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전문연구정보 활용사업을 수행해온 기계·건설공학 연구정보센터(MATERIC)는 2020년부터 기계공학

과 로봇 분야를 담당하는 기계·로봇 연구정보센터(MERRIC, Mechanical Engineering and Robotics Research Information Center, 
메릭)로 재선정되어 6년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감은 2020년 메릭의 활동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2020년에는 COVID-19이 모든 일상을 비대면으로 바꾸어 놓아서 학술행사
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메릭의 활동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구자를 직접 인터뷰해서 동영상으로 소개해오던 
것이 서면 인터뷰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존 텍스트 기반 컨텐츠를 강화하여 기계·로봇 연구 동향과 생활 속의 공학 이야기 등의 
연구자 칼럼을 새롭게 신설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원고를 받아 연재하였습니다. 또한 메릭 웨비나(Webinar)를 신설하고 개최하였습
니다.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들의 지원을 받아 매달 평균 3~4건의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웨비나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어 
올해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웨비나는 메릭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materics) 

메릭은 단순히 연구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논문이나 연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거나 글을 써서 칼럼을 작성하거나, 웨비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이나 본인의 
연구를 여러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계·로봇 연구정보센터 연감에는 로봇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대회인 ICRA 2020의 논문을 수집하여 네트워크 분석기법
(Network Analysis)으로 자체 분석한 내용과 1년간 메릭 사이트(https://www.materic.or.kr)에서 서비스된 M-Terview, 신진 
연구자 인터뷰, 기계·로봇 연구동향, 생활 속의 공학이야기, 학술대회 참관기와 취재기 등을 모아서 발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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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봇 연구동향1

ICRA 2020 논문을 통해 본 로봇분야 연구동향
이석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COVID-19 로 인해 ICRA(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2020 은 대략 1 주일 동안 offline 

conference 로 진행되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5 월 말부터 8 월 말까지 3 개월간 virtual conference 로 진행되었다. Keynotes 와 
Workshop & Tutorial 은 실시간으로 진행했지만,  Main sessions 는 녹화되어 3 개월 동안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Main sessions 의 질의응답은 개별 채널을 개설하여 저자와 별도로 소통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등록비를 아주 저렴하게 Non-member 기준 150 유로 (Non-member student 는 25 유로)로 책정한 것이다. 전통적인 학술대회에 
비해서 시간/비용적으로 훨씬 경제적이어서 접근성이 향상된 면이 있었다. 

Figure 1. ICRA 2020 웹사이트 
(http://www.icra2020.org)

Ⅱ.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ICRA 의 2020 년 학술대회 논문 중 IEEE Xplore digital library
(https://ieeexplore.ieee.org/xpl/conhome/9187508/proceeding)에 공개된 1,073 편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
여 정리하였다. 분석 방법은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 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국가별 참여기관 수, 한국 기관의 논문 발표 순위를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Miner 3.6 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연구자 분석, 기관-키워드 분석(2Mode)을 하였다.

http://www.icra2020.org
https://ieeexplore.ieee.org/xpl/conhome/9187508/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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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분석

1. ICRA 2020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이번 ICRA 2020 에서는 총 42 개 국가에서 1,073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 와 
Table 1 과 같이 미국이 386 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뒤로 중국이 113 편, 독일이 95 편, 영국이 60 편, 일본이 
5 편, 우리나라가 49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ICRA 2020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No 국가 논문 수 No 국가 논문 수
1 USA 386 23 Brazil 4
2 China 113 24 Finland 4
3 Germany 95 25 Hungary 4
4 UK 60 26 New Zealand 4
5 Japan 50 27 Poland 4
6 Korea 49 28 Portugal 4
7 France 47 29 Denmark 3
8 Italy 41 30 Norway 3
9 Canada 34 31 Russia 3
10 Australia 30 32 Argentina 2
11 Switzerland 30 33 Slovenia 2
12 Singapore 18 34 Belgium 1
13 India 12 35 Bosnia and Herzegovina 1
14 Spain 12 36 Estonia 1
15 Sweden 9 37 Iran 1
16 Greece 6 38 Ireland 1
17 Netherlands 6 39 Latvia 1
18 Taiwan 6 40 Lebanon 1
19 Austria 5 41 Mexico 1
20 Czech 5 42 South Africa 1
21 Israel 5 43 미기재 3
22 Turkey 5 계 1,073

Table 1. ICRA 2020 국가별 논문발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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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RA 2020 기관별 논문 발표 순위

ICRA 2020 에서는 약 410 여 기관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Figure 3 과 Table 2 와 같이 MIT 가 32 편, 
Georgia Inst. of Technol.이 23 편, Carnegie Mellon Univ.가 22 편, Stanford Univ.가 21 편, Univ. of Pennsylvania 가 20 편,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가 19 편, KAIST 는 18 편, Chinese Univ. of Hong Kong 과 Imperial College London 이 각각 16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Univ. of Oxford 는 14 편, Tech. Univ. Munich 는 13 편, California Inst. of Technol.는 12 편, Italian 
Inst. of Technol. (IIT)와 Seoul Nat. Univ., Univ. of Tokyo 는 각각 11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3. ICRA 2020 기관별 논문 발표 수(5편 이상)
 

NO 소속 발표논문수 NO 소속 발표논문수
1 MIT 32 16 Univ. of Bonn 7
2 Georgia Inst. of Technol. 23 Univ. of Maryland 7
3 Carnegie Mellon Univ. 22

17

Chinese Academy of Sci. 6
4 Stanford Univ. 21 Columbia Univ. at New York 6
5 Univ. of Pennsylvania 20 Google 6
6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9 Harvard Univ. 6
7 KAIST 18 Nanyang Technol. Univ. 6
8 Chinese Univ. of Hong Kong 16 Nat. Univ. of Singapore 6

Imperial College London 16 Queensland Univ. of Technol. 6
9 Univ. of Oxford 14 Sun Yat Sen Univ. 6
10 Tech. Univ. Munich 13 Tsinghua Univ. 6
11 California Inst. of Technol. 12 Univ. of Delaware 6

12
Italian Inst. of Technol. (IIT) 11 Univ. of Edinburgh 6
Seoul Nat. Univ. 11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6
Univ. of Tokyo 11 Univ. of Minnesota 6

13
Arizona State Univ. 10 Univ. of Zurich 6
ETH Zurich 10

18

Duke Univ. 5
Univ. of Technol. Sydney 10 Karlsruhe Inst. of Technol. 5

14
DLR 9 KTH Royal Inst. of Technol. 5
Hong Kong Univ. of Sci. & Technol. 9 McGill Univ. 5
NVIDIA 9 Northeastern Univ. (USA) 5
Shanghai Jiao Tong Univ. 9 Politec. Di Milano 5

15
Johns Hopkins Univ. 8 Singapore Univ. of Technol. & Design (SUTD) 5
Univ. of Freiburg 8 Univ. Grenoble Alpes 5
Univ. of Michigan 8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5
Univ. of Toronto 8 Univ. of Southern California 5

16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EPFL) 7 Univ. of Washington 5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7 Virginia Tech. 5
Sorbonne Univ. 7

Table 2. ICRA 2020 기관별 논문 발표 수(5 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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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떠한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에 보인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빈도수 5 이하인 값을 삭제한(Link Reduction 5) 그림이다.

Figure 4. ICRA 2020 키워드 네트워크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5)

ICRA 학회에서는 보통 Mobile Robots 를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의 3 가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번 2020 년에는 위의 Figure 4 와 같이 Task Analysis 라는 키워드가 제일 비중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Robots,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Robot Sensing Systems 가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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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CRA 2020 키워드 태그 클라우드

Figure 5는 키워드의 연결 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태그 클라우드(Tag cloud)로 표현한 그림이다. ICRA 
2020의 논문의 총 키워드 수는 890개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빈도수 20 이상의 키워드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Task Analysis, Robots, Robot Sensing Systems,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Trajectory, Planning, Training, Force, 
Feature Extraction이 100회 이상 나왔으며 Visualization, Robustness, Robot Kinematics, Collision Avoidance, Legged 
Locomotion, Optimization, Estimation, Kinematics, Manipulators, Mathematical Model, Navigation, Uncertainty, Grasping, 
Computational Modeling, Shape, Semantics, Predictive Models이 빈도수 50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NO 키워드 빈도수 NO 키워드 빈도수
1 Task Analysis 295 35 Robot Vision Systems 39
2 Robots 275 36 Safety 39
3 Robot Sensing Systems 186 37 Grippers 38
4 Three-Dimensional Displays 184 38 Torque 37
5 Cameras 170 39 Two Dimensional Displays 37
6 Trajectory 163 40 Image Segmentation 36
7 Planning 141 41 Laser Radar 368 Training 132 42 Sensors 349 Force 123 43 Vehicle Dynamic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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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 는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 한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 중심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여러 논문과 다른 연구자와의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ICRA 2020 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 의 결과는 Figure 6 과 같다. 
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Task Analysis 와 Robots 를 중심으로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Trajectory, Robot 

Sensing Systems, Force, Training, Planning, Feature Extraction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Figure 6. ICRA 2020 키워드 Degree Centrality

10 Feature Extraction 106 44 Data Models 32
11 Visualization 87 45 Geometry 31
12 Robustness 86 46 Measurement 31
13 Robot Kinematics 81 47 Adaptation Models 30
14 Collision Avoidance 77 48 Solid Modeling 29
15 Legged Locomotion 73 49 Pose Estimation 28
16 Optimization 68 50 Probabilistic Logic 27
17 Estimation 66 51 Tracking 27
18 Kinematics 65 52 Calibration 26
19 Manipulators 64 53 Service Robots 25
20 Mathematical Model 64 54 Aerospace Electronics 24
21 Navigation 63 55 Image Reconstruction 24
22 Uncertainty 58 56 Strain 24
23 Grasping 56 57 Mobile Robots 23
24 Computational Modeling 54 58 Object Detection 23
25 Shape 54 59 Acceleration 22
26 Semantics 53 60 Foot 22
27 Predictive Models 50 61 Springs 22
28 Neural Networks 45 62 Aerodynamics 21
29 Actuators 43 63 Autonomous Vehicles 21
30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43 64 Friction 21
31 Heuristic Algorithms 42 65 Pipelines 21
32 Real-Time Systems 42 66 Roads 21
33 Dynamics 41 67 Surgery 21
34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40 68 Muscles 20

Table 3. ICRA 2020 논문의 키워드 빈도수(빈도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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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CRA 2020 의 논문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NetMiner 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Figure 
7 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오른쪽 아래는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의 소규모 연구 
그룹을 나타내고 있으며, 왼쪽 위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이다. 

Figure 7. ICRA 2020 공저자 네트워크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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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몇 개의 큰 그룹을 확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큰 연구자 그룹은 Figure 8 과 같이 NVIDIA 의 연구 그룹을 중심으로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와 Stanford Univ. 

그리고 Shanghai Jiao tong Univ.그룹이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에서는 Dieter Fox(NVIDIA)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연구자로 뚜렷하게 구별이 가능하다.    

Dieter Fox 는 NVIDIA 의 로봇 연구 수석 이사이며, 인공 지능, 컴퓨터 비전 및 머신 러닝을 연구하고 있는 로봇공학자이다. 
또한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컴퓨터 공학부 교수이다. 독일 본 대학교에서 그는 200 편 이상의 
기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Probabilistic Robotics"라는 책을 Wolfram Burgard 와 Sebastian Thrun 과 함께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IEEE 및 AAAI(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펠로우이며, 로봇 공학, AI 및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에서 여러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코봇(Cobot)’이라 불리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Interactive Manipulation 

로봇을 연구 중이다. (https://blogs.nvidia.co.kr/2019/01/15/nvidia-seattle-ai-robotics-research-lab)

Figure 8. NVIDIA,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Stanford Univ., Shanghai Jiao tong Univ. 그룹

https://blogs.nvidia.co.kr/2019/01/15/nvidia-seattle-ai-robotics-research-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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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큰 그룹은 Figure 9 와 같다. 이 그룹은 Chinese Univ. of Hong Kong, Shanghai Tech Univ.,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Australian Nat. Univ., Carnegie Mellon Univ., KAIST, GIST, Shandong Univ., Shanghai Jiao Tong Univ. 등 매우 많은 기관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부각되는 중심연구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중 Yun-hui Liu(Chinese Univ. of Hong Kong)이 
그나마 높은 비중을 가진 연구자로 나타났다. 

Yun-hui Liu 교수는 Chinese Univ. of Hong Kong(CUHK)의 기계 및 자동화 공학과의 교수이며,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의 객원 교수이다. 또한 CUHK T Stone Robotics Institute와 CUHK 및 NUDT(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의 
지능형 감지 및 시스템 공동 센터의 이사이다.  연구 분야는 비전 기반 로봇 공학, 의료 로봇 공학, 서비스 로봇 및 기계 지능 
등이며, 의료 로봇 공학에서 외과의의 지원 작업을 하거나 수술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수술 로봇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비동 
수술과 자궁 적출을 위해 개발한 수술 보조 로봇은 Prince of Wales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http://ri.cuhk.edu.hk/yhliu)  

또한, 이 그룹에 Hae-gon Jeon(GIST), Sunghoon Im(DGIST), Jean Oh(Carnegie Mellon Univ.)와 Byeong-uk Lee(KAIST), 
Kyunghyun Lee(KAIST), In So Kweon(KAIST), Kyungdon Joo(Carnegie Mellon), Tae-huun Oh(POSTECH) 등 여러 한국인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Figure 9. Chinese Univ. of Hong Kong, Shanghai Tech Univ., ETRI, Australian Nat. Univ., Carnegie Mellon 
Univ., KAIST, GIST, Shandong Univ., Shanghai Jiao Tong Univ.그룹 

http://ri.cuhk.edu.hk/yh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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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큰 그룹은 Figure 10 과 같이 Georgia Inst. of Technol. 연구자와 Stanford Univ., 그리고 DLR 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며, 이 그룹에서는 Magnus Egerstedt(Georgia Inst. of Technol.)의 비중이 큰 편이다. Magnus Egerstedt 는 스웨덴계 미국인 
로봇 공학자로 조지아 공과 대학 전기 및 컴퓨터 공학부 교수이다.  Magnus Egerstedt 는 Theory of hybrid and discrete event 
systems 와 Control of multi-agent systems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Magnus_Egerstedt)

이 그룹에도 Jee-hwan Ryu(KAIST), Dongheui Lee(Tech. Univ. Munich), Jongseok Lee(DLR), Minjun Kim(DLR), Chanil 
Lee(KAIST), Do-hyeong Kim(KAIST), Hyeon-seok Seong(KAIST) 등 한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초록색으로 표기)



Figure 10. Georgia Inst. of Technol., Stanford Univ., DLR, KAIST 연결 그룹

https://en.wikipedia.org/wiki/Magnus_Egerst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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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은 California Inst. of Technol. 와 Univ. of Zurich, Intuitive Surgical Inc.가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California 
Inst. of Technol. 의 Aaron D. Ames 와 Joel W. Burdick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aron D. Ames 는 2017 년부터 California Inst. of Technol.에서 기계 및 토목 공학 및 제어 및 역학 시스템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족 보행 로봇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5 년 Donald P. Eckman Award를 수상하였으며, "Safety-Critical Autonomy 
in Robotic Locomotion"이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로 2017 Okawa Foundation Research Grant 를 수상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Aaron_D._Ames) 또한 Joel W. Burdick 은 Robotics, Kinematics, Mechanical Systems and 
Control 을 연구하고 있다. (https://eas.caltech.edu/people/jburdick)
이 그룹에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Soon-Jo Chung(California Inst. of Technol.)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Figure 11. California Inst. of Technol. 와 Univ. of Zurich, Intuitive Surgical Inc. 연결 그룹
 

https://en.wikipedia.org/wiki/Aaron_D._Ames
https://eas.caltech.edu/people/jburd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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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에서 보이는 연구 그룹은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Univ. of Pennsylvania, US Army Res. Lab. 등이 연결된 
그룹으로 이 그룹에서는 Vijay Kumar (Univ. of Pennsylvania)가 중심연구자이다. Vijay Kumar 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컴퓨터 
및 정보 과학과 전기 및 시스템 교수로 2015 년부터 Univ. of Pennsylvania 의 학장을 맡고 있다. Vijay Kumar 는 멀티 로봇의 
제어와 조정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자율 지상 및 공중 로봇 개발, 집단행동 및 로봇 무리에 대한 생물학적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획기적인 작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Vijay_Kumar_(roboticist))

Figure 12.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Univ. of Pennsylvania, Us Army Res. Lab.연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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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은 Tsinghua Univ., Intel Labs China, City Univ. of Hong Kong, Imperial College London 등의 기관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각 연구 그룹을 이어주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Fei Qiao(Tsinghua Univ.)와 Xuesong Shi(Intel Labs China)는 
각각 Tsinghua Univ.와 Intel Labs China 의 중국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Yao Guo(Imperial College London)는 
Intel Labs China 그룹과 Imperial College London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London)은 또 다른 Imperial College London 그룹과 연결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Yang Guang-Zhong 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는 Imperial College London 의 로봇 수술을 위한 Hamlyn 센터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장이며, UK-RAS 네트워크의 회장이기도 하다. 연구 관심 분야는 의료 영상, 감지 및 로봇 공학이다. 
(http://imr.sjtu.edu.cn/en/ab_lead/210.html)

Figure 13. Intel Labs China, City Univ. of Hong Kong, Imperial College London 연결 그룹

http://imr.sjtu.edu.cn/en/ab_lead/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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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는 Univ. of Houston, Univ. of South Carolina, Texas A&M Univ., Tech. Univ. Braunschweig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Aaron T. Becker(Univ. of Houston)가 가장 중심 연구자이면서 여러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aron T. Becker 는 Univ. of Houston 의 전기 및 컴퓨터 공학 조교수로서 Robotics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장으로 
Micro-Scale 의 군집 로봇을 조종하고, 드론을 이용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https://uh.edu/housing/about/fir/Dr.%20Aaron%20Becker%20/) 또한 현재 유튜브에서 본인의 여러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user/aabecker5)

Figure 14. Univ. of Houston, Univ. of South Carolina, Texas A&M Univ,. Tech. Univ. Braunschweig 연결 그룹

https://uh.edu/housing/about/fir/Dr. Aaron Becker /
https://www.youtube.com/user/aabeck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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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Research Inst. 와 UC Berkeley, Tech. Univ. Munich,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룹을 Figure 15 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룹에서는 UC Berkeley 의 Ken Goldberg 가 중심 연구자로 나타났다.

Ken Goldberg 는 로봇 공학 및 자동화 분야의 예술가, 작가, 발명가 및 연구원으로 UC Berkeley Automation Sciences Lab.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1984 년에 웹 인터페이스를 갖춘 최초의 로봇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Ken_Goldberg)

Figure 15. Toyota Research Inst., UC Berkeley, Tech. Univ. Munich.,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https://en.wikipedia.org/wiki/Ken_Gold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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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은 Idiap Research Institute., LAAS(Laboratory for Analysis and Architecture of Systems),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ETH Zurich, New York Univ., Univ. of Edinburgh., Tsinghua 
Univ.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으로 Ludovic Righetti(New York Univ.)와 Maximilien Naveau(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가 
여러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Ludovic Righetti 는 New York Univ.의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 기계 및 항공우주 공학과의 부교수이며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MPI-IS)의 선임 연구원이다. 그는 자율 로봇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제어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Machines in Motion Lab.을 운영하고 있다. (https://engineering.nyu.edu/faculty/ludovic-righetti) Maximilien Naveau 는 Max 
Planck Inst.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팔다리를 가진 로봇의 궤적 최적화와 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https://www.is.mpg.de/person/mnaveau)

Figure 16. Idiap Research Inst., LAAS, CNRS,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ETH Zurich, New York Univ., Univ. of 
Edinburgh., Tsinghua Univ. 연결 그룹

https://engineering.nyu.edu/faculty/ludovic-righetti
https://www.is.mpg.de/person/mnav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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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7 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 를 분석하였다. Degree Centrality 는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 한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 중심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여러 논문과 다른 연구자와의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아래 ICRA 2020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를 살펴보면 Dieter Fox(NVIDIA)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두 번째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London), Ken Goldberg(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Roland 
Siegwart(ETH Zurich), Vijay Kumar(Univ. of Pennsylvania)가 있으며, 중심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원에는 Aaron T. Becker(Univ. 
of Houston), Iulian Iordachita(Johns Hopkins Univ.), Kei Okada(Univ. of Tokyo), Li Fei-Fei(Stanford Univ.), Masayuki 
Inaba(Univ. of Tokyo)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7. ICRA 2020 공저자 Degree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는 공저 논문의 수 뿐 아니라 연결된 공저자 수에 따라서도 위치를 달리하게 된다. 실제로 Table 4 와 같이 
공저 논문이 4 편인Aaron T. Becker(Univ. of Houston), Iulian Iordachita(Johns Hopkins Univ.), Li Fei-Fei(Stanford Univ.)는 
중심에 가까이 나타난 반면, Aaron D. Ames(California Inst. of Technol.), Daniela Rus(MIT), Magnus Egerstedt(Georgia Inst. 
of Technol.)는 공저 논문 수가 6 편인데 가까운 중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NO 소속 공저논문수 NO 소속 공저논문수
1 Dieter Fox(NVIDIA) 11

5

H. Jin Kim(Seoul Nat. Univ.) 5
2 Vijay Kumar(Univ. of Pennsylvania) 9 Jee-Hwan Ryu(KAIST) 5
3 Roland Siegwart(ETH Zurich) 8 Juan Nieto(ETH Zurich) 5
4 Aaron D. Ames(California Inst. of Technol.) 6 Kei Okada(Univ. of Toky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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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이번 ICRA 2020에서 17 개의 한국기관에서는 총 4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5와 같이 KAIST가 18 편, Seoul Nat. Univ.가 
11 편, KIST가 4편, UNIST와 Univ. of Sci. and Technol. (UST)가 각각 2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Chonbuk Nat. Univ., 
Chonnam Nat. Univ., Ewha Womans Univ., GIST, Hanyang Univ., Hyundai Heavy Ind. Co., Korea Inst. of Robot & Convergence 
(KIRO), Korea Univ., NAVER, Samsung Electronics Co., Sejong Univ., Yeungnam Univ.에서 각각 1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NO 한국 기관 발표 논문수
1 KAIST 18
2 Seoul Nat. Univ. 11
3 KIST 4
4 UNIST 2

Univ. of Sci. and Technol. (UST) 2

5

Chonbuk Nat. Univ. 1
Chonnam Nat. Univ. 1
Ewha Womans Univ. 1

GIST 1
Hanyang Univ. 1

Hyundai Heavy Ind. Co. 1
Korea Inst. of Robot & Convergence (KIRO) 1

Korea Univ. 1
NAVER 1

Samsung Electronics Co. 1
Sejong Univ. 1

Yeung Nam Univ. 1
　 총합계 49

Table 5. ICRA 2020 한국 기관의 논문 발표 수

Daniela Rus(MIT) 6 Masayuki Inaba(Univ. of Tokyo) 5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London) 6 Robert Fitch(Univ. of Technol. Sydney) 5
Ken Goldberg(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6 Sertac Karaman(MIT) 5
Magnus Egerstedt(Georgia Inst. of Technol.) 6 Shaojie Shen(Hong Kong Univ. of Sci. & Technol.) 5

5
Cyrill Stachniss (Univ. of Bonn) 5 Wolfram Burgard(Univ. of Freiburg) 5
Davide Scaramuzza (Univ. of Zurich) 5

Table 4. ICRA 2020 공저 논문 수 순위 (5 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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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한 연구 그룹들은 Figure 18 과 같다.

Figure 18. ICRA 2020 한국인 공저자 네트워크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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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국의 연구 그룹은 대학별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연결 관계를 기초로 중심도를 분석하면 Figure 19 와 같다.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는 H. Jin Kim(Seoul Nat. Univ.)이며, 그 다음으로 Ayoung Kim(KAIST), Brian Y. Cho(KIST), Changhwan 
Kim(KIST), Changjoo Nam(KIST), In So Kweon(KAIST), Jinhwi Lee(KIST), Jung Kim(KAIST), Sanghun Cheong(KIST)로 
나타났다. 

김현진(H. Jin Kim)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근무 중이며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응용 제어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http://robotics.snu.ac.kr/html/sub01_02.php)

Figure 19. ICRA 2020 한국인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한국기관 소속의 연구자 외에도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들의 논문도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 기관 소속의 연구자 명단이다.

저자 소속 논문수 저자 소속 논문수
Jean Oh  Carnegie Mellon Univ. 2 Gim Hee Lee  Nat. Univ. of Singapore 1
Kyungdon Joo  Carnegie Mellon Univ. 2 Myungjin Jung  Ohio State Univ. 1
Min Jun Kim  DLR 2 Pyojin Kim  Simon Fraser Univ. 1
Hyosang Lee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2 Min Jun Kim  Southern Methodist Univ. 1
Dongheui Lee  Tech. Univ. Munich 2 Woolim Hong  Texas A&M Univ. 1
Hyunglae Lee  Arizona State Univ. 1 Jiwon Choi  Univ. At Buffalo 1
Sung-Kyun Kim  California Inst. of Technol. 1 Byeong Kyu Ahn  Univ. of Auckland 1
Su Kyoung Kim  DFKI 1 Eui Jun Hwang  Univ. of Auckland 1

http://robotics.snu.ac.kr/html/sub01_02.php


기계·로봇 연구동향 

21

4. 기관-키워드 분석 (2MODE)

기관과 키워드의 연관성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논문 제 1 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20 에 나타내었다.

Figure 20. ICRA 2020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2-Mode분석, Link Reduction3)

Jongseok Lee  DLR 1 Ho Seok Ahn  Univ. of Auckland 1
Deagyu Kim  Georgia Tech 1 Sangwoo Moon  Univ. of Colorado Boulder 1
Jaein Lim  Georgia Tech 1 Woosik Lee  Univ. of Delaware 1
Raymond Kim  Georgia Tech 1 Seung Hyun Ki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
Sehoon Ha  Google 1 Dongwon Kim  Univ. of Maryland 1
Hyunkyu Park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1 Kyung Koh  Univ. of Maryland 1
Jung-Su Ha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1 Myounggyu Won  Univ. of Memphis 1
Moonkwang Jeong  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1 Changhyun Choi  Univ. of Minnesota 1
Changhyun Choi  MIT 1 Ki Myung Brian Lee  Univ. of Technol. Sydney 1
Jongwoo Lee  MIT 1 Sung Y. Kim  Vanderbilt Univ. 1
Sangbae Kim  MIT 1 Seonghoon Noh  Yale Univ. 1

Table 6. ICRA 2020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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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을 살펴보면, 주요 기관으로는 MIT, Carnegie Mellon Univ., Stanford. Univ., Georgia Inst. of Technol., KAIST 
등이 나타나고, 키워드로는 Robots, Task Analysis, Trajectory, Planning, Robot Sensing Systems, Cameras, Force 등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빈도 5 이하를 삭제한 것은 Figure 21 과 같다.

Figure 21. ICRA 2020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2-Mode분석, Link Reduction5)

 이를 통해 보면 MIT 에서는 Task Analysis, Robots, Planning, Trajectory, Robot Sensing Systems 키워드의 논문이, Carnegie 
Mellon Univ.에서는 Planning, Trajectory, Three-dimensional Displays, Collision Avoidance 가, Stanford Univ.와 Georgia Inst. 
of Technol. 에서는 Task analysis, Robots 가, 그리고 Univ. of Pennsylvania 에서는 Task Analysis 와 Planning 에 관한 논문이 
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기관별로 주요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를 Table 7 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기관 키워드
MIT Task Analysis, Robots, Planning, Trajectory, Robot Sensing Systems
Carnegie Mellon Univ. Planning, Trajectory, Three-dimensional Displays, Collision Avoidance
Stanford Univ., Georgia Inst. of Technol. Task analysis, Robots, Univ. of Pennsylvania
Univ. of Pennsylvania Task Analysis, PlanningTech Univ. Munich Three-dimensional displaysSeoul Nat. Univ. TrajectoryUniv. of Oxford Robot Sensing SystemsImperial College London, Johns Hopkins Univ. Robots
DLR, KAIST Task Analysis

Table 7. 주요 연구기관의 키워드



기계·로봇 연구동향 

23

Ⅴ. 결론
ICRA(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서구의 여러 나라가 주도하는 
학술대회로서, 이번 Virtual Conference 로 치러진 ICRA2020 에서도 미국의 논문 수가 전체 논문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분석을 살펴보면 논문 수 1 위~6위까지는 전부 미국의 기관들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중국이 매우 많은 논문을 내면서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2 위로 급부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논문 편수로 본 한국의 로봇 연구는 
KAIST와 서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AIST의 경우 기관별 통계에 따르면 6개의 미국 기관 다음에 7 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 ICRA 학회에서는 보통 Mobile Robots 를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의 3 가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Task Analysis”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Task Analysis 는 
2019 년에는 전혀 없었던 키워드라 이번에 새로 키워드로 등록되면서 빈도수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Three-dimensional Displays, Cameras, Robot Sensing Systems 등이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Dieter Fox(NVIDIA), Yun-hui Liu(Chinese Univ. of Hong Kong), Magnus Egerstedt(Georgia 
Inst. of Technol.), Aaron D. Ames(California Inst. of Technol.), Joel W. Burdick(California Inst. of Technol.), Vijay Kumar 
(Univ. of Pennsylvania),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London), Aaron T. Becker(Univ. of Houston), Ken Goldberg(UC 
Berkeley), Ludovic Righetti(New York Univ.), Maximilien Naveau(Max Planck Inst. for Intell. Syst.) 등의 여러 주요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연구그룹들을 확인하였다. 이들 주요 연구 그룹 중 2 개의 그룹에는 많은 한국인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egree Centrality 시각화를 통해 Dieter Fox(NVIDIA)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두 번째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Guang-zhong Yang(Imperial College London), Ken Goldberg(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Roland Siegwart(ETH Zurich), 
Vijay Kumar(Univ. of Pennsylvania)가 있으며, 중심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원에는 Aaron T. Becker(Univ. of Houston), Iulian 
Iordachita(Johns Hopkins Univ.), Kei Okada(Univ. of Tokyo), Li Fei-Fei(Stanford Univ.), Masayuki Inaba(Univ. of Tokyo)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과 키워드분석을 통해 각 연구기관이 어떤 키워드의 연구를 주로 하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주요한 기관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MIT 에서는 Task Analysis, Robots, Planning, Trajectory, Robot Sensing Systems 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에서는 Planning, Trajectory, Three-dimensional Displays, Collision Avoidance 을, Stanford Univ.와 
Georgia Inst. of Technol.에서는 Task analysis, Robots 를, Univ. of Pennsylvania 는 Task Analysis, Planning 등의 키워드를 가진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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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볼로지 동향, 옷이나 피부에 붙여 쓰는 디스플레이 실현 가능할까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 김창래 (조선대학교 기계공학)

유연한 소재나 구조적 설계를 통해 외력에 대해 자유롭게 변
형이 가능한 기능성 소재/ 코팅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접촉지
점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 및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미끄
럼 상대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도 분산시킴으로써 마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코팅은 플렉
서블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전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내구
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구부러질 때, 주요 전극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기반 
나노소재인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와 그래핀 
(graphene)을 은 나노선 위에 적층한다. 최상부에는 기계적인 
강도가 우수하고, 저마찰 특성을 가진 그래핀이 위치, 중간부에
는 탄소나노튜브가 위치하여 은 나노선을 보호하고, 전체 전극 
시스템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다양한 분야의 마이크로 시스템에 적용되어 형상 변화 및 접

촉이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마모를 줄여주어 시스템 전체의 내
구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
점의 핵심은 변형이 되는 부분에서의 디스플레이 파손이다. 이
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현재 
상용화된 폴더블 스마트폰과 롤러블 TV와 같이 플렉서블 디스
플레이의 굽힘 반경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앞으로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마구 구길 수 있는 플렉서

블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옷이나 신체에 탈부착할 수 있는 웨어
러블 스마트폰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플렉서블/웨
어러블 디바이스들은 굽힘 반경이 작고, 매우 복잡한 형상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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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혹한 형상 변화에 의해 전극이 파손되는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전극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층의 설계 기술을 확보
해야 한다. 또한, 응용 분야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극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의류와 같은 섬유가 마구 
변형이 되더라도 은 나노선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고분자 
속에 고정할 수 있다. 특히 최상부에는 발수 코팅이 형성되어 
은 나노선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아 산화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된다.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창래 교수는 현재 다양한 소재 및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nanogenerator들이 개발
되고 있는데, 실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구성 문제를 극복해
야 하며, 특히, 기계적인 변형 및 접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촉 마찰에 의한 파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굽힘(bending), 신축(stretching), 압축(compressing), 긁힘

(scratching) 등 형상 변화 및 접촉에 의한 플렉서블 디바이스 
전극의 파손 문제는 트라이볼로지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전극의 내구성/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Reference
- Smart Wearable Heaters with High Durability, 

Flexibility, Water-Repellent and Shape Memory 
Characteristic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2017.
- A Highly Flexible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based on Nanomaterials, NPG Asia Materials, 2017.
- Durability and Self-healing Effects of Hydrogel 

Coatings with respect to Contact Condition, Scientific 
Reports, 2017.
- Investigation of Micro-Abrasion Characteristics of Thin 

Metallic Coatings by In-situ SEM Scratch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6.
- Self-healing Characteristics of Collagen Coatings with 

Respect to Surface Abrasion, Scientific Report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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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동향, 로봇이 부품도 만들고, 원격으로 코로나19도 검사해요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고경철 (KAIST 기계지능 및 로봇)

과거 일정하게 고정된 형태로 특정 사물만 정해진 위치에 던
지는 기계적인 작업만 가능했던 로봇이었다면 토싱봇은 사물을 
던질 때 질량, 마찰력, 공기역학 등을 로봇이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구글 AI 포럼에서 앤디 정 연구원
은 로봇에 더 많은 지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통신부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에 따르면 
5G 스마트 공장 실증 산업을 통해 실시간 품질 검사, 자율주행 
물류이송, 생산설비 원격정비, 예지 정비 등 실증적 대안을 마
련했다고 한다. 또한, CPU가 탑재된 로봇(물류이송 로봇, 협업 
로봇 등)을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5G 브레인 리
스(Brainless) 로봇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2020~2023년 목
표라고 하였다.

독일 아디다스의 스피드팩토리 경우, 자동화된 공정으로 신발
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정밀하고, 스티치(박음질) 작업을 제외하고 철
저히 사람의 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리
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종전 공정과 
비교해 3배가량 제품 생산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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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글로벌 유통 공룡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대략 
4만 대의 로봇 키바(KIVA)가 근무하고 있다. 로봇청소기와 닮
은 납작한 모양의 로봇으로 최대 1.4t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슈퍼마켓에서 끌고 다니는 수레를 비유해 만든 키바는 
A에서 B단계를 걸치는 공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B단계에서 지
금 3개의 공정물이 필요하면 칸반에 3개를 넣어달라는 신호를 
적어 수레를 A로 보내면 필요한 수만큼을 담아 B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똑똑한 키바는 배가 고프면 스스로 알아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키바의 앞부분에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충돌방지 시스템이 있고, 십자 모양의 위쪽 받침대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키바의 옆구리에는 카메
라가 달려있어 물건의 종류를 인식하고 맨 밑부분에는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키바 로봇이 작업하는 공간의 바닥에는 수많
은 바코드가 그려져 있으며, 하단 카메라가 바닥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현재의 위치를 파악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찾는다.

코로나 19로 더욱 주목받게 된 중국 검진 로봇은 이동용 바퀴
에 로봇 팔을 얹은 형태로 로봇 팔을 이용해 의심 환자의 입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도 있으며, 청진기를 이용해 환자 내부 장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로봇은 카메라를 탑재해, 의사와 환자
가 같은 방에 있을 필요가 없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 있더라도 
원격 환자 상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중국은 방역 로봇이나 의약품 전달, 환자 
돌봄, 여러 가지 용도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에 반해 한국의 로봇 활용은 전반적으로 더딘 편이다.

앞으로 차세대 양자컴퓨터까지 실용화가 된다면 슈퍼컴퓨터
의 계산능력 또한 획기적으로 고도화되어 AI 기반 초연결 사회
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의 제조업 

또한 IT기술과의 융합과 접목 확대되어 상품 주문에서 제조까
지 단 몇 일 만에 실현되는 로봇 기반 스마트 제조업으로 모두 
바뀌는 날이 머지않았다.

세계시장 전망 보고서를 따르면 전 세계 산업 규모에서 인공
지능의 비중이 점점 커져 2025년경이면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모두 합친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쯤이면 반도체는 인공지능 칩으로, 자동차는 자율 주행 자동차
로 진화될 것이다.

국내 로봇 산업의 성공의 열쇠는 정부의 R&D 투자 보다는 
보급 확산 사업과 같은 비R&D 투자에 달려있다. 이미 기술적으
로는 의료현장에서의 약품 배달, 환자 돌봄 서비스는 활용 수준
에 와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제조
용 로봇의 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스트 기계 지능로봇 연구센터 고경철 교수는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참으로 
위기이자 한편으로 기회이며, 과연IMF의 장밋빛 예측대로 
2035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7위권에 올라설 것인
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여 중
진국으로 밀려날 것인지는 무조건 지금의 제조업 기술경쟁력확
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특히 국내 의료용 로봇의 경우, 고가 장비의 구매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현재의 비영리 종합 의료기관 영세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의료용 로봇 보급 확산 사업이 초기 시장 
확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다가오는 클라우드 기반 인
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창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4차 산
업혁명형 인재 양성이 미래의 제조업을 떠받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바이오산업에서 최
고의 로봇 활용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정책 전환에 심혈을 기울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
-KIVA Systems, http://www.kivasystems.com/index.html
-http://scimonitors.com/
-5G기반스마트공장고도화전략(안)_과학기술통신부
-https://subinne.tistory.com/375
-http://robohub.org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Gangtie_Zheng
-amazonerobi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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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박멸을 위한 공중 보건 및 전염병 관리에서 로봇 공학의 역할
 정병규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Combating COVID-19—The role of robotics in managing 
public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
코로나19 (COVID-19)의  확산으로 의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과학 분야에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계
에서도 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포함하여 지진이나 쓰나
미등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로봇의 활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로봇은 중국
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적극
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약 2주 전(2020년 3월 25일) 13명의 세계 각국의 유명로봇공
학자들이 "코로나19 박멸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관리에서
의 로봇공학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Science Robotics
에 게재하였습니다. (한국인 과학자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군
요.)  실제 코로나19의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사례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로봇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로봇공
학자와 전염병 전문가 등이 합심하여 다음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cience Robotics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았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상호 연결된 경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요? 전염병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 공학의 잠재적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에볼라가 발발한 중국에서는 실제 로봇이 임상 진료 
(ex : 원격 진료 및 오염 제거), 물류 (예 : 배달 및 오염된 
폐기물 처리) 및 정찰 (예 : 자발적 격리에 대한 준수 모니터링) 
등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제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
에서도 원격조작과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매니 플레이트 

조작이 필요한 광범위한 원격운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 등의 호
흡기 액적을 통한 오염뿐만 아니라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지기 때문에 로봇 제어를 통한 비접촉 
자외선 (UV) 표면 소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는 며칠 동안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무생물 표면에 
살 수 있으며, 표면의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UV 광(예 : 
PX-UV, 펄스 형 크세논 자외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사람이 하는 방역은 작업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격 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활용할 경우 안전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 빠르고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다른 예방 조치와 함께 위험하고 넓은 공간을 지능적으
로 탐색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에서 마이크로 스케일
에 이르는 차세대 로봇을 개발하여 고위험 지역을 탐색하고 
모든 표면을 지속해서 방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바일 로봇은 자동화된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
하여 넓은 지역의 여러 사람을 스크리닝(Screening, 모니터링
과 간이검사)하여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열 센서와 비전 
알고리즘을 자율 또는 원격 작동 로봇에 적용하면 스크리닝의 
효율성과 적용 범위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병원의 입원환자
나 외래환자들의 체온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감염위험
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초기 진단 테스트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 인두 및 구강 인두 면봉 수집 및 테스트를 권장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환자를 면봉하고 테스트 샘플을 채취할 자격을 
갖춘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동화와 로봇 보조를 
통한 샘플 채취는 속도를 높이고 감염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검사의 경우에도 자동화를 통해 의료진의 바
이러스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혈액 채취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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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팔뚝의 정맥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감염환자

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환자 등이 장기간 격리될 경우 정신건강
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상호 교류와 
활동을 위해서는 소셜로봇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 신념, 감정, 상호작용 등과 환경이 포
함된 아주 복잡한 모델을 구축해야 하므로 매우 개발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격기술은 원격의료와 재택근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
다. 대학이나 회사는 최근 몇 주간 온라인을 통해 서로 상호교류 
해왔습니다.  최근 5G기술은 4K와 8K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하
여, 향후 크게 활용될 것입니다. 대규모 국제 전시회와 컨퍼런
스는 취소되지 않고 온라인의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회의는 가상 아바타와 고화질의 가상현실을 통해 진행
될 수 있으며, 이는 질병 감염과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을 감소시
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봇은 더럽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되
었습니다. 로봇은 초기에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되었으며, 감염
성 질병과 싸우는 것은 인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로봇에게는 적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염병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에 관한 추가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없다면 로봇은 

앞으로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를 대비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엔지니어와 전염병 전문가와 자본이 융합하여 다음 유행
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구자들:
Guang-Zhong Yang, Bradley J. Nelson, Robin R. Murphy, 

Howie Choset, Henrik Christensen, Steven H. Collins, Paolo 
Dario, Ken Goldberg, Koji Ikuta, Neil Jacobstein, Danica 
Kragic, Russell H. Taylor, Marcia McNu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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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Collecting, Handling, and Testing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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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 Leipheimer, M. L. Balter, A. I. Chen, E. J. Pantin, 

A. E. Davidovich, K. S. Labazzo, M. L. Yarmush, 
First-in-human evaluation of a hand-held automated 
venipuncture device for rapid venous blood draws. 
Technology 7, 98–1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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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메타물질로 만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1)
노준석 (POSTECH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최근 코로나 19 사태의 국내 확진자는 4월 초 기준 10,284명
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212개 국가에서 1,236,845
명이 감염되었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이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파른 확산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는 신종감염병으로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

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초기에 질병의 위험
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한 진단을 통해 환자를 
선별해내어 방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주목할 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다양한 검사 방법들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
되었으며, 실제로 국내 진단 키트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세계적
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광학적으로 진단이나 관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까?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관찰할 수 있는 광학 

기술로는 현미경을 이용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그 크기가 100 나노미터 (1나노미터 = 10억분의 1 미터) 정도
로 아주 작기 때문에 명확한 관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나 작은 구조의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균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면, 광학적으로도 코로
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관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를 갖는 물체를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해 관찰하는 것은 큰 비용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현미경은 유리로 만든 렌즈를 사용한 광학 시스
템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때문에 렌즈로 구성된 시스
템의 해상도는 렌즈가 갖는 해상력에 따라 관찰 가능한 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렌즈를 구성하는 물질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일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
는 대략적으로 수백 나노미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회절 
한계 (diffraction limit)’라 불리는 이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바이러스의 크기보다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광학 현미경 기술들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초고해상도 현미경 (super-resolution 
microscopy) 방식은 회절 한계를 극복하고 훨씬 더 작은 구조
의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초고해상
도 이미징 방법을 예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도방출억제 현미경과 같이 아주 작은 크기의 응집
된 빛을 이용해 이미지를 스캐닝하여 형성하는 방식과 
STORM/PALM 현미경과 같이 단일형광분자의 위치 관측을 기
반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각의 
경우 100 나노미터보다 훨씬 작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형광을 이용한 이미징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신호대 잡음
비를 갖는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저나 감도 좋은 디텍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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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필요로 한다. STORM/PALM 현미경의 경우에는 여러 
장의 형광 이미지를 이용해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측정 이후의 이미지 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기
도 한다. 또한, 형광 기반의 이미징 방법들이기 때문에, 관찰 
전 세포에 형광 표지를 위한 별도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물론, 
수십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높은 해상도와 높은 신호 대 잡음비
로 인한 선명한 이미지의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
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고 정밀하게 바이러스를 관찰하기 위한 이미징 플랫폼의 
제공이 가능할까? 일반 현미경보다는 높은 해상도를 가져야 
하지만, 초고해상도 현미경보다는 저렴하고 제한적이지 않은 
측정 환경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물질’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메타물질이란 그리스어 meta- 에 물질 materials 를 결합한 
단어로, 인공적으로 설계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갖는 특별한 물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물질들의 경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구성 원소들과 배열에 의해 물성이 결정
된다. 하지만, 메타물질은 작동 파장의 길이보다 훨씬 작은 메
타원자(meta-atoms)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타원자들의 구조
와 크기, 주기적 배열 등에 따라 독특한 물성을 인공적으로 구현
할 수 있다.

메타물질은 현미경을 비롯한 이미징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메타물질을 이용할 경우 회절 한계보다 훨씬 
좋은 분해능을 가지는 초고해상도 이미징의 구현이 가능해진
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회절 한계’의 경우, 일반 광학 현미경의 

경우 수백 나노미터보다 작은 구조체에 대한 모양의 정보가 
공기, 유리 등의 매질들을 전파함에 따라 기록 매체까지 도달하
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보가 기록 매체까지 전달되는 도중 얼마나 손실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x 방향을 수평, z 방향을 

수직 성분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임의의 아주 작은 구조체의 
모양에 대한 정보는, 평면에 나란한 방향의 여러 공간 각진동수
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약 구조체가 놓여있는 평면에 
수직으로 빛이 입사되고, 구조체로부터 반사 혹은 투과한 빛을 
모으면 구조체의 관찰이 가능하다. 이 때, 구조체의 모양을 결
정하는 것은 공간 각진동수 중 평면에 나란한 수평 방향을 갖는 
성분들이 된다. 수평 방향으로 나란한 성분이 결정되었다면, 
수직 성분은 특정 매질 안에서의 빛의 전체 파수에 의해 결정된
다. 여기서 빛의 파수란 각진동수와 매질의 굴절률에 비례하고, 
빛의 속도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전체 파수는 각 방향의 파수들
의 제곱의 합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유리와 같은 
등방성 물질의 경우에는 방향에 따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진동수에 대한 파수 벡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원형의 그래프
를 얻을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등진동수선 (equi-frequency 
contour)라고 한다. 그림 3에서 파란색 구가 나타내는 부분이
다.

이 등진동수선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만약 구조
체의 모양을 결정하는 수평 성분이 전체 파수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면, 자동으로 수직 방향의 성분은 양의 실수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위에 해당하는 구조체의 모양 
정보는 수직 방향으로의 파수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하지만, 만약 수평 방향의 성분이 전체 파수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어떨까? 더 큰 값을 갖는 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더 작은 모양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로는 관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구조체를 관찰하
는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파수 백터의 관계에 
의해 파수보다 큰 수평 성분의 값을 가질 경우, 수직 방향의 
파수 성분은 허수가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하는 구조체의 정보가 몇 파장 이상 진행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록 소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메타물질은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만 한다. 더욱 높은 분해능을 갖는 현미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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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해서 메타물질이 구현해야 할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해답은 높은 공간 진동수를 갖는 성분을 멀리까지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평 방향으로 큰 파수를 갖는 성분이 수직 
방향으로도 허수를 갖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등진동수선을 살펴볼 때, 원이 아닌 쌍곡선 형태의 
특성을 갖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의 빨강 영역으로 나타
낼 수 있다.) 비등방성을 갖는 인위적인 메타물질을 통해 쌍곡
선형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메타물질 기반의 렌즈 구현이 
가능하며, 쌍곡선의 hyperbolic 에서 이름을 따온 초고해상도 
이미징 소자인 하이퍼렌즈 (Hyperlens)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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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메타물질로 만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2)
노준석 (POSTECH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쌍곡선 형태의 등진동수선을 구현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비
등방성 물질을 필요로 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해석 등의 
경우 방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메타물
질을 이용할 경우 구조의 비등방성을 매우 크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계의 존재하는 물질과는 다르게 한 매질 내에서 
방향에 따른 유전율을 양수와 음수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매질에서 방향에 따라 부호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비등방성 물질의 경우, 파수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만약, ε_z<0<ε_x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x축을 대칭으로 하는 
쌍곡선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잘 살펴보면, 수평 
방향으로의 공간 각진동수의 크기와 관계 없이 수직 방향의 
성분이 존재하며, 이는 수직 방향으로 전파함에 있어 지수적으
로 감소하여 손실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쌍곡선 그래프의 
ε_z값이 충분히 클 경우 곡률이 없이 평평한 형태의 모양이 만
들어지며, 이 경우 위상의 차이를 없앨 수 있으며, 이미지 획득 
시 이점이 있다. 즉, 위 조건을 만족하는 메타물질을 구현할 
경우 회절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하이퍼렌즈는 이러한 쌍곡선형 분산관계를 갖는 메타물질을 
이용한 이미징 소자로써, 높은 공간 각 진동수를 멀리까지 전파
시킬 수 있는 소자이다. 쌍곡선형 분산관계를 나타내는 메타물
질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 중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하이퍼렌즈는 파장에 비해 아주 얇은 금속과 
비금속의 다층박막 구조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유효매질이론
을 적용하여 유효 굴절율에 의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데, 메타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금속과 유전체의 각각의 실수부의 크기
에 따라 방향별 유효 유전율의 부호가 결정 된다. 

이 때 각각의 수평, 수직 방향에 따른 유전율은 두 물질의 산
술, 조화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매우 작은 물체
의 공간 정보를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수직 파수 성분을 
갖는 인위적인 물질의 구현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은 메타물질에서 다른 매질로 빠져나올 
경우 다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는 공기
와 같은 다른 매질에서도 멀리 전달될 수 있는 원장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원통형 또는 구형의 메타물질을 만들 경우, 바깥 방
향으로 물체의 상이 전달됨에 따라 확대되게 된다. 이는 구면의 
반지름 방향에 수직인 공간 각진동수가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점차 등진동수상에 존재하는 원장 성분으로 
바뀔 수 있다. 즉, 공기 중에서도 멀리 전파될 수 있는 성분으로 
변환됨에 따라, 물체로부터의 작은 정보들은 카메라 등의 기록 
소자로 도달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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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5는 구형의 하이퍼렌즈를 이용한 초고해상도 이
미징 시스템의 개략도와 실제 이미징 결과를 보여준다. 하이퍼
렌즈의 장점은 기존의 현미경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구형의 하이퍼렌즈에 샘플을 위치시키기만 하면 기
존 현미경의 샘플 스테이지에 쉽게 결합하여 초고해상도 이미
징이 가능하다. 먼저, 아주 작은 물체의 관찰을 위해 인공적으
로 160 nm 정도 떨어진 임의의 패턴을 제작했다. 일반 현미경
에서는 구분할 수 없어 하나로 뭉쳐진 듯한 모양을 보여야 하는 
패턴들이 하이퍼렌즈를 통한 이미지 결과에서는 뚜렷하게 구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형광 표지나 이미지의 후처리 
없이 기존 현미경에 간단하게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하이퍼렌즈는 큰 강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렌즈는 일반 현미경과 초고해상도 현미경 사이의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이미징이 소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결합 
가능한 소자 형태의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응용을 위해 기존 하이퍼렌즈의 개선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하이퍼렌즈의 공정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작고 
결합 가능한 소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값싸고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의 공정 방법
은 전자빔 리소그래피나 집속 이온빔과 같은 값비싼 패턴 형성 
기법들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대면적 
공정이 가능한 공정 방식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 결과 나노임프
린트 리소그래피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그 생산성을 크게 증가
시키고자 새로운 공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4인
치 크기의 웨이퍼에 하이퍼렌즈 어레이 소자를 보고하기도 했
다.

다음으로는 인공적인 패턴이 아닌 실제 바이오 샘플을 이용한 
이미징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보고되었던 하이
퍼렌즈 결과들은 인공적으로 제작한 패턴들을 관찰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대면적 공정 방법을 도입한 하이퍼렌즈 
이미징 플랫폼을 이용하여 뉴런 세포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하
이퍼렌즈가 실제 이미징 시스템에 적용되어 바이러스나 세포 
등의 관찰에 사용될 수 있음이 실험적으로 검증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이퍼렌즈는 금속 구조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금
속 자체가 가지는 빛의 손실에 의한 상의 밝기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화 연구나, 평면형으로 구현 가능한 하이퍼렌즈의 디
자인 등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형광 표지나 값비싼 설비 
없이 소자 형태의 구현이 가능한 고분해능 이미징 소자이기 
때문에 광학 필터 형태의 소자나 포터블 디바이스에 부착 가능
한 렌즈 플랫폼 등으로 실용적인 소자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
다. 예를 들어 그림 8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간단
한 하이퍼렌즈 이미징 플랫폼을 기존 현미경에 결합함으로써 
해상도를 2~3배는 높일 수 있는 응용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가
능하다.

 또한 대면적 공정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
은 몇 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광학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하이퍼렌즈 이미징 플랫폼은 다양
한 환경에서 관찰 및 진단에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고분해능 
광학 소자로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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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번 비행의 시대, 다가올 PAV(Personal Air Vehicle)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방효충 (KAIST 항공우주공학)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개최 및 주관하는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0에
서는 5G, AI, AR/VR,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자동차,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 중 가장 으뜸은 개인형 자율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기술이었다. 
특히 CNN 보고에 따르면 현대차가 선보인 S-A1은 개막일 

하루에만 4만 4,000여 명이 현대차 부스를 찾은 것으로 집계되
었다고 한다. PAV 콘셉트 S-A1은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5명
이 탑승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기 때문
에 활주로 없이 날 수도 있다. 총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최대 
100km를 비행, 최고 속력은 시속 290km이다.

전 세계 붐(boom)이라 부를 만한 PAV는 세계 곳곳에서 에어
택시(Air Taxi), 플라잉카(Flying car), 유인 드론 등의 형태로 
실용화를 앞다투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공개되
기 시작되었다.

미국 MIT 대학 졸업생들이 설립한 테라퓨지아(Terrafugia)
는 2009년 자동차에 접이식 날개를 갖춰 도로에서의 주행과 
하늘에서의 비행이 모두 가능한 트랜지션(Transition)이라는 
플라잉카를 선보였고, 네덜란드의 팔브이(PAL-V)도 자동차
와 자이로콥터를 결합한 리버티(Liverty), 슬로바키아의 에어
로모빌(AeroMobil)도 2014년부터 자동차와 비행기를 결합한 
에어로모빌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드론과 항공기의 결합으로 자동차와 항공기를 결합
한 전통적인 플라잉카의 단점을 극복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드론형 공중 이동수단은 
기술적으로 배터리와 모터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다. 또한 건물 옥상 등 도심 내에서의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즉, 드론형은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고 지점간
(Point-to-Point)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플라잉카 모
델보다 UAM(Urban Air Mobility) 생태계에 적합한 운송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물이 많지 않은 공중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주행을 겸하는 초기 플라잉카 모델들보다 원격조종
이나 자율비행의 적용이 수월하다.

또한 러시아의 호버서프(Hoversurf)가 개발한 스콜피온
-3(Scorpion-3) 경우 2019년 두바이 경찰에 투입, 본격적으
로 훈련을 하였다. CNN 보고에 따르면 두바이 경찰 측은 어려
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할 때 사용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0년 운용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미국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주관이 되어 추진 중인 호버 바이크 JTARV가 있다. 
JTARV는 2017년 기본 비행을 수행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
며, 당시 비행 시연에서 JTARV는 배터리 동력을 이용한 기본 
비행 기능을 시연한 것으로 장시간 비행이나 자율 비행, 시스템
의 신뢰성 확보 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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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에서도 자율 비행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수준과의 차이가 아직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국내 드론의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다는 점과 호버 바이
크 기술의 성숙단계가 아직 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 국외 기술 수준으로 단 기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3단계 드론 관련 로드맵을 보면 2023년까지 
드론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규정이 완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즉 2단계 드론택시를 말하며, 플라잉카와 같은 개념이다. 플라
잉카 라는 용어는 1980년대 처음 등장했고, 이후 2010년 드론
이 등장하면서 드론택시라는 단어가 생겼다. 해외에서는 드론
택시로 더 많이 부른다. 중·대형으로 몸집이 커진 드론은 사람 
원격 감독 하에 자율비행하면서 도심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택
시 형태로 승객을 나른다. 2030년 이후에는 응급 환자를 이송
하는 드론 앰뷸런스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 등장보다 드론택시가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로보다는 하늘이 변
수가 적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보다 드론택시가 빨리 나올 것이라
는 의견이 꽤 있다"며 "도로는 돌발 상황이 수없이 많은 반면 
드론택시는 정해진 항로만 운행해 오히려 단순한 측면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미 우버는 내년 플라잉카(드론택시)를 이용한 항공택시 시
범 서비스를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해 2023년 상용화하기로 했
으며, 우버 플라잉카는 시속 241㎞ 수준으로 비행,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형태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방효충 교수는 PAV 해당 연구 성과물이 무엇보다 실제적인 
결과로 연결되어 드론 기술의 국내 수준을 단 기간에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발 산
출물이 국방 분야는 물론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현재 공중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에 관한 관심
의 급속한 증가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체들의 PAV 연구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PAV는 미래 교통 수단으로 4차 산업혁
명의 주요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4차 산업혁명 기반 드론 산업 국내외 동향연구 보고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2019.11
-PAV시대 도래, 신항공 교통체계 구축, 헤럴드경제.2018
-HOVERSURF OFFICIAL.
-KPMG Samjong insisht Vol.70.2020.
-자율비행 드론 기술동향. 이현범(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Trend of Drone Industry. Dong-Gyu Jeong.
-Terrafugia www.terrafugia.com
-PAL-V www.pal-v.com
-Moller International www.moller.com
-토요타 www.toyot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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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하기 위해 금속을 먹는 로봇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로봇분야의 최대의 난제 중 하나는 배터리 문제이다. 자동차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은 위치가 고정되어 전원 플
러그를 꽂기만 하면 에너지 공급 문제는 해결된다. 서비스 로봇
도 전기나 배터리 충전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 휴대폰 경우도 
하루에 몇 번씩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충전해야만 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배터리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움직여야만 하는 서비스 로봇의 배터리 문제는 관련 분
야에서 가장 큰 한계점이다. 일본 소니의 강아지 로봇 ‘아이보
(aibo)’는 30분 정도 움직이면 벌써 동작에 이상 증후가 보인다. 
미국 곤충 모양 로봇 ‘로보비 엑스윙(RoboBee X-Wing)도 외
부 전원 없이 자기 힘에 기반을 두어 날아오른 가장 가벼운 
비행체라고 하지만 비행시간은 10초가 안 되었다.

세계로봇연맹 박종오(전남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능형 로봇에 있어 기존 전기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방식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능형 로봇 성장
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진이 고군분투했다. 미국 사람처럼 밥 
먹고 소화하는 로봇 가스트로놈, 영국의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는 에코봇, 일본의 연료전지 로봇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배터리 및 로봇을 장시간 움직
이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4월 ACS 에너지 레터즈
(Energy Letters)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
니아(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대학 연구팀에서 ‘메탈 에어 스캐빈
저’(metal-air scavenger MAS) 장치를 개발했다고 한다. 
MAS 장치는 최고의 에너지 하베스터(harvester:배터리와 주
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함)보다 전력 밀도가 
10배,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13배 높다고 발표했
다.

배터리의 대다수는 내부에서 에너지를 저장해 사용은 편리하
지만, 무겁고 공급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기존 배터리의 대안으
로 나온 하베스터 역시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할 수 있고, 에너지
를 유용한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가 없다. 결국 이러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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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결합을 반복적으로 깨뜨렸다가 형성하도록 흡사 배터리와 유사
하게, 전력을 저장하지 않고 공급하는 하베스터와 비슷하게 두 
가지 기술의 차이를 메워주는 MAS 장치를 연구했다.

본 저널에 따르면 인간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기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금속을 먹는 것에 비유하여 연구 
진행했다고 한다. 제임스 피쿨(James Pikul) 기계공학과 교수
는 기계가 스스로 동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공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는 이번 
기술은 로봇 제어기술과 로봇에게 동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소
형화될 때 활약상이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는 칩은 더 작고 가벼워지지만, 배터리는 같은 비율로 작아지
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할 때 이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배터리는 많이 넣는다고 로봇을 더 오래 가동할 수 없다고 
한다. 더 큰 배터리를 넣으면 로봇 덩치만 커진다. 이 유일한 
방법을 깬 제임스 피쿨 교수는 화학적 결합을 포장해서 배터리
로 만들기보다, 화학적 결합을 스스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라 말한다.

실제로 MAS는 배터리 구동 로봇이며 금속 공기 제거기
(MAS)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도로에서 금속을 먹고 스스로 소화한다. 즉 금속을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음극은 주로 탄소 섬유 필름으로 만들어
져 있고, 표면은 백금 나노입자로 폴리 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PTEE)으로 코팅되어 있다. 전해질은 염수를 포함하는 하이드
로 겔이다. 하이드로 겔이 금속 표면 위로 미끄러질 때, 하부 
금속을 산화시키고, 화학 결합을 파괴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한다.

발표된 기사 내용을 보면 MAS는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에 연
결된 음극에서 시작한다. 음극 밑에는 평평한 하이드로겔
(hydrogel) 조각이 있는데, 하이드로겔은 물 분자를 통해 금속 
표면과 음극 사이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이드로
겔이 전해액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아연과 스테인리스강을 이용해서 만든 얇은 금속

판 위로 작은 운반체가 이동하도록 실험했다. 각기 다른 금속은 
산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밀도가 다르다. 산화 반응은 
금속 표면에서 100미크론 이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운반체가 돌아도 금속판을 손상시킬 위험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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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스로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2000년대 들어 로봇이 바이오와 결합하여 스스로 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심장이나 근육
세포를 이용해 움직이게 하거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포 
속 초소형 단백질로 이식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한 로봇, 온도변
화에 따라 운동성을 가지는 폴리머 재질 성질을 이용한 로봇을 
만들 때 가능했던 로봇들이 이제는 기계 자체가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임스 피쿨 교수는 우주 탐사 로봇 및 수색 및 구조 로봇에 
유용하게 쓰이리라 전망한다. 단 주변 환경의 산소는 명확한 
제약이며 또 다른 과제물이긴 하지만 금속만 풍부하다면 MAS 

기술은 얼마든지 구동 가능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하는 로봇은 MAS 장치로 먹을 
알루미늄을 찾아준다면 다음 식사 때까지 작동이 충분하기에 
더 이상 인간의 간섭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 Reference
https://news.joins.com/article/1691705
University of Pennsylvania
Pikul Research Group, Pen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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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없는 기계 속까지 촬영한다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전민규 (한국해양대학교)

토모그래피(Tomography)는 관찰 대상을 자르지 않고 단면
도를 얻어 3차원 이미지를 얻어내는 기술이다. 레이저를 이용
한 스펙클 시스템(Speckle System)이나 간섭계
(Interferometry)로부터 열 유동을 비침투적으로 촬영한 후 그 
투사 데이터로부터 정량적으로 비대칭 온도나 밀도를 계산할 
때 필수적인 도구를 말한다. 단면을 자른다는 뜻의 그리스어인 
‘Tomos'와 그림이라는 뜻의 'Graph'의 합성어이며 컴퓨터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CT(Computed Tomography) 또는 
CAT(Computer Aided Tomography)라고도 불리운다.

특히 파선 토모그래피는 투과 토모그래피라고 말하며, 파선 
이론에 기초한 파선 토모그래피와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파의 
산란 현상을 이용하는 회절 토모그래피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한다. 또한 파의 전달시간과 파선의 경오 그리고 파선이 통과하
는 매질의 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속도분포를 구성하는 주
시 토모그래피와 진폭으로부터 흡수성 분포를 재구성하는 진폭 
토모그래피로 나누어진다.

토모그래피 기술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진을 연구하는 지진학의 경우 지진의 원인과 특성을 
규명하는 지진원 연구분야가 있고, 지진파가 통과한 지층과 지
각구조를 연구하는 지진파 분석 분야가 있다. 지진예보와 같은 
지진의 예상 관측이나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기술을 개발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지진예측 분야도 
있다.
이 모든 분야가 모두 공간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지하의 단층구조를 찾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으로 토모그래피(Tomography)기술이 사용된다. 

나아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문화재 내부 
관찰이나 미세결함을 비파괴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우주항
공 분야는 다층막 나노소자의 내부 구조까지 토모그래피 기술
로 정밀하게 측정가능하다. 다층막 나노소자는 현재 반도체, 
태양광 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loT)센서 등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쓰인다. 기계분야 역시 열 유동을 비침투
적으로 촬영 한 후 그 투사 데이터로부터 정량적으로 비대칭 
온도나 밀도를 계산할 때 필수적으로 쓰인다. 광학 측정 기술, 
유동제어 기술, 기계 강도측정, 기계품질 등 기계 많은 분야에 
응용 하여 측정 기술로 폭넓게 사용된다.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포르쉐(Porsche) Porsche Classic 
연구팀은 낡고 희귀한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부품 교체를 위해
서 포르쉐 959 클러치의 분리 레버를 단층촬영 한 뒤 3D 인쇄 
작업을 했다. 포르쉐 959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드카로 
가변 토크 분배 시스템과 어댑티브 댐퍼를 갖춘 우수한 골동품
이었다. 1988년 959의 생산이 중단되고, 일부 마니아층에서만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토모그래피 기술 덕분에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ETH 취리히의 Martin Ebner박사는 리튬 이온 배터리 고장에 
대한 배터리 균열 형성을 연구하였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배터
리 균열은 결함이 존재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며, 방전 중 단층 
영상은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균열은 전극이 초
기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연구진은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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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작동중인 배터리를 시각화 할수 없
었다며 관련 물질의 복잡한 화학적 및 기계적 상호작용을 이해
하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Changee-4탐사선 개발한 Li Chunlai 교수는 달의 반
대편 표면 연구를 위해 토모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였다. 달 표면
에 무선 신호를 전송하여 아래의 층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음력 투과 레이더가 장착, 이틀에 걸쳐 수집된 단층 촬영 데이터 
및 기타 분석을 통해서 지하 표면의 구성을 다공성인 과립 재료
와 다양한 크기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기계분야 연구진들도 대부분 기계 장치 내부의 열 
유동 정밀 분석을 위한 합성 광학기법과 3차원 실시간 토모그
래피 개발 및 성능 평가가 주류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환자
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수행되는 컴퓨터 단층 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영상은 매우 많은 각도에서 촬영되므
로 토모그래피 기법 그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공학적인 기계적 
관점에서는 공간적, 시간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보
다 적은 수의 투사각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하므
로 토모그래피 기법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구교수 전민규 교수는 [연소장 가스의 
온도 및 농도 동시 측정기술] 연구에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연소 가스 구성 물질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
며, 가스의 제어가 필요한 산업공정에 또한 정밀한 가스 제어방
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열의 광원을 이용한 토모그래피 기술을 응용한다면 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의 온도 및 농도 정보 계측이 가능하게 되며, 
토모그래피 기술의 핵심인 최적의 초기값을 설정하여 측정하고
자 하는 대상 가스의 온도 및 농도장 정보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광학 계측방법, 토모그래피 
재구성 방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민규 교수는 2차원, 3차원 알고리즘 구현에 중요한 토모그
래피 기술을 익히며, 실험 설계에 대한 3D cad, CFD,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해석 코딩 등 기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특히, 선박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Tier III (2016.1.1 시
행)와 같은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지
역 (SECA: Sulfur Emission Control Area) 에서 황산화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기존 배출가스 산정 방법은 특정 지점에 
대한 표본측정법 (중화적정법, 수동살츠만법)으로 전체 배출
량 설명에 부족하고 실시간 계측이 어렵다. 따라서, 토모그래피 
기술을 응용한 광계측 방법 (CT-TDLAS : computer 
tomography-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를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 계측을 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연소현상의 밀도/온도 분포 특성
-레이저 초음파를 이용한 비접촉식 토모그래피 연구
-지진연구에 활용되는 공간정보기술
-전자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불균일 촉매제 및 관련 나노구조 

재료 분석
-Porsche Classic. -IEE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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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노준석 (POSTECH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1947년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 데니스 가보르(Dennis Gabor)
는 홀로그래피(Holography)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홀로그래피의 어원은 ‘전체’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인 ‘Holo’
와 ‘기록하다’라는 의미의 ‘Graphy’가 합쳐진 단어로서, 어원에
서 알 수 있듯이 홀로그래피는 무언가의 ‘전체를 기록’하는 기술
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홀로그래피는 빛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인 위상과 세기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이며, 이 홀로그래피에서 파생된 기술이 홀로그램 기술이
다.

홀로그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의 세기 정보만 전달하
는 TV 또는 빔 프로젝터 방식의 2차원 형태의 평면 투사 영상과 
다르게, 저장된 빛의 세기 및 위상 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 공간 
상에 입체감 있는 영상을 띄울 수 있는 기술이다. 공상 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이 홀로그램 기술은 더 이상 상상
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는 현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홀로그램 기술을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가상
(Virtual Reality, VR) 및 증강(Augmented Reality, AR) 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생동감 있는 형태의 홀로그램 기술
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마치 영화 스타워즈나 아이언
맨에서 볼 수 있는 ‘빛이 맺히는 디스플레이 없이 3차원 공간 
상에 이미지를 재생하는 기술’로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현재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홀로그램, 예를 들면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현장에서의 홀로그램 영상 및 AR/VR 안경을 
쓰고 보는 홀로그램 영상 등은 유사홀로그램 기술로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연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홀로그램 기술을 연

구 중에 있는데, 그 예 가운데 하나로 체적 디스플레이
(Volumetric Display)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의 Daniel 
Smalley 교수 연구팀은 앞서 언급한 엄밀한 정의에 부합하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1]. 

연구팀은 photophoretic optical trap, 즉 광 동력 광학 집게 

기술을 이용해 3차원 공간 상에 셀룰로오스 알갱이를 띄우고, 
여기에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빨강/초록/파랑 빛을 비춰주어
서 사방에서 알갱이로부터 산란되는 빛을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외선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셀룰로오스 
알갱이는 온도 구배에 따른 광 동력을 받으며, 자외선 빛의 초점
이 맺히는 부분에 공중부양 형태로 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빛의 초점이 움직이는 대로 셀룰로오스 알갱이는 공간 
상의 다양한 위치로 움직일 수 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알갱
이의 잔상을 통해 관측자는 3차원 형태의 영상을 인식하게 된
다. (Figure 1)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44

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 University of Sussex의 
Sriram Subramanian 교수 연구팀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오디오 정보도 동반할 수 있는 멀티모드 3차원 홀로그
램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였다 [2]. 

앞서 소개한 기술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통해 공
중에 입자를 띄우는 방식을 이용했다. 초음파를 이용한 방식은 
광학적 방식보다 더 빠르게 입자를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 트랜스듀서 어레이를 통해 더 넓은 영역에서 홀로그램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트랜스듀서 어레이가 있는 판 근처에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면 시그널 변화를 통해 물체를 감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촉각에 민감한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시각적, 촉각적 정보와 함께 가청 주파수 영역으로 
오디오 기능까지 추가하여 시각/촉각/청각 정보를 모두 제공하
는 멀티모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Figure 2, 3)

또 다른 홀로그램 기술의 연구 방향은 하드웨어와 관련된 연
구 방향이다. 현재 상용화된 AR/VR 디스플레이 기기는 부피가 
매우 크고, 무게도 상당해서 오랜 시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좁은 시야각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메타물질’(Metamaterial)이라는 새로운 광학 소자를 통해서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메
타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빛의 파장 보다 작은 나노 구조의 배열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학 시스템이다. 이러한 메타물질을 이용하게 되면, ‘머리카락 
보다 수 백배 얇은 두께’의 나노 구조를 통해 초소형 렌즈 및 
홀로그램 생성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나노 구조의 크기 및 형태를 정교하게 조절하게 되면, 빛의 세기
와 위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물체의 정보를 수 백 나노미터 수준의 매우 얇고 가벼운 
광학 소자에 저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생되는 홀로그램 기술
을 ‘메타홀로그램’이라 명명한다. 메타홀로그램의 경우에는 픽
셀 사이즈가 수 백 나노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화질의 
홀로그램 영상을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야각도 매우 
넓어서 기존의 공간 광 변조기 (spatial light modulator, SLM)
기반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의 Shuang Zhang 교
수 연구팀은 80% 이상의 회절 효율을 갖는 메타홀로그램 기술
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다 [3]. 구체적으로 Computer 
generated hologram 기술을 바탕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하
고자 하는 물체의 위상 정보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뒤에, 각 픽셀에 해당하는 나노 구조를 배열함으로 메타원자들
을 디자인 하게 된다. 각 메타원자는 금속-유전체-금속 나노 
구조로 구성된 250nm 두께의 초박막 메타물질을 바탕으로 재
생되는 홀로그램은 매우 고화질의 이미지를 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각도 동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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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속을 사용한 메타물질의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에
서 금속의 높은 광 손실 특성 때문에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작동하는 높은 효율을 갖는 메타홀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불가
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미국 Harvard University의 Federico 
Capasso 교수 연구팀은 유전체 물질 가운데 하나인 산화타이타
늄을 이용해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70% 이상의 높은 효율을 
갖는 메타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하였다 [4].

하지만 산화타이타늄의 경우에는 공정이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 가격도 매우 비싸서 메타홀로그램을 실용화 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7년 포항공대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을 이용해 효율도 높으면
서 동시에 CMOS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용적인 
메타홀로그램 광학 소자를 개발하였다. 포항공대 연구팀은 반
도체 공정의 주 재료인 실리콘을 바탕으로 높은 반사 효율을 
갖는 푸리에 메타홀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더 나아가 레이저 등과 같은 결맞음이 있는 빛이 아닌 
태양광과 같은 자연광 아래에서도 선명한 홀로그램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메타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하였다 [5]. 이는 향후 
메타홀로그램 기반 초소형 위변조 방지 스티커 및 반사형 디스
플레이 기술 등에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홀로그램의 경우에는 추가 광학계 없이 
나노 구조 상에 인코딩 된 세기 및 위상 정보만을 통해 홀로그램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체적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를 풀컬러(full-color) 형태 
또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메타표면 설계 기술이 보고되
고 있는다.

기존의 메타표면은 대부분 한 파장에서만 원하는 위상값을 
갖게 설계 되었기 때문에, 다중 컬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픽셀을 필요하였고 이는 홀로그램 이미지의 해상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019년 포항공대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해상도 멀티 컬러 홀로그램 구현
을 위한 파장 분리형 메타표면 설계 기술을 보고하였다. 하나의 
메타표면 구조는 532 nm 및 633 nm 파장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멀티 컬러 홀로그램 기술

을 구현할 수 있었다 [6].

또한 메타표면 제작 과정 중에 광학적 특성이 고정되는 메타
홀로그램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능동 메타표면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7]. 2018년 독일 Max Planck Institute
의 Laura Na Liu 교수 연구팀은 마그네슘 나노 구조와 수소 
가스 반응을 통해 실시간으로 홀로그램 이미지를 스위칭 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하였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 
연구팀은 대표적인 상변화 물질인 Ge2Sb2Te5 (GST)를 사용
해 온도 변화를 통해 근적외선 영역에서 홀로그램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보고하였다 [8]. 또한 2019년 
포항공대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간단하게 입사되는 빛의 편광 
또는 방향을 바꾸었을 때, 서로 다른 홀로그램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하였다 [9, 10].

본 글에서 두 가지 방향의 홀로그램 최신 연구 동향(3차원 
체적 디스플레이 및 메타홀로그램 기술)을 소개하였다. 이 두 
분야는 현재도 매우 활발히 학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는 더 컴팩트한 초소형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인터랙티브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시청각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있는, 더욱 생동감 있는 3차원 입체 홀로그램 영상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46

※ Reference
[1] D. E. Smalley et al., A photophoretic-trap volumetric 

display. Nature 553, 486-490 (2018).
[2] R. Hirayama et al., A volumetric display for visual, 

tactile and audio presentation using acoustic trapping. 
Nature 575, 320-323 (2019).
[3] G. Zheng et al., Metasurface holograms reaching 80% 

efficiency. Nature Nanotechnology 10, 308-312 (2015). 
[4] R. C. Devlin et al., Broadband high-efficiency dielectric 
metasurfaces for the visible spectrum. PNAS 113, 
10473-10478 (2016).
[5] I. Kim et al., Dielectric meta-holograms enabled with 

dual magnetic resonances in visible light. ACS Nano 11, 
9382-9389 (2017).
[6] G. Yoon et al., Wavelength-decoupled geometric 

metasurfaces by arbitrary dispersion control. 

Communications Physics 2, 129 (2019).
[7] J. Li et al., Addressable metasurfaces for dynamic 

holography and optical information encryption. Science 
Advances 4, eaar6768 (2018).
[8] C. Choi et al., Metasurfaces with nanostructured 

Ge2Sb2Te5 as a platform for broadband-operating 
wavefront switching. Advanced Optical Materials 7, 
1900171 (2019).
[9] I. Kim et al., Spin-encoded all-dielectric 

metahologram for visible light. Laser and Photonics Reviews 
13, 1900065 (2019).
[10] I. Kim et al., Engineering spin and antiferromagnetic 

resonances to realize efficient direction-multiplexed visible 
meta-hologram. Nanoscale Horizons 5, 57-64 (2020).



기계·로봇 연구동향 

47

메타물질을 이용한 가상(VR)/ 증강(AR)현실 연구 
노준석 (POSTECH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가상증강현실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
(Virtual Reality)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가상현
실은 사용자가 느끼는 모든 환경이 컴퓨터에 의해 인공으로 
설계되고 현실의 영향이 없지만 고정된 공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게임이나 각종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HMD(Head_Mounted Display) 또한 사용자에
게 입체감 있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다. 

증강현실은 대부분의 환경에 실제에 기반해 있고 일부만 인공
적으로 생성된다. 사용자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을 통
해 공간적 제약없이 가상으로 주어진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가상증강현실은 아직 시각과 청각적인 요인의 구현
에 머물러있지만 컴퓨터를 통해 나머지 오감(청각, 후각, 미각)
들을 생성하는 기술들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의 구현을 위해선 사용자가 이질감이나 불편함
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입체적 광학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2차원 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다. 최근 5G의 상용화로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가 실제로 몰입할 수 있는 가상증
강현실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 Digital Capital에서는 
가상증강현실의 시장 규모가 2022년 1,050억 달러가 넘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는 ‘2019년 Top 
10 전략기술’로 몰입기술을 선정할 만큼 가상증강현실은 차세
대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적인 기업들이 높은 몰입감과 입체적 화면을 제공하는 가상증
강현실 구현에 뛰어들고 있고 가상증강현실 구현 기기의 경량
화, 편의성, 넓은 시야각, 높은 화질, 합리적인 가격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현재에도 활발한 연구중에 있다.

메타물질은 작은 부피 혹은 영역에 나노 구조물을 높은 밀도 
(Filling Factor)로 배치해 전자기파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경량화, 높은 성능, 공정의 최적

화가 요구되는 광학 소자로서 큰 강점을 보인다. 특히 메타표면
의 경우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나노 구조물들을 2차원 평면에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전자기파 제어가 가능하면
서 One-step lithography와 같은 대면적 공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메타물질/메타표면을 사용하면 가상증강
현실 기기의 경량화 및 높은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활용 
분야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렌즈이다. 기기 내에서 광학적 
정보를 포함한 빛이 렌즈를 거쳐 사용자의 눈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한 빛의 입사각에 따라 사용자는 렌즈 너머 특정한 공간에 
상(image)가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는 상의 해상
도, 색, 시야각(Field of View) 모두 렌즈의 광학적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렌즈는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메타물질 기반의 렌즈인 메타렌즈
(Metalens)를 통해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렌즈를 만들게 되면 
기존 렌즈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좁은 시야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상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제품의 경량화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메타물질은 가상증강현실에서 필요한 입체적(체적) 디
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빛은 공간상에서 진폭과 
위상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기존의 2차원 디스플레이는 2차
원 평면에서 각 지점마다 통과하는 빛의 진폭만 저장한다. 따라
서 디스플레이를 보는 사용자는 각 지점마다의 밝기와 대비 
밖에 인식할 수 없다. 이러한 2차원 디스플레이가 빛의 진폭과 
위상 정보 모두를 저장하면 사용자는 각 평면 지점에서의 밝기
와 상대적 도달 시점, 즉 2차원 이미지의 깊이 정보를 모두 인식
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3차원 디스플레이를 홀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메타물질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구현한 메타홀로그
램(Metahologram)을 이용하면 기존의 크고 복잡한 광학 소자
들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나노미터 단위의 픽셀과 노이즈 없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수 있다.

메타홀로그램의 디자인은 최종적인 홀로그램 이미지의 위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2차원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48

평면에서 각 좌표의 위상과 진폭을 역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하면 해당 홀로그램을 출력하는 메타표면
의 각 좌표에서 요구되는 전자기파의 위상 제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기파 위상 제어를 생성할 수 있는 특정한 나노 
구조물들을 길이, 폭, 높이 등을 조절해가며 각 좌표마다 배치
하면 결과적으로 해당 홀로그램을 만드는 메타표면을 디자인할 
수 있다.

나노 구조물은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사용하고 
각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굴절률값 또한 전자기파 제어 특성
에 영향을 준다. 초기 메타표면 디자인에선 파장보다 작은 크기
의 금속 표면에 전자기파가 집중될 때 발생하는 플라즈모닉 
효과를 이용해 금속으로 나노 구조물을 만들었다. 플라즈모닉 
효과를 이용해 전자기파를 제어한다고 하여 플라즈모닉 메타표
면 (Plasmonic metasurface)라고 불리는 금속 기반 메타표면
은 공정이 간단하고 적외선 영역에서 좋은 효율을 보여준다1.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심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선 짧은 전자
기파로 인해 금속 특유의 성질인 옴 손실이 발생하여 효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굴절율이 높고 흡수율이 낮은 
유전체를 나노 구조물로 사용하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의 Federicco Capasso 교수 연구팀은 
이산화 타이타늄(TiO2)을 이용해 가시광선 영역에서 60%의 
효율을 메타렌즈를 구현했다2.
또한 포스텍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

(a-Si:H)을 이용해 비교적 간단한 공정에서도 높은 효율의 홀
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메타홀로그램을 개발했다3.

증강현실 기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콘택트 렌즈 형태이다. 
콘택트 렌즈는 눈과 근접하게 위치해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가질 수 있고, 높은 편의성을 가진다. 하지만 콘택트 렌즈 형태
의 증강현실 기기는 근본적인 광학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이 눈이 물체를 보고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 거리를 근접점이라고 부른다. 각막 위에 안착하게 
되는 콘택트 렌즈는 이러한 근접점보다 가깝게 위치해 있게 
되고, 따라서 사람은 콘택트 렌즈 형태의 디스플레이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를 볼 수 없다.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 연구팀은 
유리 기판에 넓은 시야각을 가지는 투과형 메타홀로그램을 개
발하여 사용자가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구현에 성공했다4.

연구팀이 개발한 메타홀로그램은 출력되는 이미지의 초점 거
리를 근접점 바깥으로 조정하여 기기 자체는 눈에 가깝게 있지
만 출력되는 이미지는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메타표
면은 나노 구조물의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를 기판에 접촉시켜 
물리적으로 눌러 증착하는 나노임프린트 공정으로 제작되어 
대면적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강현실 광학 소자로써 상
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Wenshan Cai 교수 연구팀은 사용자가 2D 패턴의 이미지와 현
실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콘택트 렌즈 형태의 메타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5.

메타표면으로는 실리콘 나노 막대가 사용되었으며 0.5mm x 
0.5mm 면적을 10 x 10의 픽셀로 나누고 나노 막대의 기하학적 
특성을 조정해 각 픽셀에서 가지는 위상을 조정했다. 픽셀화된 
가상 정보는 사용자의 수정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근접점 바깥
에서 초점이 맺히도록 조정되었고, 메타홀로그램의 면적은 각
막의 1% 이내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와 가상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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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물질은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전자기파를 효과적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나노소재로, 다양한 광전자 소자로써 사용
될 수 있다. 본 고에선 2차원의 평면파의 위상과 진폭을 조절해 
임의의 공간상에 이미지를 출력시킬 수 있는 메타렌즈와 메타
홀로그램이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상용화와 기술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메타물질이 가지는 나노 픽셀 크기
의 높은 해상도, 마이크로 단위의 두께 및 무게, 넓은 시야각 
등은 전통적인 굴절 및 회절 기반의 광학 소자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위의 특성들이 모두 요구되는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Key Component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메타물질의 
대면적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 및 설계 최적화와 실시간으로 
다른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능동 메타물질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메타물질을 활용한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플랫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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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어디까지 써봤니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심규호(서울과학기술대학)

커피는 0.2%의 맛과 향만 소비하고, 99.8%는 쓰레기로 버려
진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규모의 커피 소모국으로 국내 2014
년 기준 연 27만톤의 커피찌꺼기가 발생되어 환경오염 및 폐기
처리비용이 7,642억 발생하였다.
한 해 커피 찌꺼기는 약 27만톤 이는 자동차(경차-960kg) 

281,250대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무게이다. 이런 커피 찌꺼
기는 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나도 아깝다. 가령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찌꺼기를 받아와 재떨이, 화분, 방향제, 피부 
스크럽으로 재활용하지만 이건 임기응변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축산퇴비, 탈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시도
가 있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커피 찌꺼기는 단순히 폐기처리가 필요한 쓰레기가 아니라 석
탄 수준의 열량을 가진 에너지 자원임과 동시에 탄소배출 zero 
바이오매스 자원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규호 교수는 세
계적으로 커피 찌꺼기를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려는 많은 시도
가 있었는데, 현재는 주로 바이오 연료로 변환하는 연구 및 상용
화가 주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커피 부산물은 기름을 15% 이상이나 함유하고 있기에 이를 
정제해 바이오 연료를 얻을 수 있다. 바이오 디젤부터 펠릿까지 
버려지는 찌꺼기 한 톨 없이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곡물이나 식물, 축산폐기물 등과 같은 바이오 연료는 화석
연료보다 이산화탄소를 30분의 1가량 적게 배출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2층 시내버스 일부에 커피 찌꺼
기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여 현재 

운행 중이며, 영국 스타트기업 바이오 빈은 코스타커피, 카페네
로 등 영국 전역의 커피 전문점들과 제휴하여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연간 6000ℓ의 바이오 연료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캡슐커피 머신으로 유명한 스위스 네스카페(NESCAFE)는 
커피 찌꺼기로 연료 공장을 가동하는 데 사용하며, 네슬레 연구
개발(R&D)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네슬레 연구 논문 중 커피 찌꺼기는 발열량
이 우수해 다른 원료와 비교해서도 안정적인 바이오 연료로 
여겨진다며, 커피 찌꺼기 발열량은 15.5(MJ/㎏)로 돼지 축분
(5.4MJ/㎏), 볏짚(13.6MJ/㎏) 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계절적으로 한정된 다른 곡물과 비교해도 커피는 언제
든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꼽는다고 한다.

영국의 Beanergi 사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바이오매스 펠릿
을 생산하고 있다. 1등급의 6mm 펠릿을 제조하여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연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원료가 되는 커피 찌꺼기는 
런던의 1,750개의 커피 전문점과 가정집에서부터 수거하여 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간 50,000t의 펠릿 제조역량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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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연간 260GWh의 재생 에너지 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2007년 미국 네바다(Nevada) 대학교 연구팀이 커피 찌꺼기
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연구가 시초가 되어 매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1억 파운드의 커피 찌꺼기로 기름을 추출하고, 바이
오디젤로 전환하기 위해 에스테르 교환반응
(Transesterification)을 수행한다. 바이오디젤은 주로 콩과 유
채씨유 등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에스테르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기존의 재료가 콩과 유채씨유 였다
면 지금은 커피 찌꺼기를 주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커피 

찌꺼기를 약 500도까지 급속히 가열해 수증기처럼 증발시키는 
급속 열분해 장치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급속 열분해 반응기는 
상단부에서 건조된 커피 찌꺼기가 경사로를 따라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 약 500도로 가열된 모래와 마찰하면서 증기 상태로 
바꿔, 이 증기를 모아 냉각 시켜 바이오 원료를 얻는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규호 교수는 스털링엔진 기술
을 이용하여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연료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연소 시켜 전력 생산하는 차세대 커피 찌꺼기 기술을 제안하였
다. 기존 커피 찌꺼기 에너지화 기술은 커피 찌꺼기를 열분해/
발효, 고형화 공정 등을 통하여 바이오 원유/펠릿으로 변환하여 

연료화하는데, 이 기술은 커피 찌꺼기를 직접 연소하여 스털링
엔진에 열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추가 에너지 변환 
비용이 없고, 커피 찌꺼기 발생 장소에서 직접 전력생산이 가능
하여 대형 설비가 불필요하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태양광 등은 사계절 환경과 넓은 
설치면적 등으로 제한사항이 많지만,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발
전은 실내 구동 조건에서 계절/환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높
고 안정적인 가동률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커피 찌꺼기의 에너지 자원화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을 통한 부가가
치 창출의 추가 이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경제적 이익
으로 전력생산 499GWh (100MW 화력발전소 1년 전력생산량, 
27만 톤 기준), 폐기처리 비용 7,642억 절감, 온실가스 5만 톤 
감축이 가능하며, 더불어 폐기물 매립부지/소각장 절감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국내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심규호 교수는 말한다. 커피 수거 시스템 부재, 기반기술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지자체의 적극
적인 기술개발 지원 및 정책 수립과 대형 커피 기업들과의 협력
이 요구된다. 미국 스타벅스, 스위스 네스카페 기업처럼 대규모 
설비를 완비하고, 수거 체계부터 기반기술까지 신재생 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 간의 커넥트가 필요하다.

※ Reference
-If Coffee can Energize Humans, Coffee Grounds can 

Energize London's Buses-BBC
-https://www.nestle.com/randd
-https://www.futurenetzero.com/2014/04/11/beanergi-b

rews-a-green-message/
-LG Gloval Challenger
-커피 추출 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기술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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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전기화물차용 PCM-스털링 하이브리드 냉각 패키징 개발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심규호(서울과학기술대학)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외식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온라
인과 오프라인으로도 냉동/냉장 식품의 콜드 체인(저온 물류) 
배송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식품유통의 대부분은 
냉동 차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냉동 차량에서 핵심은 
배송 물류에 맞게 온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콜드 체인(coldchain) 시스템의 구현은 설비 싸움이다. 배우 
전지현이 마켓컬리 광고에서 신선하게 배송한다는 슬로건으로 
상품을 신선도 유지에 알맞은 낮은 온도로 보관하고, 식품을 
옮기기 위해서는 저온 물류 창고 및 저온 차량으로 배송을 한다
는 게 마켓컬리의 핵심 아이템이다. 현재 마켓컬리의 배송을 
수행하는 550대 차량이 모두 냉장탑차이다. 이처럼 콜드체인
은 돈이 많이 드는 설비 시스템이다. 창고(방열, 바닥미장, 전기
공사 등)와 차량(온도기록계, 냉동기, 칸막이 등) 설비 개조 
및 구축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 차량 내부 설비가 늘어나
다보니 적재율도 줄며,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 1년 365일 내
내 24시간 전기를 써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다시 말해 콜드체인은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의약품/바이
오/반도체/화학제품 등을 운송, 저장,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
를 말하며, 전 과정에서의 정밀온도관리가 핵심요소이다.
또한 콜드체인 산업은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가 필요하고, 공

급망 전 과정에서 제냉기술, 보온기술, 상품품질 메커니즘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

대상품목도 신선식품에서 의약품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
히 의약품 분야는 일반 물류비의 7~8배에 달하며, 매해 약 

15~30%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이다. ICCC 컨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콜드체인 시장의 주요 산업인 제약분야의 세
계시장 규모는 북미지역이 47.7%로 가장 높고, 유럽 29.9%, 
일본 9.3%,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8.6%, 라틴 아메리카 4.5%
를 기록했다.

프랑스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제 6회 ICCC 컨퍼런스(국제 냉
장 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Refrigeration)가 지원하는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격리로 인해 지연되었지만 대
회 큰 주제는 콜드 체인의 식품 품질 및 식품 안전, 콜드 체인의 
에너지 효율, 콜드 체인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델링 및 예측 도
구, 콜드 체인의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다.

현재 글로벌 콜드체인 얼라인언스(Global Cold Chain 
Alliance(GCCA): 냉장 창고 및 배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성장으로 전 
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2019년 2,335억 달러로 급성장했다고 
한다.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식품을 정온으로 유지시키는 PCM을 이
용한 정온물류(temperature controlled supply chain) 산업으
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냉동화물의 약 
1/3 정도가 리퍼 컨테이너를 사용했지만 1990년 47%, 2000년 
68%, 2010년에는 약 90%가 리퍼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 
즉 컨테이너에 냉동장치를 부착한 리퍼(reefer) 컨테이너도 일
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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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Viking Cold사는 부하가 상대적으로 작은 야간시간대
에 증발기로부터 공급되는 냉기로 PCM모듈을 동결한 후 전력
소비 피크시간대에는 냉동기 가동을 정지시키고, PCM모듈로
부터 방출되는 냉기로만 고내온도를 유지하는 축냉식 냉동창고 
시스템을 개발했다.

Viking Cold사는 Fermont, CA.에 320ft² 규모의 식료품 냉동 
창고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한 결과 일반 냉동 창고 운전과 
비교해 피크시간대 냉동기 가동시간을 60.2%(냉동기 가동정
지시간: 6.5hr) 줄였으며, 이때 소비전력은 6kW에서 1kW로 
85% 감소효과를 얻었다. 냉동 차량 도어 개방시 냉동보관품의 
온도상승이 일반 냉동 창고에 비해 매우 느리게 변화하며, 냉동
기 운전의 탄력성이 다양해졌다.

해외 시장은 글로벌 콜드체인 전문물류기업인 APL 
Logistics, Americold, CH Robinson, Crowley Fresh, DB 
Schenker, DSL Logistics 등이 선점하고 있다.

국내 콜드체인 기술은 주로 냉동화물차를 이용한다. 과거 일
반적 냉동차는 탑재된 냉동기의 동력원을 엔진으로부터 취득하
고, 대형인 경우 별도의 보조엔진을 사용했다. 현재는 축냉 시
스템으로 차량 엔진의 동력을 쓰지 않고, PCM(PCM; Phase 
Change Material) 냉동차 시스템으로 냉동차에 고내 온도유지
를 위해 적절한 온도대의 PCM을 판형 또는 특정형태의 용기에 
봉입한 PCM모듈을 장착해 심야시간대 전기로 냉열을 축적하
고, 주간에는 냉동기 운전 없이 저온상태로 내부온도를 유지시
킬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PCM은 냉각을 통해 고체 상태로 
만든 후, 천천히 액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
면서 주변 온도를 저온으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특히 PCM 냉동 차량은 엔진의 동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엔진 구동 냉동기 운전차량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한전의 심야전기 적용 유사한 형태의 PCM 냉동 
창고를 개발 검토 중에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 시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축냉식 콜드체인기술은 복잡한 냉동기 제어기술이 
없어도 뛰어난 정온유지 특성을 갖는다는 점과 냉동기와 분리
돼도 일정시간 독립적인 온도유지 능력이 있다.

앞으로 상용화물차의 전기차화는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의 요
구로 대세가 될 것이다. 특히 냉장화물차는 기존 컴프레서의 
많은 전력소모로 전기차 적용의 제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냉각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규호 교수는 
콜드체인용 스털링냉동기 개발 및 전기냉동화물차용 PCM-스
털링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디젤 냉동탑차의 냉각 컴프레셔는 엔진 샤프트에 
물려 엔진 동력으로 작동한다. 반면 전기 냉동탑차의 컴프레셔
는 배터리에 연결되므로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차량의 주행거
리가 짧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심규호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PCM-스털링 하이브리드 냉각기를 적용한 전기
냉동화물차를 개발 중이다. 전기냉동화물차의 냉각방식은 전
력소모가 없는 PCM 쿨러를 주요 냉각기로 정온 온도유지에 
사용하고, 스털링 냉동기를 이용하여 액티브 냉열 공급을 통한 
온도제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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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CM은 얼음, 드라이아이스와 같이 정온에서 일정한 냉열
공급은 가능하지만 온도제어가 불가능하여 전기구동 제어가 
가능한 보조 냉각기가 필요하므로 콤팩트하고 냉각온도 범위가 
넓은 스털링 냉동기를 적용하여 정밀온도제어를 한다. 스털링 
냉동기는 보조냉각에 사용되므로 전력소모가 작아 전기트럭
(현대 포터2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 58.8kWh) 배터리 용량의 
5% 또는 별도의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중량 30kg
(리튬인산철 기준 3kWh) 사용시 12시간 동안 구동할 수 있어 
높은 효용성을 가진다.

심규호 교수는 PCM의 보조냉각기로써 기존 컴프레셔 냉동기
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털링 냉동기는 컴프레셔 냉각 대비 
다음과 같은 우위성이 있다고 말한다.
1) 스털링 냉동기는 소형일 경우 컴프레셔 냉각기에 비해 동

일 출력일 때 중량이 30-40% 수준으로 작다. 물류산업에서 
중량은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2) 많은 부품과 복잡한 배관으로 구성되는 컴프레셔 방식과 

달리 스털링 방식은 단일 유닛형태이므로 소형모듈화가 가능하
여 간편하게 설치 가능.
3) 컴프레셔 방식은 On/off 구동으로 온도를 제어해 온도정밀

도가 비교적 낮지만, 스털링 방식은 연속적인 피스톤 진폭조절
로 온도를 제어해 온도정밀도가 매우 높다. 특히, 바이오/의약
품 등은 정밀온도 제어가 중요.
4) 스털링 냉동기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0”인 헬륨을 

냉매로 사용해 GWP가 “1430”인 R-134a를 냉매로 많이 사용
하는 컴프레셔 방식보다 친환경적이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자
유롭다.

인류가 기계장치를 이용해 저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겨우 100년이 지났다. 냉동기의 개발은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품의 양과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식품 산업에
서도 보관과 수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저온저장, 저온수송, 저온유통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며 하나의 가치사슬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각 분야에 걸친 산업
들이 모두 연관되며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이다.

국내 콜드체인 시장은 아직 성장단계이다. 큰 국내 냉동, 냉장 
관련 기업은 없다. 대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설비문제로 인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압축기, 
냉매, 컨트롤러, 통합시스템 등 냉동 분야 핵심 설비들을 공급
하며 상생해 나가야만 한다.
심규호 교수가 개발한 스털링 냉동기는 소형 패키징과 결합되

어 액티브 냉장박스로 고부가 저온물류 유통에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콜드체인 기술로써 스털링 냉동기의 우수성이 입증
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다른 냉동기술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친환경성, 저중량/구조적 단순성, 냉장에서 초저온까지 넓은 온
도범위, 정밀한 온도 유지능력으로 인해 온도 제어가 필수적인 
바이오·식품 등의 냉동·냉장 물류시스템과 접목되어 기존 저온
물류시스템의 냉동 기술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축냉식 콜드체인 시스템 기술 현황 및 저온유통 분야에서의 

적용사례. 2019
-냉동차량을 위한 온도 측정 시스템. 2019
-마켓컬리 ‘풀콜드’가 뭐길래? 
-콜드체인 A to Z 
-2019 KMI 월간동향 6월호. 전세계 콜드체인 시장 2019년 

2335억 달러로 성장.
-韓 콜드체인시장, 글로벌기업 각축전
-축냉식 콜드체인시스템 기술현황 및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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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봇시장 신흥 트랜드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김한성(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산업용 로봇의 80%가 직렬형 머니플레이터(로봇팔)이다. 인
간의 팔에 해당하는 로봇은 고정된 장소에서 머니플레이션을 
담당하고, 인간의 다리에 해당하는 바퀴는 이동로봇으로 진화
하고 있다. 머니플레이터(Manipulator)를 구분하면 직렬형과 
병렬형으로 나뉜다. 직렬형 로봇을 구성하는 조인트 또는 관절
이 로봇베이스(Robot base)에서 끝(End-effector)까지 직렬
로 연결되어 있어 엔드 이펙터에서 아래쪽 베이스로 이동함에 
따라 운동이 증폭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렬형 머니플레이터를 구성하는 조인트는 크게 직선운동을 

하는 직선 조인트(Prismatic Joint, 직선축)와 회전운동을 하는 
회전 조인트(Rotational Joint, 회전축)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
지의 조인트가 각각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연결되었는
지에 따라서 로봇의 타입이 정해지고 구조적 운동 특성이 결정
된다.

반면 병렬형 매니퓰레이터란 최소 두 개 이상의 직렬 부속 
기구에 의해 이동 가능한 말단 작동기가 고정된 하판과 연결되
어 구성된 닫힌 형태의 기구를 의미한다. 구동기가 병렬로 연결
되어 여러 개의 링크에 부하가 분담되고, 각 구동기에는 매니퓰
레이터 자체의 부하와 외부 부하에 의하여 모멘트가 아닌 축방
향 하중만이 작용하므로 큰 부하를 구동시킬 수 있다.
직렬형보다 높은 강성을 가지며, 각 조인트의 오차가 말단 작

동기에 계속 누적되지 않고, 서로 상쇄되므로 정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며, 병렬 구조로 인한 제한된 작업영역을 가지게 
되어 운동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Delta와 Tricept 병렬 로봇과 같이 구속하는 다리의 개수
가 적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완전 자유도(6자 유도) 병렬 로
봇보다 큰 작업영역의 확보 가능하다고 한다. 로봇 자체 중량이 
작은 병렬 로봇을 모듈 형태로 직선 레일 등에 부착하여 작업영
역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2자 유도 내지 5자 유도 정도의 낮은 
자유도를 가진 병렬 로봇 메커니즘은 단순한 구조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및 생산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공간형 병진운동을 만드는 3자 유도 병렬 매니퓰레이터에 대
한 연구를 계기로 애플베리(Appleberry), 트사이(Tsai), 프리
솔리(Frisoli) 등에 의해 새로운 병진운동 병렬 매니퓰레이터들
이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메커니즘 및 변형 메커니즘에 대한 
기구학, 특이점, 공차, 작업공간, 동역학 등을 포함하는 설계와 
해석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의료용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로

봇(micro robot)과 같이 병렬형 메커니즘을 응용한 로봇이 개
발되는 등 비교적 실제적인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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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공작기계 업체 및 국립연구소들이 주축이 

되어 병렬기구 공작기계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
작기계 제작업체인 미국의 Ingersoll사의 8면체 6각형 
HOH-600과 10면체 6각형 VOH-1000와 Giddings & Lewis
사의 Variax 5축 수직 병렬기구 등이 있다. 일본의 도요다는 
HexaM 5축 밀링 머신이 있으며 ETHZ, 스위스 및 Acheneo, 
독일, ABB 스웨덴 등의 그룹이 활발히 병렬 로봇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특히 Delta로봇(병렬로봇)은 다리에 포함된 평행사변형 링크
로 인하여 이동플랫폼이 3축 병진운동이 가능하고 작업반경이 
충분히 크고, 이동부의 관성이 매우 작아, 고속 Pick & Place 
작업에 적합한 최선의 로봇 형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델타로봇은 1980년대 초콜릿 공장 방문에서 영감을 얻은 레
이몬드 클라벨(Reymond Clavel)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 후 델
타로봇은 진화를 거듭해 반 데어 기스트(Van der Geest)라는 
로봇 공학자에 의해 여러 개의 로봇 팔을 연결시켜 다중 델타로
봇을 탄생시켰다. 기구적 우수성에 의해 고속이송과 포장 등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Tricept 병렬 로봇 또한 전통적인 델타 플랫폼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컨베이어 트래킹을 제공하고, 분당 최대 125개의 픽
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의 공작기계로 주목받고 있는 병렬 로봇은 1994년 처음 
개발된 이래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며, 선
진국의 병렬 로봇 관련 연구가 주로 국립연구소 및 업체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관련 연구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김한성 교수는 구조적으로 기존 직렬
구조의 공작기계에 비하여 고강성이지만 소형 3축, 5축 공작기
계로의 응용이나 고정밀도의 사용 부품 지원이 된다면 상용화 
개발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라고 조언한다. 고자 
유도 수동조인트(구형 및 유니버설 조인트)가 다수 존재하여 
공작기계가 요구하는 정밀도를 맞추기가 병렬 기구를 제작하기
에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용제품의 개발에 어렵다고 말한
다.
현재 병렬기구의 고가속, 고가반하중의 장점을 이용하여 모션 

시뮬레이터가 다수 개발되었고, 대표적으로 무크(Moog)와 보
쉬 렉스로스(Bosch Rexroth) 등 있다고 한다. 병렬기구의 고정
밀도 장점을 이용하여 PI사의 병렬형 정밀 위치 스테이지(위치 
정밀도 sub micron~sub nanometer) 등이 있고, 가벼운 이동부
의 무게와 고반발력의 장점을 살려 햅틱(Haptics) 장치로도 상
용화되고 있다(Force Dimensions, Novint사 등).

산업용 로봇으로도 고가반하중의 장점을 이용하여 Fanuc사
의 Hexapod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병렬로봇은 Delta 병렬로봇이라고 한다. Delta 로봇은 고정부
의 3개의 모터가 구동암을 회전제어하고 각 구동암에 2개의 
구형-구형조인트가 연결된 링크가 이동플랫폼에 연결되므로 
이 링크에는 인장/압축만 작용하므로 고강성을 유지하면서 매
우 경량의 메커니즘이다. 최근에는 3축 고속 병진운동에 1~3
축 회전 Wrist를 추가하여 다양한 조립작업에도 응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외 연구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병렬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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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용한 로봇 복합 가공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병렬형 가공 
로봇을 개발한 이엠코리아에 의하면 병렬형 로봇기술을 바탕으
로 개발한 로봇 가공기는 항공기 부품가공, 자동차 가공 등에 
응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공 분야 외에도 병렬형 로봇을 팔레타이징 로봇(각종 상자 
포장이나 적재 등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로봇) 부문에 응용하여 
식품, 화학, 전기전자 포장라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 반
송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기존 팔레타이징 로봇 등과 조합하
여 이용되고 있다. 

미래의 공작기계가 소재의 투입에서부터 최종 완성품까지의 
가공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소위 쾌속 가공(Rapid 
Machining)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병렬 로봇을 이용한 기
술은 절삭기계뿐만 아니라 쾌속 성형기, 삼차원 측정기, 레이저 
가공기, 위터젯 가공기 등의 타가공분야에서도 직접 응용의 가
능성이 매우 크다.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김한성 교수는 상용화 개발을 가속하
기 위해서는 상용 정밀부품(Telescopic 방식의 선형 구동기, 
유니버설 및 볼조인트 등) 및 다양한 구조의 병렬로봇에 대한 
기구학과 동역학을 지원하는 제어기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웨어러블 로봇의 메커니즘, 생체모방 메커니즘 등에 활용한다
면 매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병렬 로봇 산업이 기대된다고 
말한다.

※ Reference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
-고속 병렬 로봇의 설계에 관한 연구
-Giddings & Lewis사의 Variax와 Ingersoll사의 Hexapod
-미래 공작기계의 새로운 구조 병렬기구 공작기계의 개발 

현황과 전망
-쾌속가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병렬기구 공작기계
-gizmag.com
-IPMR (Industrial Parallel Mechanism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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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인간답게 하는 딥러닝 기술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이승철(POSTECH 기계공학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학습할 때 일부러 데
이터에 딱 들어맞지 않게 학습시킨다. 적당한 여지를 통해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둔다. 기존 연구자들은 입력층과 출력
층 사이에 중간 층수를 쌓아 올리기만 해서는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단계의 계층적 처리
를 반복을 통해 정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스로가 
더 똑똑한 심층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딥러닝 기술이다.

딥러닝은 세상에 대한 정보나 이치 등을 설명하지 않고 데이
터만 입력해주면 기계가 자체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진행, 지능 수준을 높여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떤 문제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먼저 구축해야 하는데 비해 딥러닝은 데이터만 있
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분류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 그
러므로 딥러닝에서 알고리즘보다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유명한 알파고가 바둑 연습을 한다면 
하루에 100만 번의 대국이 가능하며, 이세돌이 아무리 연습벌
레라고 해도 그 정도의 대국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딥러닝은 기계공학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기존 자동차 기
계기술만 연구했던 교육을 도로 상황을 학습하여 운전자의 조
작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가능하게 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 부분으로 크게 분류되며, AI
는 기술 전 영역에서 실시간 수집된 외부 저오를 바탕으로 분석 
및 판단하여 자율주행을 수행한다.

가령 베이지안 학습은 사전지식 분포(prior)와 관찰에 의한 
확률 분포인 가능도(likelihood)를 이용하여 둘 사이의 적절한 
합의점으로 사후확률 분포(posterior)를 찾아 기계가 스스로 
위치 파악하게 학습시켰다. 베이지안 학습 중에서도 칼만 필터
가 꽤 유명한데 센서 융합과 궤도 추정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의 위치를 추론하는 것에도 사용된다.

또한 산업용 로봇이 스스로 결함 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감
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었다. 기계의 영상 처리 분야
에서도 물체를 대표할 수 있는 꼭지점, 윤곽선과 같은 특성인자 
추출을 통한 이미지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가령 회전체 기계 시스템에 합성곱 신경망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회정체 상태를 진단하여 회전체 고장 시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미리 안전을 예측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궤도는 
회전체 역학과 연계되어 시스템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현장에서 상용화 수준이 아니기에 작업자
가 직접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점점 딥러닝 기계적 분야에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기계 설비도 딥러닝을 통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정상상태와 
고장상태를 분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내장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사물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서로 연결되고 공유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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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에서도 혁신에 가까울 수 있다.

계측 제어 및 소음 진동 분야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측정
된 데이터에 신경망을 적용해서 제품 또는 설비의 정상/ 불량을 
판단하는 진단 방법들이 연구된다.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테슬라 전기자동차 연구팀은 인간
의 개입 없이 운전을 가능케 했으며 어떤 서로 다른 물체(사람
이나 로드 사인 등)을 자동차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여주
었다. 인공지능 선구자 John McCarthy는 학습, 지능의 모든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기술하고 구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BMW의 인텔리전트의 오토 파일럿 기능은 위험 경고에 미반
응시 즉각적으로 자동차에 개입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운전자 
주행 습관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맞춤형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딥러닝은 로보틱스에서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Boston Dynamics의 SpotMini와 Atlas 로봇들은 사람을 밀기
도 하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식기세척기
의 그릇을 옮기는 일도 하고, 섬세함을 요하는 선반작업까지 
수행한다.

세계 5대 로봇 기업 중 일본의 산업용 로봇 업체 화낙(Funuc)
은 딥러닝 기반으로 8시간 만에 90% 정확도 학습하여 정밀 
생산 작업을 완료했다. 공작기계 6대와 지능 로봇 1대, 작업자 
1명만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한다. 만약 X대
의 로봇이 공동으로 딥러닝 할 경우, 더 많은 획기적인 변신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인공지능은 기계공학 분야의 전반에 활발하게 응용되어
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계시스템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 진단 (PHM: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이다. PHM은 기계 시
스템의 이상 상황을 미리 감지고 고장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기계의 시스템적 해석을 통하여 이상 진단
을 실시하였지만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이상 진단을 
실행하고 있다. 센서로 취득된 데이터를 통계적인 처리와 확률
론적 모델에 기반하여 현재 기기의 상태가 어떤지, 향후 기기의 
열화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한다. 기계시스템이 안
전하게 작동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 및 제품 생산 효율을 높이
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하게 연구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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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기계시스템 공정 조건 최적화이다. 제조공정에서 
공정조건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
으로 공정 조건은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져 왔지만 
최근 공정 조건과 제품의 품질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 조건에서 어떤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공정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출성형기기는 공정조건에 따라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무게 또는 품질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제품의 목표 품질에 부합하는 공정조건을 추천해줄 
수 있다. 이러한 기계시스템의 공정 조건 최적화는 스마트팩토
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재료 공학과 AI의 접목이다. 원하는 물성치를 갖는 
재료를 설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실험 및 시뮬레이션 기
반의 trial-and-error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
러한 데이터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료 공학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료로부터 물성
치를 예측하는 것은 그것들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그 관계를 모델링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재료를 디자인함으로써 재료 
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physic-informed AI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
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함수를 근사해낸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공지
능은 학습한 데이터 분포에 대에서만 잘 동작하고 귀납법이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데이터로부
터 새로운 함수를 근사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물리식 자체를 학습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편미분방정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수치해석 
기반의 방법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해를 구해주며 기존의 
인공지능 방법과 비교하여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접
근법은 CAE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POSTECH 기계공학부 이승철 교수는 연구에서 산업분야의 
인공지능은 도메인지식과 인공지능기술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업현장에서 크게 모델 기반 방식과 데이터 주도 방식
이 존재해왔다. 딥러닝이 각광 받기 이전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

서 사용된 모델 기반 방식은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물리적 현상
을 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했
다. 모델 기반 방식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존하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을 토대로 시스
템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 해당 도메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엔지니
어가 없다면 모델을 디자인할 수 없다. 다중 물리 현상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모델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
화시켜야 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불확실성과 에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모델링을 위한 시간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적, 시간적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
다.

반대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주도 방식은 시스템
의 작동 원리와는 상관없이 입력과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확률론적 방법이다. 딥러닝은 도메인 지식이 부족
한 비전문가도 데이터만 있다면 문제를 모델링하고 해결할 수 
있어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주도 방식 역시 여러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
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데이터는 일어난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할 뿐,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다. 또한, 딥러닝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지만, 중간과정은 알 수 없는 
black-box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만을 근거로 산업에 적용하
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인공지능 분야에서
는 물리 기반 모델과 데이터 주도 방식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2가지 방식이 결합된 물리기반 인공지능(Physics-Informed 
AI)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귀납적 사고란 수많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패턴 또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귀납적 학습
을 통해 빅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원리를 추론한다.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진 요즘,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빅데이터와 더불어 컴퓨터 연산 능력의 발전 및 알고리즘의 
개발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불러왔다. 따라서 시스템이 유의미
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딥러닝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간의 인지 기능을 모방
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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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다차원의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패턴을 계산하
는 추상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딥러닝의 성패는 주어진 데이
터에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를 알맞게 설계
하는 데에 있다. 딥러닝의 제일 큰 난관은 과적합과 연산량이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의 특징을 통해 추론하지 않고 관계 자체
를 외워버리는 것이다. 과적합 모델은 일반적인 예측능력이 떨
어지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크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요구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설명 가능성이다. 산업의 자동화, 지능화
를 위해 딥러닝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아졌지만 딥러닝은 black-box모
델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판단 근거를 모른다는 이유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델의 판단 근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델을 변형 시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XAI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에서도 재료, 의

료, 로봇과 같은 분야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XAI기술을 적용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성을 발견하거나 
기존 전문가의 판단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오류 
발생 시 판단의 근거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
다.

실제 산업체에서 전달받는 데이터는 극소량의 불량 데이터와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
한 현실과 비슷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고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크며 비용, 시간 역시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
터를 가상으로 생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생성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로 비용 및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분야에서 일반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최근 동향
이다.
단 어떤 기술이든 한계점은 있다. 딥러닝 기술은 작은 변화에

도 잘 부서진다. 잘 인식하던 영상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
의 조그마한 변형이 가해지면 엉뚱한 결과 값을 낸다. 자율자동
차가 교통표지판을 잘못 인식하다거나, 경찰관의 동복, 하복을 
구별하지 못해 경찰인지 파악을 못할 경우 등 다양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딥러닝은 일반화 능력도 약하며,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데이터와의 통합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약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기본원리에서 활용까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jys581
-https://news.unist.ac.kr/kor/column_185/
-2017 ICT Industry Outlook Conference, KT경제경영연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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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수중 로봇의 자율주행 
박수진(MERRIC)·이기명(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수중 로봇의 일종인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는 기
존의 수중 로봇과는 다르게 프로펠러에 의존하지 않고 부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추력을 발생시킨다. 바닷물을 흡입하거나 배
출해서 가라앉거나 떠오르는 힘을 측면의 날개가 전방 추력으
로 변환하는 원리이다. 프로펠러에 의존하지 않기에 전력 효율
이 기존의 수중 로봇보다 월등히 높다.

공중을 누비던 드론이 바다를 향하며 등장한 해양관측 장비가 
수중 글라이더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개발된 이후, 여
러 나라에서 다수의 수중 글라이더가 개발되었다. 
1,000m~1,500m의 수심까지 오르내리며 이동하기에 수직 공
간을 관측하기 위한 광역 해양관측용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 
시 소음이 없기에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 및 개발되고 있다. 미 
해군은 꾸준히 공중에 글라이더를 띄우거나 수중 드론을 투입
해 외국 잠수함을 감청하거나 추적해왔다.

이기명(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박사는 보통의 
수준 로봇이 배터리 충전 후 수 시간 운행이 가능한 데 반해 
수중 글라이더는 1~2개월가량 운행이 가능하며 장시간 지속적
으로 수중을 모니터링하거나, 아주 넓은 해역 탐사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레이저 메탄 센서가 장착된 수중 글

라이더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해저 메탄가스의 분출구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GP (Gaussian process)라는 확률적 
추론 Tool과 이류확산 방정식 (advection-diffusion equation)
을 결합하여 제약된 메탄 농도 측정값들을 이용해 분출구 위치

를 추정,  GP-Upper Confidence Bound (GP-UCB) 알고리즘
을 이용해 정보수집과 분출구 추종을 동시에 하는 경로를 찾는 
데 성공하였다.

수중 글라이더의 표준인 슬로컴(Slocum) 글라이더의 기원은 
미국 우즈홀 해양 연구소(WHOI,Woods Hole Oceangraphic 
Institution)에 근무하던 헨리 스톰웰(Henry Stommel)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1898년 최초 단독 세계일주항해를 한 조슈아 
슬로컴(Josua Slocum)에게 영감을 받아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
고, 슬로컴 글라이더 내부에 추가 전원공급 장치와 입출력 단자
를 설치해 기존 해양관측에 사용하던 센서를 장착했다.

글라이더는 다양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다른 
연구자들이 원하는 관측이 있을 경우 해당 센서를 추가하여 
원하는 지역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비교적 손쉽고 적은 비용으
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미국 룻거스 대학에서 해양관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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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환경정보 획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 전익형(Fly 
Wing) 수중글라이더인 Liberdade ZRay 수중 글라이더도 잠수
함 탐지를 위해 개발되었다.

나아가 최근 MIT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 덕분에 인지능력을 
가진 수중 글라이더를 개발했다. 복잡한 의사결정과 자율주행 
미션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들이 스크립트 형태의 높은 명령을 
사용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확한 방법을 수중 로봇에 
인지시켰다. 수중 글라이더는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기계가 작
업을 중단하거나 하드웨어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
를 하도록 설계되었다. 로봇에게 해저 위의 특정 거리를 유지하
는 것과 물리적 방향, 시간 제약 조건과 함께 탐색할 목표 위치 
목록을 로봇에 제공하여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MIT 항공 
및 우주학과 교수 브라이언 윌리엄스(Brian Williams)는 글라
이더는 자신의 임무를 계획하고, 인간의 지원 없이 혼자서 실행, 
개조 및 재계획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해양관측용 수중글라이더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
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단일 수중글
라이더 운용시스템 개발을 추진(약 27억 원)에 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152억 원(2020년도 약 10억 원)을 투입

하여 수중글라이더의 핵심장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
할 계획이며, 경북대학교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자체
(경상북도, 울진군), 정부출연연구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 등), 대학(부경대), 민간기업(아이언박스 등) 등과 컨소시
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육·해·공 각 영역의 무인화,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균 
수심 3800미터나 되는 수중 공간에서의 탐사는 어떤 일이 벌어
질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 수중 글라이더는 해류의 영향 다음으
로 통신의 제약이 있다고 말한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이 수표면에서만 가능하며 글라이더가 
올라와야하는데 암초에 걸리면 연구가 지연되기에 매우 조심스
러운 부분이다.

결국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수중 글라이더가 원활히 작동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한다.  충돌을 회피
하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를 장착, 3D환경을 가정하여 경로 계
획을 하거나, 위치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3D환경에서 
경로 계획을 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명 박사는 3D 
경로 계획 연구가 기존 충돌 회피에 비해 더 좋은 장점은 가능한 
충돌 지점들을 미리 고려하여 경로를 탐색 계획하기에 더 효율
적인 경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Stochastic Path Planning for Autonomous Underwater 

Gliders with Safety Constraints 논문에 의하면 감지, 제어 및 
해양 예측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광범위한 임무를 
보다 안전한 임계값을 주어 최대 도착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했다.

자율 수중 글라이더는 부력 제어를 사용하여 톱니 모양의 상
승 및 하강 궤적을 통해 전방 추진을 달성한다. 이전 연구는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64

해양 흐름을 함수의 레벨 집합인 유선으로 설명하여 평면에서 
수중 차량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현재는 3D 환경에
서 유선형 제어를 사용하는 방법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Streamline-Based Control of Underwater Gliders in 3D 
Environments 논문을 통해 해류에 대한 예측 값을 제시했다.  

수중 글라이더의 수중 환경 및 수중 글라이더에 대한 동역학
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동역학 모델을 세우기 위한 기반 연구 

중의 하나로 모델에 대한 항력계수를 도출하는 연구가 중요하
다. 속도의 변화에 대한 항력 계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논문의 결과와 융합하여 각도와 속도에 대해 선형화된 항력계
수 식을 구하는 연구가 앞으로 발전하는 수중 글라이더의 새로
운 연구수행이 될 것이다.
 
또한 해류의 영향과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탐색 및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 
Estimation of Ocean Current from Sparse GPS Data for 
Underwater Vehicles 논문에 의하면 추정치에서 얻은 데이터
를 사용하여 EM algorith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해류를 추정한다.  

수중 글라이더 연구 분야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멀티 로
봇 시스템으로 가는 트렌트가 될 것이라고 이기명 박사는 말한
다. 수중 글라이더의 장거리, 장시간 해역 탐사에 상당한 장점
이 있어 여러 대의 글라이더가 서로 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면 글라이더의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앞으
로 해역 탐사를 보면 여러 대의 글라이더가 현재까지의 관찰 
값이나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탐사를 진행하
게 될 것이며, 글라이더를 개별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효율면
에서 더 효과적이게 된다고 예상한다.
 
  ※ Reference
-우리나라도 해양관측용 수중글라이더 개발한다.
-더 오래 더 깊이 바다를 탐색하는 눈, 수중글라이더
-해양관측분야 무인화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미해군, 2014년부터 수중무인기 슬로컴 글라이더(Slocum 

Glider)배치
-Computational Flow Analysis and Drag Coefficient 

Research for Angle of Attack in Slocum Underwater Glider.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

o=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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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한 힘, 위치 동시제어 연구동향
박수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김한성(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로봇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가압력을 조정하여 워크나 핸드
를 과대한 힘의 부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각 축의 모터
에 돌아오는 힘을 제어로 사용하여 위치 오차를 흡수할 수 있으
며, 부품 간의 부딪힘, 끼워맞춤 등 대상물과 접촉을 수반하는 
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산업용 로봇의 기본적인 힘(force control) 제어 방식은 기본
적으로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다. 로봇의 힘 제어 방식은 과거는 
위치 값이 중요하였지만 현재는 목표 힘(target force)을 달성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로봇의 힘 제어는 순응 모드
(compliance mode)라고 불린다.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불평형 
힘이 존재하는 경우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고, 물체는 움직인다. 
힘 제어가 되면 제어기는 로봇이 정해진 목표 힘을 내도록 제어
한다. 그런데 불평형 외력이 발생한다면 그 힘의 방향에 따라 
로봇은 더 큰 가속도로 동작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다.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힘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 제조사에 따라 조인트 모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직교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조
인트 모드의 경우, 특정 조인트의 목표 토크가 제어 입력이 되는 
힘 제어를 말한다. 직교 모드의 경우, X,Y,Z,Rx,Ry,Rz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향을 선택하여 그 방향에 대해 힘을 제어한다.
힘을 제어하는 자유도와 위치를 제어하는 자유도를 나누어 

각각에 힘, 위치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제어가 일반적이다. 서보
계(하나 또는 몇 개의 입력 신호에 따라 기계 축의 회전각이 
제어되도록 되어 있는 자동 제어계)가 위치 제어 기반 방법과 
토크 제어 기반 방법으로 분류되며, 하이브리드 제어는 힘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단 작업 
중에 위치 제어와 힘 제어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 제어가 불안정
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찍부터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한 힘, 위치 제어 기술은 일본
에서 작업이 활발히 적용되었다. 연마, 디버링, 조립 작업 등 
제어방식의 연구 성과, 센서의 성능 향상 등 기술력이 매우 많
다. 기본적으로 손 끝에 역각 센서를 갖고, 그 출력에 근거한 
위치 제어 기반의 힘 제어가 연구되고 있어 부품 삽입이나 조립, 
나사 조임, 작업 상태 인식과 오류 검출 등의 작업이 왕성하다. 
최근 사람과 협동하는 소형경량 로봇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다. 
사람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서 힘 검출 
기능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UR시리즈(Universal Robot)는 전류값을 통해 각 관절에 걸
리는 회전력을 추정하여 안전 기능이나 다이렉트 티칭, 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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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한다. Sawyer(Rethink Robotics)는 각 관절에 역
각 센서를 가졌으며, Yumi(ABB)는 7자 유도의 암에 대해 각 
관절의 전류값과 위치, 자세로부터 손 끝에 걸리는 외력을 추정
하는 소형 부품의 조립을 실현했다.

토크제어 기반의 힘 제어 기능을 가진 로봇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 LBR(KUKA)은 DLR에서 개발된 light-weight robot이 
기술 이전된 것으로, 각 관절에 토크 센서를 가져 토크 제어 
기반의 임피던스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DLR Robot Arm 관절
에 Power, 모터, 제어기 보드, 모터 제어기, 브레이크, 하모닉 
드라이버, 엔코더(모터단), 절대 엔코더(조인트단), 토크 센서
에서 BLDC 모터까지 엔지니어가 봤다면 꼭 사고 싶은 제품이
다.

Torobo Arm(Tokyo Robotics)과 Franka(Franka Emika)등
이 판매, 연구용으로 내부 제어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다. 각
자 자유롭게 토크 제어 기반의 힘 제어 방식을 시험할 수 있으
며, 힘 제어 기능을 가진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어 
힘, 위치 제어의 실용화와 연구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의 힘/위치 동시 제어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대다수의 
로봇은 힘 제어가 아닌 위치제어 기반 동작을 수행한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위치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움직임을 
동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로봇이 힘 조절이 가능해진다
면 물체에 따라 힘을 빼거나 다른 방향으로 힘을 바꿀 수도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처럼 순응(compliance)하며 동작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부드러운 로봇’이란 단어로 의료
용 소프트 로보틱스가 Science Robotics나 전문지 Soft 
Robotics에서 논문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 케임브
리지 대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뱀 로봇, 전복 로봇, 
불가사리 로봇 등 생물공학과 접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적용 사례가 적은 원인 중 하나로 컴플라이언스 등의 
힘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을 포함한 제어 전략 구축이 어렵다. 
사람은 노하우로 힘을 적당히 제어 가능하지만 로봇은 상황 
판단까지 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딥러닝(Deep Learning)기술
이 적용되어 인공지능(AI)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로봇의 
지능화도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동작
을 충실히 재현하고 정해진 위치, 힘 값만 존재했다. 그러했던 
로봇이 이제는 세탁물을 개거나, 커피를 타는 등의 범용형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s)까지 진화되었다.

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김한성 교수는 현재 로봇은 위치제어 
기반으로 산업 및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Pick and Place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기대하는 로봇기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주변 환경과 접촉하면서 
적절한 힘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F/T센서, 토크센서 등 힘 제어에 필요한 센서의 정밀
도 및 경제성 많이 개선되어 협동로봇 등이 간단한 힘 제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수한 로봇연구자들이 힘 제어 방법은 하이브리드제어 및 
F/T 또는 토크 센서의 고속측정 및 제어알고리즘에 기초하고 
있고, 힘/위치 동시제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힘 제어 연구
를 하면서 놓치기 쉬운 2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김한성 교수
는 설명한다. 첫 번째는 안전한 힘 제어를 위해서는 로봇 툴과 
주변 환경 사이에 반드시 순응성이 필요하다는 점. 또는 역구동
이 가능한 구동부라면 제어적으로 조인트의 순응성이 필요. 즉, 
로봇이 제어가능한 정밀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즉, 
로봇의 엔드이펙터 또는 조인트 공간에서 순응성 존재하여야만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에 요구되는 힘을 생성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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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힘/위치 동시 제어시 힘과 위치 제어공간을 분리하는 방
법에 로봇 시스템 또는 로봇 툴의 강성행렬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1] Duffy, J., 1996, Statics and Kinematics with 
applications to Robo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Kim, H. S., 2014, "Kinestatic Control using Six-axis 

Parallel-type Compliant De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3(5), pp. 
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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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위한 초음속 혼합기술 최신동향
김채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극초음속(hypersonic)이란 용어는 최근에 알려진 기술이 아
닌 이미 1970년대부터 나온 개념으로 마하(속도/음속) 5 이상
의 유동 속도를 의미하며, 극초음속으로 비행 가능한 항공기를 
극초음속 비행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은 figure 1(a)과 같이 압축기, 연소
기, 노즐로 이루어져 있다. 가스터빈 엔진도 애프터버너
(afterburner)를 사용하여 가속을 하면 마하 2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흡입구 내외부에 수직 충격
파(normal shock)가 형성되면서 압축기 블레이드가 손상이 가
거나 흡입구의 성능 상실과 함께 엔진이 멈추거나 심할 경우 
폭발하게 된다.

가스터빈 엔진의 속도 한계를 넘기 위해 개발된 엔진은 램제
트(Ramjet) 엔진이다. 램제트 엔진은 figure 2(b)처럼 매우 단
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흡입구에서 발생하는 수직충격파를 통
해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고 연소기에서 연소시키는 방식이
다. 여기서 수직충격파를 통해 공기를 압축하는 것을 램(Ram)
이라 하며 램을 통해 압축된 아음속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에 
사용하는 엔진이라 하여 램제트 엔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
다. 램제트 엔진을 사용한 미사일은 현재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서 실전 배치되어 운용중인 기술이다. 하지만 램제트 
엔진의 일반적인 운용 속도는 마하 3~4정도이며 마하 5 이상이 
되면 수직 충격파를 통해 전환되는 공기의 성분 입자를 해리시
킬 정도로 고온, 고압이 되기 때문에 정상 연소가 힘들어진다.
흡입구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강한 수직 충격파를 통해 아음속

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아닌 일련의 경사 충격파(oblique 
shock)를 통해 전압력 손실(total pressure loss)을 적게 하여 
연소가 가능한 고온의 초음속 유동을 공급하여 엔진을 가동하
는 방식을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이라고 한다. ‘스크램’이
라는 용어는 ‘초음속 연소 램제트(Supersonic Combustion 
Ramjet)’의 약자이다. 용어에서처럼 스크램제트 엔진은 기본
적인 형태는 figure 3(c)에서처럼 램제트 엔진과 유사하지만 
연소기에서 초음속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공기역학적으로 공기를 압축시키고 연소기에서 초음속 연소
를 하면 되기에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유입되는 유동에서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View full text:
http://en.wikipedia.org/wiki/Scramjet#/media/File:Turbo_

ram_scramjet_comparative_diagram.svg]

초음속 혼합 방식은 2001년에 Seiner가 이전 혼합 방식들을 
정리하여 분류한 바가 있다. 혼합 방식은 크게 수동형 혼합 방식
과 능동형 혼합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

http://en.wikipedia.org/wiki/Scramjet#/media/File:Turbo_ram_scramjet_comparative_diagram.svg
http://en.wikipedia.org/wiki/Scramjet#/media/File:Turbo_ram_scramjet_comparative_diagram.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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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혼합 방식은 혼합기 장치를 삽입하여 발생하는 유동간
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동 방향 와류(streamwise 
vorticity), 소용돌이 유동(swirl, eddy)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혼합기 장치는 버팀대(strut), 경사대
(ramp), 꽃잎 모양 혼합기(lobe mixer), 후단 계단형 혼합기
(backward facing step), 공동(cavity), 수직 분사(transverse 
injection) 등이 있다. 능동형 혼합 방식은 일정한 주파수를 발
생하여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 분리판
(splitter), 펄스 제트(pulsed jet), 헬름흘츠 공진기(Helmholtz 
resonator), 물결 벽면(wavy wall) 등이 있다. 수동형 혼합 방
식은 구조적으로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혼합 증진을 위한 제어
가 힘들고 혼합 성능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능동형 혼합 
방식은 강제 공진(forced resonance)으로 큰 규모의 와류를 
발생시켜 혼합 성능이 증대되지만 고온, 고압의 초음속 유동에
서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복잡성이 단점이다.

해당 논문의 분석자도 공동, 후단 계단형 혼합기와 수직 분사 
혼합 방식[3], 일본 JAXA와 미해군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하이
퍼 혼합기 (hypermixer)등을 응용한 연구 경험[4]이 있고, 수
동형 혼합기인 후단 계단형 혼합기에 능동 방식의 헬름홀츠 
공진기를 응용한 벤트 혼합기(vent mixer)[5]를 개발하여 연
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초음속 혼합과 초음속 연소 관련 논문은 
미해군/미공군 연구소와 이의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연구소 등
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호주와 미국에서 비행 시험을 
했던 HIFiRE(Hypersonic International Flight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개의 공동과 분사 방
식을 달리하는 방식(수직, 경사 분사)으로 연소기의 내부를 구
성하였으며, 비행 시험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호주와 함께 2020년까지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국가안보기술로 하여 
관련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공개를 제한하
고 있다. 2020년 3월에 미국은 figure 5과 같이 하와이에서 
hypersonic glide body의 마하5에서 마하20까지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미국방성에서 보도한 바가 있다.

View full text: 
http://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2

25296/hypersonic-glide-vehicle-test-kicks-off-long-t
est-season-of-evaluation/

유럽의 경우는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지
만 아직까지 개념 설계와 지상시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LAPCAT 프로젝트의 후속 모델로 STRATOFLY MR3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STRATOFLY MR3는 ATR(Air turbo rocket)과 DMR(dual 

mode ramjet) 이중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륙부터 마하 4 
이하에서는 ATR 엔진을 사용하고 마하 4이상 가속 및 극초음
속 순항 비행시는 DMR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http://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225296/hypersonic-glide-vehicle-test-kicks-off-long-test-season-of-evaluation/
http://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225296/hypersonic-glide-vehicle-test-kicks-off-long-test-season-of-evaluation/
http://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225296/hypersonic-glide-vehicle-test-kicks-off-long-test-season-of-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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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등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기술 공개 제한 등의 
이유로 최근에 발표되거나 게재된 극초음속 관련 논문들은 중
국의 연구자료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중국은 미국의 극초음속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으며, 기존의 
초음속 혼합 방식을 결합하거나 변형시킨 방법들이 다수를 차
지한다.
최근(2019년~2020년)에 발표된 초음속 혼합 관련 논문들 

중에서 몇 편을 선정하여 논문 리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리뷰 논문은 물결 벽면을 응용한 초음속 혼합 방법이
다. [figure7]
사인(sine)각을 변수로 하는 물결벽면을 수직 분사부 전단에 

배치하였다. 마하 4의 유입유동에서 첫 번째 곡면에서는 figure 
7에서처럼 궁형 충격파가 형성된다. 궁형 충격파는 전압력 손
실이 큰 충격파이며 이로 인해 후단 유동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
게 된다. 물결벽면의 경사 높이가 커짐에 따라 궁형 충격파
(bow shock)와 분리 충격파(separation shock)의 존재로 분사
구 주변에는 아음속 영역이 형성이 된다. 이런 아음속 영역에서 
분사된 연료의 주유동 침투거리는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판에서 수직분사를 하게 되면 초음속 유동의 압축성 효과로 
인해 분사압을 높여도 더 이상 연료의 침투거리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당 논문은 이런 압축성 효과로 인한 연료의 침투거리를 증

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인 곡선면으로 인해 충격파 후
단면에서 약한 재순환영역이 발생하며 분사된 연료의 일부는 
사인 곡선면으로 흘러가게 된다. 또한 충격파 간섭으로 발생하
는 주유동의 와류와 연료 분사 시에 생기는 유동-연료 간섭으
로 인해 연료분사 후단면에서의 혼합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해당 논문에서는 주파수 1200으로 사인곡선 면을 만들었을 경
우 가장 높은 혼합 효율을 보인다 하고 있으며, 평판에서 분사했

을 경우에 비해 25% 혼합 효율이 증대하였다. 혼합 효율면에서 
본다면 강한 궁형 충격파로 인한 유동 불안정성이 혼합을 증대
시키지만 전압력 손실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평판 수직 분사시에도 분사구 전반부 강한 
궁형 충격파가 분사구의 혼합효율을 높이지만, 이와 함께 높은 
전압력 손실로 경사 분사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
은 혼합 효율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압력 손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전체적인 혼합 효율은 차이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
다.

공동은 초음속 혼합기로 자주 사용되는 혼합 장치이며, 연료 
분사를 공동 내부에서 분사할 경우 연료의 침투거리와 공동 
내부에서의 혼합이 증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논문은 
공동의 깊이와 공동의 수량, 공동의 배열 간격을 변수로 했을 
경우의 혼합 특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figure8] 동일한 공동 
수량과 위치 조건에서 공동의 깊이가 깊을수록 혼합효율이 좋
은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논하고 있지 않지만 분석
자의 이전 연구 경험으로는 공동 내부에서 수직으로 분사할 
경우 얕은 깊이에서 분사할 경우 주유동(초음속 유동)으로 버
려지는 연료량이 발생하며 수직 분사 제트 유동이 완전히 형성
되기 전에 주유동과의 간섭으로 수직 방향 모멘텀이 약화된다. 
그림 6에서와 같이 공동의 깊이가 4 mm의 경우, 공동 내부를 
연료를 가득 채우고 수직 분사의 운동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동 내부에서 연료는 충분히 충전이 되고 4개의 
공동에서 분사된 연료는 후단으로 감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에 
혼합층의 연료량은 많으며, 주유동 방향의 침투거리도 증가하
기 때문에 혼합 성능이 높아진다. 하지만 분사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혼합성능은 다른 경우에 비해 극적으로 높
지는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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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료 분사량을 단일 분사, 4개의 공동, 8개의 공동으로 
같은 깊이에서 분사할 경우 단일 분사의 혼합율이 가장 적으며 
8개의 공동에서 분사한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 경우 
분사 지점 후단 근처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후류쪽으로 갈수록 
4개 공동과 8개 공동의 혼합효율 차이가 줄어들면서 같아진다. 
8개 공동 간격을 달리 했을 경우(연료 분사 지름(d)의 4d, 
10d), 10d 간격으로 배열한 경우가 분사구 주변에서의 혼합율
이 4d 간격보다 작지만 후류로 감에 따라 증가한다. 이 경우는 
수직 분사를 해서 연료의 침투거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
지만 연료 혼합층에 최대한 연료를 주유동으로 뺏기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공동의 배
열을 변수로 하여 혼합성능을 수치해석 결과로 분석한 논문이
며 깊이가 깊고 공동 배열이 많은 케이스가 좋다는 것을 제시하
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분리판(splitter plate)을 사용하는 방법은 축대칭 형상의 극
초음속 비행체 엔진의 혼합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분리판을 기준으로 아음속, 초음속 유동이 흐르면 두 유동의 
압력 차이로 인해 유동의 경계면(shear layer) 사이에 
kelvin-Helmholtz 불안정성으로 인해 와류가 형성된다. 
(figure9)

일반적으로 두 유동의 상대 마하수비 Mc(convective Mach 
number)가 낮을 수록 Kelvin-Helmholtz 불안정성에 의한 와
류 형성이 강해지고 후류 와류층의 성장 두께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Mc가 높아지게 되면 초음속 유동의 압축성 효과로 인해 
와류층의 성장은 제한된다. 해당 논문은 분리판 내부에 공동
(cavity)을 설치하여 유동에 가진(resonance)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동의 길이/깊이 비는 5를 사용하였으며, Mc는 0.46에서 

0.56까지 압축성 효과에 의한 와류 혼합층의 성장 두께를 비교
하였다. 분리판에 공동을 적용했을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분리판 

후단의 와류 유동이 3차원적인 와류 유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유동흐름 방향과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측면 방향으로의 
혼합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길이/깊이 비를 5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리판 바로 후단

에서의 길이/깊이 비 5의 혼합층 두께는 길이/깊이 비 3과 7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 차이는 미비하고 후류로 감에 따라 같아
지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전압력 손실면에서는 전체 유동 
영역을 고려했을 때 길이/깊이 비 5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Mc가 0.49~0.56 영역에서 공동에 의한 영향으로 분리판만 있
는 경우에 대해 와류층 두께는 31% 이상 증가하였다. 가시화 
결과에서 보면 분리판만 있는 경우(figure 9 Benchmark), 
Kelvin-Helmholtz에 의한 와류쌍(vortex pairing)들이 합쳐
지면서 큰 와류가 형성(vortex mergence)이 되지만 Mc가 
0.49에서는 압축성 효과로 와류의 크기는 증가하지 못하고 흩
어지게 된다. 하지만 공동을 적용한 분리판의 경우(figure 9 
Cavity) Mc가 0.49일때에도 와류쌍이 합쳐지는 현상이 계속 
유지 되었다. 따라서 공동을 적용한 분리판은 공동의 가진으로 
인해 Mc가 증대하여도 와류층 두께가 두꺼워지며 이는 혼합 
효율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음속 혼합 관련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혼합 장치 중의 
하나인 후단 계단 (backeward-facing step)은 평판 수직 분사
와 함께 가장 오래되었고 아직까지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혼합기이다. 후단 계단형 혼합기는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후단 계단 후류에는 재순환 영역(recirculation region)이 형성
되고 이 곳에서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면 연료와 공기가 서로 
혼합되는 방식이다. 해당 논문은 후단 계단형 후류에서 여러 
개의 연료를 분사하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다. 유입 마하수는 
4이며, 소형 분사구의 수량, 간격에 따른 혼합 성능을 비교하였
다.
먼저 8개의 소형 분사구의 간격을 4d, 7d, 10d(여기서 d는 

소형 분사구 지름) 간격으로 비교했을 경우 후류로 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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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7d<10d 로 증가한다. 이와 같이 분사구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분사에 따른 주변 와류가 혼합이 증대시키며 측면 방향으
로 재순환 유동이 발달하여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증대시킨다
(figure 10).
분사구의 수량이 4개와 8개의 경우 8개의 분사구를 사용한 

경우가 혼합 성능이 좋으며, 분사구로 인한 와류 구조가 분사구
의 수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은 후면 계단
형과 분사구의 수량과 간격에 따른 혼합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산 결과(figure 10)를 보면 후면 계단형의 크기에 비
해 분사압이 높으며, 후면 계단은 단지 첫 번째 분사구가 초음속 
유동에 노출 되었을 경우의 궁형 충격파와 같은 간섭을 줄여주
는 역할을 한다.

논문 분석자가 후단 계단형 혼합기와 분사 위치, 분사 압력의 
상관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해당 논문의 
시험 조건에서 단일 분사를 한다면 분사형태는 분사구 간격 
4d 형태(figure 10)를 가지게 될 것이다. 후단 계단으로 인한 
재순환 영역은 매우 작은 영역이기에 해당 논문의 분사 위치는 
재순환 영역을 지난 곳에서 분사하기 때문에 분사로 인하 궁형 
충격파가 형성이 된다. 하지만 재미난 부분은 분사구의 간격을 
늘렸을 뿐인데 8개 분사구의 유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해당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사로 
인해 형성되는 와류가 분사구 간격의 증가로 인해 크게 형성이 
되고 혼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분사구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초음속 혼합/연소 관련 논문은 중국과 관련된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대학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초음속 혼합 관련 연구는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던 혼
합 장치를 서로 혼합하거나 여러 개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동은 수십년 동안 연구되어 왔고, 
혼합영역을 제공하면서 공동의 크기에 따라 특정 음파를 형성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혼합 장치이다.

분사 방식 역시 단일 분사가 아닌 수직, 경사 분사나 여러 개의 
분사구를 배열하는 방식을 혼합 장치에 적용하는 방식들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초음속 혼합기의 혼합 성능
과 전압력 손실의 균형에 비중을 맞추었지만 최근의 연구경향
은 혼합 성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이유는 초음속 
혼합이 연소로 전환이 된다면 충격파로 인한 전압력 손실 부분
은 초음속 연소 성능 대비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이유로 
인해 최근의 논문은 주로 초음속 혼합 성능 증진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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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드론(space drone) 활용 동향
김채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우리 생활에서 드론(drone)은 십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흔히 볼 수 있는 기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쿼드롭터 즉 4개의 모터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이 마치 벌이 

윙윙거리는 것 같다(drone의 사전적 의미는 ‘윙윙 울리는 소리, 
단조로운 저음’)고 해서 드론이라는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 1930년대 영국에서 대공포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표적
용 무인기의 이름이 ‘Queen bee’ 인 것을 보면 벌과 관련된 
드론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드론은 사용자가 무선으로 조종하
는 무인기이다.

무인기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등 사용하는 기관, 협회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2013년 국제민간항공기
구(ICAO)는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를 무
인기의 공식 명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이 있지
만 친숙한 명칭인 드론 또는 UAV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UAV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건 
중동 지역 분쟁으로 미국이 Global Hawk로 정찰을 하거나 
Predator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을 때이다. 
이때 나온 군용 UAV는 경비행기 크기였다. 그리고 현재는 손바
닥만 한 쿼드롭터 드론이 우리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UAV는 
군사용으로 먼저 사용되다 보니 임무 성격과 중량에 따라 분류
가 된다.

Brooke-Holland가 영국에서 사용되는 군용 드론을 아래 표
와 같이 중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MALE(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HALE(High 
altitude, Long durance)은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용 고도
와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최근에는 나노 드론보다도 더 작은 
드론이 분류되기도 하는데 3g이하의 PAV(Pico air vehicle), 
0.5g d이하의 SD(Smart dust)도 연구개발 되고 있다.

[View full text:
https://http://www.seradata.com/what-a-waste-of-mo

ney-boeing-pulls-out-of-darpas-xs-1-reusable-rock
et-plane-programme-forcing-its-cancellation/]

드론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기·전자, 
소재,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형화가 되면서 우주탐사나 
위성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심우주나 다른 
행성/위성 탐사 분야에 사용되는 드론은 미니 드론과 작은 드론
이 주로 사용되며 궤도 비행의 경우 대형급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지구 대기권 궤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들을 소개하

고, 후반부에서는 달, 화성, 타이탄 등의 탐사를 목적으로 개발
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ts Agency)의 

Experimental Spaceplane-1(XS-1) 프로젝트는 미군 위성을 
하루에 한번씩 보낼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비행체이
다.[Figure 1] XS-1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 
Space Shuttle엔진인 Aerojet Rocketdyne AR-22 엔진을 사
용한다. XS-1은 길이 30 m로 위성을 궤도에 보내기까지 마하 
10으로 비행을 하며 탑재중량은 1360 kg이다.

하지만 2020년 발사예정이던 XS-1은 취소되었고, 해당 프로
젝트로 취소가 되었다. 정확한 취소 이유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XS-1이 극초음속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열재로 인한 중
량 증가와 통합 체계의 복합성으로 제작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DARPA의 발사 시스템 테스트 실패와 엔진 디자인에서 결함이 
일부 발견된 점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https://http://www.seradata.com/what-a-waste-of-money-boeing-pulls-out-of-darpas-xs-1-reusable-rocket-plane-programme-forcing-its-cancellation/
https://http://www.seradata.com/what-a-waste-of-money-boeing-pulls-out-of-darpas-xs-1-reusable-rocket-plane-programme-forcing-its-cancellation/
https://http://www.seradata.com/what-a-waste-of-money-boeing-pulls-out-of-darpas-xs-1-reusable-rocket-plane-programme-forcing-its-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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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full text: 
https://en.wikipedia.org/wiki/Boeing_X-37]

또한 XS-1 2, 3단계에 참여했던 Boeing의 Phantom Works
부는 미공군이 최근에 발사에 성공한 X-37B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부서로 중복 개발에서 먼저 성공한 X-37B로 예산이 편성
되었기에 중단된 게 아닌가 사료된다.

보잉의 X-37은 OTV(Orbital test vehicle)로 불리는 지구 
대기권에서 운용하는 재사용 가능한 무인 우주선이다.[Figure 
2] X-37은 1999년 NASA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
에 미국 국방성으로 프로젝트가 이전되었다. X-37은 2006년
에 처음으로 공중낙하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2010년 4월에 처
음으로 Atlas V 로켓에 실려 궤도 비행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
해 10월 지구로 귀환하였다.

2019년 9월에 X-37은 SpaceX의 Falcon 9에 탑재되어 발사
되었으며 779일 17시간 51분이라는 장기간 우주 궤도 임무 
시간을 기록하였다. 2020년 5월에 6번째 임무 수행을 위해 
Atlas V501 로켓으로 발사되었으며, 기존에는 미공군이 주관
이었지만 6번째 임무에서부터는 미우주군(US Space Force)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X-37은 길이 8.92m, 날개폭 4.55mm, 높이 2.9m, 이륙 중량 
4,990kg이다. GaAs 태양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
며, LEO(Low Earth Orbit)에서 궤도 비행 속도는 28044km/h
이다. X-37의 임무는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지만 공개된 임무
는 태양광 에너지를 라디오 주파수의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로 
변환 시켜 지구로 전송하는 시험, 미국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만든 위성 FalconSAT-8(136kg)의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
는 시험, MEP(Magetogradient Electrosatic Plasma 

Thruster) 전자기 플라즈마 추진체 시스템 테스트, 초경량 안
테나 테스트, 카본 나노튜브 실험, 고도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저장 시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View full text: 
http://asiatimes.com/2019/03/china-to-fly-solar-drone

-to-near-space/]

중국의 CASIC(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은 근우주(near Space)에서 태양광발전 드론인 
Feiyun(flying clouds)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Figure 
3].
Feiyun은 장거리 비상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드론으

로 2019년에 1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하였으며, 2020년 드
론 네트워크를 시작하였다.

초경량 소재를 사용한 Feiyun 드론은 태양광 전지와 전기 모
터를 사용하여 비행하며 1톤 미만의 하중을 가지며 날개 길이
는 Boeing 777 여객기의 날개 길이와 비슷하다. 10000 개 이상
의 태양광 전지와 Lithium-sulfur 충전용 배터리가 있기에 밤 
동안에도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고도는 20 km에서 100 km이
며 성층권에서 위성 궤도 아래인 지구 열권의 하류층까지 비행
이 가능하다. Feiyun은 지상 관측, 정찰, 통신이 가능하며, 여러 
대의 드론이 통신 중계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간의 무선 인터
넷 서비스도 가능하다

https://en.wikipedia.org/wiki/Boeing_X-37
http://asiatimes.com/2019/03/china-to-fly-solar-drone-to-near-space/
http://asiatimes.com/2019/03/china-to-fly-solar-drone-to-nea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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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full text: 
http://www.airforce-technology.com/projects/zephyr/]

성층권 무인기는 중국이 처음이 아니라 성층권 비행과 관련하
여 영국 QinetiQ가 영국 국방부의 투자로 개발한 Zephyr가 최
초이다.[Figure 4] Zephyr 7은 2010년 7월에 태양광 전지와 
리튬-황 배터리를 사용하여 고도 21,561m에서 336시간 22분 
8초 (약 14일)을 비행했다. 날개폭은 22.5 m에 탄소 섬유 복합
재를 사용하였고 무게는 53kg이다.

2013년에 Zephyr 시스템은 Airbus 우주방위 사업부에 인수
되었고 HAPS(고고도유사위성, High Altitude 
Pseudo-Satellite)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여름
에 Zephyr S(또는 Zephyr 8)는 25일 23시간 57분의 비행기록
을 새웠으며 Ampius 리튬-이온 배터리와 MicroLink Device
의 1500 W/kg, 350 W/m2급 고성능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
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아프리카와 같은 인터넷 오지 지역
이나 통신망이 마비된 재난지역에서의 신속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성층권 드론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다. 성층권 
드론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고도유사위성(HAPS) 또는 대
기권 위성(atmospheric satellite)로 불리며, 성층권과 중간 열
권에서 장기 비행이 가능하고 위성이 하는 관측, 데이터 송수신
이 가능하지만 위성보다는 값싼 장점이 있다.

[View full text: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8271148

15171494]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0년부터 기상 관측과 
통신 중계 등의 목표로 고고도 장기체공 전기동력 무인기 EAV
를 개발하고 있다.[Figure 4] 2016년 EAV-3는 18.5 km 성층
권 상공을 90분 비행하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성층권 비행에 성공하였다.

[View full text: 
http://defense-update.com/20180912_space-drone.html]

EAV-3는 날개 길이 20 m, 동체 길이 9 m 무게 50 kg이다. 
2020년에서는 12~18 km 고도에서 53시간을 비행하여 비행시
간 기록을 갱신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12 km 이상 고도에서 
수개월간 비행하면서 통신, 미세먼지 및 기상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항공 관련 기업인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는 영국의 Effective Space 기업과 함께 소형인공
위성인 Space Drone 개발을 시작하였다.[Figure 5] Space 
Drone은 소형 무인 우주선으로 연료가 떨어져가는 위성이나 
고장 난 위성을 수리하여 운용중인 위성의 수명을 연장시키거
나 위성의 궤도 변경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우주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다.

Space Drone은 무게 400kg으로 제논(Xenon) 이온 추진을 
사용하며, 거미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추력 팔을 가지고 

http://www.airforce-technology.com/projects/zephyr/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827114815171494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827114815171494
http://defense-update.com/20180912_space-dro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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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2017년에 국제 위성 수용
자들과 계약을 통해 2020년 러시아의 Khrunichev Proton 발사
체를 통해 2대의 Space Drone이 발사될 예정이며, 각 드론의 
임무수명은 약 15년 정도이다.

2020년 현재 일본기업인 Astroscale Holdings Inc의 미국 자
회사인 Astroscale U.S. Inc가 IAI이 Space Drone 프로그램을 
인수하게 되면서 발사 일정은 미루어진 상태이다.
참고로 Astroscale U.S.는 주로 지구저궤도 위성의 감시, 관

측 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Effective Space는 지구 정지궤
도(GEO, Goestationary earth orbit)의 통신 위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Astroscale과 Effective Space는 각자 또는 협력적 
방법을 통해 LEO, GEO에서 운용중인 위성의 수명을 연장시키
고 우주쓰레기 제거를 위해 Space Drone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

[View full text: 
http://en.wikipedia.org/wiki/Near-Earth_Asteroid_Scout]

미국은 달에 유인 2024년까지 달에 최초의 여성 우주인과 남
성 우주인을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
다.[Figure 6].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은 총 3개의 미
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르테미스 1은 큐브샛을 포함한 무
인 달 궤도선을 2021년 11월에 발사 예정이며, 아르테미스 2는 
2023년 유인 우주선 달 궤도 비행과 달 게이트웨이(소형 우주
정거장) 구축, 아르테미스 3은 2024년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
륙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아르테미스 1 미션에는 총 13개의 CubeSat(달 탐사 
드론)이 탑재될 예정이다. CubeSat은 부피 10X10X10cm를 
1U라 하며, 중량은 1U당 1.33 kg 정도 표준 규격을 가지는 
나로 등급의 위성이다. 각 CubeSat은 달의 얼음층 탐사나 새로
운 추진 기관 테스트, 통신 장비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
이다. 이 중에서 일본 JAXA에서 개발한 Near-Earth Asteroid 
Scout CubeSat은 태양풍 항해를 통한 지구 주변의 소행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View full text:
 http://www.jpl.nasa.gov/news/news.php?feature=7505]

2019년 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Shape shifter라는 미니 드
론을 선보였다.[Figure 7] 이 로봇은 쿼드롭터형으로 서로 결
합하여 구를 수 있고 비행, 수영까지 가능하다. Shape shifter는 
cobot들의 결합과 해체가 가능하며 합체를 하게 되면 둥근 모양
으로 굴러다닐 수 있으며 해체하게 되면 각 cobot들은 비행이나 
수영이 가능하다.

현재 Shape shifter의 초기 모델은 두 개의 드론이 합체 및 
분리되어 비행 및 지상에서의 이동 등의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다. Shape shifter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탐사를 위해 개발
된 드론이며, 유럽우주국의 Huygens Probe이 보낸 데이터로 
타이탄은 에탄/메탄으로 된 호수와 암석 등으로 초기 지구 환경
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기에 호수, 동굴, 산악 지형 등의 다용도 

http://en.wikipedia.org/wiki/Near-Earth_Asteroid_Scout
http://www.jpl.nasa.gov/news/news.php?feature=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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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드론이 필요하다. 타이탄은 지구에 비해 대기밀도가 높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Huygens와 같은 착륙선을 cobot 10기를 
사용하여 비행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다.

2020년 NIAC(NASA Innovative Advanced Concepts) 
Phase II에 신청한 상태이지만 이미 타이탄 탐사에는 
Dragonfly가 선정된 상태이기에 Shape shifter의 타이탄 탐사
는 더 오래 걸리거나 다른 행성이나 위성 탐사에 사용될 가능성
이 높다.

2020년 NIAC(NASA Innovative Advanced Concepts) 
Phase II에 신청한 상태이지만 이미 타이탄 탐사에는 
Dragonfly가 선정된 상태이기에 Shape shifter의 타이탄 탐사
는 더 오래 걸리거나 다른 행성이나 위성 탐사에 사용될 가능성
이 높다.

[View full text: 
https://www.nasa.gov/press-release/nasas-dragonfly-w

ill-fly-around-titan-looking-for-origins-signs-of-lif
e]

NASA는 타이탄 탐사를 위해 Dragonfly 프로젝트를 2017년
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에 발사하여 2034년에 타이탄에 
착륙시킬 예정이다.[Figure 9]
Dragonfly는 1m 지름의 이중 로터를 가진 쿼드롭터이다.
비행 속도는 10~36 km/s이며 상승고도는 4 km이다. 타이탄

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4배, 대기압은 1.45배, 중력은 지구의 
14%정도이기에 지구에서의 1/40 비행 동력이 있으면 된다.

Dragonfly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야간에는 MMRTG
를 사용하여 충전하게 된다. MMRTG(Multi-Mission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는 방사선 동위원소
의 자연감쇠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
다. Drogonfly의 중량은 450 kg이며 지구시간으로 8일 정도 
임무수행을 할 예정이다.

[View full text:
http://www.nasa.gov/feature/jpl/6-things-to-know-abo

ut-nasas-ingenuity-mars-helicopter/]

NASA는 2020년 7월 30일 화상 탐사 로버 Perseverance와 
탐사 드론인 Ingenuity(Mar's helicopter)를 발사했다. 
Ingenuity의 하중은 1.8 kg이며 두 개의 로터를 가지고 있으며 
2400rpm으로 회전한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었으며, 대기 밀도
는 지구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을 위해서는 지구에서보
다 가볍고 더 빠른 속도로 로터가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날개를 가진 드론보다는 헬리콥터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https://www.nasa.gov/press-release/nasas-dragonfly-will-fly-around-titan-looking-for-origins-signs-of-life
https://www.nasa.gov/press-release/nasas-dragonfly-will-fly-around-titan-looking-for-origins-signs-of-life
https://www.nasa.gov/press-release/nasas-dragonfly-will-fly-around-titan-looking-for-origins-signs-of-life
http://www.nasa.gov/feature/jpl/6-things-to-know-about-nasas-ingenuity-mars-helicopter/
http://www.nasa.gov/feature/jpl/6-things-to-know-about-nasas-ingenuity-mars-helic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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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통신을 통한 조종은 시간 지연이 많기 때문에 미리 
설정된 이동 지점으로의 자율주행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Ingenuity는 화성에서의 비행 가능 시험이 주목적이며 추가적

인 탐사 장비는 탑재되어있지 않다. Ingenuity의 주요임무는 
화상 착륙 후에 Perseverance 로버에서 정상 이륙하여 자율 
비행을 하며 밤 동안에는 기체를 자율적으로 보온하고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자율 충전 등의 임무를 약 한 달간 수행한 예정이
다. Ingenuity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보다 큰 드
론을 보내어 고해상도의 화성 지표 촬영이나 로버나 인간 탐사
의 주변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은 과거 우주 개발에 들어
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적용 기술 분야는 보다 확대되
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의 조합을 통해 
우주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위험성이 크게 줄었으며, 또한 
기존에 위성을 통한 촬영에 비해 보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탐사 로버들은 지상을 이동하기에 느리고 거리가 제한되지만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탐사가 가능해졌다. 심
우주 연구나 지구 궤도 비행에서도 대형 위성들을 대체해서 
성층권 드론이나 CubeSat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주개발에서도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
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기술이 요구되었고 이를 충족
하고 있는 게 드론이 아닌가 사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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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로봇의 최신 연구동향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로봇응용연구부)

재난 대응 로봇은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인적/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등의 상황에서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고 대응이 가능한 
로봇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근래에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로는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들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동반하므로 초기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아시모 등을 보유한 로봇 강국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 초기 대처에 로봇을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로봇을 활용한 사고 대응은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군사용 로봇들이 투입되어 사고 현장 
모니터링에 활용되었다.

당시 로봇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 개발해온 재난 로봇이 
실험실을 떠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계기로 실제 활용 가능한 재난 대응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 대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2015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DARPA Robotics Challenge)>를 개최하였다. 대회에 
참가하는 로봇들은 가상 원전 사고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차량 운전, 문 열기, 냉각수 밸브 잠그기, 벽 뚫기 등 8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세계 각국의 24개 참가팀이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휴보는 44분 28초 만에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 8점 만점을 받아 1등을 차지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 로봇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재난 로봇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원전 사고, 화학 가스 누출 
사고 등의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로봇을 투입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기대와 달리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 
가능한 로봇의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로봇 제조업체 샤크로보틱스 (Sharks Robotics)가 
개발한 콜로서스(Colossus)는 폭 76cm, 길이 160cm, 무게 
500kg의 소방로봇이다. 콜로서스는 탱크처럼 무한궤도를 
장착하여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날 수 있으며 계단도 오를 수 
있다. 또한 분당 약 2,500ℓ의 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동식 물 
대포를 장착하고 있다. 약 250m 거리까지 방화수를 뿜어낼 수 
있으며, 방수 및 방화 기능도 갖추었다. 최대 300m의 거리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360도의 광학 줌 카메라를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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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프랑스에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콜로서스가 투입되어 화재 진압에 큰 공헌을 하였다. 
목조건물의 노트르담 성당 지붕은 당시 붕괴 위험이 있어 
소방관이 내부에서 화재 진압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방대가 철수한 성당 내부로 진입한 콜로서스는 
유리로 채워진 본당 내부의 온도를 낮춰 성공작을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센타우로(Centauro) 로봇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받아 이탈리아 기술연구소 (IIT: Ital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진행되었다. 상체는 사람, 
하체는 네다리를 가진 반인반마 형상을 채택한 센터 우로는 
위험한 재난 환경에서 사람을 보조하여 중요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센타우로는 키 1.5m, 몸무게 93kg이며 네 다리에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로봇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경량 
소재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피부를 갖추고 있다. 배터리로 
구동되며, 약 2.5시간 운용할 수 있다. 가반하중 11kg의 팔을 
탑재하고 있으며 밸브 열기, 문 열기, 드릴 같은 도구 활용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이동성과 매니퓰레이션을 증대하고, 완전 자율, 
원격제어 등 능력을 갖춘 로봇을 개발하여 실제로 재난 현장에 
투입하거나 연구용 로봇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Boston Dynamics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의 
지원으로 휴머노이드형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존의 군사용 인간형 로봇 펫맨(PETMAN)을 기반으로 
사람에 가까운 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아틀라스(Atlas) 로봇은 
2015년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이후 공개되었다.

아틀라스 로봇은 전동모터를 구동계에 사용하는 다른 
로봇과는 달리 유압식 구동계를 사용한다. 28개의 유압식 
구동계를 사용하며 키는 1.5m, 무게는 80kg, 약 11kg의 짐을 
들을 수 있다. 무게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금속 3D 프린팅을 
이용해 제작되었으며,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자이로, IMU 
센서 등의 탑재로 환경을 인지하고 물체를 조작하며 거친 
지형을 이동할 수 있다. 
아틀라스 로봇은 사람들도 유지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균형 

조절 능력을 보여준다. 2017년에는 공중제비를 하는 영상, 
2018년에는 비정형 야외 풀밭에서 달리기와 장애물을 넘는 
영상, 최근에는 파쿠르를 하는 영상을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초기에는 군사용을 염두에 두고 수색, 구조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향후에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에 필적하거나 뛰어넘을 정도의 
이동성, 인지능력을 갖춘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난 상황에서 
작업자의 피폭 위험 없이 재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에서는 아시모에 적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E2-DR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개발했다. E2-D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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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8cm, 몸무게 85kg의 로봇으로 1,000Wh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해 90분간 작동 가능하다. 2개의 
회전식 레이저 거리 측정기, SR 4000 TOF(Time of Flight)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3D 센서 등을 갖추고 있다. 이동 속도는 
2족 보행 시 시속 4km, 4족 보행 시 시속 2.3km이다.
E2-DR은 전작인 아시모에 비해 더 강하고 튼튼하면서도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다. 180도 회전이 가능한 몸통으로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뒤로 돌아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몸 
두께가 25cm에 불과해 30cm 폭의 벽도 통과할 수 있다. 계단 
및 사다리 오르기는 물론 좁은 틈새 통과하기, 둥근 파이프 위나 
쓰레기 더미 통과하기, 네발로 기어가기 등 다양한 능력을 
선보인다.

혼다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게 방수 및 방진 기능을 갖추었으며,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상 40도의 온도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MIT에서는 인간의 반사 신경처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재난 로봇 헤르메스(Hermes)를 개발했다 [7]. 
외골격 형태 마스터를 착용하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방식의 
헤르메스는 성인 여성의 90% 수준의 키에 45kg의 무게이다. 
팔과 다리는 각 6자 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과 같은 
수준의 동작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헤르메스는 복잡한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재는 사람이 직접 원격 조종을 한다. 로봇에 
가해지는 충격은 조작자에게 전달되어 현장 상황을 감지하면서 
작업 가능하다.
헤르메스는 사람처럼 순간적인 가속도를 활용하여 벽을 

강하게 치고, 도끼로 목재 벽을 파괴하거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다. 로봇을 장시간 사용하게 될 경우 조작자는 
쉽게 피로해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자력 비상상황에서 무인 대응을 하기 위한 로봇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스트롱(ARMstrong: Accident Response 
Manipulator) 로봇은 2018년부터 개발 중이며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압 시스템을 적용한 암스트롱 로봇은 한 손에 100 kg의 
물체를 들을 수 있으며, 양 팔을 동시에 사용하여 총 200 kg의 
중량물도 핸들링 가능하다. 각 팔은 8자 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팔 구조를 모방하여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동주는 
무한궤도를 채택하여 다양한 지면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바닥부터 2.2 m에 이르는 영역까지 몸을 굽혔다 펼 수 있어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도 가능하다. 최대 이동속도는 6 
km/h이며 500m 내에서 원격제어 가능하다.
암스트롱은 높은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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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봇 강국인 미국, 일본을 필두로 많은 국가에서 많은 
재난 대응 로봇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재난 
현장에 적극적으로 쓰인 사례는 적지만, 가상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재난 로봇이 현실 세계에 
발을 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로봇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로봇 지휘 체계의 정립, 로봇 활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정 정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촉발된 재난 대응 로봇은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프랑스의 콜로서스 사례처럼 향후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처럼 
인명을 구조하고 원전 사고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인류를 
보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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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흡수 성능 개선을 위한 나노흡수제 활용 동향 
이재원 (고려대학교 차세대기계설계연구소)

현대 문명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으나, 환경 악화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CO2가 배출되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
로 밝혀지며 이를 위해 CO2 배출 저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는 방식으로는 Fig 1과 
같이 흡수, 흡착, 멤브레인, 초저온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용
량 시스템에서는 주로 흡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흡수법은 액체로 이루어진 흡수제를 이용해서 CO2 가스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흡수제의 타입에 따라서 화학적 반응이나 
흡수제 자체의 CO2 용해도를 이용한다. 하지만, 주요 대상이 
대용량 설비이기 때문에 막대한 흡수제의 양, 흡수제 온도 유지
(냉각/가열) 등의 운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흡수기 개발, 새로운 포집법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흡수제의 성능 개선을 위
한 나노 흡수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액체에다가 고체인 나노 입자를 첨가한 혼합 유체가 1995년 

Choi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나노유체라 불린다. 액체에 분산된 
미소 입자는 불규칙한 움직임인 브라운 운동이 발생하여 열전
달이 향상된다. 기존에 대부분의 나노유체 연구는 열전달 성능 
개선으로 냉각수, 냉각 시스템, 윤활 등의 다양한 열전달 분야
에 적용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 물질 전달 분야까지 확장되
었으며 목적이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나노 흡수제로 부르는 연구자들이 많아졌다.

액체가 냉각수, 냉매 이런 열전달을 위한 유체에서 CO2 포집
을 위한 흡수제로 바뀌어 졌을 뿐 과거 연구되어 오면 나노유체
의 제조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CO2 포집을 위한 나노 
흡수제 연구가 가속되었다. 본론에서는 CO2 포집에 있어서 나
노 흡수제의 역할, 효과를 잘 나타낸 관련 연구 3편을 소개한다.

1. 나노 흡수제를 이용한 통합 CO2 흡수/재생 성능평가
해당 연구는 메탄올을 흡수제로 이용하는 공정을 타깃으로 

흡수제에 Al2O3, SiO2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을 추천한 이유는 기존의 나노 흡수제 연구는 Fig2(a)와 
같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용기 안에 흡수제를 
채우고 CO2 가스를 분사하여 CO2 포집 연구를 수행했으며 나
노 입자 첨가 유무에 따라서 흡수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실제 흡수기는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에 적용되

기 때문에 흡수제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름이 
발생한다(Fig2(b)). 또한 실제 흡수법을 이용하는 CO2 처리 
공정의 경우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흡수제를 한번 사용하고 폐
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사용한다.

나노 흡수제의 실증화 적용을 위해서는 흡수만 아니라 재생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실제 
흡수기 형상과 CO2 포집 사이클을 연구실 규모로 설치하여 
CO2의 흡수/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했다. 나노 흡수제에서 흡수, 재생 모두 향상이 되
고, 지속적으로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그 성능이 유지됨이 확인
되었으며 실제 사이클에 나노 흡수제를 적용하였을 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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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다.
 

나노 흡수제에서 흡수 향상 원리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해
당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와 기존 다양한 문헌들의 연구 결과들
과의 분석을 통해 나노 흡수제에 대한 CO2 흡수 개선 원리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Fig3의 (a)에 해당하는 기포 파괴 효과이다. 흡수제
에 분산된 나노 입자는 흡수제 하단부에서 공급되어 솟아오르
는 CO2 기포와 충돌한다. 고체인 나노입자와 기체인 CO2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기포의 모양이 변하거나 심할 경우 기포
가 더 작은 기포들로 분리된다.

따라서 CO2 기포의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흡수 면적의 
증가로 흡수율이 증가하게 된다.
Kim et al. (Fig4) 은 가시화 평가를 통해서 나노 흡수제에서 

기포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 주요 모델은 입자에 의한 CO2 가스 수송 효과다
(Fig3(b)). CO2 가스가 흡수제에 흡수되면 농도 차가 발생하

여 확산 흐름이 생성된다. 이때 CO2 가스 중 일부는 고체인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아직 저농도인 흡수제 영역으로 이동시
킨 후 농도 차로 인해 흡수제로 배출된다.

나노입자는 동일한 체적이라도 입자가 미세하게 나누어져 있
기 때문에 매우 넓은 표면적으로 가지게 되고, 비록 저농도의 
나노입자를 점가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L 흡수제에 
0.01 vol% 나노입자를 첨가해보면 입자 총 표면적이 60m2이
나 된다(입자 직경 = 10nm 기준).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입자 주위에 액체로 채워진 경우 흡착 가능성이 낮아 이 모델에 
대한 효용성을 낮게 보기도 한다.

마지막 주요 모델은 Fig3(c)에 해당하는 계면에서의 확산 효
과다. 기포 파괴 효과와 유사하게 CO2 기포와 나노 입자 간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 나노입자의 브라운 운동으로 인해 CO2 
가스와 흡수제 접촉면(계면)에서 혼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Fig3(c) 아래에 위치한 실험 결과는 흡수 계면을 가시화 분석한 
것으로 용기 하단에 흡수제(빨간색)을 채우고 상단에는 CO2가
스(검정색)를 분사하여 흡수를 가시화한 것이다. CO2 가스가 
흡수제에 용해되는 순간 발생되는 흡수제의 물성치 변화로 인
해 발생되는 굴절률 변화를 이용하여 흡수제 내로 CO2가 확산
되는 것을 시각화한 것으로, 나노입자가 없는 흡수제
(Methanol)에서는 계면에서부터 균일한 확산(흰색선)이 이루
어지는 반면, 나노 흡수제에서는 불규칙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결과적으로 계면에서의 혼합 효과가 나노 
흡수제에 의한 흡수 성능 향상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
였다.

나노 흡수제는 CO2의 흡수에서만 아니라 재생에서도 큰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흡수 보다 재생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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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효과를 보였는데 이 이유로 재생 과정은 가열을 통해서 이루
어지다 보니 기존 열전달 성능 개선을 위해 활용되었던 나노유
체에서의 열전달 향상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용해도를 이용한 흡수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열을 통해 흡수
제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재생을 했다.

탄산음료로 이해하면 쉽다. 냉장고에 넣으면 탄산이 유지되지
만 상온이나 끓이게 되면 탄산이 빠져 톡 쏘는 느낌이 사라진다. 
이 법칙을 헨리의 용해도 법칙이라고 하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스의 용해도가 낮아진다.

첫 번째 주요 모델로는 나노입자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다
(Fig5 (a)). 분산되어 있는 고체 나노입자가 지속적인 움직임
과 충돌로 인해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가 
용해되어 있는 CO2에 공급되어 쉽게 흡수제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촉진시켜 재생 성능이 향상된다.

두 번째 모델은 열전달 향상 효과다(Fig6(b)). 서론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나노입자에 의한 흡수 연구 이전에 열전달 연구가 
오랫동안 수행되어 왔으며, 이미 실험적으로 많이 검증되어 있
다. 열전달 성능이 개선되면 동일한 가열시간 동안 더 빠른 온도 
상승이 가능하여 흡수제에서의 빠른 CO2 용해도 감소가 가능
해져 재생이 촉진된다.

마지막으로는 Fig6 (c)에서 볼 수 있는 표면 효과다. CO2 재
생 과정은 용액 온도가 포화 점 이상으로 상승하면 용액의 상 
변화로 인해 기포가 발생하는 비등 과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나노 입자가 용액에 분산되면 대류, 중력 등의 이유로 
표면에 침전, 부착이 발생한다. CO2의 재생은 가열 표면에서 
발생하는데, 나노 입자가 가열 표면에 부착되면서 표면 특성을 

바꾼다. 표면의 거칠기, 열전달 표면적, 젖음성 등의 영향을 끼
치게 되며, CO2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
킨다. Fig 6은 가열 표면에서 나노 입자가 부착되어 바뀐 표면 
형상을 광학기기를 사용하며 측정한 것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
라서 표면이 매우 거칠어진 것이 확인 된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나노 입자를 첨가한 나노흡수제가 
흡수/재생 모두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흡수, 재생 각각의 향상 모델을 정립시켜 주었다.

2. 자성나노흡수제를 이용한 CO2 흡수개선
해당 연구는 자기장 영향을 받는 자성 입자인 Fe3O4를 첨가

한 나노 흡수제를 연구하였다. 앞에 먼저 리뷰한 논문에서 명시
하였듯이 나노 흡수제에서 물질 전달이 향상되는 주요 원리는 
분산된 나노입자의 거동이다. 이 연구의 경우 이러한 입자의 
거동을 자기장을 통해 강제로 입자의 거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Fe3O4를 사용한 이유도 자기장의 영향력을 받
을 수 있는 자성 성분이기 때문이다.

Fig7과 같이 자성 입자인 Fe3O4를 첨가한 나노 흡수제를 채
운 흡수기의 외부에 자기장 발생 장치(Solenoid for production 
of AC and DC magnetic field)를 설치해 자기장을 생성시켰다. 
추가적으로 AC(교류), DC(직류)와 같은 전기의 타입, 자기장 
세기(해당 논문에서는 350G, 700G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
는 단위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자기장이 세짐)에 따른 다양한 
자기장 조건에서 자성 나노 흡수제에서의 CO2 흡수 성능을 확
인하였다.
Fig8은 다양한 자기장 조건에서 자성 나노 흡수제에서의 CO2 

흡수 성능 향상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적 결과를 통해서도 흡수
기에 자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나노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에 영
향을 끼치며,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특히 AC와 같이 주파수가 계속 빠르게 변하면 DC에서 보다 
CO2-흡수제 접촉 계면에서 나노 입자의 효과가 더 증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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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저자는 판단했다.

결국 자기장같이 인위적으로 분산된 입자의 거동을 개선했을 
때 나노 흡수제의 효과가 상승함을 보여주었으며, 자기장이 아
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흡수기 형상, 흡수제의 난류화 등) 나노 
흡수제의 물질 전달 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대용량 CO2 포집 시스템의 흡수기에 자기장을 인가하는 
방식, 자기장 발생 시 소모되는 전력량 대비 흡수 향상 정도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등이 추가적으로 평가되어야 자기장 기반 
나노 흡수제 활용도를 판단할 수 있다.

3. 멤브레인 흡수기에서의 나노흡수제 효과 
해당 연구는 HFMC(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란 

흡수기에 나노 흡수제를 적용하였을 때 CO2 흡수 향상을 평가
했다. 이 흡수기의 경우 Fig9의 왼쪽같이 내부가 비어 있는 원
통으로 내측에는 흡수제가 지나고 외측으로 처리해야 할 가스
(본 연구에서는 N2+CO2 혼합 가스이며 CO2 만 포집하는게 
목적임)가 흐르는 구조다. 이 원통은 가스가 지날 수 있는 기공
이 있어 이 기공을 통해 가스가 통과되는 원리이며, 일반적으로 
정수기에 들어가는 여과기를 생각하면 쉽다. 결국 속이 빈 가는 
튜브가 여러 개의 다발로 이루어져 하나의 흡수기(Fig9의 우측 
하단)를 형성한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흡수기 사양은 튜브 외
경이 0.3mm 이며 총 3,600개의 튜브로 이루어져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두 논문처럼 가스와 흡수제가 
동일 공간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흐르며 CO2를 흡수하려는 성질을 가진 흡수제에 의
해 튜브(멤브레인) 벽에서 CO2 가스만 통과하게 된다. 이 방식
의 장점으로는 CO2가 기포 형태로 흡수제에 접촉하여 흡수되
는 것은 기포와 흡수제의 접촉면, 즉 기포를 둥근 공으로 보았을 
때 공의 최외각 껍질에서만 흡수 과정이 생긴다. 공의 최외각이 
흡수되어 점점 공이 잡아지게 되는데, 멤브레인 흡수기에서는 
흡수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의 최외각 껍질처럼 기포와 흡수
제가 멤브레인막(튜브 벽)에서 접촉되어 있다. 또한 애초에 액
체인 흡수제와 가스인 CO2가 서로 다른 경로에서 흐르기 때문
에 접촉 저항, 차압 등의 문제도 적게 발생한다.

해당 논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Fig3 (b)에서 보였던 나노입자
에 의한 수송 효과를 본 흡수기 타입에서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멤브레인막으로 기준으로 흡수제로부터 독립된 공간에 
있는 CO2 가스를 흡수제에 의해서 멤브레인막의 기공을 지나
게만 하면 CO2가 포집되는 구조로 나노 입자에 의한 흡착 수송
에 의해 기공에서 CO2가 더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Fig10은 나노입자의 종류(CNT, SiO2), 첨가 농도, 흡수제 
종류에 따라서 CO2 흡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나노입자가 
첨가될수록 CO2 흡수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나
노입자에서의 흡착 작용으로 인해 수송 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나노입자의 효과는 CNT를 
첨가했을 때 SiO2 보다 큰 것이 확인되었는데, CNT의 성분 
특성과 구형의 SiO2보다 원통형 입자인 CNT(Carbon Nano 
Tube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튜브 형태임)가 멤브레인 흡수
기 내에서 나노흡수제의 미세한 대류 현상 발생에 유리한 구조
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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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나노 흡수제는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흡수기(Fig2)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독특한 형태인 멤브
레인 흡수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멤브레인 흡수기도 단점은 있다. 운전 조건에 따라 
가스 측에 수분이나 가스 응축 등의 현상으로 인해 멤브레인 
막(기공)을 막아버리면 가스가 통과되지 않아 흡수 성능이 급
격히 나빠지게 되어 사용 조건이 제한된다.

나노 흡수제는 기존의 흡수제에 추가적으로 나노입자를 분산
시키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쉽게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직 많은 연구자들이 나노입
자의 종류, 크기, 모양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점점 실증화를 위한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자
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CO2는 현재 환경적으로도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 있으

며, 최근 코로나,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인해 실내 공기질 개선
과도 연관되면서 실내 CO2 저감 연구도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나노 흡수제를 이용한 CO2 포집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CO2 포집을 위한 나노 흡수제에 초점을 맞
추었지만, 나노 흡수제는 CO2 뿐만이 아니라 VOCs(휘발성유
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흡수법으로 포집이 필요한 가스처리 
시설에서도 적용 가능하여 매우 높은 확장성을 지녔다. 이미 
열전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나노유체가 물질전달로 
확장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나노 흡수제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Reference 
[1] D'Alessandro, D. M., Smit, B., & Long, J. R. (2010). 

Carbon dioxide capture: prospects for new materials.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49(35), 
6058-6082.
[2] Choi, S. U., & Eastman, J. A. (1995). Enhancing 

thermal conductivity of fluids with nanoparticles (No. 
ANL/MSD/CP-84938; CONF-951135-29). Argonne 
National Lab., IL (United States).
[3] Lee, J. W., Pineda, I. T., Lee, J. H., & Kang, Y. T. 

(2016). Combined CO2 absorption/regeneration 
performance enhancement by using nanoabsorbents. Applied 
energy, 178, 164-176.
[4] Kim, W. G., Kang, H. U., Jung, K. M., & Kim, S. H. 

(2008). Synthesis of silica nanofluid and application to CO2 
absorption. Sepa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3(11-12), 3036-3055.
[5] Lee, J. H., Lee, J. W., & Kang, Y. T. (2016). CO2 

regeneration performance enhancement by nanoabsorbents 
for energy conversion application. Applied Thermal 
Engineering, 103, 980-988.
[6] Karimi Darvanjooghi, M. H., Pahlevaninezhad, M., 

Abdollahi, A., & Davoodi, S. M. (2017).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magnetic field on mass transfer parameters of CO2 
absorption using Fe3O4‐water nanofluid. AIChE Journal, 
63(6), 2176-2186.
[7] Saidi, M. (2020). CO2 absorption intensification using 

novel DEAB amine-based nanofluids of CNT and SiO2 in 
membrane contactor. Chemical Engineering and 
Processing-Process Intensification, 149, 107848.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88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Artemis)
김채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1969년 아폴로(Apollo)11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미국은 다시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아르테미스
(Artemis)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4년에 달의 남극 지역에 최초의 여
자 우주인과 또 다른 한 명의 우주인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NASA와 NASA와 계약된 미국 우주항공 관
련 기업들, 그리고 유럽 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 일본항공 우주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캐나다 우주국(CSA, Canadian Space 
Agency), 호주 우주국(ASA, Australian Space Agency)등 주
요 우주개발 강국들이 공동 개발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크게 우주인 탑재체인 오리온

(Orion), 달 궤도에 위치할 소형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
(Gateway), 그리고 상용 달 탑재체 서비스(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우주발사체 시스템(Space Launch 
System)으로 구분이 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 3단계로 타임라인이 구성되어 

있다. 아르테미스 1은 2021년 11월에 SLS(Space Launch 
System) Block 1을 사용하여 무인 오리온 우주선을 보낼 예정
이다.

우주에서 약 25.5일간 비행 예정이며, 달 궤도에서 6일간 달의 
자전 궤도에 역행 비행을 할 예정이다. 상단 발사체인 
ICPS(Interim Cryo Propulsion Stage)는 지구 궤도에서 
TLI(Trans-Lunar Injection)을 통해 ICPS는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오리온과 13대의 CubeSat들이 달 궤도를 향해 보내게 
된다. 이때 달까지 가는데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무인 오리온에는 마네킹 팬텀(imaging phantom)이라는 이미

지 스캐닝 인형이 탑승하여 한쪽은 달 궤도에서 태양풍이나 
우주선(cosmic ray)에 노출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AstroRad 
방사선복을 입혀 방사선에 대한 성능 시험이 수행된다 
AstroRad 방산선복은 독일 우주항공 센터(DLR, German 
Aerospace Center), 이스라엘 우주국(ISA, Israel Sapce 
Agency), 미국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공동 연구 
개발품이다.

아르테미스 1을 통해 달 궤도로 보내지는 CubeSat은 총 13대
이며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ArgoMoon, 이탈리아 우주국(ASI, Italian Space Agency)

에서 제작했으며, Orion의 ICPS 데이터 기록 임무 수행
2) BioSentinel, 효모를 사용하여 심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유기물 성장 등에 대한 시험 수행
3) CuSP(CubeSat for Solar Particles), Southwest Research 

Institute에서 제작했으며 태양풍과 자기장에서 동적 입자 운동
에 대한 연구와 우주 기사 상태를 추적하여 네트워크 실현 가능
성 연구 수행
4) EQUULEUS, 일본 JAXA와 동경대에서 개발했으며, 지구

와 달 공간에서 지구의 플라즈마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
5) Lunar Flashlight는 NASA와 UCLA가 공동개발 했으며, 

달 남극지점에서의 얼음 탐색 및 지도 작성 임무 수행
6) Lunar IceCube는 Morehead 주립대에서 제작했으며, 달 

저궤도를 돌면서 달표면 물의 흔적 탐사 임무 수행
7) LunaH-Map(Lunar Polar Hydrogen Mapper), Arizona 

주립대에서 제작했으며, 물의 성분인 수소 입자에 탐색 임무 
수행
8) NEA(Near-Earth Asteroid Scout) 는 NASA가 개발한 

태양 돛 위성으로 지구와 달 공간을 비행하면서 운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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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임무 수행
9) OMOTENASHI는 일본 JAXA가 제작했으며, 달 주변 방사

선 환경을 조사하는 임무 수행
10) SkyFire는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으며, 달 주변을 비행하

면서 달표면 분광 및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측정 임무 수행
11) Cislunar Explorers는 Cornell 대학에서 제작했으며, 물 

전기분해를 사용한 추진시스템과 행성간 광학 항해에 대한 검
증 실험 수행
12) CU-E3(Earth Escape Explorer) Colorado Boulder대학

에서 제작했으며, 태양 주회궤도(heliocentric orbit)에서의 장
거리 통신 검증 실험 수행
13)Team Miles는 Fluid and Reason, LLC에서 제작했으며, 

하이브리드 이온 추력기와 태양 주회궤도에서 장거리 통신 검
증 실험 수행 Cubesat들은 아래 사진의 상단 발사체 ICPS와 
오리온의 결합 어댑터에 장착이 되며, 오리온이 분리 될 때 같이 
분리가 된다.

아르테미스 2는 오리온 우주선에 유인 우주인이 탑승하여 
2023년 8월에 발사할 계획이다. 유인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건 1972년 아폴로(Apollo)17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 
아르테미스 2에서는 달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첫 모듈
이 상업용 발사체를 통해 발사될 예정이다. 오리온으로 4명의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며 최장 21일간 달 궤도를 비행할 예정이
다. 또한 아르테미스 1에서와 같이 CubeSat을 사용한 여러 미
션들이 수행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3는 2024년 10월 달의 남극에 우주인 2명을 착륙

시키는 미션이다. 4명의 우주인이 오리온을 타고 달 궤도에 가
게 되면 2명은 달 게이트웨이나 오리온 궤도복합체에 체류하며 
나머지 2명은 HLS(Human Landing System)을 통해 달에 6.5
일간 체류하게 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발사체는 크게 2종류로 분

류가 된다. NASA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시스템(SLS, 
space launch system)과 상용 발사체 시스템이다. SLS은 퇴역
한 스페이스 셔틀 발사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super heavy-lift 
expendable lanuch vehicle로 달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 발사체용이다.
SLS은 아래 그림과 같이 탑재하중과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된

다. SLS Block1은 아르테미스 1, 2, 3 프로그램용으로 사용되
며 지구 저궤도에 95톤을 올릴 수 있는 추력을 가지고 있다. 
1B가 추가된 모델은 상단이 추가되어 아르테미스 후속인 4부
터 7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SLS Block1에는 기존에 스페이스 
셔틀에 사용했던 부스터를 사용하지만 SLS Block2는 개선된 
부스터를 사용하며 지구저궤도에 130톤 탑재체를 올릴 수 있
다. Block 2는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목적으로 개발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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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을 보낼 SLS Block1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1단 
주엔진은 액체 로켓엔진에 2대의 로켓 부스터가 장착되어 있
다. 액체로켓엔진은 액체수소와 액체 산소를 사용하며 4개의 
RS-25로켓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RS-25엔진은 스페이스셔
틀에 사용되던 메인 엔진이다. 상단은 1대의 RL10B-2 엔진이 
사용된다. 공급계는 Delta IV에 사용되었던 DCSS(Delta 
Cryogenic Second State)로 1단과 같은 액체수소/산소가 사용
된다.

Gasteway 모듈과 이에 필요한 물류 이송은 상용 발사체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상용 물품 발사 미션은 28건
이 계획되어 있으며, Space X의 Falcon Heavy, Falcon 9, 
United Launch Alliance의 Vulcan, Rocket Lab의 Electron, 
Blue Origin(amazon.com)의 New Glenn, New Shepard가 사
용될 예정이다.

Gateway는 축구장 크기인 국제우주정거장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그림의 파란색 부분은 미국, 보라색은 국제 협력 
기구, 노란색은 아직 미정인 모듈이다. A는 태양전지를 사용하
여 동력과 전력을 생산하고 통신 및 제어를 위한 모듈이다. B는 
과학연구 모듈로 예비 추진제 보관이나 달 통신을 위한 모듈이
다. C는 주거 공간을 위한 가압 모듈이다. D, E는 주거 공간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치들이 설치된 모듈이다. F는 로봇 팔이
다. G는 탐사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류를 보관하는 모듈이
다. H는 도킹이나 우주로 나가기 위한 에어락(airlok)모듈이다. 
오리온은 H부분에 도킹하게 된다. I는 로봇 무인기로 달표면에
서 채취한 샘플이나 탑재물을 게이트웨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인간 달착륙을 위한 착륙시스템은 현재 3개의 회사가 경합 
중이다. Blue Origin의 ILV(Intergrated Lander Vehicle), 
SpaceX의 Starship HLS, Dynetics의 DHLS(Dynetics Human 
Landing System)이다. Blue Origin의 ILV는 3단으로 되어 있
는 착륙선이다. BE-7 극저온 엔진을 사용하여 하강할 예정이
며, Lockheed에서 이륙관련 부분을 맡을 예정이며, Northrop 
Grumman에서 이송 및 재충전 관련 부분을 맡을 예정이다. 
Draper Laboratory는 비행제어, 항법, 통신, 소프트웨어 시스
템 등을 맡을 예정이다. ILV는 세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리
온이나 게이트웨이와 도킹이 가능하고 SLS나 상용발사체 모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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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etics는 25개 이상의 방산관련 하도급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제안한 달 착륙 시스템이다. DHLS는 단일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종석은 하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비행
사의 동선을 짧게 하였다. 오리온과 게이트웨이의 도킹이 가능
하며 도킹하면서 연료탱크 상부 공간을 통해 급유가 가능하다.

SpaceX의 Starship은 달, 화성 및 다른 목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며 이미 지상 및 지구 궤도에서 검증된 Falcon과 Dragon
의 Raptor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Starship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구 저궤도의 연료보급용 Starship에서 연료 
보급을 받고 달 궤도로 보내거나 Super Heavy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여 지구에서 오리온, 게이트웨이, 달로 바로 보내는 방법
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우주복은 
xEMU(Exploration Extravehicle Mobility Unit)과 
OCSS(Orion Crew Survival system) 2가지 종류가 있다. 
xEMU는 달표면에서 활동하기 위한 우주복으로 우주 공간에서 
8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복의 
각 결착부는 움직임이 가능하고 허리부분에도 베어링이 있어서 
허리를 트는 게 가능하며, 헬멧 내부에 스피커와 헤드셋이 내장
되어 있어 가시성과 유동성을 높였다.

xEMU는 아래 그림처럼 우주비행사의 달에서 활동을 극대화
시켰으며, 배낭과 우주복 사이로 들어가 착용이 가능하다. 
OCSS는 오리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는 우주복이다. OCSS
는 바다에 착륙시 가시성이 좋도록 주황색 색상을 하고 있으며 
내화 능력(fire resistance)과 활동성이 매우 뛰어난 우주복이
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30년 화성에 유인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NASA는 2028년에 아르테미
스 3단계를 하려고 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요청으로 2024년으
로 앞당겨 졌다. 그래서 NASA는 국제협력이나 미국의 상용 
발사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달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아르테미
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달탐

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에 탑재될 
ShadowCam은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 지점인 달의 남극 지역 
얼음층 분포 지도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KPLO의 중
량 증가로 인한 궤도 변경은 NASA가 원하는 지역을 비행하지 
않기에 NASA와의 의견충돌로 2020년 발사계획은 연기되었
다. 하지만 최근에 KARI와 NASA의 발사궤도 수정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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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LO은 2022년 8월에 발사될 예정이다[7]. KPLO의 발사와 
궤도 비행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위한 무인 로버
(rover)등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
으로 진행될 것이다.

※ Reference
1. https://en.wikipedia.org/wiki/Artemis_program
2. https://en.wikipedia.org/wiki/Artemis_1

3. https://en.wikipedia.org/wiki/Artemis_2
4. https://en.wikipedia.org/wiki/Artemis_3
5. https://en.wikipedia.org/wiki/Space_Launch_System
6 . 

https://www.nasa.gov/feature/nasa-selects-blue-origin-
dynetics-spacex-for-artemis-human-landers
7. https://www.mbn.co.kr/news/economy/4294058

https://www.mbn.co.kr/news/economy/42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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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위치 최적화를 통한 
유연한 웨어러블 손 동작 측정 장갑의 정확도 향상 방법

김동현(KAIST 기계기술연구소)

최근 헬스케어,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
체 동작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장치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나 운동 재활의 경우 움직임의 정량적 측정은 
정확한 운동기능 평가와 진단을 가능하게 하게 하여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 방법 및 재활을 돕는 로봇의 제어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 측정이 가능
한 웨어러블 장치가 요구된다.

기존의 모바일 장치, 스마트워치 등에는 관성측정센서 (IMU 
센서)가 널리 활용되어 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
나, 손의 경우 25-자유도의 높은 자유도를 갖고 있어 자세 측정
을 위해 많은 센서가 요구되기 때문에, IMU 센서를 활용하는 
경우 측정 장치의 복잡도, 부피 및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
서 손 동작 측정 장갑의 경우 콤팩트 (compact) 한 설계가 가능
하고 비교적 저렴한 굽힘 센서, 스트레처블 센서 등의 유연한 
센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연한 센서는 굽혀진 정도나 신장된 정도에 따라 전기적인 
저항 (resistance) 이나 정전용량 (capacitance)이 변화하는 
센서로, 손의 동작에 따른 손 표면의 굴곡 변화를 측정하여 관절
의 각도를 추정한다. 이때, 관절의 각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손 표면의 변형을 통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센서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특히, 엄지의 손목허리관절
(carpometacarpal; CMC joint)의 경우 안장 모양을 갖고 있어 
굽힘/폄(flexion/extension)과 벌림/모음
(abduction/adduction)의 2-자유도 움직임을 갖고 있으며 
(Fig. 1) 관절이 외부로 드러나 있지 않고 손바닥 안쪽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손 표면 상에서 단일 자유도를 독립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 센서의 위치 선정과 정확한 관절 각도의 
측정이 어렵다 (Fig. 1).

이런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엄지는 다양한 잡기 동작 및 물체 
조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다자유도 
엄지움직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착용형 장치에 대한 연구는 
적다. 엄지의 움직임에 따른 표면 변형 관찰을 통해 정성적으로 
센서 위치가 선정되어왔다[1-3].

측정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변형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위
치 최적화가 필요하다. 최근 3차원 스캐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신체 외형 측정이 가능 해졌으며, 3차원 외형 데이터를 활용
한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3차원 스캐닝을 
활용하여 엄지의 움직임에 따른 손 표면 굴곡의 측정을 통해 
단일 자유도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위치 선정 방법 및 개별적인 손의 외형적 특성에 따른 최적의 
센서 위치를 제시한다[4]. 또한, 이 방법을 통해 구한 최적 센서 
위치와 다른 연구에서의 엄지 측정 센서 위치에 대한 측정 정확
도를 비교한다.

2-자유도의 엄지 CMC 관절 각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
고 있다. 활용하는 센서의 종류에 적합한 관절각도 정의를 선택
하는 것은 관절각도의 추정 정확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하다. 유
연한 센서를 활용했을 때, 최대한 단일 자유도의 움직임에 대해
서만 센서가 변형되며 굽힘/폄 및 벌림/모음과 함께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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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회전/외회전(rolling)을 고려한 해부학적인 움직임에 가장 부
합되는 정의는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3차원 스캐닝을 활용한 CMC 관절 각도 센서의 최적 위치 선
정은 크게 세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다양한 굽힘 
각도와 벌림 각도를 갖는 엄지 자세에 대해 손 등쪽 표면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3차원 스캐너를 통해 획득하
였다. 다음으로 손 표면상의 다양한 위치와 방향에서의 굴곡을 
분석하여 센서가 그 위치 및 방향에 배치되었을 때의 모양과 
이에 따른 센서 값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엄지의 굽힘 각도
와 벌림 각도에 대한 센서 값의 관계 그래프를 분석하여 측정하
고자 하는 자유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하는 반면 다른 움직
임에 대한 센서 값의 변화(crosstalk)가 가장 적은 최적 센서 
위치를 찾았다. 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3차원 스캐너를 통해 서로 다른 9개의 굽힘 각도와 5개의 폄 
각도 조합을 갖는 총 45개의 엄지 자세에 대한 손 표면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피험자가 각 45개의 자
세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엄지 자세 가이드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Fig. 3). 손 표면 3차원 데이터는 다섯명의 남성과 
(23세-27세) 다섯명의 여성 (22-52세) 피험자에 대해서 측
정하였다.

측정한 손 표면 3차원 데이터를 통한 CMC 관절 각도에 따른 
굴곡 변화 분석을 위해 세 단계의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센서가 배치될 중지, 검지, 
엄지의 손목허리뼈를 포함하는 엄지 주변의 영역만 남도록 데
이터를 잘라냈다 (Fig. 4(a)). 다음으로 45개의 손 표면 데이터
는 엄지 움직임에 대해 크게 변하지 않는 해부학적 기준 위치에 
기반한 4개의 점을 통해 서로 정렬시켰다 (Fig. 4(b-c)).

손 표면 데이터를 정렬시킨 뒤, Fig. 5(a)에서와 같이 중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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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허리뼈의 끝점 를 원점으로 정의하고 원점에서 손끝을 향
하는 방향을 x-방향, 로 구성된 평면에 수직인 방향을 z-방향, 
x와 z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y-방향으로 정의하였다. 표면 굴
곡 분석을 위해 xy 좌표로 이루어진 다양한 후보 위치(44개, 
x 좌표 개수 × y 좌표 개수 = 11개 × 4개)와 해당 위치에서의 
다양한 방향(36개, -90º에서 90º까지 5º도 간격 증가)에 대한 
단면(cross-section)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센서 중 변형에 민감도가 높고 반복적
으로 안정적인 값이 나오는 2-인치 길이의 상용 굽힘 센서를 
활용하였다. 굽힘 센서의 경우 굽힘 각도(θ)와 곡률 반지름(r)
에 따라서 센서 신호(V)가 변하며 다양한 굽힘 각도와 곡률 
반지름에 대한 센서 값을 분석한 사전 실험을 통해 다음식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손 표면 굴곡에 따른 센서 값을 추정을 위해 앞서 구한 표면 
단면에서 2-인치 길이의 굴곡을 추출한 뒤 원으로 곡선 접합하
여 Fig. 6과 같이 곡률 반지름과 굽힘 각도를 구하였으며 이를 
수식(1)에 대입하여 굽힘 센서의 센서 신호를 추정하였다.

각 후보 센서 위치에서 45개의 자세에 대한 굽힘 센서 신호 
값을 추정하였다. 그 다음 추정한 센서 신호와 CMC 관절 굽힘 

각도와 벌림 각도에 대한 관계 그래프를 그렸다.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선형 회귀를 통해 구한 기울기 값으로 관절 각도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sensitivity)를 정량화 하였으며, 선형 회귀를 
통한 추정 값과 실제 센서 신호의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통해 다른 움직임에 의한 영향
(crosstalk)를 정량화 하였다. CMC의 각 관절 각도에 대해 수
식 (2)와 (3)과 같은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정의하고 이
를 최소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관절 각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반면, crosstalk가 적은 최적의 센서 위치(x,y) 및 방향(ϕ)
을 선정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관절에 대한 민감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첫번째 항에 대한 가중치 를 상대적
으로 크게 설정하여 최적화 값을 구하였다. 최적화를 통해 구한 
센서 위치에 대해 CMC 관절 각도에 따른 센서 신호의 대표적 
결과는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다 (굽힘 각도 센서의 최적 위치
에 대한 결과). 관계 그래프를 통해 CMC 굽힘 각도에 대해 
뚜렷하게 센서 신호가 감소하는 선형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CMC 벌림 각도에 대해서는 선형적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CMC 관절의 굽힘 각도 센서의 최적 위치는 손의 외형적 특성
과 관계없이 비슷한 위치를 보였다 (Fig. 8, 빨강). CMC 관절 
굽힘 각도 센서는 손허리뼈의 손목과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하
여 엄지 CMC 관절을 향하는 방향으로 최적 위치가 형성되었다. 
CMC 관절 벌림 각도의 경우 손의 외형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의 대표적인 최적 위치를 형성하였다. 엄지의 손허리뼈와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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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허리뼈 중간에 위치한 adductor pollicis 근육이 발달한 
피험자의 경우 (7명), 손등 중간에서 시작하여 adductor 
pollicis를 가로지르는 방향에 최적 위치가 형성되었으며 (Fig. 
8, 진한 파랑),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마른 손의 경우 (3명) 
중지와 검지의 손허리뼈를 가로지르는 방향에 최적 위치가 형
성되었다 (Fig. 8, 연한 파랑).

손 표면 변형 분석을 통해 구한 최적 센서 위치에 대한 CMC 
관절 각도 추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굽힘 센서가 내부에 
배치된 센서 장갑을 제작하였다 (Fig. 9). CMC 관절 각도 센서
는 센서 신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하나의 굽힘 각도 센서 
위치와 두개의 벌림 각도 센서 위치에 배치되었다. CMC 관절 
각도의 참값은 동작 분석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반사 마커의 
3차원 위치 데이터를 통해 계산되었으며 반사 마커의 위치는 
Fig. 9(b)와 같고 Fig. 2에서 보인 CMC 관절 각도 정의에 따라 
각도를 구하였다. 4명의 피험자는 제작된 센서 장갑을 착용하
고 엄지의 굽힘/폄과 벌림/모음 동작을 포함하며 엄지 끝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인 엄지 휘돌림(circumduction) 동작을 수행
하였다.

다른 움직임과의 crosstalk가 적은 CMC 관절 벌림 각도 센서
의 위치는 1명은 Fig. 9(a)의 1번, 3명은 2번 위치에 형성되었
다. CMC 관절 각도의 참값과 센서를 통해 추정한 관절 각도의 
RMSE는 굽힘 각도와 벌림 각도 각각에 대해 2.8º와 1.9º였다.

굽힘 센서를 활용하여 손 자세를 측정하는 장치로는 VPL 
glove[1]가 있으며 이는 광학식 굽힘 센서를 사용했다 (Fig. 
10(a)). 이 장치의 경우 엄지의 각도를 두 개의 센서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엄지 벌림 각도와 엄지 굽힘 각도를 구분 지어
서 측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엄지 관절 각도 측정 오차는 
11º±9º (평균±표준편차) 수준이다.

굽힘 센서를 통해 손 자세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Cyberglove®로[2] 엄지 측정을 위한 관절 각도 센서가 Fig. 
10(a)와 같이 배치 되어있다. 엄지 벌림 각도 센서는 엄지와 
검지의 손허리뼈 사이에 굽힘 센서를 세워서 배치되었으며
(Fig. 10(b), 3번 위치), 엄지 굽힘 각도 센서는 검지 손허리뼈
와 손목이 만나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엄지의 손허리뼈를 지나
는 방향으로 배치되었다(Fig. 10(b), 0번 위치). 각 관절 각도
의 측정 오차는 벌림 각도의 경우 11.7º±12.4º이고 굽힘 각도
의 경우 23º±6.7º이다.

독일 Wuerzburg 대학에서는 Cyberglove와 달리 손 등쪽으로 
센서를 배치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의 측면을 따라서 센서를 
배치하여 엄지의 벌림 각도를 측정하였다[3] (Fig. 10(c)). 이 
장갑의 경우 엄지 CMC 관절의 굽힘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엄지의 벌림 각도의 
측정 오차는 3.65º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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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손 자세 측정 장치 연구에서[1-4] 엄지 CMC 관절 
각도에 대한 정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엄밀한 성능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yberglove는 Fig. 2의 
rolling 각도를 굽힘 각도 대신 정의하고 측정한다[2]. 더 체계
적인 엄지 동작의 분석 및 측정 정확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손 
자세 측정 장치에 적합하며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엄지 CMC 
관절 각도 정의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3차원 스캐닝을 활용해 획득한 손 표면 굴곡의 분석을 통해 
2-자유도의 CMC 관절 각도 측정을 위한 굽힘 센서의 최적 
센서 위치를 구할 수 있었으며, 굽힘 각도와 벌림 각도의 측정 
정확도를 다른 위치에 센서를 배치한 기존의 장치에 비해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본문에서 제시한 굴곡 분석 방법은 굽힘 센서를 
활용했을 때만 아니라 표면의 변형을 측정하는 스트레처블 센
서와 같은 다른 유연한 센서의 최적 위치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문의 손 표면 분석 방법을 통해 다른 움직임에 의한 
crosstalk가 적은 최적 위치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손 표면 변형
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절 각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단일 자유도의 움직임만을 측정할 수는 없었다. 측정 정확도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CMC 굽힘 각도 센서와 벌림 각도 센서의 
값을 모두 활용하여 CMC 각도를 추정하는 보정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정을 위한 각도와 센서 신호 사이
의 복잡한 관계는 최근 연구가 활발한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의 
적용을 통해 모델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손 자세의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장치는 의료 분야
에서 손의 운동기능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운동 재활 시 더 다양하고 능숙한 손 동작을 훈련 가능하다. 
또한 가상현실 게임의 입력장치로 활용하여 더 현실감 있는 
손 동작을 구현 가능하게 하여 시뮬레이터로써 일상 혹은 특수
한 작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동작을 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1] Quam, D.L.; Williams, G.B.; Agnew, J.R.; Browne,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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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ssler, G.D.; Hodges, L.F.; Walker, N. Evalu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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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 Hum. Interact. 1995, 2, 263–283.
[3] Gentner, R.; Classen, J.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low-cost sensor glove for assessment of human finger 
movements in neurophysiological settings. J. Neurosci. 
Methods, 2009, 178, 138-147.
[4] Kim, D. H.; Lee, S. W.; Park, H. S. Improving kinematic 

accuracy of soft wearable data gloves by optimizing sensor 
locations. Sensors, 2016, 16,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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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비행체의 흡입구(Hypersonic intake)개발 동향
김채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음속의 5배(마하 5)로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를 극초음속 비
행체라 한다.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에 사용하는 로켓엔진이
나 지구 재진입 비행체는 마하 5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우주발
사체를 제외한 최초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미국 NASA가 1959
년에 개발한 X-15(Fig 1)이다.

X-15는 비행마하수 6.7로 지구 근궤도 비행을 목적으로 개발
이 되었으며, 엔진은 로켓을 사용하였다. X-15를 사용하여 극
초음속 영역에서의 기술적 연구와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이 진
행되었으며, X-15 비행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왕복선
(space shuttle)이 개발되어 196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우
주 진입과 지구 재진입(re-entry)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때까지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로켓 엔진을 사용
하거나 지구 재진입용이었기에 흡입구(intake)라는 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2001년 X-43(Fig 2)이 마하 7로 비행시험이 성공으
로 극초음속 비행체의 영역은 확대되어 우주 진입을 위한 2단 
방법(two stage to orbit)과 상용 목적으로 지구 근궤도 극초음
속 여객기의 개발이 대두되었다.

우주발사체를 사용하여 위성을 저궤도로 보내는 방식을 1단
계 궤도 도입 방법(single stage to orbit)이라 하며 위성을 궤도
에 올리는데 사용된 로켓은 1회용이며 재사용이 불가하다. 
Space X의 재사용 로켓이 성공하기 전에 나왔던 개념으로 지상
에서 공기 희박고도까지는 공기흡입엔진(air-breathing 
engine)을 사용하고, 근우주공간에서는 소형 로켓을 사용하여 
위성을 쏘아 올리는 2단계 궤도 도입 방법(two stage to orbit)
으로 발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공기 
흡입 엔진은 극초음속용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구 근궤도에서의 비행을 하게 되면 대륙간 비행이 1시
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여객기에 대한 개발이 주목
을 받게 되었다. 공기흡입 방식의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개념
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크램제트 엔진(Scramjet: supersonic 
combustion ramjet engine)과 극초음속 흡입구(hypersonic 
intake)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
의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하면 깡통 모양의 연소기에 압축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들어오면 연료를 분사하여 자발 점화
(spontaneous ignition)를 통해 연소가 되고 이는 후단 노즐을 
통해 추력을 얻는 매우 단순한 방식이다.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한 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흡입구이다. 공기가 희박한 고도에서 공기를 압축
(ram compression)해야 하며, 이를 압력 손실(pressure loss) 
없이 연소기로 안정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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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흡입구의 기본 형상은 2D와 축대칭 형상으로 구분
된다. 2D 형상은 X-43, X-51이 대표적인 형상이며, 축대칭은 
이중모드 램제트(Dual-mode ramjet)와 같이 램제트-스크램
제트 모드의 비행에서 자주 사용하는 형상이다.

2D 형상은 흡입구의 개발이나 해석이 용이하고 정량적 해석
이나 수치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축대칭 흡입구는 콘(cone) 모양이며 램-스크램제트 모드 전환 
시 콘의 위치와 흡입구 단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유
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는 논문에서는 2D와 축대칭 형상의 흡입구 모
델에서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부분적인 형상 변경이나 3D 형태
의 흡입구 형상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2D 극초음속 흡입구는 외부 압축 경사(external 

compression ramp) 부분과 격리부(isolator)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압축 경사 영역은 경사 충격파를 여러 개 만들어 강한 
충격파로 인한 압력 손실을 적게 하며, 유동의 흐름을 흡입구 
내부 즉 격리부로 원활하게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Fig 3의 흡입구 끝단(i)에서 형성된 경사 충격파(oblique 

shock)는 카울(cowl)에 충돌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사
(ii)에서 형성된 충격파도 같은 카울 위치(o)에 충돌하도록 하
며 카울 끝단(o)에 충돌한 반사 충격파(reflected shock)는 격
리부 입구 모서리(iii)에 충돌하도록 하여 내부로 전파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설계된 극초음속 흡입구는 유동의 별도 간섭 없이 

효율적으로 연소기로 유입이 되며 이때 설계된 흡입구의 효율

은 전압력 회복율(TPR, total pressure recovery)로 평가하게 
된다.

해당 논문(참고문헌1)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경사각 부분에서 
형성되는 경사충각파 대신 압축파(compression wave)가 형성
이 되도록 등엔트로피 압축 경사(isentropic compression 
ramp, Prandtl-Meyer 흡입구)흡입구를 설계하였다. 각 경사
각에 따른 압축파들은 Prandtl-Meyer 압축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
경사충격파와 등엔트로피 압축파에 의한 전압력 회복율을 

Fig 4에서 비교해보면 Fig 3의 2와 3영역의 충격파 압력비율(Π
32) 증가에 따라 기존의 경사충격방식(oblique shock 
compression)은 77%에 최고로 보이고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등엔트로피 압축 방식(isentropic compression)은 충

격파 압력비율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에
서 Ramp-1018과 Ramp-1286의 차이는 외부 경사부분의 2번
째 경사각이 10.18도와 12.86도 인 경우이다.
두 번째 경사각이 큰 경우는 외부 압축 경사부의 전체 길이가 

큰 경우로 길이가 긴 만큼 완만하게 유동이 흘러가게 된다. 흡입
구 외부 경사 영역에서 형성된 충격파와 유동은 격리부 입구에
서 서로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충격파-경계층 간섭
(SWBLI, shock wave-boundary layer interaction)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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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울에서 반사된 반사충격파는 격리부 하단 경계층과 충돌하
면서 박리 영역(separation region)을 형성하게 된다. 전산수치
해석 결과에서는 경계층 두께(δY/S)가 두꺼울수록 박리 영역
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격리부를 질식(choking)시
키게 한다. 격리부가 질식이 되면 연소기로 공급되는 공기 유량
이 줄어들어 정상 연소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연소가 중단되
어 엔진이 멈추게(unstart) 된다. 비점성 조건에서는 전압력 
회복율이 증가하지만 충격파-경계층 간섭은 전압력 회복율 손
실을 증가시킨다. 참고문헌 1에서 연소가 중단되는 경계층 임
계 조건은 대략 0.06 정도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흡입구 외부 경사각, 충격파-경계층 간섭 
변수에 따른 전압력 회복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압력 
회복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구의 전체적인 길이는 증가하게 되
며 이는 비행체의 중량 증가와 표면 마찰 증가로 인한 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극초음속 흡입구 격리부 입구에서 박리 영역에 의한 질식이 

일어나 엔진이 멈추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엔진 멈춤(unstart) 
현상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흡입구 내부로 유동이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못하고 흡입구 

외부로 흘러 나가가는 것을 spillage(흘림)이라고 한다. 흘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설계 마하수보다 빠르게 비행하거나 받음각이 
발생하여 흡입구 설계 조건을 벗어났을 경우이다.

먼저 Fig 5와 같이 벽면에서 발생하는 박리 영역은 블리드 
구멍(bleed hole)을 장착하여 박리 영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
로 엔진 멈춤을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2에서는 설계 마하수 
4.5로 제작된 흡입구를 마하수 7의 풍동시험 장치에서 엔진 
멈춤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이를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하
고 있다. 블리드 구멍은 받음각 0도, 4도에서 발생하는 엔진 
멈춤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받음각이 4도 이상 증
가할 경우 블리드 구멍은 엔진 멈춤을 막아주지 못하고 내부 
역압(back pressure) 조절을 통해 흡입구 압력이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슐리렌(schlieren) 이미지는 빛의 굴절률에 따른 밀도차를 통

해 유동을 가시화하는 방법이다. 정상 조건(start)에서는 Fig 

5에서처럼 흡입구와 카울에서 형성된 유동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엔진 멈춤(unstart) 조건에서는 카울과 
흡입구 입구 주변에 복잡한 유동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흡입구 끝단에서 형성된 경사 충격파(IS, induced 

shock)는 카울 주변에서 형성된 궁형 충격파(BS, bow shock)
과 충돌이 일어난다. 경사 충격파와 궁형 충격파가 만나는 지점
에서 반사 충격파(RS, reflected shock)가 아래 벽면으로 이동
하면서 분리 충격파(SS, separation shock)와 만나게 되는 복
잡한 충격파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분리 버블(B, separation bubble)라고 명칭
하고 있는 박리 영역에서 분리 충격파가 형성이 된다. 카울 주변 
궁형 충격파와 경사충격파가 충돌하는 지점(Fig 5에서 A or 
T)은 삼중점(T, triple point)이라고 하며 검정색의 마하 줄기
(Mach stem)를 볼 수 있다.
삼중점을 기준으로 흡입구 내부로 유동이 유입되지 못하고 

흡입구 외부로 흘림(spillage)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2에
서 말한 블리드 구멍은 흡입 장치(suction hole)인데 다소 잘못 
정의한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흡입 장치를 통해 경계층 박리
를 막거나 박리층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다. 설계 마하수보다 빠르거나 높은 받음각에서도 흡입 장치를 
통해 어느 정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흡입 장치를 사용한 안정화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역압력
(back pressure)에 의해 흡입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고 기술하고 있지만 역압력 부분은 연소기의 연소압력에 의한 
부분으로 비행마하수가 빨라지거나 받음각 변화로 공기 유입이 
감소하게 되면 연소기의 출력이 떨어지게 되어 역압력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추력도 변화하기 때문에 역압력 조절을 
통한 흡입구 정상 가동 부분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극초음속 흡입구에서 주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로 버즈
(buzz)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초음속과 극초음속의 중간 단
계에서 사용되는 램제트(ram jet) 엔진의 흡입구에서 자주 발
생하는 현상으로 buzz라는 용어처럼 윙윙거리는 고주파 섭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버즈가 발생하게 되면 흡입구의 공기 공급 
능력은 불안정해지며 기체와 엔진 쪽에도 진동을 유발시켜 엔
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심하게 되면 기체 또는 엔진이 폭발하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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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버즈는 램제트 엔진에서 주로 연구되는 분야인데 마하 
4~5 비행 속도구간은 램제트 엔진 비행 영역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비행 영역으로 전이되는 구간이기에 극초음속 흡입구에서
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참고문헌 3에서는 Fig 6과 같이 마하 5 조건으로 격리부에 
블록(barrier)을 설치하여 솔레로이드(solenoid) 밸브를 사용
하여 유로 면적을 줄이면서 후단 역압(back pressure)이 걸리
도록 하였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Fig 7처럼 이중 압축 램프(dual 
compression ramp) 흡입구의 시작점에서 경사 충격파
(oblique shock), 중간 지점 경사부에서 경사 충격파가 형성이 
된다. 흡입구 상부 카울에서는 약한 궁형 충격파(bow shock)
가 만들어지면 경사충격파와 궁형 충격파가 충돌하는 삼중점에
서는 렌즈 충격파(lenticular shock)가 만들어진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삼중점이 형성되지만 3개의 충격파에 
의해 3차원 렌즈 모양의 충격파가 형성된다. 이 충격파는 격리
부 벽면과 충돌하면서 내부로 전파가 되며, 충격파의 흐름을 
통해 유동도 같이 흐르게 된다. 블록을 움직여 임의로 격리부의 
유로 면적을 좁게 하면 역압력이 걸리게 되며 격리부 입구에서
는 충분한 유동이 유입되지 못하게 된다.

카울에서 형성된 궁형 충격파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유동방향
으로 전진하게 된다. 이에 경사충격파와 충돌하는 지점도 격리
부 입구에서 점점 외부로 전진하게 되며 충격파의 균형이 깨지
게 된다. 격리부 입구 경사부에서는 유동간섭으로 추가적인 충
격파들이 형성되며 격리부를 거의 막았을 경우 렌즈 충격파
(lenticular shock) 위치는 흡입구 2차 경사부의 후면에 위치하

게 된다. 렌즈 충격파가 위치한 바닥 면은 초음속 유동이기에 
격리부 입구 바닥에서는 약한 충격파들이 형성이 되지만 카울
에서 형성된 궁형 충격파는 흡입구 2차 경사부 지점까지 전진
한 상태이며 궁형 충격파 후단은 아음속 영역이기에 충격파는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흡입구는 멈추게(unstart) 된다.

Fig 7(중간)에는 흡입구가 멈추게 되는 순간만 있지만 실제로 
중간 과정은 매우 심한 진동을 동반한다. 고속 촬영 사진들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처리한 사진(Fig 7 하단)에서 
하얀색 부분의 충격파와 전단층(shear layer)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주파(low-frequency) 진동은 유동 박리

(separated flow)로 인해 발생하며 Dailey 불안정(instability)
라고 한다. 3kHz 이상의 고주파(high-frequency) 진동은 전단
층에 의해 유발되며 Ferri 불안정이라고 한다. 표준편차 이미지
는 진동이 심한 부분을 나타낸다.

Fig 7 하단에서 궁형파는 매우 강한 하얀 영역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주파 진동을 유발하는 유동 박리는 경계층 부분이 
벽면에 붙었다가 분리되는 것을 반복하기에 저주파 섭동이 발
생한다. 고주파 진동을 유발하는 전단층은 궁형파와 유동 박리
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기에 고주파 섭동이 발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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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논문들에서처럼 극초음속 흡입구는 설계된 마하수와 다
른 비행조건에서 충격파의 카울 충돌 위치나 경계층 유동이 
변하게 되어 흡입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진동을 발생시킨
다. 비행 마하수, 받음각에 따라 기계적으로 흡입구의 경사 각
도나 길이를 변화시키면 되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힘들며 비행체의 무게 증가와 구조적인 복잡성
으로 인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흡입구 표면에 가는 전선이나 전기 전도성이 좋은 전극 
판을 깔아서 플라즈마를 만들어 유동을 제어하는 방식들이 사
용되기도 한다. 앞서 흡입구의 불안정성은 경계층 박리로 인해 
유발된다고 했으며,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경계층을 제어할 수 
있다. 공급 전력으로 플라즈마의 강도를 제어할 수 있고 특별한 
물리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플라즈마를 사용한 유동
장 제어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4에서는 이중모드 램제트-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마
하 3으로 최적화된 흡입구를 사용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플라
즈마의 출력은 6.5 kW이다. 전산수치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마하 3의 흡입구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으며, 
계산 결과는 전압력 분포도로 나타내었다.

Fig 8에서 마하 3에서는 경사면에서의 전압력 분포의 차이(색
상)가 거의 없으며, 이는 전압력 회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하 3에서 마하 5로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흡입구의 경사
면에서의 전압력 분포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계 외 비행조건으로 전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사
면에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경계층이 변하게 되면 Fig에서와 같
이 경계층의 두께 변화로 인해 전압력 분포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전압력 회복율을 보면 비설계 조건인 마하 5는 0.456이지
만, 플라즈마를 사용함으로써 전압력 회복율은 0.49에서 0.5로 
증가하게 된다.

극초음속 흡입구에 대한 연구는 수 십년 동안 진행이 되어왔
다. 극초음속 조건에서의 유동 해석과 실험의 난이도로 인해 
많은 결과들이 도출되지는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설계 조건 외
의 실험과 수치해석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이륙, 착륙, 상승, 하강 등 실제 비행 조건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비행 시
험 성공과 실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설계 외 조건에서의 
흡입구 유동 형상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한 논문들
이 주로 나오고 있다.

극초음속 흡입구의 대표적인 불안전 현상(unstart, buzz)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 중의 하나인 플라즈마를 사용한 
경계층 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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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로봇, 암스트롱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로봇응용연구부)

1986년, 구 소련의 한 소도시 밤하늘에 레이저쇼와 같은 현상
이 발생했다.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었기에 지역 
주민들은 하늘에 펼쳐진 경이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다리위로 모여들어 감상했다.

이 초 자연적 현상은 인근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대기중으로 누출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의해 발생했
다. 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누출이라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당시의 사고 상황은 비밀에 부쳐졌고, 관련 정보가 지역 
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방사능 낙진과 방사선으로 
인한 인체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속수무책으로 
고준위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해가 일어났다. 구경하던 주민들
은 후에 방사선 피폭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렸고, 이 다리는 죽음
의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당시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험을 진행하다가 비정상적인 핵 반응으로 원자로가 
폭발했다. 폭발로 인해 발전소 지붕은 날라가고, 감속재로 쓰였
던 흑연 조각이 지붕을 뒤덮었다.

당시 소련에서는 초유의 방사능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그 중 하나는 최첨단 기술인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로봇을 투입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방사능 
물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달 탐사를 
위한 준비중이던 로봇, 서독에서 구해온 로봇 등을 가장 방사선 
준위가 높은 발전소 지붕의 흑연을 치우는 작업에 투입했다.
투입된 로봇들은 기대와 달리 곧 작동불능상태에 빠졌다. 방

사선으로 인해 민감한 전자 회로들이 타버렸고, 카메라도 열화 
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당국자들은 사고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고장 나지 
않는 로봇을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바로 바이오 로봇이다. 바
이오 로봇은 당시 군인 및 발전소 인부를 부르던 말로, 실제 
로봇의 역할을 대신해 사고지역에 투입된 사람들을 일컬었다. 
총 3500명 정도의 바이오 로봇은 조악한 화생방보호의와 납조
끼를 돌려 입으면서 고방사성 구역에서 흑연 조각을 치우는 
일에 투입됐다. 즉, 원자력 재난사고에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결국 사람의 희생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을 감지한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멈췄고, 비상발전
체계가 작동됐다. 하지만 몇 분 후 15m 높이의 쓰나미가 방파제
를 넘어 원전을 덮쳤고, 후쿠시마 원전 전체가 침수됐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형태인
데, 그 구조상 지속적으로 차가운 물을 이용해 냉각을 시켜줘야 
한다. 하지만 쓰나미로 인한 침수로 전력이 끊어졌고, 원자로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원자로 온도가 1200도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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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방호벽이 녹아내렸고, 결국 수소 폭발을 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당시 생방송으로 사고 상황이 중계되면서 일본의 사고 대응에 
대해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은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
했던 구 소련과 달리 아시모를 비롯한 최첨단 로봇 기술을 가지
고 있었다. 또한 자연 재해가 빈번한 국가인 만큼 다양한 재난 
로봇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축적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로봇을 투입해 사고 상황을 수습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았다. 로봇강국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같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바
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골든타임
을 놓쳤고, 추후에 미국 군사용 로봇들이 투입되어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후쿠시마의 참상을 지켜보던 로봇연구자들은 수
십년간 개발해온 재난 로봇이 실험실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았고, 이를 계기로 실제 활용가능한 
재난 대응 로봇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에서는 체르노빌이나 후

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대신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DARPA Robotics Challenge)를 개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로봇들은 가상 원전사고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차량운전, 문 
열기, 냉각수 밸브 잠그기, 벽 뚫기 등 8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세계 각국의 24개 참가팀이 참여한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 로봇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재난 로봇에 대한 가능
성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이후 5년 여가 지난 지금, 현재의 로봇기술은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할 만큼 성숙됐을까? 여전히 실제 재난 현장에서 
로봇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로봇의 
구조적 한계에 있었다.

로봇은 재난사고에 사용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금속
으로 만들고 강력한 모터와 감속기로 구동되는 로봇이 힘이 
세지 않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사람 
팔 크기의 로봇은 대략 3~10kg 수준의 무게만 핸들링 가능하
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두꺼운 강철 문을 열거나, 수 m 
수준의 고강도 콘크리트에 착암기로 구멍을 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재난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로 훼손된 문 개
방, 잔해물 처리, 산업용 밸브 조작, 위험물 이송, 인명 구조, 
소방수 분사 등 큰 힘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 
대부분인데, 힘이 약한 로봇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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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사고상황에서 무인대응을 
하기 위한 로봇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스트롱(ARMstrong: 
Accident Response Manipulator) 로봇은 2018년부터 개발 중
이며 원자력 사고 발생시 사람을 대신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스트롱은 재난 상황에서 요구되는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되던 모터와 감속기 기반의 로봇 기술과 달리, 
중장비에 활용되는 유압기술을 채택했다. 사람크기의 로봇에 
유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유압 모터와 유압 실린더를 소형화 
하였고, 장시간 큰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배터리가 아닌, 가솔
린 엔진을 장착했다. 또한 섬세한 제어를 위한 제어기 기술도 
새롭게 개발했다. 암스트롱은 한 팔에 100 kg의 물체를 들 수 
있으며, 양팔 작업 시 200kg 수준의 드럼통도 운반 가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재난 로봇은 사람의 동작을 모사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도구
를 활용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체를 모사한 로봇 팔 구조
를 설계하였다. 이로써 암스트롱은 사람 작업자의 동작을 흉내 
낼 수 있게 되었다.
곡괭이를 이용해 땅을 파고 삽으로 모래를 주머니에 담을 수 

있다. 회전하기에 큰 힘이 걸리는 산업용 밸브도 조작할 수 있
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방사능 폐기물을 드럼 통에 담아 안전
한 곳으로 이송도 가능하다.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랜선을 꽂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고 현장의 험로를 이동하기 위한 무한궤도를 탑재하였
고, 200kg 이상의 물체를 끌어서 견인할 수 있다. 허리에 탑재
한 리프트를 활용하여 바닥에서부터 2.2 m 높이의 천장에 이르
는 영역까지 닿을 수 있어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도 가능하다.

재난 로봇은 구조가 복잡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임무를 

임기응변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로봇의 
조작이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 특히 재난 현장에는 로봇 개발자
가 아닌, 재난 전문가가 로봇을 조작해야 하므로 직관적인 제어 
방식은 필수다.

암스트롱은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작은 인형 모양의 조작장
치, 마스터를 개발하였다. 마스터는 암스트롱과 구조가 같고 
크기가 축소된 형태로써, 각 관절의 센서를 읽어 로봇에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 마스터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일일이 각 관절의 
움직임을 명령할 필요없이 마치 인형 놀이를 하듯이 조작하면 
로봇이 제어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작자는 전문적인 관련 지
식 없이도 파이프를 조립하거나 폐기물을 분류해서 통에 담는 
등의 복잡한 제어가 가능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사고를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주민 보호와 사고 수습 점검을 위한 방사능 방재훈련
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2020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내 
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방사능 누설이 발생한
다는 시나리오로 방재 훈련이 실시되었다. 암스트롱은 방사능 
물질이 건물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30 kg 무게의 
밀봉체를 건물 외부에 부착하는 임무를 맡았다. 암스트롱은 밀
봉체를 들고 건물로 접근하여 누출이 발생한 자리에 빈틈없이 
밀봉체를 끼워 넣음으로써 목표했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
다.

2020년 10월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시나리오로 방사능 방재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
에서 암스트롱은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
하여 스프레이 폼을 문틈으로 분사, 문틈을 빠르게 메꿈으로써 
10여 분 만에 출입문을 밀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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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재난사고의 경우 실제와 같은 재현이 어렵기 때문에 
암스트롱은 주기적으로 방재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기술적 실효
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암스트롱은 현재 로봇의 양방향 제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극한환경 로봇 디지털 트윈 개발 및 운용성 검증, 머신러닝 기반 
최적 제어기 개발, 사용자 친화형 마스터 디바이스 개발, 실시
간 작업을 위한 저 지연 고 응답성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암스트롱 로봇은 기존의 로봇으로 불가능했던 임무를 수행함

으로써 로봇의 활용영역을 확장, 확보한 기술을 제조, 건설, 물
류, 발전, 정화 및 조선과 같은 타 산업 분야로의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 
재난상황에서 로봇을 활용한 적극적 사고대응을 통한 국가 안
전 증진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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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손 재활 장치 연구동향
김동현(KAIST 기계기술연구소)

사람의 손은 다른 동물과 가장 구분되는 신체 부위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명의 발전에 크게 영향
을 끼쳤다. 현대에도 손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며,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들이 증가함에 
따라 손이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손의 다재다능함(versatility)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이룰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손끝, 손바닥 및 측면 
등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여 물체를 파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의 경우 길고 대립 동작(Opposition)이 가능한 엄지의 큰 작업 
공간(Workspace)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물체와
의 접촉점에서 힘을 적절한 세기와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손 안쪽에 있는 근육인 내재근과 팔뚝 쪽에 있는 
근육인 외재근의 통합된 제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
사람의 손은 이렇듯 일상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신

경 및 근골격계 질환에 의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다. 신경 및 근골격계 질환은 기존의 근육 활성 패턴을 변형
시키고, 강직과 경직 등이 생겨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일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신경
계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으며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손 
마비를 겪는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뇌경색), 
출혈이 나타나 (뇌출혈) 해당 부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운동을 관장하는 운동 피질(motor cortex)
이 영향을 받게 되면 운동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반복적인 
운동 훈련을 하게 되면 손상 부위 주변부가 자극을 받아 구조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되는 신경 가소성(neuro 
plasticity)을 통해 일부 운동기능의 회복이 가능하며 이를 신경 
재활(Neurorehabilitation)이라 한다. 최근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재활 분야에도 그 활용이 확장되고 있으며, 
손 기능 재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들이 
개발되었다. 본문에서는 손 재활을 위해 최근 개발된 대표적인 
웨어러블 로봇의 특징을 소개하며 손 기능의 효과적인 재활을 
위한 로봇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외골격 로봇은 딱딱한 링크들로 이루어진 골격으로 구성되고 
구동기를 통해 링크의 움직임을 만들어 줌으로써 골격을 착용
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조해 주는 형태의 장치이다. 구동기와 
링크의 움직임이 서로 일대일 대응되기 때문에 목표하는 움직
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손 움직임 보조
를 위해서도 많은 외골격 로봇이 개발되었는데, 구조적 특징에 
따라 대표적인 장치를 꼽아보았다.

Hand of hope[1]는 홍콩대학교에서 개발하여 
Rehab-Robotics 사(홍콩)에서 제품화한 외골격 손 재활 장치
이다. 본 장치는 각 손가락에 배치된 링크구조를 손 등 쪽에 
배치된 선형 구동기(linear actuator)를 통해 구동된다. 손가락
의 여러 관절을 링크 구조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굽혔다 펴는 
단일자유도의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Hand of hope는 근전도
(electromyogram, EMG)를 표면 근전도 센서를 통해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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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환자가 근전도 신호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장치가 
움직이게 되어있다.

Tenoexo[2]는 스위스 공대에서 개발한 외골격 로봇으로 판 
스프링을 손가락 등 쪽을 따라 배치하여 고정하고, 판 스프링을 
밀고 당김으로써 손가락의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Tenoexo는 
각 손가락과 엄지를 굽혔다 펴는 단일 자유도를 보조할 수 있으
며, 엄지의 경우 수동적으로 대립(opposition)의 정도를 조정하
여 고정할 수 있다. Tenoexo는 링크를 사용하는 대신 판 스프
링을 사용함으로써 손 주변부의 부피를 줄일 수 있었다.

MAESTRO[3]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개발한 외골
격 로봇으로 손가락의 각 관절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자유도 보조가 가능하다. 본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
하는 엄지, 검지, 중지의 움직임을 보조하며, 각 손가락은 3-자
유도, 엄지는 4-자유도의 움직임을 보조한다. 링크로 이루어진 
외골격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링크의 관절부는 케이블을 통해 
회전되어 손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케이블은 손 외부의 구동
기를 통해 동력을 전달받는다.

외골격 장치를 활용하면 의도한 동작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룰 
수 있으며, 손의 각 관절과 대응되는 링크를 추가하고 구동함으
로써 다자유도의 움직임 또한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외부로 배치된 링크 구조나 구동기로 인해 부피가 커지고 무거
워져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의 한계가 있
다. 최근에는 이런 외골격 로봇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구조로 이루어진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장치의 개발이 활발하
다.

최근 개발된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은 크게 손 표면으로 배치
된 케이블인 외건(exotendon)을 통해 구동되는 외건형 장치와 
공기주머니(bladder)를 통해 움직임을 만드는 공압 구동형 장
치로 구분할 수 있다.

외건형 장치는 손 표면상에 배치된 외건을 외부로 배치된 구
동기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손에 착용 되는 메커니즘의 부피

가 작고 무게가 가볍다. 외건은 고정되는 위치와 배치되는 경로
에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움직임
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의 선정이 중요하다. 외건의 
경로 및 재질에 따른 대표적인 외건형 장치는 Fig. 3과 같다.

Bioservo Technologies사(스웨덴)의 SEM glove는 엄지, 중
지, 네 번째 손가락의 바닥면을 따라 외건이 지나가며 각 손가락
의 굽히는 방향의 움직임을 보조한다. SEM glove는 떨어진 파
지력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손끝에 압력을 측정하는 FSR 
센서가 부착되어 목표한 파지력을 이루어지도록 제어된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개발한 외건형 장치[4]의 경우 외
건을 각 손가락의 등쪽면으로 외건을 배치하여 모든 손가락을 
동시에 펴는 움직임을 보조한다. 보통 뇌졸중으로 인해 손 마비
를 겪는 환자의 경우 경직으로 손을 쉽게 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경직된 손가락
을 펴는데 큰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외건의 힘을 통해 
큰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 큰 모멘트암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서울대학교의 Exo-glove poly[5]의 경우 검지와 중지의 등 
쪽과 바닥면에 각각 외건을 배치하여 굽힘과 신전을 모두 보조
한다. 또한, 하나의 외건이 검지와 중지를 모두 지나가고 부족 
구동(under actuation)을 통해 동시에 움직여 감싸는 물체의 
모양에 맞춰 검지와 중지가 굽혀진다. Exo-glove poly는 손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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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외건형 장치들은 외건이 유연한 케이블로 이루어
져 있다. 이탈리아의 Idrogenet사의 Gloreha의 경우 당기는 방
향의 힘만 제공하는 유연한 케이블이 아닌 밀고 당길 수 있는 
push-pull 케이블을 각 손가락 등쪽면에 배치하여 각 손가락의 
굽힘과 신전 양방향의 움직임을 보조하며, 운동 재활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공압 구동형 손 재활 장치의 경우 손 등쪽으로 배치된 공기주
머니(bladder)의 팽창과 수축할 때의 변형을 통해 굽힘과 신전
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공기주
머니의 변형을 위해 부분별 형상 및 강성 설계가 중요하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soft robotic glove[6]의 경우 (Fig. 4(a)) 
두 개의 공기주머니를 세 개의 직물 층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포켓에 각각 배치하고 공기주머니를 선택적으로 공압을 가하여 
굽힘과 신전을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가장 위층의 직물은 아래
층의 직물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름진 구조로 
이루어져, 공압을 인가하였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변형양의 차
이에 의해 한쪽으로 굽어지게 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우[7] (Fig. 4(b)), 하나의 공기주머
니의 위쪽 면에 골판지 패턴의 주름을 만든 천을, 아랫면에는 
탄성이 있는 천을 배치하여 공기주머니가 팽창과 수축함에 따
라 굽힘과 신전이 각각 일어나도록 하였다.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은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휴대성과 사용성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손이 높은 자유도를 갖
고 있는데, 비해 손가락과 엄지의 단일자유도의 움직임만을 보
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지 동작을 훈련하거나 보조하기 어렵
다. 또한, 환자의 신경근 장애에 따라 관절 강성이 다양한 형태

로 변하기 때문에 단일자유도를 보조는 환자별로 다른 움직임
으로 이어지며, 특히 손가락을 펴는 상황에서 특정 관절이 과도
하게 펴지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가볍고 콤팩트
(compact)한 설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손가락과 엄지의 다
자유도 움직임이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되었다.

 카이스트에서는 유연한 케이블로 된 외건으로 구동이 되면서 
손가락 2-자유도와 엄지 2-자유도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유연
한 손 재활 로봇 CADEX (cable-actuated dexterous) glove를 
개발하였다[8, 9]. 외건은 테프론 튜브를 포함하는 실리콘 장갑 
구조, 골무, 및 플라스틱 반지 구조에 의해 경로가 가이드 되며, 
외부에 배치된 구동기를 통해 당겨진다.

CADEX glove는 다자유도의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작은 부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가락 힘줄의 구조 및 위치를 외건으로 
모사하였다. 손가락 힘줄 구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
나는 손가락폄근 힘줄(Fig. 6(a) 푸른색)이 그물 형태의 구조
를 갖고 있고 손끝과 중간마디뼈 두 지점에 고정되어 힘줄의 
힘을 분산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재근(손가락폄근)
과 함께 내재근(Fig. 6(a) 붉은색) 힘줄 이 존재하여 손 허리 
손가락(metacarpophalangeal, MCP) 관절의 움직이는 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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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은 총 세 가지의 외건에 의해 움직임이 보조되며, 그 
배치는 Fig. 6(b)와 같다. 손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communis, EDC) 외건은 손가락 힘줄 구조를 모사하여 그물 
형태이며 손끝과 중간마디뼈에 고정된다. EDC 외건은 모든 손
가락 관절을 펴는 역할을 한다. 내재근(lumbricalis/interossei, 
LUM/INT) 외건은 MCP 관절의 바닥쪽을 지나고 근위지절
(proximal inter phalangeal, PIP) 관절 부근에서 EDC 외건과 
연결된다. LUM/INT 외건은 PIP 관절을 펴고, MCP 관절을 굽
히는 역할을 한다. 깊은손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profundus, FDP) 외건은 손가락 바닥쪽을 지나 모든 관절을 
굽히는 역할을 한다. 세 가지의 외건을 조합하여 PIP와 MCP 
관절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2-자유도의 움직임 보조가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생체 모사 구조는 기존 하나의 지점에 고정되고 

하나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외건 메커니즘과 다르게 환자의 관
절 강성과 관계없이 손가락을 과도한 신전 없이 자연스럽게 
펼 수 있게 한다[9](Fig. 7). EDC 외건과 LUM/INT 외건의 
보조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MCP 관절의 과신전 없이 건강인의 
자발적 손가락 움직임에 가깝게 손가락을 펼 수 있으며 (Fig 
7(c)), 그물 형태의 구조에 의해 EDC의 힘을 두 지점으로 분산
함으로써 원위지절(distal inter phalangeal, DIP) 관절의 과신
전을 방지할 수 있다. (Fig. 7(d)). 생체 모사 구조는 손가락 
끝의 힘의 방향 또한 EDC, LUM/INT, FDP 외건의 보조 정도의 
조절을 통해 제어 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인 파지를 가능하게 
한다[10].

다양한 파지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엄지가 큰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작업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손목 허리 관절(CMC 관절)이 안장 모양의 관절로 
2-자유도의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ADEX glove는 4
개의 외건을 통해 엄지의 2-자유도 움직임을 구현했다 (Fig. 
6(b)). 대립 동작(opposition, OP) 외건은 엄지 MCP 관절의 
바깥쪽 측면에서 시작하여 손바닥 쪽의 손목 중앙을 지나가게 
배치되어 CMC 관절의 굽힘과 벌림의 조합된 움직임인 대립 
동작을 만든다. 복원 동작(reposition, RP) 외건은 엄지 MCP 
관절의 안쪽 측면에서 시작하여 손등 쪽을 지나도록 배치가 
되어 CMC 관절의 폄과 모음의 조합된 움직임인 복원 동작을 
만든다. 그리고 엄지폄근(extensor pollicis longus, EPL) 외건
과 엄지 굽힘 근(flexor pollicis longus, FPL) 외건은 각각 엄지
의 등 쪽과 바닥 쪽을 지나가며, 엄지 모든 관절의 폄과 굽힘 
동작을 만든다.

엄지의 움직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엄지 두덩 부
위와 손금에 의해 접히는 부분을 최대한 실리콘 구조로 덮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엄지를 덮는 실리콘 구조와 손에 착용 되는 
주된 실리콘 구조를 분리시켰다.

OP와 RP 외건은 다른 엄지 관절 움직임에는 영향이 적고 
CMC 관절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Fig. 8), 엄지
가 다양한 위치에서 굽힘과 신전이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파지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CADEX glove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7개의 외건을 다양한 
패턴으로 보조함으로써 다양한 자세의 파지를 수행할 수 있었
다. (Fig. 9). 특히, 엄지의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 엄지와 손가
락 옆면을 활용하여 파지하는 lateral grasp, 손가락과 엄지 끝
으로 파지하는 pinching, 손가락, 손바닥, 엄지를 활용하여 잡는 
power grasp가 가능하였으며, 파지 동작 간의 전환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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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손안 조작(in-hand manipulation)이 가능하였다.

 
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손재활 장치들이 활발

히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가볍고 부피가 작은 소프트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손의 힘줄 구조를 모사함으
로써 부피가 작으면서도 다자유도의 손동작을 보조해줄 수 있
는 소프트 웨어러블 손 재활 장치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자세의 파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의 다양한 파지 동작에 대한 보조 및 재활 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외재근과 내재근을 모사한 외건을 통해 신경근 장애에 
의해 개인별로 다양한 관절강성을 갖는 환자에 대해 과도한 
신전 없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웨어러블 손 재활 로봇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신경재활이 가능
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움직임 및 힘을 제어하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운동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면
서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 최대한 환자를 훈련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뇌로부터의 움
직임의 의도에 따라 근육을 활성화하고, 움직임 및 물체를 잡을 
때의 감촉과 압력에 대한 감각 신호가 뇌로 돌아오는 폐회로
(loop)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의 운동능력에 맞는 난
이도의 훈련을 위해 보조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이를 위해 뇌파, 근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의 측정을 통해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재활 로봇의 제어에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큰 자유도를 갖는 손의 경우 신경근 
장애로 인한 환자의 제한된 생체신호를 활용하여 세밀한 움직
임을 보조하는 방법과 환자의 운동능력에 따라 다자유도를 보

조하는 패턴 및 정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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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rview는 MATERIC Interview의 약자로 기계 건설공학 분야의 종사자의 추천 및 자체 선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 연구진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정보를 취합 제작하고 있다. 연구전문콘텐츠의 일환으로 기계공학 분야의 국내 유명 인사를 탐색하고, 직접 
인터뷰와 동영상 촬영을 하여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의 국내외 상황, 앞으로의 비전 등을 담아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유통업·항공
업 등 소비재 산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중 중국 노출도가 높은 전자 
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 화학 등의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와 제조업 위기에 대해서 기계 지능 및 로봇공

학 다기관 지원 연구단 고경철 교수님께서 앞으로 제조업 산업
의 극복할 방안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지능로봇 연구센터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명칭은 기계 지능 및 로봇공학 다기관 지원 연구단입니

다. KAIST 내에 설치된 연구단으로서 미래 산업 및 과학기술의 
꽃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계 지능기술과 로봇기술을 융합하는 
연구주제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단은 단순 기계학습을 넘어 인간의 지능을 학습하는 

기계 지능학습 (Machine Intelligence Learning) 기술 개발과 
함께 실무 연구 능력까지 겸비한 AI 인력양성과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머신러닝 분야에서 난제로 

알려진 발달형 학습(Developmental learning) 기술과 하이브
리드 지능학습(Hybrid intelligence learning) 기술에 집중하
며, 기업들에 앞으로 닥칠 기술 위기상황의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는 궁극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현재 저는 스마트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최

적화하는 연구와 검사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영상인식 기술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최적화는 지난 알파고에서 사용되었던 강화학습 기술과 
베이지언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실제 SMT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산학 연구를 통해 실증단계에 있
습니다.
영상인식 기술로는 선박 제조 공정에서 불량을 자동검사하는 

로봇에 적용되고 있으며, 심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또한 뇌수술 로봇과 같은 안전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제품
에 필요한 의료용 네비게이션 기술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
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조, 의료, 서비스 분야 
제품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2.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기업체가 
비상시국인 사태입니다.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함
은 물론 방역 후 24시간이 지나야 해당 시설의 재사용 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공장 및 생산 시설의 경우 약 2일의 생산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현재 제조업 사항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M-Tervi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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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다가올 뉴노멀(New Normal)이 
예상보다 좀 더 일찍 다가왔다고 보면 됩니다. 분명 코로나 사태
는 국내외 선진 바이오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신속한 진단 킷트 
보급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
더라도, 이번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사회적 반향은 오랫동안 인
류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즉 원격, 온라인 사회로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원격진료,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등 직접 대면접촉이나 
현장 근무를 탈피한 사회활동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마인드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기업문화의 변신과 필
요기술 확보에 투자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각 기업은 뉴노멀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산인력에 의존하는 전통의 제조시설은 셧다운 되었지만, 반

도체, SMT 제조공정 등 무인화가 완성된 스마트 팩토리는 여
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동화와 원격 
재택근무 방식에 각 기업이 더욱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조업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기계, 배터
리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로봇 시장은 쾌차를 부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로봇의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해 의료 보완까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로봇 시장의 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활동성은 줄어

듭니다. 5G 기반 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은 오프라인에서 이동성은 더욱 줄어들고, 온라인상에서 경제
활동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종국에는 모든 경제 주도권이 사람 중심에서 로봇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전통적인 
일자리는 대부분 AI 로봇이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차세대 양자컴퓨터까지 실용화하면, 슈퍼컴퓨터의 계

산능력 또한 획기적으로 고도화되어 AI 기반 초연결 사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의 
제조업 또한 IT기술과의 융합과 접목이 확대되어, 상품 주문에
서 제조까지 단 몇 일 만에 실현되는 로봇 기반 스마트 제조업으
로 모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독일 아디다스의 스피드팩토리와 미국의 아마존의 키바 시스
템이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제조업
에서 일어나면, 로봇 시장은 5년 이내에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규모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코로나19에 힘입어 중국 로봇 기업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의 역습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의 근원은 값싼 노동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25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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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IT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제조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글로벌 유통, IT기업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AI 및 로봇 관련 스타트업들이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의 IT 관련 제품 수출을 통해 2019
년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이 언제 
역전 될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역습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는 
산업육성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방역 로봇이나 의약품 전
달, 환자 돌봄, 여러 가지 용도로 로봇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 한국의 로봇 활용은 조금 더딘 거 같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로봇 산업의 성공은 이제 정부의 R&D 투자 보다는 보급확산 

사업과 같은 비R&D 투자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의 약품 배달, 환자 돌봄 서비스는 활용 수준에 
와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제조용 로봇의 활용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수술용 로봇이 더욱 고도화되어, 
의료진과 협력하여 수술하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가 장비의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비영

리 종합 의료기관 영세성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의료용 
로봇 시장 확대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바이오산업에서 최고의 로봇 

활용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6. 단순 제조업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대거 넘어가면서 
국내 제조업이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스크 생산 
문제로 대두하면서 국내에서도 최소한의 제조업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당연히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산업 분야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자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주력산업인 반
도체, 가전, 철강, 통신, 조선,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IBM 세계시장 전망 보고서는 전 세계 산업 규모에서 인공지

능의 비중이 점점 커져 2025년 경이면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모두 합친 규모를 넘어서는 20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합
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쯤이면 반도체는 인공지능 칩으로, 
자동차는 자율 주행 자동차로 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물
결이 참으로 위기이자 한편으로 기회입니다. IMF의 장밋빛 예
측대로 2035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7위권에 올라
설 것인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
하여 중진국으로 영원히 밀려날 것인지는 무조건 지금의 제조
업 기술경쟁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제조업이 스마트화 되여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도 바뀌는 변화를 간파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상이 현실
이 되는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
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철저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
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SW로 구현하는 개발자가 돼
서 제2, 제3의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상
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제조 산업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우리는 4차 산업혁
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7. 세계 각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확산을 가장 먼저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
라고 합니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블루닷의 시작은 2003년 홍콩에서 발생하
여 토론토로 확산되며 44명의 사망자와 20억 달러의 손실을 



기계·로봇 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115

끼친 SARS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론토 최대 병원 임상의이
자 감염병 전문가 캄란 칸 박사는 이를 계기로 2013년 블루닷
을 창업하고 병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나은 모델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이 개발되었는
데, 이는 일종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질병 경고 시스템입니
다. 데이터는 블로그 및 언론, 항공 데이터, 동식물 질병에 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되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 지
대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면, 백신이나 진단 키트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이번과 
같은 재난을 막는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8. 교수님의 칼럼에서 제조 산업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
는데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제조업은 변화를 전망해 주신
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값싸고 튼튼한 제품을 만드는 가치에
서 이제는 스마트하고 유연성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프로컨슈
머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무조건 네트
워크와 같은 양방향 소통과 빅데이터를 기반을 인공지능기술이 
핵심기술이 됩니다.
전망으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

(IT) 공룡기업들의 제조업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유통, IT 
서비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과 같은 스마트 제품 제조업에 투자하며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경제 주도권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글
로벌 IT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즉 제조산업 판도가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 변화 추
이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시장지배자인 
BMW와 다임러는 이미 5세대(5G) 기반 자동차 공유 플랫폼과 
스마트자동차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지 오래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인 모바일산업의 강자 애플 또한 수백만 원대인 
고가 5G 스마트폰을 올 초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이러한 5G 기반 스마트 제품이 보편화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IoT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의성과 전문
성을 동시에 갖춘 4차 산업혁명형 인재 양성이 미래의 제조업
을 떠받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는 제조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텅 빈 디트로
이트와 같은 쇠락한 산업도시들이 속속들이 현재의 제조 강국
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남쪽 지방 도시에서는 관련 제조산업이 쇠락하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결국 4차산업혁명 형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기껏 양성한 
인재들도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
나간다면, 제조업은 종말로 향해 갈 것이라는 약간의 극단적 
경고를 한 것입니다.

최근 KAIST를 졸업하는 엘리트형 인재들이 현재 구글과 엔
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아 줄줄이 리쿠
르트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견 중소기업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이런 우수 인재들이 절실함에도 해결점이 안 보이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 정부의 제조업 지원 대책과 개선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까에 대해 의문입니다. 
제조 시스템이 확 바뀌는 뉴노멀 시대에도 우리 기업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특단적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혁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산
업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국내 
제조업은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눈사태적 기업도산을 
막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통상 협상을 통해 수출 시장을 점
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조업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
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일례로 로봇 산업육성
을 책임지는 기계 로봇 장비과는 지난해 이후 세 차례 과장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도 못 채우고 자리를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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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인사로는 산업정책의 일관성도 적극성도 기대할 수 없습
니다.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도 국가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도 이 같은 변화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내부 정비
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 과학·공학도들이 곧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에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사회구성원 모두가 총체적 대비를 할 시점입니다.

10. 향후 코로나19 후유증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사회상을 예측해 주신다면?
앞으로 5G 기반으로 전 세계는 더욱더 초연결 사회로 갈 것입

니다.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정보의 흐름이 인간에서 기계로 
역전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활동이 5G 기기와 같은 

IoT 기술로 기록되고, 클라우드 컴퓨터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기반이 구축하게 되면, 인간의 신체 변화, 동선, 구매 
등 일거수 일투족이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되는 스마트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침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활동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인류는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더욱 복지서
비스를 수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신종 전염병의 예
측과 예방은 물론 진단과 치료, 백신의 개발, 치료제 제조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은 네트워크 기반 초연결사회
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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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바이크, 1만 대 시대입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전동 
바이크는 근거리 이동에 적합하고, 자동차에 비해 교통체증과 
복잡한 인증과정도 없으며, 친환경적이라 큰 호응을 얻고 있습
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2년에는 20∼30만 대
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바이크 시장에서 
드론과 같은 하늘을 나는 로켓추진 제트팩 바이크가 등장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호버 바이크 연구로 방효충(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과) 교수님께서 향후 5년 안에 실제 사람을 탑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능까지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연구내용과 바이크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
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사람이 탑승하거나 고중량의 물체

를 이동할 수 있는 무인 항공 플랫폼인 호버 바이크(Hover 
Bike)입니다. 기존의 무인항공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서 1명
의 사람이 조종하여 산악이나 호수 등을 건널 수 있고, 무인 
비행을 통해 화물 등 물자를 수송(100kg)하는 것이 주요 임무
입니다. 자율비행, 충돌 회피, 자동 이착륙 등 무인항공기의 자
율비행 기술을 결집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호버 바이크는 사람이나 고중량 물자를 싣고 운반하는 수직
이착륙 다목적 비행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드론과 같은 방식
으로 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호버 바이크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기존의 멀티콥터(Multicopter) 방식의 드론의 경우 대부분 전

기 동력을 이용하여 비행합니다. 물론 고정익의 전통적인 비행
체는 연료를 사용하지만 수직 이착륙의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전기 동력의 단점은 짧은 비행시간과 탑재 중량에 한계가 있다
는 점입니다. 기존의 화학식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대부분의 
멀티콥터는 비행시간 20분 이내이고, 또한 탑재 중량도 수 kg 

내외로 적은 편입니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거나 고중량의 탑재체를 운송하는 데 결정
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시간과 탑재 중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의 무인 비행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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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호버 바이크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많은 관심이 일고 있는 
PAV(Personal Air Vehicle)과 유사하면서 자체 중량이나 자율
비행 측면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 사람을 태우는 드론은 중량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버 바이크 드론의 원리와 작동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번 개발하는 호버 바이크는 일단 중량이 기존의 소형 드론

에 비해 획기적으로 큽니다. 현재 예상 최종 이륙 중량이 300kg
∼400kg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인, 
무인(화물 운송) 모두 비행체의 제어는 자체 탑재된 자동 비행 
장치가 비행체를 제어합니다.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은 물론 비
행 중의 자세 안정화 및 충돌 회피 등 모든 과정을 비행체에 
탑재된 탑재 컴퓨터와 S/W가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비행 제어의 핵심은 3중화된 비행 제어 컴퓨터와 
자체 개발한 제어 로직입니다. 또한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증
가시키기 위해 배터리가 아닌 가솔린 엔진을 이용하여 발전기
를 구동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전기 동력을 사용합니다. 이러
한 방식을 하이브리드(Hybrid) 엔진이라고 합니다.

4. 공중에서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령 낙하산을 부착한다든지, 너무 높이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든
지 등 안전이 제일 걱정인데요. 개발 중인 호버 바이크 드론에 
대한 안전 대책은 무엇인가요?
일단 유인 탑승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비행하지 않습니

다. 현재 비행 높이로 지표면 기준으로 10m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에서는 운용 고도를 150-200m 내외로 설
정하고 있습니다. 운용 중에 충돌(비행체 및 지상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레이더 센서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유인 탑승시 안전을 고려하여 낙하산과 같은 별도의 보조 장

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고신뢰도
의 3중화 탑재 컴퓨터를 탑재하여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고장시
에 자가 고장 진단을 하고, 고장에 대처하여 비상 운용 가능하도
록 탑재 S/W를 통해 구현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수백명을 승객
을 태우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유인항공기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호버 바이크의 신뢰성도 언젠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5. 현재 개발 중인 호버 바이크 드론은 몇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무인 운용 모드에서 화물 운송시에는 200m 내외 운용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1km 
고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버바이크의 일반 순항속도로 시속 60km를 고려하고 있습
니다. 다만 고속으로 비행할 때대비하여 별도의 추진기관
(Pusher)을 장착하여 최대 속도를 시속 1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면 운용 거리도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6. 모터를 비롯한 구동장치와 저소음 프로펠러, 비행 제어, 
고신뢰성 항법 시스템 등 주요 핵심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각 기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버바이크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비행제어 기술은 비행

체에 부착된 다수의 구동 장치를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가 내부에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드론에 적용되는 기술
인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모든 비행 제어 기술을 자체 개발할 
예정입니다.
드론이 일정한 지역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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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음 프로펠러를 자체 개발
할 예정입니다. 저소음은 특히 국방 분야의 호버 바이크 운영시 
매우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신뢰성 항법 시스템
은 일반적인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GPS 안테나 및 항법 센서들을 다중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GPS 신호가 끊겼을 경우에도 연속적인 항법 정보를 얻기 위해 
탑재된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행체에 탑재된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구동장치를 국산
화할 계획입니다. 소형 드론 구동장치의 경우 대부분 상용화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호버 바이크는 대용량 구동장치를 요구
합니다. 대부분의 구동 장치가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동장치를 개발할 예정입
니다.

7. 호버 바이크 분야에 대한 기술적 특허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된 새로운 특허가 있으신지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아직 특허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

후 연구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중 비행 제어 컴퓨터를 이용한 고신뢰성비행제어, 항법 
시스템, 충돌 회피, 고속 모드에서의 비행 제어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예상됩니다.

8. 군용으로 개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개발의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활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호버 바이크를 이용한 군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인 모드로 산악이나 강등 특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에서 호버 바이크를 이용한 자유로운 지형 접근이 군 작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중량의 탑재물 수송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전

방에서 물자 수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지대에서 고지대
로의 물자 수송이 기존에는 주로 인력에 의존해 왔는데 호버 
바이크를 이용할 경우 획기적인 효율의 증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감시정찰 기능입니다. 호버 바이크에 감시 및 정찰

을 위한 탑재체를 탑재하여 장시간 정찰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장시간 고중량의 정찰용 탑재체를 탑
재할 수 있는 비행체는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 미국 육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JTARV(Joint Tactical 
Aerial Resupply Vehicle)라는 이름으로 비행체를 개발 시연까
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크 분야에 대해서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JTARV는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주관이 되어 추진 중인 호버 바이크입니
다. JTARV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17년 기본 비행을 수행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7년 비행시연에서 JTARV는 배
터리 동력을 이용한 기본 비행 기능을 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장시간 비행이나 자율 비행,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적인 시험이었습니
다.
현재 자율 비행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 수준과의 

차이가 아직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 드론의 기술
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다는 점과 호버 바이크 기술의 성숙 
단계가 아직 초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 
국외 기술 수준으로 단기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앞으로 연구 방향 및 목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연구 성과물이 무엇보다 실제적인 결과로 연결되어 드론 

기술의 국내 수준을 단기간에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개발 산출물이 국방 분야는 
물론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개발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PAV 기술로 확대하여 수직 이

착륙이 가능한 중대형 무인항공기와 개인용 유인 항공기 개발
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개념의 미래 
비행체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20

11.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최근 도시형 공중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에 관

한 관심의 급속한 증가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체들의 PAV 연구
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AV는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버 바이크는 이러한 미래 비행체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드론 기술을 몇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방과 민간 분야
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유망한 기술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인 만큼 해당 분야

를 연구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새로운 비지니스로서 각광을 받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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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전공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고전적이고 작
동원리가 잘 규명된 스털링 엔진의 개념이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심규호 교수님(서울과학기술대학

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은 스털링 사이클의 해석모델 개
발과 함께 스털링 엔진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십
니다. 에너지 변환 및 수확 연구(Energy conversion & 
harvesting), 부품 및 기구설계(Element & mechanism 
design) 등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스털링 엔진, 초고속 회전기
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넥서지랩(Nexergy Lab.) 연구실에서는 스털링 엔진과 

초고속 회전기기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털링 엔진은 밀폐 공간 안의 공기, 헬륨 등의 작동 기체를 
가열·냉각, 압축·팽창하여 순수 열에너지를 기계 동력으로 변환
하는 스털링 사이클에 기반한 외연기관입니다. 구성요소로는 
가열기, 냉각기, 열교환기/재생기,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파워
피스톤 및 각 피스톤을 연결하는 기구부로 구성됩니다. 또한 
스털링 엔진은 스털링 역사이클에 기반해 전력을 가하면 냉열
이 발생하는 냉동기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스털링 
엔진은 발전기로 폐열 발전, 초소형 열병합 발전 등으로 사용되
고, 냉동기로는 초저온 냉동고, 군사용 극저온 냉각기 등에 사
용됩니다.

  

 
두 번째로 초고속 회전기기의 고속 안정성을 위해서는 핵심 

윤활기술인 베어링 요소기술이 중요한데, 기존에 사용하는 오
일이나 볼 베어링이 아니라 공기나 가스를 윤활재로 이용하는 
가스 베어링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위차에 따라 재료의 두께가 변하는 압전소자를 가스 
베어링 기술에 접목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압전 가스 베어
링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하나의 베어링으로 다양한 환경
에서 최적화된 베어링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 기존의 가스 베어
링 기술을 한 단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회전축계 진동안
정화 설계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운전 중 발생하는 
회전축계의 진동은 전동기 수명과 효율에 직결되는 문제입니
다. 따라서 회전축계의 진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베어링 위치와 
회전축계의 치수를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정격속도에서 안정
적인 구동이 가능한 축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근 스털링 엔진의 효율 향상을 위해 기존 크랭크 구조를 
활용한 기구부를 스프링으로 대체하였고, 마찰손실을 줄이고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리피스톤 타입 엔진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개발된 엔진은 구체적으로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방식이 개선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스털링 엔진은 피스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커넥팅로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22

드, 크랭크축과 같은 기구부를 구비하는데, 각 피스톤의 운동 
및 두 피스톤 간 위상차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선형운동
을 회전운동으로 바꿀 때 상당한 측면 하중이 발생하여 피스톤
의 마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더구나, 기구부로 인하여 엔진의 
크기와 무게가 커지고 기계적 손실과 밀봉 문제로 인하여 성능
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리 
피스톤 스털링엔진 (Free-piston stirling engine, FPSE)을 이
용한 스털링 엔진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기구부를 
제거하고 각각의 피스톤에 스프링을 연결하여 피스톤의 공진 
현상을 이용한 엔진입니다.

FPSE는 콤팩트, 저손실, 고내구성의 장점을 가지나 기술적으
로 열역학·동역학·전자기학의 정밀기계 복합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융복합 기술을 요구합니다.

3.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적용한 스털링 엔진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스털링엔진의 차세대 기술로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

제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스털링엔진의 불연속적 효율 향상
입니다. 초임계 유체는 임계 온도/압력 이상의 조건에서 액체, 
기체의 밀도가 동일해져 두 상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로, 
특히 임계점 부근에서 비선형적 물성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초임계 CO2 스털링 사이클은 스털링 엔
진의 냉각기 주변 압축공간의 압축행정을 CO2의 임계점 부근
(31℃/73.8bar)으로 설계하여 사이클 구동을 위한 압축일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출력/효율을 갖도록 하는 사이클입니다.

초임계 CO2 스털링 사이클의 핵심이슈는 비선형 물성 변화, 
즉 온도, 압력에 따른 초임계 유체의 비선형 밀도 변화의 정밀 
제어입니다. 특히 압축과정의 높은 압축비로 인한 팽창/압축과
정의 서로 다른 작동압력 변화는 압력파형의 왜곡과 피스톤 
운동의 비정현성을 심화시키므로, 두 개의 피스톤 운동과 네 
개의 사이클 행정 간의 위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피스톤 운동의 변화는 작동압력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이클 압력과 피스톤 운동은 상호 연계됩니다. 또한 초임계 
CO2 적용 시 유체 열전도도 변화로 인한 열교환 성능 변화, 
유체 점성 변화로 인한 열교환 유동 감쇠 변화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이상기체, 정현파 운동 기반 열역학/동역학 해석
모델을 비선형 물성 변화를 고려하여 개선하고, 열역학-동역
학 모델을 연계한 통합해석모델 개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초고
압 상태를 견디는 열교환기를 포함한 외부 케이싱의 구조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개
발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4. 대체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스털링 엔진은 매우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
수님께서는 폐자원의 에너지화에는 스털링 엔진 기술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디젤 발전
기 폐열회수 발전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털링 엔진은 내연기관과 비교해 출력제어의 어려움, 초기 

가열 시간에 따른 시동 지연, 낮은 출력밀도 등의 단점으로 내연
기관에 밀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규제가 심화하
면서 스털링 엔진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열원으로 작동 가능하므로 말씀하
신 대로 폐자원 에너지화에 매우 유리한 기술입니다. 디젤 발전
기 폐열을 이용한 발전은 폐자원 에너지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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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는데, 연료 연소 후 약 30~40%가 배기가스로 
버려집니다.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디젤 발전기 폐열회수 발전
시스템은 디젤 발전기의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회수
하여 스털링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시스템의 복합 효율을 
향상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디젤발전기 배기열
을 활용한 3kW급 스털링엔진 발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2015-2018년까지 3년간 참여하여 3kW 스털링 엔진 설계 및 
시험평가를 수행하였고, 출력 3kW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개
발을 완료하였습니다.

5. 스털링 엔진의 연구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대안은 없는 걸까요?
스털링 엔진은 일반적으로 수 kW급 용량의 열에너지 전력변

환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스털링 엔진 대안기술로는 아래 
표와 같이 연료전지, 열전소자, 유기랭킨사이클 등이 있습니다. 
유기랭킨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수십-수백 kW 이상 발전에 적
합하여 소형 분산 발전기술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료전
지는 수kW-수백kW의 다양한 출력용량과 친환경
(NOx<0.4ppm), 고효율(35~47%) 특성이 매우 좋으나, 가격
이 매우 고가이고(1kW 기준 4000만원), 가스연료로 제한됩니
다. 또한 열전소자는 시스템이 단순하나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스털링 엔진은 경쟁기술과 비교해 고효율, 적정 가격, 
배기가스/소음 적어 기술 우위성을 가지면서 모든 열원을 전기
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로, 개발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오랫동안 함께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스털링 엔진, 전동기 연구를 함

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kW급 바이오가스 발전용 
고효율 스털링 컨버터 시스템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털링 컨버터 시스템은 스털링 엔진, 선형 발전기, 전력변환 
장치로 구성되는데, 저희가 스털링 엔진의 개발을 담당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선형 발전기 및 전력변환 장치의 개발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열에너지를 기계 
동력으로 변환하고, 선형 발전기는 기계 동력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전력변환 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IE4급 전동기용 융복합 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동기는 국가 전력 소비의 54%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IE2, IE3급 전
동기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만일 전동기 효율이 3.3% 
향상 시 1GW급 원전 2.5기 저감효과 및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분 10% 분담 가능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I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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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동기용 융복합 생산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연구원은 전체 주관을 맡고 있으며 저희는 전동기 축계 
진동 해석 및 진동 최적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
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으로 첫 번째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과제의 성공”과 지도교수로써 “학생의 발전” 2가지를 모두 만족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열 공급/제거부, 열교환기
/재생기, 피스톤, 스프링, 발전기 등 여러 요소 부품이 결합한 
시스템이므로 연구범위가 넓고, 다양한 해석/실험이 필요합니
다. 하지만 저희에겐 항상 과제 개발 기간이 제한되어 목표달성
을 위해서는 상당히 터프한 개발 과정을 요구됩니다. 그런 시기
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에게는 연구개발에 대한 큰 압박이 가해
져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발은 성공할지 
모르나 학생들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를 잃을 수 있어 
학생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교수로써 학생들과 지속
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에 
관해 묻고,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학생 입장에서 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비 유치입니다. 저희는 스털링 엔진 상용화를 
위하여 시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실험설비 구축, 시험평가를 수
행하므로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고,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
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지속적인 연구비 유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털링 엔진기술이 생소하다보니 지속적인 연구비 유치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및 민간투자를 받기 
위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연구비 유치를 다각화하였고, 현재
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성장기술개발과제로 
“3kW급 바이오가스 발전용 고효율 스털링엔진 시스템 개발”과
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스털링 엔진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약 20여개 회사
가 개발 중에 있으며, 태양열 발전, 가정용 열병합 발전, 군사, 
우주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
시는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
떤 실정인가요?
우선 스털링 엔진을 생산/판매하는 국내기업은 없습니다. 다

만 경동나비엔이 네덜란드 Microgen 사의 1kW급 스털링 엔진
을 수입하여 보일러와 결합한 전기발전 보일러를 2013년에 출
시하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서
울시에 1만 대 보급사업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
만 스털링 엔진을 고가에 수입하여 전기발전 보일러의 판매가
가 약 1천만원이므로 겨울에만 보일러 사용량이 높은 우리나라
에서는 가격대비 효용성이 낮아 많이 팔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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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 20여 개의 기업이 열병합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에 활용 가능한 스털링 엔진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Qnergy
사로, 핵심제품으로 7kW급 스털링 엔진을 생산/판매합니다. 
이 스털링 엔진은 오스트리아의 Okofen 사의 펠릿 보일러와 
결합하여 펠릿 전기 발전 보일러에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천연
가스 발전기로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미국 서부의 약 6,300km
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파이프에 미세 전류를 흘려 부식방
지를 하는 음극보호가 필요한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매우 긴 파이프의 일정 간격마다 분산 발전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곳에 스털링 엔진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기발전 보일러 뿐 아니라 스털
링 엔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활용 분야를 찾는다면 
국내 스털링 엔진의 성공적인 상용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9. 과거 GM에서 전기차에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스털링 엔진

을 장착하는 연구를 하였지만, 전기차 관련 기술 부족으로 상용
화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초고속 마이크로 가스터빈 파워팩 
기술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장시간 고출력 운전을 가능한 연구
를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고속 마이크로 가스터빈 파워팩은 마이크로가스터빈과 발
전기로 구성되고, 터빈 회전축의 10만RPM 이상의 초고속 회전
으로 더 작은 사이즈에서 고성능, 고출력이 가능하여 중량 대비 
출력밀도가 매우 높은 장점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용 레인지 
익스텐더 개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기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동 배터리의 용량 한계를 가지고 있는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군사용 정찰 로봇이나 재난/구조 
로봇에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주행거리를 확장해 임무 수행 
능력과 반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더 크게 만들게 되면 전기 버스에 적용이 가능하고, 
수소연료를 사용하면 수소 전기차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모든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의 한계로 인한 주행거리의 약점을 가지
고 있는데, 가볍고 출력이 큰 터빈 기술의 적용을 통한 레인지익
스텐더는 전기차, 수소차, 드론, 로봇 등에 효과적인 보완기술
이 될 수 있습니다.

10.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스털링엔진 개발목표는 Qnergy사의 7kW급 이상의 스

털링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고, 이에 적합한 시장 모델을 발굴하
여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연료로 
활용하여 전력 생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전
력생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재생 에너지화 연구
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26

커피는 0.2%의 맛과 향만 소비하고, 99.8%는 쓰레기로 버려
지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규모의 커피 소모국으로 국내 
2014년 기준 연 27만톤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되어 환경오염 
및 폐기처리 비용이 7,642억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축
산퇴비, 탈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시도가 있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단순히 폐기처리가 필요한 쓰레기가 아니라 석탄 수
준의 열량을 가진 에너지 자원임과 동시에 탄소배출 zero 바이
오매스 자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커피 찌꺼기를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는데, 현재는 주로 바이오 연료로 
변환하는 연구/상용화가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커피 
수거시스템 부재, 기반기술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아직 
사업화 초기 단계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연구는 스털링엔진 기술을 이용하여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연료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연소 시켜 전력 
생산하는 차세대 커피 찌꺼기 에너지화입니다. 기존 커피 찌꺼
기 에너지화 기술은 커피 찌꺼기를 열분해/발효, 고형화 공정 
등을 통하여 바이오 원유/펠릿으로 변환하여 연료화하는데, 본 
기술은 커피 찌꺼기 직접 연소 전력변환을 통하여 추가 에너지 
변환 비용이 없고, 커피 찌꺼기 발생 장소에서 직접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대형 설비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신재생에너지
인 풍력/태양광 등은 사계절 환경과 넓은 설치면적 등으로 제한
사항이 많지만,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발전은 실내 구동 조건에
서 계절/환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높은 가동률 유지가 

가능합니다.

커피 찌꺼기의 에너지 자원화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의 추가 이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전력
생산 499GWh (100MW 화력발전소 1년 전력생산량, 27만 톤 
기준), 폐기처리 비용 7,642억 절감, 온실가스 5만 톤 감축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폐기물 매립부지/소각장 절감을 통해 사회
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콜드 체인용 스털링 냉동기 개발 및 전기냉동화물
차용 PCM-스털링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개발을 기획하고 있
습니다. 콜드 체인은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의약품/바이오/
반도체/화학제품 등을 운송, 저장,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말하고, 전 과정에서의 정밀온도관리가 핵심요소입니다.

국내 콜드 체인은 주로 냉동화물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냉
동화물차와 같은 상용차의 전기차화는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요구로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특히 신선 제품 온라인쇼핑의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배송 차량 및 저온 물류 시장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냉동화물차가 필요한데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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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냉동탑차의 냉각 컴프레
셔는 엔진 샤프트에 물려 엔진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전기 
냉동탑차의 컴프레셔는 배터리에 연결되므로 과도한 전력 사용
으로 차량의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대안은 
PCM-스털링 하이브리드 냉각기를 적용한 전기냉동화물차입
니다. 이 전기냉동화물차의 냉각방식은 전력 소모가 없는 PCM 
쿨러를 주요 냉각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PCM은 얼음, 드라
이아이스와 같이 정온에서 일정한 냉열공급은 가능하지만, 온
도제어가 불가능하여 전기구동 제어가 가능한 보조 냉각기가 
필요하므로 스털링 냉동기를 적용하여 정밀온도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털링 냉동기는 보조 냉각에 사용되므로 전
력 소모가 작아 전기 트럭(현대 포터2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 
58.8kWh) 배터리 용량의 5% 또는 별도의 보조배터리를 사용
할 경우 배터리 중량 30kg(리튬인산철 기준 3kWh) 사용 시 
12시간 동안 구동할 수 있어 높은 효용성을 가집니다.

PCM의 보조냉각기로써 기존 컴프레셔 냉동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털링 냉동기는 컴프레셔 냉각 대비 4가지 우위성이 
있습니다.

1) 스털링 냉동기는 소형일 경우 컴프레셔 냉각기에 비해 동
일 출력일 때 중량이 30-40% 수준으로 작습니다. 물류 산업에
서 중량은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스털링 
냉동기는 컴프레셔 방식보다 콜드체인 운송에 더 적합합니다.
2) 많은 부품과 복잡한 배관으로 구성되는 컴프레셔 방식과 

달리 스털링 방식은 단일 유닛 형태이므로 소형모듈화가 가능

하여 간편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3) 컴프레셔 방식은 On/off 구동으로 온도를 제어해 온도정밀

도가 비교적 낮지만, 스털링 방식은 연속적인 피스톤 진폭조절
로 온도를 제어해 온도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4) 스털링 냉동기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0”인 헬륨을 

냉매로 사용해 GWP가 “1430”인 R-134a를 냉매로 많이 사용
하는 컴프레셔 방식보다 친환경적이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자
유롭습니다.

이러한 우위성으로 스털링 냉동기는 소형 패키징과 결합되어 
액티브 냉장 박스로 고부가 저온 물류 유통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콜드 체인 기술로써 스털링 냉동기
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경제성이 확보되면 다른 냉동기술에 비
해 가질 수 있는 저중량/구조적 단순성 및 정밀한 온도 유지능
력으로 인해 정밀 온도제어가 필수적인 바이오·식품 등의 냉동·
냉장 물류시스템과 접목되어 기존 저온물류시스템의 냉동 기술
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스털링 엔진과 초고속 회전체는 전통 기

계에 가깝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 상 전통 기계 
시스템에 관해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 기계 시스
템이 기반이 되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한 분야에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
가가 되면 그 사람은 쓰이게 되어 있음으로 묵묵하고 치열하게 
본인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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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상식에 기초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모바일 비서나 로봇수송, 의료, 보육 등 우리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이승철 교수님(POSTECH 기계공

학과)은 다양한 산업 시스템 및 기계·전기 시스템을 분석/진단 
및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
적화, 기계학습, 신호처리, 확률, 제어 등 융합 연구를 위한 인공
지능과 시스템 통합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1.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에 대
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산업 인공지능 연구실은 2018

년 시작하여 현재 이승철 교수를 중심으로, 박사 후 연구원 1명, 
박사과정 2명, 통합과정 7명, 석사과정 6명, 총 16명의 연구원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다양
한 산업 시스템 및 기계·전기 시스템을 분석/진단 및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적화, 기계학습, 신호처
리, 확률, 제어 등 융합 연구를 통해 기계 시스템, 재료,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진단 및 분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
해서 어떤 방식이 개선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 현장에서 진단 및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2가지(모

델 기반 방식, 데이터 주도 방식) 메인 패러다임이 존재해왔습

니다. 딥러닝이 각광 받기 이전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 
모델 기반 방식은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모델링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모
델 기반 방식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존하며 현상
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을 토대로 시스템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는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고, 관련된 지배 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에서 
중요한 시스템의 scale up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점 발생하는데, 해당 도메
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없다면 모델을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다중 물리 현상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모델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불확실성과 에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
다. 또한, 모델링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적, 
시간적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주도 방식은 시스템
의 작동 원리와는 상관없이 입력과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확률론적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머신러닝과 딥러
닝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머신러닝은 특성인자 추출 및 
kernel mapping과 같이 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지식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반면, 딥러닝은 모델 자체에서 특성 인자 
추출 및 디자인을 해주는 end-to-end 방식입니다.

딥러닝은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데이터만 있다면 
문제를 모델링하고 해결할 수 있어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고, 그 성능 역시 모델 기반 방식 또는 머신러닝 
방식을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주도 방식 역시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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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일어난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할 뿐,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딥러닝은 입력 데이터
와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지만, 중간과정은 알 수 
없는 black-box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만을 근거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다면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시스템의 일반화된 성능을 얻을 수 없으며,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라면 학습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
한 이유로 최근 기업에서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추세
이며, 연구자들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
하여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물리 기
반 모델과 데이터 주도 방식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2가지 방식
이 결합된 물리 기반 인공지능(Physics-Informed AI)가 궁극
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3. 기계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한 CNN, RNN 기반 
심층 신경망 모델링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제조라인에서 조립 품질을 정량화하기 위해 음향 

또는 진동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고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에는 전문가의 지
식과 경험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어 결함 주파수와 같이 
고장에 관계된 특정 주파수를 감시하여 제품의 품질과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몇 개
의 인자 크기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정확
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학습 과정 중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시스템
의 상태 예측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구조로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최적의 커널을 
학습합니다. 소음 진동 분야에서는 음향 또는 진동 데이터를 

취득하고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를 통해 시
간-주파수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합성곱 신경망은 
제품 품질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Fig 
3은 음향 데이터의 시간-주파수 이미지에 대한 합성곱 신경망 
적용 예시입니다.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시간-주파수 이
미지에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주파수대의 비정상적인 패턴
을 확인하여 고장의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특정 주파수나 시간의 위치(특성 인자 추출)가 선행적으
로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 정상 이미지와 
비정상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커널을 스스로 학습하고 이미
지의 정상/비정상을 예측합니다. 주파수의 크기와 같은 단순한 
형태부터 추상적인 형태의 특성 인자까지 다양하게 학습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특성 인자는 합성곱 신경망의 성질 
(convolution layer and pooling layer) 때문에 공간 불변성 
(spatial invariance)도 지닐 수 있어 노이즈에 강건한 예측 결
과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분석에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은 진동 데이터로부터 제품의 품질과 설비 건전
성을 예측하는 산업 인공지능으로 탈바꿈합니다.

인공지능은 앞선 예시와 같은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설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남은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 진동 데이터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구조로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Fig 4).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30

순환 신경망으로 예측된 수명은 사용자 경험에 의한 단순 역
치(threshold) 기반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의 동적 특성이나 
패턴을 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설비 정비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Fig 5) 이를 통해 설비 유지보수 비
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딥러닝 진단 기술은 산업 전반에 사용하면 효율적이지만 
오류 가능성을 걱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처리 부분의 한계점 
및 새로운 대안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딥러닝이 항상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항상 옳은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제시할 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차체에 부착
된 여러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
한 정보들에는 기존에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와 유사한 데
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라면, 
결과를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예측을 할 테지만, 기존과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모델은 기존의 정보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의 확률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는 black-box인 딥러닝의 특
성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최대한 많은 주행을 
통해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의 추론능력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컴퓨터 비전에서는 
결과에 대해 해석 가능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root-cause 
analysis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 
개발됨으로써 딥러닝의 활용도는 점차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
다.

5.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중공업, 서울성모병원 
등 오랫동안 여러 분야와 함께 협력하여 연구도 진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5.1. 제조 분야
제조(manufacturing) 환경에서는 제조/공정 설비를 통해 획

득할 수 있는 각종 신호와 공정 이력,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결과 등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설비 등을 진단 및 분류하고, 
알맞은 공정 조건 및 상황을 예측하며, 설계에 직·간접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및 분류는 주로 진동 신호의 통계
적 분석과 주파수 분석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많은 전문 지식, 비용 및 시간을 수반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으며 성능 개선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분석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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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및 분류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신호를 진단, 분류하기 위해
서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성 인자를 우선적으로 추출한 
뒤, 이를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진단, 분류하게 됩니다. 엔지니
어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신호로부터 특성 인자를 추출해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
가 증가하면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성 인자 추출을 스스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높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우리 
연구실에서는 풍력 터빈의 베어링 결함 탐지를 위한 진동 신호
의 다양한 이미지화 전처리 개발 및 적용한 바 있으며, CNN을 
통한 다중 고장 신호 분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ig 8)

아울러, 진동 신호와 함께 소리 신호에서도 STFT (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의 전처리 및 CNN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아주 높은 성능의 고장 세부 유형 진단을 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
다.

진단 분야에서 정상/고장 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딥러닝 모델
의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
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CAM(class 
activation map)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팔보 
예시를 통해 범주별로 차이를 내는 부분, 즉 진동이 더 심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 9)
해당 연구를 통해 실제 복잡한 기계 시스템을 영상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딥러닝 기반 재료의 다상 미세조직 분류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상 미세조직을 구분하려면 엔지
니어의 배경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분류 결과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범주별 미세조직 이미지를 딥러닝 알고
리즘으로 학습하여 육안 분류가 어려운 재료의 다상 조직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해 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Fig 
10)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은 공정, 실험, 시뮬레이션 등에
서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해 분석을 제공하며 공정 및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시뮬레이션 데이
터와 실제 공정 및 실험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공정 제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에 필요한 공정, 
재료, 형상 등 수많은 조건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뮬레
이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이학습
을 통해 학습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출 성형의 공정 조건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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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철강 연속주조공정의 주편 온도 예측 모델과 2차 냉각
수량 도출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g 12)

시계열 데이터 형태의 실제 공정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를 RNN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현재 주편의 온도와 목표 온도
로 가기 위한 냉각 수량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주편 온도를 알기 위한 시뮬레이션 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비용 피드백 제어를 통해 필요 냉각수량을 도출하
는 높은 비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료 
다상 이미지의 고화질 이미지 복원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료 이미지의 경우 바로 사용하기에 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합
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를 위해 CNN과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저화질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SR(super resolution)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ig 13)

5.2. 의료 분야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적용한 기술 개발 및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과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
병원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판별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분야인 만큼 
매우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강건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
용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영상과 같이 데이터
가 영상으로 저장되는 경우 사람이 분석하기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정확도의 차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내시경 영상을 이미지 단위로 나누어 각 범주별 
이미지를 저차원으로 임베딩하여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이 판단한 중요한 부분을 확인
하기 위하여 CAM을 적용하였고, 병변이 있는 부위를 주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 14)

 

또한, 몇 가지 유형의 기침 소리를 담고 있는 음성 신호 분석을 
통한 연하 장애 판별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정상인과 연하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기침 소리의 데이터를 이미지화하기 
위한 STFT, MFCC(mel 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 등
의 전처리를 적용한 후 CNN을 통해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으며, 매우 높은 성능으로 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의 생산, 제조에 인공지능을 적
용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치료제의 줄기세포 평가 및 선별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ig 15)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능성 줄기세포 선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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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
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인공지능을 기반기술로 사용하는 만큼, 데이터가 연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분야가 다양한 만큼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대중화되는 현시점에서, 아직은 인공
지능이라는 분야가 일반 대중들에게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이는 협업을 하는 다른 기관에도 적용이 되는데, 인공지능
에 대한 지식(인공지능의 적용 가능 범위, 인공지능의 한계)이 
없다면, 현실적인 연구 주제를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데
이터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전처리 작업
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업하는 기관이 이러한 사항들
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경우, 시행착오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산업 현장에서 
확보 가능한 데이터는 대부분 불균형(Imbalance)한 경우가 많
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불균형한 데이터
로부터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의 경우에 모든 과정이 Black-Box로
서 해석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딥러닝 
모델이 어떠한 근거로 의사결정을 했고, 더 나아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해석 가능한 딥러닝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 기업 구글(Google)은 딥러닝의 대가인 Hinton 교수를 영입
하고, 기계 학습 전문 기업 딥마인(DeepMind)와 네스트
(Next)를 거액에 인수하는 등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여 기계
학습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

는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우수한 인재와 데이터의 양, 질적 차이에 의존
하며 AI 핵심 기술력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가속화되어, 후발 주
자가 따라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많은 국가 및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 선점의 중요성을 알고 AI 관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외와 국내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
는 아직 상당한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명한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
북, 바이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력으로 판단하고, 발 빠르게 우수한 
인공지능 연구진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글은 
2013년 제프리 힌턴이 설립한 ‘DNN 리서치’를, 2014년에 딥마
인드를 인수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딥러닝 분야의 전문가 
중 20%가 딥마인드에 있었기에 구글은 회사의 가치보다 인재
의 영입을 중요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2016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에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술력을 확보한 대학 연구소와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였습니
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AI를 미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간주하고 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 
몬트리올에 인공지능 랩을 설립하여 요수아 벤지오 교수와 공
동으로 영상, 음성인식, 자율주행 분야의 AI 알고리즘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전문 분야 인력 부족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미국, 영국 등 5개국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세바스찬 승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대니얼 리 
코넬테크 교수, 위구연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영입하였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를 인수하고 
홍콩과학 기술대학과 ‘네이버-홍콩과기대 AI연구소’를 설립
하였으며, 관련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들의 
사기업 겸직 제한을 풀어, 교수들의 연구역량과 기업들의 현장 
경험이 섞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M&A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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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또한 AI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시장 인재를 
대상으로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도모할 필
요가 있습니다.

8. 딥러닝은 만능이 아니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해
야만 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과 기계학
습, 수학적 모델링 기법 등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한데요. 구체
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필요한 모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형대수, 
확률 및 통계 등의 수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
나 PyTorch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코딩 실력도 갖추
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공학 분야의 이해가 밑받침이 
되어야 기계분야의 문제에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토대가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원리를 모르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시도를 거듭하게 할 뿐입니다.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공지능을 사용하
기 위해 기초적으로 수강해야 할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한 없이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ttp://iai.postech.ac.kr/index.php/machine-learning/)

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말미암아 산업 전반적으로 AI와 융합하

여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와 산업의 
융합이 시작 단계이기에 연구의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넓게 퍼
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은 AI
를 활용하는 AI+X 연구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이고, 
기계공학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며 기계공학 분야에서 AI+X 분
야를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예로 들자면, 실제의 
기계 시스템에서는 비정상 상태보다 정상 상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 이로 인해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모든 데이터를 정상 상태로 판단하여도, 
정확도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계시스템에서 각종 
센서로 측정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컴퓨터공학 분야의 자연
어 처리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 시스템의 시계열 데이
터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로, 현재 대부분의 AI 연산 과정은 Black-box로, AI 결과를 
설명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기계시
스템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AI 결과를 설명이 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계공학 분야의 AI+X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
제점은 컴퓨터공학의 순수한 AI 관점과는 다르게 접근하여 해
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로, 저희 산업인공지
능 연구실은 기계공학 분야에 적합한 AI+X를 계속해서 연구하
여, 기계공학 분야의 AI+X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CAE(Computer-Aided Engineering)라는 학문에서 더 나아
가, AIAE (Artificial Intelligence-Aided Engineering)라는 새
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산업에 적용하려는 연구 
분야(AI+X)도 각광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I+X는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해 보이는 분야를 공부해야 하고, 
인공지능 자체도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인공지능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주제가 무궁무진하고, 모든 연구
가 최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연구소 및 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 인재 
채용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연구인력을 사회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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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로봇은 1개의 직렬체인(다리)으로 구성되는 직렬로봇과 
달리 이동플랫폼(End-Effector)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리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를 가진 로봇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김한성 교수님(경남대학교 기계

공학부)은 병렬로봇의 End-Effector(3축 Wrist/다기능 그리
퍼) 메커니즘 설계 보완 및 모듈 성능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십니다. 작업영역이 확대된 병렬로봇의 진동 감쇠를 위한 전용 
프레임 제작, 모션 제어기 개발, 기구부의 강성 해석 및 오차 
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내 로봇 및 메커니즘설계 실험실은 주
로 기구학(나선이론)을 바탕으로 로봇 메커니즘의 최적설계 
및 로봇 시스템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는 확장 작업영역 병렬로봇 개발, 멀티협동로봇 제어기 
개발, 적응형 그리퍼 개발,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한 힘/위치 동
시제어 연구 등이 있고, 기존연구로는 6자유도 병렬로봇시스
템, 6축 모션시뮬레이터, 병렬형 햅틱장치, F/T측정기능을 갖
는 순응장치, 철도응용장치 개발 등이 있습니다.

2. 병렬로봇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직렬로봇과 더불어 가장 중요
한 로봇 팔의 기구(메커니즘)의 새로운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방식이 개선되었는지 자
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산업용 로봇은 단일 직렬체인으로 구성되어 넓은 작업
영역을 갖고 Wrist에서 유연한 동작이 가능하나 비교적 무거운 
구동기가 각 조인트에 장착되어 있어 고속/고가속 운동에 한계
가 있고 로봇자중에 비하여 가반하중이 작습니다.

반면 병렬로봇은 이동플랫폼(엔드이펙터)이 적어도 2개 이상
의 직렬체인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로 구동기가 고정부 또는 
근처에 장착되고 나머지 조인트는 수동조인트로 구성되는 메커
니즘입니다. 이동플랫폼이 다수의 다리로 지지되므로 로봇 자
중 대비 가반하중이 크고 고강성을 갖고 구동기의 오차가 누적
되지 않으므로 고정밀도를 갖습니다. 또한 구동부가 고정부에 
위치하므로 이동부의 관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고가속운
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플랫폼이 다수의 다리로 연결되어 
작업영역 및 회전범위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작업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고정밀, 고강성, 
고가반하중이 필요로 하는 응용 예나 병렬기구 자체를 직선레
일 또는 산업용 로봇 끝단이나 장착하여 작업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정밀, 고자유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응용으로도 개발
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에서 대상으로 하는 Delta 병렬로봇과 같이 2~3개

의 다리로 운동하는 기구는 비교적 큰 작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고속/고가속 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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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렬로봇은 식품이나 소형 기계, 전자 부품의 픽 앤 플레이
스(Pick and Place Machine: 물체를 집어들어 다른 위치로 옮
겨 놓을 수 있는 로봇 시스템) 용도로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
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병렬기구의 고강성 고정밀도 장점을 이용하여 공작기계로 국

외 및 국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자유도 수동조인트
(구형 및 유니버설 조인트)가 다수 존재하여 공작기계가 요구
하는 정밀도를 맞추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용제품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기존 직렬구조
의 공작기계에 비하여 고강성이므로 소형 3축, 5축 공작기계로
의 응용이나 고정밀도의 상용 부품 지원이 된다면 상용화 개발
이 가능하고 아직 연구개발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
니다.

병렬기구의 고가속, 고가반하중의 장점을 이용하여 모션 시뮬
레이터가 다수 개발되었고 대표적으로 무크(Moog)와 보쉬 렉
스로스(Bosch Rexroth) 등 있습니다.
병렬기구의 고정밀도 장점을 이용하여 PI사의 병렬형 정밀 

위치 스테이지(위치 정밀도 sub micron~sub nanometer) 등이 
있고 가벼운 이동부의 무게와 고반발력의 장점을 살려 햅틱
(Haptics) 장치로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Force Dimensions, 
Novint사 등).
산업용 로봇으로도 고가반하중의 장점을 이용하여 Fanuc사

의 Hexapod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병렬로봇은 Delta 병렬로봇일 것입니다. Delta 로봇은 고정부
의 3개의 모터가 구동암을 회전제어하고 각 구동암에 2개의 
구형-구형조인트가 연결된 링크가 이동플랫폼에 연결되므로 
이 링크에는 인장/압축만 작용하므로 고강성을 유지하면서 매
우 경량의 메커니즘입니다. Delta 병렬로봇은 고속/고가속에 
매우 적합한 구조라 할 수 있고 비교적 큰 작업영역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축 고속 병진운동에 1~3축 회전 Wrist
를 추가하여 다양한 조립작업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4. R&D과제를 보면 직선 부가축 개발로 인하여 생산 공정의 
특성에 맞게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의 직선 부가축 
구동 방식의 병렬 로봇 모듈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직선 
부가축 구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산업용 로봇은 1개의 직렬체인으로 구성되어 넓은 작

업영역을 갖고 Wrist에서 유연한 동작이 가능하나 비교적 무거
운 구동기가 각 조인트에 장착되어 있어 고속/고가속 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병렬로봇 중 Delta 병렬로봇은 3~4축 로봇으
로 모든 회전구동기가 고정부에 장착되고 이 구동기가 경량의 
병렬 기구부를 구동하여 120~150 cycles/min의 고속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업영역이 직경 1,000mm 내외로 직렬로
봇보다 제한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게 된 병렬로봇은 병렬로봇의 고속, 고가속력, 
고강성 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작업영역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직선부가축으로 확장된 작업영역을 갖는 병렬 메커니
즘입니다. 첨부그림과 같이 모든 회전구동기는 고정부에 장착
되고 볼나사 직선구동기로 병렬로봇 베이스를 직선이동 시키
고, 나머지 3개의 회전구동기는 볼스프라인을 통하여 병렬기구 
암을 회전하여 병렬로봇 기구부는 3축 직선운동을 얻게 됩니
다. 직선축 길이에 따라 작업영역이 확대되어 기존 상용 Delta 
병렬로봇에 비하여 작업영역을 1.5배 이상 확장할 수 있습니다.

5. 병렬 로봇의 작업영역 확대 및 엔드 이펙터(이동플랫폼)의 
자유도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처럼 움직이면서 작업수행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단, 모든 기술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대안은 없는 건지 궁금합
니다.
병렬로봇의 작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병렬기구의 회전운동을 

볼스플라인으로 구동하는 메커니즘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작
업영역을 보다 증가하기 위해서는 볼스플라인의 길이도 증가되
어야 하나 길이 증가에 따른 비틀림 강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력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전볼나사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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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메커니즘을 특허출원하여 길이에 따른 비틀림 강성 저하 
문제점을 보다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3축 회전운동으로 엔드이펙터의 자유도를 증가하기 위
해서는 Fanuc사의 6축 병렬로봇과 같은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운동전달 메커니
즘은 특허장벽으로 인하여 특허회피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
다. 첨부그림과 같이 회전구동모터를 병렬로봇 회전축 근처에 
장착하여 기존 회전운동 전달 메커니즘 보다 동적성능을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3축 회전운동전달 메커니즘을 특허출원하여 
특허회피가 가능하였고 최대 6축 병렬로봇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솔웍스㈜,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오랫동안 여러 분야와 함께 협력하여 연구도 진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존 연구 및 최근 함께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작업영역이 확장된 보급형 고속 병렬로봇 개발을 오토닉

스 주관으로 아테스, 솔웍스,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와 공동으
로 수행하고 있고 역할 분담은 첨부그림과 같습니다.

7. 제조 산업로봇은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 및 발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산업용 병렬로봇에 대하여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
인 해외 산업용 로봇 개발업체(Fanuc사, Omron사, ABB사 등)
는 전체 모델중 비율은 크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병렬로봇을 
꾸준히 생산/개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소수의 중소기업
(아테스 등)이 전형적인 3~4축 Delta형 병렬로봇 모델만을 개
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병렬로봇의 경우 최대 4대의 병
렬로봇을 정밀동기제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의 경우 1대씩
만 제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모든 산업용 로봇 
생산개발에 문제점인데요, 주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렬로봇의 경우 kW급의 저관성 고속 서보모터와 
저감속비의 고정밀 감속기 국산화 개발이 필요합니다.

8. 그럼 병렬로봇 시스템의 최적 설계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할까요?
병렬로봇의 설계는 크게 구조합성과 치수합성(dimensional 

synthesis)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구되는 
작업을 만족하는 병렬로봇의 구조를 선정하는 것인데, 자유도
마다 병렬로봇의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하고 메커니즘들의 장단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여 메커니즘의 구조가 선정되면 성능을 최대
화할 수 있는 기구학적 치수와 각 부품을 최적 설계해야합니다. 
기구학적 치수의 변화에 따라 성능이 매우 크게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최적 설계 시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구학적 
치수가 증가할수록 작업영역은 증가하나 강성, 가반하중 및 정
밀도는 감소하므로 상반되는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구학
적 치수를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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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봇은 Telescopic 방식의 선형 구동 기, 유니버설 및 볼
조인트와 같은 부품을 요구하나 이러한 상용 정밀부품을 구하
기가 어렵거나 고가라는 점이 개발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형구동기를 고정부에 배치하면 상용 선형구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Exechon은 상용 선형구동기를 사용하
고 회전 조인트만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병렬구조 기구는 수천가지 형태의 구조가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작업영역 및 유연성 등의 한계로 산업적 
응용 예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렬구
조 기구는 직렬구조 기구에 비하여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
다. 병렬기구의 장점이 이용하여 다양한 로봇 개발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F/T센서 및 토크센서가 장착된 협동로봇 등과 
같이 어느 정도 힘제어가 가능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위치제어에 기반한 응용에 한정되었습니
다. 일반 대중이 기대하는 로봇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등 지능제어 알고리즘도 필요하겠지만 위치뿐만 아니라 인간처
럼 자유자제로 힘제어를 하게 되면 로봇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지리라 예상합니다. 순응성을 이용하여 로봇이 위치제어뿐만 
아니라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이를 먼저 
제조 산업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10.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병렬기구는 직렬기구와 달리 매우 다양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Gogu, G, 2009, Structural Synthesis of parallel Robots).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웨어러블 로봇의 메커니즘, 생체모방 메
커니즘 등에 활용한다면 매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또한 병렬기구를 산업적으로도 아직 적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구조합성, 기구학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응용연구를 
한다면 다양한 연구 개발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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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동역학 분야에서는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압축기, 발
전용 터빈과 같이 전통적인 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기계 시스템의 성능분석 및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창의적인 기계 시스템
을 제안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효율적이며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 분야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유홍희 교수님(한양대학교 기계

공학부)은 자동차, 가전, 발전, 생산 장비 등 전통적인 기계 시
스템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십
니다. 그러면 유연 다물체계의 구조해석 및 설계와 관련된 연구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1993년에 한양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우리 연구실
(한양대학교 동역학연구실)에서는 지난 27년간 변함없이 유연 
다물체계의 구조해석 방법 및 설계에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존재하므로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은 계
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주제들은 지속해서 연
구되어온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선형 구조해석 방법
이나 회전 블레이드 구조 모델링 방법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
로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2. 단순한 구조의 해석에만 주로 적용되어 오던 레일레이-리
츠법을 유연 다물체계 비선형 구조해석에 적용하는 게 주요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레일레이-리츠 해석 방법과 비
교하여 연구하시는 방식은 어떤 점이 발전되었는지 자세한 설
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레일레이-리츠 해석 방법은 구조 동역학 분야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구조 동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임의의 구조 형상에 대해
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20세기 중반에 유한요소법이 개발되
어 사용되기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선형 구조모델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비선형 
구조모델에 적용하려면 함수공간을 구성하는 기본함수들이 구
조 경계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선형 구조모델의 경우
는 경계조건 중 기하 경계조건만 만족하여도 기본함수들의 수
가 늘어나면 수렴하는 해를 얻을 수 있게 되지만 비선형 구조모
델의 경우는 기본함수가 자연경계조건까지 만족해야 수렴하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선형 구조 문제들의 
경우 비교함수(Comparison function)라고 부르는 그런 기본함
수들이 존재하지 않아 레일레이-리츠 방법으로는 비선형 구조 
동역학 문제의 해를 구할 수 없었지요. 우리 연구실에서 최근 
개발한 새로운 레일레이-리츠 방법은 이러한 기존 방식의 한
계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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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광, 풍력, 열 등의 자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며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수확 
및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교수님
께서 연구하시는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연구 내용이 궁금합니
다.
기존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연구는 주로 전기공학과 재료공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에너지 하베
스팅 기구는 사실 역학적인 구조이므로 기계공학 연구자들이 
기여할 부분이 많은 연구 분야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구의 
기계-전기 연성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여 산출되는 전압 
및 전력량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실험을 통해 규명한 연구입니다.

4. 최근 고온에서 작동되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설계를 위해 
정확한 열탄성 결합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국제논문에서 강
조하셨는데요. 어떤 연구 원리와 결과에 의해서 검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구조 동역학 모델은 자체로도 상당히 

복잡한 연구주제입니다. 그런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작동하
는 환경이 엄청난 고온 환경입니다. 이렇게 고온이 되면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들의 영률과 같은 역학적인 성질이 모두 크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의한 물성 변화가 구조 동역
학 해석 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블레이드의 내측에 냉각액이 관을 
통해 흐르게 되면 바깥의 고온 환경과 관 내측의 저온 환경 
사이에 열전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해진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서 구조 동역학적인 특성이 구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열탄성 구조 모델의 정확성은 유한
요소법을 사용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5. 다분야 통합 최적 설계 중에서도 드럼세탁기의 현가시스템
(Suspension system)은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및 국외기업에서 이러한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잘 아시는 바대로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 분야는 우리나라의 

가전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전제품들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CAE 
Tool들을 활용하는 실력이 세계 최고라는 의미이지요. 예를 들
어 드럼세탁기의 경우 회전축이 수평이므로 세탁물 섞임이 자
연스럽고 사용하는 물의 양도 아주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탁 
시 진동이 훨씬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기 설계단계에서 다물체동역학 해석과 구조진동 
해석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고, 세탁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규칙 등 다분야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
어져야 합니다. 요구되는 제품의 개발 주기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서 설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러한 통합 기술의 중요성
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모든 구조 설계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대안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설계는 대부분 선형적 공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선형이론이 대부분 사용되는 이유는 우선 엔지
니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구조 문제의 경우 비선형 이론을 사용하여 해석이나 
설계가 이루어지면 작업을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다는 점도 비선형 이론의 사용을 어렵게 하는 실제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선형 이론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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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아울러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방법론은 인간의 직관에 근거한 기존 
설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구조설계를 비롯한 공학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측
합니다.

7. LG와 함께 드럼세탁기를 오랫동안 함께 협력하여 연구도 
진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존 연구 및 최근 함께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연구실이 동역학과 구조진동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실이
다 보니 드럼세탁기 연구는 LG전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주로 세탁 시에 발생하는 
진동을 허용범위 이내로 제어하고 세탁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연구는 최적화 방법론을 전문 
연구하는 연구 그룹과 함께 진행하며 많은 것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
지만, 연구내용 중 세탁 시에 발생하는 진동 데이터로부터 세탁
물 질량의 통계적 분포를 거꾸로 구해 설계에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8.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
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본인이 정말 열심
히 연구해온,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되는 내용이, 저널 등을 통해서 발표하려는 노력이 좌절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양질의 연구실적에 연관되어 있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사실 더 열심히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방법은 연구자 각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인생에 대한 
시야와 이해도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
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신앙이 많은 힘을 주었지요.

9.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 중 연구 진행과정 및 어떤 
발전이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
요?
제가 연구해온 연구 분야는 기계공학의 기본을 이루는 역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사실 기계공학이 태동한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컴퓨터가 본격 사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유한요소법과 같은 
역학해석 방법론이 이용되며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
다.

그런데 역학 분야 연구는 미국에서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여전히 그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과 인도에서 새로운 연구자들이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
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선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새로운 학문 분야에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속하게 
침체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새로운 학문 분야들과 그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전통적 학문 분야가 학문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통적인 기초학문이 지속해서 연구
될 수가 있도록 연구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세심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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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학문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특히 유연 다물체 구조 시스템 스마트 설계는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할까요?
유연 다물체 스마트 구조 시스템 설계라 할 때 유연 다물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요소들의 수가 많은 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스마트 설계는 기존의 유연 다물체 구조 설계에서 고려
되지 못하던 구조 비선형성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는 시스템의 
특이한 성질에 의한 성능향상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
다.

구조 요소 수가 아주 많은 유연 다물체 계의 경우 구조 비선형
성까지 고려하여 시스템 해석을 수행하려면 아주 큰 전산 시간
이 소요되며 설계를 수행하려면 해석을 통상 수십 회 이상 반복
해야 하므로 공학적 적용에 한계로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된 새로운 해석 방법은 계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스마트 성능을 갖는 구조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제 연구 분야. 즉 비선형성을 

고려한 구조해석 및 스마트 설계를 비롯한 다양한 공학 분야에 
등장하는 비선형성이 발생시키는 특이한 현상은 많은 엔지니어
를 매혹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그

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현상이 인
간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
마도 그런 점들이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거의 모든 분야 공학 
이론들이 선형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게 된 이유라 생각합니
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 및 설계 기술들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인류가 
직관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줄 중요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연 다
물체 구조 시스템의 스마트 설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현재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해석 및 설계 방법론들
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12.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도 젊은 학생일 때는 새로운 연구내용들이 다 좋아 보였습

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참신해 보이는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석사과정 학업을 하였고 나중에 그와 연
관된 박사과정 연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창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제를 선택해 학위 과정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연구주제들이 그로부터 10년 후에 크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눈을 감고 사는 것도 절대 좋지는 
않지만, 너무 세상 유행과 흐름만을 좇아 사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주제보다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을 두는 주제를 발굴하여 연구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구하여
온 역학 분야는 기계공학의 기초를 형성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해서 꼭 필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니 이 분야를 학업 하며, 
혹은 연구하며 여러분이 흥미를 갖게 되었다면 이 분야 연구를 
학위 주제로 삼아서 정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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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강용태 교수님(고려대학교 기계
공학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로 선정되신 분
이십니다. 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장
한 열에너지로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건물의 냉
난방 부하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
(Zero Energy Building, ZEB)을 뛰어 넘어 플러스에너지빌딩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PEB)을 구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응한 냉동 및 열 시스템 설계기술

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 기술동향에 맞추어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응하는 

냉동 및 열 시스템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Low-GWP 냉매를 이용한 냉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여름철 
전력 피크를 해결하여 원만한 에너지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고효율 흡수식 냉동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은 포집과 저장 과정에
서 과대한 에너지 소비 및 추가적인 CO2 배출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드레이트 기술을 이용
하여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및 변환하는 기술을 개
발 중에 있습니다.
포집 과정에서 투입되는 냉각열을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해리열로 회수하여 지역 냉방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나아가 흡수제인 메탄올에 고체 나노입자가 아닌 실리콘 
오일과 같은 나노스케일의 오일류를 첨가하여 분산시키고, 흡
수제의 분산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메탄올 
기반 나노에멀젼 CO2 흡수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집 된 CO2의 처리 과정 중 광촉매를 활용하
여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 없이 CO2를 유용한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 시스템은 전기 대신 열에너지로 구동하는 냉동 
시스템으로 여름철 피크 전력 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목
받고 있으며 친환경 작동 유체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H2O/LiBr 흡수식 시스템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최초 개발되
었으며 19세기에 개발된 NH3/H2O 흡수식 시스템보다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H2O/LiBr 흡수식 시스템은 낮은 구동 압력 
덕분에 고온 열원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원은 재생기에서 냉매를 흡수액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사용
되며, 두 개 이상의 재생기를 이용하여 그만큼 냉매를 재생시키
는 시스템을 다중효용 흡수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위 삼중효용 흡수식 시스템
에 적용할 3개의 판형 용액 열교환기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개발 목표에 따라 높은 열전달 성능을 보일 수 있는 판형 열교환
기를 선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판형 열교환기에서의 
H2O/LiBr 용액의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였습니다. H2O/LiBr 
용액 열전달 상관식은 판형 용액 열교환기 판 수 선정 프로그램
에 적용되어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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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나노흡수제와 
신개념 흡수기를 개발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나노
흡수제와 신개념 흡수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고성능·고분산 나노에멀젼 흡수제는 

세계 최초 개발된 것으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CO2 물리적 
흡수제인 메탄올에 나노크기의 오일액적을 분산시킨 형태입니
다.
나노에멀젼 흡수제의
1) 분산안정 확보를 위한 오일과 계면활성제의 종류, 비율, 

농도 등 최적조건 제시,
2) 정량적 분산안정 평가 지표 확보,
3) 나노에멀젼 열물성, 물질 확산계수를 DB화 하여 산업시스

템 적용시 거동 예측 및 무차원화 기초 마련
4) CO2 흡수·재생 성능 평가, 5) 이미지 분석을 통한 메커니

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나노에멀젼 흡수제를 적용한 산업 CO2 흡수시스

템을 개발하여 구동에너지를 저감시키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산업 CO2 물리적 흡수시스템의 반응기는 구동 흡수제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노흡수제의 CO2 포집 거
동을 고려하여 최적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구동 조건 변화를 
고려하여 무차원 상관식을 개발하고, 작동 차트를 통해 흡수기
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연구 중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업계에 주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요. 어떤 원리의 연구이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과 가스 분자로 이루어진 화학적 결합

이 없는 결정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CH4 
하이드레이트와 CO2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및 높은 압력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며 이는 
얼음 구조와 다른 결정 형태를 가집니다. CO2 하이드레이트는 
아이스 슬러리 보다 높은 해리 엔탈피를 가지고 있어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원 및 수송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Fig 1).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CO2를 포집하여 저장하면 대기 중 이산
화탄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형태에서 CO2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 수송 
수단으로 활용활 경우 생성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적절한 첨가

제를 활용하여 생성 압력 및 온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
다 (Fig 2).

CO2 하이드레이트 슬러리의 유동성 및 높은 해리 엔탈피가 
확보시켜 효과적인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시스템 구축 가능합니
다.

CO2 하이드레이트의 장점은 일반적인 물에 비해 잠열이 높
아, 열저장 매체로 사용할 경우 높은 에너지밀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이용하여 CO2만 선택적
으로 포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은 형성에 있어 고압과 
저온이 요구되어, 고효율을 내기 위하여 특수설비가 필요합니
다.

4. 가스냉방 보급 면에서 가스냉방의 기술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말씀하셨는데요. 가스냉방 어떤 기술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외 흡수식 냉동기는 주로 이중효용 H2O/LiBr 방식의 도

시가스 연소열을 이용한 가스직화식 냉동기가 주력으로 판매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COP 약 
1.0의 흡수식 냉온수기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형성하였습니
다. 그 당시 국내 흡수식 업계에서는 흡수식 시스템의 고효율화
보다는 높은 생산성을 위한 제조 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흡수식 냉온수기 고효율 
인증 기준이 ‘COP 1.0 이상’에서 ‘COP 1.2 이상’으로 상향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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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삼중테크 등의 흡수식 시스템 제조 기업들이 COP 1.35의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제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시스템 고효율화의 과정에서, 산학이 협동하여 흡수식 
시스템 개별 컴포넌트들의 성능을 최대화 및 최적화하였으며 
시스템 사이클 자체의 향상 및 재생기 배열 열교환기 등의 각종 
열회수기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 적용을 통해 이중효용 
흡수식 시스템의 이론적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한 상태입니
다.

2016년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직화식 흡수식 냉온수기의 고효율 인증 
기준을 기존의 ‘COP 1.2 이상’ 뿐만 아니라 ‘통합성능계수
(IPLV) 1.41 이상’의 기준을 공용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
터는 IPLV 기준에만 의거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인증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및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차원에서 효과적인 가스
직화식 흡수식 냉동기의 추가적인 효율 향상이 필요해졌고 이
를 위해 현행 이중효용 기술을 뛰어넘어 삼중효용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Fig 3)

5. 현재 맡고 있는 R&D과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열에너지 다소비 산업설비 스마트설계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종

우리나라에서 철강, 식품, 섬유산업 등의 열에너지 다소비 산
업은 대기업(설비 운용社) 위주임에 반해, 그 산업설비를 제작
하는 제작사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부족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으로 인해 고효율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 저하는 기술 
경쟁력 견인을 위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지속적 성과창출 및 독자적 사업화 가능성이 미약한 실정입니
다.

업종, 설비의 종류, 용도 및 용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인자들로 인해 설비 운용사들의 요구에 맞춘 열에너지 다소비 
기기는 주문 제작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도의 기술
이 필요한 설비의 경우에는 국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수요처와 용도마다 달라지는 무한한 설계 변
수들로 인해 열에너지 다소비 기기 설계 기술 및 설비의 국내 
표준화는 난망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필두로 한 다수의 국내 연구기관들

이 협력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정부 지원 R&D의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범용성 있는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공재로서 
제공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개방형 생태계 내에서 자발
적으로 기술을 거래, 이용,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합니다.
고려대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하여 대표적인 열회수 기기

라고 할 수 있는 열교환기들의 설계 모듈을 개발하여 스마트 
디자인 플랫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Fig 4).
고려대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매인 R-32나 

R-410A 냉매의 판형 열교환기에서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
성을 연구하고, 경험적 상관식을 개발하여 냉동 및 히트펌프 
시스템에 적용할 증발기/응축기 설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하여 공조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핀튜브 열고환기 시험 설비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Ni계 CRA 소재 및 폭 3,500 mm 급 CRA/steel 후판 클래드 
금속소재 제조기술 개발
이종금속 후판의 클래딩재를 구성하는 고부가가치 CRA 

(STS 304L, STS 316L, Ni-Alloy 625, 825) 합금을 대형 잉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46

곳 고청정 제조하고 단조/압연하여 대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자 합니다. CRA 소재의 클래딩재 제공은 고부가가치 압연 
기반 클래드 후판재 제조의 필수이나, 국내 연구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단독 기술개발은 불가능하여, 
기업과 대학/정부출연 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달성하
고자 합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CRA 소재 제조과정에서 응력, 변형률 기반 
고온변형 저항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제조 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예측 모델을 실기 압연 결과(기업제공)를 바탕
으로 모델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클래드재 냉각 온도 변화 및 
변형 거동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합니다.

3) 나노에멀젼 흡수제를 이용한 CO2 흡수/재생 성능 촉진 
및 연료화 기술
기존 CO2 물리적 흡수 공정은 높은 흡수율을 얻기 위해 흡수

기의 온도를 저온(-40oC)로 유지하여 대용량의 냉동에너지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CO2 포집성능을 극대화하고 구동
온도를 상온으로 끌어올려 에너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나노에멀젼 흡수제를 개발합니다 (Fig 6).

포집된 CO2를 저장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무한한 청정에너지
를 이용하여 CO2를 연료화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Fig 7).

4) 태양열을 이용한 고성능 지중 계간축열 시스템 개발

태양열을 이용한 고성능 지중 계간축열 시스템이란, 하절기에 
태양열을 이용하여 지중에 열에너지를 저장하고, 동절기에 저
장된 열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열에너지가 유입되는 인입
위치제어를 통해 축열 효율 향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Fig 
8), CFD를 이용하여 액체인 열원으로부터 축열조에 열전달을 
가시화하고 최적화 모델링을 개발, 예측모델을 정립하고자 합
니다.

6. 지금까지 연구내용이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이 어떤 식으로 
상용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적용 이산화탄소 흡수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나노흡수

제 특허를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허 등록번호: 10-1296512). 그 외에 플러스에너지빌딩 

혁신기술 연구센터는 LH공사에서 테스트베드 건물을 제공받
아 기술개발한 내용을 실제 건물에 적용하여 실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우리나라의 가스냉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
의 연구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시스템 에어컨 시장을 살펴보면 대형건물

의 중앙집중식 냉방용 가스 흡수식 기기가 전체의 약 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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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기준 일본의 약 23.4%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스냉방 보급속도 둔화로 인해 
전체 냉방부하 대비 가스냉방 비중은 2014년 이후 하락세이며 
가스 냉방기기 신규설치는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법규와 지원제도들을 
통해 가스 냉난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와 금전적 지원
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냉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
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자부에서 발표한 위 방안은 크게 4가
지이며 이 중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핵심부품 
국산화, 효율화 기술개발’입니다. 정부는 전체 설비가격의 50%
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인 압축기와 엔진을 국산화하여 가격경쟁
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성능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스 흡수식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실에서는 판형 열교환기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계 판형 열교환기 시장은 세계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
조에 따라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판형 열교환기 
업체들의 기술은 아직 세계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
다. 가스 흡수식 냉난방 기기에서는 고효율의 내부식성이 강한 
판형 열교환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춘 All Stainless 
Steel 혹은 Nickel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들은 외국 업체들이 
자국의 본사에서만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스냉동산업의 제고를 위해서는 엔
진, 압축기의 고효율 국산화 뿐만 아니라 고효율 내부식성 판형 
열교환기의 국산화 개발도 필요합니다.

8.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Low GWP 냉매에 대한 연구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상황과 국
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최근 국제적으로 Low GWP 냉매 대응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갈리 의정서와 같이 국제 협약도 이루
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제협약에서 
이루어진 규제안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스스로 실행중이며 
기존의 냉매 사용이 금지된 후를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Low GWP 냉매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구체적 로드맵과 함께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2030년 이후 Low GWP 냉매를 각종 산업
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정부출연 연구
소를 중심으로 산학협력하에 Low GWP 냉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나 기존의 냉매를 대체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실증차
원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ig 9).

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에너지관련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에 걸맞는 “플러스에너지빌딩 혁신기술 
연구센터”를 선도연구센터-공학분야(ERC) 과제를 통해 설립
하였습니다.
연구의 추진 배경은 서울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가정·상업용 

건물이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CO2 배출량도 
상응하게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중대한 사
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 로드맵을 장기
적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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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이란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양을 최
소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로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
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 건물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재
생가능한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
물, 지열 또는 신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액화석탄). 국내 제로
에너지빌딩의 에너지자립률은 30-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본 플러스에너지빌딩 혁신기술 연구센터에서는 
건물에서 필요로하는 에너지보다 20%를 더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필수

적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전체 에너
지 공급의 6.5%를 차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미미한 이유는:
1) 기존에너지원에 비해 공급이 불안정함: 기존 발전소와 같

이 일정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기조건에 큰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오후에는 태양광 생산
량이 매우 크나 일몰 이후에는 생산이 불가함)
2) 낮은 에너지 생산밀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 동일 면적당 

발전가능 에너지가 현저히 낮음
3) 에너지 저장기 미비: 불안정한 공급과 관련되어 [에너지 

생산>에너지 수요]인 경우에는 잉여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산
<수요]인 경우에는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함;
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에너지 저장/변환] 및 [에
너지관리 최적화]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여야합니다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세 가지 연구그룹을 구성

하였습니다 (그림 11)

1그룹 : 신재생에너지 생산/변환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건물일체형 태양광/열 발전(BIPVT) 성능을 극대화(열에너

지 변환율 100% 향상, 생산량 350 W/m2)하고, 잉여전력 연료
화 (수소 변환 효율 75%) 및 연료전지 발전기술을 통하여 에너
지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0.3 W/cm2), 위 두 기기에서 발생하
는 중-저온 폐열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열-전기화학 
전지(30 mV/K, ZT>3.3 이상)를 개발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변환 성능 고도화를 실현함.

2그룹 : 고밀도 건물에너지 저장/활용 기술을 적용한 냉난방 
겸용 혼합축열 기술개발
냉매/이온성 액체 혼합물을 활용한 열에너지 저장기술(저장

밀도 550 kJ/kg)과 H2O/LiBr 용액의 상온 농도차 포텐셜을 
이용한 열에너지 저장(SSA) 기술을 개발. 또한 SSA를 통한 
냉난방 동시 활용 시스템(COP 0.5)과 솝션 열배터리 시스템
(COP 0.4)을 개발하여 건물 냉난방 부하변동에 유동적으로 대
응. 고효율 혼합축열조를 개발(축열밀도 50 kWh/m3)하고 부
하 특성을 고려한 운용기술을 개발하여 고밀도 건물에너지 저
장/활용 기술을 적용한 냉난방 겸용 혼합축열 기술을 개발함.

3그룹 : 패시브/액티브 핵심 원천기술 및 건물유형별 통합시
스템 최적설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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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건물에
너지 부하를 저감하고 건물유형별 통합시스템 설계를 최적화
함. 실증데이터 기반 통합 최적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적으
로 주거 및 비주거 건물에 대하여 플러스에너지 20%를 달성함.

플러스에너지빌딩(PEB) 기술은 건물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에
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위에 공급하는 기술로 
향후 에너지 소비의 저감은 물론이며 불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ZEB)보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
술입니다 (Fig 12).

구체적으로 대상건물(주거용: 화성상리단지, 비주거용: 서울
시 관공서 기준 산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부하를 패시브 디자
인 설계를 통해 50% 원천 저감하고, 냉난방 등 액티브 시스템
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에너지레벨 70% 달성 (액티브 기술 
적용 잔여에너지 부하 40% 저감) 및 최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최종 에너지레벨 120%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연계기술을 
구조·특성에 맞게 각각 개발 및 최적화할 것을 최종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플러스에너지 20%를 통해 건물 자체가 
에너지 생산자가 되며,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연계로 지역사회
에 에너지 안정을 유도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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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환자의 치료를 돕는 재활 로봇은 수술용 로봇 
다음으로 의료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로봇 기술입니다. 
재활 로봇 시장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제품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첨단 재활 로봇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으
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박형순 교수님(KAIST 기계공학

부)은 뇌 신경 재활 공학 및 재활 로봇을 연구하시며, 신경 질환
의 치료를 위한 로봇 개발 및 적용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최근 
사람의 피부 구조를 본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로봇 손용 
인공 피부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재활 로봇의 도구 및 치료, 
보조 및 평가를 위한 로봇 장치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에서는 기계공학과의 로봇 전공자로서 현대 재활의학

에 필요한 공학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뇌졸중 환자들의 편마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서 장갑 형태의 다자유도 손 
보조 글러브, 사용자의 의도를 인식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로봇을 활용한 실험으로부터 편마비로 인한 장애 증상을 뇌과
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신경근 협응 분석, 근수축과 근활성 
억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기자극 방법 등에 집중하고 
있고, 그 외 족저근막염 치료 로봇, 자율속도 보행 제어, 뇌성마
비 어린이의 보행 교정 장치, 스마트 워치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정용 재활 트레이닝/모니터링 프로그램, 다자유도 의수 로봇 
및 의수의 피부 구조체 및 센서 융합, 수부 외과수술 후 가정용 
재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간단한 착용형 손 재활 로봇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계공학의 지식 외에도, 
생체역학, 로봇공학, 인공지능, 생체신호 (뇌파, 근전도 등) 처
리 및 분석 등 다방면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지만, 저희연구실에서는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한 분들
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기술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열정을 중요
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장애인들
에게 더욱 더 나은 삶을 구현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 로봇 팔은 대부분 기계장치입니다. 인간의 손보다 더 정밀
한 작업을 하는 기계장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로봇 손에 
인공피부 개발은 매우 중요한 연구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개발하신 로봇 핸드(gripper)위한 인공피부에 대해서 자
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손은 금속이나 딱딱한 플라스틱의 재질로 

만들어지게 되어 물체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잡기 작업 시 불편
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처럼 부드러운 소재의 피부를 입혔을 
때 잡기 작업이 더 수월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에는 고무장갑과 유사한 실리콘 단층 소재를 로봇 
손에 씌워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람 손의 3층 피부구조가 단층 실리콘 피부보
다 잡기 성능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
습니다. 영화 등에서 사용되는 사람 피부와 겉보기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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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리콘 피부도 있기 때문에 외형적 모사 기술은 이미 완성
도가 높은 단계이고, 아마도 많은 연구자가 사람 손 피부구조와 
말랑말랑한 정도가 같은 단층 실리콘 피부를 만들어 주면 유사
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사람 손바닥 피부는 균일한 단층이 아닌 세 개
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겉 피부층 아래에 
말랑말랑한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단단한 근육층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피부를 만들었을 때 

같은 두께와 말랑말랑한 정도를 갖는 단층 피부보다 잡기 동작
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론적,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말랑말랑한 정도가 사람 손의 겉 피부층, 근육
층과 같은 실리콘 소재를 가공하고, 중간의 피하지방층은 라텍
스 소재를 활용하여 사람의 손바닥 피부의 물리적 특성을 모사
한 3층 구조의 피부를 만들어서 로봇손에 붙이면, 그 로봇은 
물건을 더 잘 잡고 외란에도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3. 신경 재활 공학 및 재활 로봇을 연구하시는데요. 인간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로봇을 어떻게 설계하시며, 재활 로봇의 
기술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활 공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반복 훈련을 통해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학적인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재활 로봇의 대부분은 
인간의 신체와 접촉하는 로봇이며 로봇의 일부 혹은 전체가 
훈련받는 사람의 신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접촉할 경우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동작시에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한 설
계가 필요하여 로봇이 최대 힘을 내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힘만 내어주는 구동기를 사용하거나, 사람과 접촉했을 

때 단단히 버티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방법, 
그 외 다양한 안전제어 장치 등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단단한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외골격 로봇 형태에
서 최근에는 옷처럼 부드럽게 착용하지만 보조력을 가해줄 수 
있는 소프트 로봇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인간의 손과 같이 작은 공간에 많은 관절
이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재활 보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자유도 소프트 착용형 로봇 장갑을 개발하여 손 마비 환자가 
다양한 물체의 잡기 동작과 심지어는 핸드폰을 한 손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구현 중입니다.

이러한 재활 로봇에서 기술적 한계라기보다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는 환자의 동작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도된 동작을 
정확히 구현해주는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뇌 신
경계 손상환자들은 비장애인보다 뇌 신경계의 생체신호가 미약
하고 다양한 의도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의도
를 파악한다면 지속적인 재활 동작 구현 시 뇌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는 장애인의 생체신호로부
터 정확한 동작 의도를 읽어내는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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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님의 연구는 임상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
상평가부터 재활을 위한 인공지능 모니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
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임상 실험 및 결과가 있을까요?
기계공학과의 연구실로서는 특이하게 뇌졸중후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임상 연구를 위해 많이 찾아오십니다. 최근까
지 대전 서구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만성 뇌졸중 장애를 
겪는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재활 치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인공지능 스마트 워치 시스템을 평가하는 장기 임상실
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20여 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분들이 수개월 동안 임

상 연구에 참여하셨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장기 임상 연구를 
하게 되면 재활치료라는 것이 지루하고 나아지는 정도도 미미
하게 되면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공지능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게임을 포함하는 재활시스템은 
매우 재미나게 연구에 참여하셨고, 그 결과 실제로 2개월 후 
손과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참여자께서는 본인의 손의 기능이 좋아진 것이 너무 기쁘
신 나머지 집에서 소화기를 잡고 양손으로 동작시키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보내주시기도 하였고, 연구 참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많이 해오십니다. 이렇
게 직접 도움을 준다는 피드백이 올 때 저를 포함한 연구진은 
매우 큰 보람을 느끼며 더 연구개발에 힘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
다.

또한 가정 재활 운동 중 어깨 환자의 재활운동 동작을 감지하
는 것으로 이를 위해 IMU 센서 신호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android(java)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환자의 운동데이터를 획
득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
러닝 알고리즘은 다양한 어깨운동을 감지 및 분류하여 임상 
정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5. 제 20 차 IEEE BIBE(20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engineering) 국제 컨퍼런스 (2020)
에서 발표하신 Wearable spasticity estimation and validation 
using machine learning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
다.
뇌신경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장애 현상 중 경직 (spasticity)

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상에서 경직의 정도를 진단하는 것은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함에도 실제 경직도의 측정은 
매우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직
현상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착용
형 센서 시스템 및 센서로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기존 전문 
임상가들의 주관적이지만 경험이 담겨있는 판단 결과와 매칭 
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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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확한 임상검진은 최선의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
한 연구입니다. 본 발표논문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 임상가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기계학습을 통해 습득하여 센
서로 측정된 측정값만으로 전문 임상가들의 판단을 어느 정도
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6. 연구해오시면서 재활로봇 개발에는 특히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 재활로봇이 구현하는 핵심 요소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봇의 안전성, 착용감등이 중요하며 미래 재활로봇에서는 환

자의 동작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활 훈련 후 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재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7. 지금까지 연구내용이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이 어떤 식으로 
상용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활로봇은 특이하게도 임상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

서 상품화되어 활용되어 왔습니다. 스위스의 Hocoma는 트레드
밀 기반 외골격 보행 로봇을 10여 년 전부터 제품화하여 세계적
으로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고가의 로봇 시스
템을 구매하여 임상연구에 활용하였고, 최근 그 결과들이 정리
되고 있는 중이지만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아 향후 재활
로봇 분야에 도전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
다.

국내에는 네오 펙트에서 로봇은 아니지만 손재활 센서 글러브
와 재활 콘텐츠로 원격의료시대에 활용될 가정용 재활 시스템
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17년부
터 국가로봇계획(NRI)를 추진, 한 해에만 2억2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독일도 연간 3억 유로(한화 약 3800억원)를 
IT와 의료 융합서비스로봇 분야에 지원 중이다고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재활 로봇업계 현실은 초라하다고 합니
다. 재활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재활로봇이 기존의 물리치료에 비해 뛰

어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아직 
임상적 효능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활 로봇 
시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아 대기업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맞물려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로봇의 특성상 간단한 재활 도구에 비해 가격이 높아질 수밖
에 없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쉽게 구매할 정도의 
값싼 로봇이거나, 값비싼 로봇을 반드시 구매해야만 할 이유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겠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수가가 고가의 재활로봇에 비해 터무
니없이 낮아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 한다면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활로봇 사용 
시의 의료수가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
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연구진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가 직접 환자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방법이 그분들 입장에서 
최선일까를 스스로 묻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
다. 과거에는 저희 전공분야인 로봇 구조 설계 제작, 제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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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했다면 최근에는 재활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재활의 궁극적인 목
적인 인간 뇌의 변화(뇌가소성)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여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
다.

사람의 뇌에는 수백억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들여다보
기 어려운 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기술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 뇌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에 매진하
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활 훈련 시 뇌가소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입니다.

10. 시카고 재활 병원(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연구원,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 조교수, 미국 국립 보건원(NIH)
의 책임 연구원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재활 로
봇의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
떤 실정인가요?
제가 7년 전 카이스트에 부임할 때부터 이미 국외에서는 재활 

로봇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단순한 논리로 인간의 운동을 보조하는 관점에서의 재
활로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순한 
물리적인 보조도구로서의 재활로봇에서는 뇌신경계에 대한 고
려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순한 물리적인 보조도구가 왜 
굳이 고가의 로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외에서는 이제는 재활로봇 자체의 개발보다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야 로봇이 아닌 다른 방법들에 비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로봇보다 더 
간단한 재활방법이 환자 입장에서 최선일 때가 많기 때문에 
왜 로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 로봇을 제작해서 그 가능
성을 보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제품으
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하는 수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뇌가소성을 극대화하는 로봇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학적 방

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선의 재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2.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재활공학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의미

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화를 겪기 때문에 이 연구는 미래
의 나를 위한 연구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입니
다. 연구의 결과물이 결국 내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직접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 근골격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인류 전체를 위한 연구
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늘고, 고령화를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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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크고 작은 재난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이나 대형 화재까지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 로
봇이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서진호 교수님(부경대학교 기계

시스템공학과)은 재난현장 활용 로봇 기술을 연구하신 분이십
니다.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 현장적용 확대를 위한 프로
젝트를 많이 하셨는데요. 재난 대응 현장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경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필드로보틱스연구실(FRLab, 

Field Robotics Laboratory)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적 기술 분야 중의 하나인 다양한 로봇 핵심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로봇 활용 기술 분야 중에
서도 수정된 환경이 아닌 현장 그대로의 실제적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필드 환경(Field Environment) 중에
서도 재난 및 해양 환경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핵심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수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

재난대응로봇(Disaster Response Robot)은 예측 불가한 환
경조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관련 
핵심 및 활용 기술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양로봇

(Marine Robot)은 다양한 해양 환경에 적용 가능한 로봇 활용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로봇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로봇 센서 융합, 로봇 제어 
등 다양한 상용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
고 있으며 관련 결과물을 상품화 및 제품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매몰자 탐지용으로 뱀 로봇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 실험

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개발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으

로 2019년 4월에 시작하였고, 수행 중인 개발 과제의 정확한 
과제명은 ‘붕괴지역 매몰자 탐지 구조를 위한 협소 공간 탐색 
로봇기술 개발’입니다. 본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다양한 재난 
로봇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
원이며 4개의 참여기관이 함께 공동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제 내에서 부경대학교 FRLab의 담당업무는 
생존자 탐지・구조 시나리오 수립 및 다중센서 통합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대응 분야 관련한 재
난안전 로봇 통합시스템 개발 및 현장 임무 시나리오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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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본 기술 개발 과제 결과물을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무 시나리오 수립방안을 
주관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CMU(카네기멜론대학교, 미국)에서 개발된 뱀 로봇을 
활용하여 2017년 멕시코 지진 현장에 적용해 볼 경험을 바탕으
로 실험실에서 개발된 매몰자 탐지용 뱀 로봇에 대한 추가기능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필
요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결과 뱀 로봇 개발에서는 뱀형 
머리 모듈 제작 시에 생존자 탐지를 위한 다중 센서 개발의 
필요성이 추가되었습니다.

FRLab에서는 이러한 추가적 기술 개발의 차별성 및 필요성 
부분을 바탕으로 주관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가적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세부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뱀 로봇은 협소 공간에서 운용 가능한 다중 센서 및 그리
퍼 통합 모듈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뱀형 머리 모듈 부분은 생존
자 탐지를 위한 다중 센서 모듈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며 생존자 
탐지를 위한 다중 센서 선정과 센서 인터페이스 보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개발의 목표와 차별성은 다양한 필요 기능이 

One-Solution으로 통합되는 ‘인명 탐지 및 골든타임 연장’ 분

야의 Total Solution을 세계 최초로 제안해 보고자 참여기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여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CMU의 뱀 로봇과 비교해서도 결코 기술 성
능 및 활용성에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발 중인 시제품의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는 충분한 현장 실증 실험과 요구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향후에 추가적 기술 개발 진행에서 일부는 
수정 보완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탐사로봇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제약조건을 뛰어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 현장에 탐사로봇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탐사로봇의 기술적 한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탐사 및 대응 로봇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양한 극한 환경에 대한 활용성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성은 실험실 내에서 개발된 
기술적 원천성 및 우수성 부분이 아닌 실제적인 필드 환경에서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개발을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 전후로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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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VOC(Voice of 
Customer)를 최대한 반영한 기술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 내용이라도 필드 환경에서는 실제 사용자
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관련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을 현재 개발 중인 ‘붕괴지역 매몰자 탐색
용 뱀 로봇’ 기술 개발 내용으로 기술개발 방향과 기술적 한계성
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주요 기능을 포함 시켜야 실제 현장 활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용자분들이 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의성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하
여 개발 과제 참여자들이 모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기술적 적용에 대한 한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4. 지금까지 현장실험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과 결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몸
담았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의 연구 활동에서 포항 지역의 
산업적 특성상 철강공장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이러한 산업현장 환경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로봇 
개발을 진행하면서의 현장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고 현장 활용을 생각한다면 연구실 내에서의 
생활 이외에도 실제 작업 현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드 로봇 분야
에 대한 관심이 높은 로봇 공학도라면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구분 없이 양쪽의 모든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를 이해하는 의
사가 존경받는 것처럼, 현장을 이해하는 연구자가 진심으로 더 
보람차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 재난대응 로봇이나 탐사로봇의 경우 정확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편인가요?
재난대응로봇 또는 탐사로봇 등은 모두가 실제 적용될 필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것입니
다. 따라서 실제적 로봇 개발에서는 활용될 환경을 가능한 최대
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난환경
이 수학 공식처럼 정확히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로봇은 가능한 유사한 

적용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필드 환경을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확정된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100% 달성함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확성은 단순한 정량적 기술 
사양 달성이 아닌 현장 환경 기반의 로봇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정확도 또한 이러한 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6. 우리나라는 재난대응에 대해 어떤 로봇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재난대응 및 재난구조 관련한 로봇 시장은 아

직까지 실용화 시도 단계 또는 시장 초기 진입 단계로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내외적으로 대표적 기업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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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 분야는 국방로봇 
기술 개발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기에 기술 선진국 중심으로 
자국의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 차원의 관점에
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
다.

최근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하여 각종 재난에 따른 대형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재난대응 및 재난구
조 그리고 원전 사고대응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실용화하
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난대응 및 재난구조 관련 기술 개발에서 아직까지 
현장에 투입된 경험은 없지만, 재난구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의 아틀라스(Atlas)
는 휴머노이드형 또는 4족 보행 로봇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상당히 유용
하겠지만 재난환경은 극한환경 상황이기에 실제적 현장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응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방로봇 

중심으로 국내외 상황을 설명하면 단품으로서의 소방로봇 개발
은 각 국가별로 진행되어 개발 완료된 제품들이 있지만,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현장 적용을 목표로 자국 
환경에 기반한 개발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여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국민 안전 로봇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장갑형 소방로봇을 ㈜진우SMC가 개발 중인데, 정상
적으로 개발 상황이 완료된다면 아마도 국내외적으로도 가장 
활용성이 높은 소방로봇 제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제품을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현장실험을 진행 중이기
에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
신 연구자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하시면 실제 진행 
중인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7. 현재 재난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재난 산업 분야는 각 국가별로 자국의 사회 환경에 기반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국방산업
과는 다르게 실제적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수요자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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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및 지자체 중심이기에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는 어려
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난 산업 분야에 대
한 첨단 로봇기술을 활용한 소방 장비 상용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재난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희
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재난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양한 현장 환경을 고려한 실증실험
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제품에 대한 현장 활용 시험을 진행하
는 것인데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 관련한 시설
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성능 검증 위주의 실증시

험장이 구축되어 있기에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COVID-19로 인하여 국
제협력이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재난 및 재해 분야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상호 기술교류 
및 상용화 추진이 필요한 것이기에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행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8.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
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대학 내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서 공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충분한 연구 투자와 인력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우수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자국 대학
원생과 연구과제 수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학생들에게 향후 대학원 진학을 통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재난 및 해양 분야 
중심의 필드 로봇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

고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오랜 
연구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온 방법을 한 마디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9. 로봇 연구자들과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로봇 연
구와 개발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난대응 및 탐사 로봇의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사람이 하기 힘들고, 사람이 하기 어렵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전체에서 다양한 
재난 및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재난재해에 
의한 복합적 재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은 과연 
무엇인지 쉽게 로봇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로봇기술(RT)을 활용하고자 하
는 노력이 모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국내에
서도 국내 환경에 기반한 전략적 산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 상황에서 보듯이 자국민

의 안전을 국가가 먼저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10.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오랫동안 경험한 필드 환경 내 로봇 기술

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최종적인 상용화 제
품개발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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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진행 중이기에 오랫동안 경험하고 보유
한 필드 로봇 분야 내 핵심기술 부분에 대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앞서 
노력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스승이자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생활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11.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로봇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후배님들이라면 일단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도 가장 첨단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
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기계 또는 전자 분야를 뛰어넘어
서 언제부터는 메카트로닉스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로봇 분야는 단순한 한 가지 공학 분야로서는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로봇이라는 최종 플랫폼을 기반
으로 각자 자신이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후배님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생각하면 
좋은 비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로봇 개발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보면 가장 단순하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개발 업무가 
진행되면서 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단순한 분야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하는 분
야가 있다면 그것을 최우선적 목표로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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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최혁렬 교수(성균관대학교 기계
공학부)는 지능형 자율주행 배관로봇(In Pipe Robot)과 로봇
용 근접센서, 접촉센서, 토크센서, 6축 힘/토크 센서, 소프트 
로봇, 4족 보행로봇 등 연구하시며, 로봇 부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최근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 및 신한금융회사가 로보

틱스 스타트업 ‘에이딘로보틱스(대표 최혁렬, 이윤행)에 투자
했다고 하는데요. 로봇 부품 및 토크 센싱, 로봇의 도구 및 치료, 
보조 및 평가를 위한 로봇 장치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실은 1995년 Intelligent Robotics & Mechatronics 

Systems Lab(IRMS Lab)으로 시작하여 2017년 ‘로봇의 혁신
을 만들어 내는 곳’ 이라는 의미의 ‘Robotics Innovatory’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였으며 올해로 26년차를 맞이한 연구실
입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1명의 박사후 연구원, 17명의 박사과정
생, 18명의 석사과정생들과 함께 사족보행로봇(Quadruped 
Robot), 파이프 내부 탐사로봇(In-pipe Robot), 사람과 접촉
이 가능한 드론(Human-Interactive Drone), 로봇 팔(Robot 
Arm, Manipulator) 등의 다양한 로봇 어플리케이션과 로봇에 

필요한 컴포넌트인 힘/토크센서(Force/Torque Sensor), 근접/
접촉센서(Proximity/Tactile Sensor) 그리고 미래에 로봇 구
동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소프트 액추에이터(Soft actuator)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힘/토크 센싱은 로봇의 실용화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지
만, 높은 가격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보편적인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로봇용 초저가 정전 용량형 힘/
토크 센싱(Force&Torque Sensor, F/T Sensor)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힘/토크 센서는 기존의 센서들이 사

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을 고안했고 이를 위해 센서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방법을 적용하
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정밀도를 올려 상용화되어 
있는 센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힘/토크 센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단순 가
공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센서 가공품과 PCB의 단순 조
립만으로 센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센서의 모든 신호는 
센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추가 장치가 필요 
없는 All-in-one 센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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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원리는 정전용량을 발생시키는 전극을 배치하고 센서 외
부에서 들어오는 힘에 따라 전극이 변하면서 정전용량이 변하
게 되는데 이 때 변화한 양을 통해 힘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정전용량의 변화량을 정확한 힘/토크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선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적용되어 적은 오차로 정전용
량 값을 힘/토크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 협동로봇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감지센서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크게 토크센서 또는 전류센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감지 센서 선택 여부에 맞춰 로봇의 가격 정책 및 판매 
전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로봇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큰 고민
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들이 더 효과적인건가요?
토크센서나 전류센서, 그리고 근접 감지 센서(Proximity 

sensor)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사용하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알맞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다만, 협
동로봇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은 사람들과의 협동작업을 고려하고 만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가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과 로봇 간에 
이루어지는 협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금의 협동로봇
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협동로봇들은 기존의 산업용 로
봇들과 다르게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작업을 멈추게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토크센서 또는 전류센서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이 역시도 ‘충돌이 일어난 후 멈춤’ 이라는 것이 전제입
니다. 즉, 큰 상해는 주지 않지만 사람과 로봇이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근접 감
지 센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로봇과 사람이 가까워지거나, 또는 
로봇끼리 가까워지는 경우에 이를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충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접 감지 센서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바깥
에 근접 감지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협동로봇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들
을 협동로봇으로 변경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하게 근접 감시 센서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산업용 로봇을 
협동로봇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접 감지 센서가 가진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4 1995년부터 축척한 필드 센싱(Field Sensing)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제 센서는 크게 보면 물체간의 임피던스(캐패시턴스, 인덕턴

스)의 변화의 감지를 통하여 센싱을 하는 센서이며 이는 
electric field/magnetic field의 변화를 통해서 센싱을 하게 되
므로 필드 센싱이라고 합니다.

5. 배관 로봇, 4족 보행로봇, 케이블 클라이밍 로봇까지 연구
실에서 많은 로봇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하신 로봇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관로봇은 제 연구실에서 20년 이상 연구해오고 있는 로봇

으로, 아마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배관로봇에 관한 연
구를 제 연구실만큼 꾸준히 연구해 온 연구실은 없을 겁니다. 
배관로봇을 가스배관, 상하수도, 지역난방 온수공급관등에 적
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MRINSPECT’라는 
이름을 붙여 시리즈(series)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계·로봇 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163

4족 보행로봇은 ‘AiDIN’ 이름으로 series가 있으며 아래의 그
림이 가장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AiDIN-VI입
니다. AiDIN-VI는 경비, 순찰, 배달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로
봇입니다. AiDIN-VI에는 제 연구실에서 개발된 토크 센서가 
각 다리마다 3개씩 내장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토크 센싱
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아주 부드러운 착지와 보행이 가능합니
다.

또한, 영종대교와 같은 초장대교량의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면
서 검사와 보수를 할 수 있는 케이블 클라이밍 로봇(Cable 
Climbing Robot)도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로봇중의 하나입니
다. 이 로봇은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행 시에 케이블의 
표면상태를 세밀하게 검사하여 지상에 전송할 수 있으며, 혹시
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에 로봇이 자연스럽게 회수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천의 영종
대교에서 실증실험을 통하여 로봇의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6. 로봇들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로봇이 있으신가요?
위에서 소개드린 로봇 이외에도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애착이 가는 로봇은 AiDIN-VI입니다. 아마
도 제가 창업한 회사의 이름이 에이딘 로보틱스(AIDIN 
Robotics)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7. 배관 로봇 중 모든 논문에 참고문헌 인용을 달아야할 정도
로 유명한 로봇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핵심인건
가요?

MRINSPECT IV입이다. 이 로봇에 관한 연구는 2005년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전 세
계 배관로봇 논문들 중 가장 높은 인용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표하는 거의 모든 배관로봇에 관한 논문들이 
인용하는 로봇입니다.

배관 주행 시 가장 어려운 상황은 곡관이나 수직관, 분기관등 
형상이 달라지는 요소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로봇이 파손되지 않고 주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바퀴
(Wheel)에는 서로 다른 최적의 속도가 적용되는 동시에 내벽
을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배관 
로봇의 주행 방식을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MRINSPECT IV를 개발하였으며, 
논문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관 로봇 개발시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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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 및 결과, 상용화된 로봇이 있을까요?
제가 개발한 로봇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서 상용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MRINSPECT series나 AiDIN series, Cable Climbing robot
등은 이미 상용화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AiDIN은 제가 창업한 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9. 2016년 지능로봇관련 최고권위 학술대회인 IEEE ICRA에
서 Human-Robot Interaction (HRI) 분야에서 최우수 논문상
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였고, 2020년에는 유명 학술매거진인 
IEEE Spectrum 메인에 소개된 로봇용 충돌·근접 감지 안전센
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field sensing 기술을 바탕

으로 작성한 근접·접촉센서 연구 논문을 2016년 ICRA에 제출
했습니다. 기존에 연구된 타 센서와 달리, Carbon Micro coils 
(CMC)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감지 범위
가 넓고 공간 분해능이 높은 근접·접촉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한국인 최초로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센서의 구동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해당 센서
는 임피던스 측정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임피던스란 회로에
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인간과 로봇사이의 
물리적 공간이 전기 회로와 같다고 가정하면 임피던스는 인간
과 로봇 사이에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를 이용하면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임피
던스 기반의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센서에 적용하게 되었습니
다. 이때 센서에 자기유도원리와 전기용량 원리가 동시에 적용
되기 때문에, 센서 주위로 전자기장이 형성되는데, 물체의 근접 
또는 접촉의 정도가 이 전자기장의 강도를 변화시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거리 정보를 측정하여 센서 주위 
물체의 근접 혹은 접촉을 인식합니다.

이후에도 근접·접촉 센서에 대해 꾸준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
고, 올해 초에는 국내의 ‘로봇신문’과 세계적으로 학계, 산업계
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하는 ‘IEEE Spectrum’에 협동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근접·접촉 센서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016
년에 개발했던 센서는 실험단계(TRL T2)정도였다면, 지금은 
시작품 단계(TRL T3)까지 발전시켜 다양한 협동로봇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서를 협동로봇에 적용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작업
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부드러운 패드 형태의 
센서는 협동로봇 전체에 입혀지고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와 로봇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죠. 또한, 센서의 접촉 센싱 기능은 협동로봇의 직접교시에 이
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로봇의 동작을 쉽게 제어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체와 금속을 구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동원리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전기장만을 이용하는 타 센서와 달리, 
전자기장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물체의 종류 구분이 가
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로보월드2020에 참가하여, 협동로봇 전체에 입혀
진 근접센서를 선보일 기회가 있었고, 방문자들이 협동로봇에 
적용된 센서의 기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체험할 수 있었던 만큼, 센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재차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많
은 업체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용화를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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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해오시면서 로봇 개발에는 특히 어떠한 사항들이 고
려되어야 하며, 미래 로봇이 구현하는 핵심 요소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봇은 실용성이 강조되는 학문이므로 개발 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연
구자들이 자기만족에 따라서 로봇 개발을 하는 것을 가장 경계
해야 합니다.

미래 로봇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은 인공지능(학습)
기술을 제일 먼저 들 수 있으며 AI를 로봇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가 향후 로봇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로봇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HRI(Human Robot Interaction)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
에는 서비스 로봇이 로봇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서비스 로봇에 힘, 접촉, 근접 센싱 등과 같은 물리적인 상호작
용기술이 가장 핵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라 
생각됩니다. 상용화되기도 쉽지 않은데요. 특히 국내기업과 국
외기업이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 상용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 보스톤 

다이나믹스를 들 수 있습니다. 보스톤 다이나믹스는 보행로봇
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으로는 4족 보행로봇 Big Dog, Wild Cat, 
Spot과 2족 보행로봇 Atlas를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보행 
기술을 보유하고 30년 이상 보행로봇을 연구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으로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
도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물론 제가 창업한 에이딘 로보틱스도 
4족 보행로봇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내외 로봇회사를 비교하는 것은 환경이 유사하지 
않아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내기업의 
기술적인 수준도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으며 상용화
에 좀 더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 로봇 중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로봇이 있으신
가요?
스위스의 ANYbotics사가 개발한 실용적인 4족 보행로봇인 

ANYmal을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4족 보행 로봇으로 
다양한 응용을 기대하게 합니다.

13. 4족 보행 로봇 중 으뜸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4족 보행 로봇 ‘에이딘’을 만드셨다
고 들었습니다. 4족 보행로봇의 원리와 핵심에 대해 궁금합니
다.
보행은 지면과 로봇간의 지속적인 Force interaction을 하며 

수행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면으로부터 들어오는 
Ground reaction force(GRF)를 측정하고 제어에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를 위하여 각 관절에 자체 
개발한 토크 센서를 내장하여 4족 보행로봇을 개발하였고 실시
간으로 GRF를 측정하여 제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의 카메라와 Lidar 센서를 활용하여 로봇의 주변에 있을 수 있
는 계단, 사람 등 다양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족 보행로봇의 자체 보행 능력은 많이 향상되어 있는 
수준이며 실용화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보행
을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가 향후 실용 가능성을 결정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4족 보행로봇을 조종을 하여 보행하
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행하며 할당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많이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
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아마도 동일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연구비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연구의 
성과를 잘 내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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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로봇산업에서 취약한 로봇 부품 개발에 주력하신다고 들
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로봇 부품 시장의 국내 상황
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로봇의 부품은 구동, 센싱, 제어기, S/W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동에 속하는 모터나, 감속기 등은 많은 
부분을 해외 부품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 또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어기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되며 반면에 S/W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
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센싱에 속하는 부품이며 힘/토크/근접 등 
물리적인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부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싱 관련 부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센서가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범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 수입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번거로운 유통 과정 
등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과하게 책정되는 문제 등이 있어 연구
자의 입장에서 힘든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응이 되지 않다보니 사용자
의 편의성이 떨어져 로봇 응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로봇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S/W 혹은 solu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품 공급회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6.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로봇 부품에 관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자립화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품에 필요한 반도체나 내장 
S/W, 응용 solution등을 포함해서 일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부품이 기성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해서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공급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17. 로봇 분야에서 교수님 Robotics Innovatory에 근무하면 
취직률 또한 100%라는 업계 소문이 있습니다. 로봇을 전공하
면 일반 기업체, 연구소로 가지만 로봇관련 창업을 꿈꾸며 스타
트업에 도전하는 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무 
박사님 경우 벤처 기업을 차려 200억 규모의 회사로 키웠다고
도 하는데요. 그 일화를 듣고 싶습니다.
제 연구실 출신이 차린 벤처기업은 제 회사를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 들 중에서 ‘KNR 시스템’은 류성무 박사가 창업한 

회사로 류박사는 학부생 시절부터 제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해 온 학생입니다. 류박사는 학부논문결과를 가지고 삼성전자
에서 주최하는 휴먼테크 논문상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
는 보기 드문 학생이었습니다. 류박사의 회사는 지금도 아주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압관련 부품,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질 만큼 기술이 탄탄한 회사입
니다.

제 연구실 출신으로 최근에 구익모 박사가 창업한 
‘H-Robotics’도 주목할 만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격재활
을 위한 재활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로 60억 규모의 Series-A 
funding을 완료하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8.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에이딘로보틱스에 대한 설립과정 
및 개발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면...
㈜ 에이딘 로보틱스는 올해 졸업을 한 이윤행 박사, 김용범 

박사, 이현용군 세 명의 학생과 공동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이윤행 박사와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에이딘 로보틱
스는 이미 타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 졸업 후 가기로 되어 있던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생산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논문, 특허 
등으로 제출하거나 기업에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
이 있었고 직접 상용화를 해 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창업한 회사
입니다.

주요한 사업항목은 로봇용 힘/토크/근접 센서와 이를 운용하
기 위한 S/W, solution입니다. 로보틱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
동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무슨무슨 로봇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에 반해서 ㈜ 에이딘 로보틱스는 부품이 
주요한 제품이라는 점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제 회사는 AiDIN-VI라는 4족 보행로봇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문제작용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창업 초기에 
폭넓은 수요와 고객의 확보를 위해서 부품사업에 전념하고 있
습니다. 제 회사에서 개발한 4족 보행로봇 AiDIN-VI는 내구성
이나 성능 면에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문제를 극복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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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후배들에게 창업에 대한 조언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일생에 2~3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예측을 

생각하면 직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 중에서 하나의 선택으로 벤쳐나 창업
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벤쳐나 창업을 위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며 초
기창업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
전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잘 추출

해 보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과정을 반드시 냉정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로보틱스가 미래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번 해 볼만한 분야로 추천을 드리며 고정
관념을 벗어나면 훨씬 넓고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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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제 연구 분야는 정밀 생산 시스템의 동역학 모델링, 시스템 

안정성 및 강인성 분석, 예상치 못한 외란과 노이즈에 대비하여 
더욱 정밀하고 강인성을 높이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라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 동안 OLED 디스플레이 증착공정용 자기부상 이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상제어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중량이 약 400kg, 크기가 약 1.3 m x 1.4 m 되는 캐리어를 
전자석을 이용하여 부상 시켜 이동하는 시스템이며, 캐리어의 
부상제어향상을 위해서 센서 설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알고
리즘 개발, 3차원 다이나믹 모델링을 통한 부상제어, 롤, 그리고 
피치 제어기설계, 캐리어의 공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Notch filter 설계, Sensor에서 나온 데이터의 고주파 잡음을 
줄이기 위해 Low pass filter을 설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시
스템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바탕으로 캐리어의 
정지 부상, 저속주행, 고속 주행 및 데드존 (부상 전자석이 없는 
구간) 통과를 구현하였으며 동역학 모델링, 제어기 설계, 데이
터 신호처리, 시뮬레이션 및 실제 실험을 통하여 자기부상 이동
시스템의 부상안정성과 강인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Piezo 
actuator를 이용한 초정밀 XY 스테이지 위치제어 및 인쇄전자 
장비 중 하나인 Roll-to-Roll system (R2R)의 롤러 다이나믹 
모델링 및 제어기설계입니다.

2. 2019년 Purdue 대학 당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초정밀 자기 부상 이동시스템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을 내셨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자기부상 이동 시스템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열과 

산소에 약한 OLED 디스플레이를 캐리어에 흡착 후 부상을 시
켜 이동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컨베이어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마찰력과 같은 비선형 및 발열요소를 최소화함으로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 중 캐리
어의 부상 안정성과 강인성을 확보하여 부상제어 (Levitation 
control performance)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
습니다.

첫번째로는 센서 설치 오차를 보정 (Sensor offset 
calibration)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캐리어의 부상제
어(Levitation control)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리어와 센
서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측정되고 그 값을 피드백(Feedback)

       신진연구자 인터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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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센서의 설치 오차가 있다면 
정확한 공급 값(Airgap)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부상제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캐리어의 fluctuations motion 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위해서 캐리어가 고속주행을 했을 
때 공극 센서에서 나온 Raw measurement에서 Fluctuations 
이 된 부분을 절단하여 FFT을 통한 주파수(Frequency 
Domain)에서의 Peak 값을 찾아 냈습니다. 센서설치 오차 값과 
Peak 값의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로 
그 값을 예측해 본 결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며 Iteration 
method를 통하여 선형 수식 안에 있는 Parameters 값을 정확
히 예측하고 센서설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3차원 다이나믹 모델링 (3-dimensional dynamic 
modeling)을 통한 부상제어, 롤, 그리고 피치제어기 
(Levitation, roll and pitch controller)를 설계하였습니다. 부
상제어는 수학적으로 정립한 다이나믹 모델링을 바탕으로 전류
제어와 공극 제어를 설계했으며 특히 다단계 제어기법 
(Cascade control strategy)을 이용하여 전류제어는 Inner 
loop 그리고 공극 제어는Outer loop에 위치하고 전류제어의 
Bandwidth를 공극 제어 (PID controller)보다 10배 크게 설정
하여 시스템의 빠른 응답성을 설계하였고 Pole placement 
design을 이용한 전류제어기(PI controller) 를 통하여 부상전
자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Inductance effect 를 줄였습니다. 부
상제어의 제어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Frequency response을 
통한 GM (Gain margin)과 PM (Phase Margin)을 확보하고 
부상제어기를 포함한 Closed loop transfer function의 pole 
location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LHP (Left half plane)에 위치
하고 있어 시스템이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회전 움직임 (Rotational 
movement)을 최소화하기 위해 롤 그리고 피치 (Roll and pitch 
motion)의 다이나믹 모델링을 바탕으로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을 이용한 Optimal state feedback 
controller 를 설계하고 Observer design을 통하여 회전움직임
의 측정센서없이 값을 예측하여 Optimal state feedback 
controller-observer compensator 를 통한 회전움직임의 제어
를 최종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센서설치오차가 있거나 외란 
(External load disturbance)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제어함으로써 캐리어의 부상을 강인하고 안정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캐리어가 부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진 현상 
(Mechanical resonance)을 최소화하기 위해 Second order 
notch filter 를 설계하고 Gap sensor에서 나온 데이터의 고주
파 잡음 (Noise in the high frequency range) 를 줄이기 위해 
First order low pass filter을 설계하여 캐리어의 부상움직임을 
향상시켰습니다.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전류제어
는 JUNUS (전류증폭기 및 피드백 제어)를 사용하였고 공극 
제어는 DSPACE를 사용하였으며 MATLAB/SIMULINK 로 제
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시스템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세팅하였습니다.

캐리어의 정지 부상, 저속주행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해본 결과 
약 50 µm, 250 µm, 그리고, 430 µm의 부상 공극 오차가 있었으
며 데드존 (부상전자석이 없는 구간) 통과 실험을 해본 결과, 
캐리어가 전자석의 물리적인 접촉 (Mechanical contact)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역학 모델링, 제어기 설계, 데이터 신
호처리, 시뮬레이션 및 실제 실험을 통하여 자기부상 이동시스
템의 부상안정성과 강인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OLED 
displays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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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는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되신걸로 알
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또한 외국에서의 연구와 현재의 연구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시
다면?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운영체 조직인 4차산업혁명R&D센터

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본 소속은 첨단생산장비본부 인쇄
전자연구실입니다. 4차산업혁명R&D센터에서는 미래 기계기
술의 변화 및 분석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 및 4차산업혁명 워크
숍 개최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습득
하고 활용할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연구에 관한 더 넓은 시각과 
연구기획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실인 인쇄전
자연구실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Piezo actuator를 이용한 
초정밀 XY 스테이지 위치제어 및 인쇄전자장비 중 하나인 
Roll-to-Roll system (R2R)의 롤러 다이나믹 모델링 및 제어
기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밀생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하다보니 동역학 모델링을 새롭게 적용해야되며 시스템
마다 다른 특이점 (Piezo actuator가 구동할 때 발생하는 
Nonlinear hysteresis variable, R2R 시스템안에서 롤러의 느
린 System dynamics 등) 이 있기 때문에 제어기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퍼듀대학교 한 장소에서 (학부, 석사 및 박사졸업) 오랫동
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연구기관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
도 제가 속해있던 기관을 생각해봤을 때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
하였으며 연구변화속도가 느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통
적인 기계제어를 전공하다보니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특히, 기계공학 수업들을 생각해보았을 때에도 실험적
인 수업보다는 대부분 동역학 및 제어이론에 치중한 수업들이 
많았으며, 연구실 안에서도 프로젝트를 Theory based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장점으로는 동역학 및 제어 기초지식을 잘 쌓을 
수 있었으며, 다른 Application에 적용할 때에도 탄탄한 지식을 
토대로 무작정 실험이 아닌 Step by step 으로 연구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풍부한 연구 
Facilities 를 이용하여 좀 더 속도 있는 연구들을 수행 중에 
있으며 큰 보람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4.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Purdue 대학에서 Galen B. King교
수의 지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도교수님인 Galen B.King 교수님은 연세가 많으시지

만,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셨던 어드바
이져였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셔서 공학자가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정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어 및 
신호처리에 관한 지식도 탄탄하셔서 매주 미팅에서 제어기의 
안정성 및 강인성 분석을 할때 도움되는 어드바이스를 주시기
도 했습니다. 연구 외적으로 인품도 훌륭한 분이라서 개인적으
로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학위 과정 동안 진행했던 초정밀 자기부상 이동시스템은 한국
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했습
니다. 한형석 박사님, 김창현 박사님, 하창완 박사님 및 인공지
능기계연구실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부상이동시스템의 전반
적인 기초내용부터 부상제어기설계까지 할 수 있었으며 방학 
때마다 실험실에 방문해 하드웨어 세팅 및 실험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캐리어의 부상제어가 제대로 되지않아 많이 고생하
였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덕분에 머리 속에 
머물러 있던 이론지식이 Application에 적용되면서 실력을 쌓
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한국기계연
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 박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제어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은 박사학위동안 

Academic Committee 였던 S.Zak 교수님의 Systems and 
Control이라는 책입니다. 실제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으며 자기
부상이동시스템에서 Roll 및 Pitch controller 를 설계할 때 
Optimal state feedback controller with observer 
compensator 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실제 실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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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전자석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 (Deadzone) 에서도 
캐리어가 통과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제어전공을 하
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 하나입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가 잘 될 때보다는 사실 잘 안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

니다. 밥먹을 때도, 잘때도 고민하여 결국 원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큰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 직업군 중 하나의 
직업인 연구자이지만 끊임없이 내 연구에 대해 고민할 때, 즉 
내가 연구자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항상은 어렵겠지만 많이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7.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학위과정을 생각해보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조급함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 주었지만 조금은 여유를 가지
고 탄탄히 공부하고 연구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
선, 동역학 및 제어이론의 기초를 탄탄히 쌓으시고 여러 
Application에 적용하여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Optimization tool을 접하여 제어
공학에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
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리지만 분명하게 연구를 진행하기'가 제
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네요. ^^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자기부상시스템과는 다른 Application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연구방향 및 목표는 같습니다. 생산시스템 구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Disturbance를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Tracking 
performance를 높여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
다. 우선, 현재 집중하고 있는 XY stage와 Roll-to-Roll 
system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어기 설계
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초정밀시스템을 구동
하여 제어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은게 제 큰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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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확률통계 기반 설계 최적화와 건전성관리 

및 예측 기술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다양한 
불확실성 근원이 존재하는데 시스템 성능에 대한 변동, 형상에 
대한 치수 공차, 재료 물성의 내재적 불확실성, 시스템 구동 
환경의 변동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하여 확률통계기법을 이용한 불확실성 정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설계 최적화 및 건전성 관리와 예측이 수행되어야 
현실을 반영한 설계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폴리머 나노복합재 설계 
변수의 물리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뢰성 기반 강건최적설계, 
차량용 폴리머 부품의 열화 물성을 고려한 신뢰성 기반 설계, 
폴리머 소재의 피로 손상 기반 잔존수명예측연구가 있습니다.

2. 실제 여러 제품의 수명 예측과 설계 최적화를 진행 중인걸
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제품의 수명 예측과 설계 최적화를 
진행하셨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명예측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로 라디에이터

(radiator)는 냉각수와 대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엔진을 냉각시
키는 장치이며, 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냉각팬 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장착된 팬 & 슈라우드 파트에 적용되는 
기존 폴리머(PA 66) 소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구동 조건(온
도, 진동)에 대한 변동을 고려한 팬과 슈라우드 파트에 대하여 

신뢰성 평가 및 파손 확률을 예측함으로써 대체 후보 폴리머 
소재의 적용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
니다.

또 다른 수명예측 연구로는 저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피로 
하중에 따른 변성 폴리페닐렌 수지(Modified Polyphenylene 
Oxide, MPPO) 폴리머 소재에 대하여 피로 손상 모델 기반 건전
성 예지를 통한 잔존수명예측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를 통해서 상위레벨(high-level)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전성 관
리 및 예지 기술을 하위레벨(low-level) 시스템에 적용하여 
건전성 기반 설계 프레임웍을 제시하고, 설계 초기 단계에서 
고장에 대한 유지보수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예지 정비가 가
능하도록 다양한 부품 및 기계 요소와 같은 하위 시스템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설계 최적화 연구로는 SUTD에서 진행했던 구조 건전성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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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에 적용되는 센서 소재로 폴리머 나노복합재 설계에 관한 
것인데,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s)는 전기적, 열
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소재로 알려져 있어 폴리머 나노복합
재(polymer nanocomposites, PNCs)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도성 충전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폴리머는 절연성이지만 소량의 전도성 충전재를 폴리머 매트릭
스에 혼합함으로써 절연체를 도체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물리적 현상을 퍼콜레이션 이론(percolation theory)에 
기초하여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CNTs가 폴리머 매트릭스에 
첨가되어 임계체적분율에 도달하면 CNTs간의 전기적 네트워
크 경로가 형성되어 전기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전기적 퍼콜레이션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전기 전도
도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는 체적분율을 퍼콜레이션 임계치
(percolation threshold)라 정의합니다. PNCs 설계 관점에서 
전기적 물성과 CNTs 기하학적 파라미터의 물리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기 전도도의 강건성 확보와 이를 최대화하고 퍼콜
레이션 임계치를 최소화하는 신뢰성 기반 강건최적설계
(reliability-based robust design optimization, RBRDO) 연구
를 수행하였습니다.

3. 이번에 처음 싱가포르 기술 디자인 대학(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이 소개가 되는 거 같습
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곳으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하시게 
되건지, 또한 이 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과 분위기를 소개 해 
주세요.
 먼저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학교(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UTD)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
자면 창이국제공항이 있는 동쪽에 위치해 있고 공항에서 학교
까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과 협력하여 
2009년도에 설립한 디자인 특성화 국립대학이며, 학기마다 

MIT 교수님들이 visiting professor로 오셔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연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SUTD의 대표적인 연구센터로 싱가포르연구재단에서 지원받
아 SUTD-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Centre 
(DManD)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조지아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적층제조(3D 프린팅)분야 석학인 
David W. Rosen 교수를 초빙하여 그를 중심으로 적층제조를 
위한 제품 설계 연구 및 표준을 개발하여 산업에의 적용 및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UTD-MIT 
International Design Center (IDC)는 적층제조법을 이용한 설
계를 지원하는 Design Principle Card를 개발해 다양한 분야 
(직물, 제품디자인, 예술작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디자인 과학 
및 공학설계 분야 교육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기마다 Design 
Engineering Innovation 강의를 개설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학생들에게는 학기 중에 회사와 함께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간접적 실무경험과 실무에서의 이론적용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에
게는 Research Jam을 통해 주기적으로 타 분야 박사 후 연구원
들이 서로의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해외 석학
들의 방문 세미나를 통해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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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Annual Conference of the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Society 학회에 참석한 
이후로 건전성 관리 및 예지(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PHM) 연구분야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해외에서 새로운 연
구 환경에서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PHM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
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가 끝나자마자 해외 
잡 포스팅 사이트 검색을 통해 처음으로 SUTD를 접하게 되었
고 Nagarajan Raghavan 교수님의 연구실에 건전성 예지 알고
리즘 개발 프로젝트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4. 이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관련연구나 방향, 문제점 등)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설계 분야의 이슈는 데이터 부족으

로 인한 불확실성 정량화의 어려움, 성능지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높은 수치해석비용 및 해석 값의 신뢰성 결여, 대리모델 
생성 기법에 따른 예측 정확도 변동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
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 계획을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샘플링 기법, 차원 축소 모델링을 통한 성능지수확보, 기계학습 
기반 대리모델생성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4차산업시대로 다양한 융합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에서도 딥 러닝을 이용하여 설계 최적화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활발이 수행되고있습니다. 사례 연구로는 딥 러닝 기반 위상최
적화를 통해 자동차 휠의 스포크 형상 설계에 적용되는 연구가 
소개되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이를 적층가공(3D 프린팅)을 위
한 설계분야에서 기하학적 격자구조생성 연구에 적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성능 지수데이터를 얻기 위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
는 전산유체역학 또는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해석 값을 예측하
는 딥 러닝 모델 등 다양한 접근법으로 설계 최적화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현재까지 제가 거쳐 간 지도 교수님이 총 세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모두 고마우신 분들이라 함께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구조 유한요소해석 연구
실에서 권영두 교수님 지도편달 아래 석사학위과정을 시작하였

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면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고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권영두 
교수님은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초탄성 소재의 물성 평가, 구
조해석, 기계요소설계, 최적설계분야를 연구하셨고 무엇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다년간 환형 핵연료에 대한 열탄소성크립 
해석을 위해 FORTRAN 기반 유한요소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더불어 연속적 확대 유전알고리즘(Successive Zooming 
Genetic Algorithm, SZGA)을 개발하는 등 학술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퇴임까지 연
구를 놓지 않으시고 논문을 투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교육자로
서, 연구자로서 많은 귀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적공학설계
연구실에 이종수 교수님 지도편달 아래 박사과정을 수학하였습
니다. 이종수 교수님은 품질공학, 확률통계 기반 최적설계, 피
로/내구수명예측, 멀티피직스해석, 건전성 관리 예지, 기계학습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학술적 기여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에 필
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저의 연구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적설계분야가 기계공학 분
야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주신 분으
로 연구의 자유도를 높이고 현재 연구동향을 따라갈 수 있게 
지도해주신 분이십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학교 
nano-Macro Reliability 연구실의 Nagarajan Raghavan 교수
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폴리머 나노복합재 설계 및 퍼콜레이션 모델링, 나노전자장치
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수명예측, AI-assisted physics 
informed design, 불확실성 정량화, 건전성 관리 및 예측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 후 4년간 180편 이상의 해외
저널 논문과 5권의 책을 공동 집필함으로써 연구적 열정이 대
단하신 분이십니다. 대외적으로는 싱가포르 IEEE IPFA 2020
의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이 외에도 IEEE 저널/학술회의 심사
위원 및 IEEE Access의 부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작은 연구 아이디어에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연
구의 독창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발견해내고, 적극적으로 본
인의 의견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및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
여 세부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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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의 연구 추진 능력과 기획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분자 역학 기반 탄소나노튜브

의 기계적 거동 예측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 1년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를 처음으로 해외 저널 논문을 게재하였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해외최적설계학회에 참석하여 
제 연구 내용을 발표했을 때는 그 동안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문구처럼 연구에 대한 열정은 이러한 희열 때문에 끊지 
못하고 지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 같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보람 있었던 점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 내용은 기존에 제가 해왔던 연구 내용과 달리 새롭게 도전
하는 연구 주제였는데요. 이는 통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전기적 특성에 대한 물리적 현상 이해, 재료 과학적 접근 등의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폴리머 나노복합재의 퍼콜레이션 모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을 보셨는지 어느 날 연구미팅에서 교수님이 주변에 한국인 
박사 후 연구원을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 연구실에서 첫 한국인이었는데 저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생각에 작게나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7.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만 저는 대부분 

수치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를 검증
하기 위해 항상 외부로부터 얻은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험데이터와 검증할 수 있는 환경적인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뮬레이션과 직접 

시험장비를 다루어 데이터를 얻고, 검증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위과정을 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실험장비를 다루어 보는 경험은 본인의 연구 추진 능력과 향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신 연구 동향을 항상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본인 연구분야 
이외에도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도 연구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융합기술들을 본인 연구에 어떻
게 적용할까? 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다면 연구자로서 역량
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현재로써는 진행하고 있는 폴리머 나노복합재 설계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의 선행연구성과를 바
탕으로 SUTD와 NTU(난양공대)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새로
운 연구비를 올해부터 3년간 수주받게 되었는데 선행 연구에서
는 폴리머 나노복합재의 전기적 특성만을 고려했다면 전기화학
적 특성과 전도성 충전재들의 다양한 기하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퍼콜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NTU에서는 폴리머 나노
복합재 제조를 통해서 실험 검증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

하는 시간이 되었고, 소속연구기관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싱가포르기술디자인 대학교
가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세상
에는 의미 없는 연구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인이 하는 연구에
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 속에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
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
업한 지가 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현재의 제가 있도록 도와준 
가족들과 지도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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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토모그래피(Tomography) 기술을 응용

한 광학 측정기술(TDLAS, Tunabl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소 가스 구성 물질의 정확한 측정
이 필요하며, 가스의 제어가 필요한 산업공정에 또한 정밀한 
가스 제어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 온도 계측 방식인 열전대를 
사용한다면 1점에 대한 정보만을 측정하고 접촉식 측정 방식이
므로 그 정확성 및 빠른 응답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접촉 광학 측정 방식을 이용한 흡광도 
분석을 통해 가스의 구성 물질 정보인 온도 및 농도 정보를 
계측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열의 광원을 이용한 토모그래피 
기술을 응용한다면 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의 온도 및 농도 
정보 계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연구를 발전 시켜 보다 정확한 
공간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광원을 2차원 
공간 또는 3차원 공간에 동시 투과 시켜 높은 분해능을 확보해
야 하며, 토모그래피 기술의 핵심인 최적의 초기값을 설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가스의 온도 및 농도장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스의 온도와 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가변 레이저 흡수 
분광법 기술 (TDLAS)과 CT-TDLAS (Computed 
tomography-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를 비교하여 소개해주세요.
 일반적으로 TDLAS 기술을 레이저 광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가스에 조사될 때 기체 분자가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
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TDLAS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주요 부분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가스의 흡수 민감도가 
높은 파장 영역을 확인하고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여 해당 
파장 영역에 맞는 광원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레이저 입사광과 
투과 광 차이인 흡광도 분석을 통해 대상 가스의 온도 및 농도 
정보를 계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Lamber Beer’s 법칙
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여러 종의 가스에 대한 표본 데이터의 
경우 Harvard-Smithsonian Center에서 제공하는 HITRAN 

database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접촉 광학 
계측 방식인 TDLAS 기술을 이용하여 연소 가스의 온도 및 농
도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TDLAS 기술의 경우 
레이저 광원이 지나간 부분의 영역의 정보만을 설명 가능함으
로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토모그래피 기술을 응용하여 
CT-TDLAS 라는 기술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CT-TDLAS의 경우 다 열의 레이저 광원을 측정하고자 하는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투과하여 대상 가스의 공간 정보 취득
함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토모그래피 기술을 응용한 2차원 
mesh 형태로 생성된 다 열의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이론적으
로 각 격자점의 모든 레이저의 강도 정보로 재구성 할 수 있으
며, 3차원 정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2차원 측정 방법을 복수
의 층으로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본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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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연소정보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정밀 계측하여 오염
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가능 할 것이며, 반도체 공정과 같은 
정밀 제조공정에 공급 가스 제어에 사용한다면 보다 높은 품질 
재료를 생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근 에너지 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개발과 환경 오염과 관련된 최근
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규제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1992년 EURO 1로부터 

시작하여 2015년부터 EURO 6을 국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URO 6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자동차에 신형엔진을 장착하거
나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와 같은 별도의 공해저감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
으며 이는 원가 상승에 원인이 되게 됩니다. 특히, 해양에서의 
경우 저유황유가 벙커유에 비해 60%가량 고가이고, 단기적으
로 저유황유의 수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해운산업계에서는 
스크러버 장착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세척수로 사용한 뒤 수처리 후, 바다
에 재방류하는 방식인데, 배기가스를 처리한 후의 세척수의 경
우 고황산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해 별도
의 탱크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세척수가 필요
하게 되고 적절한 양의 세척수 투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
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필터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TDLAS와 같은 광학 계측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4.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석사 과정의 경우 현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님 

지도하에 주로 고속카메라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유동 가시
화 기술인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PTV (Particle 
Tracking Velocimetry) 기술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도덕
희 총장님의 경우 기존 뿌리 연구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에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도전하는 솔선수범하는 연구자
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연구 외에도 
인간적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입니다. 또한, 도쿠시마 대학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이신 
Yoshihiro Deguchi 교수님은 제가 박사 학위 관련 연구하는 
동안 연구 방향성에 대해 상세히 지도해 주시고 좋은 연구자로
서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자로 성숙
하지 못한 저를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며, 시간 내어 일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
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에서 근무하며 CT-TDLAS 기술을 응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
고 있으며 언제나 믿고 따라와 주는 학생연구원들에게 감사하
며, 미국에 연구년 가신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김윤해 교수
님께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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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한국해양대학교 학, 석사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현 한국해

양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유동 가
시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때 2차원, 3차원 알고리듬 
구현에 중요한 토모그래피 기술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에 더 나아가 일본 도쿠시마 대학 박사 유학 당시 지도 교수님이 
집필하신 “Industrial applications of Laser Diagnostics”를 토
대로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 기술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
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예측한 후 도전해 보고 그 결과가 맞게 
나왔을 때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추가 연구에 원동력이 되어 계속하게 되고 해당 연구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함께 연구하기를 원하는 연구원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연구가 현재
와 미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노력하여 성취하
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7.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광학 계측 분야에 있어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실험적 도전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사, 석사 과정 
당시 배움을 가졌던 것들이 현재에도 도움이 되나 박사 학위 
진학 당시 새로운 연구를 스스로 찾고 해답을 구해야 하는 과정
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실험 설계에 대한 3D cad, CFD,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해석 코딩 등 기초가 필요하고 새로
운 연구에 적용할 응용 능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학, 석사 
지도교수님이셨던 도덕희 총장님이 늘 모든 방면에 배움을 추
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 실천에는 어려
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그 뜻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현재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광학 계측 방법, 토모그래피 재구성 방법 
등에 적용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광학 측정 기술을 더욱 발전시
키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공지능 관련 논문 및 서적을 
통해 Keras 등과 같은 인공지능 관련 전문 툴을 이용해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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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이슈가 되고 있는 Machine learning은 크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의 종류 
(label)를 알고 있는 경우의 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상의 거동을 예측하는데 사용하는데요, 대
표적으로는 Neural network, Bayesian network, 그리고 제가 
연구한 Gaussian process (GP)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분야
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Supervised learning을 surrogate 
model (대리모델) 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Machine learning이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체계화되면서 분류
가 생겼고, 대리 모델도 그 중 하나의 가지에 속하게 되었습니
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리 모델이란 데이터를 얻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한정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모델의 거동을 예측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귀분석 (regression)이나 보간(interpolation), 외삽
(extrapola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 연구 분야에서는 
그 중 GP를 사용했는데, 이는 베이지안 접근법을 이용하여 데
이터의 상관 관계를 거리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나타내는 방법
입니다 [1,2]. 예를 들어 ‘a라는 점에서의 함수 값이 f(a)라고 
한다면, a 주변의 함수 값도 f(a)와 비슷하지만, a라는 점에서 
멀어질수록 f(a)와는 관계가 없어질 것’ 이죠.

기계 설계 분야에서는 대리 모델의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특
히 설계 분야는 값 비싼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리소스를 바탕으로 모델의 예측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 연구 주제는 GP를 이용한 예측의 불확실성 

정량화 및 감소 방안입니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 모델의 추세, 모델의 오차, 모델 파라미터 등을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 연구는 GP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에러와 불확실성의 원인을 분석하여 모델을 

용도에 맞게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최근 연구 
주제로는 GP를 신뢰성 평가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인데요, 신뢰성 평가란 설계의 안전성을 수치화 한 
것으로서, 입력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설계의 실패 확
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실패 확률을 구하기 위한 임계 
함수 (limit state function)의 거동을 알아야 하는데, 샘플이 
한정될 경우 샘플의 위치가 GP의 예측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성 평가를 위한 샘플의 최적 배치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4].

2.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RBDO: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RBDO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실제 현장에서의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적설계 (DDO: deterministic design optimization)란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소(최대)화 하는 최적 설계 점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 최적설계는 최적 설계 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입력 변수 (재료의 물성치, 제작 공차 등)나 
제약 조건(필요 성능 등)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고려
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기존 최적설계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RBDO)입니다. RBDO는 산업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안전 계수를 대체하기 위해 발전되었습니다. 
안전 계수는 최적 점을 이용한 설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적설계의 결과에 일정 상수를 곱하여 설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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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이 경우 불확실성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계수가 작으면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안전 
계수가 너무 크면 효율적이지 못한 설계가 됩니다.
RBDO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존 최적설계의 제약 조건을 

결정론적(deterministic) 조건에서 확률론적(probabilistic) 조
건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래 그림 2가 DDO와 RBDO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알고리즘 특성상 RBDO는 매 
iteration 마다 제약 조건을 위반할 확률을 구해야 하므로 최적
화 문제와 신뢰성 평가 문제를 동시에 푸는 double-loop 방법
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뢰성 평가는 해석해(analytical 
solution)이 없는 다중 적분 문제로 계산 용량이 무척 커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었으며, 그 결과 가장 
제약조건을 위반할 확률이 높은 점 (MPP: Most probable 
point)에서 제약 조건을 선형으로 가정하여 해석적으로 신뢰성
을 평가하는 FORM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을 이용
한 방법에서부터 다양한 이론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MPP를 찾는 방법 자체가 또 다른 최적화 설계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IA 
(Reliability Index Approach)와 PMA (Performance Measure 
Approach)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계 설계를 요소(component)부터 체계
(system)까지 고려한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고, 따라서 RBDO 

내에서 각 요소간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이나 다 학제
(multi-disciplinary) 혹은 멀티스케일(multi-scale) 해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수적입니다.

3. 작년12월에 Florida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오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시절과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떠신지.. 그리고 일하시는 곳
의 분위기를 알려주신다면?
 아무래도 학교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훨씬 많다 보니 활동

적입니다. 일의 템포가 매우 빠르고, 덩달아 시간도 굉장히 빨
리 지나갑니다. 학교와 회사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회
사에서는 내가 궁금한 것 보다 상대방이 궁금해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정한 연구 주제를 
궁금한 방향으로 풀어가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만, 회
사에서는 연구원 입장에서 고객 (다른 부서)에게 언제나 먼저 
답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 
훌륭한 팀원들을 만났고, 회의 때 마다 발전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와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직접 결론까지 내고 의사 결정이 제품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도 진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
다만,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박사를 마친 후 다시 회사
로 돌아온 입장에서 아직 후회는 없습니다.

4. 이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의 방향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국내외 연구의 차이 
등등)
불확실성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unknown unknowns). 가령 자동차를 만들 
때, 엔진의 진동에 의한 구조적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 
Chassis를 두껍게 만들어도 실제 자동차에서는 그 이외의 가진
원들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되어 엔진의 진동을 고려하여 설계한 
Chassis의 두께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연구가 
기존의 안전 계수를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나왔지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안전 계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Gaussian process를 이용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
합니다.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 
(multi-fidelity surrogate)을 이용하여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 RBDO의 개선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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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를 시간 
domain으로 옮겨 초기 상태의 불확실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여러 연구자와 연구를 같이 진행하셨는데 공동연구자들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박사 과정과 post-doc 기간 동안 University of Florida

에서 지도교수이신 김남호 교수님 외에도 Dr. Haftka, Dr. 
Balachandar, 그리고 Dr. Jackson과 같은 분들과 연구 혹은 프
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김남호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design 
under uncertainty, structural health monitoring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1:1로 진행하는 weekly meeting 때마다 날카
로운 review를 주셔서 박사 과정 동안 제 연구 방향을 잡아주셨
습니다. Dr. Haftka는 제 연구실 공동 지도교수님으로, 작년에 
은퇴를 하셨지만 Structural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저
널의 chief editor로 아직 활동 중이시며 40년 이상 design 
optimization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Dr. 
Balachandar는 CCMT (Center for compressible multiphase 
turbulence) 센터 장이며, 유체역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Dr. 
Jackson 또한 CCMT 소속으로, Dr. Bala와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제 석사 지도교수이신 Dr. Choi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이 연구분야를 알게 되었고, 
교수님 lab에서 출판된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연구 방향을 잡았
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실 선배이신 KAIST 이익진 교수님, 목
포대학교 조현규 교수님과 Caterpillar 박찬영 연구원님에게서
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7.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사기업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저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연구 분야를 좀 더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대기업이라 워낙 연구분야가 다양하고, 제 전공과 관련해서도 
엮어볼 주제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를 떠났으니 최근 연구 트렌
드에 뒤쳐질까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도교수님의 배려로 
SMO 저널의 reviewer로 활동하게 되어 최근 연구에 대한 소식
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제 연구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주신 MERIC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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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 자동차나 모바일 로봇의 경로 문제 등에 대한 알고
리즘과 최적화를 연구중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
에 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다양한 차량 및 이동로봇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전략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찾는 최적화 알고
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대형물류센
터의 경우 수백/수천 대의 로봇이 주문에 따라 배송상품을 동시
에 이송하게 되는데, 상품들의 위치가 유동적이고 주문도 산발
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로봇이 어떤 상품을 어느 위치
에서 픽업하여 어떤 경로로 발송지까지 이송할지에 대해 결정
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물류센터 내에서뿐만 아니라 물류센터로부터 소비자
에게 drone이나 wheeled robot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유 중인 
로봇 중에 어떤 로봇을 활용하여 어떤 경로로 배송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 또한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로봇이나 차량을 동시 운용하는 경우, 시스템
의 운용 목적에 대하여 최적화된 운용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로봇의 성능, 기능, 
구조 등이 다른 시스템의 경우에는 최적화 과정이 매우 복잡해
짐에 따라 최적해를 도출하는 데에 수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수학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여 수 초 내에 최적에 
가까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application의 실제 적용 시스템에 대하여 새로 알고리즘을 개
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operational 
research 연구자들이 더욱 일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는 데에 힘쓰고 있으며, 저 역시 그중의 한 명입니
다. 박사과정 중에는 여러 대의 drone을 활용하여 정찰/탐사/모
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고, 이후
로는 다수의 이동로봇을 활용한 운반/모니터링/데이터수집 업
무 수행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로
봇과 drone, surface vehicle과 underwater vehicle 등, 구조적/
기능적 차이가 존재하는 무인 차량(Autonomous Vehicles, 
AV) 시스템의 동시 운용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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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하시는 분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AI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개별 개체의 자율주행기술 또한 급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차량을 실제 
application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개체만으로는 현실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개체 운용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많은 대학/
연구기관이 단일 개체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대부분의 적용 application의 scale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다 개체 운용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warehouse, manufacturing site를 비롯하여 
군사정찰 혹은 자연재해방지, 농작물 개선을 위한 데이터수집 
등 많은 application의 경우가 대규모 환경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 개체 로봇의 운용에 큰 관심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
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반자동화를 위한 주요 기술로 
다 개체 로봇 및 자동운송시스템의 운용이 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대학/연구
원에서 다 개체 로봇 제어 관련 연구자를 위한 채용하고 있습니
다.

사실 장기적인 운용을 생각해보면, 상용 로봇의 단종 및 발전
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매번 시스템을 동일한 
로봇을 새로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종 개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동일 개체 로봇 
운용에 대해서는 많은 실용적인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지만, 
이종 개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대규모 환경에서의 이종 다 개체 
로봇 활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Texas A&M University를 거쳐 현재는 미시건텍 기계공학
/응용 컴퓨팅학과의 조교수로 계시는데 해외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은 국내와는 분위기가 매우 다를 거 같습니다. 임용 과정과 
연구의 분위기 등을 알려주신다면? 또한 미시건텍(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국내대학이 15분-1시간의 면접을 1~3회 정도 거

쳐야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미국대학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 걸쳐 on-campus interview를 진행합니다. 양국에서 활
발하게 구직활동을 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국내와 가장 다른 

점이라면 면접하는 동안 학교 측이 임용된 후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resources, 학교/학과 차원의 지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이 학
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그림을 완성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
다. Entering interview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에 관해서만 이야
기하는 반면에, exit interview에서는 학과 측과 면접자 모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요. 또한 많은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들과 1:1/소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용 후의 학교생활 혹은 협상할 때에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작은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있는 반면에, 내내 긴장
하고 있어야 하므로 힘든 시간을 오래 겪어야 하기도 하지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임용 후에는 본인만의 연구영
역을 구축하는 동시에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새로
운 영역으로 연구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시건텍은 2019년에 미시건 최초로 College of Computing
이라는 새로운 단대를 구축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실현을 
목표로 CS를 주축으로 하여 cybersecurity, health 
informatics, robotics 등의 applied computing이 모여 새로운 
College로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시건텍은 Superior 호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호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지요. Great Lake 
Research Center에서는 biology부터 surface/underwater AV
까지 Superior 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시건텍의 커리큘럼은 이론적인 부분 외에 실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미시건
텍 기계공학과는 Mechanical Engineering Practice (MEP) 라
는 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은 코딩, 모델링부터 열/유체/동역학 
등의 필수 과목들을 real-world problems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졸업 후에 기계공학자로서 필요한 기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과목 또한 실습수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번 COVID-19로 인한 lock down
으로 online 교육으로 전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campus가 완전히 닫기 전에 미리 실습 영상을 전부 찍
어 놓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현재 미시건은 주지사 명령에 의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온라
인으로 학기를 종료해야 하며, 대학도 모두 온라인 전환 및 재택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84

근무 명령에 의해 연구실에 출입할 수가 없어서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벌써 한 달 넘게 가족들과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네요. 여름학기까지 수업
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캠퍼스 내 연구는 여름학
기에 서서히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연구를 같이한 여러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
다.
Texas A&M 대학교에서는 Sivakumar Rathinam, Swaroop 

Darbha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두 분 
모두 깊이 있는 수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라 저도 학위 과정 중에는 수학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수학적인 해석과 증명
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Rathinam교수님의 첫 박사 제자인데 제가 있을 때는 이론적인 
연구를 주로 하셨는데, 현재는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드론, 자율
주행 트럭 플래툰까지 실무적인 자율주행 관련 연구까지 영역
을 확장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홍익대학교 이수용 교수님, 고려대학교 정우진 교
수님께 각각 석사학위 과정, 연구교수 기간을 함께하며 이동로
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연구하며 많은 가르침과 서포트를 받았
습니다. 충북대학교 김곤우 교수님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현재는 미시건텍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박명국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기계적인 설계와 제어 
시스템 개발을, 저는 알고리즘 및 다 개체 제어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제가 기계공학박사이지만 연구 분야는 기계공학, 산업공학, 

응용 컴퓨팅, 전자공학 등 많은 분야가 접목된 융합 공학입니다. 
덕분에 국내 인터뷰에서 세부전공 분야가 기계공학이 아니지 
않냐, 자율주행 연구자가 아니지 않냐 등의 질문을 참 많이 들었
습니다만, 저는 기계공학 커리어를 갖춘 자율주행기술 기반 다 
개체 로봇 연구자로서, 가까운 미래의 원활한 로봇 운용을 위해
서 꼭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
다.

6.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로봇/AI 관련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많은 
친구가 기본적인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멋있어 보이
는 higher level의 연구부터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지요. 기본기
부터 탄탄히 다져가는 친구가 결국에는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기능적 차이가 존재하는 AV 시

스템의 동시 운용에 대한 알고리즘과 눈 속에서의 원활한 자율
주행기술에 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알
고리즘이 specific application에만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사용자가 시스템의 제약사항을 선택하면 그에 맞추어 솔
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연구
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 인터뷰

185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작동환경을 고려한 기계 구조물의 피로강도 

설계 및 건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로파괴는 기계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작용 응력이 항복강도 미만의 낮은 
하중 상태에서도 반복하중에 의해서 대상물의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적 구조 신뢰성을 만족하는 설계에서
도 반복하중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내구
성 및 신뢰도와 서비스 기간의 사용 만족도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효 단면적

의 감소와 응력집중을 유발하게 한 용접시공의 결함과 용접 
부위의 피로파괴 현상을 예방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에어컨
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용 동 배관에서 표면 결함 및 외부환경 
인자들이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트롤리 컨베이어용 
센터링크 체인의 파손분석을 통한 구조 건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2. 한국형 전투기 (KF-X)의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의 개발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또한 KF-X의 개발 
일정을 보니 작년에 상세설계 검토를 마치고, 2021년 4월 시제
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던데. 현재 어떤 상태까지 개발이 진행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형 전투기 KF-X 상세
설계 검토(CDR) 회의가 실시되었으며,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어, CDR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KF-X 한국
형 전투기 개발부서 중 특히 제가 속한 구조 분야는 구조시험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정적시험 및 내구성 시험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구조시험은 비행 환경에서 받는 양력, 항력 등 외부 
하중에 대한 기체, 구성품 등 항공기 구조물들의 강도 및 내구성
을 평가하여 구조물의 기체수명 요구도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
다. 현재는 중요 부위의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위치/수량 등을 
파악, 하중 부가위치 선정 및 부과 방법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은 한국
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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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산 기업으로 많은 부분이 감
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곳을 지원하게 되었고, 또한 일반 기업체
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안, 정부 지원, 직
원복지, 근무환경 등)
항공기의 동체, 엔진 등 구조적 구성 요소들은 피로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로 
분야를 전공하여 항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
습니다. 때마침, 졸업을 앞둔 시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공고를 보고 기체구조 분야로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
다. 무엇보다도 항공기 개발에 피로와 관련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종 합격한 후 KF-X 수명해석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입사하여 근무 하면서 느낀 점은 방위산업 기
업과 일반 기업체의 일반적인 직원복지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 의 질문에
서 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의 주력 상품을 
사는 고객은 일반인이지만, 우리 회사와 같은 방위산업 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고객이 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제품은 대부분 공장에서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방위산업은 군대를 위한 항공기/무
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고객과 수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
므로 공장 자동화 운영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 수요에 맞춰 숙련된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작업하
는 형태, 즉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 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4.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항공기와 위성을 만드는 회사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개발 외에도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군의 훈련기와 
전투기, 육군의 헬기, 무인기 등을 만들어 정부에 납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개발 종

합업체로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라고 자부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본부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다
른 편이며, 조직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수시장 부문에 T-50 고등훈련기, KT-1 기본
훈련기, KUH-1 (수리온) 기동헬기, RQ-101 (송골매) 무인
기 개발 성공으로 항공 전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KF-X 한국형 전투기와 LAH/LCH 소형
무장/민수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시장 부문에서 미국의 록히드마틴, 유럽의 
에어버스 등에 항공기 기체구조물 수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사업의 목적으로 다목적 실용 위성, 정지궤도 복합 
위성 등의 본체 및 핵심부품을 설계, 제작을 하는 항공우주분야
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 우주 체계 종합업체입니다.

5. 이 분야(방산 산업)로 진학(사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
을 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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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30년 매출 20조 원, 세계 5위
의 항공우주체계 종합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로 순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산업 비
전에 관심을 두시고,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변화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통한 
자신의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계발한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로 취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
가 나올 것입니다.

6.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공학자는, 연구에 더욱더 매진하여 과학의 발

전에 이바지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학자의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지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공학자가 가져야 할 

자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산업 분야의 
세미나나 학회에 참석해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화가 가능한 기술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습득하여 항공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7.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저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 소속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을 소개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국항공우
주산업(KAI)이 항공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
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입사한 
지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의 제가 있도록 도와준 아내, 
우리 가족들과 수명해석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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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값싸게”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연구의 기준이자 목표입니다.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밀도나 강
도가 높아지는 재료 또는 구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만든다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엔지니어가 새로운 부품 및 소재
를 적용하여, 값싸고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합
니다.
차량개발과정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 역시 큰 범위에서

는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시험을 하기 전 미리 성능 또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전산모사기법(Computational Simula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
합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에서 전산모사기법은 충돌, 
소음·진동, 내구, 열, 유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특히 차량개발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수행하도록 
표준화 되어있습니다. (Process Simulation & Engineering, 
Macroscale - Fig. 1)

저는 현대자동차 기초선행연구소(Institute of Fundamental 
and Advanced Technology, IFAT)에 소속되어 나노 단위의 
양자 및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소재의 최
적 설계를 위한 물성 예측(스크리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부품을 만들기 위해 쓰여지는 
재료에 대하여 여러가지 후보 물질의 종류 및 조성을 모델링하
여 물성을 미리 알아보거나, 혹은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
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여 소재의 물성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노 단위에서의 원자 및 분자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양자
역학(Quantum Mechanics) 및 분자 역학(Molecular 
Mechanics) 시뮬레이션으로 구분을 하며, 최근에는 컴퓨팅 시
스템의 발달과 함께 메조 역학(Meso-Mechanics) 분야 역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중 하나인 제1 원리(ab initio) 계산은 
라틴어로 “from the beginning”의 뜻을 가지며, 기본적인 물리
법칙과 상수 및 입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물질의 
모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슈뢰딩거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의 수와 
위치만 알아도 그 계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가 많아지면 수학적으로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많은 근사(approximation)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
사의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 데 전자의 
파동함수를 도출하는 하트리-폭(Hartree-Fock, HF) 방법과 
많은 전자의 파동함수 대신 파동함수를 제곱한 밀도함수로 대
체한 밀도범함수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입니
다. 이 DFT 계산을 이용하여 선택능(selectivity)이 향상된 차
량용 냄새 센서의 표면설계, 친환경 차량용 중희토류계 영구자
석의 조성에 따른 자기모멘트 예측, 차량 엔진블럭의 열전도율 
향상 합금설계 등의 분야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비용을 감소시
키고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Quantum Mechanics, Sub-nanoscale - Fig. 1)

2. 자동차회사에서 양자 및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연구를 한다고 하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
떻게 연구에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분야를 연구하시네요?”
학회 또는 워크샵에 가면 처음 교류를 가지는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동차회사에서 활용한다고 하기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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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은 스케일이라 그런지 다들 놀라시기도 합니다. 사실 소재
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부품들이 크다 보니 활용하는 사례가 
없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서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포화상태
가 되면서 오히려 부품의 근간이 되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단위에서의 연구들을 큰 단위로 
가져가는 형태의 연구도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중
앙연구소에서도 이 분야를 활용한 연구를 2010년부터 시작하
였습니다. 저는 2014년에 입사하여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냉각
수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
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수에 나노입자가 첨
가되면, 냉각 성능이 높아져서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통로인 워
터자켓이나 라디에이터를 다운사이징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능성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나노유체는 나노입자가 유체 내
에서 분산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
다. 하지만, 나노입자의 분산성을 평가하고 표면 개질을 통해 
분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실험적으로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자의 
분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표면에 있는 기능기들이 분산
성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물리적/화학적 구조를 가진 기능기가 
효과적인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Fig. 2)

이어서, 메조역학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Coarse-Grained Molecular Dynamics (CGMD) Simulation 
기법사용) 을 이용하여 관 (pipe) 내에 흐르는 냉각수의 유동 
(Newtonian Fluid) 을 구현하고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노
입자가 첨가 되었을 때 어떻게 열전달 효율이 달라지는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Fig. 3)

메조 역학 시뮬레이션은 여러 개의 원자 또는 분자 덩어리를 
하나의 입자로 간주하여 입자간 힘장에 따라 입자의 거동이 
일어나게 하는 기법으로 시간 및 공간적인 측면에서 분자동역
학 시뮬레이션보다는 더 큰 단위에서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
다. 나노입자가 첨가된 나노유체와 엔진과의 열교환에 대한 뉴
턴 유동 (Newtonian Flow) 을 모사하여 그 상사성 
(Similarity) 를 높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노유체의 열
전달이 되는 메커니즘을 일정 부분 규명하였고, 후보 첨가 입자
들의 성능을 예측하는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
니다.
또 다른 연구 수행 사례로써,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실린더 

헤드개발을 통한 열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Fig. 
4) 잘 아시다시피 엔진에서는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열
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는 천차만별로 달
라집니다. 이 연구는 엔진에서 발생한 열에 대하여, 높은 열전
도율을 가지는 실린더헤드가 온도의 상승을 일정부분 감소시키
게 되면서 연비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합금을 설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종
류의 원소들을 일정한 조성비에 따라 최적의 물성을 가지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실험으로 접근할 경우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합금 후보
군에 대하여 물성의 평가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합금의 열

전도율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보통은 원자 
및 분자 단위에서 시스템의 열전도율을 평가하는 것은 포논 
(phonon) 에 의한 열 이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만, 금속(합금)의 경우에는 전자 
(electron)에 의한 이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DFT계산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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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열전도율을 예측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인 ‘막전극접합
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내 양성자교환막
(proton exchange membrane, PEM)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했
습니다. 양성자교환막은 고분자로 이뤄져 있고 양성자의 교환
을 담당하며, 이는 수소전기차의 성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합
성)으로 제어가 가능한 고분자의 측쇄(side chain)가 양성자
(양이온)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하였습니다. 
(Fig. 5)

특히, 양이온의 모든 거동을 포함하여 도출하는 기존 이온의 
전도성에 대한 평가법과는 다르게, 양이온이 흡착과 탈착을 반
복하는 거동을 상태 적으로 정의하고 직관적으로 이동을 예측
하여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
되었거나 상용재로써 양산에 적용되는 잘 알려진 고분자가 평
가되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추가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현대자동차의 기초선행연구소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기
초선행연구소의 소개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연구와 업무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한 대가 개발되어 완성되기까지 약 20개월이 필요합

니다. 이 기간에 수백 개의 팀에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가 개발되고 양산이 되는 동
안, 다음 세대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함께 연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2~3년 안의 적용 개선 기술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읽어 수년 뒤의 미래기술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초선행연구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뒤 자동차에 적용을 될 미래기술과 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요소 및 원천기술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개발본부 
직속 연구조직입니다. 크게 친환경에너지 및 첨단소재 분야 2
개의 랩(Laboratory)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과 변환 기술, 빅데
이터 활용한 버추얼 소재 설계·분석 및 친환경 촉매기술·화학소
재, 이산화탄소 저감과 바이오 소재, 수소에너지를 연구하고 
있고, 첨단소재 분야는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등 미래 모빌리티 
소재와 3D 프린팅 등 혁신공정, 차량용 반도체 기술과 고성능 
장치에 활용되는 나노 센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그룹 중, 저는 버추얼 소재 설계 그룹에서 차세대 배터리 
전해질 물성 제어 및 전극계면설계를 위한 물성 스크리닝, 전동
화 소재 (중희토류 저감 자석 등) 합금 설계를 위한 자성예측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학계에서 공부를 할 때와 실제 업체에서 일하면서 연구나 
생활 등에서 많은 변화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떠신가
요?
2014년 입사하여 처음 연구 활동을 시작할 때, 사실 많은 걱정

을 했지만 적응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
다. 학계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제가 느낀 부분은 목표를 향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새로운 발견과 이 
발견이 실현되었을 때의 잠재적인 가치에 대하여 주목한다면,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현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여 
연구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규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술로만 실현될 수 있는 연구는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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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러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계는 각 연구 
그룹이 매우 독립적이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지만, 산업계는 많은 연구그룹이 공동
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
니다. 더불어, 연구 기술의 확장 면에서도 학계보다 유연하여, 
새롭게 필요한 기술은 언제든 배우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독려합
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 교류 활동을 하는 대상과 연구 활동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학계에서는 대학 또는 국립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 그룹 간 학술교류가 주된 교류 활동이지만, 산업
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많은 기업 (회사) 연구소 간 교류가 있습
니다. 기업 연구소에서의 연구는 기술의 선진성은 학계 그것보
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큰 편입니다. “조금만” 
더 연구한다면, 손에 잡히는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느낌
은 연구자가 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운을 줍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 동안 지도해주신 도쿄대학 마루야

마 시게오 교수님 (Distinguished Prof. Maruyama Shigeo 
@The Univ. of Tokyo)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연구의 의미와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기본적인 부분을 배웠고, 연구 결과
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가 깨우치며 연구 방향
을 정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근간이 되는 힘을 길러 주셨습니
다. 마루야마 교수님께서는 열전달 분야 조예가 깊으시고, 특히 
수치해석을 기반으로 한 열물 성의 예측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는 많은 저술을 하실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2000
년대에 들어서, 여러 물성이 뛰어난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의 합성 기술과 물성 예측 및 평가기술에 대한 연구
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항상 몇 걸음 앞을 내다보고 
계시는 교수님의 통찰력은 만나 뵐 때마다 놀랍고 가장 배우고
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실의 치아시 쇼헤이 교수님 (Prof. Chiashi 
Shohei @The Univ. of Tokyo)이 있으십니다. 연구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여쭤보더라도 항상 진지하게 
디스커션에 응해주시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입니다. 치아시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논리적으로 학술 논
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연구자에게 논문이 주는 의미,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항상 신중
하게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학
원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저널 논문을 쓰고 자주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내가 하는 이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연구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한 번씩 해보았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에 입사하면서부터 그 ‘생각’은 그저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데 보탤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내 다른 연구센터나 
사업부서로부터 아직 생소할 수도 있는 원자/분자 역학 시뮬레
이션 기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회, 세미나 혹은 자문 등을 요청하
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여쭤보면, 이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 본인들의 이슈에 적용하고 문제를 
풀고자 연락을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타당하게 비춰진다는 것은 매
우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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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7.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원자 분자 스케일에서의 여러 현상을 

해석하는 분야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컴
퓨팅시스템의 발달은 더 거대한 규모의 계산 시스템과 현실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아직 “이론적
으로는”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점점 더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실험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많은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 (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재료 정보학 (Materials 

Informatics)에서의 연구 결과물은 이미 많은 연구자가 활용하
고 있습니다.

힘, 운동, 및 에너지라는 개념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면 익숙하고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전자 간 상호작용, 원자 
및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분야는 모두 힘과 운동, 에너
지 대한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충분한 기초지식을 습득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전공자보다 양자 / 분자 역학 시뮬레이
션을 이용한 연구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혹시 기계공학 전공인 대학생분들 중 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기본 역학 과목을 비롯한 통계역학, 
양자역학, 수치해석 과목을 열심히 수강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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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멀티로봇 시스템(Multi-Robot System) 

혹은 스웜 로봇(Swarm Robotics)입니다. 멀티로봇 시스템이
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로봇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연구개발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 
그러한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볼게요. 처음에는 한 개 
로봇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개에 로
봇을 한꺼번에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아마도 여러 로봇을 사용할 때에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장점 
중 하나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Robustness가 될 것 같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 부분적으로 몇 대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 
로봇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개 로봇이 
마감 시간 내에 혹은 배터리 용량 내에 끝낼 수 없는 작업을 
여러 로봇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임무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 중에 환경적/임무적 상황이 
Dynamic 하게 변경이 되었을 때도 이러한 로봇들이 알아서 
Adaptive 하게 상황에 적응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면 더욱더 좋
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분명하다면 이왕 로봇을 쓸 것 10
개보다 100개,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성
을 scalability라고 표현합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로봇을 협력하게 할 수 있다면, 
개별 로봇을 아주 단순하고 작게 설계/개발/대량생산을 함으로
써 비용 절감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처럼, 영국의 항공기 엔진회사인 롤스로이스사는 엔진 내부 검
사를 위한 스웜 검사 로봇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엔진 검사 시 분해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멀티로봇/스웜 로봇 시스템의 구현 및 현실화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 연구 분야 입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분야에 관심을 갖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
다. 사실 저는 항공공학을 전공(학부 및 석사)하였으며, 2010
년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를 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참여하였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여
러가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접하게 된 “미국 
국방부 무인항공시스템 로드맵(US DoD Unmanned Aerial 
Systems Roadmap)”에 따르면, 미국은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
로 “Fully Autonomous Swarms”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사실 방위산업분야 특성상 시스템 Redundancy가 
아주 중요했고, 대내외적인 요소에 기인한 시스템 고장을 방지
하기 위해 이중삼중 설계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이 Swarms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마침 펜실베니아 대학의 Vijay Kumar 교수가 
TED 강의를 선보였는데, 여러 대의 드론으로 007영화 사운드
트랙을 연주하는 데모는 저를 아주 흥미롭게 하였습니다. 그래
서 유학을 준비하였고, 기회가 맞아 영국의 항공전문대학인 크
랜필드 대학(Cranfield University)에서 Swarm Robots분야로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티로봇 혹은 스웜 로봇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

야로서, 다른 연구 분야와 달리 정해져 있는 교과서가 있지 않습
니다. 하지만 기존의 여러 다양한 연구 분야들과 많이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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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예를 들면, Control theory, Optimization, 
Operations research, Game theory, Information theory, 
Communication network theory 및 Biology 등이 있을 것 같습
니다. 이 분야가 아직 “새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는 “멀티로봇” 및 “스웜 로봇” 두 용어에 대해서 아직 학계
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구분 지어야 할지 확실하게 논의가 끝나
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어의 본래 의미만으로 구분 짓자
면, 멀티로봇이 좀 더 상위개념이고 (두 개 이상부터 무한개에 
가까운 숫자까지 “멀티(Multi)”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스웜 
로봇은 로봇 숫자가 정말 많은 경우를 주로 일컫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숫자부터 “스웜”이란 용
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로 지난 IROS 2019 내 워크샵 토론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위 방법론 중에서 
어떤 방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들의 용어 사용 성향
이 나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한 개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자들이 두 개, 세 개 등 조금씩 여러 로봇을 제어하면서 
연구를 해오던 사람들은 “멀티로봇 시스템”을 사용하는 성향이 
있고요. 벌, 개미, 물고기 등의 생명체 떼들이 그룹 지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움직이는 모습(예를 들면 작은 물고기 떼가 
한꺼번에 움직임으로써 상어를 방어하는 모습)을 분석하여 로
봇에 적용해보는 방식의 Bio-inspired approach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웜 로봇”이라는 표현을 더욱 많이 쓰는 것 같습니
다. 하지만 스웜 로봇이라는 용어가 좀 더 팬시(Fancy)한 느낌
을 주는 용어라 그런지, 최신 연구논문들을 보면 너무 남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용어의 헷갈림을 야기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웜 로봇은 로봇 숫자에 대한 
Scalability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ocal information
을 바탕으로 Local decision-making을 하는 Decentralized 
multi-robot systems”를 스웜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
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연구자들과 토론하면서 시간이 
지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인터뷰에서는 모두 통칭
해서 멀티로봇 시스템 이라고 하겠습니다.

멀티로봇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
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앙 제어 
컴퓨터가 모든 로봇을 관리하는 “중앙화 시스템(Centralized 
system)”과, 개별 로봇이 “지역정보(local information)”와 “주
변 이웃 로봇과의 상호정보교환(local interaction)”만으로 스

스로 제어를 하는 “분산화 시스템(Decentralized system)”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화 시스템 방식은, 계산성능이 아주 좋
은 슈퍼 중앙컴퓨터가 다른 모든 로봇과 한꺼번에 통신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네트워크까지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기존의 연구되어온 제어/최적화 방법론을 그대로 적
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로봇들은, 마치 공상과학영화의 드로이드 로봇이 중앙 명
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동작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인 Intel 사의 드론 
쇼나, Amazon 사의 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Drive 로봇 (구 
Kiva 로봇), 그리고 영국의 온라인 식료품 회사인 Ocado사의 
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이러한 중앙화 시스템 방식입니
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중앙화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에
도 관심이 있지만, “연구 측면”에서는 분산화 방식에 더욱 관심
이 많습니다. 분산화 방식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 과제들
이 남아있는데요, (1) (중앙 컨트롤 유닛 없이 시스템 레벨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개별 로봇들이 어떻
게 분산화된 계산을 해야 할지, (2) 다른 주변 로봇들과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할지, (3)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를 바탕으로 지역 의사결정(local 
decision-making)을 하더라도 어떻게 시스템 레벨의 원하는 
결과(global desired behaviour)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4) 
이때 통신네트워크 연결구조(network topology)는 전체 시스
템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질문할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mazon 및 Ocado사의 활
용 예시처럼)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중앙화 멀티
로봇 시스템이 많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컨트롤유닛을 확보할 수가 없거나 파괴될 위험이 있는 상
황(예를 들어 extreme environments 등 로봇 간의 통신이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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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상황, 중앙유닛의 통신능력이 전체 로봇을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방사능 및 전쟁 때문에 중앙로봇도 쉽게 고장
/파괴 될 수 있는 상황 등)에서는 분산화 멀티로봇 시스템이 
더욱더 적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자율주행이 자동차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 역시도 분산
화된 멀티로봇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을 중앙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등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
다), 이렇게 수많은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분산화된 조율/조정”
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해온 자세한 연구내용은 아래의 질문들에서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2. 멀티 로봇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가장 재미
있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로봇 연구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 가장 공들여서 연

구를 해왔던 주제 중 하나는 분산화된 멀티로봇 시스템의 임무 
할당(Task allocation)이었습니다. 임무 할당 문제란, 여러 개
의 로봇과 여러 개의 작업(Task)이 있을 때, 어느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최적
화를 하는 문제입니다. 임무 할당 문제는 세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래 그림 첫 번째 경우 
참조) 개별 로봇 성능이 충분해서 여러 작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10개가 있고 작업량이 
100개가 있을 때, 각 로봇이 작업 간의 이동 거리를 생각해서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
인지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아래 그림 두 번째 경우 참조), 개별 로봇의 성능이 
제한적이어서 여러 로봇이 함께 협력해야지만 한 개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무 할당 문제는 어떤 로봇들
이 어떻게 팀을 이루고, 어느 팀이 어떤 작업을 담당하는지 답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사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KAIST 최한림 교수님 연구실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 임무 할당 문제의 경우
는 당시에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크기가 작은 로봇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소형로봇들은 크기 때문에 물리
적으로 큰 힘을 발휘를 할 수 없으니 이러한 로봇들의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형태의 임무 할당 문제를 저의 박사과
정 메인 토픽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지도교수님이신 영국 크랜필드 대학의 신효상
(Hyo-Sang Shin) 교수님께서는 Game Theory와 
Bio-inspired approach를 제안하셨습니다. 두 방법론 모두 개
별 로봇을 Decentralized agents로 모델링을 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scalability나 robustness 그리
고 adaptability 등을 확보할 수 있을 잠재성이 엿보였습니다. 
영국 박사과정의 특징중 하나는 박사과정 초반 6개월 동안은 
Literature survey에 집중할 수 있게 시간을 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Game theory 및 Bio-inspired 
approach가 적용된 (굳이 로봇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많
은 기존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Hedonic game이라
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agent가 team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agent의 identity를 보고 결정하는 상황, 좀 
더 reduced 된 형태로는 Anonymous hedonic game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agents의 cardinality(모임 크기)만 보고 결정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모델 조
건에도 불구하고, Nash stable partition (이것은 Nash 
equilibrium과 동일한 개념인데요, 모든 agents가 현재의 팀구
성(partition)에 만족을 하는 상황입니다)을 찾는 것이 제한적
으로만 증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숫자가 정말 많은 멀티로
봇 시스템”의 경우 개별 로봇은 homogeneous 할 것이라는 가
정(실제로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일 테니까요)을 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Nash stable 
partition을 Polynomial time 안에 항상 만들어 낼 수 있는 
Condition 및 Decentralized algorithm을 발견 및 개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아래 그림 참
조), 임의로 배치된 320개의 로봇이 제한된 통신반경으로 이웃 
로봇들과 연결되어있는 상황(동그라미 간의 실선은 로봇간에 
통신이 연결됨 표시)속에서, 요구작업량이 서로 다른 작업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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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네모는 작업을, 그리고 그 크기는 작업량을 표시)를 발견했
을 때, 로봇들은 개별 위치 및 요구작업량의 크기를 고려해서 
Decentralized algorithm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알고리듬은 계산도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iteration 수 (이론적으로는 로봇 개수의 제곱에 비례, 실험적으
로는 로봇 개수에 정비례)도 크게 많지 않은 장점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지요.

이것은 박사과정 첫 연구결과였고, 당시기준으로 졸업시기까
지는 아직 1년반 이상 여유가 있었으므로, 일종의 “상향지원”으
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널중 하나인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요즘 로봇 분야는 실험이 
없으면 좋은 publication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없지 않은것 
같은데, 비록 제 연구결과는 실제 로봇실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임이론을 멀티로봇분야에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이론적인 contribution 등이 인정이 되어, 첫 
제출후 2년뒤에 최종적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
구결과는 컨퍼런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널로 확장연구를 
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문 출판이후 ICRA나 IROS에 
참여해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고, 작년에 IROS에 
참여하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참
조).

현재는 본 연구에 대한 확장 연구를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제 로봇을 통한 실험도 하고 

싶어서, 1000개의 Kilobots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University of Bristol)과도 협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
래 그림 참조), Homogeneous robots이 아닌 Heterogeneous 
robots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무할당
(Task allocation) 뿐만 아니라 경로계획(path planning), 충돌
회피(Collision avoidance)도 함께 고려한 통합된 프레임워크
(unified framework)로의 확장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MARL(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을 활용한 연
구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다른 연구자들로 부터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로봇시스템이 실제로 
현장에 활용될 때 어쨌든 최소한 한두명의 Human operator 
supervisor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Human-Swarm Interaction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며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3. 사람이 직접 활동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로봇 적용을 위한 
영국 정부 프로젝트 (RAIN Hub - https://rainhub.org.uk)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
다.
현재 저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Manchester)에

서 Research Associate로 일하고 있으며, RAIN (Robot and 
AI for Nuclear) Hub 프로젝트에 2018년 4월부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UKRI(UK Research and 
Innovation)하의 ISCF(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에서 3년간 약 200억원 규모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로봇 및 
AI 기술을 이용하여 방사능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성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공계 프로
젝트는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에서 (참고로, EPSRC도 UKRI 산하에 있음)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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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게 되는 데에 반해, RAIN Hub 프로
젝트는 영국의 중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고려한 산업적/사회
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Robotics for Extreme Environments Group
이 주관하고, 옥스퍼드(Oxford) 대학, 리버풀(Liverpool) 대
학, 셰필드(Sheffield) 대학, 랭커스터(Lancaster) 대학, 브리
스톨(Bristol) 대학, 그리고 영국의 원자력연구원격인 
UKAEA(UK Atomic Energy Authority) 하부조직인 RACE 등
에 소속된 전담 박사후 연구원만 (Faculty를 제외하고) 약 30
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robot manipulators, mobile robots, 
aerial robots, underwater robots 등을 연구하는 로봇공학자, 
인공지능 및 컴퓨터 비전을 다루는 컴퓨터 공학자, 방사능의 
로봇 영향성을 연구하는 화학/물리학자, 그리고 로봇/사람과의 
협업(Human-Robot Interaction/Collaboration)을 심리학적
으로 접근하는 심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히 열거가 
어려우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rainhub.org.uk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중에서 Human-Robot Interaction 팀에 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사용하면서, 

AI의 개입 정도에 따라 시스템을 Teleoperation, 
Semi-Autonomy, Fully-autonomy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
히 저는 Teleoperation과 Semi-autonomy가 적용된 로봇 시스
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Teleoperation은 이미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연구 분야이지만, 몇 년 전부터는 Virtual reality를 이용
한 직관적이고 몰입감(immersive)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는 맨체스터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Virtual 
reality를 다뤄봤었는데요. 새로운 시스템/개발환경 등을 배우
고 Semi-autonomy 연구를 위한 디딤돌 성격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맨손으로 로봇을 원격조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
각으로 Leap Motion(손동작을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상용 센
서)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
조; 영상데모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UY77MVYvSPc).

사실 본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나름 아이디어가 괜찮았는지 영국 내 장수 로봇학
회인 TAROS 2019에서 Finalist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RAIN Hub 내 HRI 팀은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글로
브박스(Glove box) 작업”을 하기 위한 Teleoperation robot을 

https://youtu.be/UY77MVYv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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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란 (아래 왼쪽 그림 참조), 
방사성물질 취급을 위한 시설 중 하나로서, 커다란 박스의 구멍
에 장갑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작업자는 보호복을 입고 구멍
을 통해 손을 집어 넣고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장갑이 찢어지
는 문제 등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 위험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장갑을 두껍게 만들면 작업자가 둔감해지게되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브박
스는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창(Window)이 있는
데, 오래된 글로브박스의 경우에는 내부 쪽에서 창이 더럽게 
되어 작업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작업자가 보호복을 입고 글로브박스 외부
에서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계속 도사리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글로브박스 작업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큰 목표하에서,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가상현실을 활
용한 User Interface 연구와 더불어, Semi-autonomy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격조종자가 High level에서 명령
을 주거나 Robot End Effector에 대한 원격조종을 대략적으로
만 하더라도, 로봇 레벨에서는 세부적인 컨트롤을 알아서 수행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컨셉을 Control 
Society에서는 Shared contro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치 크루
즈 모드로 운전할 때 사람이 Steering만 하고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유사한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Inverse Jacobian matrix의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Inverse 
kinematics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접근하였고, 본연의 Inverse 
kinematics를 위한 objective function terms 외에도 
Teleoperation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terms를 
더함으로써, 전체적인 사람-로봇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며, 조만간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RAIN Hub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다른 기회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 지원으로 동경대학교
(University of Tokyo)에도 단기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원전을 
처리하기 위한 일본의 로봇공학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4. VR로 로봇을 통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연구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 기술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누군가는 저에게 “왜 박사과정때 연구하던 멀티로봇쪽으

로 연구를 계속하지 않고 갑자기 로봇팔을 활용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실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박사과정중에 멀티
로봇시스템을 연구할때는 큰 맥락에서는 “제어” 관점에서 연구
를 주로 해왔었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주된 연구목표는 “주어
진 레퍼런스 입력이 있을때 어떻게 시스템이 그것을 따라가게 
할것인가?” 입니다. 즉, 시스템에 “레퍼런스”가 주어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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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부분은 사실 Human operator가 주는 경우가 많죠. 즉 
Human-Robot Interaction에 대한 연구 확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RAIN Hub 프
로젝트는 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며, 궁
극적으로는 Human-Swarm Interaction으로 확장하고 싶었습
니다. 저는 RAIN Hub내 가상현실/Teleoperation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경험을 멀티로봇과 연결시켜보고 싶었고, 그렇게 해
서 VR로 멀티로봇을 통제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미래에 멀티로봇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적용분야 중에 
하나는 시설/설비 등 특정 공간에 대한 monitoring/inspection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Fully autonomy를 구현하기 전에 현실
적으로 활용가능한 형태는 아마도 Semi-autonomy라고 생각
되며, 이러한 경우 분명 몇몇 로봇은 원치않은 방향대로 동작하
는 개체가 있을 것이고, 이때는 시스템의 안전성/성능을 위해서 
Human operator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수의 Human operator가 전체적인 멀티로봇 시스템을 관리/
감독/통제를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질문을 생각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멀티로봇시스템의 상태정
보를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람의 User Command는 어
떻게 로봇시스템에 전달할지”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User Interface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연구질문에 관
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개미를 가지고 
위치를 바꾸며 놀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고, 이것을 VR로 구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VR공간에서 Human 
operator는 물리법칙을 지배받지 않는 super-natural이 되니
까, 마치 우리가 개미를 집어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처럼, 멀티
로봇을 컨트롤해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Robot-level interaction이라고 명명
했는데요, 이 외에도 Semi-autonomy성격의 Swarm-level 
interaction, 그리고 가상의 환경정보를 수정하여 간접적으로 
멀티로봇을 통제하는 Environment-level interaction을 구현
해보았습니다.
(영상 데모는 다음 참조: https://youtu.be/LOIJPFM8YRA)

이것은 운이 좋게도 Science의 온라인뉴스로도 기사화되기도 
하였네요.

이러한 방식이 최종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특히 멀티로봇 시스템과 사람 간의 통신
이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Teleoperation 
에서도 사람-로봇 간의 시간 지연(Time delay)이 전체 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게 되는데요. 이것은 멀티로봇-사람 
간의 Human-Swarm Interaction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RAIN Hub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Nuclear 
application을 생각해보면, 멀티로봇을 unknown environment
에 임무를 보낸 후에 로봇으로부터 각종 sensory data를 받아와
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multi-hop information 
transmission을 가정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영향성은 커
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5G 등의 기술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https://youtu.be/LOIJPFM8Y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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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그동안 많은 선후배 연구자분들께서 저에게 연구 및 진로 측

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몇 번씩 곱씹으면서 본 논문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KAIST 항공공학과 최한림 교수님의 “Consensus-based 
decentralized auctions for robust task allocation”,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4(4), 2009가 있습니다. 이 논문
은 앞서 설명해 드린 임무 할당 문제의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논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하러 가기 전부터 멀티로봇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논문을 알고 있었고, 박사과정 중에
는 저도 해당 저널에 연구 결과를 내보고 싶었기에 이 페이퍼를 
롤모델 삼아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NASA JPL에 있는 Saptarshi 
Bandyopadhyay 박사입니다. 제가 제출한 논문의 Review를 받
으면서 이 사람의 논문을 보라는 Reviewer의 추천으로 이분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해당 논문 중 arXiv에 Preprint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일부 Theorem 증명에 제가 
Feedback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그 이후로도 서로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논문은 “Probabilistic 
and distributed control of a large-scale swarm of 
autonomous agents”,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33(5), 

2017이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이분의 논문은 전반적으로 구
성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어서 저의 논문 작성에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로봇 연구 분야는 Society 자체가 Fun한 느낌이 있어서 재밌

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데니스 홍 교수님의 발표처럼 발표
를 되게 재밌게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국제학회의 분위기도 
아주 자유롭게 반바지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와서 발표하기
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그룹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보
면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로봇공학의 대가이신 Bruno Siciliano 교수팀은 
피자를 만드는 로봇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당장의 
Demonstration이 재밌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요소
기술도 Spin off 되어 충분히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로봇 분야는 종합학문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만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분야라는 점, 그리고 Open source가 
발달한 문화가 있다는 점이 로봇분야에 대한 매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도 Github나 Youtube 등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서 
지식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숫자는 적지만 누군가가 저의 
결과에 관심 가져주고 활용하여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7.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신다
면?
로봇 분야는 종합학문이기에 한 분야만 좁고 깊게 공부/연구

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도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면 여러 장점 중 하나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봇 시스
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폭넓은 지식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의 발전속도
를 봤을 때 어떠한 한 분야만 고집하는 것은 향후 진로에도 
Risk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요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많은 무료 강의, Tutorial, Source code 등이 있으니, 이러
한 것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능동적으로 사람
들도 (직접 또는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만나보시고, 다른 분들
과 서로 토론하고 배우면서 생각이 정리되거나 배우실수 있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론과 실전의 균형을 갖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저도 체감했던 부분인데요. 박사과정 때는 
이론 중심으로 연구를 했었고, 박사후연구원에 와서는 실제 로
봇을 이용한 Demonstration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했더니, 
확실히 그다음 진로 결정에 많은 옵션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분야 중에서 로봇분야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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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쉬운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위기는 
Demonstration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
를 하시면서 실험을 많이 수행하시고 그 중간중간 결과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남겨두시고 개인 Youtube를 통해 공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건이 되신다면) 연구주제 선정 시 기존 연구
의 follower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연구에 도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존 연구를 수정하고 업그레
이드를 하는 방식의 연구 결과는 novelty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좋은 publication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지만, 남들이 아직 
많이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새롭게 제안한 경우는 
좋은 결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부수적인 효과로는, 새로운 연구자들과 온라인
으로 만나거나 메일을 주고받을 때 좀 더 회신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Literature survey를 하시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연구가 동시
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논문 검색뿐만 아니라 Youtube나 기사 
등을 통한 Industrial progress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
다.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연구 방향은 “로봇을 이용한 

시설 검사/유지/보수 자동화”입니다. 현대의 공장에서는 생산 
부분은 많이 자동화가 되어있는 데에 반해, 검사 및 유지보수는 
아직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혹은 
사고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작업자 안전성 개선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차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영국에는 오래된 시설이 많아서, 비
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지보수 자동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RAIN Hub 프로
젝트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는 것 중 하나이고, 산업계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은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시장성을 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관심 있게 연구해온 “분산화된 멀티로
봇 시스템(Decentralized Multi-robot systems)”이 이러한 분
야로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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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최근 로봇 공학과 메카트로닉스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차세대 로봇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
적으로는 [그림 1]과 같은 휴머노이드나 모바일 메니퓰레이터 
등의 모바일 기반 로봇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과는 다르게 많은 관절들을 가지고 있어 인간 
중심의 생활 환경에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는데요. 저의 연구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휴머노이
드나 모바일 메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최적 업무 플래닝 
(Optimal Planning) 및 최적 제어 (Optimal Control)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 생활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운전을 하면서 급한 전화를 받거나, 길을 
걸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동시에 혹은 
우선순위화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앞
서의 모바일 기반 로봇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첫 째로, 로봇은 인간처럼 주변 환경
을 동적으로(Dynamic) 인식하여 빠르게 우선순위화 하는 알고
리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급한 업
무전화가 온다면,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전화를 받는’ 식의 우선순위를 둔 채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봇이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
니다. 둘 째로, 만약 로봇이 이러한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우선
순위화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 (제어)할 

때 로봇의 안정성 (Stability)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
다. 이는 아무리 모바일 기반 로봇이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많은 
수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다르게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종종 로봇의 움직임의 발산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세계재난구조로봇대회) 중에 발생
한 로봇 제어의 발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로봇이 갑자기 이상
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쓰러지는 게 보이시나요? 수 많은 연구팀
들이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전적
인 과제라는 점에서 저는 제 연구 분야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답니다.

[동영상 1] Compilation of Robots Falling Down at the 
DARPA Robotics Challenge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계층적 2차 계획법 (Hierarchical 
Quadratic Programming) 기반 제어기와 유연한 업무 전환 기
법 (Continuous Task Transition)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
였습니다. 기존의 로봇 시스템들이 각각 오프라인 업무 플래닝
과 실시간 제어기라는 2가지 하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반 로봇들을 작동시켰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실시
간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학
술적 기여를 인정받아, 로봇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9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으며, Cybernetics 분야 
권위 학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Robotics 
and Mechatronics (ICARM) 2019에서 Be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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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위에서는 모바일 기반 로봇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서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에든버러 대학교
에서 Research Associate기간 동안 다양한 로봇 분야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장치나 VR을 활용한 가상 현실 속 
아바타 제어, 그리고 인간의 파지력을 로봇 손에 전송하는 알고
리즘의 개발 등을 해왔습니다. 저의 연구에 대해 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ggory15.github.io)

2. 2015년 DARPA 챌린지에 스튜던트 리더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논문을 쓰셨던데 간단히 전략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DARPA 
챌린지를 통해 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 인간이 진입 불가능

한 구간이 많아, 원전 피해가 예상보다 커졌던 상황을 독자분들
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미국 국방
성에서는 매우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인간 대신 로봇을 투입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로봇 
기술력을 한 자리에 끌어모으는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
회가 201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국방성 산하 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주최하는 'DARPA 세계 재난로
봇 경진대회(DRC)’입니다.

한국·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홍콩 등 6개국 24개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고 저는 한국의 3개의 대표팀 중 서울대학교 대
표팀인 Team SNU의 학생 리더를 맡았었습니다.

해당 대회에서는 각 팀들이 모바일 기반 로봇을 이용하여, 후
쿠시마의 원전사태 때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미션들을 수
행하여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총 8개의 과

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8개의 과제를 연속적으로 1시간 내에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1) Drive: 로봇이 자동차에 올라탄채로 장애물을 피해 운전
하여야 한다.
(2) Egress: 로봇이 자동차에서 스스로 내려야 한다.
(3) Door: 로봇이 문 고리를 스스로 파악하여 문을 열고 들어

가야 한다.
(4) Valve: 로봇이 벨브의 위치를 파악하여 벨브를 잠궈야한

다.
(5) Wall: 로봇이 드릴을 잡고 동작시켜서 석고 보드를 뚫어

야 한다.
(6) Surprise: 대회 당일날 공개되는 임의의 미션을 수행하여

야 한다. 실제 대회에서는 스위치를 누르고 끄기, 전기 스위치
를 내리기 등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7) Rubble: 험지를 극복하여 보행하여야 한다.
(8) Stairs: 계단을 극복하여 보행하여야 한다.

저희 Team SNU는 2014년 9월 팀을 구성하여, 2015년 1월 
하드웨어를 제공받아 실제 실험에 돌입하였으며, 하드웨어는 
국내 휴머노이드 제작회사인 로보티즈(Robotis)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똘망(Thormang)을 사용하여, 8개 중 총 4개의 미
션 (Driving, Door, Valve, Wall)을 성공하였답니다.

비록 24개의 팀 중 12위를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본 대회를 통해서 저는 훌륭한 
로봇 공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험 사이의 균형
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본 대회에 학생 리더로 
참가하기전까지 저는 실험실에서 수학을 기반으로 한 제어기 
개발에 줄곧 매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한 제어기들
은 실험실 안에서 최상의 조건을 구축한 시뮬레이터와 간단한 
로봇 실험을 통해서만 검증해왔 뿐이었죠. 하지만, 대회에서는 
실제 인간 중심의 복잡한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몇가
지의 미션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가 
문을 여는 Door 미션은 실험실에서는 항상 성공하였던 매우 
쉬운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장에서는 바람이 불고, 문의 
마찰력이 저희의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해당 미션을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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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2] Team SNU의 결과 영상

이를 통해, 저는 본 대회에 참가한 이후로 로봇이 인간 환경에 
동작할 수 있도록 환경에 강인한 (Robust) 제어기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3. HQP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매니 플레이터를 개
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로봇의 결합에 따른 활용의 
장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단순한 로봇 메니퓰레이터와 다르게 모바일 베이스와 로봇 

메니퓰레이터를 결합한 모바일 메니퓰레이터는 로봇 시스템에 
이동성 (mobility)과 조작성 (Manipulability)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
일 메니퓰레이터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어
렵습니다. 첫째, 모바일 베이스와 로봇 메니퓰레이터 사이의 
동적 커플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해드린대로, 
로봇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우연한 우선순위화가 필수적입니
다.
저는 Cybernetics 분야 권위 학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Robotics and Mechatronics 
(ICARM) 2019에 ‘Whole-body Control of Non-holonomic 
Mobile Manipulator Based on Hierarchical Quadratic 
Programming and Continuous Task Transi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어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동영상 3] 모바일 메니퓰레이터의 복잡한 작업 수행을 위한 
HQP 기반 작업 전환 기법

해당 논문에서 저는 HQP 기반 제어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
니퓰레이터의 전신 제어 (Whole-body Control)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연속 작업 전환 기법 (Continuous Task Transition)
을 제안하여, 다양한 업무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아, 학회 최우수상
인 Best Conference Paper Award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제어기는 다음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
다. 먼저, 제어기의 연산량이 기존의 제어기보다 많습니다. 따
라서, 만약 양팔 모바일 메니퓰레이터와 같이 보다 많은 관절을 
가진 로봇에서 실시간 제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저와 저의 연구 동료들은 제어기
의 연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여 저널에 투고하였
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어, 여러분
들께 빠른 시일내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4. 2019년 연구에서 자동심폐소생술 장치를 연구하셨는데, 
연구의 계기와 발전 가능성(상용화, 특허, 앞으로의 쓰임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신다면?
혹시 심폐소생술 (CPR)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

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군대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성인이 5분이상 심
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이러한 고충을 의사분들
과 이야기를 나누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의 지원
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연구진들과 로봇을 이용한 
자동심폐소생술 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하여, 체내 이산화탄소량과 혈류량을 측정, 최
적의 흉부 압박 위치를 찾아 로봇 팔이 흉부를 압박하는 본 
로봇 시스템은 [동영상 4]에서 보듯이 돼지 임상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습니다. 돼지를 10분이상 뇌사시킨 뒤, 제안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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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해본 결과 응급구조사가 직접 심폐소
생술을 결과와 기존의 심폐소생술 장치를 통한 결과보다 월등
한 소생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4] 로봇을 이용한 CPR 로봇의 실험 영상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특허 및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나라에 국제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가 속했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동적 
로보틱 시스템 연구실 (교수 박재흥)과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에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5. 여러 연구 중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중인 연구나 앞으로 
희망하는 연구가 있다면?
저는 올해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동적 로보틱 

시스템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3월부터 [그림 3]의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SLMC 연구실 (Statistical Learning 
and Motor Control Group, Prof. Sethu Vijayakumar)에 
Research Associate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나 모바일 로봇 메니퓰레이터가 일상생활에서 동
작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에 강인한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해당 연구실에서는 저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안정성을 고려한 
로봇 제어기의 설계를 국립 이탈리아 연구소 (IIT)와 공동연구 
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Talos를 이용한 유연 제어기 설
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혹은 재난지역에서 사람 대신 
모바일 기반 로봇들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6.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훌륭한 로봇 공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

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사학위 기간 중 1년
동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CNRS)의 Dr. Nicolas
Mansard 산하 연구실에서 파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머노이드 제어 분야에서 70편이 넘는 국제 저널 및 
학술대회 논문을 저술하였을 뿐만이니라 모델 기반 제어기인 
Differential Dynamic Programming를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수학적으로 제시하여, ‘CNRS Bronze 
Medal’(제어/로봇/신호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연구
자를 위한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Grand 
Prix du Numerique de l'ANR’(프랑스 과학 과제를 하는 연구자 
중 뛰어난 성과를 이룬 연구자를 위해 3년마다 수여되는 상)을 
수여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입니다.

저는 1년동안 그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그의 제어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머신 러닝과 제어기의 결합을 통하여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206

제어의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수학적, 컴퓨
터 공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그의 최근 논문입니다.

Carlos Mastalli, Rohan Budhiraja, Wolfgang Merkt, Guilhem 
Saurel, Bilal Hammoud, Maximilien Naveau, Justin 
Carpentier, Sethu Vijayakumar, Nicolas Mansard, Crocoddyl: 
An efficient and versatile framework for multi-contact 
optimal contro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nomous 
Robots, 2020

7.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로봇 공학은 로봇 하드웨어 설계에 필요한 기계 공학, 로봇 

제어에 필요한 전기 공학과 컴퓨터 공학 등 기존 공학 분야들뿐
만 아니라 로봇 윤리와 관련된 인문학,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의학 및 생명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융합된 
다학제적 분야입니다. 이는, 로봇 공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로봇 공학 분야
로 진학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

들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용하는 능력이 
다른 공학 분야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로봇 공학은 매우 실재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므로, 이론 로보틱스와 실험 로보틱스 사이의 균형잡힌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수학
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지식 및 간단한 설계 지식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먼저 저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서 연락해주신 MERIC에게 감

사드립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올 3월달
에 에딘버러에 도착하였지만, 락다운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지도교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재택 근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국내에 계신 연구자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다들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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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갑자기 낯선 곳에서 깨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한테

는 이런 상황이 드물겠지만, 로봇들에게는 꽤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많은 로봇들은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 다시 주변 환경을 센서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예로 들자면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 로봇으로 해양 탐사를 하는 경우 보통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로봇을 수중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사전 정보가 
없는 것이 로봇을 쓰는 이유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로봇들이 이러한 미지의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경로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모바일 로봇이 주행하는 
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방법
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중 현재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알고리즘들은 보통 현재까지의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지
점까지의 경로를 주기적으로 다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구현하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
약된 정보로 경로를 계획하고, 보통 아직 관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경로가 비효율
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 수집에만 
치중하게 될 경우에는 본래의 과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연구 목표는 확률적 추론과 정보 이론을 활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로봇 경로 계획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약된 정보를 이용해 관찰되지 않은 부분
을 추론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
으로 정보이론을 이용해 어떤 정보나 센서 측정이 목적 달성에 
유의미한지를 수치화하여, 정보 수집과 과제 달성 사이의 균형
을 이룰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수중의 차량(로봇)에서의 해류 평가(GPS), 모션 계획, 위
치 파악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신걸
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이 궁금합니다.
해저 환경의 80% 이상이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

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잠수
정에 탑승하여 탐사를 진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는 수중 로봇이 이러한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특히 수중 로봇의 일종인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를 이용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
중 글라이더는 기존의 수중 로봇과는 다르게 프로펠러에 의존
하지 않고 부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바닷
물을 흡입하거나 배출해서 가라앉거나 떠오르는 힘을 측면의 
날개가 전방 추력으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프로펠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기존의 수중 
로봇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보통의 수중 로봇이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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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 시간 운행이 가능한 데 반해 수중 글라이더는 1-2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수중을 모
니터링하거나, 아주 넓은 해역을 탐사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 랩의 이주헌 (James Ju Heon 
Lee) 박사님과 협력하여 레이저 메탄 센서가 장착된 수중 글라
이더를 이용해 (Figure 1) 자율적으로 해저 메탄가스의 분출구
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GP (Gaussian process)
라는 확률적 추론 Tool과 이류확산 방정식 
(advection-diffusion equation)을 결합하여 제약된 메탄 농도 
측정값들을 이용해 분출구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
로 GP-Upper Confidence Bound (GP-UCB) 알고리즘을 이
용해 정보수집과 분출구 추종을 동시에 하는 경로를 계획하였
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결
과 메탄 농도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도 분출구를 효율적
으로 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배운 점은 현존하는 해류 예측 또한 
충분히 상세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이 문제인 까
닭은 저희가 연구하는 수중 글라이더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대신 매우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해류 속도가 글라이더 
속도의 4-5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 초기에 진행한 실증 실험에서 로봇이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글라이더 진행 방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글라이더가 밀리는 정도
(drift)를 역으로 이용해서 해류에 대해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
했습니다. Drift 자체만 이용해서 해류를 추정하려면 가능한 해
(feasible solution)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GP와 비압축성 유
동(incompressible flow)의 물리적인 성질을 결합하여 가능한 
해를 현실적인 유동들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Expectation-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이용해 국지적
으로 해류를 추정했습니다. 현장 시험에서 해류 예측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정된 해류만 사용해 경로를 보정
한 결과, 위치 오차가 50-75%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랩 동료인 Kwun Yiu Cadmus To와 얘기를 하던 중 비압
축성 성질을 이용하면 해류의 유선 (streamline)을 더 쉽게 표
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라이더의 경로를 하나의 
유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3. 아무래도 수중환경에서의 연구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
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어떤 환경에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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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수중 글라이더 연구는 호주 연방 정부, Blue Ocean 

Monitoring, Schmidt Ocean Institute, 시드니 대학 같은 다양
한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각 
기관들로부터 하드웨어 방면의 지원을 원할하게 받고 있습니
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여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가서 글라이더를 투입합니다. 저희는 소
프트웨어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랩에서 글라
이더를 Iridium 위성통신으로 모니터합니다. 날씨에 이상이 없
으면 1-2개월 정도 실험을 진행한 후에 담당 기관이 다시 글라
이더를 회수해 오게 됩니다.
수중 로봇 연구에서 앞서 설명한 해류의 영향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통신의 제약인 것 같습니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이 수표면에서만 가능합니
다. 그래서 일단 글라이더가 수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태인지 
알 길이 없어서, 글라이더가 올라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올라지 
않으면 혹시 암초에라도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동료 연구원들끼리 한 두 시간 후에 내가 안 보이면 시드니 
하버 브리지로 나를 말리러 오라고 농담도 하곤 합니다.

4.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 졸업논문
의 주제가 궁금합니다.
제 박사 졸업논문의 주제는 앞서 설명한 미지 환경에서의 경

로 계획 문제를 정보 이론 (information theory)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보 이론을 사용하면 환경의 불확실성을 
엔트로피 (entropy)라는 개념으로, 또 센서 측정값이 환경에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정보량 (information content) 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안 한 상태에서 목적 부합성만 
고려하면 비효율적인 경로를 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
를 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얻을 수 있는지와, 주어진 
과제 및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경로를 계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보
량과 목적 부합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적 부합성
만 고려하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효율의 차이가 나는지도 
동시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수중로봇 연구이고, 두 번째는 호주 연방정부와 Mission 

Systems라는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미지의 도시환경에서 다수
의 공중로봇의 경로를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랩의 유찬열 (Chanyeol Yoo) 박사님과 협력하여 
시제 논리 (temporal logic)을 이용해 복잡한 목적을 로봇에게 
부여하고, 로봇이 자율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경로를 계획하
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제 논리를 이
용하면 ‘이용자에게 가기 전에는 꼭 방역 구역에 갈 것. 이용자
들을 1일에 한 번씩 방문 할 것’ 같은 복잡한 목적을 로봇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들의 위치 추정이 부정확하다
면 경로도 부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이용자들의 위치와 환경에 대해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과 
시제 논리로 구성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5. 앞으로의 장단기 연구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실험이 모두 취소되고 

시뮬레이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면서 현장 실험과 비슷한 조건으
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 합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생성적 학습 (generative learning)

방법을 이용하여 더욱더 복잡한 환경으로 제 연구 결과를 확장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확실성이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 생성적 학습 방법에 대해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
다.

6.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제 지도교수, Robert Fitch 교수님을 꼽고 싶습니

다. 교수님과의 논의를 통해 제 머리속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문제의식을 연구 문제로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제가 시드
니 대학교 Australian Centre for Field Robotics에서 Research 
Assistant로 일할 당시 저희 랩의 선배들인 Graeme Best 박사
님(현재 Oregon State University)과 Oliver Cliff 박사님(현재 
University of Sydney)이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논문을 읽고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Graeme Best와 Oliver Cliff가 공
저자로 있는 Dec-MCTS: Decentralized plann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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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robot active percep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38(2?3), 2019를 제 연구에 많이 참조했
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널 클럽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Reading Group (CDMRG) 멤버들이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 있고 흥미로운 분야를 공유하고, 건설적으
로 토론하고, 논문 제출 전에 서로 peer review를 통해 퇴고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팀워크의 그룹입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여러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에 기여하면서, 실무가 연구로, 연

구가 실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기

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런 현장의 문제
들을 연구 주제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
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해류를 추정하는 문제는 Blue 
Ocean Monitoring과 호주 연방정부에서 실제 수중 글라이더를 
운영하는 분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
니다.

8.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제 짧은 경험으로 볼때, 이론과 demonstration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이론적 결과라도 demonstration이 
있는 논문이 독자에게 전달이 훨씬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로보틱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로봇 소프
트웨어나 하드웨어 경험을 쌓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메릭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

러스 때문에 저처럼 실험이 지연된 분들이나, 연구에 차질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힘 내셔서 같이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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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할 

일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기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 자동화 분야에선 로봇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보급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정해져 있고 할 일이 반복적
인 산업 현장보다, 우리 일상생활은 훨씬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보니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닥 청소나 길 안내, 정보제공 
등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생활의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고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사람이 시각 정보에 
주로 의지를 하는 것처럼, 로봇의 눈, 즉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과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
와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바로 로봇에 있는 카메라
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알맞은 행동을 하도록 돕는 
로봇 비전이라는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로봇이 물건을 옮기거나 제자리에 돌려놓는 
등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Object Pose estimation이라는 주제

로 박사과정 기간 내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 
하자면,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누워있는지, 앞면이 보이는지, 뒷면이 보이는지 등) 놓여 있는
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알면 이 물체의 어디를 잡아
야 더욱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또 미리 사용자가 입력해 놓은 방식으로 (또는 물건이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게 됩니
다. 이 분야는 약 10년 전에 Microsoft의 Kinect가 널리 보급되
면서 연구가 훨씬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Depth 
camera를 통해 각 이미지 pixel들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 타깃 물체의 3D Model 정보가 있
다면 Model의 3차원 포인트들과 현재 카메라로 측정된 포인트
들의 비교를 통해 더욱 정확하게 물체의 위치를 측정해 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전에는 저렴한 단안 카메라만 사용하면 깊이 정보를 정확
히 추정하기 어려워 로봇에 활용하기는 어려웠고, 그 당시 깊이 
정보의 측정이 가능한 스테레오 카메라들이 상당한 고가였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Depth camera 관련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고, 
근래에 산업용 로봇에서 사용되는 비전 Solution들이 대부분 
Depth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특히, 박스 
안의 물건을 집어 올리는 Bin-picking 작업에 널리 사용이 되
고 있습니다.

* Neural Object Learning 설명 및 결과 동영상 (ECCV 2020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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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 러닝 기술들의 
발전으로 컬러 이미지를 이용한 물체 탐지,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인식 문제들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Pose 
Estimation 분야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
엇보다 큰 변화는 Depth camera가 없이도 상당히 정확한 Pose
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GPU 연산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물체의 Pose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
니다. 사실 로봇 도메인에서는 Depth camera가 대부분 달려있
기도 하고, 물체의 Pose 추정이 굳이 실시간 수준으로 빠르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서 이러한 발전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로봇 외에 Pose 
estimation 연구를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또는 혼
합 현실(Mixed Reality) 분야입니다. 증강현실에서 가장 흔한 
데모가 바로 물체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있으
면 실시간으로 그 물체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입혀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사람이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설명도 같이 보여 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카메라를 사용
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Depth 카메

라 없이도 실시간으로 자세 추정을 하는 최근의 연구 추세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분야에 좀 더 유용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봇 도메인에서도 Depth의 측정이 어려운 
물체 (투명한 물체, 빛 반사율이 높은 물체, 얇은 물체)나 물체
의 형상은 비슷한데, 텍스처가 다른 경우 (예: 같은 크기의 시리
얼 박스인데 겉면의 상표 프린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컬러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Depth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컬러 이미지를 이용한 물체 인식 분야의 발전은, 로봇
의 시각 인지 능력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연구의 방향도 최근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RGB 이미지에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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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목표 물체를 탐지하고 Pose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IC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Pix2Pos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
고, 이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RGB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 물체의 Pose를 측정하는 연구였습니다. 사실 
이런 Pose 측정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대칭성을 가진 물체 (Symmetric object) 들인데요, 

일반적인 박스 모양의 물체들을 생각해 보면, 그 박스가 앞으
로 놓여있든 뒤로 놓여있든 카메라에는 거의 똑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식기가 학습을 어려워합니
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림을 놓고 언제는 앞이라고 답하라고 시키
다가 정반대의 답인 뒤라고 답하게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Pix2Pose 논문에서는 앞이나 뒤 둘 다 골라
도 정답이 되도록 인식기의 학습 방식을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방법들보다는 대칭성을 띠는 물체가 많은 데이터셋을 이
용한 평가에서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오픈소스로도 공개된 Pix2Pose 코드는 이후 연구실 동료들에 
의해 Visual Serving을 자동 초기화하는 연구로도 발전되었고, 
실제 로봇을 이용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선반에 올려놓는 연구에도 활발히 활용이 되는 중입니다.

* Pix2Pose 논문 설명 및 결과 동영상 (ICCV 2019 논문)

하지만, Pix2Pose를 포함해서 최근 Pose estimation 연구를 
현실 시나리오들에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많습니
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CAD 모델을 이용하여 렌더링한 
Synthetic image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큰 벽 중의 하나입

니다. 정말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얻으려면 그만큼 정교한 3D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컵 하나 
인식시키고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싶은데, 3D 모델은 당연히 
없고 학습을 위한 이미지도 없고, 이미지를 수집한다고 하더라
도 물체의 Pose를 손으로 하나하나 이미지에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실제 환경에
서 사람의 도움 없이 이런 학습 데이터를 로봇 스스로 모아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체들이 평소처럼 책상 위에 막 놓여 있고, 
로봇이 그 책상을 요리 보고 저리 보고하면서 책상 위에 있는 
물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인
데, 이런 걸 Object modeling이나 Object learning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올 8월에 대표적인 비전 학회 중 하나인 ECCV에서 발표하게 
될 Neural Object Learning 논문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방법론
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 셋 (SMOT Dataset)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선 이전 방법들이 3D 모델에 정교하게 입혀진 
texture 정보를 활용하거나 평균 180장 이상의 실제 이미지를 
물체 하나를 학습하는 데에 사용하였던 것에 반해 최대 16장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전 방법들 수준의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MOT Dataset 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모바일 
로봇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학습 데이터도 사람의 입력 없이 
self-annotation 되어 실제 로봇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로봇이 
스스로 물체에 대한 Visual 정보를 학습하고, 실제 안전한 
Manipulation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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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D Pose Estimation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데요. 3D가 
아닌 6D의 의미와 6D Pose Estimation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짧게 설명해 드렸듯이 보통 3D 또는 3차원은 3차원 공간

상의 점을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말해 3차원의 점은 X, 
Y,Z 총 3가지 값으로 정의가 되어 3 degree of freedom (DOF) 
인 것이죠. 하지만 물체의 Pose는 이렇게 점으로만 정의가 되지 
않겠지요, 똑같이 0,0,0 좌표에 있어도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누워있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물체의 상황이 다르게 표현되어
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물체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최소한으
로 필요한 숫자가 바로 3개입니다. 보통 Rigid body 물체에 대
해 Rotation을 가장 간단히 정의하는 방법이 Euler angle로 나
타내는 방법입니다. x축, y축, z축으로 돌아가며 몇도 씩 회전을 
시켰느냐를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개의 점 좌표 
(Translation) 와 3개의 회전 값(Rotation)을 합친 6D 값을 알
아맞히는 것이 6D pose estimation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목표 
값입니다.

6D Pose estimation이라는 task가 성립되기 위해선 타깃 물
체의 3D model이나 기준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타깃 물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좌표계를 어떤 6개의 값으로 
Transform 시켜야 카메라 좌표계에서 현재의 이미지처럼 보이
게 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pose estimation입니다. 
이렇게 6D 자세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되면, 3D 모델이나 물체의 
좌표계 상에 직접 그 물건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Grasp 자세
를 미리 저장해 놓거나, 증강현실에서 표시할 정보들을 미리 
입력해 놓고, 추정된 6D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현재 카메라 
좌표계 상에 정보들을 물체의 자세에 맞춰 따라다니며 표현 
할 수가 있습니다.

3. 작년 한국에서 열린 ICCV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BOP 
Challenge 참가를 하셨던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
니다.
BOP Challenge는 Benchmark for 6D Object Pose 

Estimation Challenge의 약자로 지난 2017년부터 주요 Pose 
estimation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경쟁하는 대회입
니다. 총 11개의 데이터셋이 사용되고 7개가 Core Dataset 이
라고 하여 각 방법의 데이터셋들에 대한 평균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Pix2Pose방법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실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법과 파라미터들

이 렌더링 된 Synthetic 이미지들에 최적화되어있진 않아서 몇
몇 데이터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지만, 로봇 시나리오를 감안하
고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최고 성능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Yale-CMU-Berkley 대학이 로봇 Grasping benchmark의 표
준화를 위해 배포한 물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YCB-V 데이터
셋과 Rutgers 대학에서 Amazon picking challenge를 위해 만든 
RU-APC 데이터셋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BOP 
Challenge에서 2017년 2019년 연속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방법은 10년 전에 발표된 Point Pair Feature(PPF)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3D 모델과 Depth Image에서 매우 간단한 Feature
를 뽑아서 매칭하는 방법인데, 딥러닝 방법의 발전속에서도 여
전히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딥러
닝 기반 방법들은 Color image만을 이용하기에 학습 이미지나 
가상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이 테스트 환경의 조명 환경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테스트 환
경에 영향을 덜 받는 Depth image 기반의 방법인 PPF가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Depth image 기반의 방법들은 
depth image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RU-APC), 비슷한 모양
인데 겉에 Texture가 다른 물체가 많은 경우 (YCB-V)에는 
성능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향후엔 이 두 단점을 보완한 
좋은 방법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해 ECCV 2020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Challenge가 열리는데 
결과를 눈여겨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4. 주로 물체를 인식하고, 자세를 측정하는 연구를 많이 하시
는 거 같습니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 활용방법을 알고 싶습
니다.
Object Pose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로봇 Manipulation 

분야이고 저의 주 타깃 분야도 이 방향입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
에서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나 쓸모 있는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용하는 물체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로봇 팔로 안전하게 들어서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책장이나 선반에 차곡차곡 잘 정리하는 
것이 아마 로봇에게 바라는 큰 작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바로 Object pose입니다.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인식하고 그 Pose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어디를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예쁘게 놓을지는 미리 로봇에게 입력되
거나 학습 시켜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
다. 이렇게 물체의 Pose를 이용한 Manipulation은 로봇에게 어
떤 물체에서 만지면 안 되는 부분 (약한 부분)이나 물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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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Grasp pose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릴은 꼭 손잡
이를 잡는다", "물병은 옆으로 잡는 게 좋다" 등 해당 물체에 
특화된 정보를 로봇에게 전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강화 학습이나 오브젝트와 상관없이 Grasping에
만 초점을 맞춘 Grasp estimation 방법과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에는 Simulation 기술이 발전하면서 Robot의 행동들을 
Simulation 상으로 미리 수행해보거나, 현재 Robot 행동에 대
한 결과를 Simulation과 실제 센서 입력 값과 비교하면서 비정
상적 상황을 감지하는 Digital twin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Pose 
estimation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환경에 물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알아서, Simulation 공간에 있는 물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배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분야 말고도, 요즘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가장 큰 컴퓨터 비전 
학회 중 하나인 CVPR에도 올해 10편이 넘는 논문이 이 분야에
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의 보급과 발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
다. 제 ICCV논문 발표 후에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중 80% 정도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곳이었고, 20%가 로
봇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었다는 사실도 이 사실을 간접적으
로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라운 사실이
기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 연구
들이 사용되는지 관심을 두고 알아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증
강현실이란 쉽게 말해서 현재 카메라로 찍혀서 들어오고 있는 
이미지 위에 유용한 정보를 입혀서 보여줘야 하죠. 가장 친근한 
예가 아마 Snapchat이나 스노우 카메라 앱에서 얼굴 사진에 
각종 필터 효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사람이 얼굴을 좌우
로 움직여도 그 필터가 마스크처럼 딱 달라붙어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증강현실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 구현 하려면, 사람의 얼굴, 눈, 
코, 입의 위치를 찾고 (Detection), 그 방향을 추정하고 (Pose 
Estimation), 계속 움직이는 동안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는 
(Tracking)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생활 또는 산업 
현장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로는, 어떤 새로운 기
계의 사용법을 카메라가 현재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따라다니면서 화면에 직접 띄워 주는 경우를 생각 할 수 있습니
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에 로봇을 위해 개발되어 오던 
SLAM 기술로 현재 3차원 공간상에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카메라 앞에 물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물체의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보여줘야 하는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 최근 6D Pose estimation 분야가 주로 단안 컬러 카메라 
(Monocular camera)만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말고도, 제조된 물체가 얼마나 CAD 모델과 똑같이 
나왔는지를 카메라로 측정하는 Visual inspection 분야에서도 
CAD 모델을 먼저 정확히 주어진 이미지와 Align 시키고 그 
오차를 분석해야 하므로 Pose estimation 방법들이 사용됩니
다.

5. 앞으로의 장단기 연구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단기적으로는 ECCV 발표될 논문 (Neural Object Learning)

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로봇이 사전에 Object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실제 환경에서 여러 물체를 동시에 스스로 학습하
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까지 완성해야 제 
박사 논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스스로
에겐 만족하는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사 졸업 후 
진로는 이제 조금씩 찾아 나가야 하지만, 희망 사항이라면 어디
를 가든 기존에 있는 방법론들의 성능을 조금씩 높이는 연구보
다는 실제 환경에 기존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
을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로봇 분야일 수도 있고 증강현실이나 컴퓨터 비전 분야일 수도 
있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엔 조금씩 구체화가 되리라 믿고 있습
니다.

6. 현재 소속된 TU Wien의 ACIN, Vison for Robotics Group
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도 궁금
합니다.
저는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 (TU Wien)에서 박사과정 

중으로, 소속은 Automation and Control Institute (ACIN), 그
중에서도 Vision for Robotics (V4R) 연구 그룹에 속해 있습니
다. 그룹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봇에 필요한 Vision 기술
들을 연구하는 그룹이고,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잘 이해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
다. 특히, 실내에서 어질러진 방을 로봇 스스로 인식하고 정리
하고 청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목표로 필요 기술들을 조금씩 
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먼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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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환경을 모델링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내 3D 
reconstruction 기술을 연구하고, 기존의 scene과 현재 scene
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어떤 새로운 물건이 옮겨지거나 
했는지 detect 하는 연구, 처음 보는 물체를 알맞게 
segmentation 하거나 분류(classification)하는 연구, 제가 하
는 물체의 pose estimation 연구, 측정된 Pose를 물리 시뮬레이
션 등을 통해 더 정확하게 만드는 연구, 그리고 측정된 Pose를 
바탕으로 물체를 집고 누구에게 주거나, 선반 등에 올려놓은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
로 수행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EU Project인 STRANDS
와 Squirrel이 있는데요. STRANDS는 사무실이나 병원 등 공
공장소에서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연
구실에서 주로 맡았던 연구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 보
이는 물건이 있으면 로봇이 스스로 해당 물체를 학습하고 나중
에 사람이 그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 이후에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Squirrel이라는 프로젝트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정리를 하는 로봇을 연구하
는 것인데,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 (특히 인형처럼 Rigid 하지 
않은 물건들…)을 안전하게 집어 올리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의 
돌발 상황이나 행동에도 안전을 꼭 보장하는 시스템을 연구하
였습니다. 비록 오스트리아가 나라는 크지 않고 해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제가 속한 연구실은 오스트리아에서
는 대표적인 로봇 연구실이고 유럽 내 로봇 연구 그룹 중에서 
비전 분야로는 손꼽히는 연구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온 계기가 있다면, 30세라는 나이가 다시 학위를 
시작하기에는 빠른 나이는 아니었기에 각종 시험 준비에 거의 
1년 정도는 공을 들여야 하고 보통 코스웍까지 2년 정도 채워야 
하는 미국보다는, 교수님과 서로 동의가 되면 거의 바로 박사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 코스웍에 대한 로드가 거의 없는 유럽 
쪽을 좀 더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코딩한 줄 안 하고 연구를 쉬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근 연구들 공부하고 필요한 이론을 다지며 무장을 하다가 
바로 연구를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박사과정 연구원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그 대우가 정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휴가 등 복지 정책도 잘 되어있어서, 연구와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겠다는 기대도 컸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비엔나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매년 소개되는데 도대체 얼마
나 살기 좋은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4년이란 시
간이 흐른 지금 돌아봐도, 하고 싶은 연구 자유롭게 하고 가족과
도 시간을 충분히 보내며 지낸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Kenny (Squirrel 프로젝트) 작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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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현재 지도 교수님인 Markus Vincze 교수님과 제 

동료들이 저의 연구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가서도 제 연구 분야 논문 보이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생각
을 공유해 주고, 서로 도와가며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있으니까
요. 특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 주제와 방향, 의견에 늘 
Wonderful을 외치며, 단 한 번도 No를 한 적이 없는 지도 교수
님 덕에 자신 있게 제 주제를 고민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실에 Pose estimation을 직접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Pose Estimation 쪽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던 세계의 많은 연구자에게 모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연구가 활발한 편이기도 해서 대부분 
유럽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과 연구실 구성원분들이 저에겐 
스승과도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오스트리아 
내 TU Graz의 Vincent Lepetit 교수님을 비롯하여 뮌헨 공대의 
Slobodan Ilic, Nassir Navab, Federico Tombari, 그리고 EPFL
의 Pascal Fua, NVIDIA/워싱턴대의 Dieter Fox, Imperial 

College London의 김태균 교수님 등 훌륭한 그룹의 연구와 논
문들은 박사과정 초기에 교과서처럼 활용되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분야의 연구 방향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그룹의 논문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제 삶을, 불확실하
지만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연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제 석사
과정 때 사수였던 구성용 박사님입니다. 구 박사님은 예전에 
본 대학에 있을 때 신진연구자 인터뷰도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
데, 지금은 Pick it 3D라는 로봇에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의 한국 Country Director로 근무 중이십니다. 저에게 갑자기 
독일에 있는 학교들과 독일 내 박사과정의 특징에 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박사 유학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격파하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바람
이 불어올 때였고, 저도 비록 석사 졸업 이후 로봇 연구는 안 
하고 있었지만, 집에 3D 프린터와 각종 장비를 구비해 놓고 
취미로 로봇을 만들고 있으면서 "취미로 하기엔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때 그렇게 정보를 알게 
되니 유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구
실도 구성용 박사님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연구 주제가 제가 
하고 싶은 분야와 비슷해서 따로 메모해 놓았다가 박사 Open 
position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인생의 선
배로서 늘 영향을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학을 결심하는 과정
에 있어서, 한사람이 아닌 한 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로봇 공학 열린 모임 (로열모)"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진 못했지만, 
이곳에 올라오는 각종 로봇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운영진들의 
열정, 그리고 운영진 중 한 분이셨던 표윤석 박사님의 하루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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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강의에 참여했던 건 저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연구의 기본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커뮤니티를 딱 그 시기에 키워주시고 활발한 모습, 진짜 로봇 
하는 즐거움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
니다.

8.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로봇 연구를 하는 사람답게, 로봇이 뭔가 제대로 일을 해내면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석사 연구를 로봇 
분야로 하면서 느낀 점이…'아 로봇은 정말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구나… 갈 길이 멀구나' 였고, 그로 인해 로봇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선택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
전 덕에 로봇도 아주 똑똑해졌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잘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구현한 방법이 
제공해 주는 물체의 자세 정보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
로 정확한 Pose를 제공해 주고, 로봇이 큰 실수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볼 때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국의 한 로봇 스타트업에서 제 논문의 공식 구현 코드로 로봇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감사하다는 연락도 받고, 다른 
연구자들이 제 연구를 하고 다른 실험을 올려서 하는 것을 보면 
이 분야에 작지만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Pose estimation 쪽 연구자들이 대부분 Computer vision 중심
의 연구를 하고 있어 로봇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데 
반해, 저의 경우 연구실에 로봇도 많고, Pose estimation 결과
를 바로바로 로봇에서 테스트하고 실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9.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저는 6년이나 일하던 직장을 나와 새로운 분야로 박사 진학을 

한 입장으로서, 혹시 공부하거나 연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하는 직업,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하여 조언 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간략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자동차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연구와 
업무를 하였는데, 한마디로 아예 비전 분야와 관련이 없었습니
다. 그러다가, 로봇 비전 분야에 관심을 두고, 유학을 준비하면
서, 퇴근하고 나면 유튜브로 컴퓨터 비전 분야 수업도 듣고 논문
도 읽어보고, 직접 구현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냈던 것 같습
니다. 육아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라 공부할 시간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재밌고, 더 오래
오래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 딱 하고 
싶은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6개월 동
안 했던 프로젝트들 동영상과 느낀 점, 박사 과정 가면 하고 
싶은 연구를 커버 레터에 구구절절 써서 보냈고,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모든 일과를 마쳐야만 할 수 있던 연구를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마음껏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즐거움이 졸업을 위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결정들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
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어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
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마치 파일럿 테스트를 하듯 퇴근 후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도전해보면서 정말 즐길 만한 일인지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도 즐거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허락된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시기를 감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런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확
신이 드는 좋은 곳을 찾는 것이 먼저일 테니 끊임없는 정보 
수집도 필수입니다.

10.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로봇 비전 분야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봇 
비전 연구자로 새롭게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아 아직 내세울 
만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제 지난 4년간의 연구를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도 이런 연구하는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메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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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공간 상에서 로봇이 3차원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음원에서 발
생한 소리를 로봇에 장착된 마이크들을 이용해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3차원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
다.

로봇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때, 주변 환경의 인지는 정말 필수
적입니다. 특히 음향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 또는 주변 환경과
의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e.g., 스마트 스피커). 사람 또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음원 위치 추적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정확한 음원의 위치
를 추정할 수 있다면 로봇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연구는 “어떻게 하면 소리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기법들은 음원의 
정확한 3차원 위치가 아닌 소리가 들려온 방향 만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3차원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들은 많은 제약 조건
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3차원 음원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리가 
음원에서 발생 후 전파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부터 출발했습
니다. 소리가 음원에서 발생 후 로봇으로 전파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고, 역으로 (로봇에서 음원으로) 해석하
고 모델링 하여 3차원 음원 위치 추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음향 광선(Acoustic rays) 및 역-전파 신호
(Back-Propagation Signals)를 활용한 Sound Source 
Localization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음향 광선(Acoustic rays)은 음원에서 로봇으로 소리가 전파

된 경로를 추정한 것이며, 역-전파 신호(Back-propagation 
signals)는 추정된 전파 경로를 통해 전달된 소리 신호를 로봇 
입장에서 역으로 추정한 신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는 공기 중으로 전파
되며, 장애물과 충돌하였을 때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가 로봇(마이크)까지 전파될 때, 장애
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양한 전파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 예로 장애물과 충돌 후에는 반사 또는 회절 전파 경로가 
생성이 되며,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다면 직접 전파 경로를 통해 
소리가 로봇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음원에서 로봇으로의 다
양한 전파 경로를 광선 추적법(Ray tracing)을 활용하여 역으
로 추정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음향 광선 (Acoustic rays)이 
생성됩니다.

더 나아가 같은 음원에서 발생한 동일한 소리 신호라도, 서로 
다른 전파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
다. 예를 들어 여러 물체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음원에서 
로봇으로 다양한 전파 경로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며,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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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경로를 통해 전파된 신호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설명한 광선 추적법을 통해 음향 
광선을 생성하여 전파 경로를 추정한 후, 추정된 전파 경로로 
전달된 소리를 역으로 추적하여 음원에서 발생한 원 신호를 
복원한 것을 역-전파 신호(Back-propagation signals)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홈페이지 
방문해 주세요. (http://sgvr.kaist.ac.kr/~ikan/)

3. 로봇이 인간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나 주변의 소음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인식시키는 기술이 필요
할거 같은데, 이에 필요한 어떤 연구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들의 경우 로봇이 정확한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

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먼저 음원이 장애물에 가려 
로봇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음원에서 로봇으로 직접 전파되
는 경로가 막히게 되고 여러 복잡한 전파 경로를 야기하게 됩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전파 경로들은 추정하기 어렵고, 
음원의 위치 역시 추정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회절을 통해 전파된 경로를 역 추적하여 음원 위치 
추적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위 상황에서, 장애물의 가장자
리에서 회절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소리가 로봇으로 전달됩니
다. 저는 회절을 통해 전파되는 과정을 uniform theory of 
diffraction (UTD)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링 한 후 역으로 추적
하여, 음원의 로봇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 
(non-line-of-sight)에서도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진행했을 때, 장애물에 의해 음원이 가려진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다양한 소음이 존재할 경우 
정확도는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음원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와 주변 환경의 의미 
정보 (semantic information)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전파 신호 (Back-propagation signals)도 의
미 정보를 활용하는 예시 중 하나이며, 앞으로는 시각 정보도 
같이 활용하는 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4qsEgJRaqQ&t=74

s>

4. Sound Source Localization을 연구에서 중장기적으로 목표
로 하고 계신 연구자 있으시다며, 또한 일반 소리공학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로봇에서 활용이 가능한 음원 위치 추적 기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떠한 알고리즘이 로봇에서 사용되
기 위해서는 “실시간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알고리즘이 로봇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할 만큼 빠른 연산
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차례로 
받아들이는 상황(=온라인 알고리즘)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존의 일반 소리공학에서 연구되어온 음원 위치 추적 

기법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활용 및 발전시켜 로봇에서 활용
이 가능한 기법을 연구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로봇에 탑재되어 동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음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소속된 SGVR Lab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산 학부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윤

성의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로 계시는 SGVR Lab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GVR Lab에서는 크게 3가지 분야 (로봇, 
비전, 그래픽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3개의 팀이 
존재하며, 저는 로봇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4qsEgJRaqQ&t=74s
https://www.youtube.com/watch?v=L4qsEgJRaqQ&t=7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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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로봇 팀은 소리에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매핑 (mapping) 및 로
봇의 움직임을 설계하는 모션 플래닝 (motion planning)에 대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팀은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내
는 이미지 검색 (image retrieval) 및 물리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술 (image restoration)을, 그래픽스 팀
에서는 가상 물체를 실제 조명과 일관되게 렌더링 하기 위한 
빛 추정 기술 (light estimation) 및 실시간 고성능 그래픽 기술 
(high-performance rendering)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제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분야를 선택하는 분위기를 갖
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실에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다양
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술의 융합”
입니다. 위 세 분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연구 또한 그래픽
스에서 많이 사용된 “광선 추적법 (ray tracing)”을 로보틱스와 
융합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음원 위치 추적 기법을 고안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연구실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gvr.kaist.ac.kr/)

6.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지도 교수인 윤성의 교수님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 

석사 과정으로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연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및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학생
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십니다. 항상 학생을 믿고 기다려 주시지만, 
때때로 학생이 잘못된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면 올바른 방향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학
생들이 로봇, 비전, 그래픽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연구 관련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십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세미
나를 통해 연구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연구자의 자세 및 도덕
성 등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동기부여
도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힘든 과정의 연속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연구를 끝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내 연구가 마
무리되고 논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 큰 보람과 자부심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연구가 완성이 되어 
많은 사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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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봇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
다면?
로봇은 하나의 좋은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이 준비되

고 융합하는 과정을 거처야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의 동작에 필요한 “시각”, “청각”, “움직임”, “판단” 등 다양한 
부분을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만능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할 것이며, 각 부분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지, 또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하려는 부분을 선택한 후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로봇 전체에 도움이 될지 고민한 후 연구를 진행하신
다면, 그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
다.

9.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로봇의 음원 위치 추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해왔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 동작하기에는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남은 박사과정 동안 음원 위치 추적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연구로는 지금
까지 사용한 소리 정보뿐만 아니라, 카메라 및 Lidar 등을 통해 
수집한 시각 정보도 함께 활용해 더욱 정확한 음원 위치 추적 
기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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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협동 로봇 또는 외골격 로봇을 활용하는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간-로봇 상호작용 
(human-robot interaction)이라는 주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지만, 특히 저는 로봇과 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물리
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폐 루프(closed loop)로 구성된 인
간-로봇 상호작용의 모델링 및 이를 이용하는 제어프레임워크 
(control framework)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소개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
면서 로봇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로봇이 
개발될 때는 로봇이 사람의 직업, 작업을 대신하게 되리라 예측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소개되면서 대중들의 인식은 인간과 
로봇이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작업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로 
바뀌게 되었고, 현재의 인식은 인간과 로봇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지능적이고, 유연한 작업공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보된 기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를 인지,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로봇 협업, 상호작용을 미래의 로봇 발전에 핵심 
요소로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와 관련하여 제가 수행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는 2015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까지 한양대학교에서 수행
한 연구인, 작업자나 군인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골격 
로봇에 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탈리
아 공학연구소인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 (IIT)에서 수
행하고 있는 협동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작업자의 근력 및 인간공
학적 보조를 위한 상호작용 모델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어
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 주제 모두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로서, 인간-로봇 상호작용은 제 연구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간 중심의 로봇 및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상호작용력의 모델링 및 제어 전략 설계기술입니다. 각각의 기
술 주제에 대해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의 설
계기술입니다. 외골격 로봇의 설계 중점요소는 관절 동작 범위, 
관절 힘 등의 인체 동작 분석이며 이를 통해서 착용자가 안전하
게 외골격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동작 분석을 통해 설계에 필요한 인체 하지 관절의 동작 범위, 
관절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분석된 데이터는 하지 외골격 
로봇의 관절 동작 범위 (Range of motion, RoM), 관절 동작 
방법 (수동형 Active joint, 능동형 Passive joint) 설계에 기초
가 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력의 모델링 및 제어 전략으로, 인간과 로
봇이 함께 동일한 작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동작 의도 파악 및 의도에 순응하는 로봇의 동작 제어 방법이 
포함됩니다. 제가 주로 개발한 일반인 대상의 근력증강용 외골
격 로봇의 경우, 인간의 의도를 통해 외골격 로봇이 동작이 완벽
하게 일치하도록 제어되어야 하며, 특히 외부 중량물을 이송하
는 경우에도 하중 물의 무게감이 착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동작이 일치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착용자의 의도, 즉 인간-로봇 상호작용력
(human-robot interaction forces)은 힘/토크 센서를 통해 측
정되거나, 외란 관측 기법 (disturbance observer)를 통해서 
예측하였으며, 이렇게 예측된 상호작용력은 힘 제어 (force 
control) 기법을 통해서 외골격의 관절 동작이 착용자의 동작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제어됩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
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Hanyang 
Exoskeleton Assistive Robot (HEXAR) 라는 하지 외골격로
봇을 개발하였으며 (그림 1),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현대
자동차, 국방과학연구소, 대우조선해양 등)의 외골격 로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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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ICRA, IROS, WeRob과 같은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연구내
용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특허 및 국제 특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연구소 IIT에서는 인간공학적 요소가 가미된 
인간중심의 인간-로봇 협업을 연구하고 있으며, 협동 로봇 또
는 모바일 머니퓰레이터를 활용한 제어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공학이란 산업 환경, 즉 공장과 같은 곳에서 작
업자의 인체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환경의 효율적인 구성을 
통해 기존보다 작업자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
으로, 일반적인 예로는 공장과 같은 험한 환경에서 작업자의 
자세, 반복적 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 분야와 처음 접목하여 새로운 연구 분야로 
소개하였습니다.
작업자가 로봇과 협업작업을 하는 동안 기존의 연구는 충돌 

회피와 같은 로봇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
업자의 안정을 보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업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자에게 불편한 자세를 야기할 수 있고, 고하 중을 다루는 
작업에서 작업자에게도 하중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이 반복되다 보면 인간-로봇 협업상황에서도 작업자에게 근골
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골
격계 질환으로 발생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유럽에서 약 3,000
억 유로, 국내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원, 근로손실일은 3,985만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로봇 협업 제어 연구에서는 작업

자가 로봇과 협업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로봇은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예측, 분석하여, 협업작업을 통한 작업자의 편의를 제공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도 예방할 수 있어 근골격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된 
방법에 사용되는 기술은, 협동 로봇이 센서를 통해서 인간의 
현재 자세와 작업물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직접 개발한 
인체공학 모델을 통해 작업자에게 편안하고 부담이 적은 최적
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구해주며, 이를 통해서 협동 로봇은 작업
자에게 피로나 부담을 적게 주는 인간공학적인 자세에서 협업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세 및 경로로 로봇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림 2,3).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아래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
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F0yf8Kf6WpM).

이와 같은 제어 프레임워크는 고정형 협동 로봇 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개발한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인 MObile 
Collaborative robotic Assistant (MOCA) 를 통해 확장되어 
하나의 로봇이 여러 작업자와 협력함과 동시에 각각 작업자들
에 맞춰진 인간공학적 자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는 IROS 2019에서 발표되었습니다.

https://youtu.be/F0yf8Kf6W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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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공학적 협업 제어는 로봇 연구 분야에서 매우 새로운 
주제이지만 인간과 로봇의 지속 가능한 협업을 위한 방안으로 
점차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사한 연구들도 증가하
고 있습니다. 2016년 본연구방법을 ICORR 2016에 소개한 이
후 ICRA, IROS와 같은 주요 로봇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매년 ICRA 또는 IROS에
서 Ergonomic human robot interaction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을 기획하여 유사한 연구를 하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본 
연구에 대한 소개와 논의를 하며 위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
다.(사진 4) 또한, 2018년도에는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생산 
업체인 KUKA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인 KUKA innovation 
award에 출전하였고 1위로 수상을 하며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
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MOCA를 활용하여 작업장 내에서 필요한 작업을 
유연하게 변경하며 작업자의 근력에 도움을 주는 협업 제어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IIT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
은 링크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eb:
https://hri.iit.it/videos)

2. 2018년 KUKA Innovation Award에 나가 수상 한걸로 알
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략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KUKA Innovation Award를 통해 본인에
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KUKA Innovation Award는 2016년부터 매해 자사의 로봇인 

KUKA-LBR iiwa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운용 계획을 
모집하고, 대회를 통해서 대중에게 시연을 보이며 그사이에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과 경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매해 대회의 주제가 정해지면 연구기관들은 주제에 맞는 내용
을 바탕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신청
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서 최종 5개의 팀 (Finalist)이 선정되며, 
선정된 팀들은 약 8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고 최종 경연을 준비
하게 됩니다. 최종 경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 또는 의료 
박람회의 KUKA부스 내에서 이루어지며, 박람회 기간 동안 대
중들에게 시연을 보이고 이와 동시에 산·학계에서 추천된 심사
자들을 통해서 개발된 내용을 심사받게 됩니다.

저는 2018년 "Real-World Interaction Challenge" 주제로 개
최한 대회에 팀 CoAware (이탈리아)의 기술 리더로 참가하였
으며, MIT & Harvard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 University of Stuttgart (독일), 
University of Alberta (캐나다) 등이 함께 Finalist로 선정되어 
경쟁하였습니다.
 

(web:https://web1.kuka.com/ko-kr/future-production/rese
arch-and-development/kuka-innovation-award/kuka-inn
ovation-award-2018)

https://hri.iit.it/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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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에서 제가 처음 시작한 연구인 인간공학 기반의 인간-로
봇 협업 제어 방법, 즉 로봇이 작업자의 자세, 작업 강도 등을 
인체모델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작업자의 위험부담
이 가장 적은 최적의 자세를 찾아 작업하도록 로봇이 작업물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머신러닝 기법 
및 적응형 로봇제어 알고리즘을 추가하며 최종경연을 준비하고 
대회기 간 동안 시연하였습니다. 특히 Vision (Roboception)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작업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인체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작업자가 손에 쥔 작업 공구의 종류를 인식하
여, 최종적으로 로봇은 작업 공구에 맞는 작업물을 작업자의 
관절에 부하가 가장 적은 최적의 자세로 이송하도록 시연하였
습니다. 아래 영상은 위 기술의 시연 및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
다.(https://youtu.be/XVGfBgOhaqw)

대회 기간 중 시연은 20분씩 하루 5번 정도 선보였는데, 시연 
중에 직접 청중들에게 동일한 공구, 동일한 작업을 건네 주며 
로봇의 도움 없이 작업 동작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로봇의 도움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시연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선보

일 수 있었습니다. 시연은 대회 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였고, 
청중들에게도 심사위원들에게도 인상적으로 소개되어, 최종적
으로 저희 CoAware팀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5)

우승 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협동 로봇 제조회사, 그리고 산업
체에서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지며 저희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 몇몇은 협동 프로젝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 대회를 통해 개발, 실험 검증된 내용은 "A 
Reconfigurable and Adaptive Human-Robot Collaboration 
Framework for Improving Worker Ergonomics and 
Productivity". In: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Magazine,
을 통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한 연구를 바탕으로 큰 대회에서 경연해야 한다는 점과 
팀에 속한 학생들을 이끌며 경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최종 우승을 통해서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대회 기간 동안 실제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의 공감을 
받은 뒤에는 매우 뿌듯했습니다. 저희 팀 전원, 그리고 개인적
으로도 인간공학 기반의 협업 제어 연구 주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계속 발전 시켜 나가
며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오랫동안 HEXAR (Hanyang Exoskeleton 
Assistive Robot) 등 여러가지 Exoskeleton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Exoskeleton 매력은 무엇이며, 
현재 외골격 로봇의 연구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또한 어떻
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처음 한양대학교 첨단로봇연구실에서 한창수 교수님

의 지도하에 외골격 로봇의 연구를 시작할 당시,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며, 학부 3학년의 인턴연구원
으로 시작해서 2016년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때까지 약 10년 
정도를 외골격 로봇을 연구하였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도 느꼈고, 아직도 외골격 로봇의 매력은 아직도 높다고 생각됩
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 지내야만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요소
를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의 근골격계를 분석해야 하고, 미세한 동작 의도를 인식하
고 느끼기 위해서 다양한 생체 신호 이론도 이해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흥미롭고 신기했고, 또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외골격 
로봇은 (당시에는) 상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없었고, 또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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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가 어려우므로 설계, 
센싱, 그리고 제어 모든 부분을 아우르며 경험하고 개발할 기회
가 항상 주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게는 큰 매력이었고, 좋
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골격 로봇은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다

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기 근력증강형 외골격 로
봇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큰 골격과 큰 힘을 내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면, 현재의 외골격 로봇은 기존 외골격로
봇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목표로 
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도 착용자
(작업자)의 작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외골격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골격 로봇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여, 강체 형태 (rigid exoskeleton)뿐만이 아니
라 소프트한 형태 (soft exoskeleton) 를 갖는 외골격 로봇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외골격 로봇은 서로 
대비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체형 외골격 로봇의 경
우 강한 힘을 생성할 수 있고, 강체형 외골격을 바탕으로 하중을 
착용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외부에 강체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형체의 제약이 많으며 
착용감 (무게,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형태의 외골격 로봇은 소재의 특징을 
이용하여 착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관절이나 링크의 배치 
또한 강체형 외골격 로봇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로봇이 생성하는 힘을 착용자에게 전달, 또는 반대로 중량
물의 무게를 로봇이 짊어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체형 외골격 로봇은 주로 순간적인 힘이 필요한 작업에서 
착용자에게 전가되는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력 증강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반면, 소프트형 외골격 로봇의 경우 착용
자의 근력을 보충, 즉 근지구력을 향상해 반복 작업 등에서 지속
적인 작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4. 최근 진행중인 Horizon-2020 project SOPHIA 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연구에 대한 소개)
Socio-physical Interaction Skills for Cooperative 

Human-Robot Systems in Agile Production (SOPHIA) 프로
젝트는 유럽기구 내 Horizon-2020 프로젝트에서 2020년 1월
부터 총 4년간 총 64,000유로 규모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입니
다. IIT가 프로젝트의 기획 총괄을 맡고 있고, 주요기술개발에 
IIT (이탈리아), Université de Montpellier (프랑스), 
Universita' di Pisa (이탈리아), University of Twente (네덜

란드), Vrije Universiteit Brussel (벨기에), Bundesanstalt f 
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독일), Istituto 
Nazionale per l'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이탈리아) 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물의 운영에는 imk 
automotive GmbH (독일), Deutsches Institut f r Normung 
(독일), 그리고 최종 연구 개발물의 사례적용을 위한 참여 기업 
Volkswagen (독일), HIDRIA (슬로베니아), HANKAMP 
Gears (네덜란드) 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공장 환경에서 유연한 작
업 공정과 작업자들의 근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인간-로봇 
협동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인간과 로봇은 점점 더 긴밀하고 밀접하게 협동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지속적인 업무 환경도 새로운 환경
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SOPHIA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
에 부합하기 위해 물리적인 협업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인간-
로봇 협업도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로봇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체 정적·동
적 모델링을 통한 작업자의 상태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하는 로봇의 행동 제어가 주요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주요 기술은 인체 모델링 기법, 실시간 기반 작업자의 
인간공학적 상태 인지 및 예측기술, 인간공학적 분석 기반의 
제어 전략, 협동작업에서 인간-로봇 역할 할당 기술, 최적의 
협업 로봇 제어 및 플랫폼 (모바일 메니퓰레이터, 외골격 로봇 
등) 개발 등이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컨소시엄에 포함된 유럽
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 VW, HANKAMP, HIDRIA 의 공장에
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모두 
여기에 담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project-sophia.eu)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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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기존의 인간공학 기반의 작업자 상태 
모델링 및 이를 이용한 협동 로봇 제어기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작업자용 외골격 로봇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연구의 초기 단계이며, COVID-19사태로 
인해서 연구 시작 후 몇 개월간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는 작업에 집중
하였습니다. 주로 인간공학적 모델링 기법을 확장 및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인간-로봇 협업 작업의 유연한 제
어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내
용은 함께 작업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통해서 이번 IROS 
2020과 RO-MAN 2020에서 그 연구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
다. 외부 연구 기관과의 협력은 COVID-19사태로 인해서 계획
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소규모 연구
미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전체 프로젝트 참여 기관이 1월 kickoff meeting 이후 
6개월 만에 1차 정규 워크숍을 화상으로 진행하며,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던 내용을 공유하고, 그동안 진행하지 못
하였던 협동 연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도 정해졌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좀 더 업데이트된 상황을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2015년에 로열모에서 하지 외골격 로봇을 발표하신 이후 
오랜만에 소개를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생활
이나 연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로열모에서 하지 외골격 로봇을 발표할 때가 제가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난 직후였는데, 당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회사나 
포닥의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외골격 로봇
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IIT에서 Principal investigator (PI) 인 Arash 
Ajoudani가 만든 새로운 랩인 Human-robot interfaces and 
physical interaction (HRI2) 의 포닥 공고를 보게 되었고, 고민 
끝에 연구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고, 해외에서 근무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원 끝에 이탈리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간에 오랜 기간 옆에 있어 준 여자친구, 현재의 부인과 결혼을 
하여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선택
하는데 많은 응원과 이해를 해주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할 당시 HRI2 랩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연구 그룹이었고, 저를 제외한 포닥 1명이 전부였습
니다. 하지만 PI, 그리고 저를 포함한 두 명의 포닥 모두 외골격 

로봇 연구 경험이 있어 기존의 외골격 로봇이 갖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찾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반에 저희 모두가 함께 설정한 그룹의 연구 방향인 “Our 
idea is to make robots physically and intelligently assist 
humans, not to avoid or replace them!”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 시켜 왔습니다 (사진 7).

현재는 개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룹에 속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하며 이루어낸 연구성과들을 통해서 다양
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IROS, ICRA, ICORR, 
RO-MAN등의 학회뿐만 아니라 연구 저널에도 논문을 꾸준히 
투고 발표하는 등 연구적으로, 개인적으로 더욱 성장 하는 중입
니다.

6. IIT에 포스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된 
IIT Central Research Labs Genova 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주요 연구분야, 이탈리아의 연구활동과 연구 분위기 
등.)
IIT는 이전에 이진오 박사를 통해서 메릭에 소개된 적이 있었

습니다.
(http://www.materic.or.kr/community/rising_mterview/co

ntent.asp?f_id=5)
IIT는 2005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서, 제가 속한 HRI2 부서는 제노바(Genova)의 중앙 연구 본부
에 위치하고 있는데, IIT는 이를 포함해 이탈리아 전국에 11개 
그리고 미국 MIT와 Harvard에 2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로보틱스 (Robotics), 나노물질 (Nanomaterials), 생활
기술 (Lifetech), 컴퓨터 과학 (Computational Sciences)의 4
가지 주요 연구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 도메인에
는 하부의 주요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로보틱스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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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에는 18개의 연구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IIT 인원 구성
은 현재 60개국, 총 1,758명 이상의 연구 스태프 (7% Principal 
investigators, 11% staff researcher and technologist, 40% 
post docs, 42% Ph.D students) 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이다 보니 대학과는 다르게 자체로 보유한 학위 과정이

나 수업이 없지만, 모든 학생은 이탈리아에 국내에 있는 대학에
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게 됩니다. 저희 그룹에 속한 박사과정 
학생들은 Universita' di Pisa 나 Politecnico di Milano 학생들
이며, 인원 채용 시 IIT과 연계된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여 선별
되게 됩니다.

위에 명시되었듯이, 대부분의 인원 구성이 포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이곳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자신의 
최종 진로를 선택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분야의 경우 다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포
닥을 마친 후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IT 출신의 연구자들을 학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교류도 많아 연구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구 환경이나 분위기는 매우 자유로운 편으로, 모든 팀 구성

원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며 포닥과 PI는 연구의 방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내의 다른 연구
기관과의 협업과 인턴쉽 지원도 매우 활발하여 다양한 연구기
관과의 연계 및 연구의 확장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연구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먼저 실행해보고 결과를 도출
해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가치를 갖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7.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외골격 로봇 연구, 그리고 인간-로봇 상호작용력 기반 제어를 

연구하는 분들께서는 Homayoon Kazerooni 교수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논문을 한 번이라도 
안 읽어 본 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골격 로봇에 
관한 논문 중 “Biomechanical design of the Berkeley lower 
extremity exoskeleton (BLEEX)” 와 “On the control of the 
berkeley lower extremity exoskeleton (BLEEX)” 는 설계와 
제어의 내용을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초기 외골격 로봇의 

연구를 할 때 정석처럼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학회에서 직접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외골격 로봇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으셨고, 제가 가지고 있던 외골격 로봇 개발의 어려움을 고민
해 주셨고, 특히 그때 상호작용력을 이용한 제어 방법에 관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한 외골격 제어에 대한 경험담과 조언을 해 
주셨었습니다.

8.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연구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간에 대

해서 이해해야 하고, 또한 인간을 통한 실험 검증이 필수 요소이
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결과물은 사용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외골격 로봇을 개발할 때도 착용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협동 로봇을 연구할 때도 사용자를 중심으
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제가 연구 개발한 로봇들을 발전시
켜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연구를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는 데 매우 까다롭지만,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어느 연구 분야보다 그 목적에 근접한 연구 분야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로봇 기술은 매우 실용적인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활용될 때 엔지니어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제 연구들 
모두 실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9. 이 분야로 진학(사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고, 무궁

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기존의 학
문과 다르게 기계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등 기초 공학 분야
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의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
다. 로봇공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싶어 하고, 시작하려는 분들께
서는 다른 학문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많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
다. 융합을 통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연구의 내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의 내용을 찾아보고 있습

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연구 내용이 많
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연구 개발된 내용이 있다면 
여러 경로로, 적극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합니다.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230

10.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처음 외골격 로봇을 연구할 때부터 현재 인간공학 기반

의 인간-로봇 협업 연구까지 대부분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
업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용 분야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로봇이 지금도 미래에도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
닌 협업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친숙하고 편하
게 사용할 수 있는 협업 로봇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파트너들끼리는 말로 하지 않고 서로 표정과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목표는 
이러한 로봇 파트너를 개발하여 로봇을 활용한 산업 분야가 
유연하게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이 인간을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적 
요소나 로봇의 물리적-감성적인 유연함이 이 기술의 핵심이 
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11.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이탈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분도 코로나로 인해

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국제학회가 Virtual로 전환되었고, 로보틱스 분야의 연구자분
들을 직접 만나 뵐 기회가 줄어들어 아주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학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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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리튬이온(Lithium-ion) 배터리는 IT산업의 에너지 고용량

화, 경량화, 소형화 수요에 부합하여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할 주요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산업에서도 그 활용이 
늘어나 시장의 폭발적 확장이 예상됩니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은 전기차, ESS에서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산업 
분야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의 연결로 촉발, 구체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융합 기술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료, 화학, 전기,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배터리 입자 단위부터 전극, 셀, 
모듈, 팩, 그리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아우르
는 멀티 스케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멀티 스케일 연구의 한 예로, 배터리의 부피 팽창, 즉 스웰링 
이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의 활물질 입
자는 충·방전 과정에서 리튬 삽입/탈리가 반복되며 부피가 반복
적으로 팽창/수축하며, 그 결과 입자 단위에서 crack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극 단위에서는 제조 과정 중 압연 등으로 인하여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셀 단위에서는 사용이 지속됨
에 따라 비가역적 반응으로 셀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셀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배터리 팩 또는 시스템 
단위에서 내부 압력이 증가해 그 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단위에서 생각할 때, 내부 발생 압력과 
셀 두께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배터리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명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입자 단위의 작은 스케일부터 시스템 단위의 
큰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유기적으로 분석, 연
결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 내부에
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스케일 수준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validation을 진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또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연구입
니다.

저는 박사 과정 중 GM과의 협업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스케
일에 걸친, 여러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학위 취득 이후에
는 LG화학에 소속되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배터리 관련 연구
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계공학에 기반한 전기자동차 구조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 경험과 전지재료 및 전기화학에 관한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ESS 등의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융합적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미시간대학교에서 배터리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석/박사 과정 중에 GM과 협업하여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5백

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GM 
Volt)의 충전 상태 (SOC), 주행거리, 수명 등의 다양한 차량 
내부 정보의 예측과 차량 제어를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최적화에 기반한 배터리 팩을 설계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탑재
되는 배터리 셀, 전극, 원자 단위까지 연구한 대규모 융합 프로
젝트였습니다. (Fig 2.)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12명, 
포닥 및 대학원생들 18명을 포함해 GM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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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가 담당한 역할은 원자부터 셀 단위에서 퇴화 현상을 분석
하는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원자 단위의 연구에서는 양자화학에 기반한 제1원리 계
산법(First Principle Calculation)을 이용하여 표면 방향 
(Surface orientation), 코팅 및 도핑 기법이 어떻게 용량 퇴화
를 방지하는지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표
면 방향, 도핑에 따른 전기적 특성 및 Bonding 특성을 비교하며 
왜 특정 표면 방향과 도핑 기법 사용시 망간 용출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용량 퇴화 현상이 발생하고 가속화되는지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보다 큰 셀 단위 실험에서는 코인 셀 등의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여 충·방전 평가를 진행하며 전지의 성능 및 용량 퇴화를 
측정하였으며, 나아가 용도에 따른 분석법(AFM, ICP-OES, 
SEM 등)을 활용하여 재료와 셀의 특성 변화 및 그 기작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이렇게 얻은 실험 결과를 물리학 
기반 모델에 적용하고, 유한요소법(FEM)을 이용하여 전지의 
성능 및 용량 저하를 예측하는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퇴화 현상 중 하나인 양극 용출 현상을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접근법을 통하여 연구하여 박사 논문을 작성하였
으며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3. 최근까지 LG화학에 계신다가 한밭대에 임용되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학계
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실감하실 거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박사 학위 기간 동안에 진행했던 원자 및 셀 단위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배터리 개발에 기여하고자 LG화
학 배터리 연구소 내의 모듈/팩 선행 개발연구팀에 합류하였습
니다. 5년 근무 기간 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아래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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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협업 연구 및 제품 개발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내외부 충격으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냉각 및 구조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VW, 르노, 다임러 등의 다양한 자동차 회사와 함께 공동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40조원 규모의 VW 신규 전기
차 플랫폼 사업인 VW MEB 사업 수주를 위해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비롯해 충돌 및 진동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가진 
제품을 설계하고 설계안을 제안하여 제품 수주 달성에 기여하
였습니다.

ESS의 경우, 효율적 냉각을 위해 모듈에서 랙 단위로 냉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모듈 재료비를 40% 절감하는 냉
각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 과정에서 내부적으
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지만, 때로는 엔지니어링 업체인 
FEES(독일)와 AVL(오스트리아) 등과 협업하여 신규제품 설
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FEES와는 차량 언더바디 팩 개발 
및 차량 신규 냉각구조 모듈 개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4년 
동안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
한 기술 및 제품을 바탕으로 GM, 르노 등에 신규 설계안 관련 
기술을 제시하였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 기반 기술 연구
배터리 설계 시 맞닥뜨리는 어려운 이슈 중 하나는 배터리가 

퇴화됨에 따라 셀이 부푸는 스웰링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배터리 팩 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품 
설계시 스웰링 기작과 소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스웰링 
현상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구조 안정성이 보증된 제품을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 내부 기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연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
아 LG화학에서 연구 개발상 본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봉착한 또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는 바로 차
량, ESS 등 높은 에너지 밀도 제품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배터
리의 단락이나 화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파괴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재료 및 전기화학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ESS팩의 신규 구조를 도출하고 제작해 실제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안전성 보완 구조도 여러 건 도출하였습니다.

위의 여러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셀/모듈/팩, 차량 
및 ESS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련된 기술로 국내 특허를 17 건 
등록, 48건 출원하였으며, 해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 45건
의 특허를 등록, 약 100 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향후에도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학계로 자리를 옮기면서 느끼는 차이는 정말 크고 
다양합니다. 교수로 일하게 됨에 따라 생긴 업무의 변화가 매우 
큰데, 전반적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보다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영역이 세분화 
되어있어 주어진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반면, 학교에서
는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 학생 지도, 과제 제안 및 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차이를 크게 실감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 팀에 소속이 되어 팀원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교수 1인이 연구
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점, 학생들이 연구실에 들어오고 졸
업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변동이 더 크게 저에게 영향을 
주는 점 등을 차이로 느낍니다.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 연구, 학생지도의 철학 등을 고민하는 단계인데, 책임감
과 함께 즐거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아직 임용되신지 얼마 안되어 실험실이 준비 단계인 거 
같습니다. 혹시 실험실에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을런지? 
또한 실험실의 비젼을 말씀해 주신다면?
실험실의 경우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단계인데, 같은 과 동료 

교수인 송지환 교수님과 함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
동 운영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다중 물리 및 다중 스케일 융합 해석 기술 등 공동 연구가 가능
한 분야를 함께 발굴하며 연구의 시너지를 내기 위함입니다. 
송지환 교수님은 다중 물리 및 다중 스케일 융합 해석 기술을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234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 에너지 및 나노-바이오 시스템의 설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서
로 다른 연구 경험과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
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실험실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명의 교수가 실험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에게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연구실
의 운영 규모를 키움으로써 학생들 간, 그리고 학생-교수 간의 
연구 교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실험실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현재의 구성원뿐 아니라 
미래의 학생들이 더 쉽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일생 동안 배우고 새로 배움을 
거듭하는 평생 학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낡은 지식은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고 매순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교수의 역할
도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왜 학습과 연구가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코칭해주는 mentor로
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큰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수가 주도하는 
지식의 전달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함께 공부하고 발전하
는 연구자 대 연구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배터리는 ‘제 2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대한민국 산업의 차

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으
나, 제가 수행하는 배터리 연구가 한국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전지구적 환경과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배터리 소재 및 반응 메커니즘에 관련된 연구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기계 공학에 기반한 차량 및 ESS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차량의 경우 제품 수명 보증 기간
이 보통 5~10년, ESS의 경우는 10~20년인데, 사용자들은 이
러한 보증기간보다 오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퇴화가 진행되면 스웰링 및 lithium plating 등의 이슈가 발생하
고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안전과 직결
된 배터리 스웰링, 퇴화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멀티 스케일 
등의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회사에서의 배터리 모듈/팩 설계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
터리 수명과 안전성이 고려된 차량 및 ESS 등의 시스템 설계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배터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
호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특화된 냉각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전기 자동차와 ESS의 냉각 및 구조 최적
화, 에너지 밀도 극대화, 차량 성능 최적화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험 및 해석에서 도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고, 나아가 수명을 예측하고 시
스템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델링 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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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제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필요한 개념인 “강

인성(robustness)”과 “고신뢰성(high-resilience)”을 보장하
는 제어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인성은 수학적 모델링의 
불확실성이나 외부로부터 발생된 외란(disturbance)의 영향에
도 제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고신뢰성은 시스템 내부에서 
센서, 액츄에이터 고장이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공격 신호가 제어 시스템에 개입되어도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을 잃지 않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강인성은 아마 학부 과정 중에 제어 공학 개론과 같은 관련 
과목을 수강하셨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그만큼 
시스템의 제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팔과 손을 제어하여 어떤 물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로봇을 강한 힘
으로 흔들거나 파지한 물체의 무게가 예상보다 무겁다면, 이에 
대한 강인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로봇 손의 파지를 유지하거
나 로봇 팔이 목표하는 궤적을 추종하도록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고전적인 강인 제어(robust control) 기법들
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접근법을 토대로 안정성 및 정상 상태
(steady state)에서의 추종 성능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반면,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transient)에서의 강인 성능을 종합적
으로 향상시키거나 갑작스럽게 큰 외란이 영향을 미칠 때 신속
히 반응하여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
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비선형 제어 이론, 하이브리드 제어 
이론 등을 바탕으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인 제어 
이론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설계법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고신뢰성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개념으로, 공학 전반
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의 보안 문제로부터 파생되어 최근 
몇 년 동안 제어 학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력망과 같이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때 인간 사회에 다
양한 방면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어 시스템들의 경우, 고신
뢰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어 시스
템이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약간 뜬구름잡는 이야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과거 미국이 이란의 핵연료 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교란
시켜 심각한 타격을 준 Stuxnet 바이러스 등의 사례가 있고, 
자동차, 드론 등 모빌리티의 제어 신호를 악의적으로 수정하여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양
하게 발표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그림과 동영상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이에 주목하여, 저는 제어 공학적 관점에서 검출이 어렵고 시
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제어 시스템의 고신
뢰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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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많은 제어 시스템들이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목표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저는 앞으로 제어 
공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동시에 강인성과 고신뢰성이 더욱 중
요한 개념들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대적 흐름에 맞춰, 제가 개발한 제어 이론을 하드디스크, 직수 
정수기 등의 산업 제어 시스템 뿐만 아니라 트럭 군집 주행
(platooning), 휴머노이드 로봇 등과 같이 좀 더 복잡한 시스템
에도 적용하여 강인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KIST 지능로봇연구단에서 휴머노이드와 같
은 이족 보행 로봇이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외력으로 인해 불안
정한 보행 환경에 마주칠 때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강인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 중입니다.

저의 자세한 연구 및 기타 경력 사항은 제 개인 홈페이지( 
https://gyunghoonpark.wordpress.com ) 및 Google 
Scholar(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user=VlcFA
OIAAAAJ&hl=en&oi=ao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2. 제어 응용과 제어 이론 분야를 연구중이신데 연구의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거 같습니다. 연구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당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
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간 “제어 시스템의 강인성과 고신

뢰성 확보”라는 큰 목표 아래, 다양한 세부 연구 주제들에 관심
을 가져왔는데요. 그 중 다음의 3가지 세부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제어 시스템의 강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
적 도구로써, 외란 관측기(disturbance observer)라고 하는 강
인 제어 기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외란 관측
기는 제어 시스템의 불확실성 및 외란이 제어 플랜트에 미치는 
영향을 덩어리 외란(lumped disturbance)이라는 하나의 신호
로 표현하고, 이를 추정하여 보상하는 기법입니다.
다른 강인 제어 기법에 비해 원리가 직관적이고 설계가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 Keio University의 Kouhei Ohnishi 
교수님이 처음 제안하신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을 개발
하고 모터, 로봇 팔 등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해왔습니다. 하지
만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주파수 공간에서의 해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
템의 구동을 이해하는 것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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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모델 불확실성 및 외란에도 과
도 상태에서의 추종 성능도 확보하는 한편 정상 상태에서의 
추종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저는 비선형 제어 이론과 내부 모델 이론 등을 접목하여 
비교적 큰 불확실성에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과도 상태 
및 정상 상태에서의 추종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킨 새로운 외란 
관측기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외란 관측기 이론을 제어 
시스템에 구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석하
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도 집중하여, 연속 시간에서 구동하는 
제어 플랜트를 이산 시간에서 구현된 외란 관측기로 제어하였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의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산 시간 외란 관측기 이론을 제안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
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저와 함께 외란 관측기 이론을 개발 중인 
선, 후배 연구자들이 외란 관측기 설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MATLAB toolbox를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github을 통해 
release하였습니다(https://do-dat.github.io).

이렇게 개발된 외란 관측기 이론은 직수 정수기의 온수 모듈
에 포함된 세라믹 히터, 노트북에 내장된 하드디스크, 다수 트
럭의 군집 주행 등의 강인 제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럭 군집 주행 문제로의 적용이 흥미로웠었는데요. 다수의 차
량이 하나의 대형을 이루며 일직선으로 주행하는 트럭 군집 
주행 문제에서 적재량과 도로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면 차량 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들을 외란 관측기로 추정하고 보상한다면, 차량 
간 강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정된 덩어리 
외란 정보를 활용해 연료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저는 박사 학위 후반부터는 고신뢰성과 관련된 연구 주
제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가상-물리 시스템으
로 표현된 제어 시스템의 보안(security) 문제의 해석 및 해결
책을 제어 공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가상-물리 시스템이란 물리 공간에서 존재하는 제어 플랜트, 
가상 공간에서 구현된 제어기, 그리고 이 둘을 이어 폐루프를 
구성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구성된 제어 시스템을 의미합니
다. 이 때 데이터 네트워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면, 외부의 
누군가가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 의도적으로 교란 신호를 보
내어 이 시스템을 쉽게 망가트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알려진 
Ddos 공격 역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가상-물리 시스템의 고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가능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 및 
해석하고, 그에 맞는 검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어 
공학적 관점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만약 공격자가 정확한 수학
적 모델링을 알고 있다면 시스템의 동특성에 따라 시스템 출력
에서 검출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수학적 모델링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은 구현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례로, 만약 공격자가 강인 제어 기법을 공격 신호 생성에 활용
한다면, 모델 불확실성에 강인하게 검출 불가능한 공격법이 존
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검출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의 특정한 동특성을 
요구하는데, 이에 주목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제어 입력으로 활
용하는 방식(혹은 홀드 방식)을 적절히 바꿈으로써 시스템이 
공격에 불리한 동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공격 대응법을 고안하
였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만약 사이버 공격이 이론적으로 검
출 가능하다면, 상태 추정기(state observer)를 통해 공격 시점
을 비교적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
다.

한편 최근 학계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방향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고신뢰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수의 센서와 다수결 원칙을 바
탕으로 하는 고신뢰 상태 추정 기법, 데이터 네트워크와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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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제어 시스템을 암호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이
버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고성능 제어기와 고신뢰 
제어기를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simplex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KIST 지능로봇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족 로봇 보행 제어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로봇 팔과는 달리, 
휴머노이드 등 이족 로봇은 기저(basis)가 공중에 떠있는 부유 
기저(floating base) 시스템으로, 보행이나 조작 시 균형
(balance)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제어 문제입니다. 
특히 저는 로봇의 구동 중 강한 외력이 가해질 때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
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경우에 빗대어 생각해 볼 때 비교적 
적은 외력은 발목과 엉덩이 혹은 상체의 움직임만으로도 균형 
유지가 가능하지만, 큰 외력의 경우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발디
딤의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발디딤 시간 및 위치 
중 하나를 고정한 채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 해법을 제시하
거나, 두 설계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만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 
구동이 어려울 수 있는 비선형 최적화 기반 방법론 등이 제안되
어 왔는데요. 저는 발디딤하는 이족 보행 로봇의 중심 동역학을 
연속-이산 동특성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단순화
하여 표현하고, 이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하이브리드 제어기를 
설계함으로써 보행 전략을 도출해내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였
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20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20)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제
어 학계의 주된 연구 주제인 부정확한 지면 정보 하에서의 보행 
강인성 확보 및 3차원 무게 중심 궤적 생성을 통한 보행 효율 
증가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공동 연구로 진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outubelink :
https://www.youtube.com/watch?v=E0Rc9CzVRuQ

3.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박사 학위 과정 동안 저를 지도해주

신 은사들이신, 서울대학교 심형보,서진헌 교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어 이론을 전공하시고 연구하시
면서 연구에 대한 열정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후학을 육성하실 
때 제어 공학 연구에서의 수학적, 공학적 엄밀성을 강조하셨는
데, 이를 통해 연구 지식 뿐 아니라 제어 공학자가 가져야 할 
연구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현재 미국 
UT Dallas에 계신 Mark Spong, University of Michigan에 계
신 Jessy Grizzle 교수님 등과 같이 제어 이론의 발전이 로봇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제어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연구자들을 또다른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4.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그 동안의 연구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

였을 때 실제와 잘 부합하는 제어 이론을 개발하였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어 이론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제어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 시스템에 적용할 때 이론
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는 과제를 항상 마주치게 됩니다. 저는 
그간 제어 이론과 응용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종종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었는데요. 

그 예시로 과거에 Seagate와의 산학 과제를 통해 랩탑에 탑재
된 하드 디스크의 서보 제어 과제를 수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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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SSD로 대체가 되었지만, 과제 당시에는 가격 문제로 
인해 랩탑의 저장 매체로 고용량의 하드 디스크가 많이 사용되
었습니다. 그런데 SSD와는 달리 하드 디스크는 다른 디스크 
기반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회전 중인 디스크의 특정 위치와 
모터로 제어되는 팔 끝의 팁이 만나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원리
로 구동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데이터 읽기/쓰기 작업을 위해서
는 정밀한 모터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불행히도 랩탑에 내장된 스피커의 출력을 통해 샤시에 진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심한 경우 하드 디스크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쳐 
랩탑의 구동이 멈춰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하드 디스크를 구동시키기 위해 외란 관
측기를 설계하였었는데요.

보상해야 하는 외란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제어기 설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주
파 대역에 대한 강인 제어 시 연속 시간에서 전개된 외란 관측기 
이론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까지 발생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응용 분야에서 rule-of-thumb으로 알려져 있

었지만, 외란 관측기와 관련되어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도출해
낸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당시에 샘플치 데이터 
이론을 외란 관측기 이론에 접목하여, 연속 시간에서의 외란 
관측기 이론이 이산 시간에서 구현될 때 혹은 이산 시간에서 
외란 관측기를 설계할 때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안정성 조건
을 이론적으로 새롭게 밝혀내고, 그 결과를 통해 앞서 소개드린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연구자로서 매우 값진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편 학술 활동을 통해 운 좋게도 제가 수행해온 연구들을 이탈리
아 University of Rome의 Alberto Isidori 교수님, 스웨덴 KTH
의 Karl H. Johansson 등과 같은 기라성 같은 제어 공학자들 
앞에서 소개하고, 그 중 몇 분과는 기회가 닿아 공동 연구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제어 공학이 오래된 학문인 만큼 수많은 선배 연구자들께서 

이미 대단한 업적들을 쌓아 오셨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현 시대
에서 학술 활동을 공유하고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어 공학 역시 그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 제어 공학 연구실로 대학원을 진학하려
는 후배분들로부터 “과연 내가 제어 공학을 전공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던가, “이미 연구의 레드 오션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제어 공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기 때문에, 후배분들의 진학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곤 합
니다. 

일례로 최근 몇 년간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테슬
라의 SpaceX가 로켓을 지면에 안정적으로 착륙시켜 재사용하
는 모습을 볼 때 매우 놀라웠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습들의 
배경에는 제어 공학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학부 제어 
공학 수업에서 들어보았을, 역진자 모델의 제어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https://theconversation.com/sense-think-act-the-princi

ple-that-governs-everything-from-rocket-landings-to
-interest-rates-91391)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 제어 학계에서는 제어 이
론을 수학적으로 깊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공학 문제에 
이론을 적용하고 기존 이론의 한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다
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가상
-물리 시스템, 전력망 등으로의 적용과 더불어, 최근 화두인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한 시스템 제어와 기
존 제어 기법 간의 연관성에 대한 해석법을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어 공학이 다소 고리타분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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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
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어 공학 연구를 시작하시는 후배분들께는 “수학적-공학적 
엄밀성”과 “몽상가적인 창의성”을 추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
은데요. 제어 공학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도구로 하여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과 논리 전개에 흥미가 있으
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어 공학 연구에서는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실험”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톡톡 튀는 생각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수학적 엄밀성과 몽상가적 창의성은 서로 반대
되는 개념들처럼 보이지만, 이 둘 간의 균형을 적절히 찾으며 
연구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제어 이론을 개발하는 한편, 제어 시스템

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어 이론으로써 해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KIST 지능로봇연구단
에서 로봇 제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제어 공학자로써 
로봇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려 합니다.

7.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우선 학계 신진연구자를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

해주신 MERRIC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인터뷰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제 연구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
는 매우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오늘의 인터뷰가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려 합니다. 
그리고 COVID-19로 인해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학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실텐데, 이후 상황이 안정된 후 학술대회 등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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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나노 스케일에서 나노 재료가 가지는 전기적, 기계적 성질을 

매크로 스케일 이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탄소 나노 재료를 
순수 재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보다 기계적 관점에서 바라
보며 이들의 다양한 응용을 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
다. 현재 나노 재료 응용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두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관련 연구입니다. 센서 및 이를 이용한 계측기술은 

과학 분야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측정하며, 공학 분야에서는 시
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제어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센서 및 계측 기술은 우리 생활에 널리 이용되는 정보화 
기술과 결합되어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
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센서 재료의 개발은 새로운 센서 
제작 공정 및 센서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센서 재료의 
대표적인 소재중 하나가 바로 탄소 나노 재료입니다. 탄소 나노 
재료는 높은 기계적 강도와 우수한 전기전도성을 지니고 있습
니다. 이들을 폴리머 또는 각종 기지재료와 함께 복합재료화 
할 경우 압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의 성질을 매크로 형태로 
이어받아 센서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일반적인 센서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이의 사양들이 일관성 

있게 제작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 편하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하고자 하는 모재의 한 지점에 손상을 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
며, 특히 복잡한 형상을 가지거나 대변형을 일으키는 구조물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그림1의 하단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쟈운스 범퍼, 타이어 사이드 월, 도어 스트랩, 부싱 
등 많은 고무를 비롯한 많은 폴리머 부품이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거동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쉽지 않습
니다. 물론 간접 측정방식을 활용해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차량 운행 중에 이의 방식을 활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 센서를 활용해 직접 측정을 하기에는 

고무 제품의 변형이 일반적인 변형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에, 측정이 불가하거나 파손, 이탈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해 유연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탄소 나노 재료 기반의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
다. 이는 기본적으로 페인트형태로 제작되므로 모재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스프레이 방식, 브러시 방식 
등을 사용해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탄소 나노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는 아직까지 
상업화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탄소 나노 
재료 기반 액상과 필라멘트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원
하는 형태, 원하는 특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 사용자가 나노 스케일에서의 현상을 이해
하고, 이에 맞게끔 탄소 나노 재료 기반 센서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소 나노 재료 기반 센서의 전기적 
특성을 예측하고 더 효율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계 방안
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탄소 나노 튜브 기반의 직물(fabric) 연구입니다. 
직물에 관한 연구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이어
져 왔으며, 현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분자 기반의 기능성 직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혼합 섬유 등) 또는 직물에 특정한 기능
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직물에 나노 재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그룹들이 나
노 재료만을 이용해 직물을 제작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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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으며,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지닌 탄소 나노 튜브
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 직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저는 FCCVD(Floating Catalyst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사용한 탄소 나노 튜브 직물 대량 생산 공정 및 응용연구
를 수행했습니다. FCCVD방법은 철과 탄소화합물인 ferrocene 
및 기타 화합물, 용매 등을 섞어 만든 '연료'를 고온의 반응로 
안에 고속으로 분사시켜 탄소 나노 튜브 직물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의 크기, 소
모되는 자원은 줄이며 탄소 나노 튜브 직물의 수율을 증가시키
는 대량 생산 공정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특수한 장치 및 재료
를 이용해서(특허와 및 기타 보안 사항으로 인해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직물을 기능화하고 이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19년 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선정되어 
University of Cincinnati의 'Nanoworld' 연구실 박사 후 연구원
으로 근무 후 최근 귀국하신걸로 압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 해주
세요.
항상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 느끼며,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자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환경을 경험해보자
고 항상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연구재단 사업 중 해외연수 관련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적으
로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마음을 반쯤 비우고 있었습니
다. 감사하게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에 선정되
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하자라고 다짐을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중순쯤에 발표가 나고 9월 전까지 미국으로 출국
을 했어야 하니, 약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
에 ‘한국에서 하던 연구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가야지’하고 
생각 했는데, 비자를 비롯해 출국 준비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온전하게 신경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일부분만 마
무리를 하고 출국했습니다. 학문후속세대 해외연수 기간이 길
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고나서 바로 U.C(University of 
Cincinnati)의 Nanoworld Lab.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창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서 모든 연구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U.C
에 DAAP(College of Design, Architecture, Art, and 
Planning)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있습니다. CNT fabric관련 연구 중 Anti-virus mask, 
Fire-fighter garment, smart sports wear등과 같은 연구들도 
하다 보니 DAAP, U.C 의과대학 및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관련 연구도 수행했기에 필수 연구 종목으로 분류되
면서 U.C에 다시 출입하며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펀딩
을 받고 U.C에 더 있을 수도 있었으나,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일단은 귀국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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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noworld lab. 은 나노 재료의 응용 연구로 유명한 곳인데,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Nanoworld lab.은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UC, University of 

Cincinnati)에 속해 있는 실험실입니다. 이곳은 기계, 재료, 화
학, 항공우주공학 및 UC 의과 대학의 교수진을 포함하는 부서 
간 연구 실험실 그룹으로써 7개의 다학제 실험실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의 협업으로 과학 및 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교차시켜 혁신적인 다양한 연구들을 이끌며 세계적으로 주목받
고 있는 곳입니다.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체모방, 복합재
료, 스마트 구조, 센서, 섬유 등 나노 재료 응용 기술을 다양한 
분야 속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Nanoworld 에서는 CNT fabric 제작 및 대량생산 공정 
연구와 CNT fabric을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주력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한 CNT fabric을 제작하
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공정 중에 CNT fabric에 특정한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가 한창이며, 이를 이용한 응용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NT fabric 응용 연구로는 
Anti-virus mask, fire-fighter garment, water filtering, air 
filtering, smart stent, flexible sensor, sportswear, 면상 발열
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Anti-virus mask 개발 연구는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로 되는 것으로써, CDC와 미국 내 mask 
제조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나라가 
큰 만큼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산불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산불로 인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쾌적하고 오래 작업할 수 있는 
첨단 의류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기능 
소방관 의류 등을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현직 소방관을 비롯한 다양한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4. COVID19의 펜데믹으로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의 펜데믹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실
태를 알려주세요.
처음 COVID19가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미국 내 대

부분의 기관에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겠어?'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이후 펜데믹이 오면서 마스크나 세정제등이 품
절되기 시작했으며, 연구실을 비롯한 학교 전체가 출입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역이나 위생 관리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해
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페이스 쉴드, 세정제등을 구할 수가 
없었으며, 물론 구한다고 해도 정상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
게 팔리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는 한동안 중지 상태였
습니다. 그 기간에는 주로 문서작업이나 화상회의를 실시했습
니다.

U.C측에서 COVID19관련 또는 기타 필수 연구만 허용하겠다
는 공지를 하고나서야 연구실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 어떤 연구를 할것인가에 대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했
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Nanoworld에서 anti-virus 관
련 연구도 하고 있던 덕분에 연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각 실험실별로 어떤 방법으로 출입인원
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해야 했습니
다. Nanoworld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통합 일정 및 인원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실험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
은 그 전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곳에 머물 것인지를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교자체적으로 건물 출
입을 할 때 QR코드를 찍도록 했습니다. 실험 및 학교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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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안에는 페이스 쉴드 또는 보안경, 마스크, 코트,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장했으며, 학교 측 점검관이 지속적으로 돌아다
니며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통제가 잘 되기도 했지만, 또 
일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뒤에 들은 소식으로는 개강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U.C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탄소 나노 재료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부터 이들을 실

질적으로 사람들이 응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위한 
연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앞이 제대
로 보이지 않은 채로 주변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있습
니다. 저도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를 둘다 느꼈으며, 오히
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고자 하는 연구방향이 틀어지거나 
길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조금씩 이나마 배운것들, 해내고 이룬것들에서 오는 성취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에 중독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해 온 것은 아니지만 관련연구의 

TRL을 점점 더 끌어올려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연구를 할 때는 몰랐지만 시간
이 지나고 그간 해온 연구들을 뒤돌아볼 때 많이 느끼고 있습니
다. 탄소 나노 재료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나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도움이 될까? 누군
가가 필요로 할까? 라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과
정에서도 나름 꾸준히 해온 결과 산업계나 연구소 쪽에서 협업
문의나 기술 도입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아, 그래도 내가 연구

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구나'하며 보람을 느끼곤 합
니다.

6.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탄소 나노 재료는 그 소재 자체 만으로도 훌륭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지만, 요즘 같이 융·복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는 때에 더 유용하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될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노 재료를 어떻게 응용
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모두 
달라집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연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도 안되는 의견이나 
상상력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탄소 나노 재료 및 기타 나노 재료를 응용·활용하기 위한 연구

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
서 나노 재료를 활용한 기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쉽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탄소 나노 재료 기반의 3D프린팅, fabric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서 최종적으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연구
를 하고 싶습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봤

습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진학을 했으니까요. 물론 확고한 목표나 어떤 부분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지니고 진학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
니다. 만약 그랬었다면 연구 중간 중간 방황하였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에 흥미와 재미를 계속 느끼고 있었기
에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즐겁
고, 이로 인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을 때 마다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연구자분들
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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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11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스포츠인 축구를 생각

해 봅시다. 축구를 하다 보면 넓은 필드를 혼자서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각 선수들은 서로 ‘콜 플레이’
를 하며 다른 선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
합니다. 로봇이 축구에서 골을 넣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두고 11개의 로봇들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공통 과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개별 로봇은 축구를 하는 선수와 같이 혼자서 모든 것을 알고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결국 ‘콜 플레이’와 같은 통신 
수단으로 다른 로봇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를 부르거나 지시를 내릴 때 큰 소리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원 함성이나 방해 요인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간의 통신에도 통신 출력에 한계가 있거나 
신호가 전파될 때 지형지물 등으로 인하여 통신 장애가 발생하
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다른 로봇들의 도움을 받아서 임무 환경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가진 새로운 정보를 다른 로봇들에게 알려
야 할 경우를 생각하면 통신은 멀티로봇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불완전한 통신 환경에서 로봇들 간의 원활
한 통신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고안
하는 것이 제 연구 테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확한 통신 
모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신 모델이 실제와 정확하지 않다
면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겠지요. 두 번째 문제는 통신과 
센서를 동시에 고려한 로봇의 유틸리티(utility)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통신이 끊긴 환경에서도 유틸리티의 
최적화를 찾는 것입니다.

제 연구에서는 통신 데이터를 하나의 패킷(packet)으로 보고, 
이 패킷이 전달이 되었는지를 여부를 확률 분포를 통해 정의하
고 있습니다. 통신 교류에서 정보는 로봇의 뮤추얼 정보
(mutual information)입니다. 통신 환경이 고려되면, 정보 획득
은 예측될 값으로 확률 분포는 비선형(nonlinear), 비가우시안
(non-Gaussian)을 따르게 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통신 모델로 생각하여 선형이나 가우시안 모델로 근사
시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결과와 매우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통신을 고려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식으로 
도출한 후에 파티클 방법(particle method)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치적으로 정보 연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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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통신 때문에 전역해(globally optimal solution)를 
구하는 것은 어렵기에 로컬 문제로 새로 만들고 분산식 방법을 
통해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뮤추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역 유틸리티(global utility)를 설정하고, 여기서 한계 기여
(marginal contribution)와 이기적 기여(selfish contribution)
를 이용하여 여러 타입의 로컬 유틸리티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로봇의 의사를 다루는 데 있어 계층(hierarchy)을 이용하여 풀 
수 있게 하거나,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통신이 가능한 로봇들 
간의 임무 합의(consensus)를 하거나, 통신이 끊긴 로봇들의 
의사를 각자 예측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유틸리티와 제시한 다른 로봇들의 의사 관리법을 실제 
환경에서 전역해 성능과 대비하여 얼마나 의미있는 성능을 보
이는지 평가했습니다.

2. 최근에 Mars/Interplanetary Swarm Design and 
Evaluation Framework (MISDEF)를 진행중인것으로 압니다. 
어떤 연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MISDEF는 미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의 주

관으로 수행 중인 산학협력프로젝트입니다. NASA에서는 달이
나 화성, 심우주 탐사를 위한 멀티 로봇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힙
니다. 로봇은 탐사 로버(rover) 뿐 아니라 행성 주위를 공전하
며 중계기 역할을 하는 군집 위성도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군집 위성들과 화성에 설치된 기지국, 그리고 탐사 로버
들 간의 유기적인 통신을 통한 효율적인 임무 관리 및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 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화성을 임무 환경으로 설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있어서 드론을 띄우고 운용할 수 있습
니다. 화성에서 운용될 드론은 탐사 로버의 눈이 되어 미리 지형
을 파악하여 이 정보를 탐사 로버에 제공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화성탐사선인 ‘마스2020(MARS2020)’을 발사했을 때 
탐사 로버인 ‘피저비어런스(perseverance)’에 ‘인제뉴이티
(ingenuity)’라는 소형 드론을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운용에 문
제가 없다고 검증이 되면 여러 대의 대형 드론을 화성에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과 탐사 로버를 운용할 때 통신의 제약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탐사 로버나 기지국 주변에 산재해 있을 탐사 
지점이 통신 반경을 뛰어 넘을 정도로 멀리 있다면 여러 대의 
탐사 로버를 투입하여 일부는 탐사 임무를 하고 나머지는 통신 
중계기(relay)의 역할을 해야 겠지요. 멀티 드론의 통신 환경을 
고려한 경로 계획(path planning)과 임무 할당(task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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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제가 연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법의 
장점은 적용한 기법은 따로 임무 할당 기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통신 환경을 고려하면서 각 드론들이 알아서 임무를 선택하여 
멀티 드론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멀티 로봇을 운용하는 것은 전파를 주고받아 1회 
교신하는 데에만 20여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구
의 지상국에서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상국의 개입 없
이 미리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하여 로봇들의 자발적인 상황 
인지와 임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율성을 찾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임에도 최대치의 값을 찾는 로봇들을 보면 
매력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3. KAIST에서 석사를 마치고 공사에서 사관생도들을 가르친 
이력도 있고. 연구가 무인기나 통신 등 군 관련 연구가 많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연구의 방향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으로 연구해 온 저는 학부 때 로봇항공기 

대회에 참가한 인연을 가진 이후로 석사와 공사 교수사관을 
거치며 무인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이야 무
인기는 ‘드론’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인
기는 군사적인 범위에 국한하여 개발되고 운용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중인 과제들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
다.

석사 때부터 박사과정 중인 지금까지 제 연구는 멀티 로봇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특히 멀티 드론을 플랫폼으로 
정하여 연구를 해 왔지만 굳이 멀티 드론에 국한시켜 제 연구를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 관련 연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수행했던 과제들 중에는 재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멀티 로봇들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연구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판단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도주하는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RFID를 지닌 
야생동물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임무, 여러 대의 무인 트럭들의 
운송 임무에 제 연구는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궁극적인 제 연구의 목표는 완전히 자율적인 복수 로봇 시스
템의 운용입니다. 운용자(operator)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서로 

통신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사 판단과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네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열 감지 센서를 가진 여러 대의 로봇들이 협력해서 주인공인 
존 앤더슨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4. Research and Engineering Center for Unmanned 
Vehicles (RECUV)에서 주로 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연구는 어
떤 것들이 있나요?
RECUV는 제가 박사과정으로 있는 콜로라도 대학교 무인시

스템 연구 센터로, 2020년 기준 교수님 6명, 포닥 5명, 대학원
생 42명, 학부생 인턴 18명 소속되어 있고, 행정 일과 하드웨어 
세팅, 테스트 파일럿 등을 맡는 테크니션 8명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저희 연구 센터에서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연구는 
극한 환경에서 무인기를 투입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기상 예
측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무인기에 습도, 온도와 기압을 측
정하는 센서를 달아 사람을 투입하기에는 위험한 환경에 투입
하여 데이터를 취득한다면 현재 기상 상황이 어떠한지를 실시
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토네이도 환경이나 북극과 같은 극지 환경에 무인
기를 투입하여 기상 데이터 획득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중입니
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재난으로 1년 중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한 인명과 재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재 토네이도 예보 
중에 25%가 오보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관측 장비의 낮은 정확
성은 주요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멀티 무인기를 운용하면 예측
률을 높일 수 있겟지요. 예측률이 오른다면 조기에 대피경보를 
내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인기를 이용한 토네이도 추적 연구 홍보 영상.
https://youtu.be/Y5HNPpgb-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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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예측 중 하나로 극지 연구는 필수적
인 분야인데, 여기에도 무인기를 이용하여 훨씬 정확한 기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알래스카 북단의 북극권에 가서 무인기를 운용하거나 미국의 
토네이도 발생 지역인 텍사스, 오클라호마, 내브라스카 지역에 
가서 추적 실험을 합니다. 작년까지 활발히 실험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스케쥴이 취소가 된 것이 많이 아쉽습
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다시 비행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5.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님 Eric Frew는 제게 연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분 입니다. 첫 연구실 미팅에서 교수님께서 
지정한 논문을 다같이 리뷰했던 때가 기억에 납니다. 탑 클래스
의 저널에 개재되어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 생각하여 
각자 긍정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전혀 아니
라며 하나씩 파해치면서 분석하였습니다.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은 좋은 논문이다’라는 선입견을 깨버린 시간이었고 어떻
게 논문을 리뷰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논문 리뷰와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논문의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action verb)를 정

하고, 논문의 키포인트가 되는 수식과 논문만이 가지는 독창성
을 꼽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찾을 
수 없다면 좋은 논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위해 이런 점을 독자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연구는 모래시계의 형태와도 같다는 지
도교수님의 비유도 기억나네요. 광범위한 범주의 주제에서 출
발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
해야 합니다. 내 연구의 ‘너겟(nugget)’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구의 가치가 된다는 지도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잘 되다가도 어떤 시점에 와서는 

정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안 풀리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인지하고 뚝심있게 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그 연구가 안 좋다
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완성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기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동을 하며 맡은 역할을 수행하
는 로봇들을 보고 있으면 서로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움직이
는 것만 같아 가끔씩은 놀라기도 합니다. 로봇들의 부모님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런 로봇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해 
내는 모습에서 ‘이게 걸음마를 떼려 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 연구를 탐독하고 
비슷한 주제를 가진 이들과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교류하며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값진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
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제가 한 연구가 저널
과 학회에 발표 되어 다른 연구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락
을 주는 점에서 내 연구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
게 로봇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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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앞으로 각광 받을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많은 후배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수학을 배우는 
것에 게을리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특히 해석학과 
선형대수학은 로봇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오묘할 수 있을 현상들
을 수학적 지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로봇과 제어를 연구하고 있는 전세계의 사람들과 수학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나 실험 
장비와 같이 새로운 ‘툴’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않기를 바라
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분야에서 파이썬(Python)과 ROS는 필
수적으로 배워야 할 스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을 
배운다면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이용하고 능숙하게 다
룰 줄 알아야겠지요.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나 오드로이
드(Odroid), 비글본(Beaglebone)과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 또
한 모바일 로봇을 다룬다면 꼭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연구지식
을 다지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각하여 
의식적으로 세미나나 학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협업하
는 기회를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로보틱스는 다른 학문과는 다
르게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연구 분야들이 융합하는 특성
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연구 분야가 자신이 하는 분야
와 비슷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얻곤 합니다.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멀티 로봇 시스템은 임무 수행에 대한 강인성과 싱글 로봇 

시스템에 비해 높은 임무 달성률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로봇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
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통신을 고려한 제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진행 중인 화성 탐사 로봇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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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디바이스의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든다면, 뇌 표면과 신체 내부

의 장기의 복잡한 표면에도 뜬 공간 없이 잘 접합합니다. 
두께를 아주 극한 까지 줄인 디바이스를 극박막형 디바이스

(Ultra-flexible device)라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이 
극박막형 디바이스를 활용 하여, 생체 내부의 복잡한 표면에서 
다양한 생체 정보를 센싱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 하는 
것입니다. 생체 내에서 측정 할 수 있는 정보는 생체물리신호, 
생체화학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학위 중에는 생체 물리신호, 
대표적으로 위치에 따른 멀티 생체전기신호를 대면적으로 측정 
하는 극박막 센싱 디바이스를 주로 개발 해 왔고, 현재는 pH, 
포도당, 젖산, 단백질 등의 생체화학신호를 멀티 타겟을 측정하
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주로 생체에 삽입하거나 부착가능한 유연한 전자소자와 
센서를 개발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의 역
할과 필요성,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생체 삽입형 센서 개발은 생물 모델 확립, 생체적합성 재료, 

기계적 안정성, 전력송수신 회로, 고증폭센싱 회로, 고기능성 
회로 등과 같은 기계, 재료, 전기전자의 특성을 전부 갖춘 융합 
연구 입니다. 생체삽입형 센서 발전 방향은 각각의 전공 기술에 
따라 요구되어 지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아주 발전이 더딘 부분은 바로 생체삽입형 배터리 기술입니다. 

삽입형으로 오래 쓰려면 아무래도 회로 내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생체 적합성을 고려하는 박막형 배터리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배터리 기술들
이 개발 되어, 삽입형 센서들과 직접화 되는 연구가 좀더 활발히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3. 2018년에 여러 연구자들과 유기 태양전지를 이용해 별도
의 전원 없이 심장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피부를 설계하여 
Nature에 게재가 되셨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번에서 말씀 드린 내용 중에 배터리와의 직접화가 필요하다

고 말씀 드렸는데, Nature 논문 연구의 처음 모티베이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센서에 자체 배터리를 탑재 하는 장점 
중에는 무선 송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점도 있지
만, 측정된 신호의 노이즈를 줄여 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생체신호를 전기신호로서 읽어 드릴 때의 방해되는 노이즈 요
소 중에 하나가 바로 측정기에 연결되는 AC 전원 코드입니다. 
AC 전원을 DC로 바꿔서 전기신호 측정기를 동작 시킬 때, 발전
소에서부터 오는 50~60Hz의 전기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보통, 
전원 코드를 쓰는 디바이스에는 이 노이즈가 아주 작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생체 신호와 같은 민감한 신호를 읽어 드릴 때는 
아주 큰 노이즈가 됩니다.

박막형 화학 배터리 당시에도 지금도 극박막형 디바이스에 
활용 하기 힘들었지만, 태양전지라면 이를 대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체 내부 부착형 센서가 많이 활용 될 곳은 아무
래도 수술이 필요하다 보니, 수술 조명이 있는 수술실에서 태양
전지로 발전을 하면서 사용하면 배터리를 대체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완전 생체 삽입형 배터리 탑재 생체신호 센서의 
개발에 대하여 과도기 적인 디바이스로서, 수술 조명을 활용하
여 자체 전원으로 저노이즈 측정이 가능한 태양전지 직접화형 
생체신호센싱 디바이스를 개발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AC 
전원, 일반적인 DC 배터리로 전원 공급을 했을 때 보다 훨씬 
적은 노이즈를 보여주며 생체전기신호를 측정 하는데 성공 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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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https://youtu.be/7HERLDdIaR8
(해당 영상은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만 시청이 가

능합니다.)

4. 생체 센서는 현재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극복해야될 문제가 있다면?
생체 물리 신호 센서는 현재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극박막형 디바이스로 대체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 되있습니다. 극박막형 디바이스를 활용 한다면, 현재 사용
하는 무기질의 딱딱하고 두꺼운 디바이스를 대체 할 수 있어, 
생체적합성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신체 내
부에 부착하는 의료용 기기다 보니, 임상실험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의료현장에 적용 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극박막형 생체 화학신호 센서는 아직 디바이스 자체
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신호에서 계
산적으로 필터링 가능한 물리적인 노이즈 보다 계산적인 필터
링이 불가한 화학적인 노이즈 요소가 있다 보니 개발이 더딘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노이즈를 걸러 낼 수 있는 
필터 물질과 디바이스와의 통합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뚜렷한 과학자의 꿈이 있어서 이 길을 온 것이 

아니라, 학업 성취 과정에서 흥미가 생기고 재미를 붙였다 보니, 
저희 지도 교수님인 소메야 타카오 교수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수님께 배운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연구자로서의 연구관 및 전문성에 관한 철학입니다. 하나의 ‘실
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나의 전문성을 담겨진’ 연구에 집중 
하다 보면, 실적은 나중에 자연스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론 국내 과학계에서는, 발간되는 논문 없이는 펀딩을 얻기 힘들

어, 연구진행에 대한 미래 계획 및 내용보다는 ‘최근 실적’에 
연연해야 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소속된 KIST 생체재료연구단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정확한 소속은 생체재료연구단 내에서도 대체재료연구팀에 

있습니다. 현재 저 포함하여 PI가 5명이 계신데, 생분해성 금속 
재료, 레이저를 활용한 생체적합성 재료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
니다. 저는 생체 내부에서의 반응성이 검증된 금속재료, 생체재
료를 생체 신호 측정 및 치료 디바이스에 적용 하는 연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연수생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 3명과 같이 자체 개인연구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융합 분야답게, 연수생의 전공도 기계공학, 재료공학, 바이오 
각각 1명씩 분포하고 있습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장기연구를 계획 및 진행 할 당시 앞으로 어떻게 완성 해야 

하나 미리 계획을 짜다보면, 굉장히 멀고 지루한 작업처럼 느껴
집니다. 실제 멀티 전기신호 센서의 연구를 시작할 때 지금 나온 
논문의 대부분은 초기 실험을 수행 중에 기획 하였습니다. 공상

https://youtu.be/7HERLDdIa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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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기획을, 구체화하는 아주 길고 지루하면서도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혼자만 생각하다 보면, 
연구방향이 샛길로 갈 확률이 높으니 좋은 파트너 (동료학생, 
교수님)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
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하나의 기술 요소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완성 되어 갈 때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8.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앞서 말씀 드렸지만, 극박막형 생체 신호 센서는 아주 복잡한 

전공을 초월한 융합적 전공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의 진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교수, 연구원은 물론이
고, 전자, 재료회사, 혹은 바이오 디바이스 회사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많은 엑
티브한 사람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9.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생화학센서를 좀더 상용화 가깝게 연구하여, 

화학적으로 질병 진단을 할수 있는 진단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체물리, 화학센서 전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센싱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0.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해외에서 학위를 하다 보니, 국내
에서 같이 연구를 만들어갈 파트너가 부족합니다. 이번 인터뷰
를 통하여, 제 연구 기술 및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 
분께서는 자유롭게 연락 및 소통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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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로봇의 인지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딥러

닝 기반의 인공 신경망 개발입니다. 또한, 해당 신경망에 기반
해 만들어진 로봇의 인지 능력의 결과를 로봇의 적절한 행동 
생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이 ‘인지’ 할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광범위하지
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미지 및 언어 정보’의 인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 및 언어 인지에 
기반한 행동 생성’ 이라는 하나의 큰 연구 테마 아래에서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중요해지는 이유는, 

시각적 및 언어적 정보야 말로 사람을 모방하는 로봇, 또는 사람
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로봇이 꼭 인지할 수 있어야하는 필수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혹은 언어와 같은 단일 정보 
인지 뿐만 아니라, 이미지 및 언어의 동시적 인지와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에 기반해, 로봇이 사람으로부터 입력 받을 수 있는 
multi-modal 정보들로부터 적절한 행동을 생성하는 것이야 말
로 향후 인간과 공존 가능한 로봇이 갖춰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진행해왔던 대표적인 연구들에 대해 하나씩 
짧게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 시도했
던 연구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로봇’ 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먼저 Kinect와 같은 RGB-D 카메
라에 기반해 사람을 관측한 이미지를 얻은 뒤, 해당 이미지로부
터 사람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합니다. 
추정된 사람의 자세에 기반해 사람의 시선 방향을 예측한 뒤, 

시선 방향 및 위치 정보에 기반해 사람의 Personal Space를 
반영할 수 있는 Cost Map을 생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Personal Comfort Field라고 부르며, 로봇의 최종 목표는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다가가 보며 해당 사람이 가진 고유의 

Personal Comfort Field를 학습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로
봇은 각 사람이 다르게 가진 로봇에 대한 preference를 반영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 경로를 생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금 더 친근한 모바일 서비스 로봇의 개발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연구에선 이미지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해 인간-
로봇-상호작용에 쓰일 수 있는 로봇의 행동 생성에 집중했다
면, 이후엔 입력된 정보가 사람의 언어 문장일 때, 해당 문장이 
서술하는 행동을 생성할 수 있는 “Text2Action” 인공 신경망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바다에
서 서핑보드를 타고 있다” 와 같은 언어 문장이 신경망의 입력
으로 전해지면, 마치 서핑을 하는 사람의 3차원 상반신 모션이 
해당 인공신경망으로부터 출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성된 모션은 실제 Baxter 로봇에도 전달될 수 있으며, 해당 
신경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인터뷰 질문에서 더욱 다뤄
질 것입니다.

앞에서 이뤄진 연구들이 이미지 혹은 언어와 같은 단일 정보
에 의존해 적절한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는 것들이었다면, 이후 
이뤄진 연구는 이미지 및 언어 정보를 동시에 받았을 때 그에 
적절한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의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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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teractive Text2Pickup이며, 이미지 및 언어 정보에 기반
해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
다. 해당 연구는 사람이 로봇에게 특정 물체를 집으라는 명령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를 포함
한 연구진들은 사람이 로봇에게 항상 정확하고 맞는 명령만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람이 애매
모호한 명령을 로봇에게 내렸을 경우를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
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물체를 가리킬 
수 있는 언어 명령을 내리게 되면, 로봇은 제안한 모델에 기반해 
해당 물체들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입력된 언어 명령으로 인
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불확실성에 기반해, 제안된 모델은 해당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질문에 대해 
사람이 정확히 답변을 내리게 되면 로봇은 해당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및 언어의 인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악 정보의 
인지에 기반해 사람의 형태를 띤 agent의 3차원상의 춤 동작 
정보를 생성해내는 연구 또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향후 인터뷰 질문에서 더욱 다뤄질 것입니다 :)

2. 최근 연구에서 Text2action은 사람의 언어를 로봇이 이해
하고 행동 시키기 위한 매우 창의적인 연구인 거 같습니다. 연구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개
해주실만한 다른 연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Text2Action 연구에선,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사람의 다양한 3차원 상반신 
행동들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을 제시했습니
다. 해당 모델은 Sequence-to-Sequence 모델 및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문장은 ‘단어’의 순차적 정보이고, 사람의 행동은 

‘자세’의 순차적 정보이기 때문에, Sequence-to-Sequence 라
는, 다른 도메인에 존재하는 순차적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배우기에 그 당시 state-of-the-art였던 구조에 기반해 언어 
문장과 행동 간의 연관성을 학습시켰습니다. 이에 기반해, 단어
의 sequence (언어 문장)를 입력으로 받으면 자세의 sequence 
(행동)를 출력하는 Generator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equence-to-Sequence 구조에만 기반한 모델은 생

각처럼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동작을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 GAN에 기반해 해당 Generator
를 학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GAN은, 진짜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Discriminator, 

Discriminator를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
하는 Generator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을 대립
관계에 놓을 수 있는 Loss function에 기반해 둘을 학습시켜, 
더욱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Generator를 학습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Discriminator 또한 Sequence-to-Sequence에 기반

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GAN에서 제시하는 Loss function에 기반해 
학습을 진행하면 모델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pre-training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느꼈고, 이를 위해 Generator를 Supervised Learning에 기반해 
Pre-training 시키는 과정을 선행해 GAN에 기반한 Generator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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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연구를 수행할 당시, 가장 관련된 연구는 KIT에서 
수행했던 “Learning a bidirectional mapping between human 
whole-body motion and natural language using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s” 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해당 연구
와의 차별점은 (1) GAN에 기반해 더욱 사실적인 인간 행동을 
생성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며, (2) CMU-MoCap과 같은 실험
실 내부의 사람 행동이 아닌,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기반한 MSR-VTT (Microsoft Research Video to 
Text) 데이터셋으로부터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유사하면서 흥미로운 다른 
사례를 꼽아본다면, 한국의 ETRI 및 KAIST에서 올해 
SIGGRAPH Asia에 발표한 “Speech Gesture Generation from 
the Trimodal Context of Text, Audio, and Speaker Identity” 
연구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는 특정 발화를 
하는 사람의 제스처를 생성해내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
람의 언어 문장뿐만 아니라 언어 음성 및 발화자에 대한 정보 
또한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음성과 같이 행동과는 
다른 도메인에 존재하는 순차적 정보들에 기반해 사람의 행동

을 생성하는 연구에 대한 확장이 사람의 제스쳐 생성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영상으로 보시면 더욱 
결과가 흥미로우니 꼭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3. 음악에 맞춰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로봇이 만들어
질 거 같습니다. 연구의 최종목표는 무엇이며, 현재 어느 수준
까지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연구 중 “Generative Autoregressive Networks for 

3D Dancing Move Synthesis From Music” 이라는 논문은, 
Text2Action이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난 뒤 음악공학과 관련해 
TU Delft에서 곧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김재훈 연구자와 함께 
협업한 결과물입니다. 해당 연구는 음악 오디오 정보를 입력으
로 받은 뒤, 미리 학습한 딥러닝 기반의 music feature encoder
에 기반해 음악과 관련된 feature를 추출하고, 해당 feature 및 
특정 기간동안 앞서 생성된 3D pose 정보에 기반해 미래 3D 
dance motion을 생성해내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로봇보다는 사람 형태를 띤 가상 agent의 
춤 동작 생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성된 춤은 로봇
에게 transfer하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성된 ‘춤’이라는 역동적인 full-body motion을 로
봇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한 도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연구의 최종목표는 향후 휴머노이
드 로봇에게 생성된 춤 동작을 전달해 주는 것일수도 있을텐데
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컨트롤하기 용이한 바퀴가 달린 
모바일 네비게이션 로봇과 같은 비-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춤 동작 생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와 김재훈 연구원 둘 다 다른 연구주제로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대한 진행이 더딘 상황이지만, 
각자의 상황이 안정되면 우선 기존 연구의 Official Github 
Code 공개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관련 연구를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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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은 연구자는 저의 석박사통합과정 동안 지도를 

해 주셨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로봇학습연구실의 오성
회 교수님입니다.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접해본 적 없던 학부생 
시절의 제가 6년의 시간동안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격려
해주신 분입니다. 교수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면,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서울대 로봇학습 연구실은 하고 싶은 연구가 명확

히 있다면 학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분위
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내에 억지로 만들어낸 연구 주제가 아닌 본인이 
진정 하고 싶으면서 잘 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저를 조금 더 self-motivated된 연구자로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의 연구가 무엇인지, 이 연
구들을 통해 나는 결국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도 여러 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UC Berkeley의 
Anca Dragan 교수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적은 없지만,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교수님의 논문
들을 찾아 읽어가면서 여러가지들을 배우곤 했습니다. Anca 
Dragan 교수님이 이룬 연구들의 큰 공통점이 있다면 연구들을 
형성하는 주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즈음 당시 연구자들이 Learning from 

Demonstration에 몰두하면서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했을 때, 그녀는 이를 반대로 
뒤집어 ‘사람이 로봇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두어 ‘Generative Legible Motion’ 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
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Anca Dragan 교수님이 이끄는 그룹의 
다양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관련 논문들을 팔로우 하면서 재미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 또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
어의 구성 및 실현에 대해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나름 
시도해보게 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5. 현재 소속된 Human-centered Assistive Robotics에서 어
떤 연구들을 진행하고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Human-centered 

Assistive Robotics (HCR) 그룹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곳입니다. 로봇의 Perception 뿐만 
아니라 로봇의 실제 Dynamic Control까지 고려한 연구를 시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그룹에서 
실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행운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룹에서 저는 우선 인간 행동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향후 사람의 행동을 인지한 
로봇이 향후 어떤 상호작용 행동을 수행할 지와 연관될 예정입
니다.
현재 연구의 메인 아이디어는, 지능을 가진 agent가 언어를 

인지하는 과정에 기반해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방법론을 유
사하게 모델링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구성하는 요
소를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자)-(단어)-(문장)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비디오 
기반의 사람 action 인지 과정에서도 적용해,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 - (Low-level Action을 이루는 이미지 프레임들) - 
(Low-level Action들로 구성된 하나의 High-Level Action) 
이라는 구조 하에서 인간의 행동 인식을 시도해보자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Language modeling에서 사용되는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와 같은 방법론들을 접목해보고 있고, 2021년 
ICCV 제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제가 학부생이었던 시절, 연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저는 연구가 조금 더 좁은 분야를 깊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의 전 연구는 지식에 기반을 둔 창작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야말로 연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이 만드는 매력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을 연구자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의 습득 가능한 지식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먼, 막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을 이루고, 다양한 연구자분들과 함께 시너지 또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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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딥러닝 기반의 로봇 인지 및 행동 생성이라는 연구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어 
짧은 조언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연구’라
는 것이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잡다한 노력
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실험해보고 논문을 
쓰면 끝이 나는게 아니라, 
정말 생각했던 것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도 및 실패의 

경험을 요하는 작업이 ‘연구’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거나 주
변에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실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조
금 예를 들어본다면, 웹에서 얻은 자료에 기반해 데이터 라벨링
을 하기 위해 웹 크롤링 및 HTML parsing을 배워야 한다거나, 
유저 스터디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제작
을 위해 HTML/CSS 코딩을 배워야 한다거나, 연구 결과물의 
시각화를 위해 UNITY를 배워야 한다거나, 로봇 실험을 위한 
부품이 없어서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하기 위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거나, 등등의 새롭게 배워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즉, 내가 집중하고 싶은 연구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부가적 작업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연구 외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좋은 연구자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연구’라는 직종에 종사하게 될 마음이 있
다면,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
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서 처음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만약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후배
가 있다면 더욱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싶네요.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연구들의 특징은, 다른 연구자들이 많

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연구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사용하기 적절한 기존의 데이터셋을 찾을 수 없었고, 
제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어 연구를 하는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종종 거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독창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집중
하는 분야와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어 주목받기 힘들고, 성과를 
냈을 때 비교할 대상이 부족해 자신의 contribution을 강조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욕심이 있다
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연구자들과 성
능 부분에서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에 
집중해 성과를 이뤄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Human Action Recognition 연구와 같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에 
(Kinetics, Charades, HMDB51, Epic Kitchen…) 기반해 모델
의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등, 객관적 수치로 인해 연구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뒤 제가 꽤나 
괜찮은 연구자라는 것을 다시금 보이고 싶은 게 현재 목표입니
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올해 CoRL (Conference of Robot Learning)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었습니다. 신생 로봇학회지만 34%의 경쟁률을 보였고, 
안타깝게 저는 떨어지고 말았지만, 그 와중에 저에게 정말 놀라
웠던 건 저자들의 rebuttal을 위한 reviewer들의 리뷰 공개 즈
음에 받았던 메일입니다. 9월 7일에 받은 그 메일에는 9월 9일
에 review들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리뷰 중 무려 20%나 제출
되지 않아 공개 기한을 9월 16일로 연장한다고 적혀있었습니
다. 저는 이 메일을 받고 나서, 현재 코로나로 인한 판대믹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졌
고, 이는 연구자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
가 시대인 만큼 다들 일하기 힘든 환경속에서, 모든 학회가 가상 
학회로 전환되고, 연구자들간의 소통이 더욱 힘들어진 환경속
에서, 오늘도 홈 오피스 혹은 연구실에서 노력하며 성과를 만들
어 낼 모든 연구자들 분에게 정말 응원한다는 말을 남기며 인터
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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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연구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강화

학습을 이용한 보행 로봇 제어입니다. 여러 모터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보행 모션을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
니다. 특히 실제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외란에도 안정성을 유지
하려면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학
습으로 학습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모터를 제어하면 보행 
로봇이 더 강건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연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접촉 동역학입니다. 
보행 로봇을 위한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효율적인 동
역학 엔진 이론을 개발하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접촉 동역학을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접촉 
모델링이 필요하며 그 모델의 해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또한 
필수입니다.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므로 알고리즘의 안
정성 또한 높아야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개발한 동역학 엔진은 
raisim.com에서 배포 중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보행 로봇 설계입니다. 석사 때부터 연구실에

서 로봇 구동기 설계를 해왔으며 ANYmal의 구동기 설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보행 로봇의 파워 아웃풋을 최대한 높이기 위
해 풀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디자인된 Capler 로봇을 공개하
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Rai Lab에서 학생들과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https://youtu.be/aTDkYFZFWug

2. 4족 보행 로봇에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6
년에 연구에 참여하신 Anymal 개발 이후 4족 보행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또한 추가로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Ymal 개발 이후 보행 로봇 제어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였

습니다. 특히 강화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에는 느리고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
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복잡한 험지에서
도 강건하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두 Science 
Robotics 페이퍼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ANYmal은 아주 느리게 보행합니다. 이 문제는 
제어와 설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전시켜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먼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강화학습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 신
경망 설계, 실제 로봇에 적용 등에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ANYmal에 사용되는 탄성 구동기에서는 빠른 모션을 만
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Rai Lab.에서 저 감속비 구동
기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4족 보행 로봇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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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L(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하여 쓰러진 4
족 보행 로봇이 일어나게 연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L의 이용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https://youtu.be/oPNkeoGMvAE

위의 비디오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학습된 제어기가 
1km 정도의 산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지형을 인지하지 않고 걷는 Blind Locomotion에서는 강화학습 
기반 제어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형을 
인지하며 걸을 수 있는 Perceptive Locomotion을 해결해야 합
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고성능의 
Perceptive Locomotion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Mapping에서 오는 에러들이 보행 제어기의 성능을 

떨어트린다는 점입니다. 이를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해결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 최적화의 학습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보행 로봇의 경로 최적화는 다이나믹한 모

션을 생성할 때 특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더 먼 지형을 
내다보고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를 강화학습을 통해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징검다리, 암벽지형 등 더 어려
운 보행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4.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연구자는 당연하지만, 저의 지도교수

님이신 Marco Hutter 교수님입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셨
지만 이미 학계에 크게 인정받고 계십니다. 제가 만나본 연구자 
중에서는 최고의 행동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고
민하기 전에 빨리 행동에 옮기시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장단점도 잘 아시며 이를 이용해서 효율적으
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고민만 하고 머뭇거릴 때 교수님의 모습
을 생각하며 빨리 행동에 옮기곤 합니다. 저와 많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배울 점이 더 많은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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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최근에 RAI LAB.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간단한 소개와 현재 구성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Rai Lab에서는 보행 로봇 설계와 학습을 주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족 보행 로봇을 설계하고 있으
며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연구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현재 네 
명의 석사생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화학
습과 보행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연구실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6. 연구 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다면?
2019년도에 발표한 사이언스 로보틱스 논문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이처지가 선정한 2019년도 놀라운 
논문 10선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얼마 전까지도 사이언스 로보
틱스의 역사상 가장 많이 읽은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
이기 때문에 제 연구가 관심을 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
다.

7. 이 분야로 진학(사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

나 석사 과정 중 관련 과목들을 많이 들으면서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학습, 통계학, 강화학습 등 인공지능 분
야 과목뿐 아니라 로봇공학, 로봇 동역학, 로봇 제어, 최적화 
이론 등 로봇 분야 과목들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있

어도 그것을 빨리 프로그래밍하여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능력
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C++과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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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EV/PHEV)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독일은 2030년부터 내
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 차량 
구매를 가장 꺼리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range anxiety로 
배터리가 다될까 봐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자체 성능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

라 인프라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사용자 중심
의 고속 충전소의 위치 최적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고속 충전소의 가격정책 최적화, 그리고 가격 
정책에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잠재적 전기충전소 사용자들의 개별 선호도를 고
려한 연구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브랜드의 충전소를 선호
하는지, 쇼핑센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충전을 하는

지, 거리가 가까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등을 고려
한 전기 차량 충전소 위치 선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게임이
론을 통해 서로 다른 utility function을 가진 사용자들의 의사결
정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
니다.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충전소 위치 선정이 가능하였습니다.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또한 전기 차량의 보급에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만찮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지금의 
주유소처럼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 이를 증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 오너의 수익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격정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Personalized dynamic pricing policy를 제시하였습니다. 간
단하게 설명하면, 각 소비자에게 맞춤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비
즈니스 오너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
의 초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들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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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통해 활용된다면 정말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을 통해 기존의 고정
된 비용의 가격 정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비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이윤
을 최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이 적용된 충전소가 배터리가 부족한 (다른 충전소를 방문할 
수 없는) 차량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여 이윤을 
높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 및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가격 정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구속조건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전기 충전
소가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은, 사용자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차량
의 특정 상태를 유추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비합
리적인 가격 정책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
다. 이 연구의 주목적은 정책 입안자와 도시 계획자들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전기충전소 시장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 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는 
중요도에 비해 아직은 생소한데 IT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 안전성, 효율

성, 사용자의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모든 것 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네비게
이션 또한 ICT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ITS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
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세금 또한 ITS 기술이 적용된 부분입니
다. 그리고 대중교통 도착시간 알림 또한 ITS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연구 중 하나는 
Mobility as a Service (MaaS)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는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개인 운송수단을 연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단 한 번의 
지불만으로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환승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더 넓고 seamless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국가 및 도시에서 
기존의 대중교통과 조합할 수 있는 MaaS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카쉐어링, 자전거 쉐어링, 스쿠터 쉐어링 그리
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내가 소유한 운송수단은 하나도 없이 

MaaS 애플리케이션만을 통해서 집을 나와서 공용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고 학교 정문까지 도착
한 후 거기서 공용 스쿠터를 타고 강의실까지 가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futuremobilityfinland.fi/vision/mobility-as-a-ser
vice/

3. 스웨덴에 있는 동안 볼보와 함께 무인 트럭 의사결정 문제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샬머스 공대는 볼보, 에릭슨 등 다양한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Charging decision-making for a fleet of electrified trucks”
였습니다. 볼보에서 최근 출시한 VERA라는 무인 전기 트럭이 
있는데요, 이 트럭은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해서 출시된 차량
입니다. 초기 검증을 위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러 대의 트럭
이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을 싣고 보관구역으로 옮기는 역할을 
24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가 충
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역할은 자율주행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속조건 (경
로, 속도)을 기반으로 운송효율 (컨테이너/시간)을 향상하는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약조건은, 비싼 
비용으로 인해 여러 개의 (un) loading slot 중에서 하나의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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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충전을 할 수 있고 이를 여러 대의 전기 트럭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개발과 검증을 위한 시뮬
레이션 환경 개발이 주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 차량이 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rule-based approach를 통해 트럭들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운
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을 강화학습기
법을 활용해 개발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
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제 Ground control 
system에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하여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의 
항구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https://youtu.be/a97H4hxwS6o

https://youtu.be/a97H4hxwS6o

4.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지 궁금합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님 중 한 분인 신효상 교수님은 최적화 문

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정립해주셨습
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큰 지도를 받았으며, 이는 박사학위 연구 주제인 multi-agent 
routing and scheduling in transportation systems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인 service optimization for 
electrified vehicles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현재 소속된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의 대한
소개,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샬머스 공대는 볼보의 고향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에 

있는 공과 대학으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입니다. 
샬머스 공대는 학부 과정부터 주변 기업들과 함께하는 프로젝
트들도 많고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의 PhD 학생에 대한 복지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혹시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있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의 생각

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만족과 성취감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라는 것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집중해서 딱 결과

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어느 순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대부
분입니다. 분명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사회가 가진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264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공학자
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7. 이 분야로 진학(사업)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
면?
저는 어떤 현상이나 과정을 보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것들
을 인터넷에 검색하곤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항상 비슷한 
고민과 질문이 있더군요. 최근 ITS 분야는 새로운 아이디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꼭 좋은 연구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 (인공지능 
포함)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문제 해결에 대한 통
찰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기 차량 관련 정책 서비스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매력적
인 타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산업을 대체하려고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공학자로서 조금이나
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조만간 영국에서의 박사과정, 스웨덴에서의 포닥 생활을 마치

고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한 기업의 AI/빅데이터 최적화 팀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Transportation 분야에서 연구하다 
다른 Application 분야에서 일하게 되어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
지만, 다양한 분야 간의 경계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새롭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합니
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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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본 참관기는 (1) COVID-19으로 인해 Virtual Conference로 

치러진 ICRA(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2020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2) ICRA2020에 소
개된 멀티로봇/스웜 로봇(Multi-Robot Systems/Swarm 
Robotics)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 (기관별/국가별 논문 편수, 
연구주제별 논문 편수, 논문에 사용된 방법론 등)을 살펴본다. 
(3) 그리고 세부 연구 주제별로 인상적인 연구에 대해서 한두 
편씩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본 참관기를 통해 (1) 일반 대중 및 연구자에게는 멀티로봇/스
웜 로봇 관련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2) 현업에서 직접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 참관기에서 소개될 최신 연구 동향 및 분석이 
그들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람이다.

2.ICRA 2020 소개
ICRA(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는 IROS(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및 RSS(Robotics: Science 
and Systems) 등과 함께 전 세계 로봇 연구자들이 가장 참여하
고 싶어 하는 컨퍼런스중 하나이다. 요즘 영국에서 로봇 분야로 
신규 교수로 임용되는 사람들을 보면 웬만한 중저수준 저널 
논문보다는 ICRA/IROS/RSS 실적 및 인공지능 관련 학회 실적
을 바탕으로 교수로 임용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저자 개인 의견). 실제로 Amazon, NVIDIA, Bosch 

등 글로벌기업의 로봇 관련 연구직(Research Scientist, 
Applied Scientist) 혹은 글로벌 탑 스쿨 박사후연구원
(Postdoc)직에 대한 공고를 살펴보면 
ICRA/IROS/RSS/CVPR/ICCV/ECCV/NeurIPS/CoRL 등의 실
적을 우대 및 요구하기도 한다.
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록다운

(lockdown) 이 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ICRA 2020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온
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의 형태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첫째로는, 대략 1주일 동안 Offline conference로 진행되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Virtual 
conference로 진행이 되었다. 둘째로는, 일반적으로 컨퍼런스
는 (1) Keynotes, (2) Workshop & Tutorial, (3) Main 
Sessions (4) Exhibition 등으로 구성되는데, 활발한 
Discussion이 많이 일어나는 Keynotes와 Workshop & 
Tutorial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반면 (일부는 Recorded talk
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 Main sessions는 On-demand 
형식으로 3개월 동안 언제나 Recorded talk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Main sessions 용 질의응답은 Slack에 개별 채널을 개
설하여 저자와 별도로 소통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셋째로, 
무엇보다 등록비를 아주 저렴하게 Non-member 기준 150유
로 (Non-member student는 25유로)로 책정하였다. 일반적
인 컨퍼런스에 비해서 시간/비용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기에 접
근성 측면에서 훨씬 향상된 형태라고 생각되며, 아마도 예년보
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Virtual Conference는 정보 전달

의 측면에서는 훨씬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발표 영상을 멈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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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청하고 논문도 같이 병행해서 봄으로써, 연구 내용 파악
이 더욱 용이했다. 아무리 해외에서 유학하고 연구원으로 경험
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부족한 영어 능력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Slack을 통해서 
명확하게 Discussion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과 실제로 보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
었기에, Potential Collaboration에 대해 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점과 Networking 측면에서 제한이 많았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다.

3.Multi-Robot System 관련 연구동향 Overview
ICRA2020에서는 총 261개의 세션(Session) (Award 세션 

제외)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당 6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대략 
총 1,566개의 발표가 있었다. 그 중에서 멀티로봇/스웜로봇
(Multi-Robot Systems/Swarm Robotics) 관련 세션은 다음
과 같이 11개가 있었다.
o Multi-Robot Systems I, II, III, IV, V, VI, VII
o Aerial Systems: Multi-Robots
o Swarms
o Path Planning for Multiple Mobile Robots or Agents I, 

II

본 참관기에서는 위 세션에서 발표된 (일부 발표 영상이 없거
나 세션이 잘못 배정된 연구를 제외하고) 총 61편의 연구 결과
를 간략하게 분석해보았다. (1) 국가별/기관별로 어느 곳에서 
많은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볼 것이며, (2) 어떤 연구주제가 가
장 많이 다뤄졌는지, (3) 어떤 방법론들이 많이 쓰였는지 살펴
볼 것이다. 참고로 Disclaimer를 언급하자면, 다른 세션
(Autonomous Driving 등)에도 멀티로봇 시스템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세션에 포함된 연구 내용은 본 참관기 및 분석
에 포함하진 않았다. 참고로, 분석에 사용된 Raw data 및 논문 
리스트는 다음의 link에 포함되어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wYMiOw3lmme
KiXDtcIdHY_I7AhkBHkhE-8A4kjk3Go/edit?usp=sharing)

(1) 국가별/기관별 논문 개수
먼저 국가별/기관별 논문 개수를 살펴본다. 논문 한 편은 소속

이 다른 여러 공저자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 분석
에서는 실제로 논문이 1편이더라도 공저자 소속기관별로 별도

의 “+1편”이라고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논문 A를 G 대학, 
M 대학, S 대학이 함께 공저했다면, 기관별로 논문 편수에 +1
을 하였다. 유사하게 논문 B를 H 대학에서 10명이 함께 공저했
다고 하더라도, H 대학에만 +1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방식으로 
기관별 연구기여도를 절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정도가 반영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Figure 1을 보면, 국가별로는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많은 
연구 결과(총 41편)가 나왔다. 즉 총 61편의 연구 중에서 67%
의 연구가 미국 기관들이 주도/협력한 연구였다. Figure 2를 
보면, 세부적으로는 Georgia T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Stanford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Virginia Tech 등에서 각각 7편, 5편, 4편, 3편, 
3편의 연구성과를 내었다. 다음으로는 영국, 캐나다, 중국, 이탈
리아에서 각각 6편, 5편, 5편, 5편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영국
에서는 6편 중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3편이 나왔고, 
캐나다에서는 5편 중 Ecole Polytechnique De Montreal, 
University of Toronto에서 각 2편씩 나왔다. 중국에서는 5편 
중 Harbin Instute of Technology에서 2편이 나왔다. 이탈리아
는 5편 중 University of Modena and ReggioEmilia에서 2편이 
나왔다.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Georgia Tech에서 나온 

7편의 연구 중 6편이 Magnus Egerstedt 교수가 관여된 논문인
데, 해당 랩에서 2017년 ICRA에서 보여준 Robotarium이라는 
원격 스웜로봇 실험플랫폼[1]의 기여가 큰 것으로 보인다. 멀
티로봇/스웜로봇 연구의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아무리 
새로운 알고리듬을 개발하여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기가 어렵
다는 점인데, Robotarium을 통해 원격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이번 ICRA2020내 꽤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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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obotarium을 통해 제안 방법을 실험적으로 구현하였고, 
그러다 보니 Egerstedt 교수가 공저자로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2020년 8월 20일) MATLAB Youtube 
채널에 Robotarium에 대한 Keynote (ACC 2020 Special 
Session)가 공유되기도 하였다.
(https://youtu.be/rwN-FNWuJZY)

(2) 연구 주제별 논문 개수
멀티로봇/스웜로봇분야는 다른 로봇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야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참관기에서는 ICRA2020에 소개된 
61편의 멀티로봇/스웜로봇분야 논문을 대략적이고 큰 개념에 
따른 주제로 분류해보았다.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논문 A가 
연구주제 a, b, c를 혼합하여 다루고 있는 경우, 각 주제별로 
“+1”편이라고 간주하고 통계를 내었다.

가장 주된 연구 주제는 Multi-Robot Path Planning이었다 
(16편, 26.2%). Path Planning은 큰 개념으로는 Motion 
Planning의 한 세부분야로 볼 수 있는데, 주어진 목적지가 있을 
때 모바일로봇/드론이 주어진 환경(장애물 회피 등)을 고려하
여 어떻게 경로를 목적에 맞게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
다. 그중에서도 Multi-Robot Path Planning은 로봇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충돌/갈등(진로 방해 등)을 고려해서 경로계획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6편의 논문 중 
11편의 논문이 Path Planning에 집중된 연구였고, 5편은 Task 
Allocation과 혼합된 연구주제였다. 전자의 경우, 목적지가 주
어졌다고 가정하고 경로계획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목적
지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즉, 어느 로봇이 어느 임무/위치를 
향해 움직여야 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경로계획을 하는 연구
이다.
두 번째로는 Communication Network와 관련된 주제였다. 현

재 Amazon 등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멀티로봇 시스템은 “중앙
에서 모든 로봇을 컨트롤하는 방식(Centralisation)”이지만, 최
근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멀티로봇 시스템은 “개별 로봇이 
스스로 주변 로봇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인 분산화
(Decentralisation)를 거의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로봇 
간의 Communication Network 연결이 중요한 이슈인데, 이번 
ICRA2020에서는 12편의 연구 (약 19.6%)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세 번째는 Formation Control이었다 (11편, 18.0%). 이 분야

는 로봇들이 주어진 Formation에 맞는 상대적인 위치를 유지하
게 하는 제어 방법과 관련된 연구(예를 들면 드론쇼)가 전통적
인 주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11편 중 5편이 앞서 2위를 차지
한 Communication Network와 혼합된 연구주제였다. 예를 들
면, 멀티로봇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주기 안에
서 서로가 통신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로봇들
이 어떠한 형태로 Formation(즉 Network Topology)을 만들어
야 하는지를 다루는 연구이다.
네 번째는 Task Allocation이었다 (8편, 13.1%). 앞서 1위를 

차지한 Path Planning과 연계된 연구가 8편 중 5편이었다.
다섯 번째는 Cooperative Estimation이었다 (7편, 11.5%). 

멀티로봇을 여러 지역으로 동시에 보냄으로써 개별 로봇은 각 
위치에서 목표 대상물에 대한 Local Information을 획득하고, 
이것을 다시 다른 로봇과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Sensor fusion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
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https://youtu.be/rwN-FNWuJ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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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는 Coverage Problem이었다 (5편, 8.2%). 예를 들
면, 한 번에 여러 로봇청소기를 보내서 큰 공간을 청소하려고 
할 때 로봇들이 각자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주제로 하는 연구이다.
일곱 번째는 Localisation인데 (4편, 6.6 %),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멀티로봇이 각자의 위치를 (다른 로봇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협력하여 Estimation 한다는 측면에서 Cooperative 
Estimation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이를 구분하
였다. 만약 두 항목을 하나로 간주하였다면 Cooperative 
Estimation은 11편으로 공동 3위의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3) 논문에서 사용된 주된 방법론
멀티로봇/스웜 로봇 분야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초이론 

및 방법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사실 논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되는 방법론이 서로 아주 다르지만, 대략적인 개
념으로 분류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분류항목은 사실 서로
가 레벨이 맞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Optimisation이나 
Control Theory 같은 경우는 아주 광범위한 주제이고 관련 서
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면, Control Barrier Function 같은 
경우는 (Optimisation 안에 포함된다고도 간주할 수 있는) 세
부적인 Technique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레벨의 항목
이더라도 61편의 논문 중에서 특징적으로 많은 언급이 되어있
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멀티
로봇/스웜 로봇을 연구하거나/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새롭게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자 한다.

Figure 4에서 보여주듯,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론은 
Optimisation 이었다 (20편, 33%). 세부 키워드로는 QP 
(Quadratic Programming), 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SP (Mixed Integer Semidefinite 
Programming), Combinatorial Optimisation, Model 

Predictive Control, Ant Colony Optimisation, Bilevel 
Optimisation 등이 있었다.
두 번째는 Graph Theory이었다 (19편, 31%). 많은 경우 멀티

로봇 시스템을 모델링할때 로봇을 Node로 로봇 간의 
Communication을 Edge로 표시하여 Graph로서 나타내는데, 
그래서 Graph Theory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공동 3위로는 Control Theory와 Sensor Fusion (Estimation 

Theory/Probability Theory 등)이었다 (13편, 21%). 다섯 번
째로는 Control Barrier Function이었다 (5편, 8.2%).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 큰 주제의 방법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5편
이나 이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로 로봇 
간의 충돌 회피 등을 위해서 적용이 되었다.
여섯 번째로는 DNN(Deep Neural Network) 이었다 (4편, 

6.6%).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발달로 DNN은 많은 연구 분야로 
접목이 되어가고 있고, 로봇 분야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라
고 생각된다. 하지만, 멀티로봇/스웜로봇 분야는 아직은 그 융
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본 통계가 보여주듯 아직 7% 미만의 연구만이 DNN을 적용하
고 있었다. DNN을 적용한 방식이 Low-level control 측면에서
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타 로봇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
되는 데에 비해, 멀티로봇 시스템 분야는 주된 연구 초점이 
High-level coordination이라 DNN 방식 보다는 전통적인 
Optimisation 방식이 아직은 선호되는 것 같다.

4. 연구주제별 주요 연구 결과
(1) Path Planning
일반적인 Path Planning 연구와 달리, Multi-Robot Path 

Planning 연구에서는 로봇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경로를 계획
하는 것이 주된 이슈이다. 특히 분산화된 시스템
(Decentralised System)에서는 로봇들이 알아서 
Coordination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로봇에게 길을 양보
함으로써 임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좁은 길을 따라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하는 마주하는 두 로봇이 있다고 할 때, 
서로 먼저 지나가려고만 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 양보
만 하려고 해도 누구도 그 길을 건너지 않음으로 임무가 진행되
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Deadlock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두 연구가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것을 해결하였다.
A. Weighted Buffered Voronoi Cells for Distributed 

Semi-Cooperative Behavior (MIT, 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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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Buffered Voronoi Cell을 
사용하는 것이다. 각 로봇은 각자의 Cell 영역내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고, 변경된 위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Voronoi Cell
을 만들고 다시 이동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충돌
회피를 이뤄내는 방식이다. Deadlock 해결을 위하여 Righthand 
rule을 적용하였는데, 쉽게 표현하면 회전교차로(Roundabout)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로봇이 가까워지면 서로 
오른쪽으로 회전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사실 본 
연구의 Main contribution은 각 로봇의 Selfishness특성을 반영
하였다는 점이었는데, 빨리 이동하고자 하는 로봇에게는 높은 
Weight를, 양보를 많이 하고자하는 로봇에게 낮은 Weight를 
부여한 Weighted Voronoi Cell안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한하
였다. 실제 활용시에는 각 로봇의 임무수행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Selfishness를 높임으로써,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먼저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동영상: https://youtu.be/AzLwY8K3VHY)

B. Multi-Robot Path Deconfliction through Prioritization 
by Path Prospects (University of Cambridge, UK) [3]
로봇마다 목적지를 향한 경로 옵션 개수가 다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적은 숫자의 Path options이 
있는 로봇에게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높은 Priority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로봇들을 Coordination 한다 (Figure 6 참조). 예를 
들면,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도 만약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옵션
이 있다면 굳이 한가지 옵션만 고집하지 않고 해당 옵션을 상대

방에게 양보함으로써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멀티로봇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방식으로 로봇에게 Priority를 부여
할 수 있다면, Path planner 자체(A* 등)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Additional plug-in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연구라고 생각한다. Priority를 주는 방식을 제안방식과 
기타 여러 가지 방법 6개를 비교하였는데, 실험적으로 Pareto 
optimal을 얻었다고 한다.

산업계에서 멀티로봇 시스템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Amazon 및 Ocado 등의 자동물류창고이다. 이 두 경우 모두, 
2D 공간을 바둑판 같은 Grid space로 정의하고 그 위에서 로봇
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래의 두 연구가 이러한 Grid space 
하에서의 Path Planning을 다루었다.

C. Walk, Stop, Count, and Swap: Decentralized 
Multi-Agent Path Finding with Theoretical Guarantees 
(Northwestern University, US) [4]
본 연구에서 로봇이 취할 수 있는 동작은, 이동하거나 (Walk), 

멈추거나 (Stop), 기다리거나 (Count), 자리를 바꾸거나 
(Swap) 하는 등 총 4가지가 있다. 특히 다른 로봇과 마주하게 
되어 갈등상황에 놓여있을 때 Count와 Swap을 적절히 사용함
으로써 멀티로봇의 경로계획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Heuristics를 사용하였더라도, 제안 알고리듬에 대한 이론적
인 분석(Completeness, Optimality, Complexity 등)을 자세하
게 하였고, 실제 로봇 실험으로도 구현을 보여주었다. 성능 결
과를 보면, Distance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능이 좋은 
것 같으나 (다른 로봇을 고려하지 않은 Nominal Path 대비, 
2~12배 증가), Makespan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1배에서 
500배까지 되는 것으로 변동 폭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Deadlock문제가 완벽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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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DM: Fast Near-Optimal Multi-Robot Path Planning 
Using Diversified-Path and Optimal Sub-Problem Solution 
Database Heuristics (Rutgers University, US)[5]

본 연구에서는 특히 로봇의 목적지가 갑자기 바뀌는 Dynamic 
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replanning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Figure 8 참조), 
먼저 개별로봇에 대하여 A*등의 Path planner로 초기경로계획
(다른 로봇과의 충돌은 일단 무시)을 수행한다. 그리고 임의의 
두 로봇의 예상되는 충돌지점에서 Path diversification이라는 
개념과 Local solution database를 이용해서 충돌 회피를 구현
을 한다. Path diversification은 앞서 [3] 에서 선보인 것과 비
슷하게 두 로봇 중에 경로를 양보할 수 있는 로봇이 우회로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Local solution database는 일
어날 수 있는 충돌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미리 database를 구축
하여 국소적인 충돌 회피 경로를 빠르게 도출하게 하는 방식인
데, 이것은 주어진 환경이 Grid space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
능한 방법이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선보였는데, 69 x 36 grid 

warehouse 환경에서 200개 및 300개의 로봇에 대한 경로계획 
결과(Figure 9)를 각각 0.1초 및 0.5초 안에 산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동영상:https://youtu.be/0MUGrg5CphM)

다음의 세 논문은 Aerial Swarm Robots를 위한 Path 
Planning에 대한 연구이다. Aerial Swarm을 위해서는, 앞서 소
개했던 2차원에서의 연구와는 달리, (1) 드론의 Flight 
Dynamics를 고려한 Feasible smooth path 생성을 할 수 있어
야 하고, (2) 드론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충돌 회피를 위해 
더욱더 빠른 Computation이 요구된다.

E. Efficient Multi-Agent Trajectory Planning with 
Feasibility Guarantee Using Relative Bernstein Polynomial 
(Seoul National University, S Korea) [6]
본 연구는 61편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나온 연구로서 Award 

Candidate로 뽑힌 연구이다. 드론의 Feasible path를 얻기 위해 
Bernstein polynomial이란 것을 이용하였고, 장애물 및 다른 
드론과의 충돌 회피를 위해서는 Safe Flight Corridor라는 
Safezone 개념을 이용하였다. Sequential Convex 
Programming에 기반한 기존연구[7] 대비 계산 시간이 적게 
소요되었으며 (제안연구는 0.65초, 기존연구는 2.8~156초), 
충돌 회피 측면에서도 훨씬 높은 Safety Margin Ratio를 보여
주었다 (제안연구는 101%, 기존연구는 12~96%). 하지만, 경

https://youtu.be/0MUGrg5Cp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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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체는 조금 더 길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제안연구는 90.7 
m, 기존연구는 77.3 m), 실제 활용단계에서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 정도의 degradation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생각된다.

(동영상: https://youtu.be/zzHHOYPARiM)

F. Online Trajectory Generation with Distributed Model 
Predictive Control for Multi-Robot Motion Planning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8]

(발표동영상: https://youtu.be/zXNARg6eiaI)

본 연구도 앞서 소개한 연구[6]와 아주 유사한 주제(Online 
Point-to-Point Path planning)를 다루고 있다. 기본 아이디어
는 MPC(Model Predictive Control)를 활용하여 Time horizon 
내에서 충돌 회피를 고려한 Discrete path를 먼저 구하고, 
Bezier curve를 활용하여 초기경로를 smooth 하게 만드는 방식
이다. 로봇 간의 충돌 회피를 위해서 On-demand collision 
avoidance strategy [9]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2] 에서 소개된 
Buffered Voronoi Cells와 유사하게, 각 로봇은 주어진 영역에
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되, Deadlock을 해소하
는 방식에서 조금 차별점이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10대의 초소형 드론을 활용한 실험 영상이 인상적이었는데, 

중간에 한 개의 고리를 통과하여 양쪽에 5대가 반대편으로 움
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돌 없이 위치변경을 잘 수행하였으
며(Figure 11),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여 드론의 위치를 갑작스
럽게 바꾸더라도 곧바로 replanning을 수행하여 원래의 목적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영상링크 참조)을 보였다.

(2) Communication Network
멀티로봇 시스템은 “개별 로봇들끼리 서로 Network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의 많은 연구는 이것을 기본전제로 해왔
다. 특히 분산화된 시스템(Decentralised system)의 경우에는, 
각 로봇의 통신반경 범위 안에 있는 주변 로봇만이 Network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반경 범위보다 더욱더 넓은 범위에
서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일부 로봇은 통신 중계
(communicaton relay)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로봇
들이 어떤 Formation으로 위치를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Network topology를 구성할 것인지가 새로운 이슈가 된다. 전
체 로봇 중에서 일부를 “통신 중계”로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임무”로 사용되는 로봇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에서 Tradeoff 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Challenge는 “어느 로봇이 본연의 임무를, 어느 로봇이 통신 
중계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Task 
Allocation 성격도 있고, “통신 중계 로봇이 어떤 형태로 
Formation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Formation Control 분야와도 연관이 된다. 다음 두 편의 연구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A. Mobile Wireless Network Infrastructure on Demand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 [10]

https://youtu.be/zzHHOYPARiM
https://youtu.be/zXNARg6e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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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ask performing agents와 Network providing 
agents를 일단 구분하고, Network providing agents의 
Formation Control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전자 그룹이 임무
수행을 하다보면 위치를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Network relay topology 형태도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Network providing agents 역시도 위치를 같이 Controller를 
구현하였다. 6개의 로봇이 넓은 원형의 테두리를 Patrol하는 
것을 적용예시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는데(Figure 12), 3개
의 로봇이 순찰을 하고 3개의 로봇은 가운데에서 Mobile 
network relay system의 역할을 수행을 하였다. 3개의 Fixed 
network relay system을 둔 형태와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방식
은 Task performing agents가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경우 
Network connection이 가끔씩 끊기기도 했다. 하지만 제안방
식으로 Mobile network relay system을 사용하면 전체 멀티로
봇시스템의 Network가 항상 연결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 Synthesis of a Time-Varying Communication Network 
by Robot Teams with Information Propagation Guarante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 [11]
본 연구도 앞서 소개한 연구[10]와 유사하게 Time-varying 

communication network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차이점은, sup>[10]에서는 “Network가 항상 연
결”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Network가 
주기적으로 연결만 된다면 가끔은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7개의 로봇이 17개의 건물의 테두리를 순찰하는 상황을 시
뮬레이션으로 구현하였는데(Figure 13), 로봇들의 
Communication radius가 주변 이웃 로봇들과만 가끔 연결이 
되더라도, 제안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전체 멀티
로봇 시스템에 Information consensus가 일어남을 보여주었
다.
(3) Formation Control 
Formation Control 연구는 주어진 임무/목적에 맞게 멀티로봇

을 어떻게 위치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Position-level) Controller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앞서 “Communication Network”에서 소개한 
연구도 어떤 의미에선 Formation Control 연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Multi-robot system 분야에서는 Formation Control 주
제는 주요 혹은 부차적 연구주제로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이번 
ICRA2020에서도 많은 Formation Control 관련 연구가 이런류
의 주제였는데, 다음의 논문은 좀 더 Low-level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다뤘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DNN(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A. Neural-Swarm: Decentralized Close-Proximity 

Multirobot Control Using Learned Interactions (Caltech, 
US) [12]
드론이 군집 비행을 할 때 개별 드론에서 하방으로 발생하는 

Thrust로 인한 Downwash는 아래에 위치한 다른 드론에게는 
외란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razyflie 2.0 같은 초소형 드
론(34 g)의 경우에는 그 영향성이 너무 크게 되어 50 Cm 아래
의 드론은 Stable 한 비행이 어렵게 되어 휘청휘청하게 된다고 
한다(9g 정도의 Thrust loss 발생). 따라서 개별 드론의 
Controller는 이러한 외란에도Robust하게 비행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DNN을 이용한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Robust Controller를 설계하였다. 특히 (1) 단순히 
두 개의 드론 간에 발생하는 영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드론 
사이에 발생하는 영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2) Crazyflie
의 Limited computational power를 고려해 Decentralised 
solution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Challenges가 있었다고 한
다. 전자는 DNN을 기반으로 Permutation Invariant 
Approximation [13] 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다루었고, 후자
는 DNN으로 생성한 Learned controller를 기존의 Nominal 
controller에 additional term으로 추가 적용하는 Hybrid 방식
으로 계산량을 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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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시 Labeled data를 이용한 Supervised learning을 이
용하였고, 드론을 2개부터 4개까지 늘려가면서 데이터를 모아
서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상적인 결과는, 3개의 이상의 
드론으로 데이터를 모은 경우는 그 결과가 Generalisation 이 
되어서, 4개 및 5개 드론 군집 비행(Figure 14)에 적용하여도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동영상: https://youtu.be/v4j-9pH11Q8)

(4) Task Allocation
Multi-Robot Task Allocation은 간략히 표현하면 “주어진 

Task가 있을 때 이것을 멀티로봇에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배분
해야 목적에 맞게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대부분 Optimisation Problem으로 문제를 정의하는데, 많은 경
우에 정의된 문제는 단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형태로 귀결된다. 
따라서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면 Optimal solution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Optimal에 가까운 근사결과를 
빠른 시간내에 구해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하
고 있다. 많은 경우의 논문이 (1) 이론적으로 Suboptimality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 Algorithmic computational 
complexity는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고 (2) 시뮬레이션을 활용
하여 통계적인 성능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제안 방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의 스토리가 전개된다. 다
음의 논문은 Game Theory를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시뮬레
이션의 Visualisation이 직관적이고 인상적이었다는 점에서, 흥

미로운 연구였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A. Cooperative Team Strategies for Multi-Player 
Perimeter-Defense Gam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 [14]
본 연구는 다분히 Military application을 염두하고 있는 연구

로서, 어느 멀티로봇 시스템(Defender System이라 칭한다)이 
어느 지역의 외곽(Perimeter)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멀티로봇 시스템(Intruder System이라 칭한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협력하여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Figure 15 참조). 시나리오 기본 전제는 (1) Defender 
System의 로봇 A는 Perimeter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고, 
(2) 공격해오는 Intruder System의 로봇 B를 Capture 하여 
부딪힌다면 해당 로봇에 대하여 방어를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
다. (3) 또한 방어를 성공한 이후에는 로봇 A는 사용하지 못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었고, 1:1로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N:1이 되면 
방어를 성공할 수 있으며, N:M 상황에서는 어떻게 Target 
assignment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Game theory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도 제안 알고리듬이 
Polynomial time complexity를 가지며, 어느 수준의 
Performance guarantee를 제공함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Visualisation 동영상이 인상적이
었다.

(동영상: https://youtu.be/6zUPkzh_iPU)

https://youtu.be/v4j-9pH11Q8
https://youtu.be/6zUPkzh_i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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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verage Problem
A. Line Coverage with Multiple Robot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US) [15]

Coverage Problem은 “한 번에 여러 로봇청소기를 보내서 큰 
공간을 청소하려고 할 때 로봇들이 각자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주제로 하는 연구로서, 기존의 많은 
연구는 2D Space에 대해서 다뤄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Line 
Coverage Problem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도로망(Road 
network)이나 전기망/상하수도망 같은 파이프라인(Pipeline 
network)처럼 선(Line)으로 이루어진 Linear environment를 
다루는 Coverage Problem이다. 본 논문에서는 Line Coverage 
Problem을 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로 정
의하고, Merge-Embed-Merge라는 Heuristics를 이용한 알
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실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캠퍼스 주변 지역 (16 ㎢)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제안 방법을 활용하면 0.6초 안에 
Coverage Planning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인상적이었다. (영상링크 참조)
(발표동영상: https://youtu.be/KJFTMasvHjk)

(6) Localisation
A. CAPRICORN: Communication Aware Place Recognition 

Using Interpretable Constellations of Objects in Robot 
Networks (Polytechnique Montreal, Canada) [16]

SLAM(Simultaneous Localisation and Mapping)을 수행하
는 로봇은 예전에 있었던 위치에 다시 돌아감으로써 
Environment에 대한 그동안의 Estimation을 보정하게 되는데, 
이를 Loop closure라고 하며 SLAM에서 중요한 Challenges 중 
하나이다 (참고로 Brian’s MATLAB Tech Talk에서 SLAM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https://youtu.be/saVZtgPyyJQ).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분야는 Multi-Robot SLAM으로서 “개별 
로봇이 직접 Loop closure를 하지 않더라도 이웃 로봇의 정보
를 대신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SLAM에서도 Lidar 등을 
통해 획득된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멀티로봇 시
스템의 제한적인 Communication network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를 로봇들끼리 그대로 공유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eep learning-based Vision 기법을 활
용하여,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Semantic feature information을 
Constellation 형태로 추출하고, 이렇게 압축된 정보를 로봇끼
리 정보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안 방법을 검증하는 방식이 참신하였다. 일반 SLAM data 
set (실제로는 한 개 로봇이 획득한 정보)을 활용하되, 여러 
로봇이 구간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획득했다고 가정하고, 제
안 방법으로서 멀티로봇이 서로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SLAM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실험을 통해 다른 
기존 방식대비 정확도는 유지하되, 정보공유량을 줄일 수 있었
음을 보여주었다.

(동영상: https://youtu.be/cDzetPrEsPQ)

https://youtu.be/KJFTMasvHjk
https://youtu.be/saVZtgPyyJQ
https://youtu.be/cDzetPrEs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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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centralized Visual-Inertial-UWB Fusion for Relative 
State Estimation of Aerial Swarm (HKUST, China) [17]
본 연구도 Multi-Robot SLAM의 한 갈래라고 볼 수도 있는

데, 다른 로봇의 정보를 활용하여 각 로봇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Estimation하는 연구이다. 특히 실내와 같이 GPS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Vision sensor, IMU, UWB를 활용하여 Cm 레벨로 
위치 정확도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
었다. 또한 Estimation에 필요한 모든 정보 획득 및 계산을 
onboard로 수행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상
당히 인상적이었다.

(동영상: https://youtu.be/81Tm6EQYw1E)

(6)기타
A. Online Motion Planning for Deforming Maneuvering and 

Manipulation by Multilinked Aerial Robot Based on 
Differential Kinematics (University of Tokyo, Japan) [18]
본 연구는 개인 의견으로는 Multi-Robot System과 관련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험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본 
참관기에 포함하였다. 소개된 로봇은 Multilinked Aerial Robot
으로서, 각 링크에 Rotor가 달려있고 이러한 링크 여러 개가 
결합한 형태인데, 쉽게 설명하면 하늘을 나는 용(Dragon)같이 
생긴 Aerial Robot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이 로봇은 

DRAGO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Aerial Robot이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고, 
Manipulator처럼 Configuration을 변화시키면서 주변환경과 
Interaction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활용도도 있어 
보였다. 특히 실험 영상에서 1kg의 Hatch를 열고 그사이를 지
나가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동영상: https://youtu.be/0ficKzX_2Kw)

4. 글을 마치며
이번 ICRA2020은 Virtual Conference로 치러졌기에 직접 사

람들과 Networking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웠지만, 최신 
연구논문 한 편을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록비가 저렴했다는 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이나 주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면에서 향후 COVID-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예전 방식
의 Conference와 Virtual Conference가 병행하는 Hybrid 방식
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 개인적으로는, 참관기를 
작성하면서 멀티로봇 시스템 연구 분야에 대하여 최신동향을 
정리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1] D. Pickem et al., “The Robotarium: A remotely 
accessible swarm robotics research testbed,” i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2017, 
pp. 1699–1706.
[2] A. Pierson, W. Schwarting, S. Karaman, and D. Rus, 

“Weighted Buffered Voronoi Cells for Distributed 
Semi-Cooperative Behavior,” ICRA 2020, pp. 5611–5617, 
2020.
[3] W. Wu, S. Bhattacharya, and A. Prorok, “Multi-Robot 

Path Deconfliction through Prioritization by Path Prospects,” 

https://youtu.be/81Tm6EQYw1E
https://youtu.be/0ficKzX_2Kw


2020 기계·로봇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276

ICRA 2020, pp. 9809–9815, 2020.
[4] H. Wang and M. Rubenstein, “Walk, stop, count, and 

swap: Decentralized multi-Agent path finding with 
theoretical guarantees,” IEEE Robot. Autom. Lett., vol. 5, 
no. 2, pp. 1119–1126, 2020.
[5] S. D. Han and J. Yu, “DDM: Fast Near-Optimal 

Multi-Robot Path Planning Using Diversified-Path and 
Optimal Sub-Problem Solution Database Heuristics,” IEEE 
Robot. Autom. Lett., vol. 5, no. 2, pp. 1350–1357, 2020.
[6] J. Park, J. Kim, I. Jang, and H. J. Kim, “Efficient 

Multi-Agent Trajectory Planning with Feasibility Guarantee 
using Relative Bernstein Polynomial,” ICRA 2020, 2020.
[7] F. Augugliaro, A. P. Schoellig, and R. D’Andrea, 

“Generation of collision-free trajectories for a quadrocopter 
fleet: A sequential convex programming approach,” IEEE Int. 
Conf. Intell. Robot. Syst., pp. 1917–1922, 2012.
[8] C. E. Luis, M. Vukosavljev, and A. P. Schoellig, “Online 

Trajectory Generation with Distributed Model Predictive 
Control for Multi-Robot Motion Planning,” IEEE Robot. 
Autom. Lett., vol. 5, no. 2, pp. 604–611, 2020.
[9] C. E. Luis and A. P. Schoellig, “Trajectory Generation 

for Multiagent Point-To-Point Transitions via Distributed 
Model Predictive Control,” IEEE Robot. Autom. Lett., vol. 
4, no. 2, pp. 375–382, 2019.
[10] D. Mox, M. Calvo-Fullana, M. Gerasimenko, J. Fink, 

V. Kumar, and A. Ribeiro, “Mobile Wireless Network 
Infrastructure on Demand,” pp. 7726–7732, 2020.
[11] X. Yu and M. Ani Hsieh, “Synthesis of a 

Time-Varying Communication Network by Robot Teams 
with Information Propagation Guarantees,” IEEE Robot. 
Autom. Lett., vol. 5, no. 2, pp. 1413–1420, 2020.
[12] G. Shi, W. Hönig, Y. Yue, and S.-J. Chung, 

“Neural-Swarm: Decentralized Close-Proximity Multirotor 
Control Using Learned Interactions,” ICRA 2020, pp. 3241–
3247, 2020.
[13] M. Zaheer, S. Kottur, S. Ravanbhakhsh, B. Póczos, 

R. Salakhutdinov, and A. J. Smola, “Deep sets,” Adv. Neural 
Inf. Process. Syst., vol. 2017-Decem, no. ii, pp. 3392–3402, 
2017.
[14] D. Shishika, J. Paulos, and V. Kumar, “Cooperative 

Team Strategies for Multi-Player Perimeter-Defense 
Games,” IEEE Robot. Autom. Lett., vol. 5, no. 2, pp. 2738–
2745, 2020.
[15] S. Agarwal and S. Akella, “Line Coverage with 

Multiple Robots,” IEEE Int. Conf. Robot. Autom., pp. 3248–
3254, 2020.
[16] B. Ramtoula, R. de Azambuja, and G. Beltrame, 

“CAPRICORN: Communication Aware Place Recognition 
using Interpretable Constellations of Objects in Robot 
Networks,” pp. 8761–8768, 2020.
[17] H. Xu, L. Wang, Y. Zhang, K. Qiu, and S. Shen, 

“Decentralized Visual-Inertial-UWB Fusion for Relative 
State Estimation of Aerial Swarm,” ICRA 2020, pp. 8776–
8782, 2020.
[18] M. Zhao, F. Shi, T. Anzai, K. Okada, and M. Inaba, 

“Online Motion Planning for Deforming Maneuvering and 
Manipulation by Multilinked Aerial Robot Based on 
Differential Kinematics,” IEEE Robot. Autom. Lett., vol. 5, 
no. 2, pp. 1602–1609, 2020.



2020 해외학술대회 및 학술행사 참관기

277

제 20회 CDE(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경진대회 대상 수상기

1. CDE 경진대회 개요
‘CDE(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경진대회’는 

CDE 컨텐츠와 CDE 소프트웨어, CDE 메이커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모집하는 대회로써, 국내 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CDE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CDE 
관련 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자 개최된 경진대회이다. 해당 대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
(원) 팀 다수가 매년 CDE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출품작들의 수준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제 20회 CDE 경진대회는 한국CDE학회가 주관하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여 2019년 9월 16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작품설명서를 통한 1차 평가, 작품 파일 및 발표를 
통한 2차평가를 통해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2. CDE 경진대회 참가
제 20회 CDE 경진대회 소프트웨어 부문에 참가한 

SMR(Smart Mixed Reality) 팀은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관련 연구자들과 해양플랜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
여 광주과학기술원 최준호 (박사과정, 본인), 고광희(지도교
수), 이관행(교수), 소프트힐스 여창훈(이사), 삼성중공업 박
정서(프로), 마린테크인 김원돈(대표) 총 6명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SMR 팀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생산/의정공정에서 발
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설치된 부품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써 ‘해양플랜트 배관류 설치 및 
검사를 위한 스마트 혼합현실’을 해당 대회에 출품하였다.
또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어플리케이

션을 해양플랜트와 유사한 환경에서 1차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술 검증을 한 뒤, 실제 해양플랜트 환경에서도 2차 테스트를 
수행하고, 데모 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고 발표하였다.

3. 출품작 소개 : 해양플랜트 배관류 설치 및 검사를 
위한 스마트 혼합현실
3.1 소프트웨어 개발 배경 및 목적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작업자가 배관류를 설치하고, 검사자들
이 검사하는 작업은 Figure. 2, 왼쪽과 같이 2D 도면에 의존하
여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방식은 오류로 인한 공정 지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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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왔으며, 특히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방법을 통해 2D 도면이 
아닌 3차원으로 배관류 설치 및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앞서,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산업현
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 및 상용 소프트웨어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Figure. 
3, 4와 같이 마커 및 비마커 기반 증강현실을 이용한 산업현장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마커 기반 증강현실에서는 
산업현장 내에 마커를 부착하여 현장의 위치와 가상 데이터의 
위치에 대한 동기화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증강하는 형
태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비마커 기반 증강현실을 수행
하는 곳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3차원 스캐닝 과정을 통해 실
제 공간에 대한 스캐닝을 수행하고, 이를 3차원 설계 데이터와 
정합(registration) 과정을 통해 필요 정보들을 증강하는 형태
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마커 기반의 증강현실, 비마커 증강현실은 완
성된 작업공간(ex. 해양플랜트, 공장)에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팀
이 적용하고자하는 실제 작업 중인 해양플랜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해양플랜트에 직접 답사를 가보니 작업물

들의 이동, 기상 영향을 받아 마커를 현장에 부탁하기 어려워 
마커 기반 증강현실 적용이 어렵고, 또한 작업 진행 중인 현장은 
3D 설계 모델이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같은 부분이 있더
라도 포장되어 있거나, 중복된 부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주변 환경과 3D 설계 데이터의 정확한 정합 과정을 수행할 
수 없어 직접적인 비마커 증강현실 적용 또한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고자하는 해양플랜트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혼합현
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배관류 설치 및 검사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방법에 위치 기반 증강현실
을 더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제안하는 위치기반 증강현실은 해양플랜트 내에서 사
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에 맞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합 
과정을 수행한다면 같은 패턴이 많이 반복되거나 부품이 일부
가 가려져 있더라도 정합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위치에 
맞는 정보들만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증강현실 
방법이다. 우리는 이를 포함하여 배관류 설치 및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혼합현실 기반 플랫폼 /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으로써 해양플랜트에서의 설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설치 된 부
품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Figure. 7과 같이 1)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배관 의장품의 형상 정합성을 검토하고 설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는 형상 형상모델 기반 의장품 설치 시뮬레이션 
기술, 2) 실제 위치와 가상의 설계 데이터의 위치를 동기화 해
주기 위한 기술로써 원하는 위치에 설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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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환경에서의 안정적 위치 추적 기술, 3) 실내/외 환경에
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해양플랜트 공정에 특화된 혼합현실 
플랫폼, 4)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에서 파이프(pipe),서포트
(support)와 같은 배관류 의장품을 혼합현실 플랫폼 기반으로 
작업 지시를 수행하는 지원 기술, 5) 야드에서 의장품 설치 이
후에 혼합현실을 통해 실제 설치된 배관류와 3차원 설계 모델
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 
검사를 지원하고, 공정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혼합현실기
반 의장 공정 검사기술로 구성된다.

개발 소프트웨어에서 구성되는 기술들은 각각 해양플랜트 배
관류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설치 정보들은 서버에 저장되고, 
혼합현실을 수행하는 장치에서는 실내/외 위치 추적을 수행하
여 위치 기반 증강현실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2 하드웨어 구성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위치 기반 증강현실을 수
행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특수한 하드웨어들이 필요하
다. 우선,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설치 정보들이 저장되고, 정합
을 수행하는 서버 PC가 관리실에 배치되고, 사용자는 혼합현실
을 수행하는 장비로써 Tango SDK가 탑재되어 있는 Phab2 Pro 
모바일 기기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IMU 센서를 
발목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3.3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크게 관리자가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정보들
을 관리하는 서버, 실제 해양플랜트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
용자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하드웨어 구성에서 설명했던 것처
럼 모바일 및 IMU를 착용한다. 여기에서 모바일과 IMU는 블루
투스(Bluetooth)를 통해 통신하고, 서버와 모바일은 Wi-Fi를 
통해 통신하도록 구성하였다.

3.4 소프트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서버에는 의장품 설치 시뮬레이션, 배관
공정정보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바일은 데이터를 받아 
관리하고, 렌더링, UI, 증강현실을 수행함으로써 배관류 설치 
및 검사에 가이드를 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형상모델 기반 의장품 시뮬레이션의 
경우, Figure. 11와 같이 배관 설치 공정정보, 3D 모델링에서 
형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DB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검증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
에서는 파트들의 치수 측정, 도면, 점 군 데이터 가시화 등의 
검증들이 가능하고 설치 시뮬레이션에서는 간섭 체크, 설치 시
뮬레이션 등이 가능하다.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자가 서버 
PC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해양플랜트 작업자들에게 제공할 
DB들을 관리할 수 있다.

혼합현실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추적 모듈은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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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IMU 센서에서 획득된 데이터들을 블루
투스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하고, 모바일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모듈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거리, 
최종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한 위치 기반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작업 공간에 도착했을 때 Figure. 13와 
같이 Visual SLAM 모듈을 통해 3차원 점 군을 스캐닝을 수행하
도록 하고, 스캐닝 한 점 군들과 앞서 추정한 위치정보를 서버 
PC에 전송하면 서버 PC 에서는 위치정보에 맞는 설계 모델과 
스캐닝 한 3차원 점 군을 정합하여 카메라 자세 변환 행렬
(transformation matrix)를 모바일에 전송하여 혼합현실을 가
능하게 한다.

Figure. 14의 혼합현실 가시화 플랫폼에서는 모바일에서 혼
합현실을 자연스럽게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이 포함되
고, 동시에 3D CAD 모델을 경량화하여 무거운 정보들을 실시
간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모듈이다.

이렇게 구축한 혼합현실 플랫폼에서는 앞서 구축한 정보들을 

Figure. 15과 같이 가시화하여, 공정 정보, 시뮬레이션, 검사 
등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아래의 Figure. 16과 같이 구성되며,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정보 전달, 3차원 점 군과 CAD 모델의 정합을 
위한 데이터 전달을 수행한다. 해양플랜트 내의 유저들은 각자
의 모바일 장치,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합 계산을 요청하면 서버에서는 그에 맞게 수행하고, 유저들
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다중 사용자가 
해양플랜트에서 개발한 혼합현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서
버 구축을 완료하였다.

3.5 소프트웨어 메뉴 구성도 및 어플리케이션

해양플랜트에 진입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면 아
래의 Figure. 18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위치 설정을 통해 
우선, 실제 공간에서 입구의 마커 위치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커는 증강현실에서의 마커가 아닌 위치 초기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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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구를 인식할 수 있는 마커를 뜻하며, Visual 마커, RFID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마커를 인식하면, IMU 기반 위치 추적 모듈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Figure. 19의 아래 이미지처럼 2D 설계 도면 위에 
사용자의 위치가 가시화된다. 작업 공간에 위치 했을 때 어플리
케이션 오른쪽 상단의 점 군 획득 모듈을 통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점 군 획득 모듈을 실행하면 Figure. 19과 같은 화면을 통해 
획득되는 점 군을 직접 볼 수도 있고, 획득되는 점 군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점 군 획득이 완료되면, Wi-Fi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되어 있는 3차원 설계 모델과의 정합을 수행하게 
되고, 정합을 수행하면 Figure. 19과 같이 실제 공간에서 획득
된 점 군과 설계 데이터를 매칭함으로써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의 카메라 자세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정합 결과물인 변환 행렬을 모바일로 전송하게 되면 증강현실
이 가능하다.

증강현실에서는 모델트리, 속성정보 등을 사용자와의 인터렉
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실제 공간 위에 설계 모델을 
증강함으로써 설치 유무에 대한 검증과 설치 시뮬레이션을 가
시화하여 설치 및 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Figure. 
20과 같이 제공한다

3.6 소프트웨어 검증
우리 팀은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Figure. 

21와 같이 해양플랜트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ure. 21의 위는 건물의 기계실에서 IMU 기반 위치 
추적을 수행함으로써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장에 
의한 교란 현상을 최소화하는 위치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고, 강건성을 테스트하였다. Figure. 21의 아래에서는 해양플랜
트와 같이 포장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점 군 획득을 하고, 정합이 
잘 수행되는지를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가 좋아질 때까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함으로써 최종 어플리케
이션을 만든 후 실제 해양플랜트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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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은 실제 해양플랜트에서 테스트한 결과이다. 처음 
해양플랜트에 올라가서 테스트했을 때는 생각지 못한 오류들
(자기장에 의한 교란, 반복되는 파트들에 의한 정합 실패 등)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지만 유사 환경에서 
실험할 때 습득한 문제점 분석 및 알고리즘 수정을 통해 해양플
랜트 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해양플랜트에서 강건하게 동작하
는 혼합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Figure. 22 위와 같이 
해양플랜트 내에서도 정확하게 동작하는 위치 추적 결과물과 
Figure. 22 아래와 같이 정확한 정합을 통한 증강현실 콘텐츠 
제공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었다.

3.7 소프트웨어의 기술성 및 실용성
최근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를 기반으로 적합한 콘텐

츠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마커(marker)와 같은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여러 연구소 및 대학, 기업 등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마커 없이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선박이나 해양플

랜트에 응용한 사례는 희박하다. 따라서 획득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장치에서 설계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작업자들
에게 효율적으로 작업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 
추적 기술과 혼합현실 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이며, 개발 된 소프
트웨어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신규성 및 독창성에
서 타 기술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발 된 소프트웨어는 해양플랜트뿐만 아니라 육상 플랜
트, 건축 등과 같은 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성에도 뛰어나며, 해양플랜트 제작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
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시장을 주도하고, IT 융합 
기반 해양플랜트 설계 및 제작에 이른 전문 인력의 증대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경제적,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출품작인 ‘해양플랜트 배관류 설치 및 검사를 위한 스마트 혼
합현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은 연구에서
의 향상과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성에 대한 향상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연구에서는 정확도 및 속도 향상에 
집중하여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
서 쓰기 위해서는 기술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SOTA(State-of-the-art) 기술들을 직접 해양플랜트에 적
용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도 읽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쳐 문제를 해결
해가는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러한 과정 끝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
스러웠고, 제 20회 CDE 경진대회에서 ‘해양플랜트 배관류 설치 
및 검사를 위한 스마트 혼합현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상(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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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학생우수성과 경진대회
에너지혁신인재포럼은 에너지분야의 학생연구원 및 산⋅학

⋅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우수성과를 공
유하는 자리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학과 학생을 격려
하고 미래 에너지분야의 인재육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2020년에 10주년을 맞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모든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우수성과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에너지인
력양성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쓴 교수 2명과 탁원한 연구와 산학협력 성과를 보인 
학생연구원 10명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 학생우수성과 경진대회 개요

-접수 대상 :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논문·특허 등 연구 성과

-점수 기간 : 2020.08.19.~2020.09.01.(14일 간)

-시상식 : 2020.09.2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가분야

산학협력 부문 : 기업 연계 R&D 활동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

우수연구 부문 : 개인 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

연구주제 :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원자력, 

자원개발 등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

2. 학생우수성과 경진대회 참가
총 2개의 참여부문(산학협력, 우수연구) 중 산학협력부문으

로, 성과형태는 특허(디자인 출원: 30-2020-0033469)로 선
정하였으며, 연구명은 ‘고유익형 KA2가 적용된 풍력블레이드 
설계 기술’로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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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연구 소개
3.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의 풍력발전의 누적 설치 용량은 680 GW(육상: 651 

GW, 해상:29 GW)로 Fig. 2와 같이 매년 10% 이상 설치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풍력발전은 Fig. 3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며, 육상 풍력의 경우 누적 설치 용량이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3배 이상, 2050년에는 약 10배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약 5,000 GW). 해상 풍력의 경우 누적 설치 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여 2050년에 약 1,000 GW까지 설치될 것
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풍력발전기는 운전 높이 및 로터 직경에 대한 지속적
인 혁신 및 기술 향상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개선하고 용량 
단위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에는 Fig. 4와 같이 최대 20 MW, 로터 
직경 230m의 해상풍력발전기가 개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풍력산업 후발국인 우리나라 풍력의 기술 수준은 2018년 기
준 세계최고 대비 74%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기초 개발/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풍력발
전 시대에 발맞춰 8 MW급 대형 풍력발전기의 개발이 진행 중
에 있으나, 아직까지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공력 설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블레이드의 단면을 구성하는 익형 또한 외국
에서 개발된 익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풍력 블레이
드 설계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블레이드
의 단면을 구성하는 익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국 내 블레이드 개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익형과 풍력 블레이드의 원천기술 확보
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익형과 풍력 블레이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
고, 이를 활용하여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현재는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고유익형 KA 2를 
활용하여 풍력 블레이드를 설계하고, 현장 시험을 통해 풍력 
블레이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작 단계이다.

3.2 고유익형 KA2
고유익형 KA2(미국특허-특허번호:US9664173B2)는 고유

익형 KA2는 캠버 4.4%, 두께비 14%의 비대칭형 익형으로 형
상은 Fig. 5와 같다. 최대 양력계수는 1.55로 수치해석과 실험
으로 공력특성을 검증이 검증되었으며 Fig. 6에 공력특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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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풍력블레이드 설계
고유익형 KA2가 적용된 풍력블레이드 설계 시 풍력 블레이드 

설계프로그램 L-BLADE(디자인 출원:S-2010-002260)가 
활용되었다(Fig. 7 참조). L-BLADED는 BEMT(Blade 
Element Momentum Theory)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Fig. 
8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블레이드 설계가 이루어진다.

L-BLADE에 적용된 코드길이 설계 식은 Schemist theory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Schemist theory로 코드길이를 설계 
시 블레이드 길이 방향으로(루트에서 팁 방향) 코드길이가 증
가하다 블레이드 길이의 17% 지점의 최대 코드길이를 가진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sin


 (1)

회전하는 블레이드는 풍속과 함께 블레이드의 회전속도가 더
해진 상대 풍속을 실제 풍속으로 느끼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어려가지 힘이 발생하게 된다. 회전하는 블레이드 끝에서 풍속
에 대한 회전속도의 크기는 식 (2)과 같이 끝단 속도비로 나타
내며, 블레이드에 입사되는 상대 풍속이 블레이드의 회전면과
의 이루는 각도는 식 (3)과 같이 끝단속도비의 함수로 표현된
다. 그리고 바람에너지의 회전에너지 변환 때문에 변화되는 풍
속에 대해 Belts limitation을 적용하면 블레이드 선상에서의 
풍속과 회전면과 이루는 각도를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과 같이 도출된 각도에 블레이드 설계점 받음각을 고려
하면 식 (5)과 같이 익형의 부착각도가 구해진다. 이렇게 구해
지는 부착각도는 블레이드 루트에서 팁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
는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반경방향에 따
라 증가되는 회전속도가 상대풍속과 회전면과 이루는 각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블레이드 설계 점의 받
음각은 익형마다 그 최적값이 다를 수 있으며, 부착각도는 받음
각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
  

(2)

  tan  

  (3)

  


 (4)

     (5)

공기 흐름 안에서 풍력 블레이드의 익형은 양력, 항력, 추력, 
회전면에 작용하는 힘 등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힘들은 Fig. 
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블레이드 설계 점에서 사용되는 날개
선상의 풍속은 Betz limitation 에 근거하여 입구풍속 V1 의 
2/3 로 적용된다. 공력 설계 점에서의 양력과 항력은 각각 식 
(6)과 식 (7)처럼 표현되며, 이때의 상대속도는 식 (8)과 같이 
계산된다.

설계풍속, 주속비, 블레이드 반지름, 부착각도를 설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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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은 양력과 항력의 벡터 y 축 요소의 합으로 식 (9)와 같이 
계산되고, 회전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과 항력의 벡터 x 축 
요소의 합으로 식 (10)과 같이 계산된다. 토크는 식 (11)로 
계산된다.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은 블레이드의 밑단부터 끝단까
지 여러 개의 요소로 분리된 구간에 차례로 적용되며 각 구간의 
계산 값을 합산하여 블레이드 전체의 값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
에 식 (12)와 같이 블레이드의 회전수와 블레이드 수를 곱하여 
출력이 산출 된다.
  




  (6)

  




  (7)

  








  (8)
    (9)
              (10)
  ×          (11)
  ∙ ∙          (12)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은 사양을 갖는 20kW 급 풍력 

블레이드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블레이드의 코드길이와 부
착각도는 Fig. 10과 같다.

3.4 풍력블레이드 실험
위와 같이 설계된 풍력블레이드는 Lab scale 모델 제작과 풍

동 실험을 통해 성능이 확인되었다. Fig. 11과 12에 풍력블레이
드의 3D 형상과 Lab scale 실험을 위해 제작된 모델을 나타내었
다.

Lab scale 실험 시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디지털 풍동이 
활용되었다. 디지털 풍동은 좁은 실내 환경에 설치하여 고유익
형 개발 및 블레이드 성능 실험에 필요한 바람 제공 및 도시 
주변에서 관측되는 다양한 형태의 바람 분포 모사 등이 가능하
도록 제작되었으며, Fig. 13과 같이 사각 덕트의 한쪽 측면에 
96개의 DC Fan이 장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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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C Fan의 경우 유량이 20 ~ 90 
CFM(Cubic feet per minute)인데 반해 보유중인 DC fan은 
유량이 145 CFM이며, 자세한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개발된 디지털 풍동은 다른 풍동과는 달리 확산부, 정체실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출형식으로 
외형은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PC(Polycarbonate)로 제작되었
다. 또한 DC Fan에서 발생되는 유동이 바로 시험부로 이어져 
유동이 재순환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는 개회로식 풍동이다.

실험 장치는 Fig. 14 (a)와 같이 모터를 활용한 실험과 Fig. 
14 (b)와 같이 브레이크를 활용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는 
Lab scale 실험에서 전 영역의 출력계수 측정이 가능한 실험기
법으로 저풍속에서 블레이드가 자가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 모
터를 활용한 실험 방식이 적용되며, 풍속의 증가에 따라 블레이
드가 자가 회전이 가능할 경우 브레이크 방법이 활용된다. 모터
를 활용한 실험 방식의 경우 식 (13)과 같이 모터의 작동 유무
에 따라 발생하는 토크 값을 이용하여 성능을 도출한다.

 




 

             (13)

고유익형 KA2가 적용된 풍력블레이드의 Lab scale 실험 결과
는 Fig. 15와 같으며 불확도는 약 6%로 확인되었다.

3.5 풍력블레이드 현장 시험 및 디자인 특허 출원
풍력블레이드의 정확한 성능 검증을 위해 실제 20kW 풍력 

블레이드를 제작하고, Fig. 16과 같이 현재 군산대학교 내에서 
현장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KA2가 적용된 풍력블레이드
는 그 특징을 활용하여 Fig. 17과 같이 풍력블레이드 디자인특
허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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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풍력블레이드 길이방향으로 코드길이와 익형 부탁각도가 설계됨
○ Lab scale 모델 제작과 풍동 실험을 통해 성능이 확인됨
○ 실제 고유익형 KA2가 적용된 20 급 소형 풍력 블레이드가 제작
되었으며, 성능 검증을 위해 현장시험이 진행되고 있음
○ 관련 연구를 통해 한국 풍력에너지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 풍력블레이드 설계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산업통상자원부의 녹
색기술로 인증 받음
○ 관련 풍력블레이드 형상이 디자인 특허로 등록됨

5. 후기

우연한 기회에 운이 좋아 제가 대표로 상을 수여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진행되어온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앞선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만들어준 선배들, 뒷받침해주는 후배들, 많은 도움을 주시는 
강기원 교수님과 김동현 교수님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지도교
수 이장호 교수님의 도움으로 일구어낸 성과이기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0 해외학술대회 및 학술행사 참관기

289

국제 로봇 올림픽 대회, Cybathlon 2020: Global Edition 1위 수상기
박경원 (KAIST 기계공학부)

1. 사이배슬론 대회 개요
사이배슬론(Cybathlon)은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

(cyborg)’ 와 경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애슬론(athlon)’의 합성
어로서, 로봇-장애인 융합 국제 올림픽을 말한다. 사이배슬론
은 웨어러블 로봇, 의수 등 다양한 생체 공학 보조장치를 착용하
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Fig 1].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urich)는 장애인을 위한 공학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16년 
본국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에만 25개국의 56개 팀이 
참가하여 500여개 이상의 기사와 상당 수의 과학 저널이 발행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이배슬론 2020은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
으나 COVID-19의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세계적으로 바
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스위스에서의 대회 개최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주최측과 참가팀들의 강한 의지로 사이배
슬론 2020은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대회 방식을 채택하
였다. 이를 위해 각 팀들은 각국에 경기장을 마련하였고, 주최
측은 공정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장 검사, 심판 및 
의료진 모집, 온라인 중계시스템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이
배슬론 2020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2. 사이배슬론 2020 웨어러블 로봇 종목 참가
2.1 사이배슬론 2020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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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카이스트 기계공학동에서 팀 엔젤로보틱스의 사
이배슬론 2020 웨어러블 로봇 경주 부문 참가를 알리는 출정식
이 개최되었다 [Fig 2]. 이번 대회 준비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로봇 개발 등 대회 
준비와 더불어 로봇의 성능평가, 보조효과의 임상평가 등 추후 
로봇의 상용화 및 보급을 위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왔다. 이를 
위해 로봇 하드웨어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담당의 ㈜엔젤로보
틱스,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 선수후보 모집 및 임상평가 
담당의 세브란스 재활병원, 재활공학연구소, 국립교통재활병
원, 로봇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관 디자인 및 인증준비 담당의 
선문대학교, ㈜에스톡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이뤄진 컨
소시엄이 구성되었다. 출정식에는 컨소시엄 총괄책임자 공경
철 교수, 각 기관 대표, 일곱 명의 선수후보자, 정양호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참가하
여 대회 우승의 의지를 다졌다.

2.2 사이배슬론 2020 웨어러블 로봇 경주 소개

웨어러블 로봇 종목의 경기는 위의 Fig 3과 같이 총 6개의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최 측에 의해 공지된 각 미션의 내용
과 이에 요구되는 기술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앉기/서기, 컵 정리 : 관절 구동범위, 관절 토크 세기, 구동 

안정성 (15점)

2) 지그재그 : 이동 속도, 정확한 발 디딤 (14점)

3) 험지 : 서로 다른 보폭의 조정, 정확한 빌 디딤 (16점)

4) 계단 오르내리기 : 관절 구동 범위, 관절 토크 세기(20점)

5) 옆경사 : 고관절과 발목 관절의 자유도, 보행 안정성 (18점)

6) 경사 오르내리기 : 제한된 공간 내 기둥, 발목 구동 범위 

(17점)

미션 별로 난이도에 따라 다른 점수가 배정되어 있고 경기 
중에는 총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미션 성공 시 부여된 점수
를 모두 획득하며 실패 시에는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세 번의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미션 
수행 속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나눈다. 이러한 규칙은 일상생활
의 다양한 환경에서 하지완전마비 장애인의 독립적인 로봇 사
용과 이동능력 개선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
다.
 
2.3 사이배슬론 2020 선수 선발전

사이배슬론 2020 웨어러블 로봇 경주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
하기 위해 세브란스재활병원, 재활공학연구소, 국립교통재활
병원은 각각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2016년 동종목 3위 
입상 경력의 김병욱 선수까지 총 일곱 명의 후보자들은 출정식 
이후로 로봇 개발과정에 맞춰 기초체력훈련 및 재활훈련을 진
행해왔고, 2019년 12월경부터 워크온슈트 4.0의 착용테스트와 
로봇 보행훈련을 시작했다. 사이배슬론 2020에 출전할 최고의 
선수 선발과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0년 2월 카이
스트 기계공학동에서 선수 발전이 개최되었다. 선수 선발전은 
앉기/서기 및 컵정리, 지그재그, 험지, 옆경사 네가지 미션에 
대해 대회 규칙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네 개의 
미션을 각각 2분 24초와 3분 25초에 수행한 김병욱 선수(엔젤
로보틱스)와 이주현 선수(이화여자대학교)가 선발되었다.
 
3.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 보조로봇 기술 개발
3.1 워크 온 슈트 4.0 개발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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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회 이후로 워크온슈트에는 디자인 개선, 고글 형태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30년 만에 다시 한국 평창에서 개최된 패럴림픽 착화식
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워크온슈트 2.0을 착용하고 성
화 봉송 첫 주자로 걸어 나오면서 워크온슈트는 다시 한번 전세
계에 공개되었다 [Fig 5]. 그러나 워크온슈트 2.0은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고, 여전히 실제 생활에서 사
용하기에는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이 남아있었다.

워크온슈트 4.0은 사이배슬론 2020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
었다. Fig 6에 나타나 있듯 워크온슈트 4.0은 하드웨어, 전자장
비, 제어 알고리즘 등 로봇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며, 워크온슈트 4.0은 대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전환 능
력, 계단과 경사로, 울퉁불퉁한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
동 능력, 전기 및 기계적 안전성 등을 갖추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보행 속도 확보, 기립 시 균형 유지 기능, 
장시간 착용 가능,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최적화 
동작 생성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워크온슈트 4.0이 나타
내는 우수성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요소들을 이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3.2 하드웨어 개발

워크온슈트 4.0의 뛰어난 성능은 구동부, 착용부 등 하드웨어
적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계단과 경사로 이동 등 동작을 
수행하고 빠른 보행 속도 확보를 위해서 로봇 구동부에 높은 
파워가 필요했다. 워크온슈트 4.0 이전 버전에서는 이러한 구동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모터를 하나의 감속 시스템
에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Fig 7].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모터가 고장 나더라도 구동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로봇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었으나, 구동
부의 부피대비 파워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워크온슈트 4.0에는 
하나의 대용량 모터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적용하였다 [Fig 
8]. 이로써 구동부는 이전과 동급의 파워출력 내지만 구동부의 
중량과 부피가 크게 감소하였고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감속기 치면 강도를 확보하여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했다.다. 
31:1의 감속비를 갖는 구동부는 로봇의 고관절과 슬관절에 적
용되어 약 120Nm의 최대 모멘트와 90RPM의 최대 회전속도를 
가지며, 이는 이전 버전에 비해 약 절반의 최대 모멘트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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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최대 회전속도에 해당한다. 빨라진 로봇관절 회전속도는 
착용자-로봇 시스템의 동적인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적인 움직임에 비해 작은 관절 모멘트만으로도 빠르고 효율
적인 동작이 가능했다.

또한 워크온슈트 4.0에는 Fig 9와 같이 이전에는 없던 발목관
절 구동기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발목관절 구동기에는 리드스
크류를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을 선형 운동으로 변화시켰으며, 
리드스크류 사용으로 증가된 기계적인 임피던스는 보행 등의 
동작에서 로봇 발목관절에 가해지는 매우 큰 모멘트를 견디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 발목 관절의 능동 구동으로 보행 시 발을 
이용한 추진, 발목각도 조절을 통한 사용자 몸체 각도 제어, 
다양한 지면환경에 대한 발목각도 변경 등이 가능해졌으며 이
로 인해 보행 안정성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발목관절의 능동 구동으로 착용
자는 크러치와 같은 보조장치 없이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해졌으
며, 기립 시 로봇 착용자의 자유로운 손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는 측면에서 사용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외에도 로봇의 장시간 착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로봇의 
착용부 제작에도 공을 들였다.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재활공학
연구소에서는 의지, 보조기 등에 사용되는 착용부 제작 노하우
를 활용하여 Fig 10과 같이 워크온슈트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착용자 맞춤형 착용부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착용부 
아래 피부에 욕창, 물집 등의 문제없이 로봇의 장시간 사용이 
가능했으며, 착용자와 로봇 간 일체감을 극대화고 로봇의 성능
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었다.

3.3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워크온슈트에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착용자가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조작부와 로봇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디스플
레이부로 나뉜다. 착용자의 로봇 조작은 모든 버전의 워크온슈
트에 동일하게 크러치 손잡이에 설치된 버튼을 이용하여 이뤄
진다. 사용자는 본인이 수행할 미션과 동작을 크러치 버튼을 
통해 지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버전에 따라 
가슴, 웨어러블 글래스 등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워크온슈
트 4.0에는 크러치에 설치되어 버튼 조작과 함께 로봇 상태를 
확인하기 쉽도록 적용되었다 [Fig 11].

워크온슈트 4.0에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가장 큰 특징
은 착용자 외 조작 및 확인이 가능한 백팩부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의사, 치료사, 보호자 등은 터치 디스플레
이를 이용하여 워크온슈트가 지원하는 동작별로 관련 파라미터
를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사는 Fig 12와 
같이 보행 시 보폭, 발 높이, 스윙 시간을 손쉽게 변경하여 착용
자의 상태 또는 로봇 훈련 단계에 따라 파라미터 변경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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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워크온슈트 4.0은 착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
한 오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로봇 구동과 연관이 
큰 구동부와 센서의 오류를 상시 감시하며, 오작동이 예측될 
시 즉시 로봇의 구동을 멈추고 경고음과 백팩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착용자와 치료사 등에게 오류 상황을 알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로봇 착용자의 동작 정보, 로봇의 오
류, 사용 시간, 걸음수 등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했다. 이는 착용자의 담당 의사나 치료사가 환자의 훈련 정도
를 파악하고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가 로봇의 동작을 업데이트하거나 로봇의 이상 유무를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Fig 13]. 위와 
같은 워크온슈트 4.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세브란스 재활병
원, 재활공학연구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많은 물리치료사들
과 선수 후보자들로부터 직관성을 인정받았으며, 상용화 관점
에서 로봇 사용성을 높게 평가받는데 기여했다.

3.4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워크온슈트의 하드웨어가 개선된 만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상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워크온슈트는 착용자가 지정
한 미션과 동작에 따라 로봇 관절이 미리 정해진 관절 궤적을 
잘 추종하도록 하는 되먹임 제어(feedback control) 방식을 사
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1)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수행 동작에 해당하는 관절 궤적을 정의하
고, 다음으로는 2) 이러한 관절궤적을 정밀하게 추종하게 하는 
제어기를 설립해야 한다.

Fig 14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사이배슬론 2020의 미션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성된 각 동작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발목 
관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로봇 시스템의 무게 중심 경로를 
원하는 대로 설계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용자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도에 비해 수행 속도가 현저히 증
가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도가 
높은 동작은 바로 평지보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웨어
러블 로봇은 비장애인의 다리에 비해 관절 자유도나 무게에서 
제한이 있고, 사용자 또한 크러치를 이용하는 특수한 보행을 
구사하기 때문에 워크온슈트만의 특별한 동작 생성 알고리즘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동적 무게 중심이 항상 전방으로 
향할 수 있도록 상체 기울임을 매개 변수로 삼아 보행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켰다[Fig 15-a]. 동시에, 무릎 굴곡으
로 인한 지면 충격 완화, 고관절을 이용한 속도 감속, 발목을 
이용한 무게 중심 이동 등 비장애인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동작의 효율적 특징을 로봇의 관절 궤적에 적절히 녹여냈다
[Fig 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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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은 워크온슈트의 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Gait 
pattern generation 부분에서 동작 별 관절 궤적이 계산되고, 
이어지는 회색 영역에서는 이러한 궤적을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한 외란관측자(disturbance observer)와 앞먹임 필터/되먹
임 제어(Feedforward filter/Feedback Control)가 융합된 제어
기가 활용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로봇에 가해지는 외력을 관
측하고 이를 되먹임하여 지면 충격, 착용자의 흔들림 등의 요소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수행 동작을 강인하고 정확하게 추종
해낸다.

이렇게 작성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제
공하였더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관절 궤적을 동일하
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착용자별로 동작 수행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는 착용자의 척수 손상 위치, 상지 근력, 
신장, 체중 등 신체 상태와 착용자 별 로봇에 대한 적응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착용자 별로 최적의 관절궤적을 제공하기 위해 Fig 

17와 같은 인간행동 반복 학습 알고리즘(Iterative learning of 
human behavior, ILHB)을 개발하였다. 인간행동 반복 학습 알
고리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관절궤적의 ‘적절성’을 판
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면 접촉 순간을 선택했다. 매 걸음마다 
정확한 순간에 로봇의 발이 지면과 접촉한다면 착용자에 가해
지는 지면 충격력이 감소하여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면 접촉 시간의 오차로부터 상체 기울임 각도를 역
으로 연산하는 모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해 사용자의 보행 
주기가 로봇이 의도한 보행 주기와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보행 
매개변수를 자동적으로 갱신했다[Fig 18].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거친 끝에, 워크온슈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행 속도
(0.843m/s)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4. 사이배슬론 2020 대회 및 결과
팀 엔젤로보틱스의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2020년 11월 13일 

오후 세시에 한국과학기술원 스포츠 콤플렉스 1층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시작되었다 [Fig 19]. 김병욱 선수와 이주현 선수
는 엔젤로보틱스1과 2팀으로 출전하여 각각 세 번씩 경기를 
진행하였고 경기 장면은 전문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최측
으로 송출되어 기록되었다. 두 선수 모두 세 번의 시도에서 만점
을 기록하며 경기를 무사히 마쳤고, 김병욱 선수는 세 번째 시도
에서 3분 47초에 여섯 개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이적인 기록
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현 선수는 경기 중 로봇
이 장애물에 끼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극복하고 
5분 51초에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팀 엔젤로보틱스는 미국, 스위스를 포함한 8개국의 
12명의 선수 중에서 1위와 3위를 석권하며 대한민국 로봇 기술
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Fi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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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배슬론이 남긴 것들...

사이배슬론 2020은 COVID-19로 인한 난항에도 불구하고, 주
최 측과 참가팀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펼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학 기술의 진보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그 수준을 전세계적으
로 알려낸 이번 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개최되었던 첫 대회와 비교했을 때 각 종목의 성적

에서 탁월한 발전이 있었고, 특히 웨어러블 로봇 경주 부문에서 
그 어느 팀보다 높은 기술의 발전을 이룩해낸 팀 엔젤로보틱스
의 기여는 상당하다.

팀 엔젤로보틱스는 출전 선수 단 한 명에 대해서만 최적화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총 6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 내용을 접목시키는 등 웨어
러블 로봇 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왔다. 실제로 로봇을 처음 사용하는 선수
가 세계대회에서 수상을 해낸 것은 본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의 
범용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또한, 본 글에서 소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
이스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함으로
써, 세계 1위의 장애인 보행 및 동작 수행 능력을 취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소식은 상당 수의 기사와 뉴스, 유튜브 영상으
로 알려져 대한민국 로봇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킨 좋은 
기회로 남았다.

이러한 순항에도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 및 일상생활 접목의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팀은 대
한민국의 로봇 기술이 더욱 더 많은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고, 
훗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
이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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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공학이야기6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와인 관련 가장 유명한 영화 대사는 바로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이지 않을까 한다.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남녀 주인
공이 샴페인을 마시기 직전 남주인공이 던지는 대사로, 원문은 
’here’s looking you kid’ 이다. 우수한 번역 사례로도 꼽히는 
이 대사는 현재에도 많은 예능 등에서 패러디 되고 있다.

그대의 눈동자에서 흐르는 눈물 대신, 와인의 눈물 (Tears 
of Wine)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와인의 눈물과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마랑고니 효과 (Marangoni effect)에 대하
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글라스에 와인을 담고 글라스를 원을 그리듯 돌린다. 이를 스
월링(Swirling) 이라고 하는데, 와인에 담긴 향을 발산시켜 코
에서 풍미를 잘 맡게 하기 위함이 1차 목적이다.

스월링 한 글라스를 유심히 보면, Figure 1과 같이 와인이 글
라스 안쪽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균일하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물을 똑 똑 흘리듯 떨어진다. 
이를 와인의 눈물, 혹은 와인의 다리(leg), 와인의 커튼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모든 와인에서 이러한 와인의 눈물이 보이는 것은 아

니며, 일부 와인에서 와인의 눈물 현상이 나타나며, 특정한 품
종, 지역 등의 와인에서 와인의 눈물 현상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와인의 눈물 현상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열역학
의 거장 켈빈(Kelvin)의 형인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 
1822-1892)이다. 제임스 톰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상이 공
존하는 삼중점(Triple Point)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며, 또한 
토크(Torque)를 제안한 사람이다.

영국인인 톰슨은 1855년 ’On certain curious motions 
observable on the surfaces of wine and other alcoholic 
liquours, Philosophical Magazine, 10 : 330-333 논문에서 ’흥
미로운 유체의 움직임’이라고 이 현상에 대해 표현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1855년은 프랑스가 세계 제 1회 만국박람회
를 파리에서 개최하면서, 당시 프랑스 및 영국에서 인기가 높은 
최고가 와인들이었던 보르도 지역의 61개의 와인들을 그랑 크
뤼 (Grand Cru, 매우 우수한 구역이라는 의미)로 지정하고 이
를 다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제 (Classe)로 분류한 역사
적인 해였다. 소비자들은 그랑 크뤼가 붙은 와인은 검증된 우수
한 품질의 와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또한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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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와인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랑크뤼 등급제는 보르
도 와인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유행이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
다.

1855년 당시 그랑 크뤼 로 지정된 61개의 보르도 와이너리는 
1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일한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의 와인 라벨에는 ’Grand Cru Classe en 1855’ (1855년에 정해
진 최고 와인 등급) 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아마도 제임스 톰슨도 보르도 와인을 즐기면서 이 현상을 발
견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한 것은 아닐까?
제임스 톰슨이 보르도 와인이 아니라 부르고뉴 와인을 즐겼다

면 이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와인의 눈물 현상은 1865년 이탈리아 Pavia 대학의 카를로 
마랑고니 (Carlo Marangoni)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물
리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그의 이름을 따서 마랑고니 효과
라고 부른다.

마랑고니 효과는 표면 장력(Surface Tension)의 변화
(gradient)에 따라 유체가 표면장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효과로 표면장력의 변화는 유체의 농도,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와인잔을 스월링하게 되면, Figure 3과 같이 글라스의 안쪽 
가장자리 벽면에 와인막이 얇게 형성된다. 와인은 물과 알코올
의 혼합물로 벽면에서 빠르게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농도 차이
에 의해 벽면에는 표면장력이 높아지게 되고, 와인잔의 중심부
는 표면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와인이 중앙부에서 
글라스 벽면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벽면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데, 이 후 중력에 의해 와인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 때도 
역시 표면장력에 의해 물방울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어 마치 
눈물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이다.

마랑고니 효과는 Figure 4와 같이 커피 얼룩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종이나 섬유에 묻은 커피가 바깥쪽부
터 증발하면서 표면장력의 차이에 의해 커피 방울 속의 유체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커피 방울에 포함
된 작은 커피 알갱이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뒤 물이 모두 증발하
고 남아, 커피 얼룩의 테두리 부분이 중앙 부위보다 진한 색을 
띄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랑고니가 학위를 받은 파비아 대학은 이태리 북부 밀라노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태리 북부는 ’이태리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롤로 (Barolo) 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파비
아 대학은 바롤로 와인이 생산되는 곳에서 차로 불과 1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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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톰슨과 마찬가지로 마랑고니 또한 해당 지역의 대표 
와인인 바롤로 와인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마랑고니가 이태리 
북부가 아니라 중부의 피렌체 등과 같은 곳에서 자랐다면 마랑
고니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제임스 톰슨의 보르도 와인과 같이 마랑고니의 바롤로 와인에

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 것인가?

마랑고니 효과에 의한 와인의 눈물은 모든 와인에서 잘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 증발에 따른 농도 차이에 의한 표면 
장력 차이에 의해 나타나므로, 충분한 농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에서 이 효과가 잘 나타난다.
상온의 일반적인 와인글라스에서 와인의 눈물을 잘 관찰하려

면, 알코올 도수 14 %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5 % 와인에
서도 관찰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4 %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보통의 화이트 와인은 11-13 % 수준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
며, 가벼운 레드 와인은 12-13 % 수준, 중간 정도의 레드 와인
은 13-13.5 % 수준, 무거운 레드 와인은 14-15 % 수준의 
알코올 도수를 보인다.

와인의 알코올 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포도의 품종’, 
’재배지의 기후’, ’와인의 양조법’ 등이 있는데, 포도의 품종 영
향이 가장 크며 뚜렷하다. 포도 품종마다 수확할 때 포도가 가지
는 당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의 당도(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발효가 끝났을 때 알코
올 도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품종인 카베르네소비뇽 (Cabernet Sauvignon)으로 
만든 와인은 13.5 ~ 14.5 %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보인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은 탄닌도 높아 입안에서 무거운 
바디감을 보인다.

한편, 피노누아 (Pinot Noir) 품종은 주로 12 ~ 13.5 % 정도
의 알코올 도수를 보이는데, 입안에서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

이 드는 바디감을 보인다. 물론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 양
조법 등에 따라서 기술한 범위의 알코올 도수를 넘어서는 와인
도 존재한다.

위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필자가 거론한 제임스 톰슨의 보
르도 와인은 카베르네소비뇽 위주로 만들며 13.5 ~ 14 % 수준
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다. 또한 마랑고니의 바롤로 와인은 네비
올로 (Nebbiolo) 라는 품종의 포도로 만들며 14 ~ 14.5 % 수준
의 알코올 도수를 보통 가진다.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 와인
을 즐겼기 때문에 와인의 눈물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고 결국 
이러한 마랑고니 효과에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했던 것은 아닐
까?

만약 제임스 톰슨이 피노누아 포도로 만드는 부르고뉴 와인 
(주로 12 ~ 13.5 %)을 즐겼다면, 마랑고니가 산지오베제 포도
로 만드는 토스카나 와인 (주로 13 ~ 13.5 %)을 즐겼다면 마랑
고니 효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은 효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부르고뉴, 토스카나 와인
에서도 14 % 넘는 와인들이 존재한다. 또한 점점 사람들이 높
은 도수의 풀바디 스타일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다.)

와인의 눈물은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잘 나타난다. 따라서 와
인의 눈물이 가장 잘 보이는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가장 높은 
와인이다. 이를 이용하여 전문 소믈리에들은 블라인드 테이스
팅 (Blind Tasting)에서 와인을 마시지 않고도 빛깔, 와인의 
눈물등을 보고서 특정 품종들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도의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와인이란, 포도가 
가진 당분, 즉 포도당이 모두 알코올로 변환된 와인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은 즉, 포도가 가진 당분의 농도가 
높은 와인인데, 포도 품종 중에서는 호주의 쉬라즈 (Shiraz) 
품종이 당분의 함량이 높아 고 알코올 도수의 와인이 생산된다. 
호주 쉬라즈 와인들은 주로 14-15 %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보이며 최근에는 16 % 와인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남미에서 재배하는 카베르네소비뇽은 일반



생활 속의 공학 이야기

299

적으로 프랑스의 카베르네소비뇽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데, 이는 연중 햇빛을 많이 받는 기후로 인해 포도에 많은 당분
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카베르네소비뇽 와인에서도 15 
%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 와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 열매의 개수를 극소로 줄여, 
매우 응축된 포도를 수확하여 만든 극소량의 와인을 컬트 
(cult) 와인 혹은 가라지 (garage, 개인 차고에서 극소량만 수작
업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와인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와인들도 
같은 품종의 타 일반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다.

포도 자체의 발효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알코올 도수는 현재 
16 % 정도이며, 더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 와인은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데, 대표적인 와인이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
다.
포트 와인은 포도의 발효 과정 중에 35 ~ 60 % 정도의 고 

알코올 도수를 가진 증류주 계열의 브랜디를 첨가하여, 발효 
중인 효모의 활동을 중지시켜 19 ~ 20 %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면서, 발효가 중지되어 포도의 잔여 당분이 남아있어 단
맛이 나는 와인을 말한다.

이를 주정 강화 (Portified) 와인이라고 하며, 포르투갈의 포
트 와인이 가장 유명하며, 스페인의 셰리, 프랑스의 뱅 뒤 나뛰
렐(VDN) 등 다양한 주정 강화 와인들이 있다. 주정 강화 와인
들은 단 맛이 나기 때문에 보통 디저트 와인으로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와인 중에서 이러한 주정 강화 와인들의 알코올 도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와인의 눈물은 주정 강화 와인에서 가장 잘 보인다
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와인의 눈물에 담겨져 있는 유체역학적 현상-마랑
고니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이야기는 
이공계 사람들과 와인을 마실 때에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랑고니 효과’ 보다는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가 더 낫지 않

을까?

기계공학, 특히 열유체분야에서 다루는 많은 시스템들은 압력
이 작용하는 시스템이 많다.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가전 제품
뿐만 아니라 발전소, 자동차/비행기 엔진 등과 같은 시스템들이 
그러하다.
압력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와인은 바로 샴페인(Champagne) 

이다. 와인 속의 공학 이야기 칼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
공인 샴페인은 타 와인들과 다르게 탄산, 즉 이산화탄소가 용해
되어 있는 액체로, 현재의 모습을 가지기 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발전해 온 와인계의 공학적(?)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먼저 쉽게 떠올리는 파리바**에서 판매하는 샴페
인은 샴페인이 아니라 단순한 스파클링 음료이며, 샴페인이라
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와인은 오로지 프랑스 샴페인(상파뉴, 
Champagne) 지역에서 샴페인 방식으로만 만든 스파클링(버블
이 있는, sparkling) 와인뿐이다.

그리고 이 샴페인의 내부 압력은 무려 6기압이다.
일반 승용차 타이어 압력이 보통 2.5기압 정도되는 것을 생각

해보면 놀라운 압력이며, 그 압력을 버티고 있는 유리병과 샴페
인 코르크, 그리고 코르크를 감싸고 있는 철사로 된 이름 모를 
그것(뮤즐렛 muselet 이라고 한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샴페인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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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 중 가장 유명한 샴페인은 돔 페리뇽(Dom Perignon) 
으로 샴페인을 ’발명’한 수도사(Dom) 이름(Perignon)을 딴 샴
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돔 페리뇽이 
샴페인을 발명했다 라기 보다는, ’샴페인 지역에서 샴페인 만드
는 방법을 정립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상파뉴 지역의 오빌레(Hautvillers)라는 작은 마을의 수도사
였던 페리뇽(1639년 출생)은 미사에 필요한 와인을 관리하는 
사람(셀러 마스터cellar master, 1668년부터)이었는데 유럽에
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전
문 양조자 역할을 같이 했다.

돔 페리뇽은 봄만 되면 와인셀러에서 와인 병이 터져 깨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 와인 병이 왜 깨지는지, 깨지지 않게 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상파뉴 지역은 프랑스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가장 북쪽의 내륙
지역으로, 서늘한 기후로 인해 포도가 천천히 익는다. 이에 수
확이 늦어지며, 온도 조절장치가 없던 시절이라 자연스럽게 추
운 시기에 발효가 진행되었으며, 낮은 온도에서는 효모가 활동
을 중지하게 되어 와인에 잔여 당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병에 
들어있던 와인이 봄철이 되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 효모가 
다시 당분을 발효하기 시작하여 내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잔당이 있는 스틸 와인을 병입하고, 

병 내부에서 두 번째 발효(2nd Fermentation)가 진행되어 병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이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원리
였던 것이다. 이를 돔 페리뇽이 발견하였다고 한다.

샴페인의 내부 압력은 6기압 정도로, 결국 샴페인 병은 압력 
용기가 되고, 코르크가 Seal이 되는데, 당시 기존의 일반 유리병
과 일반 나무 마개는 샴페인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에 
돔 페리뇽이 두꺼운 유리병을 사용하고, 코르크 마개를 도입하
고 이에 적합한 압력의 탄산이 생기도록 와인 제조법을 정립했
다. 오빌레 수도원에서 돔 페리뇽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코르크 
마개를 발명한 것으로 기록하여 이 또한 샴페인의 상식으로 
널리 퍼졌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는 영국에서 넘어온 기술
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출처: Peter Liem, Champagne, Ten 
speed press, 2017)

이 당시 프랑스에서는 wood-fired 연소 기술로 일반 유리 
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영국에서 이미 coal-fired 기술로 강
한 유리 병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돔 페리뇽은 샴페인 포도 생산 및 샴페인 제조법을 
정립한 것은 맞으나(TRL을 체계적으로 높였다) 최초로 발견/
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세 의견이며, 실제로 영국에서 
돔 페리뇽 출생 이전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와인을 2차 발효하
여 스파클링 형태로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샴페인 상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은 바로 6기압을 
견딜 수 있는 압력 용기 기술과 압력 용기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밀봉 기술이었던 것이다. 가정용 LPG 탱크의 충전 압력
이 7-9 기압 정도인 것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샴페인 병의 
내압 능력은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느껴진다.

구조 역학의 내부 압력을 받는 압력 용기의 스트레스 계산 
예제를 떠올려보자. 원형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용기가 사
각형 단면의 용기보다 내압에 유리하며, 제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압력 용기 및 파이프 등은 
모두 실린더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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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병뿐만 아니라 샴페인 병은 실린더 형태의 구조에 특히 
바닥에 오목하게 패인 펀트(Punt)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내압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치형의 다리, 터널
의 모양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펀트 형태는 레드 와인
이 숙성되면서 내부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병 가장자리로 가라
앉혀 와인을 따를 때 침전물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나 샴페인 병은 일반 스틸 와인 병 보다 병 두께가 더 

두꺼우며, 펀트도 더 깊다. 모두 내부 압력을 견디기 위한 방법
들이다.

샴페인의 높은 내부 압력을 이용하여 샴페인 병 목을 칼로 
내리쳐셔 병 목만 부수어 샴페인 병을 오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사브라주 (Sabrage)라고 한다.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샴페
인 병을 이렇게 따서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말을 탄 상태에서 
뮤즐렛 풀고, 코르크 돌려서 오픈하는 모습이 이상하기는 하다.

샴페인 사브라주는 유튜브의 많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브라주 전용 칼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브라주
는 내부 압력이 높은 샴페인에서만 수월하게 가능하며, 제조법
의 차이로 인해 약한 탄산만 있어 내부 압력이 2.5기압 이하로 
샴페인의 6기압만큼 높지 않은 이탈리아의 프로세코, 모스카토 
다스티 등의 와인 병은 사브라주가 잘 되지 않는다.

돔 페리뇽이 봄철 내부에서 생성되는 탄산에 따른 내부 압력
의 증가로 유리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두꺼운 병을 사용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기계 시스템들이 
생산되기 시작한 1800년대 1900년대 초기 보일러 폭발에 의한 
희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 기계학회(ASME)에서는 
압력 용기의 표준적인 규정집을 1914년에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BPVC))이다. 전세계적으로 표준적
으로 쓰이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아스메 코드라고 많이 
부르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는 총 12개의 섹션(section)으로 나
누어져 있으며, 섹션 1에서는 동력 보일러, 섹션 3은 원자력, 
섹션 8은 압력용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섹션 8의 압력용기는 다시 세부적으로 디비전(division) 
1,2,3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상용화된 압력 용기는 
디비전 1에 해당하며, 특수 목적의 초고압용기는 디비전 3에서 
다루고 있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압력 용기를 만들 때 결국 
용기의 두께를 얼마로 해야하는지가 핵심이며, 다양한 형상, 
노즐의 유무 및 위치, 용접 등에 대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표나 그래프에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학적 계산과 
경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조건 두껍게 압력 용기를 만들면 안전 하겠으나, 공학적 관
점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효율적
인 압력 용기의 적절한 두께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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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내부 압력뿐만 아니라 진공 용기에서는 대기압의 외압을 
받으므로, 이러한 외압을 받는 용기에 대한 설계 표준들도 정립
되어 있으며, 실제 용기 제작 후 내압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표준들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ASME 압력 용기 
코드에 대한 내용은 대한기계학회에서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자들은 교육 수강을 통해 코드에 대한 이해
가 가능하다.

또한 요소 기기들을 연결하는 파이프의 경우에는 ASME B31 
코드에 안전을 위해서 해당 압력, 온도, 재질의 파이프에서 적
정 두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자도 ASME 압력용기 코드 및 파이핑 B31.1 코드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에 샴페인 병 설계가 가능한 수준이라
고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번 칼럼에서는 샴페인의 상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와인 

병 기술의 발전과 현대의 내압 용기 관련 코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해보았으며, 다음 편에서는 두번째 중요한 역할을 한 
코르크와 현대의 밀봉 기술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지난 칼럼에 이어 샴페인 상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 
중 하나인 압력 용기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밀봉 기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와인 병의 마개는 코르크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소주 병마개처럼 스크류 캡으로 출시되는 와인도 자주 
보인다. (뉴질랜드 와인의 93%, 호주 와인의 75%는 스크류 
캡 사용, 출처: 와인 바이블) 코르크는 현재와 같은 스크류 캡이 
개발되기 전부터 사용되던 전통적인 와인 밀봉(seal) 기술이
며, 이에 ‘코르크로 되어있는 와인이 정통 유럽 와인이며, 코르
크가 아닌 스크류 캡으로 된 와인은 저렴한 와인이다’라는 편견
도 생기게 되었다. ‘스크류 캡 와인은 저렴한 와인이다’ 보다는, 
‘저렴한 와인에서 스크류 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가 적절하
다로 정리할 수 있다.
코르크는 일종의 탄성을 가진 다공성 물질(Porous Medium)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인을 병입하고 코르크를 압축하여 입구
를 막는 방식이다. 이에 코르크 자체에 Permeability가 존재하
여, 와인 병과 외기 사이에 매우 미세한 산소 이동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와인이 병입된 상태에서 천천히 숙성이 된다는 와인
계의 상식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설명에 따르면, 압축된 코
르크에서의 산소 투과성은 매우 낮으며, 와인을 병입 할 때 와인 
속에 녹아있는 산소, 병입 후 남아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산소, 
그리고 Figure1과 같이 코르크 구조 내부 미세한 pore 구조에 
남아있던 산소에 의해 숙성이 진행된다는 결과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와인 모임에서 늘 등장하는 주제이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코르크가 말라 수축하게 되면 코르크와 
병 입구 사이에 공간이 생겨 외기의 유입이 확실히 생기기 때문
에 와인이 쉽게 산화되어 버려 식초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이
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지하 까브(저장고)와 같이 저온 다습
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렇지 못한 공간에 보관할 
때는 와인을 눕혀 놓아 코르크가 항상 와인에 젖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다.

기포가 없는 스틸(Still) 와인과 달리, 샴페인은 내부 압력이 
6기압 수준으로, 이러한 압력을 버티면서 밀봉을 할 수 있는 
코르크는 더 강하게 압축된 코르크를 사용한다. 지난 칼럼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돔 페리뇽이 샴페인을 발견할 당시 널리 사용
되었던 일반 나무 마개는 샴페인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였고, 
탄성이 있는 코르크를 압축해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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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을 병입 할 수 있게 되면서 버블이 있는 샴페인의 상업화
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와인을 오픈한 뒤 남은 와인을 보관하기 위해, 뽑은 

코르크로 다시 병 입구를 막을 수 있는데 (이 때 코르크를 원래 
꽂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 더 잘들어간다) 샴페인 
코르크는 한 번 병에서 분리 되면 사람 손의 힘으로는 다시 
밀어 넣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샴페인에는 Figure 2와 같이 
다른 와인과 다르게 코르크 위쪽에 철제 캡과 철사로 다시 한 
번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뮤즐렛(Muselet) 이라고 한다.

뮤즐렛은 1798년 샴페인 하우스 ‘Jacquesson 자크쏭’에서 개
발하였는데, 철제 원형 판을 코르크 상부에 대고 병 목 하단에 
철사를 꼬아 마무리를 하였으며, 이 철사는 360도로 3바퀴로 
꼬아져 있어, 손으로 풀 때 180도씩 6번 돌리면 풀리게 되어 
있다. 샴페인 압력이 6기압인데, 6번 돌리면 된다니! 이는 아무
런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과거로부터 경험적으로 이어져 온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뮤즐렛의 상부에는 샴페인 
하우스의 이미지나 상표 등을 포함하여 각기 개성 있게 디자인 
되어 있어, 이 뮤즐렛들을 수집하는 애호가들도 많이 있다.

압력을 견디는 금속 압력 용기를 밀봉하는 최고의 방법은 용
접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부위가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부위에서 내부 유체의 누설(Leakage)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봉을 해야 한다.
샴페인의 코르크와 같이 탄성이 있는 물체를 압축하여 조립을 

한 뒤, 압축된 탄성체가 팽창하면서 내부 간극을 메워 내부 유체
의 누설을 막는 것이 seal의 기본 원리이다.

일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무 오링 (O-Ring)
과 같은 탄성체를 조립부에 삽입하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가스켓 (Gasket) 
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기계 장치에서 조립되는 부위에 가스켓을 사용하고 있으

며, 너트 결합부에 사용하는 가스켓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배관과 플랜지 결합으로 조립부가 구성되며, 작동 
조건과 플랜지의 타입에 맞게 적절한 개스킷의 타입을 결정해
야 한다.

또한 소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탄성을 가지는 온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작동 온도 조건에 맞는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무 재질은 보통 120-130℃ 정도, 테프론 계열은 26
0℃ 정도까지 사용한다. 허용 온도 범위에 벗어난 가스켓을 사
용하게 되면, 재질의 탄성이 달라져 목표한 기밀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다. 더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는 Graphite나 금속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재질을 사용한 경우, 고온의 
작동 온도 영역 이외의 상온 상태에서는 기밀 유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존재한다.

우주 탐사 역사상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1986년 우주왕
복선 챌린저 호의 공중 폭발 사고는 로켓 부스터의 고무 오링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챌린저 호에 사용된 오링은 화씨 65℉
(18.5℃) 이하에서 급격히 탄성력을 잃는 소재였는데, 발사 당
일 이상 한파로 인해 발사 지역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16도나 
낮은 -1.1℃ 이었다고 한다. 또한 화재 감지 시스템 문제 보완
으로 발사대에서 2시간 가량 낮은 기온에 노출되어 있어 발사 
직전 고무 오링의 온도가 낮아져 탄성력이 설계 값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점화가 시작되면서 부스터 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오링이 파손, 이 부위를 통해 내부 가스가 분출되
면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pace_Shuttle_Challenger_dis

https://en.wikipedia.org/wiki/Space_Shuttle_Challenger_disaster#O-ring_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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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O-ring_concerns)

이와 같이 작은 부품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가스켓이 오히려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밀봉 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에너지 환경 관련 기계들에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점점 고온화, 고압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밀봉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밀봉 기술이 새로운 에너지 기계 
개발에 Bottleneck 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움직이는 물체에서 유체의 누설을 막는 밀봉 기술은 매
우 어려운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내연 기관 자동차
에서 엔진 오일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엔진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며, 이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엔진 오일을 사용하게 된다.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움직인다
는 것은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이 간극을 통해 필연적으로 누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엔진 피스톤에는 압력링, 오일링의 피스톤 링이 
장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진 블록의 
잦은 온도 변화에 따른 링의 변형, 링의 마모 등의 원인으로 
엔진 오일이 엔진 연소실 내부로 더 많이 누설되게 되는데, 이에 
엔진 오일량이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엔진 내부에서 오일이 
연소되면서 흰 연기가 배기구로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발전사이클, 히트펌프 사이클 등 에너지 분야 열동력 사이클
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기기는 압축기와 터빈이다. 중소형 시스
템에서는 자동차 내연기관과 같이 왕복동식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용급 대형 발전소에서는 모두 회전체 방식의 

압축기와 터빈을 사용한다.

작동 유체를 고압으로 압축하거나(압축기), 고온 고압의 작동 
유체를 팽창시켜 동력을 얻는 기기(터빈)에서 다양한 공학적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밀봉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점점 더 고온 고압의 작동 환경에
서 회전하는 물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간극을 통한 누설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 기기의 성능, 안전, 시스템 
구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속 회전체의 누설을 막는 밀봉 기술로는 크게 라비린스씰, 

카본플로팅링씰, DGS로 살펴볼 수 있다.

Figure 5의 그림과 같이 회전하는 축계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막기 위하여 작은 톱니처럼 생긴 형상을 가공하여, 내부의 유체
가 이 좁은 영역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떨어뜨려 누설량을 줄이
는 방식을 라비린스 씰이라고 한다. 라비린스 씰은 구조가 간단
하고 별도의 구동부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나 누설량이 높은 
단점(10~20%)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igure 6과 같이 0.01mm수
준의 매우 작은 간극을 가지는 링을 축에 설치하여 좁은 간극으
로의 작동 유체 누설을 줄이고, 추가적인 링을 설치한 뒤 중앙으

https://en.wikipedia.org/wiki/Space_Shuttle_Challenger_disaster#O-ring_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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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소와 같은 안전한 가스를 주입하여 축계 외부로의 누설을 
막는 밀봉 기술이 존재한다. Carbon 재질의 ring 형상으로 제작
되며 작동 조건에 따라 4rings 5rings 등으로 링의 개수로 누설
량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라비린스 씰보다 기밀 성능이 우수하
나 (2~3%), 여전히 누설이 존재하며 가격이 라비린스 씰 보다 
높아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상용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회전체 밀봉 기술은 
DGS(Dry Gas Seal) 기술이다. 원리는 Figure 7과 같이 고정부
(Stationary)와 회전부(Rotating) 사이의 Seal face에 특정 형
상의 groove를 가공하여, 회전 시에 seal face에서 
hydrodynamic pressure가 발생하여 두 면이 벌어지게 되어 매
우 좁은 간극이 형성되고 이 면을 통해서 내부 유체의 압력이 
대기압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누설량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기기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간극이 필요하며, 이 
간극을 회전에 의한 압력장, 회전부 후면에 위치한 스프링의 
탄성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인데,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일부 선진 기업들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다. Seal face에는 
액체 상태의 유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유체가 존재해야 적절
한 압력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Dry Gas Seal 이라는 이름이 붙
게 되었다. DGS는 고속, 고압 회전체에 모두 사용가능하면서 
누설량은 0.1% 이내로 성능이 가장 우수하나 역시 고가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더 낮은 누설량을 위해서는 DGS를 연속적으
로 설치하는 텐덤 DGS 방식을 사용한다.

필자의 주 연구분야는 (와인이 아니라)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로, 고온 고압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여 터빈을 구동하는 미래형 신발전기술이다. 고효율화, 
소형화, 저비용화, 모듈화, 신재생에너지원과 연계가 가능한 발
전 기술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발전 기술 대비 고압, 소형, 고압의 영역에서 압축기와 
터빈과 같은 터보 기기를 개발 해야하는 기술적 난제가 존재한
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누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밀봉 기술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분야로, 초임계 이산
화탄소용 터보기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와인의 호일을 벗기고 코르크를 보면 가끔 코르크 윗부분까지 
와인이 넘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코르크를 와인 오프너로 
빼 보면 코르크가 와인과 닿아있는 아래부터 위쪽까지 모두 
와인으로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은 윗면은 정상인데, 
중간 위치 정도까지 와인이 올라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내부의 와인이 코르크를 통해 누설된 경우로, 그 원인은 
수입 과정이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와인이 높은 온도에서 보관
되었기 때문이다. 와인은 물과 알코올의 혼합물로 28℃ 정도의 
온도에 노출되면 열화가 시작되고, 30℃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
면 내부의 알코올이 기화하여 팽창하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져 
코르크를 타고 와인이 외부로 누설되게 된다. 보통 이를 ‘와인
이 끓었다’라고 표현한다.

코르크의 중간까지 젖어 있으면 열에 충격을 어느 정도 받은 
수준이며, 완전히 외부로 끓어 넘쳤다면 이 와인은 완전히 열화 
및 산화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은 와인이다. 끓은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와인의 맛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와인이 이미 손상된 상태로, 마셔보면 과일 맛이 거의 
나지 않고 밋밋한 느낌만 난다. (저가 와인에서 원래 와인이 
밋밋한 것은 제외)

따라서 와인을 오픈 했을 때 코르크가 많이 와인에 젖어 있다
면, 한 잔 시음해보고 상태를 확인한 뒤, 와인을 버리지 말고 
와인을 그대로 둔 채로 코르크를 다시 막고, 구매처로 전화 혹은 
방문하여 와인 상태를 설명 혹은 보여주면 대부분 환불이 나 
해당 샵 포인트로 적립 가능하다. (구매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온도가 30℃ 
이상 올라 와인이 끓어 내부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강한 코르크
를 사용하여 코르크나 외부에 아무런 흔적이 남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와인이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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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매해 수확하는 포도로 만드는 식품이며, 필연적으로 
‘저장’의 단계를 거치고 시장에 출시되며, 시장에 출시되고서도 
와인 수입사, 와인 샵뿐 만 아니라 와인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도 와인 셀러에 와인을 ‘저장’하고 있다.

와인의 저장이 필요한 이유와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에
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이슈를 연관 지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매해 가을에 포도가 익으면 포도를 수확하는 일꾼들의 움직임
이 바빠진다. 최적의 수확기에 빠르게 포도를 수확해야 최상의 
포도 상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확한 포도는 발효조에서 
효모의 발효 반응에 의해 와인으로 변화하고,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숙성 뒤 병에 담아 또다시 일정 기간 뒤 숙성 후 시장에 
출시된다.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저장하는 곳을 꺄브(Cave)라
고 하며, 이는 동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항상 적정한 온도
(12~13℃)와 습도(50% 이상)가 유지되는 지하 동굴이 와인 
저장에 최적의 장소이다.

와인의 양조 과정, 즉 발효 및 오크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와인
의 맛이 완성되며, 그 풍미를 풍성하게 할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김치처럼),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클라쎄에 해당하
는 고급 와인의 경우 와인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와인을 개인 냉장
고에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품’을 우리는 지금 사고 있는 것일까?

이는 와인마다 각자가 가진 최고의 풍미를 나타내는 데 걸리
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데일리로 가볍게 마시는 와인들은 
긴 숙성이 필요 없으며, 오히려 길게 숙성할 경우 와인이 산화되
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가의 와인들은 대부분 장기 숙성형
들이며, 복합적인 풍미가 모두 표현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이상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어떠한 생산지역, 생산자들
은 본인들의 와인이 충분한 풍미를 발현할 때까지 와이너리에
서 숙성을 진행한 뒤 시장에 내놓기도 하나, 대부분의 와인들은 
최소한의 숙성 규정을 지키거나 혹은 최소한의 품질이 확보된 
후 시장에 출시하여 수익을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다음 포도 
재배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Figure 2에 숙성 시간에 따른 와인 캐릭터의 변화를 그려보았

다. 와인은 보통 과일 계열의 1차 아로마와 숙성에 따른 오크 
향 등의 2차 부케로 나누어 그 향에 대해 평가하는데, 1차 아로
마와 2차 부케는 시간에 따른 캐릭터 변화에 시간차가 존재한
다. 와인을 갓 양조했을때는 과일 향들이 지배적이며, 숙성이 
진행될수록 과일 향과 함께 나무, 땅, 향신료, 꽃향기 등등 다양
한 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2가지의 요소가 모두 잘 나타날 
때 우리는 와인이 시음 적기 (Peak)에 있다고 하며, 그 전을 
어리다(Young), 그 후를 숙성되었다 (Aged),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러 과일 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와인을 죽었다(Dead)고 
표현한다.

시음 적기가 오는 타이밍은 포도의 품종, 생산 지역, 생산자, 
양조법 등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향성은 있으나 정확한 법칙
이나 공식은 없다.
와인의 장기 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탄닌(Tannin)의 양, 

포도의 응축도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벌크(bulk) 
하게 재배한 포도로 만든 저렴한 와인들은 시음 적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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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오며, 그 와인의 캐릭터 자체가 풍부하지 않다. 이러한 
와인은 생산하자마자 바로 시장에 풀리며, 대부분 바로바로 마
셔야 하는 와인들이 대부분이다. 고급 와인들은 포도의 재배에
서부터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좋은 땅, 기후(떼루아)에서 많은 
관리를 받으며 잘 자란 포도나무에서 소수의 포도송이만을 남
겨, 성분이 농축된 포도를 사용한다. 양조 및 숙성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이에 고가 와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와인은 풍미가 모두 발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시음 적기가 몇 년 이후, 몇십 년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
장기 숙성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탄닌, 산도가 어느 정도 확보

가 되어야 하며, 카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대표적인 품종은 탄닌
의 함량이 높아 보통 오래 숙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시 저가형으로 벌크 하게 만든 몇천 원짜리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또한 빈티지(Vintage, 포도 수확 연도)의 영향도 존재하는데, 
동일한 와인이라도 빈티지가 다르면 와인의 탄닌, 산도, 당도, 
알코올 등의 캐릭터가 달라지게 때문이다. 기후의 변화가 매해 
불규칙한 프랑스, 이태리 등의 구대륙 와인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며, 매해 기후가 규칙적인 미국, 칠레, 호주 등에서는 
빈티지의 영향이 적은 편이다.

와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늘게 되면, 와인의 종류/생산지/생
산자/빈티지 정보에 따라 와인의 캐릭터를 이해하게 되고, 이에 
시음 적기를 대략 예상할 수 있으나, 와린이 시절에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할 수가 없다. 가장 알아보기 쉬운 인자는 바로 와인의 
가격으로, 대략 마트 할인 가격 기준으로 1만 원 와인은 1년 
안에, 5만 원 와인은 5년 안에, 10만 원 와인은 10년 안에 마시
는 것이 좋다고 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물론 2-3만 원대 
와인도 10년 숙성을 버티는 와인도 있으며, 10만 원 와인도 
1년 안에 마셔도 되나, 대략적인 경향이 이렇다고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탈리아 와인 중 BDM, Brunello di Montalcino 라는 최고급 
와인의 경우, 와인 생산 규정 상 최소 5년의 숙성을 거치고 시장
에 출시하게 되어 있다. BDM이라는 와인을 제대로 즐기기 위
해서는 최소 5년간 긴 숙성을 진행한 뒤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태리 와인의 약속인 것이다. 샴페인의 경우, 가장 엔
트리급인 NV(Non-vintage) 샴페인은 최소 15개월 이상 숙성

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탑 샴페인 하우스에서는 NV 샴
페인도 고품질 확보를 위해 3년은 숙성시킨 뒤 시장에 출시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인들을 개인 셀러에서 
더 숙성한 뒤 (셀러링이라고 표현) 마셨을 때 더 큰 감동이 
오는 것은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진리이다.

이에 와인 애호가들은 시음 적기에 와인을 즐기기 위해 개인 
셀러를 구비해두고, 구매한 와인을 저장하고 있으며, 본인의 
자녀가 태어난 해의 와인(탄생빈)을 사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
을 때 성년을 축하하며 함께 마실 와인을 셀러링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당연히 20년이 지났을 때 마실 와인이라면, 할인
가 기준 20만원 이상의 와인을 구매해야 한다.

대부분의 와인은 어린 상태에서 출시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어린 와인을 마시고 있으며, 시음 적기의 와인을 마시
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 혹은, 시음 적기의 와인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레스토랑에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일부 
와인 수입사, 와인샵에서 와인을 오래 보관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바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와인의 가진 캐릭터의 시간 흐름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와인의 시간 흐름의 차이, 즉, 시음 적기에 마시
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매해 와인을 팔아야 하는 와이너
리의 공급 불일치로 인해, 와인의 저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와인 판매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다. 아직 
와인은 사치품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평소에는 
와인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와인은 온라
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와인 가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
로 인해 판매자에게 유리한 가격 구조로 되어있어 와인 샵 매니
저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백화
점 와인 샵이 심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와인샵, 대형 와인 샵 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대규모 와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평소 판매가격보
다 와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비 할인 기간과 동일한 와인이
다) 와인 애호가들은 이때를 노리는데,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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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인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와인 셀러에서 와인을 보관하고, 
와인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기 적절한 와인을 꺼내어 마신다.
와인이라는 상품 자체의 본질이 바로 사서 마시는 On demand

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필요할 
때 꺼내 마시는 개념이 형성된다. (물론 마트에서 장 보면서 
함께 마실 와인을 바로 사서 마시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대부분
의 와인 애호가들이라면 와인 셀러를 구비하고, 가격이 저렴한 
와인 할인 행사에 와인을 사서 보관하고 시음 적기에 마시고자 
한다.)

와인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저장 특성과 유사하게 에너지에서
도 이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원
들의 증가에 따라 에너지 저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원은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태양이 떠 있을 때, 바람이 
적절히 불 때만 전력이 생산된다는 간헐적 특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자는 태양이 없을 때도, 바람이 불지 않
을 때도 조명을 켜고, 냉장고를 가동하고, 전기자동차를 충전해
야 한다. 또한 전력 수요에 비해 많은 양의 전력이 생길 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전력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이미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생산된 전력이 필요한 전력보다 많아 전기
를 버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간헐적 재생에너지의 특징으로 인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기술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기술이 된다. 가장 보편적인 ESS 장치는 전기화학적 
배터리이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가 ESS의 일
종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체 전력량의 2~3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기존의 배터리 ESS 장치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생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30~35%가 목표, 2019.06)

전기화학적 배터리는 반응이 빠르며, 효율이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대용량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다양한 연구자들
은 기계적힘 이용, 열이용, 열화학 이용, 다른 방식의 전기 화학 
이용 등의 새로운 대용량 ESS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대규모 전력을 열로 저장한 뒤, 발전 사이클을 활용하

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인 카르노 배터리(Carnot Battery)
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이 외에도 플로우 배터리,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공기 액화 에너지 저장, Power-to-Gas (P2G) 
등이 대안 기술로 연구되고 있는데, 와인의 저장과 유사한 그림
을 가지는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하 동굴에 와인을 저장하듯이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 혹은 
저렴한 가격의 전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하여 땅속에 저장
한 뒤, 전력이 필요할 때 혹은 전력이 비쌀 때 압축된 공기를 
팽창 시켜 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얻는 방식의 에너지 저장 
기술이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기술(CAE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이며 Figure 4에 기본 개념이 나타나 있다.



생활 속의 공학 이야기

309

CAES기술은 대용량화가 가능하며, 저비용으로 전력을 저장
할 수 있어 유용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이나, 땅속에 대형의 
빈 공간이 존재해야 이용 가능하므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땅속에 에너지를 압축공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개념
과 유사하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
여 이를 저장 하는 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분야에서도 땅속 빈 공간에 CO2를 저장하고 
EOR(Enhanced oil recovery) 공정에 CO2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존재한다.

광명 와인 동굴을 비롯하여 무주 와인 동굴 등 폐광이나 터널
을 활용하여 와인 동굴로 리모델링한 관광상품들이 현재 운영
되고 있다. 물론 이곳들은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보관할 용도 
보다는 국산 와인의 홍보 및 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소재라 많은 분이 다녀가신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기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
는 샹파뉴(Champagne) 지역은 과거 바다였던 지형으로 석회
석으로 토양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
된 석회 동굴뿐만 아니라, 석회석을 채굴하고 남은 깊고 큰 동굴
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
석회석 토양은 포도에 산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에 고

품질의 피노누아(Pinot Noir)와 샤르도네(Chardonnay)가 생
산되며, 이러한 토양 특성이 세계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인 ‘샴
페인’이 탄생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중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샹파뉴 지역의 지하 석회 동굴을 와인 숙성에 자연스
레 이용함으로써, 긴 숙성 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에 샴페인이 그 어떤 스파클링 와인보다 깊고 풍부한 풍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샹파뉴 지역의 중심도시인 랭스 Reims에 위치한 최초의 샴페
인 하우스인 Ruinart(뤼나르) 에서는 지하 35m 석회동굴에서 
숙성 중인 샴페인을 직접 내려가서 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어에는 가장 신선한 샴페인을 마실 수 있는 
시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펜데믹 사태가 마무리
되고 다시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Ruinart(뤼나르)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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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스토리] 1부,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나의 20대 이야기

10 대 시절 나는 공부 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10 대의 본분은 그저, 공부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던 학부시절

내가 고등학생 일 때 예쁜 옷을 입고 수업을 가고, 연애를 하
고, 해외 여행, 교환 학생을 가는 대학생인 친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생활을 꿈꿨다. 이후, 대학생이 된 나는 공부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전공 공부 이외에
도,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교 입학처 소속의 홍보대사를 시작으로, 각종 캠프, 국내외 
봉사활동, 국토대장정 등 대학생이라면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들에 참여했다. 그리고 과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방학
마다 해외 여행을 갔다.
모든 경험을 할 때 느꼈던 감정들이 생생히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은 국토대장정과 호주에서의 했던 스
카이 다이빙이다.

국토대장정을 한 시기는 평균 온도는 39.6 도로 폭염 주의보
가 내린 때였다. 무더위 날씨에 내 몸무게의 절반 무게의 배낭을 
매고 하루에 20 km 도 넘게 행군해 300 km 거리를 완주했을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 자신감이 생겼다. 발에 물집이 잡히
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스스로가 대견했다.

스카이 다이빙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헬기 탑승 전 전문가 
분께 간단한 교육을 받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15000 ft (4.572 
k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
했기 때문이 설레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겁이 없었단 것을 확인 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타고 있던 작은 헬기는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만큼 높이 올라갔고, 올라갈수
록 헬기의 작은 몸체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다. 헬기가 추락이
라도 하는 것은 아닐지 그 자체가 무서웠다. 어느덧 15000 ft 
에 도착한 헬기의 문이 열리자, 강풍이 위협적으로 헬기를 흔들
며 헬기 속으로 들어왔고 나는 겁에 질려 절대 뛸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울먹였다.

내가 겁에 질린 순간 첫 번째, 두 번째 낙하 팀은 순식간에 
뛰어내렸고, 이내 세 번째 순서로 뛰어야 했던 나와 교관님은 
사정 없이 낙하 자세를 취했고, 헬기 밖으로 몸을 던졌다. 아니, 
나는 거의 구름 속으로 던져졌다. 순식간이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뛰어내렸던 낙하 자세에서 순식간에 몸을 
뒤집어 지상을 바라보며 팔과 다리를 모두 대(大) 자로 벌린 
자세로 바람의 저항을 느끼며 한참을 떨어졌다. 구름들을 빠른 
속도로 가르며 떨어지다 보니, 60 초가 지나 낙하산을 펼쳤다.

낙하산을 펼친 후엔 비교적 평정심을 가지고, 하늘에서 보는 
자연 풍경을 만끽하며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즐겼다. 놀이 
기구조차 못 타는 나는 이 때도 바람에 낙하산과 몸이 빙빙 
도는 것이 어지럽기도 했으나 그래도 발 아래로 보이는 자연 
풍경을 보는 것은 황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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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많이 한 탓에 지상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풀려서 
한참을 웃으며 바닥에 앉아있었지만, 행복했다. 무서워서 못 
한다고 했던 순간은 찰나로,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와 오직 낙하
산에 몸을 의지해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았던 것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면 종종 이런 경험들이 떠오른다. 무섭
거나 힘들었던 순간은 찰나로 지나가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이 때의 경험들을 생각하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찰나의 순간으
로 지나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Fame Lab Korea에서 최종 10인,

자신 없어도 후회만 없도록

대학생 때 했던 크고 작은 모든 경험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시간이 지나, 학부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 난 대학생의 신분으로 마지막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활동을 검색했다.

그렇게 알게 된, Fame Lab Korea 대회.

‘Fame Lab Korea’ 대회는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Fame Lab’ 
이라는 국제 대회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Fame Lab’ 대회는 약 52 개국 나라가 참여하는 과학 축제로, 
참여자가 각자의 연구 분야를 대중에게 3 분 동안 설명하는 
대회이다. 특히, 이 대회는 ‘과학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3 분 동안 PPT 등의 발표 자료 없이 누구나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해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Fame Lab Korea’ 대회는 ‘Fame Lab’ 대회와 마찬가지로 3 
분 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대회인 ‘Fame Lab’ 과 다르게, ‘Fame 
Lab Korea’ 대회의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인

이면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다.

Fame Lab Korea 대회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
이 들었다.

음악도 하나의 학문인데, 전공자만이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
니구나! 그런데, 왜 과학은 전공자만이 관련이 있는 학문이라 
여겨지고 있지? 신기하네! 사실 과학도 음악과 같이 인간의 삶
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게다가, 52 개국이라는 적지 않은 국가에서 참여하는 국제 
대회인 Fame Lab 대회와 그 대회에 참여할 한국 대회를 선발하
는 Fame Lab Korea 라는 대회 자체가 대중성이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게다가 Fame Lab Korea 최종 10인으로 선발된 선배
들을 보니,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에서 
연구 중인 대학원생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의사, 학교 과
학 선생님이 직장이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처럼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진 다양한 직업 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
는 점이 흥미로웠다.
하지만, 이런 대회를 공대생인 나조차도 처음 접했다는 건 정

말 전공자들만이 과학을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과학 대중화라는 이 대회의 목표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대회 신청서를 제출할 때 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사실 나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 분야가 있는 박사나 박사과정생
도 아니고 인턴 연구원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단 3 분 동안 연구 분야를 요약 
발표 하는 것을 인턴 연구원인 내가 해도 되는 것일지 걱정이 
되었다.
 
거듭 고민 끝에, 지원조차 않고 포기한다면 나의 인생에 많은 

후회가 남을 것 같아 결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선 통과도 못 
할 것 같아, 남몰래 지원한 대회였지만 그래도 역시 후회는 남지 
않도록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고심 끝에 예선 대본을 정해 
발표 연습을 했다.
1 차 예선 합격은 했으나, 믿기지 않았다. 기쁨도 잠시, 1 차 

예선 대본으로는 최종 10 인까지 노리기엔 대본의 흐름상 충분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고민 끝에 지도 교수님께 도움
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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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 성향에 따라, 이런 활동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행히도 김지윤 (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지도 교수님께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프트 로봇 분야 전반적인 내용을 3 분 안에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흐름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할 때는, 발표를 다 듣고 집에 갈 
때 기억에 남는 한 단어, ‘Take Home Message’가 있어야 한다
고 말씀해주셨다. 특히, 학술대회 발표처럼 정보 전달이 목표가 
아니라, ‘Fame Lab Korea’ 대회처럼 대중에게 과학을 쉽게 전
달해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말씀해주
셨다.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1 차 예선 대본은 
‘Take Home Message’ 가 약한 것 같다는 것이 피드백을 주셨
다. 그리고, 기존 금속성 로봇의 단점을 산업용 로봇의 위험함
으로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하는 것은 소프트 로봇의 설명 범위
를 너무 좁힌 것으로 보인다는 피드백도 주셨다.

여러분 '로봇'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찰나의 순간, 여러분께선 영화 속의 이러한 로봇을 떠올리셨나

요? 혹은 로봇청소기를 떠올리셨나요?

어느 형태가 되었든, 대부분 분들께서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한 로봇들은 이러한 금속성 로봇이었습니

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단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근 5년간 무려 221명에 다다른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딱딱한 로봇의 어떠한 특징이 이런 문제점을 

가져 왔을 까요 ?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로봇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는 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소프트 로봇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드러운 이란 의미를 가진 "소프트 (soft)" 로봇은 문어, 애벌

레, 물고기 등 유연한 동물에서 영감을 얻은 로봇으로서 부드럽

고 신축성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금속싱 로봇들과 소프트 로봇은 어편 차이가 있을

까요??

교수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본의 흐름을 고민했
다. 소프트 로봇을 상징하는 한 단어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소프트 로봇이 로봇 분야에서 갖는 의의를 고민했다. 동시에, 
로봇 전공자가 아닌 대중들이 듣기에도 가장 쉽고 간결한 한 
단어는 무엇일지 고민했다.
고민 끝에 정한 한 단어는 ‘문어’ 였다. 내 발표의Take Home 

Message 로 ‘문어 같은 로봇, 소프트 로봇’ 를 정해, 발표 대본
을 작성해, 2차 예선에 참가했다. 1 차 예선 때와 다르게, 2 
차 예선은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선배 기수 분을 
포함해 더 여러 명의 심사위원 분들이 계셨지만, 1차 예선 때와 
달리, 자신감 있게 참여한 2 차 예선에서는 스스로 만족할 만큼
의 발표를 보여드렸다.

이 상자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체동물입니다. 몸이 부드럽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츠러들

어 좁은 틈을 유연하게 지나갑니다. 다리가 여러 개입니다. 뇌의 

명령 없이도 각각의 다리를 뻗고 구부리는 등 상황에 적절히 움직

입니다. 다리가 잘려도, 몇 번이고 다시금 자라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가 이런 신기한 특징이 많았나?> 

놀라셨죠?? 저희 과학자들도 놀랐습니다.

<아! 역시 자연이 대단하구나! 그럼 이런, 실제 생물 같은 로봇을 

만들 순 없을까?>

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소프트 로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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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예선 결과 최종 10 인에 선발이 되어, 1 박 2 일 동안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에 참여했다. 마스터 클래스는 
영국 BBC 의 전직 PD 였으며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말콤 
러브(Malcom Love) 와 최종 10 인으로 선발된 다른 9 명의 
동기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1 박 2 일 동안, ‘Fame Lab’ 대회의 
목적인 ‘과학 소통’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으며, 즉
석으로 임의의 과학 용어를3 분 발표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자 발표를 할 때 시선 
처리, 목소리의 강약 조절, 바디랭귀지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마스터 클래스 후 최종 본선 대회에서는 나는 국제 대회 발표
자1 인을 포함해 국제 대회 참여권을 갖는 2인, 총 3인에 해당되
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종 10 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위촉을 받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써 틈틈히 중, 고등학교를 방
문해 과학 강연을 하기도 하고, 과학관 혹은 길거리에서 마술쇼 
같은 과학 실험쇼를 하기도 하며 여전히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런 활동들을 할 때면 마스터 클래스에서 받았던 훈련들, 그리
고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본선 대회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 선배 기수 과학커뮤니케이터 분들께 받았던 피
드백들 등 모든 것이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단순히 정보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비전공자인 
청중들에게 과학을 전달 할 때는 청중들에게 과학이 어떤 의미
를 가질 수 있는 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 더 효과
적인 과학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 소통 뿐만 아니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내 연구 분야의 
의의를 고민했던 시간들, 소프트 로봇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효
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대본의 흐름을 고민했던 시간들은 
대학원생이 되어 연구를 할 때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
한다. 연구 분야가 갖는 의의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좋은 연구 주제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논문 
작성이나 학술 대회 발표를 통해 내 연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
에게 전달할 때도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내는지가 굉장
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 없는 마음으로 도전했던 것이 이렇게 값진 경험들로 쌓
이고 있는 것을 느낄 때면, 늘 신기하고 앞으로도 후회 없을 
수 있는 선택들을 해야겠단 다짐하게 된다.

MATERIAL INTELLIGENCE LAB

(물질 지능 연구실) 대학원 입학

신생 연구실의 장·단점과

내가 연구실의 선택할 때 고려했던 조건

많은 대학생 3,4학년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 
특히 공대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에 다들 연구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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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인턴, 기업 인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각자의 적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대학을 입학할 때 본인은 무조건 박사 진학을 

하겠다고 했던 친구도 의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나 역시 대학 입학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을 했었지만, 대학생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과 같은 
고민을 했다

막연히 꿈꿨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 하여 
박사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학부를 다니면서 마주쳤던 힘들어 
보이던 대학원생 언니 오빠들이 눈에 밟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내가 과연 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박사 학위는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란 느낌이 컸기 때문이다.
긴가 민가 할 때는 그냥 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연구실 

인턴을 해봐야 겠단 생각을 했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는 베터리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주를 이룬다. 나는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지만, 베터리 연구에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많은 기술에 필수 요소가 된 베터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바이오(Bio application) 와 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단 생각을 했다.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이 모두 다르겠
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술이 
내게는 더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구 분야들을 읽어보
며 관심이 가는 연구 분야를 찾아봤다. 그 과정에서 눈길이 갔던 
연구실은 지금 지도 교수님인 김지윤 교수님의 연구실이었다.

소프트 로봇, 플렉서블 센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소재가 교수님의 연구 분야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빛, 온도, 전,자기장, 습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반응하여 소재 자체가 변형되는 스마트 소재 자체가 
생소했으나 흥미로웠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들은 환경에 변
형되지 않는 것과 상반되어, 더욱 신기했다. 더욱이 bio 
application을 연구하는 생명공학부나 기계공학부가 아니라 신
소재 공학부의 연구실이면 내가 학부 때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후,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교수님께 메일로 
면담 요청을 드렸다.
면담 날, 온화한 미소로 날 반겨주시는 교수님을 보니, 긴장되

었던 마음이 한결 놓였다. 덕분에,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과 신
생 연구실에서 가질 수 있는 장×단점 등을 편하게 여쭤보았다. 
그날 면담 이후,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해볼 것을 
결정했다.  
 
학부 인턴 연구원부터

대학원 입학까지.

내가 연구실 인턴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직 연구실에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 당장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와 같은 시기에 연구실 인턴을 시작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논문 리뷰도 하고, 연구실 미팅(랩 미팅)을 시작했
다.

미팅이 거듭 될 수 록, 논문 리뷰에서 실험 아이디어 회의까지 
점차 다루는 연구 주제 내용들이 더 넓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운이 좋게도 인턴 때 인턴 때 시작한 연구를 대학원 석, 박사까
지 쭉 이어와 최근에 NanoLetters 저널에 논문을 개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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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때 하던 연구를 대학원생 때까지 이어서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인턴을 했던 연구실에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게 진로 고민을 하는 대학생 후배들이 많이 궁금
해 했던 부분들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인턴 연구실을 하던 연구
실로 대학원을 입학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연구실을 선택했는
지이다.

대부분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주제
는 연구 분야 다음으로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의 지도스타일과 
잘 맞는지, 그리고 연구실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일 것이
다. 나 역시 인턴 과정 동안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금 연구실에 
입학하는 것을 결정했다.

기존의 소재들과 다르게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스마트 소재라
는 연구 분야가 재미있었고, 그것을 활용하는 소프트 로봇 연구
는 로봇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흥미로웠다. 
게다가, 연구실 구성원들도 좋고, 연구자로서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지도 교수님도 계시는 지금의 연구실을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 내게 맞는 연구실은?

신생 연구실의 장·단점

단점부터 말하면 실험을 알려줄 선배가 없다. 그만큼 선배들
의 실험 노하우 등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조금 더 겪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가 연구
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구매 해야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밖에도, 입학과 동시에 배정되는 연구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주제 선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장점으로는 신생 연구실인 만큼 사수 선배가 없는 대신 교수

님께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쓴 
첫 논문이 우리 연구실에서 첫 번째 논문이었는데, 그만큼 논문 
작성시 교수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연구 주제가 정
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교수님과 논의하면서 개인이 하고 
싶은 분야 및 주제를 연구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
다.

나는 인원이 많고, 오래된 연구실에서의 연구 경험은 없지만,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연구실은 신생 연구
실과 장·단점이 완전히 반대인 듯 보였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순 없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쪽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경우에는, 지금의 선택에 아직까지 후회는 없다. 물론 앞으
로 스스로 후회가 없도록 남은 학위 과정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내 몫이라 생각 든다.  

내가 생각하는 박사 학위 과정

“교수님 A를 위해 B를 해보았는데, 잘 되었습니다.” 라고 밤 
늦게 실험을 하다가 교수님 오피스를 찾아가서 성공을 알리는 
대학원생이 있을까…
PPT로 정리한 실험 결과도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연구실 인턴
을 할 때 초기의 내 모습이다. 실험에 성공하여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을 찾아뵈면, 교수님께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축하를 해
주셨고, 실험에 실패한 것을 말씀드려도 교수님께서는 안 되면 
되게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없으면 그만 두고 다른 프로젝트
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찾아 뵈었던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한 듯 되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의아했다. 아니 당혹스러웠다.  

속으론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는 거지. 그럴 수가 있나. 
생각했던 순간이 생생히 기억난다. 다만, 이제는 박사 학위 과
정은, 이렇게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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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더 이상 실험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하나씩 말씀 드리러 지도 교수님 오피스 문을 두드
리지 않는다. 대신, 이제는 실험 목표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
로의 계획까지 정리해서 미팅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 계획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말이다.

나도 아직,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내 나름대로 박사 과정이 어떤 것인지 
정의 내렸다. 박사 학위 과정은 A 를 위한 B, C, D, E, F를 
거쳐 결국 A 혹은 그 과정에서 변동된 A를 성공시키고, A 혹은 
변동된 A의 중요성을 논문, 학회 발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의미 있는 
A를 찾는 것부터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B 가 안될 때, C 가 안될 때, 심지어 

D 마저 안 될 때, 혹은 E를 생각해내지조차 못 할 때 마다 지치
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많다. 본인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초조할 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사과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특별한 사람만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그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논문을 읽어 내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실험을 하며 시간과 열정을 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나도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는 독립
적인 한 명의 연구원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이,
내가 걷고 있는 길에 관심이 있거나,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거나,
혹은, 같은 길을 걷고는 있지만, 
당신의 길에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박사 학위는 무엇인지 
각자만의 답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그 답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줄 힘이 될 지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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