로써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가 탄생할 수 있었
습니다.

8.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를 개발한 나라는 어디가 있고, 
직접 사용한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프랑스 라파즈사의 Ductal 브랜드가 이 부분에서 현재 세계시
장을 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축 외장용 UHPC 제품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등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적용된 

표적인 건축물로는 지중해 문명 박물관(프랑스 마르세유), 
루이뷔통 창의관(프랑스 파리)이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미국 콘크리트학회(ACI)로 부터 최고의 콘크

리트 건축상에 선정된 팔라조 이탈리아(이탈리아 리노) 역시 
디자인 콘크리트가 적용된 주목할 만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유동성이 뛰어난 백색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도시의 숲을 연상
시키는 독창적인 건물 외장을 표현하 고, 이는 최고상 수상의 

예로 이어졌습니다.

9.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
에 해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례와 같이 이 재료는 지금까지 보기 어
려웠던 독창적인 형상을 갖는 건축물, 기념물 또는 조형물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단열, 차음, 설비 시설의 매립 또는 일체화, 자기 정화성 등 각종 
기능이 접목된 건축외장 시스템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의 상용화 가능성은 언제쯤으
로 보시는 건가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략 5년 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료개발은 완료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현장검증, 그리고 비정형 및 곡면외장이 연출되는 
몰드 제작기술 확보라는 추가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11. 앞으로 UHPC를 발전시키고 확 해나가기 위해 어떠한 
점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국내 건축분야의 경우 UHPC의 현장 활용사례가 거의 없습니
다. UHPC가 발전하고 그것의 활용이 확 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프랑스의 Ductal과 같이 전용제품이 출시되어 원하는 
장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격경쟁력의 확보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출시된 제품들과 비
교하면 국산 UHPC는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용되는 물량은 훨씬 더 적지만, UHPC는 일반 
콘크리트 비 단위체적당 재료단가가 10~20배에 이르는 고
가의 재료입니다. 더 많은 건축물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료연
구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2. 앞으로 진행될 콘크리트 R&D 연구방향은 어떻게 설정되
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분야에서 UHPC의 활용을 확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고성능 디자인 콘크리트’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정형 파빌리온 건설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두께가 18 mm인 각기 다른 형상의 
오각형 콘크리트 모듈 57개가 볼트로 조립되어 구성됩니다. 
UHPC의 뛰어난 유동성과 인장/압축강도 없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로서 기 가 큽니다. 또 다른 
하나는 UHPC를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재로 활용하기 위한 프
로젝트로, 중소기업을 상으로 한 기술이전과 병행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역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콘크리트 또
는 조적조 건축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13. 이번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UHPC는 현  콘크리트 재료공학기술이 집 성된 새로운 건
축재료입니다. 오히려 콘크리트가 아닌 “차가운 쇳물”로 정의 
될 만큼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향후 연구방향은 이러한 
새로운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이 더 아름답고, 튼
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료의 제품화, 기술이전 및 상용화, 제도 및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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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금 콘크리트와 UHPC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
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질러보자”라는 말을 연구실 학생들에게 가끔씩 합니
다. 물론, 준비와 책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선 시작이 있어야 성공도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
더라고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고 있거
나 배웠던 자신의 전공지식과 다르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그동안 로봇 개발 연구는 감각기능 중 주로 시각, 청각에 집
중된 반면 촉각, 후각, 미각 기능을 갖는 센서개발 연구는 미비
한 상태 습니다. 특히 촉각은 신축성 높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피부 센서 개발이 어려워 로봇은 인간의 피부능력을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실리콘과 
탄소 소재를 활용 로봇의 피부역할을 할 수 있는 촉각센서를 
개발 하신 KAIST 기계공학과 김정 교수님이십니다.  사람처럼 
감각의 강도와 위치를 섬세하게 느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의 연구에 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이오 로보틱스 연구실(http://medev.kaist.ac.kr)은 

의료용 로봇과 물리적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한 연구를 해오
고 있으며 응용 상은 의료용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를 개발하
고 있습니다. KAIST 기계공학과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6년간
의 연구소 근무후에 2004년 MIT에서 햅틱분야의 연구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MIT에 공부하는 동안 Brain Machine 
Interface의 세계 최초 시연에 참여하기도 했고 힘 신호를 세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보내서 협업을 하는 TransAtlantic Touch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모교인 KAIST에 부임해서는 주로 햅틱 
등의 로봇 퍼셉션 연구와 근전도를 이용한 인간-로봇 상호 작
용 시스템, 의료 시뮬레이션 시스템 연구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
며 2004년 이래로 박사 14명과 석사 20여명을 배출했습니다.

2. 최근 이효상 박사과정, 권동욱, 조지승 연구원과의 공동연
구로 로봇 피부역할이 가능한 촉각센서를 개발하셨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원리에 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고무 소재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소재입니다. 
여기에 중량 비 1~5 % 정도의 탄소 나노 튜브를 혼합하면 
고무 소재 내부에 정도의 탄소 나노튜브로 이루어진 전기가 
통하는 통로가 생기게 되며 이는 공간상 3차원의 분포된 저항 
넷트워크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 저항 값들은 외부 변형에 

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측정한다면 변형의 위치와 
종류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EIT(Electro 
Impedance Tomography) 라는 의료 상 기법을 이용해서 외
력에 의해 변화하는 3차원 고무안에 퍼져있는 저항값들을 측정
함으로 변형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변형 종류등을 계산해 낼수 
있는 기법입니다.  EIT는 구조체의 주변에 전극을 설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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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저항분포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전극을 직접 측정부에 
배치할 핑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센서 자체는 고무가 
가지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의 내부 전기회로
가 없기 떄문에 충격 흡수와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구분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논문: https://www.nature.com/articles/srep39837)

3. 기존의 개발된 센서와 비교해서 원리와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 개발되었던 센서들은 반도체 공정이나 나노 공정을 통
해 개발되서 주로 작은 스케일에서의 성능 검증에 집중되었습니
다. 따라서, 사람의 운동 정도의 큰 스케일로 제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충격흡수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본 연구는 
주위에 보이는 안전 고무같은 구조에 전극을 배치한 구조로 사
람이나 로봇의 운동 같은 큰 스케일의 동작과 충격을 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센서를 칼로 절개하고 그 
틈을 메운 후에도 다시 센서가 동작함을 확인했습니다.

4. 로봇 피부역할을 하는 이번 연구는 활용도가 매우 높을거 
같은데요.  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사람을 로봇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로봇을 보호해야 한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로봇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센서는 끝단부나 관절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부로 덮혀있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보호는 
못받고 있습니다. 이를 whole-body sensing 이라고 하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는 센서를 큰 역에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잘 진행될 경우 로봇 전체를 보호하
거나 웨어러블 기기와 사람의 연결부를  보호할수 있는 센서로 
사용될것으로 보입니다.

5.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나 시행착오가 있
었는지? 

다음 단계는 실용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형 센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센서뿐만 아니라 전극, 각종 케이블 등도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논문에 나오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인 제품을 위해서는 해결되야 하는 기술입니
다. 또한 센서들을 쉽게 응용하기 위한 전장부의 개발과 계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고도화등도 필요한 연구입니다. 사실
은 우리 실험실의 전문 역이 재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
를 준비하고 공정 등을 만드는데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착오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놓고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
다는 것입니다. 나노 센서가 전문 분야이신 우리과의 박인규 
교수님연구팀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게되고 방향성을 잡은 것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6.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보조기기로 목적으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을 개발하셨는데요.  현재 어느정
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나요?

현재 랩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미디어에 소개되는 
여러 착용형 로봇이 있지만 아직 실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로 배터리문
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고 사용자의 보행의도를 파악
하는 기술 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연구 중입니다.

7. 2019년 인간-로봇상호작용 국제컨퍼런스(HRI 2019) 공동
의장으로서, 컨퍼런스를 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큰 역
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요?

로봇분야 연구가 중화 된다면  아마 HW기술 보다는  로봇 
SW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HRI 학회는 세계의 유명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어떻
게 로봇과의 여러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에 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회이고 아직 우리나라가 유치하지 않은 로
봇분야의 의미있는 학회입니다. 다만  HRI 가 새로운 분야이고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어서 제가 그
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참석해보니 우리나라 출신의 젊은 연
구자 특히 여성 연구자들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서 흥미로
왔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학회를 유치하러 가는 진기한 경험도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로봇분야 기술에 해서 
잘 알고 있기에 유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 42 -

청주교  한정혜 교수님, 이화여  곽소나 교수님께서 이미 
HRI 학회에 쌓아 놓으신 명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행한 구컨벤션뷰로의 적극적인 유치지원도 큰 힘이 됬습니
다.

8. 앞으로의 계획 중인 연구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안전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 시스템에 한 연구를 계속할 예

정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로봇과 인간의 같은 공간에서의 물리
적 협업, 로봇과 인간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 충돌하더

라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등 여러 수준에서의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촉각 센서 개발, 생체신호에 이용
한 동작 의도 추정, 인간-로봇 상호작용 제어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재활 
보조 로봇, 공장 협업 로봇 등의 적용분야 연구도 할 계획입니
다. 하지만 카이스트에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만들어놓
은 공간에서 제 학생들이 즐겁고 당당하게 연구를 하는 것입니
다.

9. 후학이나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10년 전에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기술들이 과연 
지금 우리 곁에 도착했느냐?”하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큰 발전 없이 포장지만 바꾸어
서 주위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현혹되기 보다는 
제어, 역학, 심리 물리, 신경 과학 등의 기본에 한 공부를 
한다면 본인이 연구를 이끌어 나갈 때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
다.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내가 주특기로 하는 기술이 아웃 
소싱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부산 학교에도 지난해 기계관이 신축되면서 생각하는 아이

디어를 제품으로 실제로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인 PNU 
V-Space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창작과 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3D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 CNC 가공기 등의 좋은 
설비들을 갖추어 재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터장이신 부산 학교 안석  교수님과 함께 
V-Space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은 원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전 해체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가 

일반적인 해체와 다른 것은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체에 관계된 사람들의 
피폭을 줄이는 기술, 사람의 개입을 줄이는 기술, 일반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을 잘 분리하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도 부산 에서는 원격절단기술과 용융제어기술로 방사능에 오
염된 쇠를 녹여서 제거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고리 1호기가 구정지 되면서 해체기술에 한 관심
도 높고 원전해체센터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한국의 해체기술은 어느정도이고 원전해체를 하기 위해 앞
으로 어떤 과정과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여러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비 70~80%의 원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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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해체는 못하는 건 아니
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방사능에 오염
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일반폐
기물과 방사능 폐기물을 분리해 내는 기술들, 그런 기술을 좀 
더 잘하려면 연구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야겠지요. 하면 할 수 
있는 아주 고난도 기술은 아닙니다. 상업용 원전은 처음으로 
해체해 보는 건데. 원자력은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
적입니다.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전해체 입찰을 해도 우리나라는 경험이 없으니 외국업체가 
좀 더 유리하겠지요. 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실
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주는 실증센터의 개념으로 원전 
해체센터가 빨리 설립되고, 실제 경험을 쌓아서 우리 업체들이 
우리 원전들을 해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줘야겠
지요.

3. PNU V-SPACE에 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V-Space는 2012년에 미래부의 추진하는 CK사업을 준비하

면서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당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도입되면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었지
만. 저희는 CK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추진해보고자 해서 이렇
게 멋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인 V-Space를 구축하게 되었습
니다.

4. 매우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략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장비들은 주로 일반인들이 돈 주고 사기에는 고가의 장비, 새
로운 디지털이 개념이 도입된 장비들입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장비 는데. 컴퓨터 제어를 잘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거든요. 

표적인 기계로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터가 있는데, 레이저 

커터는 레이저로 뭔가를 자르고 새기는 기계인데 예전에는 다
루기 어렵고 위험한 기계 는데, 지금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
들어 놓은 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 
쓸 수 있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CNC 라우터들은 예전에는 공장
에서만 사용하는 장비 는데, 이제는 데스크톱 CNC, 면적 
라우터가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만 그리면 바로 데이
터를 보내서 복잡한 형상을 가공해 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5. 이중 가장 특이하거나 비싼 장비를 곱으라면?
여러 가지가 장비가 있는데, 아두이노 같은 건 거의 소모품처

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비는 레이
저 커터인데요. 보통 3D로 만든 것을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자같은 것은 3D 프린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
요. 최 한 2D를 잘 활용해서 3D 형상으로 만드는게 - 레이저 
커트가 훨씬 빠르고 질이 높습니다. -  훨씬 재미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말 그 로 CAD로 다 만들어 제품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6. 이러한 공간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아주 많이 좋아 했을 
거 같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일 여기에 사는 덕후(?)같은 친구
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기계과는 취직이 
잘되니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과제가 닥치면 하긴 
하지만, 충 충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창의공
학, 제품설계, 졸업설계, 캡스톤 디자인으로 넘어가는데, 창의
공학이 처음으로 3D프린터를 접하는 시점인데, 2학년 때 간단
한 CAD를 배우고 3D프린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파트(Part)를 
만들어야 해서 그때부터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경우 졸업설계,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이고요. 예전보다 제품의 질이 좋아졌다
고 교수님들도 아주 좋아 하십니다.

7. 재학생은 물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V-Space의 V가 벤처의 약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프로토타입(Prototype)이 나오고, 제품으로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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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벤처 하시는 분들이 반 쪽 방에 입주해 
있고. 그분들이 언제든 마음껏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
고, 어떤 분들은 커스터마이즈(Customize) 된 생산물을 메탈
샵, 용접, IOT를 접목하거나 3D프린터로 형상도 만들고 해서 
바로 생산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멋진 벤처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제품양산을 위한 금
형 제작을 위해 중국에 협력업체를 찾으러 간 벤처업체도 있습
니다.

8. V-Space가 운 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현재까지 생
각하시는 주된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벤처업체들도 있고, 입주한 기업들도 여
러 가지 일들을 수주해서 만들어 내고 있고, 창의 재단 과제를 
따로 수행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V-space 자체 동아리
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회적 기업 개념으로 약자를 위한 
제품들을 만든다든지, 3D 프린팅 인공 손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때는 썸머캠프를 운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부 학생
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으로 오픈되어 있고, 거의 무료로 교육하
고 있습니다. 여름 한 달 동안 기계를 사용하는법,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내고 궁극적으로 작동하는 프로토타

입을 완성해야 합니다. 썸머캠프는 올해 3기인데. 50명 정도로 
3~4명이 한팀이 되어 15개~20개 정도의 재미있는 프로토타
입 (Prototype)을 만들 예정입니다.

9. 아직 많은 일이 산재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서 성공한 기업이 나오는 게 궁극적 목표이고. 저희 시설
들을 24시간 오픈하고, 기계공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디자인
과 미 생, 음 생, 의상 디자인, 경 학과 등, 좀 더 많고 폭넓
은 구성원들이 와서 융합이 이루어지면 좋을 거 같아요. 기계공
학만 하는 사람이 만들면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제품에 철학이나 역사성, 인문학을 기계설계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
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주민들도 와서 스마트 강아지 집을 
만든다든지,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일이 실제로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10. V-Space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V-Space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가지
고 계신 아이디어를 같이 의논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직접 오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도구들을 배워서 해보는 것이 좋고요. 어렵다면 저희
가 도와 드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이 여러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 나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간이 커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 전성시 라고 불릴 만큼 많은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
다. 한국에서도 드론이나 소형 무인 비행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드론과 

로봇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 드론개발을 진행하고 계신 분으로 
서울 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김현진 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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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하고 계시는 연구에 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학교 지능제어시스템연구실(http://icsl.snu.ac.kr)에

서는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적, 또는 비효
율적이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임무들을, 로봇이나 드론이 자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무인 시스템을 좀 더 지능적인 알고리즘으로 제어
하여,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양한 환경에서 최
한 발휘하게 하여 그 활용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드론에 로봇기술의 적용 외에 최근에는 Learning Based 
Control이라는 인공지능의 개념까지 도입하신 거 같습니
다만. 드론이 인공지능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요. 현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연구를 말씀해 주세요.

최근까지 드론의 자율 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드론의 운동
방정식, 즉 어떤 입력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드론이 움직이는지를 
뉴턴의 힘의 법칙이나 모터의 특성 식과 같은 몇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에 기초하여 수학적인 식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수학적
인 모델을 잘 해석하여, 출력이 원하는 로 나타나려면 어떠한 
입력을 주어야 할지에 해서 정해진 형태의 제어 법칙을 설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드론의 동적 특성이 항상 
같고,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단순한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성능에 해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
이 바뀐다든지 드론의 추진력이 시간이나 비행조건에 따라 달
라진다든지 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실제
로는 조종사들은 비행시간이 늘어갈수록 점점 숙련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처하게 되는데, 기존 방식의 제어기는 비행 
경험이 쌓인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최근 인공지능
의 가장 핵심적인 기계학습 기법들은, 이처럼 누적된 데이터로

부터 제어기의 성능을 점점 더 좋게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나, 사진 속 물체를 
분류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좋아졌다고 하는 등 폭발적으로 관
심을 받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드론과 같은 시스템에 바로 적용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시스템의 안전이나 추락, 충돌과 같은 실제적인 위

험에 해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학습
에 의존하는 경우 모델기반기법과는 달리 안정성 증명이 불가
능하니까요. 기존의 모델 기반 접근 방법과 인공지능 기반의 
접근 방법이 잘 결합하면, 드론의 안정성이나 최  구동 능력 
등 절 로 넘어가면 안 되는 구속조건들의 범위 내에서만 학습
을 수행하여 비행이 계속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비행 환경이 
조금 바뀌더라도 기존의 학습 알고리즘은 확장하여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 자율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연구실에서
는 이렇게 양쪽 분야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 Multi Robot에 관한 연구도 근래 아주 흥미롭게 연구되는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Multi-UAV는 해외에
서도 많이 연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이 실험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에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 에 부임하던 2004년, 여러 의 로봇이나 드론을 
동시에 운 하는 기술에 해 발표하면, 한 도 제 로 못 하는
데 벌써 그런 주제에 해 연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현실적으로 실험실을 유지하다 보니 그러
한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주도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드론 여러 를 운용
하는 기술에서는, 편 로 비행한다든지, 넓은 지역을 나누어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수준은 많이 연구되었지만, 드론 여
러 가 긴 하게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은 아직 극히 
초기입니다. 예를 들면, 드론 한 가 운반할 수 없는 크고 무거
운 물체를 두 세 가 함께 운반한다거나, 드론 여러 가 함께 
드론 한 로 낼 수 없는 큰 힘을 발생시켜 어려운 보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 임무들은, 드론 한 의 
움직임이 다른 드론에 바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4. 여러 연구 중 Aerial Manipulation은 한국에서는 유일하

게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늘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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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손’이라고 그러시던데, 이 연구의 목적과 활용방법이 
참 많을 거 같습니다. 현재의 어떤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되
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론에 로봇 팔을 달고 작업을 하려면 우선 드론의 제어 오차
가 cm 이하로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로봇팔의 
움직임이 공중에 떠 있는 드론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해 잘 이해하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서 작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구동 능력과 비행시간으
로 인한 작업 효율 문제 또한 중요하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
상 로봇에 로봇팔을 달고 작업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직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연구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상카메라로 작업 상을 
인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작업 반
경의 제약과 드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aerial 
manipulation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드론이나 로봇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제 로 융합을 되어
야 하는 표적인 융합학문인 거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서 어떤 분야의 연구자와 협력이 되고 있으신지 또는 어떤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드론이나 로봇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제어기 설
계 외에도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자세를 설계해 주는 decision 
making,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나 속도, 자세 
각 등을 알아내는 navigation과의 통합이 절 적으로 필요합
니다. 지금까지 연구실과 협력을 수행하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진출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 전산 쪽입니다.

6. 교수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또한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읽는 능력이 부족 한데서 
나온 시행착오일 것 같습니다. DJI가 개인용 드론을 출시하기 
전 2010년 Parrot이라는 회사가 개인용 드론 시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달러 정도로,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저는 그때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창업에 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논문 등 정량적
인 연구 실적에 한 압박도 있었고요. 그런데 3년 후, DJI는 
그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조종성이 훨씬 뛰어난 플랫폼으로 시
장을 장악했고, 엄청난 속도로 시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연구실을 이끄는 리더로서 돌아보자면, 초기에는 연구비나 연

구환경의 제약 내에서 연구원들의 관심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팀을 꾸려나가는 문제가 어려웠고, 지금은 로봇공학이라는 분
야가 워낙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그에 처하는 것이 어렵습니
다. 세계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고 국부적인 상황에 흔들려서 
그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로봇이나 드론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하드웨어적

인 개선과 시스템을 운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능화가 함께 진
행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
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중점을 두지만, 실제 구현을 통해 적용 
가능한 이론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지능제어시스템연구실의 Aerial manipulation이나 multi-  

UAV collaboration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정립하
고 필요한 기술을 구현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구글 
등 정보통신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드론 분야도 
DJI 같은 회사에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지능화 기술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주제를 지속해서 찾아
내지 않으면 학 연구실의 역할이 점점 축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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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능제어시스템 연구실(Intelligent Control Systems 
Lab.)을 소개해 주신다면?

짧게 말씀드리면, 로봇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이, 실제적인 구현과 이론적인 
증명에 중점을 두던 기존 자동제어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히 
넓은 Grey zone에서 활약하는 연구실입니다. 위에서 연구 방
향과 융합연구의 필요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무인 시
스템에 한 창의적인 주제를 발굴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를 통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다양성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도 학사과정 전공 
분야가 기계/항공, 전기/전자, 물리, 바이오시스템 등 다양합
니다.

9. 중국의 DJI에 올해에도 새로운 드론들을 선보이며 상업적
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전 드론과 달
리 비교적 저가의 셀피 드론을 선보이며 드론 중화에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드론 
연구는 아직 산업 드론과 기술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의 드론 연구에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
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궁금합
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가의 개인용 드론 시장
은 DJI가 독점해 버린 상태이고, 중국이라는 배후를 둔 DJI의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모든 요소기술을 자체 보유한 기술경쟁력 
또한 한국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산업 드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고가의 장비나 
센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소기술을 새로 개발하여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저가의 드론 개발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들
을 차용하여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지만, 막 한 연구개발비가 기존 기술의 재구성
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중복성이나 추후 상용화에서의 
특허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비효용 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장은 생기지 않았고 큰 드론에 
적용하기에는 덜 성숙했지만, 드론 선도 업체들이 보유하지 않
은 기술을 긴 호흡으로 발굴하고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10. 최근 기사에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을 
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연구소에서 내
놓은 우수한 결과물을 바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교수
님께서 생각하시는 산학협력의 모델이 있으신지요?

산학협력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아쉬움에 의한 푸념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학이나 연구소를 보면, 연구과제 보고, 
회의, 연구비 관리, 각종 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이라는 본연
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
화에 관심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과제 계획서나 보고
서에서 기술이전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2년짜리 과제에서 개발
된 기술을 바로 이전하여 이윤을 내라는, 현실과 맞지 않고 피평
가자를 힘들게 하는 항목일 뿐입니다. 반면 기업에서는 인수
하고 싶어도 적절한 회사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연구재단에서 제안서 양식을 간소화하는 

점 등은 정말 환 하고 싶습니다. 학원생들, 교수들, 연구원
들을 좀 더 신뢰해서 (물론 위법행위 시 처벌은 확실히 하고)　
잡다한 일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고, 연구과제나 학
위과정 졸업요건 등에서의 정량적인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처럼, 많은 학생의 꿈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창업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기업에 성공적으로 인
수시키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1. 학생들이나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할 학생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요즘 딥러닝이 ‘뜬다’고 하여 연구실에 지원하는 거의 모든 
학생이 그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류에 휩쓸려서 내린 
결정은, 본인과의 적합성이나 그 분야에 한 애착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적/물리적인 이해, 프로그래밍/시뮬레이션, 하드웨
어 구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본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
다. 왜 이 분야를 하고 싶은지가 확실하면, 중간중간 힘든 일이 
생길 때 헤쳐나갈 끈기를 줍니다. 철학자 니체가 한 말로 신
하고 싶습니다. He who has a why to live can bear almost 
any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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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손창민 교수님(부산 , 기계공학

과)은 가스터빈의 핵심 기술인 <터빈 냉각설계> 분야의 성과
로 국기계학회(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항공
우주부문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항공우
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국 옥스퍼드 학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 롤스-로이스의 
전략연구소 항공 우주팀 팀장을 지낸 바가 있는데요. 2011년부
터 현재까지는 부산 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
다. 교수님의 이번 수상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 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에 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온 고압 작동환경을 고려한 터빈의 냉각설계와 성능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측정기법 개발 등이 주요한 연구 활동입니다.

2. 국기계학회 항공우주분야에서 2017년 최우수연구자상
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터빈 냉각설계 개선을 위해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방
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아
이디어”에 해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것에 매우 고무되었습
니다.

3. 선정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터빈 냉각시스템 설계에 많이 적용되는 다중유로 (Multiple 

Passage) 는 여러 개의 반경방향 유로를 U-bend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터빈 냉각설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반경방향유로에 다양한 열전달 촉진형상들 (tubulators) 을 적
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3차원형상을 가지는 냉각유로에서 U-bend의 최적설계
는 엔진제작사에서도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이웃한 두개의 
반경방향유로를 연결하는 U-bend는 유동방향을 180°전환해
야하는 형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압력손실이 발생합니
다. 더불어 3차원 터빈 날개 형상으로 인해 내부 냉각유로를 
흐르는 냉각공기는 매우 복잡한 유동특성을 나타냅니다. 극심
한 속도구배와 이에 따른 유동박리 형상으로 U-bend의 후류에 
배치된 냉각유로는 초기 설계시 가정되었을 균일한 유동이 유
입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목표를 만족하는 냉각성능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실제 냉각성능에 매우 민
감한 향을 미치는 U-bend 형상을 변수화 하고, 전산해석을 
이용한 최적화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을 제시하고, 제안된 형상에 한 성능시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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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
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연구 제안 당시는 전산해석이나 최적화 기법 등이 실제 엔진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던 시기 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설계방법과 그 결과에 한 기 와 적용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점이 어려움이었고, 이 부분은 관련 물리현상
에 한 이해와 활용된 기술에 한 확신으로 극복하고 연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도전적인 연구에 격려와 지원
을 계속했던 몇몇 동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5. 교수님께서는 논문을 집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
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가령 사실(fact)위주의 논문, 
미래지향적 논문, 결과 데이터를 중시하는 논문 등 어디에 
중점을 두시나요?

가스터빈 연구는 한국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선진 연구결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연구를 불가피하게 반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차별화하고자하는 점은 가능하면 실제 터빈의 형상과 
작동환경을 반 한 해석과 시험을 통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결
과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후발주자로서 추종적인 연구 활동에서 벗어나서, 도전적인 터
빈 설계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연구도 
논문을 통해 공유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 합니다.

6. 교수님께서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기사 중 가스터빈과 같이 
산업의 기본이 되는 기술에 한 독자기술이 필요하며, 4
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한국의 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
느 정도인가요? 

가스터빈은 학부 열역학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Brayton (또는 
Joule) 사이클을 구현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도 독
자기술을 확보를 위해 “발전용 고효율 형 가스터빈 개발사업 
(2013~2018)”의 주관 기관으로 두산중공업이 270MW 급 발전
용 가스터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항공용의 경우 국방과학연
구원 주관으로 “터보팬엔진 코어기술개발 (2015~2019)” 사업
을 통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인기용 장수명 터보팬엔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독자기술 확보는 국내 중공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

수적입니다. 가스터빈산업은 선진제작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운용기간이 20~30년 이상 되는 에너지 및 동력시스템
으로 서비스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윤 창출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더불어, 미래시장의 성장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기술력을 확보해 선진제작사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막 한 투자가 향후 개발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향을 미치
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에 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 기반이 되어야 4차 산업혁명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700765

7. 항공우주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듯한데요. 드론
기술, 무인항공시스템, 인공지능 등 다양하게 융합되어 지
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4차 산업에서 앞으로 
항공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점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까요?

시스템적 사고 (System Thinking)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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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핵심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 (Social Requirements) 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들(Enabling Technologies)을 네트워
킹 (Communication & Networking) 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연구자들도 사회
적 요구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로서 항공우주기술의 역할을 고
민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포함한 시스템
적 사고를 훈련하고 구현하는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항공기는 약 
23,000 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현재 미국내 드론은 
약 7,000,0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도 그 숫
자에 하나를 더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시스템을 변혁시킬 수 
있는 쪽에 더 많은 노력이 투자되어 차별화 될 수 있기를 기 합
니다.

8. 교수님께서는 롤스로이스의 전략연구소 항공우주팀 팀장
을 지낸 바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와 개발을 하셨는지 궁금
합니다.

전략연구소(Strategic Research Centre) 의 임무는 10~20년
을 내다보고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breakthrough and/or disturbing technologies) 에 한 
연구와 로드맵 개발이었습니다. 미래 항공우주 시스템으로 
Integrated Aircraft and Engine Concept 과 고고도 무인정찰
기에 한 독자연구 및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 고, 세부기술
로는 Smart Actuation 기술, 첨단 사이클 엔진기술, 제작 및 
측정기술들에 한 연구를 총괄하 습니다. 더불어, 미래 필요
에 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정에 한 혁신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수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9. 옥스퍼드 학 및 MIT, 캠브리지 학 등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시던데요. 향 후 추진하시고
자 하는 계획이나 연구진행 방향에 해서 궁금합니다.

세 학의 가스터빈관련 연구실과 협력을 통해 부산  학원
생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경쟁력을 고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원생들의 상호 장단기파견을 통한 
공동연구의 형태로 교류가 되고 있고, 더불어 교수 및 연구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앞서 이야기한 breakthrough and/or 

disturbing technologies 들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자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 습니다. 향후에는 이미 구축된 학 간의 
네트워크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
니다.

“도전”입니다. 국내에 막 독자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가스터빈
분야 연구개발은 앞으로도 힘든 여정이겠지만, 많은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한국 엔지니어들이 잘 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
내에도 도입될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F135 엔진은 부품수가 
850,000개에 달 한다고 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고부가가치 
공학의 산물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항공용 및 산업용 가스터
빈 개발사업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한 
축을 넉넉히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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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학원에서 석 박사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뚜렷한 전공 분야를 

살리지 못해 결국 해외로 취업을 고민하는 공 생들이 많아졌
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김규태 교수님(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가스터빈 엔진에서 발
생하는 열 음향 불안정성의 발달과 난류 화염의 복소응답의 
연관성을 세계최초로 규명하 으며, 최근 카이스트 조교수가 
되셨는데요. 교수님의 GE에서의 업무와 한국에서의 조교수 생
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 분야에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항공 엔진 및 발전 가스터빈 엔진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

(Combustion instability)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소 불안정은 비정상상태 난류화염과 시스템의 음향장이 공진 
결합하는 현상으로, 시스템 내부에 매우 높은 진폭의 압력 섭동
을 발생시켜 하드웨어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연소 불안정 
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메커니즘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관련논문: Kyu Tae Kim, Combustion instability feedback 
mechanisms in a lean-premixed swirl-stabilized combustor, 
In Combustion and Flame, Volume 171, 2016, Pages 137-151, 
ISSN 0010-2180,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1021
8016301225

2.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제너
럴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GE와 같은 세계적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취업과정과 업무에 해서 궁
금합니다.

GE는 거  기업으로 내부에 여러 하부 조직이 존재합니다.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은 GE Global 

Research Center (GE GRC), GE Power, GE Aviation, 또는 
GE Oil & Gas 등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GE GRC에서 GE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GE GRC는 GE의 중앙연구소로 선도형/
미래형 연구를 수행하거나, GE Aviation, GE Power와 같은 
GE Business 들과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GE는 근본적으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현재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즉, 학위 전공 분야
와 GE에서 원하는 세부분야가 잘 맞아야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요즘 같은 경우 전통적인 엔진 기술에 인공지능과 
Data Analytics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을 갖고 계신다면 취업
이 쉬울 것입니다.
제가 GE에서 담당했던 업무에 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는 GE GRC에서 GE Aviation의 LEAP 엔진, GE 9X 엔진
과 같은 항공 엔진 연소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주로 고온
/고압/고유량의 연소실험, 실험설비 운 , 데이터 분석과 관련
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GE GRC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GE Power로 이직하 고, GE Power에서는 발전 가스
터빈 엔진 연소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Full-scale 테스
트와 1차원/3차원 음향 모델링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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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회사업무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예상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언어에 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꾸준히 노력은 하 으나 크게 향상하기 힘들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시 생각해 보니, 사실 제가 GE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어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전공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
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노력도 꾸준히 하면서,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해외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과 카이스트 교수 생활은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차이는 뭐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GE에서의 일들이 힘든 점들도 많았습니다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었습
니다. 그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저 스스로가 공학
자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
고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거  규모의 엔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제 일은 GE에서의 일과는 매우 많이 달라졌습

니다. 카이스트에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전수
하는 과정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초보 교육자로서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직은 시간과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카이스트에 온 지 네 번째 학기인데,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 느낍니다. 특히, GE에
서의 실질적인 경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매우 유용함을 
느낍니다.

5. 해외에 취업 또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박사급 학원생
들에게 조언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얻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새로 얻게 될 것이 
포기해야 할 것에 비해 더 좋은 것이라면,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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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성의 문제로 여러 기업이나 연구소들

이 이를 체할 연구를 끓임 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
자의 최신 스마트폰에서 촉발된 발화 사건으로 더욱더 배터리
의 안전성에 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매우 시끄러운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헤나에서 추출한 염료를 이용해 친환경 리튬이
온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문정(POSTECH) 교수
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주홍색 연료인 ‘라우손(Lawsone)'
을 차세  리튬전지의 양극재로 적용하는데 성공하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용화된 리튬전지에 사용되는 무기 양극재(Lithium 
Cobalt Oxide)는 가격이 비싸고, 해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
로 쏟아져 나올 리튬전지 폐기물의 환경오염문제가 큰 문제로 

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인체의 문신 
및 머리 염색에 사용되는 헤나 잎을 이용하여 친환경 전지를 
구동하는 데 성공하 습니다.
지난 5천 년간 인류가 머리카락의 염색 혹은 문신용 염료로 

흔하게 사용해온 Law one이라는 염료는 헤나라는 식물의 잎에
서 추출하는 친환경 염료입니다. 이를 리튬전지 전극재로 최초
로 사용하여 우수한 전지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에
너지원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 고, 
위 언급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
다.

헤나의 경우 1kg에 수천 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이로 인해 현재 
전체 리튬전지 가격의 44% 정도를 차지하는 양극재의 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값싸고 흔하게 얻어지는 물질을 발굴하 다는 점에서 미래 녹
색 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충·
방전 용량이 상용화된 Lithium Cobalt Oxide의 두 배에 육박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진이 개발한 친환경 유기 양극재는 1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
며, 이는 유기물이 낮은 전도도를 보인다는 통념을 깨고 무기 
전극 소재 수준으로 빠르게 리튬을 충·방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 결과입니다. 용량 및 충/방전 속도의 향상
은 차세  리튬 이차전지의 핵심기술로써 국내 리튬 전지 소재 
및 핵심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유기 양극재
의 분자 구조 및 배열을 제어하여 그 전기화학적 특성의 향상한 
최초의 연구 사례를 보고함으로, 초기 연구단계 수준인 유기물 
기반의 리튬전지 연구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까지 포함하
고, 이 분야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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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발화, 
폭발 등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차세  전지로 기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식
물을 이용한 리튬이온배터리는 폭발과 발화는 적지만 수명 
면에서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가요?

본 연구진이 보고한 Lawsone을 양극으로 하는 리튬 전지는 
280 mAh·g-1 의 방전용량과 (이론 용량의 99%에 해당) 644 
Wh·kg-1의 높은 에너지 도, 0.5 C 충방전 조건에서 1000 
cycles 이상의 긴 수명, 그리고 5 C의 빠른 충방전속도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다른 유기 양
극재 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LiCoO2 양극 (140 mAh·g-1, 520 
Wh·kg-1)과 비교하 을 때 매우 두드러진 성능 향상에 해당
하며, 이러한 결과는 Lawsone 분자의 독특한 2차원 평면 형태
로의 분자배열(Molecular Packing)에 기인하며 이를 통해 
Lawsone 분자의 인접한 산화환원 활성 부위의 p오비탈 중첩이 
극 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Lawsone분자는 다른 합성된 퀴
논 분자들보다 수백배 이상 향상된 전기전도도 및 이온전도도
를 가지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수한 전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과거 일본과 미국 연구진은 딸기와 호두의 추출물을 이용
해 리튬이온전지의 전극으로 활용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
습니다. 교수님 연구에서 개발하신 기술은 일본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거에 연구된 딸기와 호두의 추출물 기반 유기 양극재는 “친
환경 리튬전지” 연구를 개척하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기물 기반 전극 물질
(Quinones)은 그 이온/전기 전도도가 무기 전극 소재보다 확연
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좋은 전지 특성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유기 
전극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고된 종류도 손가락에 꼽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은 확연히 떨어져, “가능성을 보 다.” 정도의 
의미만 갖습니다. 이에 비교해 본 연구진의 헤나 잎에서 추출한 
Lawsons 물질의 경우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
는 연구결과입니다.

4. 현재 이 기술의 산업적 응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며, 구체
적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국내 및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후 관련 분야 기업체와 기술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
다. 응용 분야는 리튬 이차전지이고, 특히, 무기 전극 소재에 
비해 도가 작기 때문에 용량 전지의 무게를 줄이는 등 긍정
적인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소자의 전지
에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5. 최근 낮은 원가의 중국 기업과 경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배터리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연구 중 극복해야
할 과제나 현재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부분의 유기전극 소재는 충·방전 과정 중 음이온성 중간체

로 변하면서 전해액에 잘 녹아 나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입
니다. 그 때문에 Long Cycle 특성을 얻기가 매우 Challenging 
하구요. Lawsons 물질의 경우는, 분자 간의 강한 Molecular 
Packing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
기전 극소 재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싼 인건비가 크게 이득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습
니다.

6.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물리학회(APS)가 주는 ‘딜런 
메달’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06년 일본 교토

겐지 우라야마 교수에 이어 교수님께서 두 번째라고 하
시는데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매년 
APS에 참석해 왔고, 소위 말하는 Rising Star 교수들이 딜런 
메달을 받는 것을 보고 막연히 멋있어만 보 지, 제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텍 부임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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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전도성 고분자전해질 소재에 관한 연구 역량이 점차 쌓여가
고, 이 분야 전 세계 Leading Group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욕심이 들었던 것 같고, 운 좋게 
여러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수상의 예를 안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학회에서 주는 상을 미국 학에 재임하고 있지 않은 
외국 교수가 수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많은 해외 석학
분들께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7. 지금 하고 계신 연구들도 많으시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연구진행 방향 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디자인하고 합성하는 일을 집중해
서 수행 중이며, 이러한 고분자 소재 내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경로를 수옹스트롬 단위에서 이해하려는 Fundamental 한 연구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을 상 로 쉽게 설명할 때 폐된 
공간의 방귀를 예로 들어요. 일반적으로 기체는 1초에 약 500m 
이동합니다. 메탄가스인 방귀 역시 이론상 1초가 지나면 바로 
냄새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기체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무작위 운동을 하므로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코에 닿기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옵니다.
모든 전지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고 전류는 전

해질 내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생깁니다. 이온 역시 
무작위 운동을 하죠. 전해질 내 이온의 무작위 운동은 전지의 
효용 면에서 볼 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연구는 
고분자 전해질 분리 막을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지름길로 만들
어 전지의 효용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 연구는 모든 전기화학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을 토 로 리튬 

배터리를 만든다면 제조 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용량은 
4배 이상 높일 수 있죠. 이러한 고분자 전해질 소재가 연료전지, 
이차전지, 고분자 액추에이터, 화학 센서 등 다양한 전기화학 
디바이스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원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원천기술 확보는 매우 의의가 높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분자 소재는 그 응용분야가 방 하고, 이미 산업적으로 

량 생산이 가능한 올레핀 수지에서부터,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온 전도성 소재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분야 연구가 다른 재료 화학 분야보다 진척
도가 느리지만, 가져올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
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휴 폰 배터리를 완전
히 교체할 수 있으며, 휘발유 기반 자동차를 모두 이차전지기반 
전기차로 체할 날도 머지않은 미래에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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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반사형 디스플레이에 해 알고 계시나요? 반사형 디스플레

이는 별도의 광원 없이 외부의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밝으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인
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실리콘의 이중 자기공명 
현상을 이용, 휴 폰 플래시 같은 간단한 조명으로도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메타홀로그램을 구현하신 분이십니다. 
노준석(포항공  기계공학과)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1. 현재 하시고 계신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포항공  나노스케일 포토닉스 및 통합생산 연구실

(photonics.postech.ac.kr)에서는 빛과 물질의 상호 작용을 나
노 수준에서 연구하는 나노광학과 관련된 이론 및 실험 분야에 

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타물질이란 분야를 집중
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메타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
는 새로운 광학적, 전자기적, 음향학적, 역학적 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광학 및 전자기 
메타물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응용 분야로는 
투명망토, 음굴절 물질, 초고해상도 광학렌즈, 초박막형 렌즈 
및 홀로그램 디바이스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타물질을 제작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나노 공정 및 나노 생산
공학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기존 홀로그램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홀로그램은 공간 광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 
SLM)을 이용하여 공간 상에 홀로그램 이미지를 띄우는 기술입
니다. 이러한 기존의 홀로그램 픽셀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고 각 픽셀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
한 전통적인 홀로그램 기술과 다르게, 메타홀로그램은 픽셀의 
크기가 수백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분해능을 수백배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 노이즈 없이 더욱 선명한 홀로그램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 더 정교하게 위상 정보를 인코딩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

다. 또한 무엇보다 메타홀로그램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수십 나
노미터의 나노 구조 만으로도 홀로그램 이미지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박형, 초소형 디바이스로의 응용가능성이 있습니다.

3. 메타홀로 그램 개발의 주안점 및 응용에 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메타홀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왔는
데요, 그 가운데 크게 금속을 이용한 경우와 유전체를 이용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속을 이용한 메타홀로그램의 경
우에는 높은 굴절률과 반사 특성으로 인해 매우 얇은 두께 (약 
수십 나노미터) 구조로도 메타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동시에, 단파장 가시광선 역에서는 (예를 들면 초록
색, 파란색 역) 작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유전체를 이용한 가시광선 홀로그램 연구가 진행되
어왔는데, 그 중에 산화타이타늄을 이용한 메타홀로그램이 각
광을 받았습니다. 산화타이타늄은 가시광선 전 역에서 손실
이 거의 없지만, 굴절률은 2-3정도로 많이 크지 않아서 나노 
구조로부터 산란된 빛이 원하는 위상차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는 (즉 빛을 어느 정도 오래 가두어두기 위해서는) 높이가 
600nm 이상인 나노 구조를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산화
타이타늄을 사용하게 되면 나노 공정이 무척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공정 비용도 수 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리콘을 이용하 고, 위
에 언급한 이중 자기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빛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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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가두어 둘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비교적 낮은 높이의 
나노 구조로도 (150nm-200nm 수준) 메타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과 효율 2가지 관점에서 실리콘 기반의 메
타홀로그램은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질 실리콘 
메타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반사형 푸리에 홀로그램과 
이미지 홀로그램을 구현하 고, 특별히 이미지 홀로그램의 경
우에는 편광에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휴 폰 불빛을 
비춰도 선명한 홀로그램 이미지를 관측하 습니다. 또한, 가시
광선 전 역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 습니다. 이러한 장점
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  에코 디스플레이 기술로 여겨지는 
저전력 반사형 디스플레이 또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 기술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메타 홀로그램의 국내외 동향을 알려주세요. 
현재 메타홀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원천 기술 연구와 실용화 

연구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홀로그램 원천 기술
이 가장 앞서있는 미국 Harvard 학교의 Federico Capasso 
교수팀은 최근에 편광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편광 의존 푸리에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하 습니다. (Phys. 
Rev Lett. 118, 113901 (2017)) 현재까지 개발된 푸리에 홀로
그램의 경우에는 우원편광/좌원편광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미
지를 띄웠던 반면에, Harvard 학교 연구팀의 경우에는 기하 
위상 및 진행 위상의 개념을 동시에 이용해 편광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홀로그램 디바이스를 개발하 습니
다. 또한 메타홀로그램을 이용한 실용화 연구와 관련되어서는 

국 Birmingham 학교의 Shuang Zhang 교수팀이 매우 활발
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Shuang Zhang 교수 
연구팀은 금속-유전체-금속 구조의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세
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반사형 홀로그램을 구현하 고 (Nat. 
Nanotechnol. 10, 308, (2015)), 2017년에는 비선형 광학 현
상을 이용해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암호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습니다. (Nano Lett. 17, 3171, (2017)) 또한 최근에
는 고스트 이미징 기법을 이용해서 암호 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암호화 홀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 습니다. (Sci. 
Adv. 3, e1701477, (2017))

5. 연구의 극복해야 할 과제와 현재의 문제점이 있으신지? 
메타물질이 활발히 연구되어 온 지 어느덧 15년이 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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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현재까지는 메타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물리 현상에 관
련된 연구가 실험실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렇
게 개발된 원천 기술이 실제 우리 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돕는 실용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
물질의 재료 선정에서부터 나노 공정 방법 등을 고려한 총체적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산화타이타늄을 이용한 메타홀로그

램 디바이스를 제작하려면 원자층 증착 기술을 사용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자 진행된 연구가 저희가 진행했던 비정질 실리콘 기반의 홀로
그램입니다. 실리콘을 이용하게 되면 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한 
디바이스보다 효율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공정 단가는 1/10 또
는 1/20 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만 연구팀
에서는 질화갈륨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고 공정 단가는 
낮은 메타홀로그램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현재 모든 홀로그램 소자는 전자빔 리소그래피 기술
에 기반해서 제작이 되고 있어서 공정 비용이 매우 비싸고 제작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량생산 나노 공정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앞으로 연구방향 및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포항공  나노스케일 포토닉스 및 통합생산 연구실에서는 나

노 광학 및 생산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
다.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연구 방향을 구분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차
원 메타물질의 근본 물리 현상과 설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는, 3차원 메타물질의 근본 물리 현상과 설계에 관한 연
구입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세포를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
로 관찰할 수 있는 초고분해능 이미징 기술을 위한 하이퍼볼릭 
메타물질 기반의 하이퍼렌즈, 빛을 회절한계 미만으로 집속할 
수 있는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위한 하이퍼볼릭 메타물질 기반
의 나노공진기, 손 칭성 특성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칭 
디바이스 등과 같은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메타물
질을 디자인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원 메타표면 기반한 새로운 물리 현상 규명 
및 응용 기술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2차원 형태
로 이루어진 메타표면에서 발생하는 비선형광학 특성, 강한 광
자 스핀홀 효과, 인공 환상체 쌍극자 생성 등의 새로운 물리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했던 

유전체 기반의 메타홀로그램, 컬러 프린팅, 초고해상도 센서 
등과 같은 응용 기술 또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물질의 실용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현재의 메타물질을 비롯한 나노구조는 제작하기
가 극히 어렵고 제작효율이 극히 낮고,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노가공 및 나노생산공
학과 관련된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정  전자
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20nm 미만의 정렬 오차를 갖는 3차원 
나노 가공 기술, 근접 플라즈모닉을 이용해 초고속/ 면적 나노
패터닝이 가능한 플라잉 헤드 리소그래피, 면적 나노패터닝
을 위한 나노임프린팅, 자기조립체/나노파티클 기반의 메타물
질 합성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실에
서는 위의 3가지 연구 분야를 집중하면서, 동시에 3가지 연구 
분야를 융합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
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세포를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파장의 
10분의1 정도의 생체물질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면적 
하이퍼렌즈 플랫폼 및 이미징 기술, 패리티-시간 칭 붕괴 
현상에 기반한 소용돌이 빔을 발진할 수 있는 나노레이저, 복제
가 불가능한 메타홀로그램 기술, 비전통적인 바텀업 공정에 기
반한 전방향에서 음굴절 및 강한 손 칭성 특징을 보이는 등방
성 3차원 메타물질 등과 같은 도전적이면서 메타물질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 학원생들)에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즐겁게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연구는 9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99번 실패하는 동안 좌절하거나 괴로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안되었으니 내일은 이렇게 또 해보자!” 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연구를 한다면, 99번의 실패가 즐거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으로 인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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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인터뷰

* 아래 인터뷰는 위탁사업의 결과로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
(AURIC)에서 작성하 으며,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1.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전산역학(Computational Mechanics) 분야 중에서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에 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Computational Mechanics는 물체의 움직
임이나 힘에 관한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서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이미 기계, 항공, 건설 등
의 분야에서 제품의 설계나 시뮬레이션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Computational Mechanics 분야에서는 최근 Multi-physics 
문제를 푸는 것이 큰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문제들을 서로 엮어서(coupling) 함께 풀어내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FSI도 각각의 운동방정식에 의해 
기술되는 유체와 고체가 함께 엮여 있다는 측면에서 
Multi-physics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 고정된 Domain에서 
유체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이었다면, FSI는 움직이는 구

조물과 유체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표적
인 예로 팽창-수축하는 혈관 내의 혈류나 바람에 의해서 회전
하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이 있습니다. 

저는 Computational Mechanics의 한 갈래인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중에서 안정화된(Stabilized) 멀티
스케일(Multiscale) 유한요소법에 기반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슈퍼컴퓨터(High Performance Computer, HPC)를 
활용하여 큰 사이즈의 FSI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산해법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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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표 논문 및 연구실적을 소개해 주세요.
연구실에 처음 합류하여 했던 일은 혈류 해석에 관한 Outflow 

경계조건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성과는 Book chapter
와 학회를 통해 소개 하 습니다.

J. Kwack, S. Kang, G. Bhat, A. Masud, “Time-dependent 
Outflow Boundary Conditions for Blood Flow in the 
Arterial System,” Advances in Compuational Fluid 
-Structure Interaction and Flow Simulation, Springer, 2016.

S. Kang, J. Kwack, G. Bhat, A. Masud, “The Outflow 
Boundary Conditions for Blood Flow in the Arterial 
System: Application to Patient Specific Models, ” PACAM 
2015, May 2015, Champaign, Illinois, US.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체역학에 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방정식과 거동을 이
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는 주로 철골이나 콘크리트 등 고체 물질에 해서 공부하고 
실무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유체에 관한 방정식, 경계조건, 물
성 등 모든 것이 생소하 습니다. 단순한 문제부터 해석 해 보
고, 교수님이나 연구실 선배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유체에 
해 점점 감이 생기고 경험이 쌓여 갔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
에서 개설하는 유체역학 수업들을 통해 이론 공부를 병행하면
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Frame- 

work를 이해하고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데에 있었습니다. 코드
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별다른 왕도가 없이 
많이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유도
된 식과 코드를 비교해 보고, 디버깅(debugging)하는 과정에
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체 시뮬레이션 문제
는 주로 사이즈가 크고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병렬컴퓨팅
(Parallel Computing)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
음에는 병렬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역시 
컴퓨터 공학과에 가서 Numerical Analysis, Parallel Pro- 
gramming 수업을 들으면서 컴퓨팅과 병렬 프로그래밍에 해 
공부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를 소개

해 주세요.
저는 현재 일리노이 학교 토목공학과(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의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지도교수는 Arif 
Masud 교수님으로 현재 Structural Engineering 부문의 학장
이자, Mechanics 교수님들 중에서는 가장 고참 교수입니다.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는 FSI, Freesurface Flow, Composite 
Material 등 유체와 고체 시뮬레이션 기법에 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Multiphysics 문제를 풀 수 있는 안정
적인 전산 기법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실 구성원들은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쿠웨이트에서 
온 학생들로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5. 연구 활동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신적이 있으시다면?
토목공학과 내 구조 분야에서 유체를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

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토목 구조 분야의 연구에서 아직 유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자연 재해나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노이 학교에 있는 Blue Waters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량이 커서 선/
후처리나 전송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점은 다소 불편하지만, 
랩탑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슈퍼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박사과정에서의 이런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Computational Mechanics는 오래된 분야이기도 하지만 현재

에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수학
과 컴퓨터 이론에 닿아 있고, 또 산업적으로 적용 분야가 넓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Computational 
Mechanics 분야가 가진 매력이자 보람입니다. 앞으로 시뮬레
이션에 기반한 엔지니어링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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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신다면?

Computational Mechanics는 전산수학이나 구조역학, 슈퍼컴
퓨터(HPC)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일을 하기 때문에 
텐서 연산이나 유한요소법 등에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코딩 측면에서는 C/C++, Fortran 등의 언어를 사용해본 경험
이 있으면 좋고, MPI/OpenMP에 한 지식이 있으면 병렬 컴퓨
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열거한 항목들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학위과정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7.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현재 개발된 FSI 기법에 이류확산(Advection-diffusion) 현

상과 다공성 고체(porous media) 해석법을 결합하여, 유체와 
고체 내에서 물질의 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 확산, 
해양구조물, 혈관에 투약된 약제의 흐름과 흡수, 셰일가스 층 
내의 기름 추출 등 다양한 유체 문제에 해 적용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는지?
U.C. San Diego의 Yuri Bazilevs 교수는 Computational 

Mechanics 분야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는 연
구자들 중에 한명입니다. FSI와 관련해서는 “Isogeometric 
fluid-structure interaction: theory, algorithms, and 
computations”  논문을 보고 공부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습니
다.

9. 본인 저서 리스트(서명, 년도, 저자, 권호, 출판사, URL)
논문 및 저서
[1] J. Kwack, S. Kang, G. Bhat, A. Masud,

“Time-dependent Outflow Boundary Conditions for Blood 
Flow in the Arterial System,” Advances in Compuational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d Flow Simulation, 
Springer, 2016.

[2] H. Park, S. Kang*, K. Choi, “Analytical model for 
shear strength of ordinary and prestressed concrete 
beams,” Engineering Structures, Vol. 46, Jan. 2013, pp. 
94-103. *Corresponding author.

학회 발표
[1] S. Kang, J. Kwack, G. Bhat, A. Masud, “The Outflow 

Boundary Conditions for Blood Flow in the Arterial 
System: Application to Patient Specific Models, ” PACAM 
2015, May 2015, Champaign, Illinois, US.

[2] S. Kang, J. Hong, S. Lee, “Seismic Behavior of a 
Medium-Sized Dome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hell and Spatial Structures 
Symposium 2013, 23-27 Sep. 2013, Wroclaw,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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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인터뷰는 위탁사업의 결과로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
(AURIC)에서 작성하 으며,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1.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주세요.
건축회사에 다니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시절 전국 여러 지역

으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항상 이사가 쉬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크기의 차이는 있었어도 내부구성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되어 여러 나라로 봉사활동을 
다닐 기회가 생겼는데, 그 때,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지역마다 
이질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평면, 마
감, 생활방식에 따른 가구, 입구 및 중심공간의 성격, 방의 공간
적 비례 등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과연 
건축에서 환경과 시 에 따라 변하는것과 변하지 않는 것, 즉 
지속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학부 졸업후
에 전봉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국의 주택을 상한 연구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택
역사를 공부하면서 해방 이후에 재료, 구축방식 및 미장 등이 
바뀌었지만 평면상 공간구조는 유지되었음을 확인하 고 거실
중심형 평면이 한국주택에서 유지된 동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
게 되었습니다. 중심성을 이해할 때 서양의 이상도시나 동양의 
'주례고공기' 도성계획을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중심공간이 있고그것을 보조공간이 둘러싸며 중심
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타
나는 이러한 공통적인 현상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
인 욕구나 필요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시 , 지역, 용도에 따라 건물은 기본적으로 서로 이질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질적인 것들을 융화시키는 공통적 속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속가능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저의 
연구 관심사입니다.

2. 본인의 표 연구나 참여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 Wongi Su, Eda Yeyman, Shuang Zhang, Esthetic Matters 

(Asset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Design, 2015), pp.138-145 

근 건축에서 장식, 디테일 등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노동자
의 품삯이 오르게 되고, 량생산을 통한 마감방식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 
수작업으로만 가능했던 것이 3D 프린터 등 혁신과 공정자동화
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 생산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시금 
다양한 스케일의 장식, 디테일이 있는 건물을 제안하 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 를 위한 이 건물에서 장식은 근  이전의 건물
처럼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본 디자인은 건물전체가 
주는 이미지적 효과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의도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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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Ho Jin, Yongjae Kim, Wongi Su, Re-Imaging Penn 
Station, suckerPUNCH, 2016
새로운 뉴욕 펜실베니아 기차역사를 제안할 때 주목한 것은 

기차역의 구성의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기차역은 전면부 기
차역사와 후면부 탑승공간 두 개 요소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둘이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철거된 옛 펜스테이션 
건물은 기차역사와 유리로 덮인 탑승공간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뉴욕에 필요한 고 도의 공
간을 제공하는 한편, 통합된 내부의 큰 원형공간을 계승함으로 

도가 높은 기공간에서 길찾기가 수월해지며, 개방감을 제
공하는 기능적 역할 또한 의도하 습니다.

- Tom Wiscombe Architecture, “New Main Museum in 
downtown Los Angeles reveals 'Beta' plans — and focus 
on art in L.A.”, LA TIMES, 2016.6.30

설계스튜디오 지도교수 던 톰 위스컴브 교수와 방학동안 함
께 일하면서 LA 도심의 오래된 은행건물 및 주변건물의 내부 
및 옥상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 습니
다.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거기에 새롭게 덧붙여 지는 요소의 
조합으로 어떻게 건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서양 근현  건축이론과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학을 시작하 기 때문에 디자인을 모방 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현재 어떤 건축이론의 토 위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가 불명확했고, 따라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 스튜디오 중심의 건축설계 전공이었
지만, 건축이론전공 학생들에게 개설되는 건축역사, 이론수업
에 참여하여 이론적 부족함을 보완하 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를 소개
해주세요.

서울 학교 건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거쳤습니다. 학
부 때 전봉희 교수님 수업에 매료되어 건축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정 건물, 건축가의 시 별, 지역별 의의를 밝혀 
주실 때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석하
는 눈을 기르고 싶어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건축사 연구실에서는 당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

습니다. 한옥의 현 화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역사교육을 어떻
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건축 박물관의 내용물 구성용역` 
등이 있었는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과거의 건
축적 유산/ 개념/ 생산방식을 현 사회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바꿀 것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Penn에서는 Tom Wiscombe 교수님과 가장 교류가 많았는

데, 그는 건물을 바닥, 벽, 지붕 등의 분리된 요소나 위계로 분석
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건축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공간구조를 계승함으로 과거와 연결점
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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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활동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면?
역사적 흐름과 이론적 맥락 안에서 건축물을 해석하고 설계에

까지 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고민했던 것을 
몇 십년 이상 사용될 실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이론은 실용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건축가에게 필수적입니다. 새로
운 디자인을 비슷하게 모방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
로는 자신의 건축을 한다고 하기 힘들 것입니다. 설계 뿐 아니라 
건축역사와 이론에도 관심을 갖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Herzog de Meuron의 'Natural 
History'나 Rem Koolhaas의 'S,M,L,XL' 와 같은 책을 낼 수 
있는 건축가 그룹이 나오기를 기 합니다.

7.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GreenbergFarrow 설계사무실에서 248 Duffield Street 

project, Zhuhai Hengqin Oriental Green Island Mixed-use 
Project에 참여하 고, Pabst Harlem project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을 리모델링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서 보존과 개발 두 역의 조화를 생각하게 되고,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한 질문에 한 답을 실제상황에서 
실험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6/11/06/realestate/apartments
-with-old-world-charm-for-rent-in-downtown-broo
klyn.html

8.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 Claude Perrault, Ordonnance for the Five Kinds of 

Columns (Santa Monica: Getty Center, 1993)

우주의 질서를 형상화하려고 했던 기존의 건물을 바라보는 
형이상학적 인식 신, 의사이자 과학자 던 저자는 새롭게 
두되던 과학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Vitruvius의 ‘'De 
Architectura'’를 비판적으로 수용하 습니다. 변화된 인식에 
맞게 과거의 건축물과 건축이론을 점검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
니다.

- Go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전세계의 다양한 건축물이 소개되고, 고고학의 발달로 과거에 
생각했던 이상적 건축관과 실제 고 건축물 간에 괴리가 발생
하던 시기에 Semper는 무너져가는 고전주의 건축 패러다임 

신 모든 건축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론을 제시하 습
니다. 건축물을 요소로 나누고, 각 역 안에 가능한 모든 사례
를 조사하고 포함하려고 했던 저자의 치 함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9. 본인 저서 리스트(서명, 년도, 저자, 권호, 출판사, URL)

- Wongi Su, Eda Yeyman, Shuang Zhang, Esthetic Matters 
(Asset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Design, 2015), pp.123-30

- 서원기, 전봉희, 해방이후 거실중심형 주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 회 논문집, 2010, 
pp. 85-94

- 서원기, 전봉희, 해방이후 거실중심형 주택의 형성과정,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2009, pp. 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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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인터뷰는 위탁사업의 결과로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
(AURIC)에서 작성하 으며,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1. 본인의 연구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동건축 학 김창수라고 합니다. 동

료, 선후배 연구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광입니다. 신진연구자로서, 간단히 저와 제 연구를 소개드립

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건축학이 분리되기 전에 학부를 다녔습니다. 

원래는 건축학에 좀 더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지만, 구조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는 생각에 건축공학전공으로 

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어느덧 구조전공자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사 때는 모멘트저항골조의 내진설계를 주제로 연
구하 고, 박사 때는 고강도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를 주제로 
연구하 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기업 연구소에서 프리
캐스트콘크리트(Precast Concrete, PC)구조 등에 한 현장지
원 업무와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연구경험을 바탕
으로, 고성능 합성구조, 현장타설콘크리트채움 부분 PC구조, 
그리고 이를 혼용한 프리캐스트 합성구조에 해 연구하고 있
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현재는 단기 및 장기거동, 
그리고 내진성능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거동예측이나 
설계 관련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표 논문 및 연구실적 소개
[1] Chang-Soo Kim, Ho-Jun Lee, Chan-Kyu Park, 

Hyeon-Jong Hwang, and Hong-Gun Park (2016). “Cyclic 
Loading Test for Concrete-filled Hollow PC Columns 
produced by using New Fabrication Method.”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04016212-1-13.

[2] Chang-Soo Kim, Hong-Gun Park, In-Rak Choi, and 
Kyung-Soo Chung (2016). “Effect of Sustained Load on 
Ultimate Strength of High-Strength Composite Columns 
Using 800-MPa Steel and 100-MPa Concrete.”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040161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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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ng-Soo Kim, Woo-Young Lim, Hong-Gun Park, 
and Jung-Keun Oh (2016). “Cyclic Loading Test for 
Cast-in-place Concrete-filled Hollow PC Columns.” ACI 
Structural Journal, 113(2), 205-215.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Engineering)은 “함께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Process)”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라는 것 역
시 연구개발, 설계, 구조, 시공, 운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전체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이기에, 연구결과가 학문적으로나 실용
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누군가와 함께 이러
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분야나 관심사항이 다르기에 이견은 늘 발생하고, 건설적 

토의 및 토론의 과정에서 제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거나, 제 의견
이 틀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연구에 한 책임감
과 의욕이 저하되고, 심지어 회복하지 못할 만큼 자신감이 떨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크게 한번 자신감을 잃은 경우
가 있었는데, 어느 선배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너의 연구는, 전 세계에서 네가 제일 잘 
알고 네가 최고다.” 근거 없는 다독임일 뿐이지만, 큰 힘이 되었
던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솔직해 보면, 종종 정말 모르는 것 또는 정말 하지 못하

는 것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 연구소에 있을 때
는 학생 때보다 훨씬 큰 관점에서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지기에, 
이런 경우가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아이가 길 
한가운데에 있는 큰 돌을 치우려 혼신을 다했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난 최선을 다했
지만 치우지 못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
니,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해내기엔 충분히 버거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아
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넌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
하지 않았잖아...” 당연히 도움을 주는 연구자가 되어야겠지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 소개
저는 서울  박홍근 교수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하

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내진관련 실험/해석/설계연구 결과를 토
로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셨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ACI(미국콘크리트학회) 논문상 2회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편, 서울  건축구조시스템연
구실은 1998년부터 건축구조 해석 및 설계, 콘크리트 공학, 내
진설계 관련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RC구조, 합성구조, PC
구조, 강구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엔지니어의 
요구를 적극 반 한 기술개발 및 연구결과의 실용화에도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2012년 10월부터 삼성물산 상품기술팀(기술연

구소)에서 근무하 습니다. 건축구조물 및 플랜트구조물에 
한 연구엔지니어로서 여러 국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우수한 동료 연구원들 및 엔지니어들로부터 현장지식
을 배움으로써 식견을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2015년 3월부터 중국 산동건축 학에서 부교수로 재

직 중입니다. 산동건축 학은 산동성의 수도 제남(Jinan)시에 
위치한 종합 학이며, 제가 속한 산동건축 학 공정감정가고 
연구소(Shandong Provincial Key Laboratory of Appraisal 
and Retrofitting in Building Structures, 1992년 설립, 소장 
张鑫 [Zhang Xin] 교수님)는 구조물 이동 및 보수보강 분야에
서 상당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곳입니다 .(매년 600개 
이상의 관련 실무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 세계최  [15층, 3.5
만톤] 및 중국최장 [28km] 구조물 이동 기록보유, 교수 26명 
포함 총 80여명 근무, 중국국가인증 보수보강분야 A급 연구소, 
2014년 중국국가기술발명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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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활동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
논문 게재든 현장 적용이든 연구성과만큼 연구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없을 듯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로
서의 마인드 변화를 스스로 체감할 때 나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구 초년생일때만 해도, 교과서가 최선의 정답이 아닐 수 있

고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
니다.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물론 바뀔 수 있지만 저의 연구결과
가 설계기준에 반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참 앞에서 방향을 
알려주시던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서 오히려 저에게 질문 주시
고 도움 요청하는 것을 낯설지 않게 여기게 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연구자의 마인드를 갖춰가고, 어떤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 점점 역할 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
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 

일반건축구조를 전공하고 있어, 특별히 드릴만한 조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길을 가든 파이팅 하라고 응원드리
고 싶습니다.

7.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많은 연구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연구자로서 한 분야를 집중연구해 확실한 전문
분야를 가지는 것만큼이나, 동시에 새로운 연구분야를 경험하
고 선도하고 싶다는 생각 역시 늘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조를 연구하다 보니, 재료자체에 한 관심도 생기고 
다양한 시나리오상에서의 구조거동도 관심가게 됩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간 가교로써 역할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
고 여러 기회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8.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
특정 연구자의 연구내용이나 구체적 논문내용보다는, 제가 

연구자/공학자로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교수님이신 박홍근 교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주제를 하는 관점, 풀어가는 방식, 공동연구자들과 소통
하는 방법 모두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학생
들의 물음을 함께 고민해 주셨고, 명확한 이해를 주셨으며, 충
분히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참을 풀지 못해 고민하던 문제를 어렵게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 A4 용지에 관련 연구아이디
어를 직접 스케치해서 공유해 주시던 모습에 늘 감사했습니다.
전문연구자는 아니지만, 삼성물산의 유 기 차장님도 소개드

리고 싶습니다. 전문연구자만큼이나 연구에 관심이 지 하셨
고, 항상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가셨
으며, 늘 다른 엔지니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셨습니다. 
특히 컴퓨터보다도 훨씬 깔끔하고 명확하게, 직접 손으로 도면
을 작성하여 기술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습은 상당히 존경스러
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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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에어컨과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압축기의 흡입 및 토출 단의 
통합적인 설계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압축기 흡입 및 토출단은 소음진동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및 시스템 강건성에도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
서 압축기 흡입 및 토출 단을 설계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법론 및 프로그램이 개
발되지 못하 습니다. 따라서 소음진동, 에너지 효율 및 시스템 
강건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설계 방안에 해 연구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최 한 고려하여 산업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2. LG전자와 산학협동연구를 수행하며 음향학적 효과를 이용
해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압축기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셨
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원리에 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아주 중요
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Fig.1와 같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효율을 아주 중요한 구매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유체기계 시스
템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체기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압축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추가
적인 기계 시스템과 동력원 없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압축기 흡입 단의 음향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몇 가지 연구사례들은 구체적 원리 및 이론적 배경 없이 단순히 
출력을 높이기 위해 음향학적 과급을 이용하 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출력뿐만 아니라 입력일도 고려하
기 때문에 출력을 높이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산학협동연구에서는 먼저 압축기 흡입 단의 비선형적인 음향
학적 소스와 선형적인 전파를 연성 해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연성해석 방법을 제안하 습니다. 이 방법은 Fig.2 
(a)와 같이 측정된 입력 임피던스를 기계적 상사를 이용한 유리
함수로 근사화하여 상태공간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안된 압축기 흡입 단 음향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입밸브 앞 단에서 음향학적 압력과 
흡입 밸브 거동사이에 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즉, 흡입밸브가 
열리는 동안 흡입밸브 앞 단에서 음향학적 압력에 의한 에너지 
효율 변화 관련 민감도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Fig.2(b)와 
같이 민감도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은 출력을 단순
히 높이는 것과는 다른 민감도 해석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압축기의 출력을 높이는 Acoustic Super 
-charging(AS)와 구별하기 위하여 Acoustically Super- 
charged Energy Efficiency(ASEE)라 정의하고,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입밸브 거동과 밸브 앞 단에서 음향학적 
압력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결정하 습니다. 그리고 
운전주파수와 흡입머플러의 공진주파수 사이에 관계를 분석하여 
Fig.2(b)와 같이 Energy Efficiency Design Map(EEDM)을 만
들어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EEDM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흡입 머플러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습니다. 최적설계 방법론은 위상최적
화 방법을 이용하 고, Fig.2(c)와 같이 음향학적 과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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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소음 및 유동 에너지 모두를 고려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순차적인 설계 방법론을 제안하여 산업
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압축기 작동 환경이 흡입 단의 음향학적 전파 

특성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분석하 습니다. 고려된 작동 환
경은 온도구배, 냉매 유속, 주기적인 흡입 단의 움직임(선형압
축기 특징), 압축기 내부 공간 등입니다. 이러한 작동 환경이 
흡입 단의 음향학적 전파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설계에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3. 기존의 음향, 진동 최적설계에서 어떤 방법이 달라져서 
현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연구사례에 
의해 출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구체적으로 흡입
밸브의 거동과 흡입 단의 음향학적 특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산학과제를 수행하면서 
Fig.2(a)와 같은 새로운 음향 해석 방법을 개발, 이용하여 흡입 
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 음향학적 압력과 에너지 효율 사이에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습니다. 민감도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밸브 거동과 흡입 단 음향학적 전파특성, 에너지 효율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주파수와 흡입 머플러의 음향학적 공진주파수의 
관계를 밝혔으며 Fig.2(b)와 같이 EEDM을 제공하 습니다. 그
리고 입력 임피던스의 크기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
여 산업체에서 상황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연구에 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저널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 Oh, S. J., Wang*, S., and Cho, S., “Hybrid coupling 
method to nonlinear acoustic source and linear  duct 
system using parameter identification of the input 

impedance in fluid machinery”,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6.

- Oh, S. J., Wang*, S., and Cho, S.,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Design Map based on Acoustic 
Resonance Frequency of Suction Muffler in Compressor”, 
Applied Energy, 2015.

- Oh, S. J., Wang*, S., and Cho, S., “Topology 
optimization of a suction muffler in a fluid machine to 
maximize energy efficiency and minimize broadband 
noise”,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16.

- Oh, S. J., Wang*, S., and Kim, J., “Experimental 
study on variation of acoustical resonance frequency of 
duct with orifice depending on periodic motion’, Applied 
Acoustics, 2016
4. 압축기는 다른 백색가전에도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높을거 같습니다.  어떤 제품에 적용이 가능할
까요?

압축기는 백색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에어컨과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연구들은 다양한 에어컨과 냉장
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될 때 중요한 점은 압축
기 작동 주파수 및 냉매 유속에 따라 흡입 및 토출 단에서 새로
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압축기 사이즈를 줄이
면서 똑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동 주파수 및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축기 흡입 단의 음향학적
인 효과 이외에 냉매 유동의 관성효과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야 하며, 흡입 단 내부에 새로운 음향학적 소스
가 발생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축기가 어
떤 제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5. LG전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과 연구한다는 것이 상용화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제품으로 바로 실용화가 될거 같습니다.  기업과
의 연구시 장단점이 있다면?

산학협동연구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산학과제 부
분은 연구 동기 및 연구 목표가 정확하며, 구체적입니다. 둘째, 
산학협동연구는 산업체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 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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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거나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연구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산업체 실험 장치
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동연구과제의 단점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구체적이

고 복잡한 상황에 맞는 수학적 혹은 수치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분명 본격
적인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이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산학협동연구과제는 1년 단
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고, 부분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과정들만 점프해가며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산학협동연구과제는 많은 장,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학계에 있는 연구자에게 많은 연구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며, 산업체로 기술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
한지를 배우게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6.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착오도 많았을 거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산학협동과제를 처음 수행할 때에는 선형(리니어)압축기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주기적

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흡입 단 내부 음향전파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 습니다. 이론적인 접근은 쉽
지 않아 실험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습니다. 그래서 아
이디어를 얻은 것이 Fig.3와 같이 흡입 밸브의 거동과 냉매 유
동에 의해 발생하는 음향소스를 스피커로 신호를 만들어 주고, 
흡입 머플러를 아크릴 덕트로 처하고, 실제 선형압축기에 부
착하여 움직이는 속도 및 주파수에 따라 음향학적 전파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 습니다. 실험적인 검
증 결과, Acoustically Supercharged Energy Efficiency 현상
에는 큰 향은 없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주기적인 움직임에 
의한 덕트 내부 오리피스의 attachment effect 현상을 새롭게 
발견하 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널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
다. 실험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흡입 
단과 고정 된 흡입 단의 음향전파 특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7. 왕세명 교수님과 더불어 주로 소음진동 최적화 프로그램과 
해석의 연구를 진행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왕세명 교수님과 함께 위에서 설명해 드린 연구주제 이외에 
수행되고 있는 최근 연구는 가전제품에서 발생 된 소음원과 
Self-Organized Map(SOM)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고장진단 
및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압축기 흡입 
단 구조와 관악기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 압축기 흡입 단 음향해
석 방법을 이용하여 관악기 음향해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주
자들이 과학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
다. 그리고 유체기계-덕트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소음원과 음
향 전달경로가 연주자와 관악기가 만들어내는 음향 소스와 음
향 전달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소음
과 음악의 차이에 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향제어

를 통해 야외공연소음을 저감하고, 개인 음향 공간을 만드는 
연구도 실험실에서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메타구조를 이용하
여 차량 및 에어컨의 진동을 줄이는 연구 또한 실험실 동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8.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연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압축기의 에너지 효율을 극 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흡입 단 및 토출 단의 통합적인 설계 프로
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압축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전조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 유체기계-덕트 시스템
에서는 음향 파동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유동이 존재
하게 됩니다. 내부 유동에 의해 음향학적 전달 특성이 변경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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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소스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Aero-acoustic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음향시스템 위상최적화를 수행하는 연구
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과 음악 차이에 관해 융합
적이고, 다양한 접근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흡입 단과 관악기 연주 사이에 관계규명을 연구의 출발
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9.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 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위과정동안 산학협동과제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학위과정을 
하면서 진행되는 산학협동과제를 연구가 아닌 일처럼 생각하거
나 기피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산학협동과제는 앞에서 애
기한 것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좋은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야만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경우

에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했던 경험이 추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
니다. 따라서 학위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덴마크 공 의 위상최적화 연구 그룹(Top Opt Research 

Group)과 마이크로 구조-음향시스템 연구소 (CAMM – 
Centre for Acoustic-Mechanical Micro Systems)에 소속되
어 있으며, 위상최적화기법을 개발하고 보청기에 적용하기 위
한 마이크로 구조체의 설계에 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는 폭넓은 연구 스펙트럼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밴드갭*  물질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실제 우리 생활
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동에너지 전파 특성들을 제어하
고 있는 인자들의 본질적인 원리에 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동 에너지의 소산, 비등방성의 특성을 가지는 복잡
한 소재의 기계적인 특성의 이해, 마이크로스케일에서의 구조, 
음향, 구조-음향 연성계의 동적 시스템 해석을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밴드갭 물질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물성

이 구현되는 인공 물질인 만큼 활용을 위한 설계 기술과 제조 
기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된 생산 기술과 
연계한 고도의 과학화된 해석과 최신의 최적 설계 기술에 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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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덴마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로 "초소형 
음향-기계 장치를 위한 밴드갭 물질의 마이크로구조의 창의적
이고 체계적인 설계 기법에 관한 연구 (Systematic Design of 
Bandgap Microstructure for Miniaturized Acoustic 
-Mechanical Devices(AMD))"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
구에 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갭 물질은 첨단 나노/마
이크로 기술, 재료 공학이 총 집결한 융합 기술로서 최근 여러
모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지만, 소형화 되고 있는 AMD의 성
능 향상과 발전하고 있는 소형/경량 부품 기술과 접목하기 위해
서는 AMD 설계에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설계 기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고도로 과학적인 수치모델링 기법인 멀티스케일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위상 최적화 설계기법을 개발하여 밴드갭 물질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접근으로 소형화/경량화 되고 있는 AMD의 실용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밴드갭 물질의 강력한 구조-음향 연성 효
과 특성을 연구하고 밴드갭 물질의 마이크로스케일에서의 최적
설계와 더 큰 스케일에서의 구조/형상/배열의 최적설계가 가능
한 컴퓨터 기반 자동 설계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서, 개발된 기술 플랫폼과 최적 설계 방법
으로 보청기 내의 피드백 문제에 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2. 본인의 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전통적으로, 음향 문제의 최적설계를 하는 목적은 음압과 음

향 파워 등과 같은 물리적 음향 특성들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값들은 인간의 지각 판단과 물리적 음향 자극의 
관계를 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향 장치를 최적
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자들이 아닙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에서

는 인간의 소리에 한 주관적인 개념을 고려한 음향 위상 최적
설계법을 최초로 제시하 습니다 [1, 2].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최신의 제작 기술 중 하나인 

Selective Laser Melting Possess로 제작된 다공성 기계 구조
의 경우, 균질 재료로 제작된 같은 형상의 일반 기계 구조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높은 진동 감쇠율을 보입니다. 이는 초경
량의 구조물에서 높은 강도를 지니는 동시에 높은 진동 흡수율
을 가지는 독특한 기계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다공성 재료로 제작된 구조물이 보이는 높은 진동 흡수율 
특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음향 공동 내부에서 공진하고 
있는 마이크로 빔 공진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물의 진동흡수
율 향상에 한 연구입니다 [3].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로서, 
High Stiffness & High Damping 의 특성을 가지는 마이크로 
스케일 복합재료의 설계를 위한 위상최적화 기법의 개발하 습
니다 [4].

[1] J. Kook, et al, Acoustical topology optimization for 
Zwicker’s loudness model - Application to noise barriers,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2012, Volume 237-240, Page 130-151.

[2] J. Kook, et al, Acoustical topology optimization of 
Zwicker’s loudness with Padé approximation,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2013, 
Volume 255, pp 40-66.

[3] J. Kook, J, Jensen, Analysis of enhanced modal 
damping ratio in porous materials using an 
acoustic-structure interaction model, 2014, AIP Advance, 
Volume 4, iss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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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 Kook, J, Jensen, Topology optimization of periodic 
microstructures for enhanced loss factor using 
acoustic-structure interaction,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s

3. 덴마크공과 학교 조교수가 되기까지 과정, 한국과 덴마크
학교육에 차이점 등을 알려주세요.

전남  기계공학부를 졸업 후, 다른 학원에서 짧은 석사 생
활을 마치고, 광주과기원 기전공학부(현 기계공학과) 왕세명 
교수님 연구실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지원 시스템 덕분에 
지금의 연구 역량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덴마크 공 와 인연을 맺은 시작은 왕세명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덴마크공 의 위상최적화 특별 강좌가 아닌가 싶습
니다. 그곳에서 저의 연구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산학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고년차 박사 과정 학생이 연구실을 
떠나 해외에 특별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
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님께서 이 강좌는 저의 박사 연구에 
꼭 필요하고, 덴마크공 의 전문가들과 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 참가를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별
강좌에서 만난 Jakob S. Jensen 교수가 나중에 저의 박사학위 
논문의 외부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박사학위를 
마친후, Jakob 교수의 초청으로 덴마크 공  기계과로 포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포닥 생활 중에 DTU펀드, 덴마크 정부펀드, 
유럽펀드 등 많은 기관에 연구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한 지원을 받으면서, 조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학 입학율이 한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부분 고등학교 이후, 직업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이 후에 안정적
인 직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학
으로의 재입학, 석사로의 진학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인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공부에 한 열의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때문에 교육 여건 강화와 그 내용을 충족 시키
기 위한 학교당국과 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공 의  석사 박사의 경우, 석사는 처음 입학 할 때 한국

과 같이 지도 교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석사 과정수업을 
이수하면서 각자가 선택한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가 결정 되는 
구조입니다. 거의 3학기정도에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더 
심도 있는 수업을 듣고, 석사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지
도교수는 학생의 석사논문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를 주도하게 
되고, 교수의 역할은 논문을 지도 한다기보다는 그 분야에 좀더 
많이 알고있는 사람으로서 그 연구을 질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
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박사의 경우는 학생이기 보다는 프로젝트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물론 수업을 듣고,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지만, 우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에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길게는 3년 반 정도 박사 과정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박사학위 논문이 
됩니다. 박사과정 입학은 비교적 까다롭고, 전세계에 공고를 
내서 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연구의 질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덴마크 공 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수들이 덴마크 공 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을 거쳐 교수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공 가 자신들이 배출한 박사인력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마이크로 구조-음향 시스템 연구소(Center of Acoustic- 
Mechanical Micro Systems, CAMM)는 DTU의 전기공학과에 
있는 DTU의 기계공학과와 전기공학과가 덴마크의 3  보청기 
회사(GN-Resound, Widex, Oticon)와 협력하여 세운 초소형 
마이크로 구조와 음향 문제에 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고, 
직면 하고 있는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1월 설립되
었습니다.
Jakob S. Jensen 교수가 이끌고 있는 CAMM의 핵심 연구 

분야는 가청주파수 역의 음향 현상을 포함한 마이크로시스템
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기계, 음향, 기계-음향 연성문제를 다루
는 있습니다. CAMM의 연구 목표는 마이크로 음향 시스템의 
특성들을 제어하고 있는 인자들의 본질적인 원리에 한 심도 
있는 탐구로서, 이는 비선형성, 에너지의 소산, 비등방성의 특
성을 가지는 복잡한 소재의 기계적인 특성의 이해, 마이크로스
케일에서의 구조, 음향, 구조-음향 연성계의 동적 시스템 해석
을 위해 수치 기법 개발 등입니다. 이에 더하여, 위상 최적화와 
마이크로 몰딩 공정(Micro-Moulding process)등과 같은 진보
된 생산 기술과 연계한 최신 설계 기술에 관한 연구도 CAMM의 
핵심 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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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M은 각각의 세 한 연구 분야에 한 전문적인 그룹을 
두고 있는 다음과 같은 3개 분야 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습니
다.: 1. Acoustic-mechanical Interaction & Microacoustics, 
2. Advanced Optimization & Material Mechanics, 3. Micro 
Manufacturing & Material / Process Technology. 

DTU 기계공학과의 Ole Sigmund 교수가 이끄 는 위상 최적화 
연구 그룹(TopOpt Group. www.topopt.dtu.dk)은 위상 최적화 
연구에 관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으로서 DTU의 기계
공학과와 수학과가 협력하여 위상 최적화 기법의 실제적인 적
용과 이론적인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TopOpt Group의 
위상 최적화 기술은 국내 기술보다 2, 3년 이상을 앞서가고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위상 최적화 기법을 공학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 열, 음향, 전자, 체의 시스템과 같은 
고전 역학에 기반을 둔 공학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마이
크 로/나노스케일에서의 각종 시스템과 광학, 미소 유체와 메타
물질 등 최근 과학 기술계의 관심 분야로 위상 최적화 기술을 
확장·적용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소재의 위상 최적
설계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에 오고 있고, 최근에는 다공성 
물질의 유체와 구조의 연성 효과를 고려한 정적인 문제와 시간
변이 문제에 한 멀티스케일 위상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 습
니다. 이는 제가 하고있는 연구와 아주 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한계에 좌절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단 부딪쳐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역경을 부정하고 숨기는데 
공을 들이기 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기회를 찾는 자세를 가지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언제나 원하는 내용과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얻은 결과가 가설과 맞지 

않아도 그안에 꼭 다른 연구의 방향과 혁신의 기회가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신의 성장과 자신이 속한 연구 조
직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성격과 가치관
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추구하는 모
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의 목적과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주변의 연구자들과 비교하여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지 않은 

저는 가끔 이로 인해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회
에서 전 세계에서 온 정말 뛰어난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때도 종종 위축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칫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마다 출발선은 다르지만 결승점에 먼저 도
달하는 것은 창조적 열정을 가진 연구자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한 창조적 능력, 그리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당당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형화되고 있는 음향 장치들에 구조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 

성능 향상 시도할 경우에, 가청 주파수 역이라는 물리적 한
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밴드갭 물질의 경
우, 단위 구조체의 주기적 배열이 많을 수 록 성능이 좋아지는
데, 보청기나 헤드셋과 같은 소형 음향 장치의 경우, 배열을 
할 만큼의 많은 공간이 존재 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서2~3개의 배열만으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껏 주로 위상최적화 기법을 개발하고 그 기법을 새로운 

물리현상에 적용하여 좀더 체계적인 설계를 도출해가는 것이 
저의 연구의 주된 방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상 최적화기법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법의 제안
보다는 효과적인 설계법으로서 새롭게 발견된 물리 현상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 예로 주기적인 물질이나 기하형
상의 배열로 특정한 주파수 역에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밴드갭 물질(구조)에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이를 토
로 위상최적화 기법을 통한 밴드갭 성능의 극 화 방안을 모색
합니다.
 * 밴드갭(Bandgap): 특정한 형태의 구조물이나 물질이 격자

형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를 지나는 파동은 구조
물의 형상이나 격자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 주파수 밴드에
서 서로 간섭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전파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
다. 어떤 장치나 기계 구조가 이러한 밴드갭 현상을 가지는 물질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75 -

이나 구조로(이하 밴드갭 물질) 만들어져 있고, 밴드갭 주파수 
범위에서 가진될 때, 밴드갭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낮은 
진동 혹은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밴드갭 
물질의 물리적 특성은 단위 셀의 기하학적 형상, 크기, 위치, 

밴드갭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의 물성, 배열 등의 통합 설계
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플라즈마 (Plasma) 전자빔을 이용한 고융점 초합금 재

료 준정형가공 쾌속생산공정 개발에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3차원 프린팅 (3D Printing) 공정은 1984년 광조형 
(Stereo Lithography) 공정이 Charles W. Hull 에 의해 개발된 
이후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현재는 수십 종류의 공정
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3차원 프린팅 공정은 금형 산업, 의료, 
식품, 건축 산업 및 항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공학교육 또한 이루어져 기술
에 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차원 프린팅은 재
료의 종류에 따라 폴리머 3차원 프린팅 공정 및 금속 3차원 
프린팅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제조방식에 따라 분말 베드 
융해 공정 (Powder Bed Fusion), 직접식 에너지 적층 공정
(Directed Energy Deposition), 컨테이너 광경화 공정 (Vat 
Photopolymerization), 압출 공정 (Material Extrusion), 재료 
제팅 공정 (Material Jetting), 바인더 제팅 공정 (Binder 
Jetting), 및 박판 공정 (Sheet Lamination)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분말 베드 융해공정은 현존하는 여러가지 금속 3차원 프린팅 

공정 중 가장 표적인 공정으로서 이에 한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상용 공정/시스템들이 출시 되고 
있습니다. 분말 베드 융해공정은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금속분
말을 고출력 열원을 통하여 용융/적층하는 공정이며 고출력 열
원으로는 레이저와 전자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시장에 개발/상용화 된 공정들은 열원의 제어, 환경, 선택폭, 
적용성, 및 편의성 등의 이유로 레이저 (Laser) 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빔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3차원 프린팅 

공정은 가격, 공정개발의 난이도 및 접근성 등의 이유로 오직 
하나의 장비/공정 (ArcamAB, 스웨덴) 만이 개발/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문에서 꾸준히 발표되는 바와 같이 
전자빔은 레이저 비 높은 출력을 쉽게 낼 수 있고, 빔의 침투
깊이가 깊으며, 외부 기와 고립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3차원 프린팅 공정으로 제품을 제작할 경
우 제품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플라즈마 전자빔을 이용한 고융점 초합금 

재료 준정형가공 쾌속생산공정은 기존의 상용화 공정에 사용되
고 있는 열음극 (Thermal cathode) 전자빔이 아닌 플라즈마 
방식의 집속 전자빔을 열원으로 사용하여 고융점 초합금 재료
를 적층하는 공정입니다. 플라즈마 방식의 집속 전자빔 시스템
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T융합공정그룹) 에서 국내에서 유일
하게 보유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진행 수준은 현재 초/중간 단계로서 초합금 
재료의 평면 적층이 가능한 수준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초합금 재료로 3차원 형상을 적층 제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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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표 논문(최신논문, 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논문
공개 불가시 초록만 기재..(필수)

1. Ho-Jin Lee, Jae-Guk Song and Dong-Gyu Ahn, 
“Investigation into the Influence of Feeding Parameters on 
the Formation of the Fed-Powder Layer in a Powder Bed 
Fusion (PBF) System”, Int. J. Precis. Eng. Manuf., Vol. 
18, No. 4, pp. 613-621, 2017.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541-017-

0073-9)

2. Dong-Gyu Ahn, Ho-Jin Lee, Jong-Rae Cho, and 
Dae-Seon Guk, “Improvement of the wear resistance of 
hot forging dies using a locally selective deposition 
technology with transition layers” CIRP Ann. Manuf. 
Technol. Vol. 65 pp. 257–260, 2016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

07850616300130)

3. Ho-Jin Lee and Dong-Gyu Ahn, “Manufacture of a 
large-sized flat panel airlift photobioreactor (FPA PBR) 
case with characteristic shapes using a thermoforming 
process” J. Mech. Sci. Technol., Vol. 29, No. 12, pp. 
5099~5105, 2015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206-015-1

107-9)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현재도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 실험
실 문을 두드렸을 때를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 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연구를 
진행할 때 마다 모든 것이 새로웠으며 새로운 것들은 큰 벽으로 
느껴져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벽들을 넘기 위해 지도교수
님 및 선배들이 조언해주신 방향 로 포기하지 않고 빠르던 
느리던 꾸준히 걸어갔으며 지금 보면 작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도 소중하고 커다란 연구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들을 정리하여 국내외 학술 회에 꾸준히 참가하
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결과를 확장하여 논문을 게재
하면서 부족한 점을 배움과 동시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
다. 물론 지금도 눈앞에 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도교
수님 및 실험실 선후들과 함께한 경험 덕분에 더 이상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에 즐겁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조선 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부족한 저를 석사과정부터 현재까지 지도해주신 
분은 안동규 교수님 (조선 학교 기계공학과) 이십니다. 안동
규 교수님은 부산 학교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및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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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순차적으로 받으신 후 조선 학교 기계공학과에 취임해 
현재 전산설계실험실을 운 하고 계십니다. 학회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뿐만 아니라 교내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도 꾸준히 힘을 쓰시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제자들의 
학업 및 인성교육에 힘을 쓰고 계시는 모든 제자들이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안동규 교수님이 운 하시며 제가 속한 조선 학
교 전산설계실험실은 3차원 프린팅 공정, 3차원 프린팅 응용 
기술 및 금형 설계 및 해석 기술 개발에 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가장 큰 자랑거리
는 지도 교수님 이하 선후배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우애와 의리 입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하나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연구활동을 하면서 하나
의 연구내용 결과를 만들 때까지 많은 노력과 좌절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을 모아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고 게재하고 나면 준비하는 동안 느꼈
던 중압감이나 어려움이 모두 성취감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
다. 저는 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 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학원에 진학을 고민하는 후학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주저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지도교수님 및 실험실은 없습
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학원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정당
당하게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인생의 큰 동료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 인터뷰는 위탁사업의 결과로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
(AURIC)에서 작성하 으며,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1.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수년 전에 부산 해운 에 위치한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나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이 건물 외벽에서
의 화재 확산으로 인한 사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외장재를 타고 상층부로 (혹은 하층부로도) 확
산하지만, 화염에서 나오는 복사열로 인하여 인접 건물로도 확

산합니다.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확산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건물의 외벽에 쓰이는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외장재가 주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높은 화재 위험
성에도 불구하고 상 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그동안 한국
에서는 이러한 외장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어왔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인접 건물과의 떨어진 거리가 충분하지 않

아서 화재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로 인하여 뜨거워진 외장재 
표면이 발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접 건
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복사열이 작게 되도록 거리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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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띄워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화재, 즉 가장 뜨거운 온도를 계산하여 
그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의 정도를 알아낸 후, 복사열이 어느 
특정 값 이하로 (발화하지 않을 만큼 작은 값으로)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건축법규에서는 화
재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만족해야 할 건물 간 떨어진 거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국은 1960년경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건
물의 간격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 고, 이후 1991년에 
이를 쉽게 정리한 논문을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국의 건축전문연구소)가 출판했습니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국의 건축법규는 이 논문을 참고하여 건물
이 인접 건물로부터 떨어져야할 거리를 계산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 논문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래전
에 개발한 방법론이 오늘날에 지어지는 건물에도 그 로 적용
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방법론에 사용된 
전제 조건들이 현 식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재검
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BRE는 최근 기존의 BR 187 논문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충하는 논문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 고, 제가 
총 책임자로서 연구를 직접 수행 후 보충 논문인 BRE IP 3/16 
External fire spread – Supplementary guidance to BR 187 
incorporating probabilistic and time-based approaches를 출
판하게 됐습니다.

저의 연구는 기존의 BR 187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방법론을 
재검토한 후, 기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후 고정된 입력 변수로 계산하는 기존
의 방법과는 달리 오늘날 지어지는 건물들이 과거의 건물들에 
비하여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하는 여러 변수, 예를 들어, 단열 
성능, 창문의 크기, 그리고 건물 벽체의 물성값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가 건물이 인접 
건물과 떨어져야 할 거리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최  화재 온도 하나만을 보고 평가한 
과거의 방법과는 달리 화재에 노출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소
방관들의 도착 소요 시간, 건물 사용자의 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건물의 간격을 조절할 방법을 제시하
습니다. 저의 연구의 목적은 화재 안전 엔지니어들이 건물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디자인 요소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의 간격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여 
화재에 더욱 안전한 건물을 짓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표 논문 및 연구실적 소개
제가 수행하는 부분의 연구는 특정 고객을 위하여 실제 운
되고 있는 건물을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안전

과 보안에 관련된 사안이기에 연구 성과를 외적으로 공개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 내 공항의 증축 과정
에서 화재 안전을 평가하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에 

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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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건축법규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
하고 있습니다.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위에서 소개한 연구는 연구의 성과물인 논문이 국의 건축법
규에서 참고하는 매우 중요한 문헌을 보충하는 성격의 논문이
어서 특히 신경이 많이 쓰 던 프로젝트입니다. 건축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가 직접 읽고 활용할 내용이었기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자 재미 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보고서 지만, 

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팀 내 동료들과 진행한 수많은 토론과 회의, 논문의 검토 과정이 
최종 보고서를 출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 소개
본 연구는 국의 건축전문 연구소인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수행하 으며, BR 187 논문의 
저자이면서 저의 본보기인 Richard Chitty와 BRE의 화재 분야 
총 책임자인 Dr. Debbie Smith, OBE ( 국의 훈장 수령자 호
칭)의 지도로 수행했습니다.

5. 연구 활동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신다면?
BRE는 1921년 국 정부가 설립하여 올해로 96세를 맞이하

는 역사가 오래된 연구소입니다. 1997년에 민 화되어 현재는 
형태상 민간기업에 가깝지만, 그 전까지 약 76년간 국가 연구소
로 커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 정부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국의 공기업과 그 성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 성과물 
들이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의 건축법규 및 
BS (British Standard) 코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가 실무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바로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크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국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하여 유학을 나왔을 때 쯤 
한국 모 학에서 국내 최초로 소방방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방방재 분야의 관심이 커져서 많은 후배가 해외로 진출할 
것으로 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 와는 달리 해외 소방
방재 분야에는 여전히 한국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특히 국
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이 분야로 공부하러 오거나 일을 하러 
오는 후배는 없습니다.

국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많은 후배들이 같은 길을 
걷기 위하여 따라오고 선배들이 앞에서 끌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기쁜데, 정작 BRE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제가 추천
할 수 있는 후배는 현지에 한 명도 없어서 매번 조금 덜 똑똑한 
유럽인 혹은 국인 친구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보며 아쉬
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 가서 후배들을 만나 유학의 길을 물어보

면 부분 “카더라” 정보에 의지하여 유학의 꿈을 접고 포기하
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거 저의 

국 유학 준비 과정을 돌이켜 보면 부분 기존 정보에서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
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특히 해외에서 뜻을 꿈을 펼칠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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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후배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방식 로 준비를 
잘하여 해외로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한국인의 
끈기와 능력이면 웬만한 유럽인과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7.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연구 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BRE에서 수행

하는 부분의 연구는 법규나 제도 등을 통하여 실제 건설 현장
에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연구를 재미있게 수행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소에서 이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은 전 세계에 많지 않을 것으로 여기기
에, 매우 값진 경험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
다. 저의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기회가 더 많았으
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런 계획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8.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은?
바로 몇 달 전에 퇴직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제 동료이자 본보

기인 Richard Chitty가 제게 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논문이나 연구 내용이 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정년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지팡이를 들고 경쾌하게 걸으며 출근하
여,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각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
하게 다루고, 화재 시뮬레이션에 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즐기며 한다는 점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저의 질문에, 평소에 각종 
축소 모델을 만드는 것을 즐겼던 터라 국 해군이 18세기에 
건조한 HMS Victory 전함의 축소모델을 손수 나무를 깎아서 
만들겠다는 멋있는 계획을 세우고 떠나서 저를 더욱 부럽게 
했습니다.

9. 본인 저서 리스트(서명, 년도, 저자, 권호, 출판사, URL)
Sung-han Koo, External fire spread – Supplementary 

guidance to BR 187 incorporating probabilistic and 
time-based approaches, BRE IP 3/16, Bracknell, IHS, 2016,

https://www.brebookshop.com/details.jsp?id=327686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유체저널 베어링과 회전체 동역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체저널 베어링의 유막에서 발생하는 비 칭 저널 
가열현상으로 인한 회전체의 열 굽힘 및 이로 인한 회전체 시스
템의 동적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현재는 수치해석을 통
하여 본 문제에 한 정확한 수치해석 모델 개발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모튼현상 (Morton effect, 
ME)이라고 부르는데, 1970년  모튼 (Morton)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1990년 에 Keogh와 
Morton에 의해 어느 정도 연구되었지만, 아직도 모튼이펙트
(ME)는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모튼현상 (Morton effect, ME)은 열전달, 열변형, 유체역

학, 회전체 동역학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
는 불안정성 문제로, 유체저널 베어링에 지지 된 오버행 된 질량
이 큰 회전체에 주로 나타납니다. 비 칭 저널 온도 분포로 인하
여 시 변하는 샤프트의 열 굽힘 (thermal bow)는 회전체 속도
와 관련하여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 거동을 나타내는 회전
체 시스템이 파괴되는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동역학 해석의 관점에서는 설계단계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튼현상(ME)이 유발하는 불안정성의 잠재적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고 진동 진폭 및 위상 각의 지속적인 변동
으로 인해 유도된 과도한 회전체 진동을 기존의 밸런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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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억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튼현상
(ME)의 사례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것의 원인과 해결책
을 분석하는 데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엔지니
어들은 모튼현상(ME)에 관한 연구 초기의 시행착오 접근 방식
에서 최근 들어 회전체 및 베어링의 설계변수 변경에 관한 연구
로 옮겨 갔습니다. 모튼현상(ME)의 보편적인 해결책이 학계와 
산업계에 보고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을 피하는데 도움
이 되는 권장 사항은 이론적인 예측과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됐습니다.
- 그림1은 모튼현상(ME)에 한 연도별 논문 출판 수를 나

타냅니다. 1990년  중반 이후 꾸준히 관련 논문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저의 모튼현상(ME)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수치해석 모델
들이 가지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제 관측된 현상들을 
수치해석 모델을 통하여 재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
다. 기존의 연구들은 유체저널 베어링 모델과 회전체 동역학 
모델을 결합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널베어링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베어링 모델만을 중심으로 모튼현상
(ME)을 재현하려고 하 으며, 회전체 동역학이 주 연구 배경
이었던 연구자들은 동역학적 관점에서 본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 습니다. 하지만 모튼현상(ME)은 베어링과 회전체 시스템
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서로의 상호작용을 구현해
야만 정확한 현상 재현과 문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합니다.
- 실험을 통하여 본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튼현상(ME)이 가지는 특성상 실험을 통한 매개변수변화에 
한 상태변화를 확인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실험을 통한 접근은 특히 회전체-베어링 시스템과 

같이 가공 및 설치가 고가이며 기간이 긴 경우에 학교에서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해석 접근법의 경우 모
델링의 신뢰성이 있다면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포함한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은 상용코드가 아닌 
Matlab을 이용한 In-house software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
중물리 현상(동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열변형)이 상호 작용하
는 수치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용코드가 가지는 
한계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각 요소를 모델링 하 으며, 상호작용 모
델에 관하여 독창적 모델을 제시하 습니다.
- 두 번째 연구 카테고리는 유체저널 베어링 해석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의 기존에 출판된 논문에 따르면 모튼현상(ME)은 
매우 작은 설계변수의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특히 
베어링 설계 인자의 아주 작은 변화와 접한 관련을 보 습니
다. 예를 들어 1% 미만의 유막 두께 차이에 의해서도 회전체의 
동적 거동이 큰 차이를 보 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튼현상
(ME)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정 한 베어링 수치해석 모델
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모튼현상(ME)해석과 별도로 고정  
유체저널 베어링 해석 코드의 개발을 진행하 습니다.
- 특히 고유한 기하학적 특성에 기인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형 회전체를 지지하는 데에 사용되는 틸팅패드저널베어링

(TPJB, Tilting Pad Journal Bearing)의 고정  수치해석 모델 
개발을 주로 진행하 습니다. 일반 저널베어링과 달리 틸팅패
드저널베어링의 경우 패드의 탄성변형 및 열변형 그리고 피벗 
점에서의 국부적인 탄성변형이 베어링의 특성에 매우 큰 향
을 미칩니다.
- 베어링 패드의 탄성 변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들

이 사용하 던 정적인 반복법(static iteration scheme)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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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베어링-저널 시스템을 시간에 해 적분하여 베어
링 정특성을 계산하 습니다. 특히 베어링 패드의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에 기인하는 해석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드 좌표 변환을 이용하 습니다.
- 새로 개발된 다양한 수치해석 모델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 

틸탱패드저널베어링 수치해석 모델의 최  단점 중 하나 던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를 과 예측(over prediction)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습니다.
- 이러한 모튼현상(ME) 및 베어링과 관련한 저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개인적인 연구목적뿐 아니라 저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XLVCEL 
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 모튼현상(ME)에 관한 논문을 통하여 2014년 및 2016년 

각각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서 미국 기계학회(ASME)의 
Tribology 분과 (Journal of Tribology)로 부터 당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하 습니다.

2. 본인의 표 논문은? 
1.  Junho Suh, Alan Palazzolo, Yeon-Sun Choi, 

“Numerical Modeling and Analysis of Flexure-Pivot 
Tilting-Pad Bearing”, Journal of Tribology, ASME, 2017; 
139(5): 051704 – 051704 - 13.

2.  Junho Suh, Yeon-Sun Choi, “Pivot design and 
angular misalignment effects on tilting pad journal 
bearing characteristics: Four pads for load on pad 
configuration”, Tribology International, 2016, Volume 
102, October 2016, Pages 580-599

3.  Junho Suh, Alan Palazzolo, “Three-Dimensional 
Dynamic Model of TEHD Tilting-Pad Journal Bearing—
Part I: Theoretical Modeling”, Journal of Tribology, 
ASME, 137(4):041703-041703-11.

4.  Junho Suh, Alan Palazzolo, “Three-Dimensional 
Dynamic Model of TEHD Tilting-Pad Journal Bearing—
Part II: Parametric Studies”, Journal of Tribology, ASME, 
2015; 137(4):041704-041704-15.

5.  Junho Suh, Alan Palazzolo, “Three-Dimensional 
Thermohydrodynamic Morton Effect Analysis—Part II: 
Parametric Studies”, Journal of Tribology, ASME, 2014; 
136(3):031707-031707-16.

6.  Junho Suh, Alan Palazzolo, “Three-Dimensional 
Thermohydrodynamic Morton Effect Simulation—Part I: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Tribology, ASME, 2014; 
136(3):031706-031706-14.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 모튼이펙트(ME)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진동, 온도, 열변형 등을 해석해야 하므로 수치적분이 필요합니
다. 특히 모튼이펙트(ME)의 경우 회전체-베어링 동역학, 유체
압력 및 온도 계산, 회전체-유막-베어링 사이의 열전달 및 그
로 인한 열변형을 동시에 수치적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중물
리계 해석(Multiphysics Analysis)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상용코드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치해석 소
프트웨어인 Matlab을 사용하 습니다. 동역학, 열전달, 열변형, 
유막해석 코드를 직접 작성하 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수치적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주 업무 습니다. 주로 
시차적 분 법 (Staggered Integration Scheme)을 이용하여 다
중물리계의 시간과도 응답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 수치해석이 주 연구 분야이신 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수

치해석 코드를 몇 년 간 작성하다 보면 머릿속에는 온통 코드로
만 가득 찹니다. 특히 코드의 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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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생각 때문에 잠도 제 로 못 자고 자다가도 새벽에 
잠시 눈을 뜨게 되면 코드 생각이 나고 잠시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시간에 상관없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코드 수정하
게 됩니다.
- 수치해석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는 박사과정 동안의 지도교

수님이셨던 팔라졸로(Palazzolo) 교수님과의 소통이 매우 큰 
역할을 하 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도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학부생
들과의 면담을 위해서만 가시고 나머지 시간은 학원 연구실
에 자신의 책상을 따로 두시고 종일 학원생들과 함께 계셨습
니다. 처음에는 지도교수님이 같은 실험실에 종일 함께 계신다
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속도가 
붙다 보니 교수님과의 미팅시간을 따로 잡지 않고도 하루에도 
두세 번씩 교수님과 만나서 연구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무심코 던지
셨던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들
을 하 습니다.
- Dr. Palazzolo는 현재 나이가 60을 넘은 것 같지만 (자세한 

나이는 잘 모르며 저희 지도교수님도 제 나이를 모르십니다. 
아마도 미국 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 )̂ 여전히 학원
생들과 실험실에서 연구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체저널 베어링과 모튼이펙트 

수치해석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실험을 통
하여 제가 개발한 그리고 개발하게 될 수치해석 모델을 직접 
검증할 계획입니다.
- 또한, 그 상이 주로 틸팅패드 저널베어링과 회전체 동역

학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저널베어링, 구름베어링 
그리고 기어 동역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 특히 미국 유학 전 현 기아자동차 파워트레인 소음진동팀

에서 기어 화인소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는데, 이곳 부산
학교에서 기어 동역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어 설계 및 
기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5.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학 연구실에서 회전 기계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베어링, 실, 댐퍼 등)에 관한 연구
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가장 큰 학교는 Texas A&M University와 University of 
Virginia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친 Texas A&M 학교는 
TRC (Turbomachinery Research Consortium)을 통하여 터보 
기계 관련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 Texas A&M 학교에서 수행하는 터보 기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는 연회비 납부 후 TRC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에 열리는 TRC 미팅에서는 
지난 1년간 TRC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에 한 결과 
발표와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기회가 제공되며, TRC 멤
버(TRC 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투표하고 많은 투표수를 얻은 몇 개의 연구 주제에 TRC를 통하
여 다음 1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연구비에는 연구
를 진행하는 학원생의 학비와 생활비가 포함됩니다.
- 본 연구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매년 TRC 미팅을 통하여 

자신이 수행했던 연구에 해 결과발표를 하며 그다음 1년간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기억으로 
매우 초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TRC 연구비의 지원
이 끊기면 자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저는 모튼현상(ME)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작성한 해석소프

트웨어를 기업들에 제공하 습니다. 다양한 TRC 멤버들이 제
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으며, 사용법 및 기능에 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TRC 지원을 받은 연구 중 일부는 XLTRC2 라는 회전체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됩니다. XLTRC2 는 마이
크로소프트 엑셀을 통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부분
의 코드들이 포트란(Fortran)을 이용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많은 수치해석 모델들이 실험
을 통하여 그 신뢰성이 검증되었습니다.
- TRC 멤버들은 연간 회비 납부를 통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TRC 연구비 지원을 통
하여 수행된 다양한 연구에 한 결과를 리포트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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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 저의 연구는 매우 실용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

발한 회전체 및 베어링 해석 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에라도 
전 세계 산업계의 곳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XLVCEL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세계적 기업
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향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 제가 가르치게 될 학생들은 산업계에서 바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 인재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7.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 최근 회전기 계가 고속화 및 경량화됨에 따라 기존에 발생
하지 않았던 아직은 그 원인조차 불분명한 문제점들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체의 고속화로 인하여 베어링에서 발생
하는 열로 인한 열변형 문제에 한 예측 및 그것을 고려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고전적인 회전체 동역학은 1차원 빔 요소가 선형 또는 비선

형 스프링에 지지가 되어 있는 모델이 상이지만 실제 회전체

는 강한 비선형 특성을 가지는 베어링에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베어링은 동역학, 재료, 열, 유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있으며 정확한 거동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한 지식
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 저는 학부 시절 동역학 분야에 한 관심으로 인하여 수강

과목을 부분 동역학 관련 과목으로 한정시켰던 기억이 납니
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경향 또는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면 열, 유체, 재료, 동역학과 같은 어느 한 분야만 공부
해서는 산업계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학부 시절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는 진학 이후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므로 학부 기간에 다양한 과목의 수강
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1] Xiaomeng Tong, Alan Palazzolo, Junho Suh, “A 

Review of the Rotordynamic Thermally Induced 
Synchronous Instability (Morton) Effect,” Applied 
Mechanics Review, ASME, 2017, doi:10.1115/1.4037216 
(Accept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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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인터뷰는 위탁사업의 결과로 건축·도시 연구정보센터
(AURIC)에서 작성하 으며,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1.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근  이전 및 이후의 한국 주거(住居)의 발달에 향을 준 

인자들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한국의 
건축 및 도시계획의 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 학자들에 의해 조선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 에 이르기까지 한국 주거의 발달의 
큰 흐름은 체로 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배 학자
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기도 하고, 한국 주거에 

향을 미친 인자들의 관계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前者)의 경우, 예를 들어 
만주국의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한국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건축 및 도시계획의 이상
은 만주에서 실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주국이 존
재했던 1931년부터 45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본인 및 
한국인(조선인) 건축가들이 만주국에서 활동했으며, 이들이 
다시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한반도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 일정한 향을 주었던 정황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자(後者)의 경우, 냉전(cold war)기 건
축 및 도시계획이라는 시각을 통해 북한과 한민국을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
국은 6.25전쟁 이후 자유주의 진 을 표하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향이 지 했던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진
의 지원을 통해 한민국과는 다른 건축 및 도시계획의 문화를 
만들어 나갔는데, 이를 냉전기 건축 및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시각에서 해당 시기 다른 나라의 경우들과 함께 비교하
여 고찰하는 작업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제가 한국 근현  건축 및 도시계획의 역사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미래 한국
의 훌륭한 건축 및 도시계획 문화의 창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본인의 최근 or 표 논문 및 연구실적 소개
Sanghoon Jung, Yongchan Kwon & Peter G. Rowe (2016), 

The minimum dwelling approach by the 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HURPI) of South Korea 
in the 1960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181-209. 
(교신저자)
Yongchan Kwon, Saehoon Kim & Bonghee Jeon (2014), 

Unraveling the factors determining the redevelopment of 
Seoul’s historic hanoks, Habitat International, 41, 280-289. 
(제1저자)
권용찬, 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  집합주택의 전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저서)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녁, 2012. (공저)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본에 의한 만주국의 개발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적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크게 본다면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상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국주의적 혹은 군
국주의적 성격보다는 상업주의적 욕망에 기인한 거  도시 개
발 프로젝트 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비지팅 펠로우를 하게 되기까지 
건축 설계 실무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특히 거  자본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도시개발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
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에 한 갈증이 심해졌고, 그
래서 조금 크게 용기를 내어 하버드 학교에서의 비지팅 펠로
우를 종료하고 컬럼비아 학의 건축 디자인 석사 학위
(Advanced Architectural Design)를 마친 뒤 현재는 보스턴에 
있는 건축 및 도시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 했던바 로 건축 및 도시계획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들은 학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익힌다면 추후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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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 소개
하버드 학교 디자인 학원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의 피터 로우 교수님(Prof. Peter. G. Rowe)
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를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로 임명해 주셨고, 이 교수님과 함께 만주국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 한 공부를 함께 진행하 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1960년 에 한민국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긴 했지
만 그 활동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 적은 없는 당시 건설부 산하 
연구 조직인 HURPI(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에 한 연구를 피터 로우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로우 교수님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하버드 학교 디자인 학원의 학장을 지내셨고,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학자입
니다. 주요 관심사는 중국 현  도시계획으로서, 아시아에 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5. 연구 활동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조환경 중 현재의 

방식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외국으로부터의 
향을 받았거나, 그 향을 한반도 내에서 나름 소화해내서 

생겨난 결과 다는 것을 해외에서 연구하면서 확인하게 됩니
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고 논문으로써 사람들에게 알
려주는 작업을 통해, 미래의 한국 건축 및 도시계획 문화를 기획
하기 위한 좀 더 정확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 스스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

건축 및 도시설계 실무 경험이 있으면 연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공부를 빨리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름길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양한 경험이 모이고 쌓이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로는 역시나 다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 이외에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일본어 혹은 중국어를 최소한 읽을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문을 익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7.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현재로서는 건축 및 도시설계사무실에서 실무를 하고, 퇴근한 

뒤에는 제 연구에 몰두하는 일종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 충분해지고 나면, 다시 연구 업무에 완전
히 몰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8.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
- Lü, Junhua., Rowe, Peter G., Zhang, Jie., Modern urban 

housing in China, 1840-2000, Munich ; New York : Prestel, 
2001.
- Bergdoll, Barry., Christensen, Peter., Broadhurst, Ron., 

Home delivery :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New York 
: Museum of Modern Art, 2008.
- 전봉희, 조선시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9. 본인 저서 리스트(서명, 년도, 저자, 권호, 출판사, URL)
- Sanghoon Jung, Yongchan Kwon & Peter G. Rowe 

(2016), The minimum dwelling approach by the 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HURPI) of South 
Korea in the 1960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181-209.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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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gchan Kwon, Saehoon Kim & Bonghee Jeon (2014), 
Unraveling the factors determining the redevelopment of 
Seoul’s historic hanoks, Habitat International, 41, 280-289. 
(제1저자)
- 권용찬, 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  집합주택의 전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녁, 2012. (공저)
- 권용찬, 전봉희, 「1960년 와 1970년  초반의 공  공동

주택에 보이는 공유주택화 경향」, 『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11호 (통권 289호) 2012년 11월, p. 
235-242.

- 권용찬, 전봉희,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효율성 제고 논의
가 1910년 이후 1970년  초까지의 한국 관 주택에서 보이는 
양상」, 『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10호 (통
권 288호) 2012년 10월, p. 203-214.
- 권용찬, 전봉희, 「근린주구론이 일제강점기 서울의 주거

지 계획에 향을 준 시점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
지 경  사업 상지를 중심으로-」, 『 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제27권 제12호 (통권 278호) 2011년 12월, p. 
189-200.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다중 로봇 시스템(Multi-Robot System)은 로봇들의 협조적

인 작업수행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Multi-Robot 
Task Allocation 문제는 각각의 로봇을 어떤 작업에 할당하여
야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 혹은 최소의 비용을 필요로 
할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자동화된 창고에서 수십
만건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수백 의 로봇을 운용할 때에 
어떤 로봇을 창고의 어떤 부분으로 보낼 지, 충전이 필요한 로
봇을 어떤 충전장치로 할당할지 등의 문제는 실시간으로 계속
해서 발생합니다. 소수의 로봇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휴리스틱
(Heuristic)한 방식으로도 효율적인 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시
스템의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큰 동적환경에서는 다항시간
(Polynomial Time) 내에 근사치(Approximation Ratio)가 일
정 범위 내에 수렴하는 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박사과정 연구에서는 작업수행의 최적화에 
이용되는 비용/효용(Cost/Utility)을 비결정성 표현방식
(Nondeterministic Representation)을 통해 모델링하여 (예 
: Probabilistic Distribution, Interval) 로봇 및 환경에서 발
생하는 불확실성을 반 하 고 그 표현방식을 이용해 계산적으
로 부담이 적은 (Computationally Tractable) 알고리즘들을 
개발했습니다.

현재의 로봇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관된 성능과 
정 도를 보여주는 분야도 많은 반면 전반적인 상황인지
(Situational Awareness) 능력은 아직 인간에 비해 부족한 부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로봇 시스템의 장기 운용 시에 새로운 
미션으로의 전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운용방식의 변경 등을 
적시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 오퍼레이터가 감시제어(Supervisory Control)를 통해 작
업수행에 참여하여 그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많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규모가 로봇 수십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인간의 인지적 부하(Cognitive Workload)가 과도
하게 상승하여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각각의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스웜 로봇(Swarm Robots)의 창발적 행동(Emergent 
Behavior, 예 :  Flocking, Rendezvous, Dispersion)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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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수십 의 드론이 이동할 때에 각각의 로봇이 협조
적 경로계획을 통해 이동한다면 오퍼레이터는 이 로봇들이 정
해진 경로를 잘 따라가며 충돌을 일으키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하고 이에 따라 인지 부하가 과도하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봇들 간의 지역적인 상호작용(Local 
Interaction)을 이용한 flock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면 오퍼레
이터는 전체 로봇들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고 낮은 인지 부하
를 유지하며 감시제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퍼레
이터가 임무 수행 중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
어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인간 오퍼레이터의 포함은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줄 수도 있지

만 숙련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성능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
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오퍼레이터의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를 모니터하고 그에 맞게 적응적 행동(adaptive 
behavior)를 보여야 (예 : 로봇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제공, 로봇의 작업수행 모드 변경 등) 오퍼레이
터의 오판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간의 인지적 상태 (예 : 시스템에 한 신뢰도, 인지적 
부하 등)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로봇의 적응적 행동과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의 개발을 통해 로봇들이 인간의 인지 상태에 적응하며 인간도 
로봇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Co-Adaptive System을 개
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Fig. 2)

2. 본인의 표 논문(최신논문, 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1] Changjoo Nam, P. Walker, M. Lewis, and K. Sycara, 

"Predicting Trust in Human Control of Swarms via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accepted for presentation at IEEE 
Int. Symposium on Robot and Human Interactive 
Communication (RO-MAN), Aug 2017.
[2] Changjoo Nam and D. A. Shell, "Analyzing the 

sensitivity of the optimal assignment in probabilistic 
multi-robot task allocation,"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RA-L), Vol. 2, Issue 1, pp. 193-200, Jan 2017.
[3] Changjoo Nam and D. A. Shell, "Bundling policies for 

sequential stochastic tasks in multi-robot systems," 
accepted for publication, Int. Symposium on Distributed 
Autonomous Robotic Systems (DARS), Nov 2016.
[4] Changjoo Nam and D. A. Shell, "Assignment Algorithms 

for Modeling Resource Contention in Multi-Robot Task 
Allo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T-ASE), Special Issue on Networked 
Cooperative Autonomous Systems, Vol. 12, Issue 3, pp. 889
–900, Jul 2015.
[5] Changjoo Nam and D. A. Shell, "When to do your own 

thing: Analysis of cost uncertainties in multi-robot task 
allocation at run-time," IEEE Int. Conf.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pp. 1249-1254, May 2015.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다중 로봇 시스템의 최적화 문제는 NP-hard 문제들이 많지
만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어있어, 일관되게 최적해나 일정 범위 
내에 수렴하는 근사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면 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델 기반의 
top-down 방식으로는 정형화되지 않은 인간의 의사결정과정
을 표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을 택했으나 일관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 및 의도가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신경적(neural), 생리학적(physiological) 신
호들을 이용하여 보다 일관되게 인간의 의사 결정과정을 예측
하는 연구를 현재 신경과학자, 인지과학자들과 추진 중에 있습
니다.
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유저 스터디와 몇 번의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인간의 로봇에 한 신뢰도 추정 알고리즘과 로봇의 제어 알고
리즘을 수정/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로봇 시스템과 인간이 상호
적응하는 Co-adaptive Mmulti-robot System을 개발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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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연구하면서 마주하는 많은 논문들, 특히 최신 논문들로부터 

다양한 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며 여러
번 들춰본 논문이라고 하면 ROS와 Gazebo를 개발하고 있는 
Open Source Robotics Foundation의 수장인 Brain Gerkey
가 박사과정 중에 지도교수 Maja Mataric과 쓴 A formal 
analysis and taxonomy of task allocation in multi-robot 
systems가 있습니다. Proof-of-concept 스타일로 이어져오
던 Multi -robot task allocation 분야의 연구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분류하여 이후 연구들의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어온 
논문입니다.

6.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고려 학교의 Perceptional Robotics Lab.(지도교수 도락주, 
http://perl.korea.ac.kr)을 거쳐 Texas A&M University의 
Distributed AI Robotics Lab. (DAIR Lab.)에서 박사과정을 마
쳤습니다. DAIR Lab.에서는 다중 로봇 시스템의 최적화 문제부
터 선으로 묶여있는 로봇들의 모션 플래닝, 구동부가 없는 
Manipulator를 이용한 Object Manipulation, 스웜 로봇들의 
Emergent Behavior, 추적 상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모션 플래닝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교
수님이셨던 Dylan Shell 교수님 (http://robotics.cs.tamu.edu)
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기보다는 보편적이
고 새로운 문제를 수학적으로 잘 정의하고 이론적인 기반을 토
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Fig. 3)
현재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Robotics Institute에서는 로봇 분야를 선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Advanced Agent-Robotics Technology Lab.

에서는 현재 다중 로봇 시스템과 스웜 로봇 시스템의 제어, 인간
-로봇 상호작용, 다수의 로봇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Katia Sycara 
교수님(http://ri.cmu.edu/ri-faculty/katia-sycara)은 약 30
년간 Robotics Institute에서 근무하며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분
야에서 선구자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인간이 오퍼레이
터로서 혹은 작업수행에 협력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포함되는 

규모의 이종(Heterogeneous)로봇 시스템의 디자인과 개발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박사과정 중에 다중 로봇의 작업수행 최적화 분야에서 이론적

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실제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그 결과 
Amazon Robotics(구 Kiva Systems)의 연구개발팀(Amazon 
Picking Challenge를 주관하는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동화 창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성능을 실험적으로 보 습니다. 저의 연구가 
실험실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은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Fig. 
4) 현재 CMU에서의 연구는 기존 결과가 거의 없는 분야라서 
연구에 참고할만한 레퍼런스가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
니다만 선구자적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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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로봇공학은 로봇지능과 관련된 순수 알고리즘 연구부터 기구
학, 동역학적인 하드웨어 연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
습니다.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실험까지 수반
해야하는 분야가 많지만 수학적인 증명만으로 충분한 분야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 동작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양
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폭 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에서의 연구 방향성은 부분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깊이를 깊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스스로의 연구에 매몰되어 폭을 넓히는 일에 소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학위과정 중에서는 졸업연구에만 집중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졸업 후에 다양한 프로젝
트에 참여하다보면 한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졸업연구를 하
느라 많이 바쁘더라도 폭을 넓히는 데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유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
실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한 목표달성을 위해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 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인간의 뇌 지도를 완성하여 이롭게 사용하겠다는 Brain 
Mapping 프로젝트가 현재 이슈임에 따라, 미국의 BRAIN 
Initiative 등을 필두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뇌과학(Neuroscience) 연구의 발전은 최
근 10년 이내에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졌지만, 관련 실험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실제 환자와의 임상 연계과정을 다루는 뇌공학
(Neural Engineering) 분야는 그에 비교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야의 필요성
을 여러 연구자가 인식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
어졌고, 저는 그중에서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 MIT Bio 
-electronics Group에서 광유전학(Optogenetics)을 이용한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장비를 만드
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표적인 기술인 광유전학이란, 특
정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신경 세포의 신호 전달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간의 뇌를 간단하게 묘사하면 전
기신호 및 화학물질을 매개로 하는 커다란 회로(circuit)로 표
현할 수 있는데요,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하면 이 회로에 인위적
인 스위치를 추가함으로써 뇌의 특정 부분을 켜거나 끄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특정 종류
의 조류(algae) 중에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주광성을 가진 것들
이 있는데, 이 조류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신경의 기본 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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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neuron)에 넣어 주면, 뇌나 척수 등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
니다. 뇌 지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 기록, 관찰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기술을 살아 움직이는 생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고도,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
니다. 정확히는 유전자 및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마이크로 사이
즈의 유체관(fluidic channel) 뿐만 아니라, 빛 자극을 전달하기 
위한 광통로(optical waveguide),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즉
시 컴퓨터로 전달하기 위한 전극(electrodes) 등이 모두 머리
카락 정도의 크기의 작은 장비에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가 
MIT에서 한 일은, 이런 기능을 모두 포함한 마이크로 사이즈의 
생체 적합한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간편하고도 안전한 뇌과학 
실험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공학 장비의 생체 적합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장비의 재료인데요, 보통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
을 만드는데 쉬운 재료인 실리콘이나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삽입
될 경우 높은 강도에 의해 뇌에 심각한 상처를 일으킵니다. 그
로 인해 생기는 면역 반응 때문에 장비 주변은 아교 세포(Gila)
들로 둘러싸이게 되고, 이 세포들은 장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절연체로 작용하여 전극 부분을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랫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자 하거나, 관련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고분자
(polymer) 재질의 물질을 이용하여 유연하면서도 뇌 조직과 
흡사한 강도를 가지는 섬유(fiber) 형태의 장비를 제작하고 있
습니다. 아래 동 상은 이러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 이용한 특수
공정인 ‘열 인발 공정(thermal drawing process)’을 적용하기 
위해 직접 만든 타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를 외부 부품에 연결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1cm x 0.5cm 크기, 0.5g 무게의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데
요, 이 장비를 살아 움직이는 쥐의 뇌에 삽입하여 여러가지 뇌과
학 관련 실험을 진행한 내용을 올해 초에 Nature Neuroscience
에 게재하 습니다. 저희 장비는 위에서 언급했듯 빛 자극을 
가하고, 뇌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아 컴퓨터로 옮기는 
동시에, 유체관을 이용해 약물이나 유전자 처리를 가능하게 하
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능한 여러가지 뇌과학 실험들을 실제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행동 실험 및 장기간 single-unit activity tracking), 장비의 
범용성을 보여주는 데도 성공하 습니다.

또한 재료를 조금만 바꾸면, 뇌가 아닌 다른 부위인 척추용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는 상 적으로 움직이 없는 
뇌에 비해 몸의 약 12% 정도의 strain을 가질 정도로 변형이 
매우 심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큰 신축성을 가진 
탄성고분자 물질로 섬유 형태의 장비를 인발한 후에, 은나노 
와이어 (silver nanowire)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매우 얇은 전극
을 제작하여 약 100 마이크로 미터 지름의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척추용 장비를 개발하 습니다. 이 장비 역시 빛 자극을 
주는 동시에, 척수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을 컴퓨터로 옮기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비를 이용하면 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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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의 신호를 조절하여 다리 등 근육을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
해 지므로, 앞으로 전신마비 환자 및 장애 분들을 위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BMI)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 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Science Advances라는 저널에 발표되었고, 저희는 이
러한 뇌 및 척추 관련 광유전학 장비가, 여러 뇌 역의 기능 
및 상호 연결에 해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계기가 
되어, 기존 뇌과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광유전학이 조직공학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가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 연구로 광유전학이 신경 세포의 
성장 촉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에 해 연구한 내용을 
Scientific Reports 저널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빛 자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 신호가 신경 세포의 
성장 인자의 배출을 유도하여 자기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는 것을 발견하 고, 또한 빛 자극의 시간 및 진동수를 조절하여 
어떤 조건에서 성장이 가장 높은 비율로 촉진될 수 있는가를 
밝혀 내었습니다. 위의 장비 개발 관련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결합시켜서,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면서도 
신경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직공학용 장비 (tissue 
scaffold)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2. 본인의 표 논문
[1] S. Park, Y. Guo, X. Jia, H. K. Choe, B. Grena, J. Kang, 

J. Park, C. Lu, A. Canales, R. Chen, Y. S. Yim, G. B. Choi, 
Y. Fink, and P. Anikeeva, “One-step Optogenetics with 
Multifunctional Flexible Polymer fibers”, Nature 
Neuroscience, vol. 20, no. 4, pp. 612-619, 2017.
저널 링크: https://www.nature.com/articles/nn.4510
MIT News 링크: 
http://news.mit.edu/2017/multifunctional-tiny-fibers

-brain-022

[2] C. Lu*, S. Park*, T. J. Richner, A. Derry, I. Brown, 
C. Hou, S. Rao, J. Kang, C. T. Moritz, Y. Fink, P. 
Anikeeva, “Flexible and Stretchable Nanowire-coated 
Fibers for Optoelectronic Probing of Spinal Cord 
Circuits”, Science Advances, vol. 3, no. 3, e1600955, 
2017 (*equally contributed).
저널 링크: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3/3/e1600955

MIT News 링크: 
http://news.mit.edu/2017/stretching-boundaries-neu

ral-implants-0331

[3] S. Park, R. A. Koppes, U. P. Froriep, X. Jia, A. K. 
H. Achyuta, B. L. McLaughlin, P. Anikeeva, 
“Optogenetic Control of Nerve Growth”, Scientific 
Reports, vol. 5, 9669, 2015.
저널 링크: https://www.nature.com/articles/srep09669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무래도 학부와 석사 때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박사 때는 전
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제 연구에 필요한 뇌과학 및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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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읽어가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간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융합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한 기초를 잊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전공한 것이 아닌 분야에 한 선입견이나 막연한 벽을 
허물고 분야 사이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 헤메는 
과학자가 많아지길 기 해 봅니다. 특히 생물학 입장에서는 관
련 장비 제작을 시도하는 공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
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양쪽 
분야에 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보다 쓸
모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서, 세상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현재 연구실에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특히 장기와 

같은 곳에 뻗어 있는 말초 신경계의 자극 및 신호 기록을 가능하
게 하는 방법에 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물질도 
아직 생체 조직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이
드로젤 등 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물질을 이용해서 뇌공학 장비
를 개발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서 얘기했던, 광유전학을 조직공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경 절단 부위에 삽입할 수 있는 채널(channel)형 
다기능 장비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인발 공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물질의 조합으로 광통로, 전극 등을 다양한 
모양의 구조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신경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세포구조체(tissue scaffold)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5.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이 연구는 MIT RLE의 Bioelectronics Group에서, 지도교수
님이신 Polina Anikeeva 교수님 지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http://www.rle.mit.edu/bioelectron/). 저희 연구실은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빛, 자기장, 

열, 토크 등) 바이오 연구 및 의료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기능 
장비 및 약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유연한 재료를 이용해서 광유전학을 
위한 섬유형 장비를 만드는 쪽, 나노 자성 입자를 이용해서 신개
념 비침습적 신경 전달을 연구하는 쪽, 그리고 광유전학을 이용
한 조직 공학용 장비 및 방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다양한 배경
을 가진 학생들 및 포닥들이 모여 각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보다 좋은 신경용 장비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 줄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저를 항상 좋은 결과로 끌어줬던 때는 겁을 먹지 
않고 무언가를 진행했을 때 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과 학생
으로써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
셨던 일이 클로닝 및 바이러스 제작이었는데요, 이 때 제가 이러
한 일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배움을 추구
하지 않았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조금 멀리 바라보고 잘 모르는 
분야라도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혼자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
다 주변의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함께 지식을 나누었던 
것 또한 제가 벽에 가로막혔을 때 출구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혼자 외롭게 학문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으로 
서로 도와가며 연구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먼저 연구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제가 뇌공학 연구에 입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
던 MIT 뇌인지과학과 Gloria Choi 교수님과 임 신 박사님, 
그리고 지금은 DGIST 뇌인지과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신 최
한경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나오기 전까지 제 기반이 될 연구를 지도

해주시고,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연세 학교 생명공학
과 조승우 교수님, 서울 학교 의과 학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
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부 및 학원 시절에 찾아뵈었을 때, 좋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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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해주셨던 서울  기계공학과 전누리 교수님, 윤병동 교수
님, 김호  교수님, 이경수 교수님, 연세  기계공학부 류원형 
교수님, 서울  화학생물공학부 김 형 교수님, 서울  화학부 
김성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젖음성은 고체-액체-기체, 즉 3상(Phase)이 존재하는 시스

템에서 상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액체의 고체와의 접
촉을 유지하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젖음성은 계면(Interface)
의 형태 및 거동에 향을 주며, 따라서 계면을 통한 물질 및 
열 전달이 이루어지는 다상 시스템(Multiphase System)에서 
중요한 설계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마이크로-나노 공
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젖음성을 극 화, 극소화할 수 있게 되면
서, 잉크젯 프린팅 기술, 자동자정(Self-Cleaning)-발수
(Water-Repellent)-방빙(Anti-icing)-방오(anti-fouling)
기, 선박 유체마찰(Hydrodynamic Friction) 저감, 미세유체기
기 액적 수송기술, 소형전자제품에서부터 형발전소까지 냉각 
구성요소로 활용되는 히트파이프(Heat Pipe), 응축기, 증발기, 
보일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젖음성 현상은 광범위하게 응용 
및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Scale)의 구조가 있는 표면이 있

는 다상 시스템에서의 젖음성(Wettability)에 따른 물질 및 열 
전달에 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광 X-

선 상법(Synchrotron X-ray imaging)을 이용하여, 마이크
로-나노 구조에서의 계면 형상 및 거동을 가시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젖음성 현상에 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
습니다. 현재는 앞서 수행한 젖음성 현상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물질 및 열전달의 기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액적 증발
(Droplet Evaporation) 및 풀 비등(Pool Boiling) 현상에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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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표 논문 
[1] D. I. Yu, S. W. Doh, H. J. Kwak, H. C.Kang, H. S. 

Ahn, H. S. Park, K. Moriyama, M. H. Kim, “Wetting 
state on hydrophilic and hydrophobic micro-textured 
surfaces: Thermodynamics analysis and X-ray 
visualization”, Appl. Phys. Lett. 106, 171602 (2015)
(URL address:
 http://aip.scitation.org/doi/full/10.1063/1.4919136)

[2] D. I. Yu, H. J. Kwak, S. W. Doh, H. S. Ahn, H. S. 
Park, K. Moriyama, M. H. Kim, “Dynamics of contact line 
depinning during droplet evaporation based on 
thermodynamics”, Langmuir, 31(6), 1950-1957, (2015)
(URL address: 
http://pubs.acs.org/doi/abs/10.1021/la504971y)

[3] H. Jo, D. I. Yu (co-first), H. Noh, H. S. Park, M. 
H. Kim, “Boiling on spatially controlled heterogeneous 
surfaces: Wettability patterns on microstructures”, Appl. 
Phys. Lett. 106, 181602 (2015)
(URL address: 
http://aip.scitation.org/doi/full/10.1063/1.4919916)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마이크로-나노 구조 표면에서의 젖음성 및 상변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는 마이크로-나노 공정 기술과 방사광 X-선 
상법에 한 지식과 경험 부족에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짧고도 긴(?) 학위 과정 중에 본 연구의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같이 학교에
서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물리학, 화학
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바로 나의 좋은 선생님이자 연구 협력자

습니다. 그들과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연구 
교류는 저의 연구의 어려운 부분에 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포항 나노 융합기술원, 전 나노 종합 기술원, 포항 
가속기 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같은 연구원과
의 협동 연구는 저의 연구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는 혼자
가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서 해 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젖음성 현상에 따른 물질 

및 열전달에 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방사광 X-
선 상법과 마이크로-나노 공정 기술을 통해 물질 및 열전달
이 있는 다상시스템에서 계면의 형태 및 거동을 이해하고, 우리
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 
불안정성(Instability) 현상과 같은 다양한 물질 및 열전달에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젖음성을 이용하여, 전자장치냉각, 공조냉동시스템, 발전소 냉
각 같은 크고 작은 다상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실용화 연구
도 활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5.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저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향을 받았지만, 특히 

저는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포항공과 학교의 김무환 교수님과 
이상유동연구실의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연구적 감을 받았습
니다. 학위 과정 중에 배운 공학적 문제에 한 문제 인식 및 
정의,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은 앞으로 
평생 연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나 소중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6.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포항공과 학교 기계공학과 이상유동연구실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김무환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며, 그 아래 있는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은 동거
동락하며 서로의 연구의 꿈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포항공  이
상유동연구실은 비등-응축과 같은 이상유동에 한 기초 연구
에서부터 원자력 열수력 안전, 연료전지, 냉동시스템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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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연구까지 다양한 실험, 해석, 이론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저는 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양원전

개발센터에서 근무하 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원자
력 기술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국가연
구기관입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동안 새로운 원
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우수한 동료연구원
들로부터 원자력에 한 폭 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올 가을부터 저는 부산에 있는 부경 학교에서 조교수

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부경 학교는 지역 특성화 및 산학협력
을 선도하는 학으로써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국내 명문 학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수한 부경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연구에 한 기 가 
큽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를 통해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만큼 연구의 매력

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젖음성 현상에 한 물질 및 열전달 
현상 연구를 통해 실제 액적이 표면 위에서 증발하는 동안 간 
발생하는 접촉선(Contact Line)의 피닝(Pinning) 현상에 한 
메커니즘을 열역학적으로 해석하 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서 일어나는 현상에 해 학부 시절 동안 배운 열역학으로 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연구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연

구를 더욱 즐겁게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연구의 역을 넓히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의 자부심이자 보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
공학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컨텐츠기술(CT) 등을 
미래유망신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미래유망
신기술 또한 기계/건설공학과 같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문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를 진학
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이 있다면, 무엇보다 자기의 전
공 과목을 철저히 숙달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의 
단단함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있을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협력 연구에
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향하는 길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진공학 (Earthquake Engineering) 분야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크고 작은 지진속에서 철근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 RC) 구조물의 붕괴를 막고 피해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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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내진설계방식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조물이 내진설계가 반 되기 이전에 지어져 현재까지도 
사용중이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와 철근과 같은 전통적인 건설재료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새
로운 건설재료의 사용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형상기억합금 (Shape Memory Alloy, SMA) 이라는 다
소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RC 구조물, 그 중에서도 RC 기둥의 
내진보강·보수 (Seismic Retrofit·Repair)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포항지진의 피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RC 기둥은 콘크리트를 적절
히 구속 (Confine) 해줄 수 있는 횡방향 철근 (Hoop) 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크지 않은 기둥의 횡변형
에서도 콘크리트가 쉽게 부스러지고 소성힌지 (Plastic Hinge) 
가 형성되어 결국은 취성파괴(Brittle Failure)에 이르게 됩니
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SMA 와이어가 RC 기둥에 
적용될 수 있으며, SMA의 형상기억효과 (Shape Memory 
Effect, SME) 와 그에 따른 Prestressing을 이용해 콘크리트
에 능동구속 (Active Confinement) 을 가할 수 있습니다. 
Active Confinement는 압축하중에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지연
시키고 압축변형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RC 기둥의 연성적인 
(Ductile) 거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근처의 미육군 건설연구소 (U.S. Army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Construction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y, ERDC-CERL) 에서 수행된 진동  실
험을 통해 SMA 와이어로 내진보강·보수된 RC 기둥이 강한 지
진하중에서도 큰 손상없이 뛰어난 내진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 고,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지진하중 속에서 
SMA 와이어로 보강된 교량이 어떠한 내진거동을 보일지 예측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 (The News-Gazette) 에 실린 진동  실험 상과 

사진입니다.
http://www.news-gazette.com/news/local/2016-01-18/

special-equipment-helps-ui-engineers-shake-out-brid
ge-flaws.html

2. 본인의 표 논문(최신논문, 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논문
공개 불가시 초록만 기재..

- Jung, D., Zafar, A., & Andrawes, B. (2017). 
Sustainability of civil infrastructure using shape memory 
technology. Innovative Infrastructure Solutions, 2(1).
- Jung, D., & Andrawes, B. (2017). Seismic Damage 

Assessment of SMA-Retrofitted Multiple-Frame Bridge 
Subjected to Strong Main Shock–Aftershock Excitations. 
Journal of Bridge Engineering, 23(1), 04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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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학부나 석사과정에서 한번도 실험연구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 진동  (shake table) 실험은 큰 도전이자 기회 습니
다. 실험체 제작에서부터 계측센서 설치까지 실험과 관련된 모
든 과정은 새로웠고, 만약의 경우에 재실험이 힘든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험으로 제가 의도한 로 실험체의 구조적 거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습니다. 이전 연구자들의 논
문을 통해 실험방법과 세팅을 꾸준히 공부하 고, 지진 시뮬레
이션을 통해서 실험체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거동이 
진동 의 하중한계 이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실험체를 설
계·제작하 습니다.
실험은 하룻동안 진행되었는데, 계획 중 일부로 먼저 실험체

에 지진하중을 통해 일정 손상을 입히고 나서 SMA 와이어로 
보수, 재실험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진동  위에서는 실험세팅으로 인해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
었고, 더군다나 짧은 시간내에 보수를 완료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실 동료들과 틈틈히 실험상황
을 가정하여 예행연습을 가졌고 실험 당일 현장에서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고 완벽하지는 않았
지만, 실험을 진행하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함께 도와준 동료들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

치고 싶습니다. 그 후, RC 기둥 뿐만 아니라 RC 구조물의 다양
한 부재를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보강·보수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진 이외에도 화재, 부식, 
노후화 등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회복력 
(resilience) 을 높힐 수 있는 연구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5.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먼저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의 Enrico Spacone 교

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ibre beam-column model for 
non-linear analysis of R/C frames: Part I. Formulation” 을 
포함한 Spacone 교수님의 다수의 논문을 읽고 RC 기둥의 거동예
측을 위한 비선형 해석모델에 관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현재의 연구에 향을 받진 않았지만 
University of Nevada, Reno의 Saiid Saiidi 교수님의 연구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초탄성효과 (superelasticity) 를 
가진 SMA를 RC 기둥의 주철근 (reinforcement) 으로 사용하고 
RC 교량의 내진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상당히 인상적
이었습니다. (“Shake-Table Studies of a Four-Span Bridge 
Model with Advanced Materials”)

6.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리노이주립 학교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토목공학과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박사학위과정에 있으며, Bassem Andrawes 교
수님의 Shape Memory and Structures 연구실에 속해 있습니
다. 저희 연구실은 SMA나 섬유보강폴리머 (Fiber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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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 FRP) 등을 이용한 RC 구조물의 내진보강·보수 연
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외에도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 시나리
오와 같이 다중재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예측을 위한 시
뮬레이션, 콘크리트 철도침목 (Railway Tie)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중국, 인도, 캐나다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될수도 있는데 처음에 막막하게만 느껴
졌던 문제들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해결하 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직접 적용해 
보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연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저의 연구가 실제로 구조물에 
적용될 수 있다면 더욱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
니다. 다만 MATLAB, Abaqus, OpenSees 또는 LabVIEW와 
같은 프로그램을 익혀두신 다면 연구나 Coursework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지내며 느낀 점은 기나

긴 유학생활을 순탄하게만 보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연구
적, 언어적 혹은 그 이외의 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고 어쩌면 마음 편하게 지내기 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현재 유학을 준비
하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고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마친 
많은 선배님들도 힘든 순간을 겪어왔고 저 또한 힘들었던 시간
을 보냈지만 이제 곧 졸업과 진로에 해 생각하는 시기에 접어
들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중 몇 번씩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자신을 잘 다스리고 여유있고 끈기있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전통적인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

공지능(AI)에 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하
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 학부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서울 학
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종우 교수님의 향이었습니다. 교수님
께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활용을 논문 주제로 추
천해주셨는데, 이를 통해 컴퓨터과학의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 고 필요한 지식의 내용도 기계
공학의 학부과정에서 배운 것과 달라 많이 힘들었지만, 컴퓨터
를 인간처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학부를 마친 후, 저는 기계학습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주의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IT Mechanical Engineering의 Robotic Mobility 

Group(RMG)에 석사과정의 연구생으로 지원하 으며, 그곳에
서 Karl Iagnemma 박사님의 지도로 자율주행차량의 Robust 
Optimal Motion Planning 에 해 연구하 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불확정적인 조건으로 자율주행차량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농업용 로봇이
나 화성 탐사 로봇과 같이 차량 Slip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로봇의 주행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물에 부
딪히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경로를 Planning 하는 것이 저의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주제 습
니다.
그런데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아쉽게도 Karl Iagnemma 박사

님이 Nutonomy 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MIT의 Lab.을 
정리하시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는 보다 통합적인 AI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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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MIT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CSAIL) 소속의 Model-based Embedded and Robotic 
Systems (MERS) Group에 박사과정의 연구생으로 참여하
습니다. MERS Group은 Brian Williams 교수님의 지도로 20여 
명의 구성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큰 규모의 LaB.입니다. MERS 
Group의 연구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로봇(Cognitive Robot)을 만들자’ 입니다. 따라서 저
희 그룹의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로봇에 사용되는 Low Level 
에서부터 High Level까지 여러 단계의 거 한 AI System 
Architecture를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High Level까지 올라가면, 로봇은 사람이 생각하고 작업하는 
것과 유사하게 Predicate(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제)를 
사용하여 주변의 환경에 해 인지하고 이를 토 로 앞으로 
해야 하는 작업을 계획(Activity Planning)하며 나아가 이를 
실행 및 감시(Execution and Monitoring)합니다. 이러한 단
계로까지 발전되어야 비로소 로봇은 사람과 진정한 팀메이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AI 연구는 이러한 통합적인 
AI system architecture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개별 파트
(Speech recognition, Computer Vision, Motion Planning, 
Control, Activity planning, Execution and Monitoring 등)
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이러한 개별 파트
에 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각 파트에
서의 연구가 AI의 통합적 발전에 필수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 파트의 연구에서도 의미 있
는 발전이 축적되어서 통합적인 AI System Architecture의 
설계가 병행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MERS Group의 AI System Architecture에 
한 개념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MERS Group 의 모든 파트

는 유명한 SF 미드 Star Trek 의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졌으며, 전체 시스템 또한 모든 캐릭터가 타고 다니는 우주선의 
이름인 Enterprise로 지어졌습니다. 개념도의 내용에 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High Level:  사람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과정
- Uhura: 음성데이터를 처리하여 사람이 로봇에게 주는 명령

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처리하기 힘든 명령인 경우 안까지 
제시합니다. (예: 사람-물 좀 가져다 줘. 로봇-물은 없고 주스
는 있네요. 주스를 가져다 드릴까요? 사람-주스 가져다 줘.)
- Bones: 로봇의 상태를 High Level 에서 추정하고 임무 

실패 여부에 해 진단합니다. (예: “로봇이 주스를 들고 있습
니다” 또는 “로봇이 주스를 드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 LCARS: 로봇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 및 의도

를 파악합니다. (예: “사람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 Kirk: 주어진 문제에 해 High Level 에서 작업의 종류 및 

순서를 계획합니다. (예: 사람에게 주스를 주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 흐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로봇-냉장고로 이동 후 주스
를 들고 사람에게 온다, 사람-컵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 Pike: Kirk 에서 작성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행하고 감시

합니다. (예: 사람에게 주스를 주는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Bones 를 통해 로봇이 주스를 들고 있는지 실패하 는지 감시
하고, 실패하 을 경우 이를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주스를 들도
록 명령을 내립니다)
2) Intermediate level:  High Level 에서의 작업을 Low level 

의 작업으로 변환시켜주는 (또는 그 반  방향의) 과정
- Chekov: 중간단계(Intermediate Level)에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Motion Planning을 수행합니다 (예: High Level 
의 결과에 따라, 로봇이 주스를 들어야 할 때와 주스를 들기 위해 
로봇 팔을 어떠한 경로로 이동시켜야 할지 계산합니다)
- Speech recognition, Object detection: Low Level 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1차적으로 처리하여 사람이 하는 
얘기를 로봇의 언어로 Mapping 해 주거나 주변의 사물을 인지
하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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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w level:  로봇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거치는 
가장 처음의 과정
- Microphone, Stereo camera: 이러한 센서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일차적인 전처리 과정을 수행해줍니다.
- Low level controller: 상위 단계들에서 내려진 명령을 로봇

이 실제 움직일 때 필요한 Control Command 로 변환시켜 줍니
다.
MERS Group의 연구자들은 부분 통합적인 AI system 

architecture의 각 파트 중에서 하나를 맡아 학원 과정 동안 
해당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Human 
Robot Interaction (HRI)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Human activity and intent recognition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레오 카메라로 얻은 low level의 
이미지 데이터에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각 물체의 종류 및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토
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activity)과 의도(intent)를 
High Level에서 추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그 
결과는 위의 개념도에 있는 다른 여러 activity planning 및 
execution and monitoring 파트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면서도 범용성있게 모델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Qualitative Spatial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QRS) 라는 수학적 도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MERS 
Group의 학생들은 각자가 개별적인 파트를 맡아서 연구하지
만, 각자의 연구가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
제이기 때문에 많은 발표와 활발한 토의를 통해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AI system architecture의 설계
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표적인 경우로는 
공장자동화 과정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같은 MIT CSAIL 소속의 Julie Shah 교수님이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에서 하셨던 강연에 의하
면, 현재 공장자동화는 상당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최종 Assembly 과정과 같은 가장 성공
적인 예시에서 조차도 실제로 사람이 개입되어야 하는 과정이 
전체 조립업무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연
구주제가 다루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를 로봇이 파악하는 것은 공장자동화의 완성을 위해 매
우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연구를 비롯한 

MERS Group의 여러 연구는 미국의 Boeing과 일본의 Toyota
와 같은 여러 기업에서 Funding 을 받고 있으며, 제 연구가 
포함된 MERS Group의 AI system Architecture는 Toyota 
Research Institute (TRI)에서 개최하는 Competition 에 참가
할 예정입니다.

2. 본인의 표 논문
1.  S. U. Lee and K. Iagnemma, “Robust Motion Planning 

Methodology for Autonomous Tracked Vehicles in Rough 
Environment Using Online Slip Estimatio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Otc. 2016, Deajeon, Korea.
(http://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7759528/)
2.  S. U. Lee, R. Gonzalez, and K. Iagnemma, “Robust 

Sampling-based Motion Planning for Autonomous 
Tracked Vehicles in Deformable High Slip Terrain,”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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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May 2016, Stockholm, Sweden.
(http://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7487413/)
3.  S. U. Lee, A. Jasour, A. Hofmann, B. Williams, 

“Robust Human Activity Monitoring Using Qualitative 
Spatial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May 2018, Brisbane, Australia. – Submitted.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obust human activity 

monitoring algorithm. We focus on a human activity 
monitoring problem with three distinct characteristics: 
i) there is significant sensing noise, ii) humans act 
according to a predefined abstract behavior model in the 
context of a plan, and iii) spatial relations between the 
objects involved are an important aspect. Our algorithm, 
called Logical Activity Recognition System (LCARS), has 
two components: i) the offline compilation component 
and ii) the online estimation component. The offline part 
autonomously generates the online part using common 
sense structural and logical knowledge. This knowledge 
is based on the abstract human behavior model, written 
in Planning Domain Definition Language (PDDL), and 
spatial relations between objects, represented using 
Region Connection Calculus-8 (RCC-8). The resulting 
online part has a layered structure, designed as a series 
of Hidden Markov Models (HMMs) coding common sense 
knowledg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LCARS is 
robust even under significant sensing noise.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는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 지만, AI 분야의 연구에
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은 제가 배웠던 것과 상당히 달랐
습니다. AI 분야의 연구에서는 코딩 능력이 매우 높게 요구되
며, 더 나아가 컴퓨터 과학에 한 폭넓은 이해 또한 필요합니
다. 따라서 연구초반에 컴퓨터 과학을 학부전공으로 배운 다
수의 MERS Group 학생들을 따라잡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
다. 더욱이 AI 분야는 학문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수학을 요
구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수학의 종류도 기계공학의 학부과정
에서 배운 수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즉, 기계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학은 뉴턴 방정식에서 출발하여 도출되는 PDE형태
의 수식에 한 해석인 반면, AI 분야에서는 함수해석학, 위상

수학, 확률론 등과 같은 추상적인 수학이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컴퓨터과학과 수학에 한 기초적인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은 많은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저의 기계공학 배경

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MERS Group 에서는 AI 
System Architecture 전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Low Level 
에 해당하는 로봇 센서 및 제어에 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는 
저를 비롯한 기계공학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전체 Architecture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기계공학의 학부에서 공부하 던 제품 디자인과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수업의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본인이 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저는 석사를 마치고 학원 과정 도중에 그룹을 바꾸었는데, 

제가 지도를 받은 두 교수님은 저에게 큰 향을 주셨습니다. 
먼저 석사과정을 지도해주셨던 Karl Iagnemma 박사님은 MIT 
에 계시면서 Nutonomy 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이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 만으로도 저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를 지도해주시는 Brian Williams 교수
님은 MIT에 오시기 전, Xerox Palo Alto Research Center와 
NASA Ames Research Center에 계셨고, 따라서 Industry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데에 상당한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을 통해 공학에는 Academia 못지않게 
Industry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
다. 그리하여 저는 학문으로의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저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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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Industry의 역으로까지 확장해 나아가 보고 싶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AI는 오늘날 매우 빠르게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는 여러 AI 알고리즘이 적용
되어 있습니다. Google, Tesla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은 자율주
행차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Amazon은 자동화된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더욱 빠르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주
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AI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용되
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성공하면

서 궁극에는 인류가 고된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AI 또한 향후 우리를 번잡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게 되리라 생각하면
서, 최첨단의 연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AI 분야는 일견 생각하면 컴퓨터 과학의 전유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배운 점은 AI가 
하나의 분과에서 발전시켜 나아가기에는 단히  방 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AI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는 Robotics인
데, AI를 Robotics에 응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공학에서 배우
는 제어 및 모델링 등의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많은 후배분들 또한 AI 분야에서 
함께 연구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첨언하자면,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수학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AI의 많은 문제들은 수학을 기본 언어로 하여 
서술되어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수학은 기계공학에서 사용되
는 수학과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부과정에서부
터 수학에 친하고, 특히 함수해석학, 위상수학, 확률론 등을 
공부해 두시면 AI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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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 최  규모의 학술 회인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2017)이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에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개최
되었다.

ICRA는 로봇자동화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들과 그에 준하는 
연구원들이 정보나 연구 결과들을 교류하고 수많은 신진연구자
들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연구 역량을 키워 나아가고 앞으로
의 연구에 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ICRA 학회 
수준은 h5-index(최근 5년간 발표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지
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Google Scholar에서 Robotics 분야
에서 h5-index를 보면 ICRA가 68로 가장 향력 있는 논문들

이 발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참고로 IJRR(The Inter- 
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가 h5-index, 59로 
2위를 하 다.
학회 개최 장소인 싱가포르의 Marina Bay는 적도에 있는 지역

인 만큼 매우 더운 날씨 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지역이었
다. 학회 장소의 뒤로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Marina Bay 
Sands 호텔과 앞으로는 머라이언상과 Marina Bay를 한눈에 
볼 수 있는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는 최고의 장소

다.

올해 ICRA는 총 3,221명이 참석하 으며 2,289편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이 중 41%인 938편이 채택 되었다. 프로그램은 
워크샵, 정규세션, 6번의 키노트, 전시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11~12개의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 고 각각 발표자들은 5분 
스포트라이트 세션과 35분의 인터렉션 세션을 진행하 다.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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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자신의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5분간 관심있는 
발표자를 찾아가 여러 연구자들과 토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책으로 학회에 한 정보들을 제공했는

데 이번에는 태블릿을 제공하여 학회 정보를 제공하 다. 책만
의 장점이 있지만 검색기능을 사용해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지고 다니기 
간편하여 앞으로도 태블릿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효율
적으로 학회를 여러 연구자들이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다.

2. 주요발표 및 관심 연구 발표 요약  

Late Breaking Results 포스터 세션에 ‘Enhancing 
Situational Awareness for Teleoperation Tasks’ 논문을 발
표하 다. 발표는 공저자인 이현진 연구원이 발표를 하 다. 
연구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햅틱 디바이스로 원격제어를 
할 때 작업자에게 피드백을 주어 원격지의 상황을 인지시키는
데 이러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로봇 팔을 이용하여 작업 할 시 Joint Limit 이나 
Singularity 등에 한 피드백을 작업자에게 주는데 이 때 다양
한 피드백을 작업자에게 동시에 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주면 
될 지 또는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작업자
가 할 수 있을지에 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내용이다.

전시회장 앞쪽에 있는 넓은 공간에서 발표하 으며, 많은 사
람들이 질문을 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하 고 발표자들의 긴장감과 기 감이 섞인 표정들을 볼 수 
있었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다른 발표자들의 연
구내용에 해 질문을 하며 많은 교류를 하여 좋은 기회가 되었
고 많은 경험을 하 다.

시상식에는 최우수 학회 논문상, 최우수 학생 논문상, 최우수 
자동화 논문상, 최우수 의료 로봇 논문상 등 2가지 최우수 논문
상과 8가지 분야의 최우수 논문상 그리고 Associate Editors와 
Reviewers상을 수여 하 다. 서울 학교 김효인, 이현범, 최승
원, 김 권, 김현진 저자의 ‘Motion Planning with Movement 
Primitives for Cooperative Aerial Transportation in 
Obstacle Environment’ 논문이 최우수 학생 논문상 후보에 
올랐고, 삼성종합기술원 임복만, 형승 , 이주석, 세기홍, 장준
운, 심 보 저자의‘Simulating Gait Assistance of a Hip 
Exoskeleton: Case Studies for Ankle Pathologies’ 논문이 
최우수 HRI(Human-Robot Interaction) 논문상 후보에 올랐다.

최우수 논문상은 미국 펜실베니아 학의 GRASP Lab.의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or Semantic SLAM’이다.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에 한 기
존의 접근 방식은 점, 선, 면 등 낮은 수준의 기하학적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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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낮은 수준의 특징에 근거한 방식은 
관점에 따라 혹은 모호한 환경, 반복되는 환경에서 실패할 가능
성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클래스의 여러 개체를 가진 지도는 
중요한 데이터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데이터 결합 및 랜드 마크 클래스 확률의 추정 및 메트릭 상태에 
걸친 연속 최적화를 하 고, 실내외에서 알고리즘 평가를 하여 
성능을 입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우수 학생 논문상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 학교의
‘Autonomous Robotic Stone Stacking with Online Next 
Best Object Target Pose Planning’이다. 이 논문에서는 파편
이나 암석 등 불규칙한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위하여 임의
의 초기 방향으로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는 스태킹 포즈 
탐색방법을 이용해 무작위로 배치 된 물체들을 검색하는 
Pipeline을 제시한다.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임의의 
바위 4개를 이용해 자동으로 탑을 쌓는 실험을 11회 연속 시도
하여 상당히 흥미로운 우수한 결과를 보 다. 이 발표내용을 
보았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작위로 배치
된 불규칙한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에 한 연구를 생각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기에 이목을 끌었다.

필자의 관심분야인 농업용로봇세션이 2016 ICRA에는 
Regular Session(Robotics in Agriculture and Forestry)세션이 
있었고 2016 IROS에는 Autonomous Farming Technologies 
and Agricultural Robotics세션이 있었는데, 2017 ICRA에는 
Service Robotics세션에 농업용 로봇에 한 논문들이 발표되
었다.
호주 시드니 학교의 ‘Deep Fruit Detection in Orchards’는 

망고, 아몬드, 사과를 감지하는 연구를 하는데 최첨단 개체 검
색 프레임 워크 인 Faster R-CNN 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 
당 100 ~ 1000개의 과일을 포함한 과수 데이터를 작업하기 
위해 Faster R-CNN 프레임 워크의 타일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사과와 망고가 90퍼센트 이상으로 이전 연구와 비교하
여 최고의 검출 성능을 얻었다.

다음은 미국 카네기멜론 학교의 ‘The Robotanist: A 
Ground-Based Agricultural Robot for High-Throughput 
Crop Phenotyping’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의 작물의 
Canopy 아래로 자율 주행하면서 탐색 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 
기반의 플랫폼을 제안하 다. 이 로봇은 비접촉 센서 모듈식 
어레이를 이용해 식물의 줄기 강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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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술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전자 형을 더 쉽게 매핑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호주 퀸즈랜드 학의 ‘Autonomous Sweet Pepper 
Harvesting for Protected Cropping Systems’는 파프리카를 
자동으로 수확하는 기계를 소개한다. 파프리카를 수확하기 위
하여 효과적인 비전 알고리즘과 새로운 엔드 이펙터 디자인을 
결합하여 자동 수확률을 높이는데, 58%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결과이지만, 최근 농업용 자동 수확기 연구들과 비교하고 실제 
농업환경을 고려하면 낮지 않은 수치이다.

다음은 Vijay Kumar 교수 연구팀의 멀티로봇에 한 연구로 
필자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 농업용 로봇 연구도 하고 있음
을 볼 수 있었고, 연구 발표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다. 제목은 
미국 메사추세츠 학교의 ‘Counting Apples and Oranges 
with Deep Learning: A Data Driven Approach’이다. 이 논
문에서는 미지의 농업 환경에서 과일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딥 
러닝 기반의 과일 수를 세는 파이프라인에 해 연구했다. 입력 
이미지에서 과일 수에 매핑하는 딥 러닝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고, 낮과 오후에 오렌지, 녹색 사과에 하여 
실험을 진행하는데 훈련 시간이 짧고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조명의 변화와 
나뭇잎, 그 주변의 과일 배색에 의한 외관의 변화에 따라 신뢰

할 수 있는 과실 수를 얻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흥미로운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 퀸즈랜드 학교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
학교의 ‘Peduncle Detection of Sweet Pepper for 

Autonomous Crop Harvesting – Combined Colour and 3D 
Information’은 위에서 소개한 ‘Autonomous Sweet Pepper 
Harvesting for Protected Cropping Systems’에서 효과적인 
비전 알고리즘에 한 논문이다. 파프리카 수확에 있어 3D공간
에서 정확한 파프리카 꼭지 부분을 검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율 수확을 하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논문에서는 
RGB-D 센서에서 얻은 정보와 형상 정보 그리고 
Supervised-Learning을 이용하여 꼭지부분 감지 작업을 한
다. 결과는 야외에서 실험하여 피망 줄기 검출에 해 0.71 
AUC를 달성하 다. RGB-D 센서와 형상 정보 그리고 
Supervised-Learning을 같이 이용한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
적이었다.

이번 ICRA에서 농업용 로봇 분야의 연구 결과는 많지는 않았
지만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 수확 기술, 농업용 비전 연구, UAV
를 이용한 모니터링 등에 한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농업용 
로봇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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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기술들을 접목시킨다면 미래 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 될 것으로 기 한다.
논문 발표 이외에도 워크숍, 전시회가 있었다. 전시회에는 많

은 업체와 학이 참가해여 많은 연구동향과 재미있는 볼거리
들이 있었다. Bitcraze에서는 Loco 라는 포지셔닝 시스템을 선
보 고 매니퓰레이터 로봇을 전시한 업체 중 이것을 기반을 
만들어온 ABB가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Kinova, 
Kawasaki, Torobo 등 많은 업체들 또한 적지 않은 연구자들에
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주변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열띤 토론
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장소도 좁지 않고 넓어
서 관람하기에 편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http://www.icra2017.org 이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뱅큇과 페어웰로 나이트 사파리를 참석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점심을 제공하 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공되었다. 뱅큇 역
시 형홀에서 고급스러운 음식들과 음료를 제공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곳에서 호주에서 온 연구자와 각자의 연구실
과 연구 방향에 하여 화하며 친해지고 함께 음식을 즐겼다.

학회장에서 약 40분정도 버스로 이동을 하여 참석한 페어웰
로 나이트 사파리에서는 저녁식사와 짧은 공연,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며 관람하는 사파리 체험이 있었다. 주변 환경을 
사파리에 온 것처럼 잘 조성을 해서 몰입도가 있었고, 매우 다양
한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3. 참관 소감

그 동안 많은 학회들을 가 보았지만 이번 ICRA는 학회에서 
많은 것을 준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봇 
자동화 최  규모의 학회인 만큼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흥미로운 점이 많았다. 이번 학술 회에서는 
Motion and Path Planning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사용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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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Planning을 위한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Aerial Robotics 또한 이번 학회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용 로봇 및 자동화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
다. 아직 농업용 로봇은 연구개발 단계가 초기이지만 이 기술들

을 농업에 적합하게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농업용 로
봇 또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8년 ICRA는 호주에서 5월 21일 ~ 25일에 진행 할 예정이

다.

1. 학술대회 개요 

WCSMO-12(World Congress on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12)는 국제 최적설계학회인 
ISSMO(International Society for Structural and Multi 
-disciplinary Optimization)에서 주관하는 최적설계분야의 
세계적인 학술 회이다. 1991년 10월 George Rozvany교수에 
의해 ISSMO가 설립된 이래 WCSMO는 1995년을 시초로 격년
마다 개최되어왔다. 이번 WCSMO-12은 Technical Univer 
-sity of Braunschweig의 Thomas Vieter 교수와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의 Kurt Maute교수를 비롯하여 총 다섯 
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하 으며 독일의 Technical Uni- 
versity of Braunschweig에서 6월 5일 (월요일)부터9일(금요
일)까지 5일간 열렸다.
학술 회가 열린 브라운슈바이크는 폭스바겐으로 익숙한 볼

프스브루크 바로 옆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이다. 비록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브라운슈바이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
으며 독일 내에서 학술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이다. 브라운
슈바이크는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출생한 도시로 유명하며, 학

술 회 장소인 Technical University of Braunschweig는 독일
의 9개의 표적인 공과 학(TU9)에 속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 학이다.
세계 최 의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 근처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Technical University of Braunschweig은 자동차 
산업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Bosch등 독일의 다양한 자동차 부품사들과 긴 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학술 회에서는 폭스바겐의 설
계 엔지니어들과 Technical University of Braunschweig의 학
생들의 최적설계 기술을 이용한 차체 및 자동차 부품 설계를 
주제로 하는 많은 발표들이 있었다.
WCSMO-12에서는 총 4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중 

418편이 구두발표, 나머지 33편이 포스터발표이다. 발표된 논
문의 주제는 위상 및 형상 최적화, 신뢰성기반 설계, 마이크로/
나노 재료, 자동차, 항공우주, Additive manufacturing, 다중물
리 등 매우 넓고 다양했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들만큼이나 발표
자들의 출신지도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다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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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WCSMO-12는 
많은 연구들을 보고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2. 주요 행사 

일반적인 학술 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WCSMO-12는 첫 날의 
Opening Ceremony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연구가 발표가 있
었고 마지막 날의 Banquet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술 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WCSMO-12
만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 인상 깊었던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State-of-the-Art Discussion 

학술 회의 네 번째 날(6월 8일) 열린 State-of-the 
-Art(SOTA) Discussion은 최적설계 분야의 신기술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다. SOTA Discussion은 WCSMO의 전통으로 
최적설계 분야의 입문자와 오랜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열린 마음으로 이 분야의 현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해 토의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ISSMO의 현 회장이신, 중국 Dallian University of Tech 

-nology의 Gengdong Cheng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셨고, 아래
의 4명의 Panelist들이 각각 Topology optimization, Design 
uncertainty, Material design, 그리고 Design applications
에 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 다. Panelist들의 발표
에서는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어
서 최근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Excursion
학술 회 마지막 날 (6월 9일)에는 학회 측에서 브라운슈바

이크 근처의 짧은 단체여행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두 가지 옵션
이 있었는데, 하나는 볼프스브루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의 방
문객들을 위한 전시장인 ‘Autostadt’ 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운
슈바이크 근처의 마을인 고슬라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폐광 방문이었다. 두 곳 모두 독일에서 내로라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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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이지만 필자는 아쉽게도 비행기 시간 때문에 단체여행
에 참석하지 못했다
3. 주요발표 요약 

이번 WCSMO-12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한 451편의 논문
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흥미로웠고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도
움이 될만한 몇 개의 연구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싶다.

(1) 자동차 구조의 아이들링 진동저감을 위한 BIW구조의 위
상최적화 방법 개발
(Development of BIW Topologic Optimization Method for 

Automotive Idling Vibration)
- Haitao Du (Pan Asia Technical Automotive Center Co, 

Ltd., Shanghai, China)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 구조의 엔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이들
링 진동은 시내주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운전조건이다. 이러한 
아이들링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조의 
BIW(Body in White)를 최적화 하는 것이 동력계를 최적화 하
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BIW구조
의 최적화를 위하여 위상최적화를 적용하 다. 논문에서 제안
하는 위상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BIW에서 진동에 약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며, 이렇게 알아낸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으
로 아이들링 진동을 크게 저감할 수 있었다.

(2) 자유진동 문제를 위한 그래핀 판의 형상 최적설계
(Shape and structural design optimization of graphene 

sheets in natural vibration problem)
- Jin-Xing Shi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Nagoya, 

Japan)

그래핀 판(Graphene Sheet, GS)은 탄소 원자가 단일층의 벌
집모양의 격자로 배열된 가장 강하고 얇은 재료이다. 이렇게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징 때문에 최근 GS는 NanoElectro 
Mechanical System(NEMS)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 연구
는 GS의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형상최적화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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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Molecular Mechanics (MM) 방법을 이용하여, GS
를 연속체의 프레임 구조로 모델링 하 다. 그리고 Free-form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프레임구조의 형상 최적화를 수행했
다. 최적화 문제는 부피제약조건하에서 고유진동수를 최 화
하는 문제로 정의된다. 수치해석결과 GS의 고유진동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향후 NEMS에서 이용되는 GS의 설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된다.

(3) Additive Manufacturing을 위한 최적 지지구조 설계
(Optimal external support structure design in additive 

manufacturing)
- Yu-Hsin Kuo (National Chung Cehng University, 

Taiwan)

3D 프린팅 같은 적층형 생산방법(Additive Manufacturing)
들은 돌출된 부분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
에서는 3D프린팅에서 지지구조의 강성을 최 화하고 생산이 
완료되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며 지지구조를 생성하는 시간과 
재료사용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설계를 이용했
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지구조를 쉽게 제거하고 출력되는 구조 
표면에 남는 재료의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척력지수
(Repulsion index, RI)를 정의하 다. 최종적으로는 척력지수
를 이용하여 다목적 위상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지지구조를 
설계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생산 효율성을 검증하 다.

(4) 위상최적화와 이방성 메쉬 적응방법을 결합한 2D/3D 열
전도 문제
(Solving 2D/3D Heat Conduction Problems by Combining 

Topology Optimization and Anisotropic Mesh Adaptation)
- Kristian Ejlebjerg Jensen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enmark)

최근 이방성 메쉬 적응방법은 위상최적화 기법을 결합되어 
3차원 구조의 컴플라이언스 최소화 문제에 적용되었다. 본 논
문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을 2차원 그리고 3차원 
열전도 문제에 적용했다. 절점에서 정의된 설계변수와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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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oint 특성을 갖는 목적함수를 이용했으며, 개발한 방법은 
5527줄의 MATALB 코드로 작성되어 공유하고 있다. 고정된 
메쉬의 최적화 결과와 메쉬 적응방법이 적용된 최적화 결과를 
비교했을 때 메쉬 적응방법의 결과가 더 안 좋았으며 특히 3차
원 문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했다. 하지만 메쉬 적응방
법을 이용한 위상최적화 방법은 이방성 메쉬에서도 제작이 용
이한 형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보조변수와 유한요소 해석에 기반한 해머링 시험의 입력 
음압 신호 검출
(Identification for input sound pressure level in hammering 

test based on adjoint variable and finite element method)
- Eiki MATSUOKA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Niigata, Japan)

본 논문은 비파괴 해머링 검사에서 해머링 신호의 검출을 위
한 역해석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음압 
신호와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음압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적화 문제의 목적함수로 설정했다. 여기서, 최적화 문제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입력 신호를 찾는 것이다. 수치해석을 
위해 음파 방정식과 유한요소 법이 사용되었으며 수치예제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입력 신호를 검출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6) Additive manufacturing과 위상최적화에 기반한 격자구
조에 한 연구
(A Study of Lattice Structures Based on Topology 

Optimization and Additive Manufacturing)
- Takafumi Nishizu(Hiroshima University, Hiroshima, 

Japan)

격자구조는 다양한 구조물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격자구조의 형상은 구조적인 성능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격자구조를 이용하여 한층 더 진보
된 기계적인 성능을 갖는 복합재료를 만들기 위해 학계와 산업
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격자구조는 좋은 기계적 성능
을 보이면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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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설계를 적용하면 기존의 성능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상최적화를 이용
하여 격자구조의 체적탄성계수를 최 화하는 설계를 수행했다. 
최적화된 구조는 금속 적층 생산방식인 Electron Beam 
Melting(EBM)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실험을 통해 설계한 구
조의 성능이 검증됐다.

(7) 판 형상의 공진구조를 갖는 국부공진 메타물질의 최적 
위상설계
(Optimal topology design of locally resonant metamaterial 

with plate-like resonator)
- Jaesoon Jung(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wangju, Republic of Korea)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국부공진 메타물질은 국부적으로 
공진하는 구조를 통해 전파하는 파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부공진 메타물질을 이용하
여 구조전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최적설계 연구를 수행했다. 
국부공진 메타물질은 공진구조가 삽입된 단위구조로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삽입된 공진구조에 의해 단위구조를 주기적으
로 배열할 경우 파동이 전파하지 못하는 주파수 역인 Stop 
band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설계할 수 있다면 원하는 
주파수 역에서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판 형상의 공진구조를 
갖는 단위구조의 해석방법과 두께분포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으로 목적하는 주파수 역에서 Stop band가 생성
되도록 공진구조의 두께분포를 설계했으며 원하는 주파수 역
(600Hz)에서 구조를 통해 방사되는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수치해석을 통해 검증했다. 향후 이 연구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 등의 수송기계와 건물의 층간소음 저감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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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관 소감

WCSMO-12는 2년전 시드니에서 열린 WCSMO-11에 이어 
필자가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는 해외학술 회이다. 개인적으
로는 이번 학술 회를 통해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했는데 동양
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
다. 학술 회가 개최된 독일의 도시들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독일 시민들 또한 필자와 같은 방문자에게 굉장
히 친절했다.
이번 학술 회에서는 적층 생산방식(Additive manufactur
-ing, AM)과 위상최적화를 결합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보
다. 위상최적화를 이용하면 제한된 재료로 강성을 최 화하

는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M과 결합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관한 연구로 AM의 생산과정
에 필요한 지지구조 설계, 위상최적화를 이용하여 설계된 자동
차 및 항공기 부품 구조의 AM을 이용한 생산, 그리고 위상최적
화로 설계된 격자형 재료의 AM을 이용한 제작 등 많은 주제들
이 이번 학술 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향후에는 AM과 위상최
적설계를 결합하는 점점 더 많은 연구들과 다양한 적용 분야들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 회에서 위상최적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뤄졌던 

주제는 신뢰성 해석 및 신뢰성 기반 설계이다. State-of-the 
-Art (SOTA) Discussion시간에는 이에 한 연구현황을 중국
의 Zhan Kang교수가 발표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이번 학
술 회에서 이 주제에 관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나라
다. 신뢰성에 한 주제는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는 많이 사용
되고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점점 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뢰성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설계 방법을 갖춘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들
이 개발되고 쓰여질 것으로 기 된다.
필자는 이번 WCSMO-12를 통해서 다양한 국적, 분야, 학 

및 회사의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최적설계 기법과 
응용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최적설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필자는 기회가 
된다면 2년뒤에 열리는 WCSMO-13에도 참석하고 싶으며,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 이 학술 회를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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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개요

 European Community on Computational Methods in 
Applied Sciences (이하 ECCOMAS) 는 유럽 지역의 여러 국가
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다. 이는 2003년 포르투
갈 리스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05년 스페인 마드리
드, 2007년 이탈리아 라노, 2009년 폴란드 바르샤바, 2011
년 벨기에 브뤼셀, 2013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5년 스페
인 바르셀로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체코 프라
하의 Czech Technical University(CTU) 에서 8th ECCOMAS
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ECCOMAS는 다물체 동역학의 이론과 응용 연구에 관심있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위한 국제 포럼으로, 학회의 주요 목적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소속된 국제 연구자, 과학자, 전문
가들 간의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주제
는 탄성 다물체 동역학,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최적화, 

로보틱스 시스템, 차량 동역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를 주제로 삼고 있다.  
학회장인 CTU는 1701에 설립되어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기술 학 중 하나이다. CTU에는 현재 8개의 학부(토목 
공학, 기계 공학, 전기 공학, 핵 과학 및 물리 공학, 건축학, 교통 
과학, 생체 공학, 정보 기술)가 있으며, 2만 1천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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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는 오전 9시 30분에 8TH ECCOMAS 주
최자인 Michael Valášek 교수님의 연설로 시작되었고, 많은 나
라의 외국인들이 참석하 다. 총 참석 인원은 219명으로, 27개
의 나라에서 참가하 으며 이 중 20명의 한국인이 참가하 다. 
이어서 개최장소인 Faculty of Mechanical Engineering, CTU 
에 한 설명부터 Reception에 한 내용까지 General 
Information이 전달되었고, 이어서 Keynote Speech가 발표되
었다.  
 

연구실에서 이번 학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 교수님인 유완
석 교수님의 사진이다. 지도 학생들을 위해 매년 국제학회에 
참가하시어 해외 인사들과 기술 교류 및 친분을 나누신다. 사진
은 한 세션의 좌장을 맡고 계신 모습이다.

 학회장은 총 3개의 발표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실제 학생들
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었다. 발표 자료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강의실 양 쪽으로 두 개가 있고, 의자는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앞사람이 뒷사람의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단이나 
스크린이 매우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설립된 지 오래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최신식의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다. 발표를 위해 앞에 서니 발표장 공간이 크고 시선이 집중
되는 구조 탓에 긴장되었지만 준비한 만큼 발표를 진행하 고 
잘 마무리되었다.

학회장 건물의 4, 5층에 식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외국인 
스텝의 배식에 따라 식사를 받을 수 있었다. 주로 고기와 감자, 
채소류 으며 동양인을 위한 배려인지 Rice도 있었고 선택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학회 발표 시간 동안 이 공간은 
휴식 장소로 활용되어 빵, 과자, 음료수 등의 다과가 놓여져 
있었다. 군데군데 외국인 스텝을 배치하여 다과가 떨어지지않
게 유지하 으며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이사항으로 학교 내에 사진과 같은 전시품이 굉장히 많았
다. 전시품의 내용으로는 특정 분야의 역사에 관련된 물건부터 
학생들의 졸업 작품까지 다양했다. 유리 전시 밖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물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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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이사항으로 학회장 내 간이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왼쪽은 항상 내려가고, 오른쪽은 항상 올라가므로 타이밍에 맞
게 올라타야 한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 으나, 실제로 
이용해보니 주의만 한다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학회가 열린 체코 프라하는 한국인들에게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중앙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학이자 최초의 학
인 카를 학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음속의 개념을 정리한 에른
스트 마하, 상 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체코의 표 작
가 프란츠 카프카,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의 많은 인재들을 배출
하 다. 비록 학회장은 아니었지만 학회장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잠시 견학하 다.
 
2. 주요 발표 논문

  1) Multibody Dynamics Formalisms for Multidisciplinary 
Applications: Current Problems and Challenges (Keynote 
Speech) / (Dr. Jorge Ambrosio, Universidade de Lisboa, 
Portugal)
 
 Keynote Speech는 개회사에 이어서 시작되었다. 연사는 포

르투갈에 있는 Lisbon 학의 기계공학부 소속의 박사로서 다
양한 과제에서 적용한 다양한 다물체 동역학 해석기법들과 직

면하 던 어려운 문제에 해서 소개하 다. 그는 발표 초반부
에 Multibody Dynamics 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도서와 학술지 
및 학회의 발전사를 소개하 으며, 이어서 Railway Dynamics 
와 biomechanics 에 관련된 수행 과제들을 소개하 다. 첫째로, 
Railway dynamics 와 관련된 예제로는 롤러코스터 코스 설계
를 위한 동역학 해석문제를 제시하 다. 롤러코스터는 곡선의 
선로를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때문에 선로와의 구속력을 예측하
는 것은 코스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선로의 자유로운 
곡선형상을 표현하기위해 Spline Curve 를 사용하 으며 Path 
Following Constraint 를 적용하여 차량이 선로를 벗어나지 않
도록 모델링 하 다. 그리고 인체모델링을 추가하여 롤러코스
터 운행간 인체에 미치는 관성력을 예측하 으며 설계된 코스
가 안전규정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둘째로, 
Biomechanics 와 관련된 예제로는 스포츠 공학에 사용될 인체
의 근골격계 모델링을 제시하 다. 인체의 회전 관절은 기계의 
Hinge 와는 달리 회전각에 따라 회전중심축의 각도와 위치가 
변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한 구속식을 개발하여 관절의 
회전에 따른 자세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 다. 이외에 
연사는 Co-Simulation 의 중요성과 현재 학계의 노력에 해
서 정리하여 발표하 다.

2) Study on Model Order Reduction of Flexible Multibody 
Systems / (Kai Luo, Cheng Liu, Qiang Tian, Haiyan Hu)
 
 하중에 의해 변형하는 탄성체를 고려하는 다물체 동역학 시

스템을 탄성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탄성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은 해석의 목적에 따라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ANCF) 와 Floating Frame of 
Reference Formulation (FFRF) 으로 구분되어 모델링에 사용
된다. 일반적으로, ANCF 는 탄성체의 변형에 의한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하기위해서 사용된다. 하지만, 자유도가 매우 
높은 시스템을 다뤄야 할 때는 큰 해석비용이 요구된다. 본 발표
에서는 ANCF 를 사용하는 탄성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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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Reduced-Order Models (ROMs) 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ROMs 는 Galerkin Projection Methods 
와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을 기초로 유도되었다. 
ROMs 의 축소 강성행렬과 일반화 힘 벡터는 널리 사용되는 
OpenMP 기반의 병렬처리 기술을 통해 각 탄성체 마다 계산되
었다. 추가적으로, ROMs 의 계수 행렬의 특이성을 처리하기 
위해 축소된 구속식을 선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3) Comparison of Continuous Co-Simulation Methods 
Regarding Stability, Error and Performance /(Martin Busch)
 
 컴퓨터 성능의 향상에 따라 단위 시스템이 아닌 제품의 전체 

동역학 시스템을 한번에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
다. 이 때,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요소를 모델링 또는 해석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연성하여 
Co-Simulation 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성 해석을 위
해서는 각 모델의 입력들과 출력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시간 적분 과정 중에 업데이트 되어야한다. 각 프로그램들은 
Discrete Time Point 에서만 입출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각각
의 입력 값들은 시간 적분 중에 보간 또는 외삽되어 운동방정식 
계산에 이용되어야 한다. 부분의 연성 코드에서 입력 값의 
근사는 고전적인 다항식 보간 또는 외삽 기법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법의 단점으로 인해 Discrete Time 
Point 들에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Co-Simulation
의 해석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C0-Continuous 근사 방법이 
재조명된다. 여기서, C0-Continuous 는 입력 값의 보간 또는 
외삽의 결과가 연속임을 의미한다. 제안된 방법의 수치적 안정
성과 지역 에러가 분석되었으며, 제안된 방법의 결과는 고전적
인 다항식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더 나은 효율성을 보 다. 
제안된 방법은 Implicit 적분기를 사용하는 서브 시스템 간의 
연성 해석에서 특히 효과가 있었다.

4) Dynamic Analysis of a 3D Printer based on the Delta 
Mechanism / (Eduardo Paiva Okabe, Pierangelo Masarati)

본 발표에서는 델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3차원 프린터의 모
델링과 동역학 해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3차원 프린터는 소프
트웨어와 모터, 베어링, 탄성빔 등의 하드웨어의 다양한 요소로 
결합된 복잡한 기계이다. Fused Deposition Method (FDM) 
는 3차원 프린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용융 플라
스틱의 사출 헤드를 이송하여 제품을 적층식으로 제작하는 방
법이다. FDM 방식의 프린터는 직교 이송을 하는 Gantry 메커
니즘을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델타 메커니즘 역시 빠른 속력
과 단순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델타 메커니즘의 사용하는 3
차원 프린터의 시뮬레이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력 결과
물을 모델링 한 후에 헤더의 이송경로를 생성한다. 역기구학 
해석을 동해 생성된 해더의 이송경로를 만족하는 스텝모터 드
라이버의 구동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구동 스크립트로
부터 3차원 출력 과정을 동역학 해석하여 출력물의 정확도를 
예측한다. 델타 메커니즘의 암은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인 MBDyn 의 Finite Volume Beam 으로 모델링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델타 메커니즘의 Arm 이 탄성체일 때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이며,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
하 다.



2017 해외학술 회 참관기

- 121 -

5) Convergence Rate Improvement in The HHT Integration 
Method for Index-3 DAEs of Multibody Dynamics / (Naresh 
Khude, Mike Collingridge, Jose Ortiz, Ashraf Hamed)

본 발표에서는 Index-3 수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구속 시스
템에 자주 사용되는 Hilber-Hughes-Taylor (HHT) 적분기의 
개선 방법이 제시되었다. HHT 알고리즘은 낮은 주파수 응답의 
정확도와 높은 주파수 응답의 수치 감쇠를 최적으로 만족시키는 
장점 때문에 구조 동역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치 적분기중 하나
이다. HHT 방법의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첫 변형
은 Negrut 에 제안되었으며,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ADAMS 에서 구현되어 Index-3 formulation 사
용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Negrut 에 의해 제
안된 방법의 단점이 논의 되었고, Generalized-alpha 방법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개선된 HHT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다
양한 검증 모델의 해석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방법이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석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확인 
되었다.

6) Dynamics of Falling Dominoes / (Tengfei Shi, Caishan 
Liu)
도미노 게임은 일렬로 나열된 작은 사각 블록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단순한 기계 시스템의 일종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블록과 바닥 간의 마찰 및 충돌에 의해 운동
이 지속되는 매우 복잡한 동역학 문제 중 하나이다. 본 발표에서
는 최근에 소개된 Coulomb 마찰에 의한 Multiple Impact Law
를 바탕으로, 일정하게 나열된 블록의 동역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 한 도미노 모델을 제안하 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 보다 도미노 현상을 더욱 
올바르게 예측함을 보 다.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블록이 쓰러
져가는 속도는 블록의 형상과, 블록 간의 간격, 그리고 마찰 
및 반발계수에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Optimal control of a biomechanical multibody model for 
the dynamic simulation of working tasks / (Michael Roller, 
Staffan Björkenstam, Joachim Linn, Sigrid Leyendecker)
 
 본 발표에서는 최적의 작업 모션을 알아내기 위해, 근로자의 

생체역학적 모델링과 최적제어 기법을 소개하 다. 근로자의 
팔뼈들은 다물체 시스템으로 표현되었으며, 근육은 Simplified 
Hill Muscle Model 을 사용하여 모델링 되었다. 두 팔은 각각 
7자유도로 모델링 되었으며, 각기 29개의 근육 모델로부터 힘
이 발생되도록 하 다. 그리고, 최적 제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함수에 따른 사람의 거동이 연구되었다. 최적제어는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 IPOPT 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모델
링 및 해석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낮은 위치의 박스를 높은 
위치로 들어올리는 작업 케이스에 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
다. 목적함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박스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하 으며, 각 방법에 따른 근육의 부하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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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관 후 느낀 점

2017 ECCOMAS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15 
ECCOMAS에 이어 필자가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 학회
이며, 올해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다. 체코의 날씨는 더운 
편이지만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무엇보다도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깨끗했다. 또한 
프라하 성, 카를 교, 천문 시계 등 여러 문화 유산이 많고, 체코 
시민들은 여유가 느껴지며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친절했다. 그
리고 많은 수의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HHT 알고리즘 적분기의 개선에 한 발표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HHT 는 알고리즘 적분기는 상용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인 ADAMS에 구현되어 Index-3 
Formulation 사용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오랜 시간 
ADAMS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데이트 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에 한 단점이 논의되었고 다른 적분기
의 특성을 적용한 새로운 개선방법이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제
안된 방법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해석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장점인데, 이것 또한 여러 사람에 의해 검증
이 된다면 이를 활용한 다물체 동역학 문제의 결과들도 훨씬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각자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연구분야가 굉장히 

다양함을 느꼈다. Railway Dynamics, Biomechanics 등은 기존
에도 보았던 연구 분야 지만 3D 프린터의 모델링과 동역학 
해석 방법이나 도미노 시뮬레이션 등의 새로운 연구 분야도 
보 다. HHT 알고리즘이나 ANCF 등의 기존 방법들에 한 
개선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의미
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연구 관심 분야가 
실시간 해석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새로운 
연구 내용에 해 학습하고 나의 연구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발표자 및 참석자들이 서로의 발표
에 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체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터라 많은 

설렘과 기 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회 기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교류하고 토의하면서 분야의 시각을 넓
힐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관광지이기도 해서 여러 추억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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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AIM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국제학술 회는 1992년부터 시작
하여 매년 열리는 국제학술 회이다. 본 학회에서는 기계와 전
기·전자 분야를 아우르는 메커트로닉스 (Mechatronics) 분야
를 다룬다. AIM 2017 학술 회는 지난해 캐나다 서부 앨버타
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독일 뮌헨
에서 개최되었다.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 
(RAS), IEEE Industrial Electronics Society (IES)의 후원을 
받는 AIM 학회는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엄선된 약 300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연
구 방향을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계 각지의 산학연에서 메커트로닉스 관련 연구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국가별 논문 발표를 
보면 일본, 독일, 중국, 미국,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메커트로닉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메커트로닉스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본
과 독일, 그리고 신흥 강자로 급부상한 중국의 저력이 돋보 다. 
아래 표는 논문 저자를 기준으로 발표 논문 개수를 산출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논문 1편당 1인 이상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아래 수치는 실제 발표된 논문 수보다 많게 보일 수 있다. 

내년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월에 AIM 국제학술 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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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발표 내용

1) Takehito Kikuchi, Takaya Kumagae, Isao Abe, and 
Akio Inoue, “Particle sedimentation in magnetorheological 
fluid and its effect”, in proceeding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pp. 767~772, 2017.

자기장을 걸어주면 물성(i.e., 점성)이 바뀌는 자기유변유체
(Magnetorheological Fluid, MRF)는 능동진동 저감 (Active 
Vibration Control) 분야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물질이다. 
자기유변유체는 윤활유 속에 철 분말을 잘 썩어서 만들 물질로 
자기장을 걸어주면 철 분말들이 자기장을 따라 정렬이 되면서 
딱딱해진다. 자기유변유체 사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중력에 의한 철 분말 침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직 침전 현상에 한 모델링과 그로 인한 물성 변화에 

한 연구가 미비했었는데 이번 학회에서 이런 연구가 소개되
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적 침전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한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이를 단시간
에 근사적으로 예측할 방법을 Stroke’s law를 기반으로 제안하

다. 또한 침전에 따른 물성변화(i.e., Yield Stress)를 실험적
으로 밝혔다. 본 논문은 자기유변유체 제조 시 시간에 따른 물
성 변화를 예측하여 더 나은 물질을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자기유변유체를 사용하는 장치의 수명을 예측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2) Ajinkya Deshmukh, Laurent Petit, Muneeb Ullah 
Khan, Frederic Lamarque and Christine Prelle, 
“Development of a six positions digital electromagnetic 
actuator”, in proceeding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pp. 
975~98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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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석과 구자석, 그리고 육각 형태의 틀(Frame)을 이용하
여 평면상에서 6방향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구동
기를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 유무에 따라 

구자석의 위치가 여섯 군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디지털 구동기의 가동 특성을 모델링 
하 으며, 전류 크기에 따른 반응속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
다.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약 1m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20ms 정도로 반응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조가 단순하고 제어가 쉬워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저자는 제안한 디지털 구동기를 격자 형태
로 다수 배치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과 해당 디지털 
구동기를 응용하여 집게(gripper)를 만드는 것을 향후 연구계
획으로 제안하 다. ON-OFF 단순 동작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입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3) Erika Di Stefano, Carlo Alberto Avizzano, Massimo 
Bergamasco, Paolo Masini, Mauro Menci, Davide Russo, 
“Automatic inspection of railway carbon strips based on 
multi-modal visual information”, in proceeding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pp. 178~184, 2017.

가선(架線)과 접촉하여 열차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집전장치
가 팬터그래프(pantograph)이다. 판토그래프는 가선과 항상 
접촉하면서 미끄러짐 현상(sliding movement)이 발생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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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마모가 쉽게 발생한다. 판토그래프의 마모 정도와 손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는 사람이 직접 검사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3D laser scanner와 2D high resolution camer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판토그래프의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
하 다. 획득한 상정보와 거리정보를 기반으로 주파수 분석
(frequency response), 자기 상관관계 분석 (auto correlation 
analysis), 웨이브릿 변환(Wavelet transform) 등 다양한 이미
지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판토그래프의 상태를 보다 정 하게 
예측하는 기법들을 개발하 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실용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 다.

4) Chang-Wan Ha, Chang-Hyun Kim, and Jaewon Lim, 
“Development of high accuracy of magnetic levitation 
transport system for OLED evaporation process: design 
of magnetic levitation controller using cascade control 
consisting of current control (PI) and airgap control 
(PID)”, in proceeding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pp. 
1334~1339, 2017.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패널 중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방식이 큰 인기
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 때문이다. 
LCD, LED 디스플레이 방식보다 OLED는 얇고, 가볍고, 유연하
게 만들 수 있으며, 시야각이 넓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LCD, LED에 비해 OLED 제조공정은 훨씬 어려우
므로 기술적 장벽이 높다. 극복해야 할 기술 장벽 중 하나가 
고 청정의 이송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OLED 디스플레이 
제조 시 유기물질을 증기 형태로 날려서 유리기판에 부치는 
증착 공정(evaporation process)이 있는데 유기물질이 분진과 
수분에 매우 취약하므로 고 청정 이송 장비가 절 적으로 필요
하다. 그 안 중 하나가 자기부상 이송 장비이다. 자기부상 
이송 장비는 공중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분진발생이 없고 
마찰력과 같은 비선형적인 외란이 적어 정 제어가 용이하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는 이런 산업체의 요구를 반 하
여 2012년부터 해당 장비 개발에 착수하 다. 6년 동안 4종류
의 prototype을 개발하 으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주요성능
(i.e., 부상정 도, 속도추종성, 반복정 도, 등)을 상당 부분 
충족하 다. 2017년 하반기에는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증진과 
진공테스트를 추가로 연구할 예정이다. 본 발표는 현장에서 필
요로 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의 완성
도 측면에서 청중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5) Minyoung Lee, Kyung-Soo Kim, Jungseok Cho, and 
Soohyun Kim, “Development of a vehicle body velocity 
sensor using modulated motion blur”, in proceeding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pp. 406~4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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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 차량 제어를 위해서는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측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눈길이나 빗길 운전 시 바퀴와 
노면 간의 슬립(slip)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알지 못하면 적절한 구동력 배분이 어려워 차량이 미끄
러지게 된다. 현재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상용화에 이를 만큼의 경제적이고 신뢰
성 있는 제품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4바퀴의 움직임을 측정한 후 차량 동역학을 기반으로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길이나 
빗길 주행과 같이 바퀴와 노면 슬립이 발생할 경우, 차량과 노면
의 상 속도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방법은 GPS를 이용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측정 오차가 커서 실차 적용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잔상효과를 이용하여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새롭게 소개되었다. 카메라가 피
사체를 응시하고 있을 때 (셔터가 열려있을 때) 피사체가 움직
이면 이미지에 피사체의 움직임이 잔상으로 남게 된다. 지금까
지의 부분 연구는 이런 잔상효과를 없애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논문은 이런 잔상효과를 이용하여 피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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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
하 다. 카메라는 주위 밝기에 따라 셔터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
에 차량의 속도와 정상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와 잔상의 기울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차량과 노면의 상 속도를 측정하 다.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상시 아스팔트, 우천
시 아스팔트,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아스팔트,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차 실험을 수행하 으며 가격 경쟁력과 상
당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발표를 듣는 많은 청중 
역시 참신한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으며 근접한 시일 내에 
본 연구가 상용화가 되어 차량 제어에 큰 획을 긋길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6) Seok Hwan Jeong, Kyung-Soo Kim, and Soohyun 
Kim, “Control of and experimentation on an active 
dual-mode twisted string actuation mechanism”, in 
proceeding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pp. 987~992, 2017.

의수 (Prosthetic Hand)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구동 
메커니즘이다. 의수 구동 메커니즘에 요구되는 사양으로는 가
볍고, 빠르며, 힘이 세고, 적당한 유연성(compliance)과 정 제
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터뿐
만 아니라 변속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 기어 변속 방식은 소형
화가 쉽지 않고 무거워 의수 적용에 적합하지 않다. KAIST 
MSC 연구팀에서는 줄 꼬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의수 적용을 
위한 획기적인 변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줄 꼬임 변속 시스
템에서는 줄이 꼬이는 직경에 따라 변속 비가 달라진다. 이 특징
을 이용하여 speed mode (변속 비가 작아 빠르게 움직이는 
모드)와 force mode (변속 비가 커 움직이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강한 모드)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
으며 이를 정 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제안한 구동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알려진 여러 의수에 비해 구동 시스
템이 차지하는 무게와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정교
한 자세/힘 제어가 가능하다. 발표자의 화려한 발표 스킬과 다
양한 실험동 상에 청중들은 마치 바로 옆에서 실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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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몰입해서 청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작년 AIM에서 우수
논문상(Best Student Paper Award)을 수여 받았으며 많은 사
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3. 학회 후기 

AIM는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표하는 국제학술 회 중 하나
로 세계 저명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이번 AIM 2017 역시 많은 사람이 
1년 동안 고민한 내용을 진솔하게 발표하 고 많은 청중의 의

견을 수렴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 다. 내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AIM 2018에서도 많은 한민
국 연구자들이 좋은 발표를 하여 한민국의 위상과 열정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끝으로 본 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한국기계연구원과 자기부상연구실장님 이하 실원
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 학회 개요

 2017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열린 The 
Lean & Computing in Construction Congress(LC3)는 기존의 
Conseil International du Batiment(CIB W78), Construction 
Applications of Virtual Reality (CONVR), International 
Group for Lean Construction(IGLC) 등 세 곳이 공동 주최한 
학술 회 다.
CIB W78은 195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건설 포럼을 주최해

온 기관이다. 이 곳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IT 기술 개발과 협업 활동을 통한 건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00년에 새롭게 등장한 CONVR은 건설

산업에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 적용이 주요 관심
사다. 마지막으로 IGLC는 1993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주로 린 
건설(Lean Construction)에 중점을 두어 건설 프로세스 향상
에 힘쓰고 있다.
이 세 주제를 아우르는 이번 LC3에서는 기존의 기술에서 벗어

나 건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 컴퓨팅, 린 컨셉 
등을 다루었으며, 총 43개 국가에서 321명이 참석하 다. 학술
논문 발표 일정 외에도 Industry day, BIM workshop, the LC3 
summer school for graduate student on BIM and Lea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본인의 연구주제에 
관한 생각을 교환할 수 있었다. 본 학술발표 회의 주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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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학술발표 회가 개최된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부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  미노아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기도 하다. 
크노소스 궁전, 페스토스 유적 등 고  문명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에서 건설산업의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학술 회가 
열린 점이 꽤 흥미로웠다.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이전의 
다른 학회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학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IT 기술을 다루는 학회에 걸맞게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발표내용을 
유투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H1lWllLzqaKTmZ

Q3_YDAdA)로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필자는 Welcome Reception에서 동시에 열리는 포스터 세션
에서“Why some BIM tool users do not think of themselves 
as BIM user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 다.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관련된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스
스로 BIM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들을 “Suspi 
-cious non-BIM user”로 규정지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이 
사람들이 일반 BIM 사용자보다 BIM에 한 기준이 높으므로 
본인이 BIM 사용자가 아니라고 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본 연구는 BIM 사용자에 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

에 BIM에 한 인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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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오전에는 간단히 BIM Education Workshop 자리가 
마련되었고, 각 학교에서는 BIM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 발표하 다. 지도교수이신 이강 교수님께서도 현재 연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BIM 교육에 하여 발표하시고 다른 
발표자들과 의견을 나누셨다.

학회 셋째 날인 6일 오후에는 학회 참석자들과 함께 크노소스 
궁전 답사를 다녀왔다. 많은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몇몇 기둥과 벽밖에 남지 않았지만, 곳곳의 계단과 회랑의 구조
로 보아 이 고  궁전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밤에는 논문 시상식과 함께 모든 참석자와 저녁 
식사를 하 다. 학회 기간 만난 여러 연구원과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그리스 전통춤과 음식을 즐겼다.

2. 주요발표 요약 

1) Optimal Maintenance of Below-Grade Culverts 
(Keynote Speech) / (Massimiliano Luzi and Igal M. Shohet)

이스라엘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지하 배수관이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 이는 전국의 수상 교통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지하 배수관의 유지보수가 적절하지 않다면 안전 
위험과 경제적 손실이 크다. 현재의 유지보수 전략은 고장 유지
관리 전략으로,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성능과 생애주기 비용을 평가함
으로써 지하 배수관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유지관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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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우선 적절한 악화 패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다. 데이터 분석 결과 나온 지수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코브 체인 모델을 사용하여 지하 배수관
의 성능 및 생애주기 비용을 결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MEI 
(Maintenance Effectiveness Indicator)를 계산하여 ‘고장 기
반 조치, 성능 기반 조치, 예방 조치’ 중 가장 적합한 생애주기 
유지관리 전략을 결정하 다. 최고의 유지관리 전략은 ‘예방 
조치’로 나타났으며, 이 방법은 가장 높은 비용 효과를 보이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린 건설과 

접하게 연관된 예방 유지 보수 전략은 고장 유지관리 전략보
다 80%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도로 인프라
의 시설물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Using 360-Degree Interactive Panoramas to Develop 
Virtual Representation of Construction Sites / (Ricardo Eiris 
Pereira, Hashem Izadi Moud and Masoud Gheisari)

360도 파노라마 가상현실은 복잡한 건설현장을 시각화해주
는 유비쿼터스 기술로 다양한 정보 레이어를 가상현실에 입혀
서 보여준다. 기존의 비현실적인 컴퓨터 기반 가상환경과는 달
리 파노라마 가상 현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환경을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준다. 본 연구에서 상호 파노라
마는 현장에서 촬 된 파노라마 비디오와 사진들로 형성된다. 
다양한 유형의 시간/위치에 해당하는 정보(오디오, 비디오, 가
상 2D 또는 3D 모델)가 가상환경에 적용되어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 환경을 구성한다. 사용자들은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의 가
상 파노라마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건설 
프로젝트나 현장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의 360도 가상 파노라마 환경이 생성된다.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과 비디오를 재구성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파노라마 장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다. 가상 파노라마
를 생성할 때 보완방법, 파일럿 연구에 관해서도 소개하 다.

3) BIM4LIFE: GNSS and BIM Data Fusion for Mapping 
Human-Machine Interaction / (Olga Golovina and Jochen 
Teizer)

본 논문은 RTLS (Real-time Location Sensing)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정보를 통합하여 건설현장에
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충돌 예방을 위한 맵핑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연구는 BIM4LIFE (BIM for Le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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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 Free Environments)라는 개념 하에 안전하고 생산적인 
건설작업 환경을 위하여 핵심 관리 및 기술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건설 현장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a) 
선행 지표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 신 현재 성능 측정 방법에 
의존하는 것, (B) 비구조화된 자연과 동적인 건설 작업 환경의 
진행으로 인하여 품질 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실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필요하며 이는 건설산업에서
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될 위치 정보
는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에서 받아오며 
BIM 모델 정보, 건설 장비 기계와 혼합되어 사용된다. 장비들에
는 360도 카메라가 부착되어있고 작업자들의 위치를 인식하여 
장비와 가까이 있을 시에는 헬멧이나 스마트 폰을 통해서 경고 
알람이 울린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RTLS를 BIM 모델에 적용
하여 자동으로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있다. 개발된 시스템
은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하 으며 앞으로는 포
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더 정 한 인식을 하도록 하 다.

4) Pattern-Based Generation of 4D-Schedules for Robust 
Construction Management / (Juergen Melzner, Jochen Hanff 
and Jochen Teizer)

건설 프로젝트 공정을 생성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동 작업이다. 프로젝트 공정은 많은 업무와 파라미터에 달렸
지만, 프로젝트 공정의 품질 수준은 엔지니어의 경험적 지식과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에 의해 좌우된다. 엔지니어는 소프트웨
어를 통해서 지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소프트웨어의 큰 
단점은 건물 정보 생성과 공정 모델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식기반 시스템은 BIM을 기반으로 4D 
공정을 생성하는 것이다. 거푸집, 철근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를 붓는 등 반복적인 작업에 해서는 패턴을 적용하여 프로세
스 모델을 생성한다. 건물 구조와 같이 패턴이 풍부한 속성들은 
건물 모델 객체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양한 자재 요소들이나 
작업자의 수와 같은 작업 배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
은 기존의 간트차트나 4D 공정표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건
설 프로세스 모델은 세부적인 스케줄이나 건설 시간 관리, 시간 
기반 자재 수량 평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실제 
12층 높이 건물의 콘크리트 작업 공정생성에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 일정 관리 시스템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Predicting Highway Projects' Actual Duration Using 
Neural Networks / (Euthimios Glymis, Athanasios 
Kanelakis, Georgios Aretoulis and Theodoros Mastoras)

현재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실제 소요시간을 초기 
계획 일정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프로젝
트는 지연이 되거나 편차가 심해서 계획 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그리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그리스의 37개 도로 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건설 기간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FANN (Fast Artificial Neural 
Network)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FANN은 사용가능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학습 알고리즘을 찾아낸다. 이때 학습 
알고리즘과 함께 가장 낮은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진 활성화 함수
가 채택된다.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투입 데이터 
조합, 네트워크의 다양한 변수들, 여러 종류의 데이터 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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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 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서 추가로 세 가지의 더 신뢰할만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제시하 다. 연구 결과 인공신경망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실
제 건설시간을 예측하며 고속도로 건설 시간을 예측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6) Recursive Segmentation for As-Is Bridge Information 
Modelling / (Ruodan Lu and Ioannis Brilakis)

이전 연구에 의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동으로 기하학적인 
모델로 바꿔주는 시간이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보다 열 배 더 들어간다고 했다. 교량과 같은 사회기반 시
설은 수동으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성격 때문에 교량 
관리 시스템에서 교량 정보 모델(BrIM)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분할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
이터(PCD)에서 자동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인식하고 그에 해당
하는 IFC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 세분화
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연구원들은 파라 메트릭 표면 기반의 
형상을 생성하는 자동화 기술을 연구하 다. 하지만 교량 모델
링을 위한 표면 기반 세분화는 간단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서 
BrIM을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지식 기
반의 체험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탑다운 PCD 탐지 방법을 제시
하 다. 이 방식을 통해서 교량 포인트 클라우드를 반자동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분화 작업을 위해서 히스토그램 기반 알고리즘
을 사용하 다. 본 시스템을 실제 고속도로 교량에 적용해보았
고, 그 결과 92%의 정확도가 나왔다.

7) Pre-Bid Clarif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Risk 
Identification Using Unstructured Text Data Analysis / 
(Jeehee Lee, June-Seong Yi, Jeongwook Son and Ye-Eun 
Jang)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입찰 서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정의하기 위하여 건설 입찰 정보를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RFI (발주자의 요구 사항 정보)에 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 다. RFI는 사전에 명확한 입찰을 위하여 입찰 
문서의 불확실한 정보 및 누락을 묻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 입찰 문서에 어떠한 유형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발주자의 
불확실한 요구 사항에 하여 어떻게 응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입찰 서류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정보를 분석하
여 개별적인 문서 분석이 없이도 1,054개의 량 문서를 한 
번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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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lk21 학술대회 개요 

Walk21 Conference는 2000년 국 런던을 시작으로 매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어온 보행
자 중심의 환경과 연구를 위한 학회로 전 세계의 보행친화적인 
정책과 연구, 여러 기관 및 학계의 학자들과 학생들의 연구들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발전방향을 계획하는 학회이다. 
이 학회는 도시공학, 교통공학 측면의 공학적 분야와 복지 등 
사회과학적인 분야까지 아우르는 학회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보행연구들을 함께 조우할 수 있는 학회이다.
2017년 학술발표 회가 개최된 캘거리(Calgary)는 캐나다 

Alberta 주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 상업 등의 생활의 중심지가 
다운타운에 집되어 있고 중교통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
어 있어 도시 곳곳을 방문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로키산맥과는 
불과 1시간반정도 떨어져 있어 그 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발걸
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본 필자는 교통수단의 하나인 보행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평소 연구주제에 한 공학적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복지 
또는 정책적 측면의 시각에 해 관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Walk21을 통해 필자의 연구에 

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하 다. 학회의 세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필자는 Poster Session에서 발표하 다.

• Plenary Program: Keynote Speakers의 보행에 한 중요
성과 보행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안 등에 한 
발표
• Breakout Sessions: 국가기관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책 

및 연구 발표 후 의견 공유
• Elevator Pitches: 한 주제에 하여 발표자들이 3분동안 

간략하게 발표 후 참석자들과의 자율적 의견 공유
• Symposia: 한 주제에 하여 발표자들의 연구 및 생각을 

설명하고 참석자들 사이의 활발한 의견 공유
• Poster Session: 캘거리 시청의 홀(Hall)을 이용한 3일간의 

포스터 전시로 학회 참석자뿐만 아니라 시청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 Walkshops: 캘거리 곳곳의 보행친화적인 공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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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 요약 

Keynote presenter인 발표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소수인
종이 집하여 살고있는 지역들을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해결방안에 해 연설하 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자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
해야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 고 실제 보행 사고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이 살고있는 낙후된 지역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발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첫번쨰, 해당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을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하 다. 또 
두번째로는 인종차별과 소득에 따른 차별 인식을 버리고 동등
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자,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필요
하다고 하 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중교통접근의 용이
성 향상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
하며, 특히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신호등 설치 등의 교통시설
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가로수 설치 등 가로환경을 통한 
지역의 분위기 개선 도시 색감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하 다.
본 필자는 이 발표를 듣고 기존의 보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중교통의 인프라와 통행의 안전을 도모를 위한 교
통시설뿐만 아니라 좀 더 보행자들의 시각이나 후각 등에 긍정
적인 효과 줄 수 있는 미시적인 가로환경 부분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연구는 독일 베를린(Berlin)의 신도심지를 상으로 교통
수단별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보행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
적이 있다. 베를린의 신도심지는 현재 매우 다양한 용도들이 
섞여 고 도인 상태이며 이러한 구조는 보행자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실제로 신도심지내에 거주하는 
317명을 상으로 일단위로 통행 경로 및 수단, 통행 목적 등의 
조사와 참여자의 개별 항목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다. 
구축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및 통계분석 등
을 실시하여 주요 결과를 도출하 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통행
수단별로 유사도를 판단하 고 그 결과 보행자의 특성은 다른 
수단(자전거, 중교통, 차량 이용자)들과 비하여 분류하기
가 좀 더 까다로우며 타 교통수단들을 이용하기위해 기본적으
로 포함되는 교통수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의 
보행환경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보행환경 항목으로는 중교통과의 접근성, 중심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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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어린이에게 친화적인 보행환경, 공원 등의 순서로 높게 
도출되었다. 발표자는 보행환경 주요 항목 조사결과를 이용하
여 향후 연구 시 분석 항목을 도출하고 정책 시 반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보행은 가장 기본적은 교통수단으로 타 수단과의 연결을 
위한 주요 수단이며 이를 고려해서 연구 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
필자는 이 발표를 통해 기존에 보행 수단이 가장 기본적 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저평가되어왔다는 것에 해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발표자의 군집분석을 통한 결과와 타 수단
들 간의 연결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에 해 
보행에 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으
며 향후 타 수단과의 분류 및 특성 파악 등에 한 연구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연구는 18세 미만의 유년기, 청소년기에 교통수단으로서
의 보행은 필수적이며 건강 및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
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그러나 현재 교통
안전을 위한 방안들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삼으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분석과 연구들의 필요성을 언급하 다.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위해서는 먼저 도시설계측면에서 어떠한 
보행환경이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이를 위해서 발표자는 미국 로스앤
젤로스(Los Angeles)를 상으로 차로 및 보행로 네트워크의 
구조, 토지이용형태 등의 주변환경요소와 어린이 보행교통사
고와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분석하 다. 발표자가 가장 주요하
게 강조한 결과는 토지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빈도가 낮았으며, 반 로 저 도이며 단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 보행교통사고가 더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고립된 토지 용도의 배치와 

public health나 보행 안전에 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는 점으로 도시의 재정비, 신도시의 개발등에서는 이를 고려하
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자 전체의 안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보행 안전에 한 연구도 진행해본적

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전체 보행사고에 해서만 분석
해왔다면 연령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등의 
향후 연구 방향에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교통 및 보행 환경과 Chronic Diseases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설문조사는 총 2,614명
을 상으로 어가 아닌 모국어로 실행되어 조사의 질을 더 
높 으며 개별 항목 및 건강수준에 한 항목 등을 통해 데이터
를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나이를 기준으로 3그룹 
1)18-39세, 2)40-59세, 3)60세이상 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주요변수로 첫번째 그룹은 재정적불안과 알콜중독, 버스정
류장과의 거리, 보행환경지수(Walkability Index)가 주요변수
로 도출되었고 두번째 그룹은 나이와 성별이 세번째그룹은 재
정적불안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보행환경지수가 주요변수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과학적 변수인 나이나 성별, 재정상
태 등이 건강에 상당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점뿐만 보행환경지
수의 경우 첫번째 그룹인 청년층에게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반 로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 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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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발표자는 이를 노년층의 특성상 
토지의 용도가 매우 혼합되어 있어 복잡한 것에 해 노년층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며 또한 도로네트워크가 지나치게 연결 
되어있어 통행이 집되는 것에 하여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 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해서는 좀 더 연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된다면 노년층의 보행 환경에 

하여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발표자는 현 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등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의 부족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하 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하나이자 건강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는 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변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번째로 
보행과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에 하여 다섯 
가지 과학 데이터베이스(Medline, SPORTDiscus, CINAHL, 
Environment Complete, TRID)를 기준으로 캐나다를 상지
로 한 연구를 추출하여 비교하고 앞으로 연구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상 연구는 1) 성인 18세
이상 상, 2) 주변환경요소에 한 측정, 3) 교통이용실태조사
(직접기입 또는 관찰조사), 4) 보행과 주변환경 관계분석 여부, 

4가지를 기준으로 추출하 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논
문 중 최종적으로 50개의 논문을 선택하여 분석하 으며 캐나
다 내 상지중 온타리오주가 15개로 가장 많았으면 그 다음으
로는 퀘벡이 13개로 많았다. 기존연구들을 비교한 결과 주로 

상지가 도시지역에 몰려있으며 중교통인프라와 토지이용
현황, 주요목적지까지의 접근용이성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해석되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향후에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한 연구도 필요하며 그 외의 변수들과의 상관관
계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이 연구는 보행환경의 수준을 평가할 때 기오염정도, 공기
의 질 등에 한 항목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에 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오염정도가 보행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을 파
악하고자 하 다. 또한 기오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칙적
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측정되지만 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측정
되므로 공간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기오염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 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Calgary를 상
지로 도시 지역 내에 최  100 의 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
여 시간 별 등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를 
구축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구축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공간적 단위를 우편번호단위(Postal Code Level)
로 설정하고 기오염에 한 상세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토지
이용회귀모델(Land Use Regression Model)을 적용했다. 시간
적 단위로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발표자가 도출해 낸 추정치와 
시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Calgary 곳곳의 기오염정
도를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계절 및 공간별 추정치 결과를 도출
하 다. 그 결과 교통관련 오염물질은 도로에서 거리가 멀어 
질수록 오염 물질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공간 패턴을 보이며 
그 외의 도시 부 오염물질은 외곽으로 나갈 수록 농도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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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을 찾아내었다.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경우 따라서 
주요 도로의 수 백 미터 내에서 걷는다면 우리가 도로에서 더 
멀리 걸을 때보다 오염이 더 많이 노출되므로 이를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Calgary 시와 협력하여 각 계절별로 오염 수준이 낮은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지도 등을 캘거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 다.
필자는 본 연구를 듣고 현재 국내의 미세먼지 등 문제에 따른 
책을 위한 연구의 한 방향으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는 특히 
기오염물질에 해 취약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행해져 정책 및 방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
하다.

발표자는 뉴질랜드 정부 교통국(New Zealand Transport 
Agency) 근무하는 연구자이자 공직자로 뉴질랜드 해 턴
(Hamilton) 지역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 및 자전거 
환경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과제 및 연구에 해 발표
하 다. 현재 해 턴 지역은 약 16만명이 거주하는 인구집중도
시로 차량혼잡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 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도시내 교통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교통량, 통행 
속도, 교통안전, 도로 구조 상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성 등에 한 데이터를 구축하 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 
서비스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통행 시 중요시 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고 언급하 다. 그 결과 현재 진행중이지만 보행자와 자전거통
행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도로구조등을 개선하 고 편의교통시
설 등을 설치하 으며 통계를 통해 교통안전사고가 심각하거나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안전시설등을 더 설치하 으며 실
제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계속 소통하며 개선하는 단계라고 

언급하 다. 또한 향후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요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하 다.
필자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뉴질랜

드는 교통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여러 정책을 내세우
고 있는 만큼 국내와의 정책 교류가 행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 학회 참석 후기

 필자가 많은 국제 학회를 참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참석한 Walk21 Calgary 학회는 기존의 학회들과는 다르게 활
발한 토론의 장이 열렸으며 참여가 자유로웠다. 실제로 학회에 
참석한 여러 학계의 연구자들과 공직자, 엔지니어들이 자신들
의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보행을 위한 방향
이 무엇인가에 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필자가 연구하
고 있는 보행에 한 애정이 더 깊어졌다. 또한 필자의 발표에 

해 많은 참석자들이 흥미를 보이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연구방향에 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보행은 교통수단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성을 갖는데 

캘거리는 보행을 주제로 한 학회가 열릴 수 있을 만큼 도시가 
매우 보행친화적으로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이었으며 중교통 
또한 연결 또한 매우 잘 되어 있었다. 특히 사람들의 유동이 
활발한 Downtown Zone의 경우 중교통인 CTrain을 무료로 
개방하는 교통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방문자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함과 동시에 교통을 연구하는 한 학생으로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Walk21 학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부터 시작되어 

18년째 행해지고 있는 학회이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국내 연구진의 참여가 드문 편이라 아쉬움이 들었다. 보행에 

한 연구나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학회를 
참석해보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콜롬비아 보고
타(Bogota, Colombia)에서 열린다고 하며 관련 상은 
https://www.facebook.com/pg/Walk21Network/videos/?
ref=page_interna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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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IAC(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는 
IAF(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 규모의 우주학회로 본부는 파리에 위치한다. IAC는 
1950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이번에는 IAC2017는 호주
우주산업협회 (SIAA)에서 주최하며 호주 Adelaide에서 9월 25
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렸다. IAC 2017은 우주의 진보와 발
전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통신, 내비게이션 및 원격 감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위성에 한 
기술에 관한 기술 강의가 준비되었다.
IAC2017에는 2496개의 초록, 1611개의 논문, 1020개의 구

두발표, 278개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논문 발표 주제는 우주 
추력 시스템, 파워 시스템, 재료 및 구조, 우주 수송 솔류션 등 
다양한 주제로 우주관련 기술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2. 주요행사

IAC2017은 Opening Ceremony를 시작으로 매일 Technical 
session이 열렸고 22개의 세션장에서 구두발표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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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페이팔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x.com, 로켓 제조회사 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를 창업했고,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모터스의 CEO를 맡고있
는 Elon Musk의 미래 이동수단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3. 주요발표 요약

IAC 2017에서는 주로 우주 추력에 관한 발표를 들었고 그중 
관심있게 들었던 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1)Development of Solid Propulsion System for Enhanced 
Epsilon Launch Vehicle and Epsilon’s Second Launch Results 
- Koki Kitagawa(Department of Space Flight Systems,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ISAS,3-1-1 
Yoshinodai, Chuo, Sagamihara, Kanagawa, Japan)

본 논문은 Enhanced Epsilon 로켓의 발사 실험에 관한 논문이
다. 로켓이 들어가는 2단 모터는 M35로 새롭게 설계되고 제조
되었다.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2015년에 진공 기 조건하에서 
M35의 정적 발화 시험을 수행하 다. 비행 후 잔류 추력을 포
함한 챔버 압력 및 추력을 분석하여 설계 및 제조 방법론의 
효율성을 확인하 다. Enhanced Epsilon 발사체의 모든 추진
시스템은 훌륭한 비행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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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IP’s electric Propulsion Development Status Overview 
- Yang Juntai (Lanzhou institute of physics, 100# Yanxing 
Street, Chengguan District, Lanzhou City Gansu Province, 
China)

본 논문은 중국의 LIP(Lanzhou Institute of Physics)에서 40
년간 개발한 전기추진 시스템에 관한 논문이다. LIP의 
EP(Electric Propulsion) 제품은 현재 20cm 및 30cm 제온 이
온 추력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uPPT, ECR, RIT 등과 같은 EP 
제품도 연구개발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EP제품의 제조 과정, 
기술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 다.

(3) Numerical analysis of combustion and regenerative 
cooling in LOX-methane rocket engine - 
Abhishek Sharma(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최근 LOX-Methane 추진제 조합은 일반적은 LOX-Hydrogen 
로켓 엔진에 비해 다양한 이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에서는 현재 발
사체의 기존 추진시스템을 체할 10Ton급 메탄 엔진을 개발
중이다. 초임계 메탄은 유동장 및 열전달 특성에 큰 향을 줄 
수 있는 pseudo-critical 온도에서 열역학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다. 미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탄의 연소 및 열전
달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로켓의 엔진 요소의 메탄 
연소 및 재생 냉각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비 칭 가열을 받는 직사각형 재생 채널에서 초월 임
계 메탄의 열유동적 거동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초월 임계 

역에서 초임계 역으로의 메탄의 열 물리적 특성은 
Soave-Redlich-Kwong(SRK)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델
링 하 다. LOX-Methane 엔진의 축열식 냉각 시스템의 열전
달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널의 종횡비에 따른 

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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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라믹 전구체를 사용하여 첨가제 층 제조 기술에 
의해 제조된 단일체의 세라믹 촉매로부터 얻은 단일 추진제 
분해 시험에 관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인쇄된 모노리스의 성능
을 전통적으로 제조된 촉매 및 다른 washcoat 층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촉매의 초기 스크리닝을 위해, 고농축 과산화
수소(87.5wt%)가 사용되었다. 시험 결과 정상상태의 지지 구
조의 제조 방법에 향을 받지 않는다. 새롭게 개발한 washcoat 
절차는 과도 압력 성능이 약간의 성능개선 되었다. 또한 일시적
인 온도 성능의 개선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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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궤도상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 분해되어 우주선을 추진시
키기 위한 추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소 가스와 산소 가스를 
생성한다. 물 추진은 낮은 독성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취급 
및 제조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또한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저장하여 취급 시 위험이 높은 다른 화학 추진체들과 비교했을 
때 물 추진 시스템은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하여 안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물 추진 시스템은 저장장치, 전해기, 가스저장장치 
및 추진장치로 구성된다. 물 추력 시스템은 최  350s 이상의 
비추력을 갖는다. 또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배터리 또는 생활 
지원 서브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하여 위성 시스템의 경량화 
설계가 가능하다.

소형화 된 포켓 로켓 추력기는 전하 교환 충돌 및 양극성 흐름
을 통해 가스를 가열하여 열 손실 벽보다는 유동 추진기의 중심
에 가열 메커니즘을 갖는 전열 추력을 생성하기 위해 고주파 
플라즈마를 사용한다. 본 논문은 고주파 전력 하위 시스템을 
수kW까지 확장 할 수 있고 전극이 없는 중화 장치가 필요 없는 
헬리콘 플라즈마 추력기를 구동하는 고출력 시스템 개발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ubesat 내 추력기와 서브 시스
템 통합의 주요 디자인 측면에 한 간략한 소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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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연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체추진제에 붕소를 첨가하 다. 붕소는 질량과 부피당 가장 
높은 연소 엔탈피를 갖고있다. 따라서 다단 하이브리드 로켓엔
진에서 금속 첨가제로 사용하면 Isp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시스템에 해 연료를 생성하는 성분인 붕소 
첨가가 하이브리드 GG(Gas generator) 연소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의 이론
적 Isp 성능을 계산하고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2차연소 시험
을 수행하여 2차 연소의 연소 성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평
가하 다. 4. 참관소감

IAC2017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학회로 우주 추력 시스템, 
파워 시스템, 재료 및 구조, 우주 수송 솔류션 등 다양한 주제로 
우주관련 기술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추력 시스템에 관
심이 있어 추력관련 세션을 관심있게 보았다. 특히나 플라즈마
르 용한 추력 시스템은 필자의 연구에 접목 시킬 수 있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는 스페이스X의 CEO인 Elon musk의 발표
가 인상적이었다. Elon musk는 화성 도시 건설 계획과 미래 
이동 수단에 관한 발표 내용으로 발표를 하 다. 이번 발표에서 
화성 도시 건설에 한 청사진을 공개하 으며, 앞으로 
50~150년 안에 최소 100만명을 수용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규모 도시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어디든 1시간 내에 여행이 가능한 신형 우주선 개발 계획
에 관한 발표도 있었다.

필자는 이번 IAC2017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과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다음 IAC2018은 독일 Bremen에서 열리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으며, 항공우주분야에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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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개요

RPGR 학회는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학회를 시작으로, 서울
(2009), 싱가포르(2010), 수원(2011), 베이징(2012), 도쿄
(2013), 타이페이(2014), 호주(2015), 한국(2016)에 이어 올
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그 동안 성공적인 학회가 열렸고, 명실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래핀 및 새로운 2 차원 재료에 
초점을 맞춘 최고의 학회라고 할 수 있다. RPGR 학회는 맨 처음 
실험으로 얻어진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의 물성과 그 응용에 초
점을 두고 시작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원자적으로 얇은 2차원 
물질 가령, 붕소 질화물, 층상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실리신, 
흑린 등으로 그 주제가 확 되었다.

RPGR2017 학회는 싱가포르 Grand Copthorne Waterfront 
호텔에서 2017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국립 학교(NUS)의 고등 
2차원 재료 연구 센터(Center for advanced 2D materials)와 
스페인 팬텀 재단(Phantoms foundation)의 주관으로 개최되
었고, 학회 의장은 NUS의 안토니오 카스트로 네토(Antonio 
H. Castro Neto)와 공동 의장으로 팬텀 재단의 안토니오 코레
아(Antonio Correia)가 맡았다. 미국, 국, 독일, 싱가포르, 한
국, 중국, 일본, 만,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프랑
스, 스페인, 이태리, 브라질 등 20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하
다. 국 맨체스터 학교의 안드레 가임 교수의 기조연설과 
5건의 keynote 발표, 38건의 초청 발표가 있었다. 구두 발표는 
첫째 날 이후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구두 발표장 앞 로비에서 진행되어 
점심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둘러보며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
다. 학회장소인 Grand Copthorne Waterfront 호텔은 5성급 호
텔로 여러 학회를 동시에 수용할 정도로 넓었고 음향, 조명 등이 
완벽하게 갖춰줘 있었다. 학회 기간 제공된 음식과 커피와 차도 
만족스러웠다. 위치적으로도 북쪽과 남쪽의 주요 관광지의 중
심에 자리하고 있어 학회일정 후 관광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었
다.

2. 학회 발표 요약

1) “Graphene update” by Andre Geim (University of 
Manchester, UK)

첫째 날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안드레 가임(Andre 
Geim)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 다. 자신의 연구 그룹에서 수행
한 그래핀 관련 최신 연구를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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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점성 (viscosity) 모델인 크누센 흐름(Knudsen flow)과 
푸아죄유 흐름(Poiseuille flow)을 비교 연구하 다. ‘그래핀 
constriction’이란 구조를 만들어 전자 액체의 점성을 측정하

다. 깨끗한 금속의 전자 액체가 매우 점성이 큼을 확인하
다. (꿀을 보여주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 다.)

주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에 자기장을 걸 경우 가질 수 있는 
Magneto-Electric Bloch States에 해 설명하 다. 그래핀 초
격자(super lattice)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양자 진동(quantum 
oscillation) 현상을 지원한다. 한편 2차원 물질이 빠진 덩치 
물질을 이용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일명 2D 기
공을 이용한 분자 수송에 관한 연구이다. 2차원 기공에 물 수송 
실험을 수행하 다. 채널 벽이 원자수준으로 평평할 때 마찰이 
거의 사라져 매우 빠른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Multidimensional Hetero-integration of Graphene 
and h-BN towards Nano-electronics” by Haomin Wang 
(Shanghai Institute of Microsystem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상해 과학기술원의 하오민 왕(Haomin Wang) 교수는 그래핀
과 h-BN의 이종구조를 이용한 나노전자소자 개발에 해 발
표하 다 (그림 4). 또한 Moire 패턴이 매우 민감해서 0.05도 
미만으로 차이가 남을 보고했다.

3)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Heterojunctions: 
Synthesis, spin-valley properties and potential applica 
-tions” by Wen-Hao Chang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Taiwan)

만 국립 Chiao Tung 학의 웬하오 장(Wen-Hao Chang) 
교수는 전이금속칼코겐 이종접합 구조의 제작과 그 스핀 밸리
(spin-valley) 특성과 응용에 해 발표하 다. CVD 합성법을 
이용해 평면 상에 이종접합 구조 제작에 해 설명하 다. Edge
에 의존하는 평면 성장 기구에 해 설명하 다. 다음으로 수직 
이종구조를 제작하 다. MoSe2-WSe2 수직 이종 구조를 
CVD 법으로 제작하 고, 이 구조의 광학적 성질과 스핀 밸리 
특성을 발표하 다. MoSe2-WSe2 구조의 적층 구조에 따른 
스핀 전달을 설명하 고, 같은 부호의 강한 Kerr 신호를 측정하
여 층간 엑시톤 전달과정이 스핀 보전 과정임을 보고하 다.

4) “Rational design of Cu-Ni alloy for growth of 
wafer-sized single crystalline graphene” by Tianru Wu 
(Shanghai Inst. of Microsystem and Information Tech 
-nolog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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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과학기술원의 티안루 우(Tianru Wu) 교수는 Si을 체
하기 위한 소재로 그래핀의 도메인 크기를 Si 수준처럼 단결정 
웨이퍼 수준으로 키우는 연구에 해 발표하 다. 이를 위해 
국소적인 메탄 주입으로 도메인 핵 성장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 고 이와 동시에 기판을 회전시킴으로 웨이퍼 수준의 단결
정 2차원 소재를 제작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5) “Structural and electronic phase transitions in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by Young-Woo Son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South Korea)

고등과학원의 손 우 교수는 전이금속 칼코겐의 구조 상전이
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 다. MoTe2와 WTe2의 구조는 거의 
같으나 물성이 왜 다른가에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특히 
2차원 금속의 전자구조 계산에 있어서 올바른 van der Waals 
functional을 써야 함을 강조했다. 초전도 현상의 기구에 해
서도 설명하 다. 크게 포논 매개와 전하 도파(CDW: Charge 
Density Wave) 매개 방식이 있는데 전하 도파 매개 방식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6) “Graphene CMOS camera for visible and infrared 
light” by Frank Koppens (ICFO, Spain)

스페인 포토닉스 과학 연구소 ICFO의 프랭크 코펜(Frank 
Koppens)은 가시광 및 적외선을 이용하는 그래핀 CMOS 카메
라에 해서 발표하 다. 면적 CVD 그래핀을 전사하여 광학 
센서가 집적된 CMOS 웨이퍼가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그래핀 
응용에서 bottleneck은 면적 합성이 아니라 적절한 기판으로 
그래핀을 전사(transfer)하는 것임을 말했다.

7) “Two-dimensional van der Waals Heterostructures 
for Device Applications” by Gwan-Hyoung Lee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연세 의 이관형 교수는 반데르발스 이종 구조의 소자 응용에 
해 발표하 다. 소자 특성에서 2차원 소재와 전극 사이 궁합

이 중요한데, 표적인 2차원 소재인 MoS2의 경우 금보다 알루
미늄이 쇼트키 장벽(Schottky barrier)이 낮아져 더 좋은 성능
을 보임을 보고하 다.

8) “Computational Studies of Novel Two-Dimensional 
Materials and Their Heterostructures” by Mei-Yin Chou 
(Academia Sinica, Taiwan)

만의 아카데미아 시니카 메이인 쵸(Mei-Yin Chou) 교수는 
2차원 이종구조의 계산 연구를 발표하 다. 서로 다른 구조의 
재료를 적층할 때 국소적으로 적층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를 
atomic registry로 표현함) Moire패턴의 크기가 조그만 회전각
에도 각 소재의 격자 상수보다 매우 클 수 있음을 지적했다.

3. 학회 참관 소감

학회 참석 결정이 늦어 숙소 등이 걱정 되었지만 다행히 학회
장 주변에 충분한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한 싱가
포르는 어와 중국어를 공식어로 쓰므로 어로 의사 소통하
는 데 문제가 없었고, 저렴하고 깨끗한 숙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어디서나 식당을 발견할 수 있고, 새벽까지 여는 식당
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새벽 1시에 숙소에 늦은 
체크인을 했는데 숙소 옆 식당에서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음
식을 즐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식당은 새벽 5시까지 연다.) 
거리는 깨끗하고 나무는 울창해서 산책을 하기에 좋고, 중간에 
다리가 아프면 버스 등을 타고 거리를 둘러 볼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버스 환승 제도와 동일하여 이용이 편리했다.) 싱가포
르는 크기가 매우 작고 자원도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처럼 교육
을 중요시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그로 인한 외국 자본의 유치로 
경제가 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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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이어서 그런지 중국계(중국, 
싱가포르, 만 등) 학자들의 많은 논문 발표가 있었고 그 활약
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핀 및 2차원 재료를 이용한 저차원 
또는 2차원 물리 현상에 한 근본적인 연구, 고품질 2차원 소
재 합성법 및 성장기구, 2차원 폴리머 설계, 반데르발스 이종구
조(접합)의 물성 및 소자특성 등에 한 훌륭한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아직은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스핀트로닉스 또는 밸리트로닉스와 관련한 연구들이 
2차원 물질을 기반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학회 중간 휴
식 시간에 여러 연구자들과 나눈 화가 좋았다. 필자에겐 생소
한 스핀전달 관련 이론 연구자들과 만나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필자의 연구 결과에 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열린 마음과 진지한 자세, 열정 등이 마음에 남는다.
늘 그러하듯 이번에도 공부할 것을 많이 안고 돌아왔다. 미흡

하나마 이 참관기를 통해 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관련 분야
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 하면
서... 내년 RPGR 학회는 중국의 아름다운 계림(Guilin)에서 열
린다고 하니 벌써 기 가 된다.

※ 본 학회는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2016R1A6A3A11934734)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
다. 이에 감사 드립니다.

1. 학회대회 개요

제 15 차 APCNDT는 아시아 태평양 비파괴 검사 연맹 
(APFNDT) 및 회원 단체의 주요 지역 행사입니다. 회의에는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NDT의 응용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최신 개발을 제시하는 기술 및 과학 프로그램 및 워크샵
이 함께 열린다. 회의와 함께 조직된 이 전시회는 연구 개발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들 간의 접한 연관성을 강조
하고 컨퍼런스와 전시회는 NDT의 최신의 기술과 연구내용으
로 구성되어 참가자와 방문객 간의 접촉 및 경험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APCNDT는 1976년에 첫 번째 학술 회가 일본에서 개최되

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 년 동안 APCNDT는 상당한 발
전을 이루었고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 성과를 강조하기위한 국

제 포럼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파괴 검사 회의 
(APCNDT)는 4년마다 개최되며, 지난번 회의는 2013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 번 회의는 2021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싱가포

르 마리나베이샌즈 전시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
양 참가국 외 전세계 23개국에서 참가하 으며, 학술 논문 250
여편의 발표를 통해 최신 기술 및 연구에 한 학문적 교류를 
하 을 뿐만 아니라, 100여개의 장비 및 기술업체에서 전시 
행사에 참가하여 최신 기술개발 현황과 장비에 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행사에서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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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적외선, 센서 모델링, 신기술, 전자기 
등 다양한 비파괴 진단 기법별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학술 행사에 앞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파괴 연합의 의장
과 세계 비파괴 연합의 전임의장이 축사를 전하는 자리가 있었
다. 일반적인 학술 회와 다르게 지역 및 세계연합에서 개최하
는 행사로 학술, 산업, 규정을 동시에 다루는 독특한 형태의 
행사이다.

전시장은 형 장비 업체와 중소 장비 업체로 구별하여 공간
을 배치하고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전시하 다. 전세계적으로 

업망을 갖춘 선두업체인 Olympus, GE, M2M, Eddyfi 등이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홍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현지 업체인 
NDT Instruments Pte. Ltd. 가 다양한 기술 장비와 엔지니어가 
함께 기술 홍보 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사례들을 홍보하고 있었
다. 주목할 점은 지난 5년간 중국의 중소 비파괴 진단 장비업체
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성장하여 
전시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세계 선두업체들의 
기술 지원 및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주문자생산방식으로 기
술력을 축적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장비
의 가격이 기존의 세계 선두업체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여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고 있다.

2. 연구 흐름, 주요 발표 내용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파괴 진단 기법은 방사
선투과법(RT, Radiographic Testing) 다. 하지만 안전성의 
문제로 인하여 각종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체 
방안으로 초음파탐상법(UT, Ultrasonic Testing)가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흐름과 함께 학술 회의 세션구
성에서도 전체 41개의 세션 중 초음파탐상법이 12개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탐상방법별로 2~3개씩 세션이 구성되
었다. 산업현장과 연구분야에서도 초음파와 관련된 분야에 
한 관심이 다른 기법과 비교하 을 때 높은 것을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학술 회 발표 논문의 구성에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음파 탐상법에서 발전된 위상
배열 초음파탐상법(PAUT,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를 활용한 신호처리와 진단 기법에 한 연구에 한 발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음파 분야의 비파괴 진단 연구가 
한동안 유도초음파 관련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학술 논문
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번 학술 회에서는 위상배열 초음파에 

한 논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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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 "High Resolution Phased Array Imaging using the 
Total Focusing Method"
by S. Kierspel, Wolfram A. Karl Deutsch, Helge Rast, 

Philippe Benoist, Venkat A (KARL DEUTSCH Pruef- und 
Messgeraetebau GmbH + Co KG Wuppertal)

TFM(Total Focusing Method)은 FMC(Full Matrix 
Capture)모드로 수집된 신호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다. 계산 

역은 데이터 재구성을 위해 지정하고, 구역을 나누어 각 점에 
해 focal lawf를 단계적 요소의 전체 집합에 해 계산한다. 

모든 기록 된 신호는 모든 시간에 합산되기 전에 각 위치에 
따라 계산을 통해 재구성한다. FMC-TFM의 장점은 검사 상
에 하여 수집된 신호를 최적의 상태로 재구성하고 고정된 
위치에서 수집된 신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다.

T-joint 용접이 되어있는 시험편에서 용접부의 용접불량 및 
결함발생을 측정하기 위해 위상배열 진단 중 TFM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용접불량을 인위적으로 제작하여 위상배
열 탐촉자(5MHz, 64개 요소, 0.6mm 피치)를 적용하여 165mm 
범위에 하여 TFM을 적용하고, 55mm 스캔길이에 하여 측
정된 결과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용접불량을 측정하여 이미지로 
나타내는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장비와 탐촉자를 제작하
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연구까지 수행 중이다.
- "Study on fatigue crack detection for hollow axle in 

high-speed railway by phased array UT and quantification"
by Jianping Peng, Menglin Zhao, Xiaorong Gao, Yu Zhang, 

Kai Yang, Bo Zhao. (NDT research center,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 China)

위상배열초음파진단 기법의 경우 정 한 결함 진단이 가능하
고 초음파 신호를 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항공, 철도 등 

형 산업 설비의 안전 진단을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에서 철도 차축의 결함 진단을 
위하여 위상배열초음파진단 기법 적용 및 결함의 정량적 진단 
연구 수행 내용을 설명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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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활용되는 중공축의 횡방향 결함은 경계면 형상이 
복잡하여 정확한 전파 경로를 파악하여 이미지화 하는데 한계
점이 있었다. 초음파 전파 경로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전파 시간
에 변화가 생겨 데이터가 중첩되고 균열의 이미지가 어긋나서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 다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FM을 향상시카고 2차 반사 경로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 결함 신호를 재구성하여 시험편 내 균열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연구를 수행하 다.

- "The Study of Wave Propagation through Plates 
Welded Joints Using Guided Waves SH0 Mode"
by S. K. Yang, P. H. Lee, C. J. Huang, J. W. Cheng, 

C. H. Tse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Electro 
-Mechanical Engineering, National Sun Yat-sen Uni 
-versity, Kaohsiung, Taiwan)

유도초음파의 한 종류인 SH0모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용접부를 진단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SH0모드의 경우 평판
에서 분산특성없이 동일한 속도로 전파하는 유도초음파 모드이
다. 본 연구에서는 SH0모드를 가진하기 위해서 자왜효과를 활
용한 magnetostrictive 센서를 활용하 다. 자왜센서는 국내에
서도 개발하여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연구진
이 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The Compensation Investigation of Guided Wave 
Examining Defect at Elbow Pipe"
by S. K. Yang, P. H. Lee, C. J. Huang, J. W. Cheng, K. 

H. Hua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ElectroMechanical 
Engineering,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이 논문에서는 곡관에서 발생하는 반사 신호의 차이를 분석했
다. 깊이, 둘레 길이 및 축 방향 길이는 동일하지만 임의의 인공
결함을 곡관부에 제작하여 유도초음파를 활용한 결함 검출 능
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수치 전산해석 모델을 설정하고 곡관의 위치를 15 °, 30 
°, 45 °, 60 ° 및 75 ° 절삭에 의해 각각 6 개 부분으로 선정하고, 
배관의 단면을 시계방향으로 총 12 개의 위치로 분할하여 각 
위치별 유도초음파 전파 신호분석을 하 다. 곡관부에 제작한 
인공 결함의 깊이, 둘레 길이 및 축 방향 길이는 각각 3 mm, 
30 mm 및 20 mm이다. 곡관부와 직선 배관부에서 반사 된 신호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신호 분석을 
하 다.
곡관부에 결함을 제작하여 획득된 신호와 무결함 시험편에서 

획득된 신호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 비교를 통해 결함으로 인한 
신호인자만을 분할하여 분석하 다. 곡관부에서 전파하는 신
호의 특성은 직관부에서 발생하는 신호 양상과 다르므로 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보정 계수를 정의하여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
하 다.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부에서 곡관부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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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배관에서 전파하는 유도초음파 특성 및 산란 신호에 
한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전산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 곡관부에 한 보정계수를 적용
하 을 경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곡관부의 결함을 
정 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Quantitative Short Range Guided Wave System" 
by Jimmy Fong, Tomasz Pialucha (Guided Ultrasonics Ltd., 

United Kingdom)

유도초음파를 활용한 배관 및 형 구조물 진단 기술과 장비
를 개발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체 중 Guided 
Ultrasonic Ltd. (GUL)에서 단거리용 정 측정장비를 개발하
여 소개하 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에 배관의 축방향으로 원
거리를 전파하며 배관의 상태를 단시간에 스캐닝하는 유도초음
파의 특성과 달리 QSR(Quantitative Short Range) 
GW(Guided wave)를 이용하여 배관의 원주방향을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유도초음파는 원거리 진단에서 기존의 초
음파 검사방법과 달리 장점을 가지는 반면 탐촉자가 위치한 
주변에서는 불감 (Dead zone)가 형성되어 검사 상체의 상
태를 진단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유도초음파 진단 
기법의 불감  주변 역은 기존의 초음파 기법을 적용하여 
진단하기에는 광범위하고 유도초음파 기법으로는 진단하기 어
려워 해결해야할 문제 다. 이번 기술과 장비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관의 원주방향으로 
전파하는 유도초음파의 경우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를 수행하 으나 이를 상업용 장비로 개발하는 단계까지 진행
되지는 않았다.

GUL에서 개발한 단거리 유도초음파 진단 시스템은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두개의 EMAT 탐촉자를 배치
하고, 두 탐촉자사이에서 경로를 달리하여 전파하는 초음파를 
수집하여 신호 분석을 통해 배관의 원주방향의 건전성을 진단
하고 있다. 주파수를 서로 달리하 을 때, 전파 특성이 달라지
는 것을 분석하여 전파 경로상의 배관 상태를 진단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멀티 사이클 Hanning-windowed toneburst로 구성된 SH 신

호는 원주방향으로 경로 A 및 B를 따라 그리고 원주 전체전파
시간(C)의 배수를 따라 수신기에 도달한다. 유도초음파 특성으
로 하나 이상의 SH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 SH 모드 (SH 
= n = 1,2,3 ...)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수신 될 수 있다. QSR® 
시스템에서 SH0 만 존재하는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 신호 해석
은 상 적으로 간단하고 상이한 경로로부터 수신 된 신호는 
다른 신호와 달리 명확하게 식별 된다. 반 로 높은 주파수에서
는 SH0외 고차모드들이 수신되기 때문에 각 모드별로 동일한 
전파경로에서도 서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호를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전파 경로를 따라 QSR®은 모드별 전파 속도차
를 활용한 신호 분석으로 다양한 주파수 범위에서 배관의 상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QSR®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판독 값을 
판독 한 결과 CUPS 결함이 있는 12 인치 파이프에서 QS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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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결과를 3D 레이저 프로파일 스캐너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정확도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400mm의 전체 

역은 스캔하는데 4분 가량 소요되었다고 발표하 다. 현재 
활용 중인 Point-by point 초음파 두께측정방법을 활용할 경
우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 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검사 역을 스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QSR® 시스템과 레이저 스캐너 사이의 배관 지지  부식 결
함에 한 측정 결과를 비교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의 변
화를 레이저를 활용하여 정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미세한 역에서 일부 차이는 보여주지만 부분의 역에서 
결과가 0.5mm오차 범위 잘 일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유도초음파를 활용한 장거리 
배관 검사와 초음파 두께 측정 기법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학과 연구소에서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검증을 통해 산업체로 기술 이전을 통해 
상업화까지 이루는 과정에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
지만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와 노력이 단하다
고 느껴졌다.

3. Keynote speech & Exhibition 

Stechen Wong교수는 Some NDT Research Projects i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이란 제목으로 싱가포르의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에서 과거 수행 과제와 현재 진행 
중인 비파괴 관련 연구에 한 소개를 상세히 하는 자리를 마련
하 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200개가 넘는 연구과제를 수
행하 으며, 2016년~2017년 수행 과제가 17개, 2017
년~2018년 진행 중인 과제가 24개로 학부 규모에서 특정 주제
인 비파괴 진단 분야의 과제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행 중인 
현황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 다. 
학에서 단순히 기술 및 기초 연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의 이전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까지 수행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항공기 날개의 비파괴 진단 기법 수행 절차에 해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리벳 검사를 위한 자동화 된 비파괴 
검사 시스템이 항공기 날개 연결부위의 리벳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3D 디지털 카메라와 레이저를 사용한다. 인식된 위치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항공기 날개를 스캔하며,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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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와전류 기법을 활용하여 리벳 주위의 균열을 진단한다. 앞서 
설명한 초음파와 와전류 기법을 적용한 항공기 날개의 리벳 
주변 결함진단 외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분야는 항공기 날개
의 구성품 진단을 위한 자동 X-ray시스템이었다. 전투기의 완
전한 날개 검사를 위해서 자동화 된 디지털 방사선 진단 시스템
을 활용하여 항공 날개의 구성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결 장치를 정비 과정에서 주변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진단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 X-ray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공기에 실제로 적용하는 연구 수행 사례를 소개하 다. 방사
선 촬  기술을 자동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량을 제어, 
계산하는 소프트웨어가 정 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수학적 모
델을 통해 kV, Ma, 시간, 필름, FFD, 초점 스폿 크기 등과 같은 
방사선 기법 적용에 필요한 변수에 한 선정이 필요하다.

항공기 날개의 결함을 자동을 진단하기 위한 X-ray 시스템은 
안전을 위한 방사선 제어뿐만 아니라 항공기 형상에 맞춰 자동
으로 움직이는 모터의 정 한 위치 제어에 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구동방식은 X-ray 선원 및 센서를 검사하고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항공기 날개의 리벳 주위의 지역을 방사선 
투과 검사를 수행한다. 원하는 역에 하여 방사선 촬 이 
끝나면 매니퓰레이터는 X-ray 시스템을 이동시켜 다음 위치에
서 촬 을 수행한다.

국의 Condition Monitoring 분야 전문가인 Len Gelman 교
수는 Novel Technologies for condition Monitoring and NDT
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하 다. 발표 내용은 풍력발전 설비의 
상태진단 기법과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상태진단 기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기에 
최적의 상체이며, 구조물의 진동 패턴 분석을 통해 구조물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진동 음향 상태 모니터
링 및 NDT를위한 신호 처리 기술의 현재 상태와 새로운 장래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태에서 상태 
모니터링과 NDT를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고전적인 2차 및 
고차 스펙트럼 기술에 해 소개하 다. 회전 기계에 비파괴 
진단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정적 조건에서 진동-음향 
진단을 수행해야하지만, 기존의 기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
기 어려움이 있다. 진동-음향 조건 모니터링 및 NDT에 적용하
기 위해선 비정지 적응형 고차 스펙트럼 변환에 기반한 비정지 
상태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종류의 비적응 및 
적응 고차 스펙트럼 주파수 응답 함수 방법은 실험실 및 현장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제안된 기술은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 진동-음향 손상 
진단의 효율성에 있어 70 % ~150 %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
다. 또한 국의 경우 구조물의 상태진단 기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학회를 별도로 만들어 정기적인 학술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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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 회에서 유일하게 국내 연구자 중 부산 학교 기계
공학부 조윤호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초청받아 Identification 
of impact damages in composite by nonlinear guided wave 
modulation technique이란 제목으로 구조물의 손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음향비선형진단 기법을 소개하 다. 초음파탐
상법을 비롯한 기존의 비파괴 진단 기법은 결함이 발생한 이후 
결함의 크기를 더 정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결함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 
재료의 강도와 초음파 신호의 비선형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재료의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 다. 특히 복합
재료 내에 발생하는 미세손상을 진단하기 위해 위상정합법을 
적용하여 유도초음파의 2차 고조파 모드를 선택하여 상태 평가
에 활용하 다. 유도초음파가 전파하면서 시험편 내부의 손상
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선형성의 누적효과를 극 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파 속도를 가지는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2.5MHz의 주파수에서의 위상 정합 S1 모드가 가진되고 선택
된 모드를 측정한다. 누적된 2차 고조파는 시험편에 서로 다른 
충격 에너지를 부가하 을 때 주파수 스펙트럼 결과를 보여준
다. 다른 충격 에너지로 인해 기본파 진폭의 변화손상 상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2차 고조파 진폭은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복합 구조에서 충격으로 인해 내
부에 발생되는 미세 손상과 초음파의 음향 비선형성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비선형 유도초음파를 활용
하여 구조물의 충격 및 손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음을 강연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4. 느낀점 

비파괴진단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지역 행사로 개최
된 APCNDT는 학술, 전시, 회의로 구성되어있어 각국을 표
하는 전문가의 회의가 함께 진행되어 다른 전문 학술행사와는 
다른 점이 있다. 학술 회 참가를 통해 최근 연구 흐름과 진행중
인 연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필요한 기술 개발과 향후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학술 회에서 많은 활동을 
좋은 연구 발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술 회가 개최된 싱가포르는 11월이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

여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덥고 습하 다. 하지만 부분
의 건물에 에어컨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실내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에도 
활동을 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부분의 건물에 처마가 갖추어
져 있어 보행 중에 우산을 펼치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싱가포르의 금융, 무역, 인적자원을 잘 갖추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국립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는 아시아에
서 1, 2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학술 회가 개최된 마리나베이샌즈의 전망 에서 내려다보

는 싱가포르 시내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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