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메이트릭)"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전

문연구정보활용사업으로 기계와 건설공학분야의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4년간 사업을 진

행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트릭에서는 1년마다 센터에서 제작한 콘텐츠들을 모아서 연감집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감집에 수록된 콘텐츠들은 주로 센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센터회원이신 여러 연구자들이 

투고해주신 참관기나 인터뷰자료들 입니다. 

연구동향네트워크 분석(MateNet)은 기계공학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메이트릭에서만 발간하는 자료로서 

해외학술지 DB구축, 기관과 소속의 통일,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습니다. 매년 2-3개 분야의 해외학술대회 논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글의 알파고로 새롭게 대두된 인공지능분야에서  대표적 학술대회중 하나인 

NIPS의 5년간 논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자 네트워크, 키워드를 

통한 세부연구내용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국내의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활발하

지는 않으나  현재 외국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연구자가 많은 논문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에 의한 

인공지능의 연구가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와 더불어 생산공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대회인 CIRP의 논문을 통해 연구동향 분석도 진행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신진연구자 인터뷰를 새롭게 개설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의 생애 주기 측면에서 

볼 때 학위를 취득한 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젊은 연구자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창의적이며, 해당 분야의 

동향과 연구경향을 잘 탐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개함으로서 해외의 연구사례를 

포함한 최신의 연구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진연구자 인터뷰는 본인의 연구와 논문 소개,  

연구과정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소속기관이나 연구소의 소개,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서면 인터뷰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진오 박사(IIT)를 시작으로 구성용(독일 본대학), 윤영목(Univ. of Texas 

at Austin), 고제성(Harvard Univ.), 이기석(MIT) 등 총 20여명의 신진연구자를 소개하였으며, 이번 동향

집에도 수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감집에는 2016년에 센터홈페이지에 연재된 연구자 인터뷰,  해외 학술

대회 참관기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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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릭은 기계공학과 건설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는 회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를 위한 지식 인프라 구축, 연구 커뮤니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연구 생산성 증대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공학, 건설공학 연구자 분들과 학회 및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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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인공지능 분야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 

5년간 연구동향 분석

이석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신진우 (KAIST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정병규(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올해 2016있었던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알파고'의 대국 이후 업계 뿐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인공지능(Ai)는 인류에게 큰 동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주목받는 반면, 로봇과 

인간의 공생을 고민해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을 위한 알고리즘은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기술구현을 위한 

환경은 최근에 마련되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에는 컴퓨터의 리소스와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최근 CPU 성능 향상 뿐 아니라 GPU 연동, TPU 개발, 빅데이터의 등장, 학습 알고리즘의 혁신 등을 

통해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대용량 머신러닝 모델의 구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머신러닝이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머신러닝이 스스로 학습한다고 해도 

데이터 추가 등 인간의 지속적 개입이 필요한 '지도학습'이 필요한데 머신러닝에 인간의 뇌신경 뉴런을 모방해 접목한 

'딥러닝'의 경우 추상적인 분석이 가능해 특정 훈련 데이터집합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비지도학습'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블랙매직(Black Magic)으로 통하던 인공지능이 딥러닝 등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 기술 혁신의 속도를 가속 시켰고 

하나의 결과가 알파고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부쩍이나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들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연구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인공지능분야에 대한 

수준은 영화에나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였다. 인공지능의 인기와 더불어 전에 없이 많은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위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고, 언론이나 과학계에서는 이들을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구자보다는 미래학자들이 더 많은 현실이다. 연구자들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쓰는 

글들은 직접적인 현실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장미빛 미래와 우려에 대한 상상의 나래이거나 외국의 

연구사례에 대한 막연한 전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공지능 분야는 전자정보, 기계공학, 생물학, 수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해야하는 매우 융합적인 학문이다. 

비중은 전자정보가 높기는 하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기계공학분야를 다루고 있는 메이트

릭(MATERIC)에서는 인공지능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어쨋든 로봇이나 기계들을 조종하고 다루는 

것에 필요한 두뇌는 인공지능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연구자들과의 기계공학연구자들의 협업을 위해서도 이러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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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메이트릭(MATERIC)은 과연 한국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세계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연구자들이 인공지능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기계학습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는 NIP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와 

ICM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COLT (Conference on Learning Theory), IC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UAI (Conference on Uncertain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와 AISTA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 등이 있다. 2016

년에는 이들 중 하나인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의 5년간(2011년~2015년) 논문

을 통해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자와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Figure 1. 12월 스페인에서 개최 예정인 NIPS 2016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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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을 위해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의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논문 

1,845편의 논문을 제목, 저자 및 소속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참여기관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

였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 Miner 3.6을 사용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NIPS에서는 논문에 키워드 

정보가 없어서 키워드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1. 국가별 논문 발표수 

5년간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에서는 36개 국가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2와 같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1,037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논문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110건, 6.07%), 프랑스(103건, 5.6%), 캐나다(97건, 5.3%) , 독일(85건, 

4.6%)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와 같이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73건(4.0%), 일본이 43건(2.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논문 발표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Figure 2. NIPS 5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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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논문수 % NO 국가 논문수 %

1 USA 1,037 56.2 17 Portugal 6 0.3 

2 England 110 6.0 18 Sweden 5 0.3 

3 France 103 5.6 19 Greece 4 0.2 

4 Canada 97 5.3 
20

Ireland 3 0.2 

5 Germany 85 4.6 Denmark 3 0.2 

6 China 73 4.0 

21

Poland 2 0.1 

7 Switzerland 61 3.3 Turkey 2 0.1 

8 Israel 44 2.4 Uruguay 2 0.1 

9 Japan 43 2.3 Russia 2 0.1 

10 Australia 29 1.6 Hungary 2 0.1 

11 India 24 1.3 

22

Armenia 1 0.1 

12 Singapore 16 0.9 Taiwan 1 0.1 

13

Austria 14 0.8 Czech 1 0.1 

Italy 14 0.8 Saudi Arabia 1 0.1 

Korea 14 0.8 Allemagne 1 0.1 

14 Belgium 12 0.7 Iran 1 0.1 

15 Spain 11 0.6 Chile 1 0.1 

16
Netherlands 10 0.5 36개국 1,845 100.0 

Finland 10 0.5 

Table 1. NIPS 5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수

2. 2015 기관별 논문 발표수  

5년간(2011년~2015년) NIPS의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36개국의 328개 기관에서 1,84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관별 발표수는 Figure 3과 Table2와 같이 Stanford Univ.에서 8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

에서 66편, MIT 에서 63편,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61편, Univ. of Texas at Austin 에서 5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6위까지 모두 미국의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영국의 Univ. College London에서 41편, 프랑스의 

INRIA에서 39편,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에서 3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의 Univ. 

of Cambridge에서 3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기관중에서는 KAIST가 5년간6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기관

으로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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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논문수
USA Stanford Univ. 84
USA Carnegie Mellon   Univ. 66
USA MIT 63
USA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61
USA Univ. of Texas at   Austin 59

England Univ. College London 41
France INRIA 39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 33
England Univ. of Cambridge 30
Canada Univ. of Toronto 29

USA Duke Univ. 29
USA Princeton Univ. 29
USA Columbia Univ. 27
USA Microsoft Research 27

Switzerland ETH Zurich 25
USA Univ. of Washington 25

Canada Univ. of Alberta 24

Figure 3. NIPS 5년간 기관별 논문 발표수 비중

Table 2. NIPS 5년간 기관별 논문 발표 수(1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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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논문수
USA Stanford Univ. 84
USA Georgia Tech. 24
USA Google Research 24
USA New York Univ. 24
USA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24
Israel Technion 23
USA Cornell Univ. 21
USA Univ. of Pennsylvania 21
USA Harvard Univ. 20
USA Univ. of Wisconsin-Madison 20
USA Univ. of California at Irvine 19
USA IBM Research 18
USA Univ. of Michigan 18
USA TTI Chicago 17
China Tsinghua Univ. 15

Switzerland EPFL 15
USA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15

England Univ. of Edinburgh 14
USA Johns Hopkins Univ. 14
USA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4
USA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4

Canada McGill Univ. 13
Canada Univ. of Montreal 12
Germany Tech. Univ. of Berlin 12

Israel Hebrew Univ. 12
Singapore National Univ. of Singapore 12

USA Brown Univ. 12
France Ecole Normale Superieure 11

Australia Australian Nat. Univ. 10
England Univ. of Oxford 10
Japan Univ. of Tokyo 10
USA Arizona State Univ. 10
USA Google DeepMind 10
USA Rutgers Univ. 10
USA Univ. of Minnesota 10

3. 연구자 논문 발표 수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에서 5년간(2011년~2015년)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약 1,400여명으로, 이중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제주저자는 49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자를 알파벳 순서로 표기하

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한 주저자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제1저자를 주저자로 간주하였다.) 아래 Table 3는 3편이상

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목록이다. 이들 중 일부 주저자는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최대한 확인이 

가능한 주저자들의 경우 통합하여 논문에 나타난 가장 최근 소속을 기재하였다. 아래 TABLE 3와 같이 주저자중에 

Eunho Yang(IBM Research)이 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많은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Wouter 

M. Koolen(Centrum Wiskunde & Informatica)이 6편을 논문을 Anima Anandkumar(Univ. of California at Irvin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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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저자 논문수

1 Eunho Yang(IBM   Research) 7

2 Wouter M. Koolen(Centrum   Wiskunde & Informatica) 6

3

Anima   Anandkumar(Univ. of California at Irvine) 5

Cho-Jui Hsieh(Univ. of Texas at Austin) 5

Mijung Park(Univ. College London) 5

Nicolo   Cesa-Bianchi(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 5

Prateek   Jain(Microsoft Research India) 5

4

Elad Hazan(Princeton Univ.) 4

Jason D. Lee(Stanford Univ.) 4

John C. Duchi(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4

Kamalika Chaudhuri(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4

Nan Du(Georgia Tech.) 4

Richard Socher(Stanford Univ.) 4

Tuo Zhao(Johns Hopkins Univ.) 4

Victor Gabillon(INRIA) 4

5

Alexander Rakhlin(Univ. of Pennsylvania) 3

Assaf Glazer(Technion) 3

Chicheng Zhang(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3

Fang Han(Johns Hopkins Univ.) 3

Guy Bresler(MIT) 3

Han Liu(Princeton Univ.) 3

Hossein Azari Soufiani(Harvard Univ.) 3

Huahua Wang(Univ. of Minnesota) 3

Ian E. H. Yen(Univ. of Texas at Austin) 3

Il Memming Park(Univ. of Texas at Austin) 3

Jacob Abernethy(Univ. of Michigan) 3

Jie Wang(Arizona State Univ.) 3

Kevin Swersky(Univ. of Toronto) 3

Cho-Jui Hsieh(Univ. of Texas at Austin), Mijung Park(Univ. College London)와 Nicolo Cesa-Bianchi(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 그리고 Prateek Jain(Microsoft Research India)이 각각 5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5년간 7편의 논문을 발표한 Eunho Yang(양은호 교수)은 "2016년부터 KAIST 전산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ST

에 부임하기 전,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에서 2년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4년에 University 

of Texas, Austin 에서 박사학위를, 2006년과 2004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기계학습이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및 전산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Table 3. 3편 이상의 논문 발표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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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저자 논문수

Marius Pachitariu(Univ. College London) 3

Mehrdad Mahdavi(Michigan State Univ.) 3

Michael C. Hughes(Brown Univ.) 3

Michalis K. Titsias(Athens Univ.) 3

Oluwasanmi Koyejo(Stanford Univ.) 3

Ping Li(Cornell Univ.) 3

Po-Ling Loh(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3

Prem Gopalan(Princeton Univ.) 3

Qiang Liu(Univ. of California at Irvine) 3

Ran El-Yaniv(Technion) 3

Rishabh Iyer(Univ. of Washington) 3

Shinichi Nakajima(Nikon Corp.) 3

Stefan Wager(Stanford Univ.) 3

Stefano Ermon(Cornell Univ.) 3

Suvrit Sra(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 3

Tor Lattimore(Univ. of Alberta) 3

Xinghao P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3

Yann N. Dauphin(Univ. of Montreal) 3

Yaoliang Yu(Univ. of Alberta) 3

Yichuan Zhang(Univ. of Edinburgh) 3

Yuchen Zhang(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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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

다. Degree Central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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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과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Figure 4.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2015년, Degree Centrality)

위의 Figure 4를 살펴보면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와 Lawrence Carin(Duke Univ.) 그리고, Michael I. Jordan(Univ. 

of Texas at Austin), 이렇게 3명의 연구자가 중심의 가까이 있음을 알수 있다. 이 4명의 연구자가 5년간 NIPS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연구자로 보여진다. 이 4명은 통계 기반의 머신러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아래 Table 4에서 보듯이 20편 이상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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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공저논문수

1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 24

2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20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 20

Lawrence Carin(Duke Univ.) 20

3 Han Liu(Princeton Univ.) 17

4 Ruslan Salakhutdinov(Univ. of Toronto) 16

5

Yoshua Bengio(Univ. of Montreal) 15

Remi Munos(INRIA) 15

Prateek Jain(Microsoft Research India) 15

6 Zoubin Ghahramani(Univ. of Cambridge) 14

7
Jieping Ye(Arizona State Univ.) 12

Le Song(Georgia Tech.) 12

8

Eric P. Xing(Carnegie Mellon Univ.) 11

Shie Mannor(Technion) 11

Huan Xu(National Univ. of Singapore) 11

9

Andrew Y. Ng(Stanford Univ.) 10

Francis Bach(INRIA) 10

Yee Whye Teh(Univ. of Oxford) 10

Arindam Banerjee(Univ. of Minnesota) 10

Andreas Krause(ETH Zurich) 10

Nathan Srebro(TTI Chicago) 10

10

Bernhard Scholkopf(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 9

David Dunson(Duke Univ.) 9

Antonio Torralba(MIT) 9

Martin J. Wainwright(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9

Rong Jin(Michigan State Univ.) 9

Jeff Bilmes(Univ. of Washington) 9

Kamalika Chaudhuri(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9

Anima Anandkumar(Univ. of California at Irvine) 9

Tong Zhang(Rutgers Univ.) 9

Table 4. 9편 이상의 논문에 참여한 공저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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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논문 인용도 공저논문수

1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05,275 20

2 Bernhard Scholkopf(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 91,735 9

3 Tomaso Poggio(MIT) 81,979 7

4 Judea Pearl(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70,579 5

5 Andrew Y. Ng(Stanford Univ.) 66,189 10

6 Christopher D. Manning(Stanford Univ.) 57,463 8

7 Yoshua Bengio(Univ. of Montreal) 48,051 15

8 Guillermo Sapiro(Duke Univ.) 43,600 5

9 David Blei(Columbia Univ.) 38,975 6

10 Yann Lecun(New York Univ.) 38,536 6

11 Trevor Darrell(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35,378 7

12 Zoubin Ghahramani(Univ. of Cambridge) 32,850 14

13 David Dunson(Duke Univ.) 29,579 9

14 Joshua B. Tenenbaum(MIT) 29,070 7

15 Antonio Torralba(MIT) 28,018 9

16 Chris Ding(Univ. of Texas at Arlington) 23,129 6

17 Francis Bach(INRIA) 22,006 10

18 Thomas L. Griffiths(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21,428 5

19 Peter L. Bartlett(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20,811 5

20 Rob Fergus(New York Univ.) 20,705 5

21 Juergen Schmidhuber(IDSIA) 20,496 5

22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 19,951 20

23 Martin J. Wainwright(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8,663 9

24 Ruslan Salakhutdinov(Univ. of Toronto) 16,688 16

25 Aude Oliva(MIT) 16,332 3

26 Rong Jin(Michigan State Univ.) 14,567 9

27 Eric P. Xing(Carnegie Mellon Univ.) 14,474 11

28 Lawrence Carin(Duke Univ.) 14,457 20

 참고로 아래 Table 5에서 저자별로 논문의 인용도를 구글 스칼라의 저자 정보에서 확인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영향력 이외에 논문의 질적인 평가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를 보면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이 105,275회로 가장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Bernhard Scholkopf(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가 91,735

회, Tomaso Poggio(MIT)가 81,979회, Judea Pearl(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가 70,579회, Andrew 

Y. Ng(Stanford Univ.)는 66,189회, Christopher D. Manning(Stanford Univ.)가 57,463회, Yoshua Bengio(Univ. 

of Montreal)는 48,051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Andrew Y. Ng은 Michael I. Jordan의 박사 제자이다.

Table 5. 저자별 인용 논문의 순위(10,000회 이상, 구글 스칼라 저자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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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논문 인용도 공저논문수

29 Mikhail Belkin(Ohio State Univ.) 14,328 5

30 Xiaojin Zhu(Univ. of Wisconsin-Madison) 13,735 5

31 Yee Whye Teh(Univ. of Oxford) 13,285 10

32 Jeff Bilmes(Univ. of Washington) 11,431 9

33 Nicolo Cesa-Bianchi(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 10,861 7

34 Pushmeet Kohli(Microsoft Research) 10,843 7

35 Devavrat Shah(MIT) 10,806 8

36 David C. Parkes(Harvard Univ.) 10,341 5

37 Kristen Grauman(Univ. of Texas at Austin) 10,095 6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Net Miner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그 결과 아래 Figure 5와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비교적 큰 연구그룹들을 

개별적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Figure 5.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2015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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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그룹은 아래 Figure 6~12과 같다.

Figure 5의 좌측상단에 나타나는 가장 큰 그룹은 Figure 6과 같다 이 그룹은 Univ. of Toronto, MIT, TTI Chicago, 

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를 연결한 그룹으로 Ruslan Salakhutdinov(Univ. of Toronto)와 Richard S. 

Zemel(Univ. of Toronto), 그리고 Antonio Torralba(MIT)가 연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Ruslan 

Salakhutdinov은 Apple연구소의 인공지능 Director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Figure 6. Univ. of Toronto, MIT, TTI Chicago, 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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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7은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와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

가 연결된 그룹으로 두 연구자에 의해 Univ. of Texas at Austin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Arindam 

Banerjee(Univ. of Minnesota)에 의해 Univ. of Minnesota의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의 중심인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는 참여 논문수가 25편으로 제일 많은 연구자와 

연결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는 그의 박사 제자인 한국인 Eunho Yang(IBM Reseach)이 포함되어 

있다.

Figure 7. Univ. of Texas at Austion, Univ. of minnesota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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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8은 Le Song(Georgia Tech.)을 중심으로 한 Georgia Tech.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다. 

Figure 8. Georgia Tech.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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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9은 Duke Univ.소속의 연구자들로 주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다. 중심연구자는 Lawrence Carin(Duke 

Univ.)으로 1명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그룹 연구자들중 David carlson(Duke Univ.)은 2015년에 Columbia Unv.

으로 소속을 옮겼으나, Duke Univ.로 통합하여 표시하였다.

Figure 9. Duke Univ.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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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0은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을 중심으로 한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다.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은 20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Figure 10.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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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1은 Univ of Montreal소속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다. 중심연구자인 Yoshua Bengio(Univ. 

of Montreal)는 몬트리얼 대학의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교수이며, 몬트리얼 학습 알고리즘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06년 상반기에 Yoshua Bengio는 Andrew Ng, Yann LeCun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빠르게 심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이용하여 각 뉴런층들을 독립적으로 

학습 시킨 후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이용하여 전체 뉴런들의 특성을 최적화 시키는 방법이다. 

(참조: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1200101856440) 이 그룹에는 한국인인 Kyunghyun Cho(Univ. 

of montreal)가 연결되어 있고 현재 NYU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Figure 11. Univ. of montreal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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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2는 Tsinghua Univ.와 Carnegie Mellon Univ 소속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다. 여기에서는 

Eric P. Xing(Carnegie Mellon Univ )이 Carengie Mellon Univ.의 연구그룹과 Tsinghua Univ.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Jink kyu Kim(Carengie Mellon Univ.)와 Seunghak Lee(Carengie Mellon Univ.)의 

2명의 한국인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다.

Figure 12. Tsinghua Univ.와 Carnegie Mellon Univ.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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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중심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각 연도별로 중심연구자를 찾기 위해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2011년의 연구자 Degree Centrality 살펴보면 Figure 13과 같이 Andrew Y. Ng(Stanford Univ.)와 Jieping 

Ye(Arizona State Univ.), Krishna V. Shenoy(Stanford Univ.)의 3명이 연구자가 공동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자들은 각각의 연구자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Krishna V. Shenoy(Stanford Univ.)는 2011년에 3건의 

논문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연구자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Figure 13.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 Degree Centrality)

2012년의 연구자 Degree Centrality 살펴보면 Figure 14와 같이 Zoubin Ghahramani(Univ. of 

Cambridge)이 중심연구자로 나타나고 있다. Zoubin Ghahramani(Univ. of Cambridge)는 5년간 총 14편의 

논문의 공저자로 2012년에 5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표 3> 2015 춘 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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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 Degree Centrality)

2013년의 연구자 Degree Centrality 살펴보면 Figure 15와 같이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와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중심연구자로 나타나고 있다.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은 5년간 25편의 논문에,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는 5년간 20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각각 6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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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3년, Degree Centrality)

2014년의 연구자 Degree Centrality 살펴보면 Figure 16과 같이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가 

제일 중심에 있음을 알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와 Le Song(Georgia 

Tech.)이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는 2014년에는 9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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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4년, Degree Centrality)

2015년의 연구자 Degree Centrality 살펴보면 Figure 17과 같이 Lawrence Carin(Duke Univ.)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나고 있다. Lawrence Carin(Duke Univ.)는 5년간 20편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고, 2015년에는 6편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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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심연구자

2011년
Andrew Y. Ng(Stanford Univ.), Jieping   Ye(Arizona State Univ.), 

Krishna V. Shenoy(Stanford Univ.)

2012년 Zoubin Ghahramani(Univ. of Cambridge)

2013년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2014년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

2015년 Lawrence Carin(Duke Univ.)

Figure 17. NIPS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5년, Degree Centrality)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을 연구자들을 찾아서 정리해보면 아래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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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관 논문발표수

1 KAIST 6

2 POSTECH 4

3 Seoul National Univ. 2

4
Samsung Advanced Inst. of Technol. 1

Gracenote Inc. Korea 1

(3) 한국기관의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한국은 아래 Table 7과 같이5년간 5개 기관에서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AIST에서 총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으며, POSTECH에서 4편, Seoul Natinal Univ.에서 2편, Samsung Advanced Inst. of Technol.와 Gracenote 

Inc. Korea에서 각 1편을 발표하였다. 

Table 7. 한국기관의 논문발표 수

한국의 연구자중 JaeDeug Choi(KAIST)는 2011년과 2012년에 1편씩 총2편의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나머지 저자들

은 각각 1건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들을 나타내면 아래 

Figure 18과 같다. 총 6개의 연구그룹이 보이며, 이중 Chang D. Yoo(KAIST)와, Jinwoo Shin(KAIST)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은 2개의 논문에 참여하고있으며, Bohyung Han(POSTECH)도 2개의 논문에 저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8. NIPS 한국기관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5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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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년간 한국기관의 연구자들을 Degree Centrality한 결과는 아래 Figure 19와 같다. 이를 보면 한국인 연구자들

중 Chang D. Yoo(KAIST)와, Jinwoo Shin(KAIST), Bohyung Han(POSTECH)가 중심에 있음을 알수 있다. 

Figure 19. NIPS 한국기관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5년, Degree Centrality)

Chang D. Yoo(유창동 교수, KAIST)는 MIT 박사로 2011년부터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머신러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표절 탐지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Jinwoo Shin(신진우 교수, KAIST)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후, 2013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에 부임하여 현재 

부교수로 있으며, ACM SIGMETRICS Rising Star Award, Bloomberg Scientific Research Award 등 많은 상을 받고 

학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젊은 교수이다. 

Bohyung Han(한보형 교수, POSTECH)은 POSTECH의 Computer Vision Lab. 소속으로 현재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 석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Computer vision,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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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의 연구자

이들 외에 한국기관의 소속 외에 외국에 유학중이거나 외국에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인으로 추정되

는 연구자를 찾아 볼 수도 있는데. 한국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가 14건인데 비해 외국기관의 한국인들에 의한 

논문 발표 44편이며, 공저 논문은 59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소속은 Univ. of Texas at Austin, MIT, Stanford 

Univ., Univ. of Wisconsin-Madison 등으로 캐나다 2명과 프랑스 1명 외에는 미국 대학에 재학이나 재직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와 소속, 발표 논문수를 아래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8.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와 발표 논문 수

제1저자 소속 국가 논문수 공 저  논 문수

Eunho Yang Univ. of Texas at Austin USA 7 7

Mijung Park Univ. of Texas at Austin USA 5 6

Sewoong Oh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SA 2 8

Il Memming Park Univ. of Texas at Austin USA 2 6

Sung Ju Hwang Univ. of Texas at Austin/Disney Research USA 2 3

Been Kim MIT USA 2 2

Dae Il Kim Brown Univ. USA 2 2

Kihyuk Sohn Univ. of Michigan USA 2 2

Se-Young Yun INRIA France 2 2

Changyou Chen Duke Univ. USA 1 3

Seunghak Lee Carnegie Mellon Univ. USA 1 2

Beomjoon Kim McGill Univ. Canada 1 1

Junyoung Chung Univ. of Montreal Canada 1 1

Deguang Kong Univ. of Texas at Arlington USA 1 1

Dohyung Park Univ. of Texas at Austin USA 1 1

Gunwoong Park Univ. of Wisconsin-Madison USA 1 1

Hyokun Yun Amazon USA 1 1

Hyun Oh Song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 1 1

Joon Hee Choi Purdue Univ. USA 1 1

Kisuk Lee MIT USA 1 1

Moontae Lee Cornell Univ. USA 1 1

Myunghwan Kim Stanford Univ. USA 1 1

Sang-Yun Oh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 1 1

Sejong Yoon Rutgers Univ. USA 1 1

Won Hwa Kim Univ. of Wisconsin-Madison USA 1 1

Woonhyun Nam StradVision USA 1 1

Wooseok Ha Univ. of Chicago USA 1 1

 소계 30기관 4개국 4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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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의 5년간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인공지능분야에 대한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서 5년간 NIPS에서는 36개 국가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037건의 논문을 발표하

여 전체 논문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110건, 6.07%), 프랑스(103건, 5.6%), 캐나다(97건, 

5.3%), 독일(85건, 4.6%)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와 같이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73건(4.0%), 일본이 43건(2.3%)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328개 기관에서 1,845편의 논문이 발표하였으며Stanford Univ.에서 8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에서 66편, MIT 에서 63편,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61편, Univ. of Texas at 

Austin 에서 5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6위까지 모두 미국의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영국의 Univ. College 

London에서 41편, 프랑스의 INRIA에서 39편,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of Science에서 3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의 Univ. of Cambridge에서 3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기관 중에서는 KAIST가 5년간6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약 1,400여명으로, 이중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49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저자중에 Eunho Yang(IBM Research)이 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Wouter M. Koolen(Centrum Wiskunde & Informatica)이 6편의 논문을 Anima Anandkumar(Univ. of California 

at Irvine)와 Cho-Jui Hsieh(Univ. of Texas at Austin), Mijung Park(Univ. College London)와 Nicolo 

Cesa-Bianchi(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 그리고 Prateek Jain(Microsoft Research India)이 각각 5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한 

결과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과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와 Lawrence Carin(Duke Univ.)이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20건 이상의 논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각 연도별로 중심연구자를 찾기 위해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2011년에는 Andrew Y. Ng(Stanford Univ.)

와 Jieping Ye(Arizona State Univ.), Krishna V. Shenoy(Stanford Univ.)의 3명이 연구자가 공동 중심연구자로 나타났

다. 2012년에는 Zoubin Ghahramani(Univ. of Cambridge)이, 2013년에는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와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이,. 2015년에는 Lawrence Carin(Duke Univ.)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연구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5년간 5개 기관에서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AIST에서 총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POSTECH에서 

4편, Seoul Natinal Univ.에서 2편, Samsung Advanced Inst. of Technol.와 Gracenote Inc. Korea에서 각 1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연구자중 Jaedeug Choi(KAIST)는 2011년과 2012년에 1편씩 총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

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들을. 총 6개의 연구그룹이 보이며, 이중 Chang D. Yoo(KAIST)과 

Jinwoo Shin(KAIST)를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은 2개의 논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Bohyung Han(POSTECH)도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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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한국기관의 소속 외에 외국에 유학중이거나 외국에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연구자를 

찿아 볼 수도 있는데.. 한국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가 14건인데 비해 외국기관의 한국인들에 의한 논문 발표 44편이

며, 공저 논문은 59편으로 확인되었다. 

Eunho Yang(Univ. of Texas at Austin)은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Mijung Park(Univ. College London)은 

5편의 논문을 Sewoong Oh(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Been Kim(MIT), Kihyuk Sohn(Univ. of 

Michigan), Se-Young Yun(INRIA)는 각각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저자로는 Sewoong Oh(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가 8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에 참여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5년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인 모습이 보이며, 외국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거나 한국의 교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인 연구자로는  Eunho Yang, Mijung Park, Sewoong Oh, Il Memming Park, Jason D. Lee, Sung Ju Hwang, 

Been Kim, Dae Il Kim, Kihyuk Sohn, Se-Young Yun, Changyou Chen, Anqi Wu, Seunghak Lee  등 여러연구자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거 같다. 

올해 NIPS는 만명이상의 등록이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3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기계학습 분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딥러닝 연구를 주도하는 Yoshua Bengio(Univ. of Montreal), Andrew Y. Ng(Stanford Univ.), Ruslan 

Salakhutdinov(Univ. of Toronto)등이 NIPS에서 높은 영향력을 주는 저자들로 분석이 되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것으로 분석된 4인인 Pradeep Ravikumar(Univ. of Texas at Austin), Inderjit S. Dhillon(Univ. of Texas at 

Austin)와 Lawrence Carin(Duke Univ.), Michael I. Jordan(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은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아직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딥러닝보다는 전통적인 방법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딥러닝이 머신러닝 최고 학회중 하나인 NIPS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다.

최근 알파고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더 뜨겁다. 예를 들면, 올해 가장 권위있는 영상 인식 대회인 ImageNet에서 모든 영역에서 

중국팀들이 1등을 차지하였으며, 참가팀들의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었으며 한국팀들도 10팀 가까이 참가하였다. 

국외에서 딥러닝은 주로 Google, Microsoft, Facebook, IBM, Amazon, Baidu 등의 굴지의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앞 다투어 딥러닝 기술 개발 인력과 플렛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작년에 이들 기업들이 딥러닝에 

투자한돈이 10조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딥러닝을 사용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되고 또한 수천만, 수백만 

달러의 높은 가격에 인수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딥러닝 관련 

논문들을 보는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트렌드가 불과 최근 2-3년사이의 일이라는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될수록 그 분야는 빠른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기 마련이고, 또한 많은 

자금이 투입될수록 많은 수익 모델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현재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 수준만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 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 이지만, 

이 분야의 미래가 밝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 기술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었다는데 있다.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학습용 데이터와 GPU로 대변되는 학습용 병렬 연산 하드웨어만 충분히 있다고 딥러닝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현재 제안되어있는 딥러닝 모델의 성숙도는 초보 단계이며 학습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목표에 따라서 많은 비수학적이고 경험적인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보정을 거치더라도 현재 딥러닝 기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능의 수준과는 거리가 먼일들이 99.9%이다.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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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질수록 이는 수많은 학습 데이터와 수많은 GPU만 있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알파고의 승리로 가장 들떠있는 것은 언론과 Google뿐, 정작 딥러닝 분야에서 알파고가 

가져다준 기술적인 파급력은 아주 미미하다. 또한 작년 NIPS에서 딥러닝 관련 논문들의 숫자는 2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 음성, 자연어 처리 분야들이 아닌 기계 학습 분야들에선 여전히 기존의 다른 

기계 학습 기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딥러닝은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비해서 오히려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 최근 쏟아지는 수많은 딥러닝 논문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과학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한 딥러닝과 머신러닝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인공지능 발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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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 논문을 통해본 생산 공학 분야 연구동향

이석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I. 들어가며

CIRP(COLLEGE INTERNATIONAL POUR LA RECHERCHE EN PRODUCTIQUE)는 생산공학과 함께 생산관리, 

공정설계 등 기계공학과 산업공학을 망라하는 학회로 생산공학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로 1951년에 설립되었으

며, 40개국 5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며 생산공학 분야의 거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CIRP의 논문 발표는 회원 혹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 연구자만이 가능하며,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논문이 채택돼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연구능력이 인정된다. CIRP의 발표 논문은 

CIRP Annals-Manufacturing Technology에 심사를 거쳐서 출판된다.

II.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CIRP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학술대회의 총 604편(2012년에 112건, 2013년에 158

건, 2014년에 111건, 2015년에 111건, 2016년에는 112건)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

하였다. 

Figure 1. CIRP 2016 홈페이지(http://www.CIRP20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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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국가별 참여기관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 Miner 3.6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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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통계분석

 1. CIRP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5년간)

CIRP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34개 국가에서 4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독일이 91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71편, 미국이 

57편, 영국이 34편, 프랑스가 27편, 캐나다가 22편, 중국과 이탈리아가 각각17편, 덴마크가 11편, 스위스와 벨기에가 

각각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스웨덴과 같이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CIRP 국가별 논문 발표수 순위 (2012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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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명 논문수 NO 국가명 논문수
1 Germany 91 13 Australia 5

2 Japan 71

14

Austria 4

3 USA 57 Taiwan 4

4 England 34 Slovenia 4

5 France 27 Netherlands 4

6 Canada 22
15

Portugal 3

7
China 17 Brazil 3

Italy 17 16 Ireland 2

8 Denmark 11

17

Poland 1

9
Switzerland 10 Thailand 1

Belgium 10 Norway 1

10
Sweden 8 United Arab Emirates 1

Korea 8 South Africa 1

11
Singapore 7 Romania 1

Spain 7 Israel 1

12 Greece 6 Serbia 1

13
Turkey 5

총 합계(34개국) 450편
Hungary 5

Table 1. CIRP 국가별 논문 발표수 순위 (2012년~2016년)

 

2. CIRP기관별 논문 발표순위(5년간)

2012년부터2016년까지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 와 같이 일본의 Univ. of Tokyo가 가장 많은 수인 2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RWTH Aachen Univ.가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Technical Univ. of Denmark에서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KU Leuven과 Leibniz Univ. Hannover에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Arts et Metiers ParisTech, ETH 

Zurich, Univ. of Bremen에서 각각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3. CIRP 기관별 논문 발표수 순위(2012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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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속명 논문수

1 Univ. of Tokyo 20

2 RWTH Aachen Univ. 12

3 Technical Univ. of Denmark 10

4
KU Leuven 9

Leibniz Univ. Hannover 9

5
Arts et Metiers ParisTech 8

ETH Zurich 8

6 Univ. of Bremen 8

7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7

Chemnitz Univ. of Technol. 6

Osaka Univ. 6

Tech. Univ. Dortmund 6

Univ. of Nottingham 6

8

Friedrich-Alexander-Univ. Erlangen-Nurnberg 5

Karlsruhe Inst. of Technol. 5

Univ. of New South Wales 5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5

Univ. of Stuttgart 5

Univ. of Windsor 5

9

Cranfield Univ. 4

Keio Univ. 4

Nagoya Univ. 4

National Univ. of Singapore 4

Purdue Univ. 4

RIKEN 4

Tianjin Univ. 4

Univ. della Calabria 4

Univ. of Birmingham 4

Univ. of British Columbia 4

Univ. of Cambridge 4

Univ. of Ljubljana 4

Univ. of Patras 4

Univ. of Twente 4

10
AIST 3

IK4-IDEKO 3

Table 2. CIRP 기관별 논문발표 수(2012~2016년,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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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속명 논문수

Kanazawa Univ. 3

KTH Royal Inst. of Technol. 3

Kyoto Univ. 3

McGill Univ. 3

McMaster Univ. 3

Nanjing Univ.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3

Nat. Tsing Hua Univ. 3

Northwestern Univ. 3

Shanghai Jiao Tong Univ. 3

Tech. Univ. Braunschweig 3

Tech. Univ. of Berlin 3

Tech. Univ. of Darmstadt 3

Toyohashi Univ. of Technol. 3

Univ. of Manchester 3

한국 기관 논문수(5년간)

Changwon National Univ. 1

Chosun Univ. 1

KIMM 1

Konkuk Univ. 1

Pusan Nat. Univ. 1

Seoul National Univ. 1

University of Ulsan 1

Yonsei Univ. 1

8개 기관 8편

 

3. CIRP한국기관 논문 발표(5년간) 

한국기관에서는 아래 Table 3과 같이 5년간 8개 기관에서 각각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2년에는 우리 연구자

의 논문이 없었으며, 2013년에 3편, 2014년에 3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Table 3. CIRP 한국기관의 논문발표 수(2012년~2016년)

4. CIRP 연구자 논문 발표순위(5년간)  

CIRP의 연구자중 5년간 2건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Table 4와 같이 총 22명이며, 이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아래 Table 5와 같이 Anthony Beaucamp(Kyoto Univ.), H. Suzuki(Chubu Univ.), Ang Liu(Univ. 

of New South Wales)가 각각 3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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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명 논문수

1

Anthony   Beaucamp(Kyoto   Univ.) 3

H. Suzuki(Chubu   Univ.) 3

Ang   Liu(Univ. of New South Wales) 3

2

Lionel Roucoules(CNRS) 2

C. Heinzel(British Council) 2

R. Gao(Case Western Reserve Univ.) 2

Matthias Putz(Illinois Wesleyan Univ.) 2

Florent Laroche(CNRS) 2

Nabil Anwer(Universite Paris-Sud) 2

Rainer Stark(Tech. Univ. of Berlin) 2

Wen Li(Univ. of New South Wales) 2

Tomohiro Koyano(Kanazawa Univ.) 2

Mikael Hedlind(KTH Royal Inst. of Technol.) 2

L. Overmeyer(Laser Zentrum Hannover e.V.) 2

Hans-Christian Mohring(Otto-von-Guericke-Universitat Magdeburg) 2

A. Sadek(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2

Yasushi Umeda(Univ. of Tokyo) 2

Peter Krajnik(Chalmers Univ. of Technol.) 2

H. Yoshioka(Tokyo Inst. of Technol.) 2

Yoshiki Shimomura(Tokyo Metropolitan Police Hospital) 2

Xiaodong Lu(Univ. of British Columbia) 2

Ming Chu Kong(Univ. of British Columbia) 2

Table 4. CIRP 제 1저자별 논문발표 수 순위 (2012년~2016년, 2편이상)

IV.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떠한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CIRP의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Figure 4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Link Reduction 1 (빈도수 1 이하인 값을 삭제)을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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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IRP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2016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위의 Figure 4를 보면 가장 큰 그룹은 Grinding과 Milling, Chatter, Cutting, Surface Integrity, Machining 

등으로 주요하게 연결되며, 이들 키워드 주변에 가지 형태로 많은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과 별도로 

Assembly와 Forming, Sheet Metal이 연결된 또 다른 그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CIRP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2016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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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1 Grinding 38

2 Design 27

3 Assembly 25

4 Cutting 24

5 Milling 24

6 Surface   Integrity 22

7 Chatter 19

8 Design Method 18

9 Drilling 18

10 Machine Tools 18

11 Modelling 18

12 Sheet Metal 18

13 Forming 17

14 Machining 17

15 Composite 16

16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EDM) 14

17 Lifecycle 14

18 Micromachining 14

19 Optimization 14

20 Simulation 14

21 Polishing 13

22 Cutting Tool 12

23 Energy Efficiency 12

24 Finishing 12

25 Laser 12

26 Product Development 12

27 Manufacturing 11

위의 Figure 5는 위의 키워드의 연결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텍스트맵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에 나타난 CIRP의 논문의 총 키워드 수는 715개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빈도수 5이상의 키워드를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Grinding, Design, Assembly, Cutting, Milling, Surface Integrity 이 20번 이상 

나왔으며 Chatter, Design Method, Drilling, Machine Tools, Modelling, Sheet Metal, Forming, Machining, 

Composite가 15번 이상,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EDM), Lifecycle, Micromachining, Optimization, 

Simulation, Polishing, Cutting Tool, Energy Efficiency, Finishing, Laser, Product Development, 

Manufacturing, Manufacturing System, Surface Modification, Computer Aided Design(CAD), Control, Metal 

Forming, Modeling이 빈도수 10 이상 나타났다. 

Table 5. CIRP 논문에 나타난 키워드 빈도수(2012년~2016년, 빈도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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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28 Manufacturing System 11

29 Surface Modification 11

30 Computer Aided Design(CAD) 10

31 Control 10

32 Metal Forming 10

33 Modeling 10

34 Decision Making 9

35 Laser Micro Machining 9

36 Monitoring 9

37 Sustainable Development 9

38 Temperature 9

39 Uncertainty 9

40 Wear 9

41 Finite Element Method(FEM) 8

42 Joining 8

43 Material Removal 8

44 Vibration 8

45 Additive Manufacturing 7

46 Biomedical 7

47 Coating 7

48 Damping 7

49 Electro Chemical Machining(ECM) 7

50 Extrusion 7

51 Metrology 7

52 Service 7

53 Automation 6

54 Bending 6

55 Ceramic 6

56 Cold Forming 6

57 Conceptual Design 6

58 Cryogenic Machining 6

59 Disassembly 6

60 Dressing 6

61 Drive 6

62 Finite Element Method 6

63 Friction 6

64 Handlin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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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eyword Frequency

65 Hot Stamping 6

66 Lubrication 6

67 Maintenance 6

68 Manufacturing Process 6

69 Measurement 6

70 Micro Machining 6

71 Predictive Model 6

72 Recycling 6

73 Sensor 6

74 Titanium 6

75 Ultra-Precision 6

76 Augmented Reality 5

77 Calibration 5

78 Customization 5

79 Deformation 5

80 Diamond 5

81 Diamond Tool 5

82 Environment(Al) 5

83 Fiber Reinforced Plastic 5

84 Force 5

85 Incremental Sheet Forming 5

86 Knowledge Management 5

87 Microstructure 5

88 Process Control 5

89 Robot 5

90 Rolling 5

91 Scheduling 5

92 Surface 5

93 Thermal Effects 5

94 Tolerancing 5

95 Toolpath 5

96 Tribology 5

97 Welding 5

아래 Figure 6은 ICRP 5년간 키워드 빈도수 합계가 20이상인 키워드의 연도별 빈도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Grinding 의 경우 총 빈도수도 높고 연도별 빈도수도 꾸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Design의 경우 총 

빈도수는 2번째로 높지만 연도별로 빈도 편차가 매우 커서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키워드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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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연도별 키워드 빈도수 추이(빈도수 20이상)

아래 Figure 7~ Figure 11은 5년간(2012년 ~ 2016년) 연도별로 나타난 키워드 비중을 시각화한 그림이다. 이를 

통해 각 연도별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 살펴 볼 수 있다. 

Figure 7. 2012년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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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2013년 주요 키워드

Figure 9. 2014년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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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2015년 주요 키워드

Figure 11. 2016년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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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의 5년간 논문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Figure 12와 같다. 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Grinding을 중심으로 Assembly, Cutting, Design, Milling, Surface Integrity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Figure 12. CIRP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2~2016년, Degree Centrality)

2.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CIRP의 2012년~2016년도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

(Spring Layout)하였다. 아래 Figure 13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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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2016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5년간 주요 연구 그룹은 아래 Figure 14~20과 같다.

Figure 10에 나타난 가장 큰 연구자 그룹은 KU Leuven, Osaka Univ., Purdue Univ.의 3개의 기관으로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Wim Dewulf(KU Leuven), Joostr. Duflou(KU Leuven), John W. Sutherland(Purdue 

Univ.)가 주요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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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KU Leuven, Osaka Univ., Purdue Univ. 연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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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에는 TU Dortmund, Univ. of Padova, RWTH Aachen Univ. 등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의 

중심연구자인 A. Erman Tekkaya(TU Dortmund)는 총 11개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4 JSTP 국제 

정밀 단조 부문 연구 및 개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Figure 15. TU Dortmund., Univ. of Padova 연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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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6은 Kamlakar Rajurkar(Univ. of Nebraska-Lincoln)를 중심으로 하여 Dirk Biermann(TU Dortmund)

과 B. Mullany(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그리고 Ekkard Brinksmeier(Univ. of Bremen)과 Eckart 

Uhlmann(TU Berlin) 등의 주요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이다. Kamlakar Rajurkar(Univ. of Nebraska-Lincoln)는 

10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Dirk Biermann(TU Dortmund)은 11편의 논문의 공저자이다. 

Figure16. Univ. of Nebraska-Lincoln, TU Dortmund,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Univ. of Bremen, TU Berlin 연결그룹



분야별 연구동향 

- 49 -

아래 Figure 17은 ITIA와 Politecnico di Milano, 그리고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와 Hitachi Ltd.의 

4개의 기관 연구자들이  중심 연구자 없이 비교적 대등하게 연결된 그룹이다.

Figure17. ITIA와 Politecnico di Milano,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itachi 
Ltd.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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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8은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를 중심으로 RWTH Aachen Univ.의 연구자와 Univ. 

of Nottingham, 그리고 Univ. of Birmingham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의 중심연구자인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는 9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Figure18. RWTH Aachen Univ., Univ of Nottingham, Univ. of Birmingham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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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9는 K.D. Bouzakis(Aristotle Univ. of Thessaloniki)를 중심으로  Aristotle Univ. of Thessaloniki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K.D. Bouzakis(Aristotle Univ. of Thessaloniki)는 4편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Figure19. Aristotle Univ. of Thessaloniki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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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20은 Jian Cao를 중심으로 Northwestern Univ.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Jian Cao 

(Northwestern Univ.)는 9편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Figure20. Northwestern Univ. 연결 그룹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21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Centrality는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 한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 중심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

는 지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여러 논문과 다른 연구자와의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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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ICRP 5년간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2016년, Degree Centrality)

이를 살펴보면 위의 두 번째 그룹의 중심연구자인 A. Erman Tekkaya(TU Dortmund) 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Jian 

Cao(Northwestern Univ.) 가 중심에 가까이 있으며, Dirk Biermann(TU Dortmund) 와 Kamlakar Rajurkar(Univ. 

of Nebraska-Lincoln), 그리고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의 3명의 연구자가 그 다음으로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이들 연구자들이 많은 논문의 공저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저논문의 수와 

위의 중심도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 예를 들면 공저논문수가 9편인 Jian Cao(Northwestern Univ.)가 11편인 

Dirk Biermann(TU Dortmund)보다 중심에 가까이 있다. - Degree Centrality는 공저 논문수와 함께 다른 연구자와

의 공저관계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아래 Table6은 공저 논문수 4편 이상의 연구자 리스트이다. 



2016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54 -

공저자 공저논문수

A. Erman Tekkaya(TU Dortmund) 11

Dirk Biermann(TU Dortmund) 11

Kamlakar Rajurkar(Univ. of   Nebraska-Lincoln) 10

Yusuf Altinta(Univ. of British Columbia)   10

Dragos Axinte(Univ. of Nottingham) 9

Jian Cao(Northwestern Univ.) 9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 9

Jean-Pierre Kruth(KU Leuven) 8

Joost R. Duflou(KU Leuven) 8

Fritz Klocke(RWTH Aachen Univ.) 7

Gerhard Hirt(RWTH Aachen Univ.) 7

John W. Sutherland(Purdue Univ.) 7

Wim Dewulf(KU Leuven) 7

Ajay Malshe(Univ. of Arkansas at Little   Rock) 6

Alain Bernard(Ecole Centrale De Nantes) 6

Christian Brecher(RWTH Aachen Univ.) 6

Eckart Uhlmann(TU Berlin) 6

Ekkard Brinksmeier(Univ. of Bremen) 6

Erhan Budak(Sabanci Univ.) 6

Fukuo Hashimoto(Timken Technology   Center) 6

Konrad Wegener(Eth Zurich) 6

Mikel Zatarain(Ik4-Ideko) 6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6

Akira Hosokawa(Kanazawa Univ.) 5

Andrew Y.C. Nee(National Univ. of   Singapore) 5

David Dornfeld(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5

David K. Aspinwall(Univ. of Birmingham) 5

Gisela Lanza(Karlsruhe Inst. of   Technol.) 5

Ismail Lazoglu(Koc Univ.) 5

Jan C. Aurich(Univ. of Kaiserslautern) 5

Jiwang Yan(Keio Univ.) 5

Jokin Munoa(Ik4-Ideko) 5

K. Osakada(Osaka Univ.) 5

Kaan Erkorkmaz(Univ. of Waterloo) 5

Ken-Ichiro Mori(Toyohashi Univ. of   Technol.) 5

Marion   Merklein(Friedrich-Alexander-Univ. Erlangen-Nurnberg) 5

Table 6. 공저논문수 순위 (CIRP 2012~2016년, 4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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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공저논문수

Masanori Kunieda(Univ. of Tokyo) 5

Michael Zwicky Hauschild(TU Denmark) 5

Mitchell M. Tseng(Hong Kong Univ. of   Sci. & Technol.) 5

Rachid M'Saoubi(Seco Tools Ab) 5

Takashi Kuboki(Univ. of   Electro-Communications) 5

Tullio Tolio(ITIA) 5

Yasuhiro Kakinuma(Keio Univ.) 5

A. Weckenmann(Friedrich-Alexander-Univ. Erlangen-Nurnberg) 4

Albert J. Shih(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4

Andreas Klink(RWTH Aachen Univ.) 4

Berend Denkena(Leibniz Univ. Hannover) 4

Bert Lauwers(KU Leuven) 4

Eiji Shamoto(Nagoya Univ.) 4

Friedrich Kuster(Eth Zurich) 4

Fu Zhao(Purdue Univ.) 4

Hitomi Yamaguchi(Univ. of Florida) 4

Hoda Elmaraghy(Univ. of Windsor) 4

Jozsef Vancza(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4

Jun Yanagimoto(Univ. of Tokyo) 4

K.D. Bouzakis(Aristotle Univ. of   Thessaloniki) 4

Kanji Ueda(Univ. of Tokyo) 4

Karel Kellens(KU Leuven) 4

Mamoru Mitsuishi(Univ. of Tokyo) 4

Marcello Colledani(Politecnico Di   Milano) 4

Philip Koshy(Mcmaster Univ.) 4

Shinichi Fukushige(Osaka Univ.) 4

Shinsuke Kondoh(AIST) 4

Shozo Takata(Waseda Univ.) 4

Sotiris Makris(Univ. of Patras) 4

Tojiro Aoyama(Keio Univ.) 4

Volker Schulze(Karlsruhe Inst. of   Technol.) 4

Y. Yoshikawa(Gifu Univ.) 4

Yasushi Umeda(Osaka Univ.) 4

Yuebin Guo(Univ. of Alabama) 4

Z.G. Wang(Gifu Uni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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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연구자 네트워크  

CIRP의 연도별로 중심연구자와 가장 큰 연구그룹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Figure 18~22과 같다. 

2012년에는 Figure 22와 같이 John W. Sutherland(Purdue Univ.) ,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Joost R. Duflou(KU Leuven) 의 3명의 연구자가 중심에 나타나고 있으며, A. Erman Tekkaya(TU Darmstadt), 

Fukuo Hashimoto(Timken Technology Center)가 2번째 중심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으며, Eckart Uhlmann(TU 

Berlin), Frank Hartig(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Wolfgang Knapp(Eth Zurich)가 3번째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Figure 22. 2012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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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Figure 23과 같이 Alain Bernard(Ecole Centrale De Nantes)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Hoda 

Elmaraghy(Univ. of Windsor), Kamlakar Rajurkar(Univ. of Nebraska-Lincoln), Mikel Zatarain(Ik4-Ideko)가 

그 다음으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사이에 중심에서 떨어진 간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3. 2013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3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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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Figure 24와 같이 A. Erman Tekkaya(TU Dortmund)가 제일 중심에 나타났으며 2번째 중심에는 

Andreas Klink(RWTH Aachen Univ.)가, 3번째 중심에는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 Fritz 

Klocke(RWTH Aachen Univ.)가 나타났다. 

Figure 24. 2014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4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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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Figure 25와 같이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 와 A. Erman Tekkaya(TU Dortmund)가 

가장 중심에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Dragos Axinte(Univ. of Nottingham)와 Gerhard Hirt(RWTH Aachen Univ.)

가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Figure 25. 2015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5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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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Figure 26와 같이 Dirk Biermann(TU Dortmund)과 Jian Cao(Northwestern Univ.)이 제일 중심에 

나타났으며 A. Erman Tekkaya(TU Dortmund), Volker Schulze(Karlsruhe Inst. of Technol.), Zixuan 

Zhang(Northwestern Univ.)가 그 다음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Figure 26. 2016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6년, Degree Centrality)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도별로 중심연구자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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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중심 연구자(소속)

2012년
John W. Sutherland(Purdue Univ.) ,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Joost R. Duflou(KU Leuven)

2013년 Alain   Bernard(Ecole Centrale De Nantes)

2014년 A. Erman Tekkaya(TU Dortmund)

2015년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 A. Erman   Tekkaya(TU Dortmund)

2016년 Dirk Biermann(TU Dortmund), Jian Cao(Northwestern   Univ.)

Table 7. 연도별 중심 연구자 (CIRP 2010~2014년)

4. 한국기관소속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CIRP의 5년간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들을 나타내면 아래 

Figure 27과 같다.

Figure 27. 한국기관소속 연구자 그룹(2012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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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연구자 그룹은 Figure 27과 같이 6개 그룹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그룹은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이며, Soo Ik Oh(오수익 교수, Seoul National Univ.)와 Sung-Tae Hong(홍성태 교수, Univ. of Ulsan)

가 중심연구자와 연결을 주도하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결 관계를 기초로 중심도 분석을 통해 한국기관 소속의 중심연구자를 확인하면 Figure 28과 같다. 위의 

Figure 27과 마찬가지로Soo Ik Oh(Seoul National Univ.)와 Sung-Tae Hong(Univ. of Ulsan)가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28. 한국기관소속 연구자 중심도 분석 (2012년~2016년)

한국기관 소속의 연구자 외에도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들의 논문도 5건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8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 기관 소속의 주저자 (제 1 저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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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명 소속

Hyunmin Cheong Univ. of Toronto

S. Kim MIT

Seung-Jin Kim Univ. of New South Wales

K.S. Woon Singapore Inst. of Manuf. Technol.

Hongjin Jung Nagoya Univ.

S.S. Park Univ. of Calgary

Table 8.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타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 (CIRP 2012~2016년)

5. 기관 - 키워드 분석 (2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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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주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29에 

나타내었다. 

Figure 29. CIRP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2016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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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요 연구기관

Assembly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Leibniz Univ. 

Hannover, Univ. of Patras

Grinding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Univ. of Kaiserslautem, Univ. of Bremen

Surface Integrity Univ. of Birmingham, Keio Univ.

Chatter Nagoya Univ., LK4-Ldeko,

Titanium Univ. of Birmingham

Machine Tool RWTH Aachen Univ.

또한 위 네트워크에 가장 큰 그룹을 따로 떼어낸 그림은 아래 Figure 30과 같다. 

Figure 30. CIRP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2016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Assembly로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Leibniz Univ. Hannover, 

Univ. of Patras등에서 발표한 논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Grinding도 많이 나타났으며,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Univ. of Kaiserslautem, Univ. of Bremen 등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으로는 Tech Univ. of Berlin에서 Process Chains, Micro Machining, Manufacturing Network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9와 같다. 

Table 9. 연구키워드에 따른 주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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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요 연구기관

Electrical Discharge 
McMaster Univ.

Machining(EDM)

Cold Framing Univ. of Electro-Communications

Maintenance Cranfield Univ.

Process Chains Tech Univ. of Berlin

Micro Machining Tech Univ. of Berlin

Manufacturing Network Tech Univ. of Berlin

Augmented Reality National Univ. of Singapore

V. 결 론

5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는 CIRP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34개 국가에서 4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

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독일이 91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71편, 

미국이 57편, 영국이 34편, 프랑스가 27편, 캐나다가 22편, 중국과 이탈리아가 각각17편, 덴마크가 11편, 스위스와 

벨기에가 각각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스웨덴과 같이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관별로는 2010년부터2015년까지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일본의 Univ. of Tokyo가 가장 많은 수인 2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RWTH Aachen Univ.가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Technical Univ. of Denmark에서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KU Leuven과 Leibniz Univ. Hannover에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Arts et Metiers 

ParisTech, ETH Zurich, Univ. of Bremen에서 각각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에서는 5년간 8개 기관에서 각각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2012년에는 1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못하였으며, 2013년에 3편, 2014년에 3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자중 5년간 2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총 22명이며, 이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이 Anthony 

Beaucamp(Kyoto Univ.), H. Suzuki(Chubu Univ.), Ang Liu(Univ. of New South Wales)가 각각 3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Grinding과 Milling, Chatter, Cutting, Surface Integrity, Machining 등으로 주요하

게 연결되며, 이들 주변에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제일 큰 그룹과 Assembly와 Forming, 

Sheet Metal이 연결된 가지에 여러 개의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전체 키워드 수는 715개이며, Grinding, Design, Assembly, Cutting, Milling, Surface Integrity 이 빈도수 

20이상 나왔으며 Chatter, Design Method, Drilling, Machine Tools, Modelling, Sheet Metal, Forming, 

Machining, Composite가 빈도수15이상 나타났다. 

연도별로 상승하는 키워드는 Surface Integrity, Chatter 등 이며, 하강하는 키워드는 Cutting, Design Method, 

Modeling, Machining 등이 있다. 또한 키워드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Grinding을 중심으로 Assembly, 

Cutting, Design, Milling, Surface Integrity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연구자 그룹은 KU Leuven, Osaka Univ. Purdue Univ.의 3개의 기관으로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Wim Dewulf(KU Leuven), Joostr. Duflou(KU Leuven), Joh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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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herland(Purdue Univ.)가 주요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Degree Centrality는 A. Erman Tekkaya(TU Dortmund) 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Jian Cao(Northwestern Univ.) 

가 중심에 가까이 있으며, Dirk Biermann(TU Dortmund) 와 Kamlakar Rajurkar(Univ. of Nebraska-Lincoln), 

그리고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의 3명의 연구자가 그 다음으로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Degree Centrality는 2012년에는 John W. Sutherland(Purdue Univ.) ,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Joost R. Duflou(KU Leuven), 2013년에는 Alain Bernard(Ecole Centrale De Nantes), 2014년에는 A. 

Erman Tekkaya(TU Dortmund), 2015년에는 Sein Leung Soo(Univ. of Birmingham), A. Erman Tekkaya(TU 

Dortmund), 2016년에는 Dirk Biermann(TU Dortmund), Jian Cao(Northwestern Univ.)로 나타났다. 

한국인 연구자는 6개 그룹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그룹은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이며, 

Soo Ik Oh(오수익 교수, Seoul National Univ.)와 Sung-Tae Hong(홍성태 교수, Univ. of Ulsan)가 중심연구자와 

연결을 주도하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기관과 키워드의 연관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Assembly로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Leibniz Univ. Hannover, Univ. of Patras등에서 발표한 논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Grinding도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로,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 Univ. of Kaiserslautem, Univ. of Bremen 등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으로 가장 많은 키워드를 가진 기관은 Tech Univ. of Berlin로 Process Chains, 

Micro Machining, Manufacturing Network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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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rview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M-Terview는 MATERIC Interview의 약자로 기계 건설공학 분야의 종사자의 추천 및 자체 선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 연구진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정보를 취합 제작하고 있다. 연구전문콘텐츠의 일환으로 기계공학 분야의 국내 유명 인사를 탐색하고, 직접 

인터뷰와 동영상 촬영을 하여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의 국내외 상황, 앞으로의 비젼 등을 담아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3D 프린팅은 3D 데이터

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료를 입체적인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내

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금속재료 등

을 이용해서 3D출력이나 가공을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3D Printing 

기술의 금형산업분야 적용방법"을 연구하시는 조선대학교 기

계공학과 안동규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

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3D 프린팅이라고 하는데요. 학술적

으로는 적층조형(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합니다. 적

층조형의 새로운 신규 공정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공정으로 

전통 제조업이나 신규 산업을 육성시키는 연구, 적층조형 뿐만 

아니라 금형기술 혁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차원 프린팅이 

한국에 도입된 이유가 금형기술에 매우 유용하여 시장성이 높

을거 같아서 입니다. KAIST의 양 동열 교수님이 1992년도부

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적

용할 수 있는 전산시뮬레이션 기술과 신제품 혁신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 VLM-ST(가변적층 쾌속조형 공정)을 자동화 시킨 VLM-STA

공정을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KAIST의 양동열 교수님은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

로 3D 프린팅, 당시 공식적으로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이라고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석사과정 학생이었

고, 이 연구를 옆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석사졸업 후 회사

를 다니다가 1999년도에 다시 박사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때 

KAIST에서 1998년말부터 양동열 교수님께서 주문적응형 쾌속

제품개발사업단을 운영 하셨습니다. 국가 중점 과제로 국비만 

100억 원이 지원되었던 대 형 사업이었습니다. 서울대, 기계연

구원, KAIST, 부산대, 광주과학기술연구원 뿐만 아니라 기업

들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약 17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습

니다. 그곳에서 지금 말하는 3D 프린팅 공정과 응용기술에 대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양동열 교수님이 1999년도에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공정(쾌속조형 공정)을 개발 해야된다고 하셨어요. 그

래서 그 당시에 박사과정때 지금 특허청에 계시는 이상호 박사

님, ADD에 있는 최홍석 연구원, 원자력 연구 원에 있는 김효찬 

박사 이런 분들과 같은 팀이 되어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했

습니다. 여러가지 실패를 한 후, VLM-ST라는 공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VLM-ST(Variable Lamination Manufacturing, 

Stereo form Trasfer type)은 재료를 낱장으로 하나로 보내는 

건데요. Variable Lamination이란 것은 기존의 3D 프린팅 공

정보다 한 치수 작지만 수직 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직 

벽으로 올리면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이려면 두께

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께를 줄이면 시간이 많이 걸

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밀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면서 측면에 경사를 줘서 쌓아 올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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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거죠. 그래서 가변(Variable)하여 적층(Lamination)을 

하는 방식이라 하여 VLM이라는 부릅니다. 그 소재가 Stereo 

Form입니다. 1999년도에 개발해서 2001년도에 처음 상용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에서 상용화

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 합니다.

2003년도부터 Wholer's report에 대한민국 공정으로 KAIST 

양동열 교수님의 "D.Y. YANG 개발 Variable Lamination 

Manufacturing"이라고 공식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2006 년도

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2007년도에는 보지못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판매된 개수가 하나씩 쌓여서 월레스 레포트에 실제 

기록이 되었던 공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Wholer's 

report에 등록된 공정입니다. 제 박사과 정 논문이기도 하고 

실제 상용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자동 이었습니다. 

지금 3D 프린팅 원천 특허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합니다만. 이 

공정은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VLM-SP 공정, VLM-ST 공정, 자동화였던 VLM- 

STA 공정, 후 가공을 하는 공정, 대형화를 하는 장비 FLEXI- 

BLE MACHINING CENTER 이렇게 5가지의 공정이 연속적으

로 개발됩니다. 10개 이상의 특허와 다수의 국제 특허도 등록이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3. VLM-ST와 VLM-STA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 반자동이(VLM-ST)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동

화를 하게 되면 자동화 공정에 의해 들어가는 장비가 더 많기 

때문에 조작이 늦어지고. 자동화가 되면 장비 가격이 더 비싸집

니다. 사람 손이 안 간다는 것은 큰 효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거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싶으면 자동화를 

사용하고, 내가 몸을 좀 고생하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자동

을 쓰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 측면에서는 반자동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

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공정의 특성과 제조 방

법을 익힐 수가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팅 공정

에서 후 가공을 하지 않는 공정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

씀을 드린거처럼 단차가 있기 때문에 거칠게 나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 가공을 꼭 해야 합니다.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4. 3D 프린팅 기술 중에서 금형의 경우에 간접식, 직접식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

히 설명도 해주시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 일단 직접식은 쉽게 말해서 3D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금형을 바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

습니까?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료에 

분말 형태의 금속이 들어가고, 이것을 녹여 붙이 거나 소결을 

시키기 위해서 레이저와 전자빔, 그리고 금속을 붙이는 접착제

도 필요합니다. 판넬을 잘라서 붙일 수도 있는데 그 공정도 약 

20가지 이상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을 직접 녹이거나 자르

거나 소결시키거나, 아니면 접착제로 붙이거나 해서 제품을 만

드는 것, 이것이 직접식 방식입니다. 직접식은 중간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금속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잔류 용액이 생기거나 여러 이유로 

잘 나오 지가 않습니다. 표면이 플라스틱보다 더 거칠게 나옵니

다. 이로 인해 후가공을 해야 하고, 적용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

입니다. 많이 쓴다고 하는데, 수율(제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접식으로 나오는 3D 프린팅 제품들은 플라스틱입니다. 금

속이 아닌 플라스틱 자체로는 금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이것을 코어로 안에 넣어두고, 주조를 하는 것처럼 둘러싸면 

안에서 제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주조 금형틀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라스틱을 주입하는 것이 간접식 방법

입니다. 간접식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거꾸로 뒤집는 역전 공

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형이 정확하면 역전을 하기가 쉽지만 

대부분이 약한금속에 적 용이 가능합니다. 강한 금속으로 가려

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역전을 하다보니까 

반대편을 떼어 내면서 수축이 발생하고 패턴이 정확하게 붙느

냐 붙지 않느냐하는 역전에 의한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필요 없는 단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1,000개 내외

로 소량 생산에는 간접식 방법도 괜찮습니다.

진짜 센 금형을 만들려면 직접식을 써야 하는데, 꼭 후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식으로 금형을 다 만들어 버리면 기계

로 가공을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금형안의 냉각 채널에 곡선을 주거나, 특수 한 재료를 넣거나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식으로 전체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69 -

부분은 가공을 하거나 적층을 하고, 나중에 표면을 후가공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Manufacturing)을 많이 사용합니

다. 서울대학교의 하이브리드 컨소시엄센터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어떻게든 기존의 물체에 금속을 

붙일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계 가공으로는 못 만드는 부분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의 경우 3D 프린팅을 사용

하고, 나머지는 전통 방법을 사용하면 기술적 융합(Technical 

Fusion)이죠. 그러면 기술과 사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5. 비용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직접식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방식이겠군요. 요즘에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가는 추세인가요?

- 하이브리드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

계입니다. 3D 프린팅 시장에서는 정밀도, 속도, 가격의 싸움인

데요. 하이브리드 방식에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융합

을 하고,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하 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분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용 분야를 어떻게 넓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공과 적층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실시간으로 기준점을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틀어져 버 리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저희도 실제로 기계 가공을 해서 적층을 하고 다시 기계 가공을 

할 때 중심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깎아

야 할 곳을 깎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깎아버려서 실패를 합니다. 

Reference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Reference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 3D 프린팅 기술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떻게 보

면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

으신데요. 이 3D 프린팅의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

요? 아직 문제점도 많이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지만 

전망은 밝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밝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겠고, 어둡

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2000년대 초

반까지 쾌속 조형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

의 한계성이 많이 보여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 고 다시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오바마가 말한 

나믹(NAMIC)이란 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완전

히 망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제조업 회사들을 모두 후진

국으로 보냈는데, 인건비 가 올라가고, 생산의 효율성이 없어져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니 인력고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제조업을 되돌리려 해도 미국은 제조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 전진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믹

입 니다.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와 관련된 장비를 

넣고 제조업을 육성시키자는 뜻입니다. 지금 오하이오주에 하

나를 만들었고요. 텍사스 알파스 쪽에 다른 나믹을 만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3D 프린터 시장으로는 전 세계에 5조원 정도밖

에 안됩니다. 스트라타시스(Stratasys)와 3D시스템즈가 전 세

계 3D 프린터 시장의 80%정도를 차지하지 있는데, 5조원이면 

포스코의 1년 매출보다 적습니다. 월레스 레포트에서 10년 후

에 이만큼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술혁신(Technology Enovation)이라는 것은 시장을 

창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 장비들의 답보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 넘는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기술이 개발되어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

니다.

특히 3D 프린팅이 의료시장에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적층조형(Rapid 

Prototyping)은 대량생산보다는 극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즉 

1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1개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플

란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저도 여기에 

왔을 때는 의과대학과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했었

던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Customize 임플란트 였는데요. 

사람마다 인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역시 다릅니다. 

사람에 맞는 임플란트를 넣으면 덜 아프고 빨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체 적합소재는 타

이타늄(Titanium]입니다. 임플란트는 FDA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지만 3D 프린팅 목적에는 맞습니다. 그래

서 그 시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스템(OSTEM)에서도 임플

란트에 3D 프린팅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치과와 

관련해서 이것으로 나스닥에 등록을 하려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도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합니다.

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

문에 1개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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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나 저가형 프린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가형 

플랜트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 을 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저처럼 경험이 있어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야만 제품

이 나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차이입니다. 3D 프린터 시장은 하이엔드시장과 

로우엔드 시장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3D 프린

터 시장은 저가형의 로우엔드 시장입니다. 공업 쪽으로 사용되

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해

외 메이저 업체로 스트라타시스(Stratasys)와 3D시스템즈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30년씩 연구 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

까. 대부분의 해외 3D 프린터와 관련된 회사들은 제조업 육성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D 프린터로만 나갑니다. 

공업 쪽도 아니고 아이들 장난감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 

회사에서도 3D 프린터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회사

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대부분 난삭재(깎기 어려운 재료) 입니

다. 그래서 대충 만들고 하이브리드 프로세서로 겉을 깎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반 철 같은 제품은 아무

나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쌓고 있겠어요.

7.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 3D 프린팅의 기본적인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옛날부터 꽤 있습니다. 당시 저희 사업단에도 전체 200

명 이상이었거든요.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

공을 바꿔 버렸어요. 아직도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의 기술과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야만 합

니다. 기술이란 것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가려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반을 알

고, 장단점을 알고 가야 합니 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 

정보,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국가 과제를 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하는

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가가 기술 개발 사업

을 하면 진정으로 내가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

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진짜 사명감

을 가져야 하고, 연구비가 많고 적음이 실제적인 기술 개발 평

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작은 금액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반 기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때 기반 기술이 많이 확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흩어졌어요. 몇 십년 전에 만들었던 소프트 웨어 기술을 지금도 

못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가형 3D 프린팅을 만들었던 

회사들을 보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루틴에 넣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기술의 연속

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새

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과제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맥이 한번 끊겼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 해외에서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추세더라고요. 예

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소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분야 그리고 네덜란드의 MX3D같은 경우 암스테르

담에 금속 프린터로 세계 최초로 17세기 다리를 재현하는데 

3D 프린팅을 이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는 대형 프로젝트에도 많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

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많이 

취약한 것같은 생각도 들고요. 

-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목적에 맞는 연구를 계속 했어야 

했는데 연구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한 

번의 정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기간에 많은 기술을 가지

고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다른 분야로 가버렸습니 다. 기술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기술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기술의 연속성입니다. 기술을 개발하

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VLM-ST공정을 개

발한 것은 양동열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지식, 견문과 

같은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기 때문입 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술을 답보하지 않

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9. 교수님께서 2013년도에 바이오 매스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고강성 다중 반사 구조의 평판 형광 생물 반응 케이스(특허

등록번호 : 10-1207475)"를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연구인지 궁금합니다.

- 바이오 매스를 만드는 것은 조선대학교의 바이오리파너리 

연구센터의 정상화 교수님께서 하셨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

면, 저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만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제 

3세대 에너지는 미세조류를 대량 생산하는 것입 니다. 클로렐

라와 같은 미세조류(microalgae)를 반으로 자르면 안에 지질이 

있고 이것을 건조하여 짜내면 바이오디젤, 바이오 에탄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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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이 만들려면 대량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키

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환경

이나 생물은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라서 큰 연못에 그냥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당시 가장 발전한 것이 광생물 반응기라고 해

서 광합성을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키우는 연구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클로렐라들이 광합성을 하다가 깔리면 죽을 

수도 있고, 유체역학적으로 섞이기도 하고 빛을 막는 역할 을 

할수 있는 케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를 개발

하는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이 케이스는 형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의 

형상을 이용해서 작은 것을 만든 후, 3D 프린 터로 광생물 반응

기의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SLA 공정과 후가공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니까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형상을 크게 하

여 플라스틱 금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생산성

이 굉장히 좋아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10. 계속해서 응용을 하시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연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이 세상에 없는 3D 프린팅 공정을 계속 개발하고 싶습

니다. 이 분야는 아시다시피 기술보다는 특허가 중요한 분야입

니다. 별 것 아닌 장비를 굉장히 고가에 파는 분야이기도 합니

다. 특허가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없으면 이 시장

을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특허를 하나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에 없고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기술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가격, 정밀도, 속도이고, 그리

고 적용할 수있는 분야, 이렇게 4가지만 갖추어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공정만 쓸 수 있는 분야 또는 어떤 기술과 어떻게 

융합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금속 3D 프린팅을 하이브리드 공정을 이용해서 

고급 금형기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많이 사용

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열간 단조 금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더

니 어떤 회사의 금형 수명이 3배 이상 증가 했다는 결과를 얻기

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응용측면에서 3D프린트 기술

을 사용할 수 있고, 제조 경쟁력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 지금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후학들이 

있어요. 많이 보고 계실텐데, 그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후배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살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번 마음먹고 몸담는 분야가 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하면 어려워서 안 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창의공학의 용어처럼 

꾸준하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 언젠가는 그 산을 넘습니다. 

그 산을 넘고 다시 다른 산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

적으로 말하는 관성이 붙게 되면 가속도는 무지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자신이 성장

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좋아서 인생을 더 

밝게 도전적으로 살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습이 좋아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처음이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를 

버린다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한 우물 끝까지 파시기 바랍니

다. 10년만 가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 니다. 그리고 성공하

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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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뷰에서 만나보시게 될 분은 야외에서 점프하며 

뛰놀게 하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든 2014년 MIT Cheetah 

2를 개발하신 박해원 교수입니다. 치타 로봇은 고성능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내연 기관과 유압을 쓰는 다른 로봇보다 효율

이 좋고, 조용하며, 단순히 네다리를 이용해 달리는 것이 아닌, 

땅을 딛고 뛰어 오르는 능력 등 4족 동물의 역학적 움직임을 

알고리즘화해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최근에 일리노

이 대학(UIUC)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본인의 실험실을 꾸미고 

계신데요. 한창 바쁘실텐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1. 우선 최근에 일리노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조교수가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외국대학에서 교수를 일한다는 

것은 많이 부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약 5개월 남짓) 정신이 없고요, 이렇게 인터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사 지도 교수님이신 

연세대학교 박영필 교수님, 박사 지도교수님인 미시간 대학교

의 Jessy Grizzle 교수님, 그리고 박사후과정 지도 교수님인 

MIT의 김상배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지도와 도움 덕

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연세대학교에서 학부를 다녔는데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학부 지도 논문을 쓰면서, 로봇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

니다. 학부 지도 논문을 통하여 우연치 않게 로봇 하시는 교수

님(연세대학교 양현석 교수님)과 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로봇이란 공학의 한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 분야로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2007년에 미국 미시간 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으로 박사 유학을 나

와 Jessy Grizzle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

다. 그 후 2012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 

해 6월 경에, MIT에 김상배 교수님 Biomimetic Robotics Lab

에 박사 후 과정으로 MIT Cheetah 로봇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김상배 교수님과 MIT Cheetah 2 

로봇의 제어기 설계 및 하드웨어 Integration 등을 담당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MIT에서 현재는 NAVER LABS에 계

신 석상옥 박사님, 현대자동차에 계신 현동진 박사님, 박상인 

연구원, KIST에 있는 임세혁 박사님, 이종우 연구원 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임용은 지난해 5월에 되었고, 

9월 말부터 부임,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2.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또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이족 보행 로봇 MABEL의 제어기 설

계 및 하드웨어를 통한 검증 등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족 보행 로봇이 험지도 안정적으로 보행 할 수 있고, 

달리기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관련 동영상은 아래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IT에서는 MIT Cheetah 2 로봇의 동역학 시뮬레이션, 

Controller Design, 그리고 실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하드웨어 Integration과 Embedded 제어기 설계도 담당하였

습니다. 대표적 연구로는 MIT Cheetah 2 로봇이 장애물을 인

식하고, 인식된 장애물에 맞추어서 속도를 조종하고,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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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4번질문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 H.W. Park and A. Ramezani and J. W. Grizzle, A 

Finite-State Machine for Accommodating Unexpected 

Large Ground-Height Variations in Bipedal Robot Walking,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013

- Hae-Won Park, Patrick Wensing, Sangbae Kim, 

Online Planning for Autonomous Running Jumps Over 

Obstacles in High-Speed Quadruped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2015

- Koushil Sreenath, Hae-Won Park, Ioannis Poulakakis, 

Jessy W Grizzle, A Compliant Hybrid Zero Dynamics 

Controller for Stable, Efficient and Fast Bipedal Walking 

on MAB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2011

4. 교수님 연구에서 MIT Cheetah 2 를 빼놓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MIT Cheetah 만의 장점이나 특징에 대해서 소

개를 부탁 드립니다. (치타1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BigDog이나 Spot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 MIT Cheetah 2가 아마도 세계 최초로 장애물을 자동 인식

하고, 그것을 뛰어가는 도중에 멈추지 않고 Jump하여 뛰어 넘

는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Spot이나 BigDog을 보시면, 주어

진 행동 (걸어가기, 뛰어가기) 등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주 훌륭

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발로 차도 곧바

로 균형을 잡고 회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장애물이 나타났

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Jump해서 뛰어넘는다거

나, 빠른 동작으로 회피하는 등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치타 1 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로봇의 

균형을 2차원적으로 잡아주는 메카니즘 없이도 밖에서도 자유

롭게 뛸 수 있게 만든 것, 그리고 모터와 제어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여러가지 로봇 개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습

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

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뽑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MIT Cheetah의 예를 보자면, 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었고요, 4족 보행로봇의 고속 주행

은 (특히 5m/sec 이상의 고속 주행)은 연구 논문 등을 통해서 

발표된 기존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새로 개발하여야 했습니다. 

점프하여서 장애물 넘는 연구는 로봇이 장애물을 뛰어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모터가 망가지거나, 하

는 등 로봇이 망가지는 일이 잦았는데요, 그때마다 수의사가 된 

심정으로 부서진 로봇을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MIT Cheetah와 

MABEL같은 실험 플랫폼들은 판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

폼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기도하였고, 고치기도 많

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실험하다가 로봇이 고장난 

것 같네요. 

6. 궁극적으로 교수님이 지향하는 로봇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

-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로봇의 모습은 흡사 생명체와 

같이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보행 로봇을 만드

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동물들을 보면, 현존하는 로봇과는 달리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ree 

Running (파쿠르)의 동작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의 움직임 등

을 보시면, 로봇의 딱딱한 움직임과는 달리 아주 유연하게 온몸

의 근육과 몸전체에 분배 되어있는 질량등을 효과적으로 써서, 

역동적인 동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것을 볼 수 있죠. 

제가 현재 재미있게 관찰하고 있는 생명체는 바로 다람쥐입니

다. 다람쥐는 그 작은 몸집에도 불고하고, 성인 남성과 비슷한 

속도로 뛸 수 있고, 1m 이상의 높이를 뛸 수 있죠. 이러한 신체

적 특성을 활용하여,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복잡한 장애물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에 

Squirrel Obstacle Course라고 쳐보시면, 다람쥐가 기발한 방

법으로 사람이 만든 Obstacle Course를 통과하는 동영상을 많

이 보실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로봇은 흡사 다람쥐과 같이 

장애물을 민첩하고 날쌔게 극복할 수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좁은 곳이나, 위험한 곳을 대신 탐사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로봇입니다. 먼 훗날일지도 모르지만, 재난 상

황에서 사람대신 재난 구역을 재빨리 탐색하거나, 우주 탐사에

서 기존의 바퀴달린 Rover가 가지 못하는 곳을 탐사하는 용도

로 쓰일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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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상배 교수님이 계신 MIT의 Biomimetic Robotics Lab.

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있을 거 같

습니다. 실험실 분위기와 이 실험실에 지원하기 위해 미리 

공부해야 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 김상배교수님과는 정말 재미있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김상

배 교수님 랩에서는 정말 바쁘게 일이 돌아갑니다. 교수님과 

부러진 다리와 고장난 부품을 같이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격

이 없이 학생들과 그리고 연구원들과 같이 일하시는 것을 좋아

하시고요, 아직도 CAD소프트웨어를 직접 만지시며, 로봇 설계

하는 것을 즐기시고 끝없이 아이디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입니다. 아마 김상배교수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로봇 하드

웨어를 가지고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

고, 다룰 줄 아는 스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공부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11번 질문에 답변해 드렸으니 참조하시길 바

랍니다.

8. 미국의 로봇연구와 한국의 로봇연구의 차이점이 있다면?

-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나, 

체계적인 방법론 등을 만드는 연구에 주력하고 로봇을 실험적

인 검증 도구로써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그러한 방법론 등의 

로봇에의 응용에 주력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다른 스타일의 연구 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연구

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하드웨어의 응용에 

주력한 연구들도Ground Breaking한 결과를가져온다고 생각

합니다. 한 예로, Boston Dynamics의 창립자이자 MIT의 교수

였던 Marc Raibert 가 80년대나 90년대에 행한 연구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Innovate한 것은 찾기 힘들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뛰어난 연구결과들로 후속의 보행 로봇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Zero Moment Point로 대변되는 준정적 보행

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동적 보행 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

었다고 생각합니다.

9. 연구에 주로 영향을 받은 교수님이나 연구자가 계신지 궁금

합니다.

- 로봇 연구에 있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두분을 

뽑자면, Jessy Grizzle 교수님과 김상배 교수님을 뽑을 수 있습

니다. 정말 두분은 비슷하면서도,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Grizzle 교수님은 Rigorous한 

수학에 기반한 비선형 제어이론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요, 김상배 교수님은 그에 반하여, 기계 시스템의 설계

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공통점은 두

분다 하드웨어 실험을 통한 검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오랜 시간동안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저와 박사과

정을 함께한 지금은 카네기 멜론대의 교수로 있는 Koushil 

Sreenath의 연구도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Boston Dynamics

의 모든 로봇들과 Marc Raibert가 Leg Lab에서 행한 연구들, 

MIT의 Russ Tedrake과 Nick Roy 교수, ETH Zurich의 

Raffaello D'Andrea, Roland Siegwart, Marco Hutter, 그리

고, Stanford의 Oussama Khatib, iHMC의 Jerry Pratt 등의 

연구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10. 앞으로 일리노이에서 학생들과 어떤연구를 진행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MIT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틀고 학생들을 지

도해가며 새로운연구를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연구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저는 4족 보행 로봇에 관련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 같고

요, 현재는 크기가 작은 로봇 (다람쥐와 고양이 사이 크기) 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작

은 크기의 로봇을 가지고도, 큰 크기의 로봇도 가기 힘든 복잡

한 지형을 다람쥐와 같이 민첩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otion Planning, Trajectory Generation, 그리고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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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위한 연구를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듯 싶고요, 또한 개발된 

알고리즘을 실제 로봇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Sensor

들만 이용하고도, 소형 컴퓨터에서 실시간(Real-time)으로 계

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봇 하드

웨어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MIT Cheetah에 

쓰인 모터 기술을 소형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적이고(Dynamic) 민첩한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 

능력을 보유한 로봇플랫폼이 완성되면, 세계 유수의 로봇 연구

자들과 플랫폼을 공유하여서, 갖가지 알고리즘을 로봇에 적용

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다른 

연구자 분들이 보행 로봇을 위한 동적인 주행이나 보행 알고리

즘을 개발하여도, 쉽게 구입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마땅한 플랫

폼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이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었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훌륭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더욱 많은 분들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11. 최근에 로봇관련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의 학생들이 

로봇연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로봇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조언을 해주시다면?

-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기초적인 수학과목들, 전공과목들을 

통해서 기초를 확실히 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학교때 

기초를 쌓을 시기를 놓치시면 그것을 나중에 보강하기에는 배

가 훨씬 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는 로봇 

공학 입문이나 여러 제어이론(Control Theory) 수업, 최적화 

(Optimization) 이론에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심화된 수학 과

목들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는 자신이필요로 하거나 

관심있는 분야의 과목을 따로 수강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필요

할 듯 싶습니다. 차차 관련 분야의 논문을 읽으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모르는 것이 생기시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아주 훌륭한 과목을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데요,  로봇 공학 입문 과목으로는 edx.org에 개설된 서울

대 박종우 교수님의 Robot Mechanics and Control을 추천하

고 싶습니다. 보행 로봇에 특화된 강의로는 마찬가지로 

edx.org에 개설된 MIT Russ Tedrake의 Underactuated 

Robotics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에 관련된최

신 연구 동향을 알고 싶으시다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진행하

고 있는 RI Seminar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 

=PLCFD85BC79FE703DF)를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로봇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더 가벼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IEEE 

Spectrum을 구독하시길 추천합니다. 

12. 최근 둘째를 보신 석상옥 박사님과 김상배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석상옥 박사님, 김상배 교수님 두분 다 MIT에 있을때 즐거

운 시간 함께 보내신 분들입니다. 두분 덕분에 MIT에서의 연구 

무사히 마치고 일리노이 대학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도 개인적으로 두분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석상옥 박사님과 

형수님에게는 둘째 출산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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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체

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특히 해양플랜트 수주가 

크게 줄면서 조선업의 위기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플랜트 운영학과를 가진 해양대학교 이명호 교수님을 인터

뷰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선박 밸러스트 수 처리 모니터링 

관련연구와 조선소 등의 발전기 부하 성능 실험시 낭비되는 

전력을 회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와 

한국의 조선 산업에 위기 극복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

자 합니다. 

1. 교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선박 밸러스트 수 처리 모니터링 관련 연구 준비 중입니다. 

선박 밸러스트 수는 선적하고 있는 화물 양에 따라 달라지는 

선박의 흘수(Draft)와 좌우균형을 잡기위해 선체 밸러스트 탱

크에 주입하는 바닷물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었다가 배출

하는데 이 선박 밸러스트 수에 의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내에 설치되는 시스템이 "밸러스트 수 처리장치"라고 

하며 전기, 약품 등을 이용해 밸러스트수내의 수중생물과 미생

물을 살균 소독하는 장치입니다.

선박밸러스트 수 처리 방식은 약품을 넣는 방식과 전기분해방

식 등이 있으며 전기분해방식은 해수에 직류전원을 가해 전기

분해를 하면 아래의 식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위의 식처럼 차아염소산에 의해 독성이 강한 염소이온과 발생

기 산소로 제3국의 밸러스트로 들어오는 미생물과 수중생물을 

살균 소독하는 원리이며 이러한 역할을 하고난 밸러스트를 배

출할 때 남아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세제의 성분)에 의한 

잔류염소농도를 계측하여 농도가 지나칠 경우 해양오염의 위험

이 있으므로 약품을 사용하여 중화시켜 허용농도범위 안에 들

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잔류염소계측방식이 시약을 투입하여 비색방법

으로 측정하는데 일반 담수에서는 쉽게 시약 없이 측정이 가능

하나 해수에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있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

을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선박이 바다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원치 않는 

제3국의 해양생물을 옮겨가고 옮겨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호주에 다니는 광석운반선에서 이미 

20~30 년 전부터 이슈화 되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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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168개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6개국인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수출국입니다. 즉 선박이 밸러스트 수를 적재한 상태로 입

항하여 밸러스트수를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료 

수입국으로 대부분 선박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입항하므로 

밸러스트 수의 배출이 적은 국가에 해당되며 관리에는 소극적

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조선소의 발전기 부하 성능 실험시 생산되는 막대한 전력을 

회수하는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연구에서 나타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조선소에서 상선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할 때 매 호선마다 

실시해야 되는 발전기 부하성능 시험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막대한 발전전력 전량을 바다나 대기로 버리는 것을 보고 회수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시험 부하뱅크(Load Bank)로 버리는 전력은 대형 3사조선소 

총 1억2천만 KWh/년 인데 반해 회수 가능한 전력은 5천만 

kwh/년으로 회수율은 약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수하기 위

한 각 장비들의 구동효율이 모여서 나온 결과 치이며 금액으로

는 전기 생산의 연료비가 382억원/년이지만 회수가능 전기를 

한국전력으로 되돌려 판매한다면 전력공단 전기요금으로 환산

하면 총 연료비의 17%인 66억원으로 나타납니다. (2011~12

년 조선소부하 자료입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조선소와 선주와 한국전력의 실무자

의 추가 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3. 한국의 조선 산업이 근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조선 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연일 경제면 뉴스에 빠지지 않는 노동집약산업인 빅3 조선

소의 불황과 적자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그 

주원인을 해양플랜트로 꼽고 있습니다. 4~5년 전까지만 하더

라도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며 쏟아지는 해양플랜트물량으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2~3년 전부터 

갑자기 조선소들의 적자경영이 불거지고 근래에 와서는 해양플

랜트 수주는 고사하고 기존 건조 중이던 해양플랜트 마저도 

계약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il Major

들은 Google Earth와 전 세계 해양플랜트 건조현황을 분석하

여 자기네의 해양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과 다른 프로젝

트와의 간섭 없이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조선소를 찾은 후에는 

주위의 다른 조선소들에게도 똑같이 견적의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특정 조선소만이 건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견

적금액을 많이 불러도 웬만하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해양산

업의 해양플랜트 건조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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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당시 배럴당 100불에 육박할 때는 하루 20만 배럴을 

생산하는 대형 FPSO의 경우에 계산상으로 100일만 제대로 기

름 생산을 하면 20억불의 FPSO 1척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가

에 몇 억불 더 올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가지고 

해양플랜트 건조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

세에 몰려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선소들이 

좀 더 분석적이고 내실을 기하는 영업보다는 세계 최고의 매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해야 된다는 대기업그룹 

오너들의 입김으로 외형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충분히 더 받

을 수 있는 건조비용을 서로가 하겠다고 저가 수주를 하여 무리

한 공사 계획을 하였으며, 심지어 건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도 중국에서 만들겠다며 견적가만 낮추고 빠져버리는 등의 주

먹구구식 대응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놀아났습니다.

상선건조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지만 40~50년 이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소에 배타본 승선 경력자가 거의 없으니 

일본 등지에서 돈 주고 산 기본설계 도면으로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 선주들로부터 많은 서러움을 받으며 시키는 대로만 건

조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해운회사가 설립되고 많은 해기사들이 승선

경험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기본설계를 하여 배를 건조하니 이

제 상선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 선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기자재의 국산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플

랜트의 건조과정에서도 운영경험이 있어야만 기본설계가 가능

하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각계에서는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의욕이 앞섰으나 운영경험이 없어 기본설계가 안 되니 예전 

상선의 경우처럼 서러움을 받고 있고 또한 기자재의 구매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기자재회사가 조선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서 우리는 위의 상선 건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자재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돈

을 주는 갑이지만 을보다 못한 부당한 노예계약을 맺어 기자재

회사의 횡포에 납기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보다 배꼽이 

큰 메이커 엔지니어들의 서비스 비용으로 적자폭을 더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에는 오너측에서 공급된 기본설계 도면으로 

상세설계/생산설계를 함으로써 혹시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문

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오너측의 책임이었지만, 최근에 기본설

계를 조선소에서 발주함으로써 수주금액은 더 받았지만 설계 

잘못으로 인한 재시공 등의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조선소가 떠안게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양플랜트의 누적 적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서 최근 3~4년 전부터 세일가스의 개발로 원유의 가격은 곤두

박질을 쳐 새로운 해양개발의 손익분기점이 평균 50불선 이상

이지만 40불로 떨어진 원유가는 추가 해양플랜트 발주를 중단

하게 되고 기존에 건조하던 것들도 계약파기의 지경에 이르니 

속에서 곪아가고 있던 누적 적자가 바깥으로 터져 나온 꼴이 

되었습니다.

4. 여러 언론을 통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조선산업 위기 극복

을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이 이제 건조에서 유지보수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우리나라에서 해양플랜트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엄밀히 

말해서 해양산업의 한부분인 해양플랜트건조 산업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소와 

장비를 가진 세계 1, 2, 3위의 초대형 조선소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양플랜트산업과 해양산업을 구

분하지 못하고 해양산업 전체가 해양플랜트건조 산업으로 오해

를 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

산업과 선박건조 산업이 엄연히 다른 것처럼 해운업을 하기 

위해 조선소에 주문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약 30년간 해운경영

을 하면서 이윤창출, 수리 그리고 폐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운수업체가 자동차 회사에서 트럭을 구입하여 물류시장에

서 운수사업을 하는 것과 자동차회사에서 트럭을 만들어 판매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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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은 결국 지하자원인 가스와 기름을 생산하여 돈을 

버는 사업으로 해양플랜트 자체는 해양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트럭이나 배처럼 사업을 위한 하나의 장비라고 볼 수 있으며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해양플랜트라는 장비를 만드는 것 자체

가 산업의 본질은 아닙니다. 해양산업의 생애주기는 해양플랜

트건조 → 생산운영 → 수리 → 생산운영 → 폐선/폐쇄 그리고 

다시 건조하는 순서로 된다. 우리는 이 거대한 해양산업을 물밑

에 숨은 빙산이라고 한다면 해양플랜트건조 산업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모두가 얽매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생애

구조는 배의 건조로부터 선박운영, 수리, 운영 그리고 폐선과 

함께 다시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또한 운수업의 생애주기는 

트럭을 구매하여 운송, 수리, 운송 그리고 폐차와 동시에 다시 

트럭구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양플랜트산업에만 모두가 

매진한다는 것은 진정한 운수업이 아닌 트럭판매에만 올 인하

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해운업이나 운수업이 불황이라 이참

에 수리나 하고자 한다면 조선소나 자동차회사는 다소 힘들겠

지만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수리조선소는 새로운 호황이 될 것

입니다. 

어차피 세일가스의 개발로 유가가 바닥을 쳐 다시 회복될 때

까지 해양산업의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해양플

랜트산업인 조선소는 일이 없어 힘들겠지만 수년전에 건조하였

던 시추선들의 수리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수리

조선은 호황을 이룹니다. 우리가 예전에 누구보다도 잘해왔던 

수리조선 사업을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으로 모두 이양

한 상태로 우리가 건조한 드릴십들이 스페인령의 라스팔마스에

서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그렇다면 이 조선소

는 해양플랜트가 불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가의 하락으

로 해양의 오너들이 추가개발을 보류하고 운영 중인 해양플랜

트를 유가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대대적인 수리나 혹은 유전을 

폐쇄하여 해양플랜트를 폐선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신조만 하

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고 수리선 사업에 관련된 업체만 참여

할 것입니다. 조만간 지금의 이러한 위가가 지나가고 유가가 

회복되면 폐선 폐쇄한 유전개발을 위해 새로운 해양플랜트 건

조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5.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 운영학과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과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학과의 소개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해양플랜트 운영학과는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를 양성하

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전신인 단과대학 해사대학에 소속되어있

는 학과로서 기본적으로 해기사교육과 추가로 해양플랜트 시스

템을 공부하여 졸업 후 해양플랜트 운영에 취업할 수 있는 자질

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학생들은 해운연관산업, 해양산업, 국가공무원, 국제

기구 및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4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덴마크에 있

는 2개의 대학교에 교환학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15

년부터는 덴마크 학생들도 10여명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소속으

로 수학하게 되어 국제학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 수업

들은 모두 영어로 진행 되며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전공지

식 및 어학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학과 교육과정 졸업학점은 총 150학점이며 IMO 및 STCW 

등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전공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기 교육은 3학년 1년간의 승선실습을 통하여 해기사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 됩니다. 

6. 조선업의 불황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하려는 학생이나 연구

원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 같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비젼을 주실 수 있으신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불황이라

고 하니까 해양플랜트 운영학과 졸업하면 힘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은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관련부서

와 해양플랜트 기자재회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어

려움이 많겠지요.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으로 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되어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운영학과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아닌 해양산업의 

한 분야인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양플랜트산

업의 어려움으로 조선소에 목표를 두고 관련 전공하는 분들의 

좁아진 입지보다는 더 넓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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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잊혀져 가는 한옥문화를 살리기 위해 서울 북촌이나 전

주 한옥마을의 예에서 보듯이 신한옥 건설 로 한옥호텔, 유치원, 

관공서 등의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

다. 나아가 신한옥 기술개발은 첨단IT기술까지 적용되어 누구

나 손쉽게 한옥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로 2015년도 국가연구 우수성과를 받으

신 전봉희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한옥 산업의 

발전방향과 앞으로 달라지는 주거문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한옥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

에 대한 근래의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역시 한옥을 보존하고, 그 건설을 보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을 활성화하고 보급하려

는 정부의 지원은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속됨에 따라 

방한과 내화 등에 불리하며 각종 현대적 설비와 시설에 취약한 

기존 한옥에 대한 개량 요구가 증가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정부

의 한옥 보급 및 활성화 의지에 힘입어 전통적 형태에 충실하면

서 현대적 편의성을 확보한 새로운 한옥 즉, 신한옥(新韓屋) 

연구개발(R&D)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

구｣를 시작으로 R&D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이듬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옥기술

개발 R&D사업의 목표는 "21세기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신한옥

의 개발과 보급"으로, 세부 목표로는 신한옥 모델 개발, 시공시

스템개발, 거주성능향상, 한옥건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설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한옥 실증화 단지 건

설 및 1단계 연구 핵심기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2단계 연구

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옥기술개발 R&D사업 중에서 서울대 건축사연

구실은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한옥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옥건축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한옥 BIM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고, 2013년 10월 한옥기술개발 

1단계 사업의 종료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일단락되었

으며, 2016년 현재 한옥 BIM 설계기술이 심화연구개발 대상으

로 선정되어 2단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2. 연구하신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이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협력하여 개발한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의 약자로, 이 기술은 3차원 가상공간에 

실제와 같은 건물을 모델링하는 기술입니다. BIM의 가장 큰 

장점은 읽기 어렵고 활용이 힘들었던 기존의 2차원 도면을 직

관적인 3차원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획, 

계획, 시공,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내내 

도면으로 활용되어,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관리자, 폐기자 등

의 역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은 BIM의 또 다른 장점이 

기반이 되어 개발된 것입니다. 이 장점은 BIM으로 만들어진 

3차원 모델링의 작성과 수정이 매우 자유롭고 손쉽다는 것입니

다. 건축물을 이루는 각각의 부재는 결합부를 통해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이용해 건축물을 모델링하면, 건축

물을 구성하는 부재의 연속적인 수정, 즉 일정 부분의 자동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보가 설치되

는데, 기둥의 간격이 멀어지면 보의 길이는 더 길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를 새롭게 모델링해야겠지만, BIM의 경우에는 

보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둥과 보의 관계가 미리 설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컨셉을 건물 전체에 적용해 모든 부재 간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기둥의 위치를 정하는 정도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81 -

만으로도 건물이 자동으로 지어지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에서 개발한 한옥 설계 자동

화 프로그램은 한옥을 구성하는 대표 부재를 미리 만들어, 그 

부재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입니다. 프로

그램의 사용자는 평면 유형, 기둥 높이 같은 대략 10가지 정도

의 결정만 하면 한옥을 자동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3. 교수님이 개발하신 방법이 어떤 장점이나 특징이 있나요?

-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는 일반 건축가들에 

대한 한옥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한옥의 보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한옥의 설계 방법은 일반 건축 대학의 교육 과정

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가들이 습득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또 지붕 면에 비정형 곡면이 사용되는 등 

설계의 난이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 한옥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국가의 지원도 늘어나, 한옥 건설시장이 새롭게 

생겨났지만 일반 건축가들은 한옥 설계의 난이도 때문에 시장

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의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IM 기술을 사용해, 한옥이 자동으로 모델링

되는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가들은 한옥에 대한 최

소한의 지식만을 갖추면,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하는 한옥을 계

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화 프로그램은 일반 건축가들의 

한옥 건설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옥 설계 자동화 모델링 프로그램의 다른 한 가지 

유용성은 한옥 설계 시간의 절감입니다.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을 사용해 한옥 한 채를 모델링하는 시간은 한옥의 규모와 컴퓨

터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계 사무소에서 한옥을 3차원 모델링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이니, 혁신적인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옥은 춥고 불편하며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 한옥은 과거의 건축물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물입니다. 한옥

이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주택으로서 

현대인이 원하는 주택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옥

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현대인이 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평면을 도입하기도 하고, 난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밀 성능이 강조된 창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진이 속한 한옥 기술개발 연구단은 일찍부터 이점에 

주목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대의 생활에 적합한 신한옥

만의 평면형이 개발 되었고, 기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법

이나 구조가 연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공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재 사이의 틈을 없애는 시공법이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

화하기 위해 신한옥에 적합한 단열재, 창호, 벽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실험한옥, 시범

한옥들이 지어져 기술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개발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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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0년동안 도심 한옥은 꾸준히 감소하고, 비싼 한옥 

시공비 문제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교수님의 생

각은 어떠하신지요. 나아가 신한옥의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

한 점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 한옥이 감소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그 건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한 한옥을 만들기 위

한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한옥을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는 한옥 건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합니다. 시공비가 비싼 이유 역시 건설시장의 정체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한옥 시공 기술은 여전히 특정 전문 

집단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건설 기술자들은 한옥 건설 시장 

규모가 작아 기술에 접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한옥 시공 기술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한옥 시공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옥의 설계와 재료 

수급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한옥 건설을 활성화하고, 한옥 건설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옥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한옥 건설 

기술의 보급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옥을 계획할 수 있는 

건축가와 시공할 수 있는 건설 기술자를 교육하고 길러내어, 

한옥 건설 시장의 인적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옥 건

설에 필요한 제반의 건설자재와 도구, 인력의 유통체계를 모색

하는 일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 자재 공급기업이나 

건설업체는 체계화된 물류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못

해, 비효율적인 물류 형태로 자재를 공급하고 있어, 한옥 건설 

비용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확립한다면 이 역시 한옥 건설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 아무래도 한옥은 단가가 비싸고, 복층으로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도심형 다세대 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해결방안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이 참여하고 있는 한옥 기술개발 

연구는 2017년에 3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3단계 한옥기술개

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층 대공간 한옥 구축 

기술 개발입니다. 기존의 한옥은 현대의 고밀도 지향의 건설 

환경과는 맞지 않게 단층 위주의 구성으로 공간 효율이 낮은 

저밀도의 건축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시작될 기술

개발에서 연구될 "중층 한옥"은 3층에서 5층 규모로 공간 활용

도를 높인 한옥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개발될 중층 한옥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개발 

항목은 대공간 구축 기술입니다. 기존 한옥이 가지고 있는 상부 

구조로는 2층 이상의 중층 규모의 한옥을 건설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하중도 커지고 공간

도 기존의 한옥에 비해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서는 현대 구조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대 목구조 

기술을 기반으로 필요하다면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세심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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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어떻게 한옥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전통 목 구

조와 현대 구조 기술이 만나 완성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구조

가 될 것입니다.

7. 보급형 한옥이 지어지려면 우선 시공비가 저렴해야 하며 

인건비 또한 저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옥 기술자

들의 일당은 꽤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 건축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 한옥 기술자들의 일당이 높은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

옥 건설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입

니다. 한옥 건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

게 시공비의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는 한옥 관련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보급, 인력 양성, 

유통 체계 개편 등의 기초적인 작업들이 성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옥 건축가가 부족한 이유 역시 설계 기술의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

실이 개발한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은 한옥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만으로도 한옥을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

램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측면에서 설계 과정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설계 기술의 교육과 보급에

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계된 한옥은 

아무래도 건축가가 생각하는 세부 사항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건축가는 자동으로 모델링 된 한옥을 수정하여 완성

된 결과물로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옥의 구조 특징과 설

계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한옥이 건설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건축가들 역시 

점점 한옥 설계 기술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건축가들을 교육하

는 여러 기관에서 한옥 계획과 관련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한옥 건설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

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한옥 건축가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앞으로 진행될 한옥 R&D의 연구방향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옥 건설 기술은 지난 근래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한옥의 

쓰임새와 형태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한옥에 대한 건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옥의 대형화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한옥 마을에 세워지는 공공 

건축물들입니다. 한옥 주택이 늘어나고, 한옥 마을이 형성되면

서, 주민 센터, 어린이 집,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들이 한옥 혹은 

한옥의 형태로 계획되거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옥 공

공화 추세는 '한옥 형태의 대형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내

고 있습니다. 수원에 건설 중인 한옥기술 전시관이나, 서울 구

로구의 글마루 어린이 도서관은 한옥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

는 사례입니다. 대형화 추세가 자연스럽게 동반하고 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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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바로 대형화된 한옥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 적용 추세입니다. 목구조로는 

달성하기 힘든 2층 이상의 중층 구조나 대경간 공간을 구현하

기 위해 한옥의 형태에 다양한 현대 구조 기술들을 적용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지상 7층 

지하 2층의 대규모 건물에 기와지붕을 덮은 경상북도 도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가지는 위험은 자칫 한옥이 가지는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한옥에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일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

다. 신한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롭지만 한옥의 정체성을 유

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대형의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한옥형 공공 건축물 모델을 개발하고, 가

능하다면 실제 구축을 통해 충분한 검증과 보완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건설에 참

여하는 건축가, 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도 동반

되어야 합니다.

3단계 연구에서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이 참여하여 진행하

게 될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유형모델개발 연구의 계획은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대형 한옥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술, 로봇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등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센서의 수요와 시장규모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된 센서보다 유연성, 내구성, 감

도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다고 하는데요. 거미 진

동감지 능력을 모사한 1,000배 향상 초고감도 센서 연구에 참

여하신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강대식 교수님을 서면인터뷰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유연성과 감도 모두 갖는 센서는 인공피

부로의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 센서의 기술 및 초고감도 센서에 대해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과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 저는 자연모사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계에 있는 다양한 고감도 센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2. 최근에 거미 진동감지 능력을 모사한 1000배 향상 초고감도 

센서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원리에 대한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미의 진동 감지 원리를 모사한 

센서입니다. 거미는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진동을 가장 잘 인식하는 두 번째 생명체인데, 연구에 의하면 

10 nm 크기의 진폭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미

가 이처럼 높은 감도를 보이는 비밀은 다리 마디 사이에 존재하

는 특별한 기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태가 수금(하프의 

일종)과 비슷하다고 하여 금형기관, 영어로 Lyliform Organ 

이라고 합니다. 금형 기관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보시

는 것처럼 미세한 금 (Crack)이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금 사이 사이에 뉴런 다발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물질에서 미세한 Crack이 생기게 되면  외부의 물리적 

변형이 이 Crack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놀랍게도 거미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뼈에 실금이 가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도 뼈에 미세한 실금이 

생기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이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변형이 이 미세한 실금에 집중되기 때문

입니다. 저희는 이 원리를 차용하여 20 nm 두께의 얇은 백금 

박막에 미세한 크랙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양 끝단에 전선

을 연결하여 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예상했던 대로 외부 

변형에 따라 크랙 사이의 저항이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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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개발된 센서와 비교해서 원리와 성능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 원리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차이는 크랙을 센서로 사용했다

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자회로 내에 생기는 

크랙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랙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단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오랜 고정 

관념을 바꾸어 크랙을 이용해 센서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기존의 센서가 구현해낼 수 없는 수준의 초고감도 

센싱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GF ~ 2000) 이런 생각의 전환

이 큰 발견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랙으로 

센서를 제작했다는 점 이외에 저희 센서가 가지는 또 다른 차이

는 진동을 감지 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센서는 단순한 

압력과 인장을 감지해낼 수 있었다면 저희 센서는 압력과 인장 

이외에도 진동 여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저희 센서가 진동 인식에 능한 거미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

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진동 측정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기존

의 센서가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무게를 가지는 무생물과 진동을 유발하는 

생물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아주 민감한 형

태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초고감도 센서는 인공피부나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부

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 저희가 제작한 센서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한 기판위에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피부

나 wearable device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에 붙여 사람의 맥박

을 잴 수 있다든지 어레이 형태로 제작하여 마치 사람의 피부처

럼 자극의 위치를 탐지해내는 것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진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 악기의 소리를 구분하

게 되었고, 사람의 목소리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

니다. 향후에는 아바타 영화 제작에 쓰였던 모션 인식이라든지, 

정밀한 지진 탐지와 같은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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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던 실험은 크게 두가지 인데, 첫째는 바이올린 악기에 

센서를 붙인 후 음악을 연주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목에 붙여

서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맨 위 왼쪽 사진은 바이올린 위에 

센스를 붙인 사진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바이올린의 각 현을 

개방현으로 연주했을 때 저희 센서가 인식한 frequency를 표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헌상에 나온 frequency값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라는 곡을 연주 했을 때 시간별로 음표 값과 동일한 진동 

음역이 나온 것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위 사진은 센서를 목에 붙인 사진입니다. 그 아래 4개의 그래

프는 화자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Go', 'Jump', 'Shoot', 'Stop' 

네 단어를 말한 것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맨 왼쪽은 (파란색) 

노이즈가 없는 환경에서 저희 센서가 화자의 음성을 인식한 

그래프이고,  두번째는 (빨간색) 역시 노이즈가 없는 환경에서 

마이크가 화자의 음성을 인식한 그래프, 세번째는 (초록색) 노

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저희 센서가 화자의 음성을 인식한 그래

프,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검은색)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마

이크가 화자의 음성을 인식한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그래프 형

태를 저희 분야에서는 '음형대' 라고 표현합니다. (일종에 목소

리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음성인식 실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저희 센

서가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화자의 음성을 인

식해 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이크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현

상입니다. (위 그래프를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음성인식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

게 인식되는 문제인데, 이유는 기존에 개발된 음성인식 툴은 

한번 노이즈가 섞이면 이를 의미있는 소리와 분리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여서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특별한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를 'Cocktail 

Party Problem' 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시끄러운 

칵테일 바에서도 한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면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센서가 이 오랜 난제를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서는 위  

실험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시끄러운 외부 소리는 잘 인식

하지 못하고 오직 바닥에서 전해지는 진동만 민감하게 감지하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미의 진동 인식기관에서도 동

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5. 이번 연구에는 융합 연구로 여러분이 공동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셨으며, 연구에 어떤 역할

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먼저 고

(故) 서갑양 교수님의 노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생체모사 분야의 선구자로서 10년간 200편

에 가까운 논문을 쓰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교수님을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석사와 박사 초년 때 저는 결과가 없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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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회의를 느낄 때 교수님은 이런 저를 늘 믿어주시고 

장차 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며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

니다. 처음 연구 결과 나오고 그 가치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연구는 시작

조차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만수 교수님과 김태일 

교수님은 이 연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 미팅을 가져주셨고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연구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Peter는 

이론식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최용환, 이찬석, 신성수, 

박임봉, 박병학 박사과정은 저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

습니다. 

6. 고감도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고감도 센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

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론적으로 이 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

결과를 얻기까지는 채 3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현상을 규명하려고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때 여러 사람

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론물리학자인 

Peter의 조언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밤을 

새우며 정밀한 실험을 수행해준 동료연구자들의 도움이 컸습니

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과학자들이 하나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논문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 Fig. 5그림은 크랙센서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실험 결과 값 (맨 위 왼쪽)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맨 아래 줄과 같은 이론 모델을 가설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크

랙을 경계로 좌우에 메탈 층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보면 매끈하

게 크랙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약간 거칠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서로 맨 아래줄과 같은 이론 모델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식을 세운 후 역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실험결과 값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7. 고감도 센서가 실용화 되려면 어떤 점이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할런지요?  (실용화의 어려움이나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세

요. 기존의 나와 있는 센서와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지요?) 

- 저희 센서를 실용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내구성

입니다. 크랙센서는 워낙에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

는 만큼 큰 변화에 쉽게 부서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반복 사용으로 인해 크랙이 더 자라나게 되면 원래의 

성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저하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

용화를 위해서는 이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크랙센서의 측정 범위입니다. 현재는 Strain 

기준으로 ~2 % 이내로 작은 인장 영역에서만 측정이 가능합니

다. 기판이 잘 늘어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판을 바꿈으로 인해 조금 더 넓은 

영역 (~10 %)에서의 측정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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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센서에 비해서 저희 크랙센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감도입니다. 시중에 제작되어 나오는 센서의 감도가 2~3

인 (Gauge factor) 것을 감안할 때, 제작비가 더 적게 듦에도 

불구하고 1,000 배 이상 좋은 감도를 가지는 저희 센서는 큰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센서가 반복된 사용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성능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0.5 % 인장환경에서 5000번 이상 반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 회정도까지는 어느정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상부터는 뚜렷한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재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중입니다.

8. 앞으로도 다양한 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연구가 있으신지요? 

- 자연계에는 인간이 여전히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우수

한 감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새가 어떻게 방향

을 알고 수천 Km 떨어진 거리를 정확히 찾아가는지 잘 알려지

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물의 꽃이 어떻게 온도를 감지하여 그렇

게 정확한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화(開化)를 하는지, 상어

가 어떻게 100만분의 1로 희석시킨 피를 감지해내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자연계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각기관을 찾고 또 이를 모사하여 기존의 센서가 구현해

내지 못한 고감도 센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9.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연구를 하다보면 수 없이 많은 좌절과 고비를 만나게 됩니

다. 저 역시 그랬고 아마도 현재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후배님

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한 교수님은 "야구는 

3할을 치면 좋은 타자이지만, 연구는 1할만 쳐도 좋은 연구자다

"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연구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생각처

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학부때 까지 공부는 열

심히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보장되지만, 연구는 열심

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어려워하고 또 포기하는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자신이 왜 연구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동기 부여를 확실히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지요. 주위를 보면 의외로 분명한 목표나 동기 

없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학원

에 가니까 무작정 따라 가거나 아니면 단순히 취업의 수단으로 

대학원에 가기도 합니다. 처음 얼마 간은 이런 동기로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되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이러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십중팔구 중간에 포기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현재 연구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한번쯤 내가 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서 뚜렷하고 강력한 

동기를 찾기 바랍니다. 동기부여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렵

지 않게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89 -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까지 최신 전자기기엔 모두 리튬이

온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가령 스마트 폰을 사서 몇 달 쓰다 

보면 처음보다 배터리가 더 빨리 닳게 되는 일 겪어 보셨을 

텐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방전과정에서 수명이 줄어드

는 정확한 이유는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국 스탠

퍼드대 임종우 박사가 주도한 공동 연구에서는 입자가속기를 

써서 배터리 입자 하나하나를 직접 관찰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유영상 박사와 

스탠퍼드대 소홍윤박사, 이상철 박사 등 한국 과학자들이 주도

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박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연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

니다. 

- 저는 현재 입자가속기 (Synchrotron)을 이용하여 Li-ion 

Battery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X-Ray Microscopy를 이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Li-ion이 

Battery물질내에 어떻게 위치해있는지, 실시간 Imaging을 통

해서 관련 정보 연구하고있습니다.

2. 과학지 사이언스에 실린 본문 내용과, 대표 논문 링크 부탁

드립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를 들여다보며 관찰한 결과가 논문에 

실렸는데요. 충방전시, Li ion이 배터리 양극 물질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밝

혀냈습니다. 이 불균일함의 정도가 방전보다 충전시에 더 크다

는 것과 그 원인을 찾아 냈습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성공하셨다고 들었

습니다. 자세한 원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선 X-ray Microscop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할 것 

같네요. 배터리물질은 충방전이 됨에 따라 Li과의 결합이 형성

되거나 끊기게 됩니다. 이때 배터리 내부 전이금속 (Transition 

Metal)이 산화 환원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LiFePO4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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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아래와 같습니다. 

위 반응에서 Fe의 Oxidation State가 2+ 에서 3+로 바뀌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Oxidation State이 변함에 따라 Fe원

소의 X-ray 흡광도가 바뀌게 되며, 역으로 그 흡광도를 측정함

으로서 Li의 양을 계산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전극은 나노사이즈의 작은 파티클이 수억개

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배터리 전극이 너무 

두껍고, 입자가 엉켜 있기 때문에 X-ray Miscroscope으로 입

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알아 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작은 파티클 몇개 만을 전극내에서 겹치지 않고 흩뿌

려 아주 작은용량의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배터

리 케이스는 SiN(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윈도우이기 때문에 

X-ray또한 잘 투과할 수 있었구요. 이렇게 특별히 제작한  배터

리를 X-ray Microscope에 집어넣고, 배터리 작동을 하며 Li의 

이동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 그부분은 현재 저희팀에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언론보도는 

조금 과장된 것 같구요. 리튬이온이 배터리 입자에 들어갈때 

입자는 팽창을 하게 됩니다. 만일 리튬 이온이 배터리 입자내부

에 고르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리튬이 들어온 부분은 팽창을 

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수축된 상태로 배터리 입자에 

큰 Stress가 가해집니다. 그 Stress가 반복되거나 더욱 심해지

면 부서지고,  결국은 수명이 단축됩니다. 저희는 배터리입자내 

리튬이 빨리 들어가는 Fast Domain(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밝

혀내고, 따라서 배터리 입자가 큰 Stress를 받는 다는 것을 밝

혀냈습니다. 이런 Fast Domain과 Slow Domain의 원인을 찾

아서 배터리 입자내에 그 차이를 줄여준다면, 배터리의 수명은 

훨씬 더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입자가속기를 써서 배터리 입자 하나하나를 관찰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서 어

디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 현재까지 다양한 X-ray Microscopy기술을 이용하여 배터

리 내부를 관찰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 같이 참석한 

유영상 박사님의 논문도 한 예이구요. (http://onlinelibrary. 

wiley.com/doi/10.1002/aenm.201402040/full) 기존에는 

hard x-ray, 즉 매우 강한 에너지의 x-ray를 사용하였습니다. 

Hard X-ray의 장점은 투과율이 좋아 배터리 제작이 용이하다

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배터리케이스를 이용하여도 

배터리 내부 전극물질까지 볼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해왔지만 

반대로 배터리 입자 하나에 x-ray가 흡수되는 정도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흡광도가 낮음). 따라서 배터리 입자 하나 

하나를 보는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한 에너지의 soft x-ray를 이용하였습니

다. Soft X-ray는 Hard X-ray에 비해 몇십배 높은 흡광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매우 미세한 변화까지도 잡아낼 수 있지요. 

반대로 Soft X-ray는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배터리 케이

스를 쓸 수 없어, 아주 얇은 SiN박막으로 새로운 배터리 케이스

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Technical Difficulty때문에 기

존에 실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 연료 전지나 촉매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 이번에 개발한 플래폼은, Ion Insertion을 통해서 Host 

Material의 성질이 변하는 모든 Electrochemical System에 적

용이 가능합니다. Solid State Oxide Fuel Cell (SOFC)는 

Oxygen Vacancy의 Insertion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7. 이번 연구에 여러분이 공동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셨으며, 연구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개

해 주세요.

- 스탠포드 항공학과의 소홍윤 박사는, 저와 UC Berkele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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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박사학위를 하며 친분이 있는데요. 이번연구에

서 SiN박막 제작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탠포드 재료공학과의 이상철박사는 전자현미경 전문가로

서, 이번연구에 사용한 배터리 물질의 전자현미경 분석을 담당

해주셨습니다.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의 유영상박사는 이번에 사용한 

X-ray Microscope 담당자중 한분으로서, X-ray Microscope 

Imaging 에 많은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8.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

팀과 함께 연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 저희가 모델 시스템으로 선정했던 LiFePO4는 지난 10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적/실험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물질

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제시됨과 동시에 부정되며 아직도 정확

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중 MIT의 Martin Bazant

교수님은 선구자로서 매우 정밀한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셔왔었

는데요. 저희가 얻은 결과가 Martin Bazant교수님의 모델로 설

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연구팀을 꾸려 논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X-ray Microscope은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

소의 Advanced Light Source (ALS)에서 개발되었는데요. 기

계자체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일 뿐 아니라, 개발하시는 Staff 

Scientist분들도 매우 학문적으로 훌륭하시고, 저희가 하는 연

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같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9.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과 방전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어려움

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입자가속기 실험 특성상, 6개월전부터 실험 스케줄이 정해

집니다. 예컨데 3월에 24시간, 5월에 24시간, 6월에 24시간. 

이런식으로요. 5월에 실험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만든 배터리

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SiN박막칩에 Current 

Collector에 증착되어있는데요. 배터리 작동중에 계속 뜯어져

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었죠. 이 문제를 다음 실험인 6월까지 해

결했었어야 했는데요. 한달안에 새로운 Current Collector의 

디자인과 Fabrication, 그리고 Battery Test를 모두 해결했어

야 했던거죠. 정말 힘든 한달이었습니다.

10. 배터리 수명의 연장시키려면 어떤 점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런지요? 

- 정말 많은 요소가 배터리 수명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한 양극물질을 비롯, 음극과 전해질 모두 연구가 

필요합니다. 

 

11. 앞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연구가 있으신지요?

- 배터리외에 이온이 Insert되는 현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12.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

을 항상 갖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또한 이런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

로에 대해 자긍심도 생기고 더 잘하려는 의욕에 더 열심히 연구

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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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자연 상태의 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하

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최대 20% 효율만 보

이고 있다는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나노기술을 이용해 정밀한 소자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미 발명해낸 모범적인 자연구조와 방법을 모방함

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서면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하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중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서울대학교 최만수 교수님이신데요. 효

율성 높은 에너지생산시스템 구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 깨끗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청정 미래 에너

지 솔루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언젠가 고갈될 화석연료를 절약

하고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연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신재

생에너지 시스템의 기술 수준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에

너지시스템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

라서, 혁신적인 신재생 에너지 원천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멀티스케일 접근 방식을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여 신개

념 태양전지, 신개념 연료전지 등 청정 고효율 멀티스케일 미래 

에너지 시스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재단법인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이 출범되었습니

다. 본 연구단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광 및 분자에너지

를 이용한 혁신적인 청정 고효율 멀티스케일 미래 에너지 시스

템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융합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학과 자연과학을 

망라하는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

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서울대를 중심으로 KAIST, 

UNIST, 성균관대, 서강대, 피츠버그대 등 국내외 13개 대학교

와 한국화학연구원, KIST, 한국기계연구원 등 3개 연구소에서 

연간 37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2011년 부터 사업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추진배경 및 주요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글로벌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에너지 부족이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향후에도 지

속적인 자원부족현상으로 안정적 국가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정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가·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형 멀티스케일 미래에너지 

시스템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2011년 출범이래 현재 3단계 연구에 진입하였

으며, 화석연료와 경쟁 또는 대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나노/마이크로/매크로 멀티스

케일 구조체 기술을 적용한 광 및 분자에너지 기반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3차원 병렬 조립 대면적화 및 집

중형 융합연구를 추진하는 핵심 1과제인 '집중형 융합연구 및 

멀티스케일 아키텍쳐링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전지 및 연료전

지 성능 혁신에 기여 가능한 핵심 2과제 '광 에너지 융합시스템' 

및 핵심 3과제 '분자에너지 융합시스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지난 1, 2단계 5년여 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

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차세대 태양전지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공인 효율 세계 최고 기록을 2013

년부터 현재까지 4번 갱신하여 NREL(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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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 세계 공인 효율 기록 차트에 연속 등

재될 정도로 전 세계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22.1 

%로 세계 최고 공인 효율 기록 보유하고 있고 효율 갱신에 따른 

소자구조-소재-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하였습

니다.

둘째 차세대 연료전지에 대한연구개발 성과로는 멀티스케일 

접근 방식으로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플랫폼을 구

현함으로써 구조혁신을 통한 저온 작동 박막 SOFC의 고성능과 

고안정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으며, 셋째로 세계 최초로 

멀티스케일 고분자 전해질막을 개발하여 수소이온 전도 향상 

및 전기화학적 유효표면적 증가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고분자 

전해질 막의 크립거동을 이용하여 비대칭 계층 구조를 새김으

로써, 물 배출 향상을 통한 물질전달 저항감소를 이루어냄으로

써 기존 성능 대비 ~42.3% 성능 증가를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간은 그동안 창출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내구성 확보라든지 대면화와 같은 상용화에 필요한 기

술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3.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연구단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광 및 분자에너지를 

이용한 혁신적인 청정 고효율 멀티스케일 미래 에너지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고효율, 저가, 청정 미래 에너지 시스

템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국

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분산발전용 및 개인 휴대용 전원공급원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

과가 매우 클 것이며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현재 

97%)를 대폭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창출

을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 동력확보가 기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성과가 상용화되면 화석연료 대체 가능

한 미래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

지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가서 멀티스케일 에너

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트렌드를 세계적으로 정립

하여 우리나라가 에너지 분야의 과학 기술을 선도할 것을 기대

합니다.

4. 자동차, 항공우주, 식품 산업, 의료, 안전 분야 등에서 가스

를 감지하는 기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노입

자 제조 기술를 통해 가스누출센서로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

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 국내의 센서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5% 수준이며 세계시

장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세계적 선도 그룹과 격차가 큰 분야

입니다.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나노 입자 조립을 이용한 3차원 

가스센서 개발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성과입니다.

우리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입자를 제조하고 3차원 조립 

기술을 개발하여 가스 센서에 적용함으로써 센서의 소형화와 

집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표면적을 증가시켜 감지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나노크랙을 이용한 인장 및 진동센서를 개발하였는데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인공피부, 음성인식, 미세 압력 측정 그리고 투명 압력센서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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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데, 연구하면서 실

험실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멀티스케일 아키텍쳐링 실험실 내의 위험요소는 나노 물질 

흡입 뿐만 아니라 고전압 장비 사용, 고압 gas, 인화성 기체, 

저준위 방사능 장비, 유해 화학물질 사용 등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험실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고전압 장비의 접지 설치 및 취급시 내고압 

장갑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나노입자 관련 실험 시 전용 

배기 장비 연결 및 가동을 실시하여 나노입자 흡입에 따른 잠재

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고압 gas 실린더

는 보관용 거치대를 설치하고 실린더를 거치대에 안전하게 고

정하여 사용을 일상화 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기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역화방지기와 가스 

누출 감지기,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유해 화학물질은 환

기용 팬과 에어 커튼이 장착된 후드 안에서만 취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한 화학물질은 반드시 유기와 산성에 따라 분리하여 

서울대 환경안전원에 신고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내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단독 실험

을 금지하고 한 실험실 내 동시에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실험

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장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주요 실험장

비는 담당 책임자를 선정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

니다.

연구단 내 전 연구원이 환경안전원 교육을 받고, 인증 획득한 

자에 한해 실험실 출입 및 실험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매년 

상·하반기마다 환경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험실 안전진단과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환경안전 담당자의 실험실 자체 안전 

진단을 매월 받음으로써 우리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

함과 동시에 저준위 방사성 물질 취급자는 연 1회 방사능 취급

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구단 소속 환경안전 전담 관리자가 매일 실험실과 장비에 대하

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연구단에서 계획 중인 나노 연구나 목표가 있으시

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연구단의 최종목표는 멀티스케일 접근 방식을 신재생 에너

지 시스템에 적용하여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신개념 광에너지, 분자에너지의 청정 고효율 미래 에너

지 시스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3단계 진입한 현재, 

1, 2단계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핵심기반 및 기초원천 기술 핵

심기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멀티스케일 광에너지 및 분자에너

지 시스템의 고도화기술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사업화기술 및 원천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은 앞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저온 

작동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멀티스케일 고분자전해

질막 연료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및 상용화기술 개발

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연구단은 ㈜프런티어에너지솔

루션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에너지시스템관련 

세계적인 성과를 상용화시켜 청정하고 안전한 값싼 에너지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과 연구단이 힘을 모아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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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인터뷰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여유자유도를 가진 휴머노이드 

시스템의 동역학 제어 방법"입니다.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여유자유도를 가진 것과 동시에, 유연한 

관절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로봇 분야의 발전은 이제 

로봇이 안전 철망 내에서 사람과 분리되어 작업하던 산업 현장

을 떠나서,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연 관절 로봇은 사람과 로봇이 보다 안전하고 친밀

할 수 있기 위한 한가지 솔루션으로서, 관절의 유연성(컴플라이

언스)을 이용하여 로봇이 사람 혹은 환경과 접촉했을 때 기존의 

강성 높은 로봇이 야기할 수 있는 충격을 줄여서 사람, 환경, 

로봇 모두에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관절 로봇에 관한 필요성의 인식과 그에 대한 연구

는 로보틱스 연구가 활발해 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꾸준

히 있어왔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다자유도를 구현하기 힘들었고 

또한 자유도가 많아질수록 제어난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휴머노이드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가 속해있는 연구실에서는 직접개발한 작으면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소형 직렬유연구동기(Series-elastic actuator)를 적

용하여, 세계 최초로 유연관절을 가진 23자유도 Full body 

COMpliant huMANoid인 COMAN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러한 유연관절을 지닌 여유자유도 휴머노

이드 시스템의 전신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고 진보된 

매니퓰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유연관절 로봇은 로

봇-인간 상호간의 안전성을 외에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폭

발적인 힘을 내거나 (로봇의 점프 혹은 해머링 등의 작업), 시스

템의 공진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Periodic motion을 만

드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플리케

이션을 위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러한 기술은 최근 2015년 다르파(DARPA)에서 주

관한 로보틱스챌린지 결승에 참가한 로봇 WALK-MAN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WALK-MAN은 키 185, 무게 110Kg, 31

자유도의 휴머노이드입니다. 저는 다르파 WALK-MAN 매니

퓰레이션 팀의 리더로서 유연관절 하드웨어 및 제어기술, 로봇 

상반신과 양 손을 이용한 다양한 매니퓰레이션 기술등을 개발

하였습니다. 다르파 챌린지에서는 WALK-MAN 로봇의 개발

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성능을 제대

로 보이지 못했지만, WALK-MAN은 앞으로의 큰 가능성을 

지닌 휴머노이드입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에 동참하고 다르파 

챌린지에 참가했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1.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 서지정보 게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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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IIT는 2005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서, 제가 속한 Advanced Robotics 부서는 제노바(Genova)의 

중앙 연구 본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IIT는 이를 포함해 이탈리

아 전국에 10개 그리고 미국 MIT와 Harvard에 2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Robotics), 뉴로사이언스(Neuro- 

science), 약학 개발 및 진단 (Drug Discovery Development 

and Diagnostics), 포터블 에너지(Portable energy), 환경 보건 

및 안전(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Smart Materials), 

컴퓨테이션(Computation)의 7가지의 연구분야에 1400명 이상

의 연구 스태프(50 Principal Investigator, 150 researchers, 

400 post-doctoral, 500 PhD students)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1억1000만유로(약1430억원, 2015년 말 기준) 규모의 

자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Advanced Robotics 부서는 Darwin Caldwell 교수

의 지휘하에 Humanoids & Human-centred Mechatronics, 

Actuation and Power Systems, Haptic and Interaction 

Technologies, Learning and interaction, Dynamic Legged 

Systems, Biomedical Robotics, Virtual Reality, 

Continuum Robotics 등을 주제로 8개의 연구실이 운영 중이

며 3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Nikos 

Tsagarakis 박사가 담당하는 Humanoids & Human-centred 

Mechatronics 연구실에서 속해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최초의 

다자유도 유연관절 로봇인 COMAN과 다양한 인지,학습 능력

을 지닌 iCub, 최근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DRC)에 참가한 

WALK-MAN 등의 휴머노이드들을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이

들 휴머노이드 로봇은 IEEE Spectrum에 수차례 소개된 바 있

습니다. 또한 최초로 유연관절과 능동 댐퍼를 결합한 구동기를 

개발 적용한 CompAct arm, 유압식 4족 보행 로봇 HyQ, 이외

에도 다양한 종류의 직렬 연성 구동기(Serial elastic actuator)

와 강성 변화 구동기(Variable stiffness actuator)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3.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위에서 소개한 바처럼 저희 연구소(IIT)는 이탈리아에서 가

장 큰 국가 연구소이고, 제가 속한 로보틱스 부서의 연구실은 

다수의 로봇을 직접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어 유럽 내에서는 

손에 꼽히는 연구실입니다. 우선 이런 연구기관에 속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최근 DARPA 로보틱

스 챌린지 이후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휴머노이드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4.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또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로봇 분야 특히 휴머노이드 분야는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등이 총집약된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연구 

경험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험 정신이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

다. 본인이 특별히 관심이 가는 기술들(예를 들면 로봇의 비전 

(vision), 혹은 로봇의 학습, 지능 등)에 깊은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다른 분야들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식을 넓혀가

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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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연구를 좀 더 확장 시켜

서, 로봇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보다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전하

게 동작할 수 있는 전신 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

니다. 로봇과 함께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뿐 아니라, 로봇 

자체에도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제어 기술들에 

대한 것이 그 핵심이 될 것 입니다.

6.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영향을 받은 연구자 Prof. Oussama Khatib (스탠포드 대학)와  

Luis Sentis (텍사스 대학)입니다. 

영향을 받은 논문은  Sentis, Luis, Jaeheung Park, and 

Oussama Khatib. "Compliant control of multicontact and 

center-of-mass behaviors in humanoid robots." Robotics, 

IEEE Transactions on 26, no. 3 (2010): 483-501.입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본인 연구내용, 관련 분야의 소개, 동향, 전망을 설명, 

연구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 등 포함.)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로봇 비전 및 학습입니다. 특히 로봇에

게 새로운 물체가 주어졌을 때, 그 물체의 모양을 관찰하고 조작

하는 법을 스스로 학습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람 또는 로봇이 물체를 조작할 때, 그 물체의 모양 및 형태가 

변화하는것을 3D 카메라로 추적하는 동시에 물체를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이 방법은 로봇에게 새롭게 

주어진 물체가 미리 알고있는 모델과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아예 모델이 없는 경우까지도 기계학습의 도움을 받아서 강인

하게 물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적된 물체의 

3D 데이터는 기존 모델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운 물체를학습

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동적으로 변하는 복잡한 환경

에서 작업하는 로봇이 미리 알지 못하는 물체까지도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을 실시간으로 동작하게 하는

데 성공하여, RGB-D SLAM[2] 3D real-time object tracking 

[3], Object video segmentation[4],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과제로 독일연구협회(DFG)에서 지원하는 Priority 

Programme 1527 Autonomous Learning (http://www.autonomous

- learning.org) 과제와, 이 기술을 응용하여 유러피언 로보틱

스 첼린지 (EuRoC, http://www.euroc-project.eu/)의 첫 번

째 주제인 Reconfigurable Interactive Manufacturing Cell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DFG과제는 로봇이 스스로 

물체를 학습하기 위하여 딥러닝 방법을 RGB-D 데이터로 확장

하고 3D 물체를 구성하는 계층구조를 학습하는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두 번째 EuRoC 과제는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공장로봇에게 다른 모양의 부품들이 주어졌을 때, 

이 부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존 작업 계획을 자동으로 변형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두 과제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로봇이 물체에 

대한 픽셀단위부터 시멘틱 레벨까지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학습

할 수 있다면 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체에 대한 적응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Seongyong Koo, Dongheui Lee, and Dong-Soo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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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object learning and robust tracking of 

multiple objects from RGB-D point set data", Journal of 

Visual Communication and Image Representation (JVCI), 

Vol. 25, No. 1, pp. 108-121, 2014.

[2] Seongyong Koo and Sven Behnke, "Focused On-line 

Visual-Motor Coordination for a Dual-arm Robot 

Manipulator", In Proceedings of 2016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6), to 

appear May 2016.

[3] Shile Li, Seongyong Koo, and Dongheui Lee, "Real- 

time and Model-free Object Tracking using Particle Filter 

with Joint Color-Spatial Descriptor", In proceedings of 

2015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e of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2015) at Hamburg, Germany, 

Sep. 2015.

[4] Seongyong Koo, Dongheui Lee, and Dong-Soo Kwon, 

"Unsupervised object individuation from RGB-D image 

sequences", In proceedings of 2014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2014) at Chicago, IL, USA, Nov. 2014, pp. 4450-4457.

2.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든 연구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주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분야 문제로 치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

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으로 해결해 보

는 것이지요. 석사 연구에 사용했던 세그웨이 타입의 모바일 

로봇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로봇의 기울기와 공간 이동이 서로 

구속되어 있어서 사람에게 서비스를 수행할 때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통은 더욱 정확한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그때 교수님이 주신 아이

디어은 앞뒤에 능동형 보조바퀴를 달아서 몸의 움직임과 공간

이동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제작

하고 제어해보니 안정적인 이동 외에도 고정된 위치에서 몸을 

기울여서 인사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 

다양한 로봇의 제스쳐를 표현하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수행한 연구 [2]에서는 양팔로봇이 삼차원 카메라로 

보는 영상과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삼차원 모델을 일치시키는 

연구인데요, 로봇 팔의 자세나 작업공간의 위치에 따라 이전 

calibration값들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카메라

의 위치나 로봇 모델의 파라미터를 정확히 추정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저는 정확한 카메라의 고정된 위치

를 추정하는 대신 반대로 가상의 카메라가 공간상에서 움직이

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삼

차원 비전 영상과 로봇모델을 실시간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지

요. 비록 움직이는 카메라 위치가 실제 위치와는 차이가 나지만, 

로봇이 물체를 조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로봇 모델 주위의 카메

라 영상이지 카메라의 실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고 작업공간에 적응할 수 있는 

calibration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 정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로봇이라는 학문은 '방법론' 보다는 '문제해결'에 초점이 있

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접근 방식이라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

는데는 때로는 더 좋고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3.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5년 4월부터 독일 본 대학교 Autonomous Intelligent 

Systems (AIS) 연구소 (http://www.ais.uni-bonn.de)에서 

포스트닥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Sven 

Behnke 교수님의 지도로 로봇 비전 및 딥러닝에 관련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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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구로 하여 다양한 로봇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로봇 

메니풀레이션, 드론, 재난 구조 및 탐사 로봇 등인데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팀은 RoboCup 대회에서 NimbRo 라는 팀으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재난구조 로봇팀은 2015년 

DRC Final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 로봇 메니풀레이션 팀을 이끌고 있구요,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07년부터 2014년 2월까지 KAIST 권동수 교수님 

연구실(http://robot.kaist.ac.kr)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

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중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독일 뮌헨공대 이동희 교수님 연구실(http://www. 

hri.ei.tum.de)에서 방문 연구를 수행했고요, KAIST에서 박

사학위를 마친 후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뮌헨공대 

같은 랩에서 포스트닥터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KAIST 권동

수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봇융합포럼 의장 및 

한국로봇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구요, KAIST에서는 미래의료

로봇연구단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센터를 이끌고 계십니

다. 뮌헨공대 이동희 교수님은 본지에서 인터뷰한 바와 같이 

기계학습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여 이족보행, 로봇비전, 

HRI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KAIST 기계공학과에서 상호작용 및 서비스 로봇 개발

을 시작으로, 뮌헨공대 전자과에서 로봇 비전 연구를, 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기계학습 및 딥러닝으로 분야를 점차 확대

하며 로봇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로봇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등이 융합된 학문입

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로봇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접근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다른 분야에서 로봇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점은 로봇공학이라는 학문은 

아직까지 문제를 풀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을 정의하는 단계

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올때마다 또

는 딥러닝처럼 새로운 방법론이 나올때마다 기존에 중요했던 

문제들이 더이상 의미가 없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전에 기피

했던 문제들의 중요성이 갑자기 커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에는 이러한 문제 의식의 변화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의미있는 새로

운 문제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먼저 선점하

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

행에 따라가거나 논문 실적 채우는데에 연연하기 보다는, 세계

적인 연구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끼리 경쟁

보다는 통합과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연구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을 때는 내가 새롭게 정의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리뷰어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었을때

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문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논문도 중요

하지만, 새롭게 정의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가 가진 문제의식

을 잘 설명하고 리뷰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문 기술

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연구 결과의 우수성

보다는 새로운 문제의 중요성과 접근법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을 

때가 연구자로서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

사과정때 퓨처로봇 송세경 사장님을 도와서 퓨로 로봇개발에 

참여했었는데요, 멀리 독일에서 퓨로가 해외진출했다는 새로

운 소식을 들을때가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제가 

참여하는 EuRoC 과제는 협력회사가 과제 기획 및 문제 정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면서 파급력이 큰 로

봇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연구 외에도 

이렇게 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회사와 같이 찾는 노력을 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또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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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될

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로봇은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로봇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생각하기 전에 현재 본인 앞에 놓

여져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

면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분야

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 스팩, 실적, 진로 등에 신경쓰다보

면 어느새 연구에 대한 첫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제 경우 정말 의미있는 결과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즐

겁게 일했을 때 나왔던것 같습니다. 현재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나 스팩에 신경쓰

면서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로봇을 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고 현재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유학이

라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험부담

도 그만큼 많고 유학생활이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것을 극복할 수 있을만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장미빛 기대뿐만이 아니라 여

러가지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만큼 유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에

서 많이 알려진 미국 유학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 다양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들 외에도 로봇을 공부하기 

정말 좋은 학교나 연구소도 많이 있구요. 펀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생이나 

좋은 연구원을 뽑기 위해 찾고 있고요, 많은 선배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

다. 항상 세계적인 로봇 연구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고 싶

은 공부나 연구를 분명히 하고 찾다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

니다. 

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진로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향후 2년 

동안은 이곳 본대학에서 맡고 있는 과제를 잘 마치고 목표로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할 것이구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을것 

같습니다.

7.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사실 논문에서 접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다 영향을 받습니

다. 좋은 연구를 볼때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결과

가 그리 좋지 않은 연구를 통해서도 개선할 점에 대한 아이디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는 연구들은 결과나 방법론 

보다도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연구들인데요, 제가 관심있는 

로봇 비전이나 학습 분야에서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Dieter Fox 교수 연구실, 그리고 UC Berkeley의 Pieter Abbeel 

교수 연구실 등에서 발표하는 연구들이 항상 새로운 문제들을 

개척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요즘 세계적인 연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

히 로봇은 융합학문이기에 포괄하는 영역이 넓으면서도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니 이를 따라잡기가 날로 어려워짐을 피

부로 느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연구그룹은 연구자들끼리 교류가 활발합니다. 예를들면, UC 

Berkeley의 Vision and Learning Center (BVLC), 독일 DLR과 

뮌헨공대 등에서는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교류는 과제나 

테스크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서 자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가 먼저 일어난 

후에 의미있는 과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한국에서는 

관심 연구에 따른 자발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전에 과제가 먼저 

세워지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팀이 꾸려지거나, 연구자들 간에 

교류보다는 실적 경쟁 또는 피상적인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할 때는 일당 백으로 

싸우는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경쟁 상대는 수년간 많은 연구원

들이 같이 연구하는 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독일에서 

연구할 때는 회의나 세미나는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우

면서 같이 연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한국 로봇 연구는 

외국에 비해 연구자나 시설 등 규모면에서도 많이 뒤처지는데

요, 그럴수록 세계적인 연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선

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유능한 연구자들끼리의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리고 개인

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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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로열모)'의 취지도 이러한 자발적인 연구자들끼리의 교류

를 활성화하는데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더 활발해 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ReNeu Robotics Lab, 기계공학과,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윤영목입니

다. 앞으로 10~20년 후의 로봇은 현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리라 예상합니다. 단순히 강체링크-관절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이 아닌,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액체 로봇 혹은 최근 많은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부드러운 로봇 혹은 인간처럼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들이 현재의 로봇을 대체하리라 생각합니

다. 지금까지의 로봇은 선형적 모델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로봇 디자인에 많은 제약을 두었습니다. 

만약 로봇이 시스템 모델 을 학습할 수 있고, 이 새로운 모델에 

맞는 제어 기술을 갖을 수 있다면, 로봇 디자인의 제약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종류의 로봇은 빠른 속도로 우리 세상에 

도입될 것입니다. 저의 연구는 비선형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인

간과 같이 경험 (통계적 기법)으로 제어하는 기술의 개발에 있 

습니다. 

저의 최근 논문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 로봇을 제어하는 

새로운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통계적 

기법 (인공신경망, 서포트벡터머신 등)이 시스템 모델링을 위

해서 개발되어 왔지만, 이들 통계적 모델을 사용할 때의 큰 문제

점은 그 통계적 모델이 부정확할 때가 있다 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모델이 데이터를 적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커다란 잡음을 

포함하고 있을 시에는 모델이 부정확합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

리즘(Control in the reliable region of a statistical model, 

CRROS)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 는 동안, 시스템 모델의 부정확

한 지역을 회피함으 로써 제어기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모델만

을 사용하게 돕습니다. 본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뮬레이션과, 

관절이 없는 강판에 여러 개의 줄을 연결해 그 모양을 제어하는 

실험을 통해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1-1. 본인의 최근, or 대표논문 (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1] Y. Yun and A. D. Deshpande, "Control in the reliable 

region of a statistical model with Gaussian process regression,"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2014, pp. 654–660. 
[2] P. Agarwal, J. Fox, Y. Yun, M. K. OMalley, and A. 

D. Deshpande, "An index finger exoskeleton with series 

elastic actuation for rehabilitation: Design, contr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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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haracteriz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vol. 34, no. 14, pp. 1747–1772, 2015. 
[3] Y. Yun, P. Agarwal, and A. D. Deshpande, "Accurate, 

Robust, and Real-Time Pose Estimation of Finger," 

Journal of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 

vol. 137, no. 3 , 2014. 

[4] Y. Yun, H.-C. Kim, S. Y. Shin, J. Lee, A. D. Deshpande, 

and C. Kim, "Statistical method for prediction of gait 

kinematics with Gaussian process regression," Journal of 

Biomechanics, vol. 47, no. 1, pp. 186–192, 2014. 

2.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저는 기계공학자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졌던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의 지식은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으로 기계학습분야는 로봇공학자가 반드시 익혀야할 분야라 

생각하고 본 분야를 틈이 날 때마다 공부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도 좋은 멘토들 (KIST의 김현철 박사님, Google의 Jonathan 

Ko)을 만날 수 있었고, 이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POSTECH에서 한국 로봇공학을 이끌고 계시는 정완균 

교수님의 지도 아래 로봇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KIST에서는 김창환 박사님의 지도 아래 현재 

저의 연구 분야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 서 Dr. Ashish Deshpande 와 함께 연구하

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연구실은 "인체 연구를 통한 로봇 기술 개발, 로봇 

연구를 통한 인체 재활 기술의 개발" 을 목표로 현재 왕성히 

연구를 수행 중 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수평적인 소통을 

늘 중요시 여기시며 언제나 활발한 토론을 독려하십니다. 이러

한 분위기 덕분에 미국에서 공 부를 하는 동안 훌륭한 동료 

연구자들과 토론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연구활동 하시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신적이 있으신지

요? 

연구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자라온 저로서 논문 쓰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연구가 학회에서 인정을 받

고 동료 연구자들이 관련 정보를 물어볼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

다. 특히 최근 저의 저널 리뷰어들이 "보는 내내 즐겁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매우 잘 쓰여진 논문" 이라 평해 주었을 때, 

비영어권에서 자라온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또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로보틱스 분야는 분명히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학문입니다. 

로봇틱스는 크게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그리고 요

즘에는 신경과학, 인체공학 등의 학문이 융합되어 형성된 학문

입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넓은 분야의 

지식과 한 두 가지 정도의 본인의 강점을 갖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공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과의 협업은 필수입니

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언어적 능력은 앞으로의 연구

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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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현재 미국과학재단(NSF)와 NASA의 지원 아래 손 외골

격계 로봇 (UT Hand Exoskeleton)을 개발중입니다. 우리는 

외부세계와의 물리적 소통을 주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체

를 잡거나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할 때에도 우리는 손을 이용합

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 소 프트 등 많은 

IT회사가 가상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상환경과 물리적 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손에 착용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어진 손 외골

격계 로봇은 원격 로봇 제어, 신경계 손상환자의 재활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 하게 이용되리라 예상합니다. 저의 장

기적인 목표는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장비를 개발 후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로봇 주행 부분에서 위치와 환경을 인식하

는 부분입니다. 공간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 것은 다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가보는 곳을 찾아가라고 한다면, 가면서 주위를 두리번거

리고,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지도를 봄으로서 현재 어디에 있고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면서 길을 찾아가겠지요. 이런 

과정이 로봇에게도 필요합니다. 로봇 공학에서는 이 기법을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이라고 부

릅니다. 한글로 옮기자면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법"인

데 주변을 인식해서 지도로 만들고 그 지도안에서 위치를 파악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치를 알아내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센서는 사실 

GPS 입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GPS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나 불안한 지역입니다. 저는 수중 환경과 지상의 무인자동

차의 SLAM 문제를 연구합니다. 수중이라는 환경은 우주 다음

으로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주요 구조물이 존재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센서도 다르고, 로봇 운용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그만큼 중요하

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도심 환경은 요즈

음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쪽에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가서 GPS가 튀는 경우를 

겪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알 수 있 듯이 지상이라고 해서 GPS 

신호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과 수중 로봇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1] Ayoung Kim and Ryan M. Eustice, " Active visual 

SLAM for robotic area coverage: Theory and 

experi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April 2015   vol. 34  no. 4-5  457-475  

[2] Ayoung Kim and Ryan M. Eustice, Real-time visual 

SLAM for autonomous underwater hull inspection 

using visual saliency.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9(3):719-733, 2013. 

2.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박사과정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시간 대학교 Per- 

ceptual Robotics Lab (PeRL)랩 에서수중 로봇의 항법을 주제

로 연구를 하면서 받았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PeRL랩은 

Eustice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며, 다양한 전공의 사

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학생들의 전공은 전기, 컴퓨터, 

기계, 조선공학과 등으로 다양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서로 서로 실질적인 일들을 어깨너머로 직접 가르쳐주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융합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랩의 반은 수중 로봇을 반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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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KAIST에서 2014년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를 진

행 중입니다. "건설 IT 및 인식로봇"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수중

과 지상의 환경에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제부터 위치 인식과 지도 작성, 그리고 업무

를 위한 판단과 궤적 생성까지 자율 주행과 관련된 분야의 다양

한 토픽이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3. 현재 KAIST 교수로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되어

서 아직 많은 부분이 낯선 환경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로

서의 생활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궁금합

니다.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에 대해서

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후 미시간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석사와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학위 토픽이 수중로봇의 자율 주행이고 지도 교수님이 조선해

양공학과였기 때문에 박사 후 연구원과정은 조선해양공학과에

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맡은 일은 우정물류기술연구부

에서 주소 정보를 다루고 우편번호 변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공에 있었던 경험 (기계-전

기-조선해양-우정물류)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 건설 및 환경공

학과가 그렇게 크게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경력

을 보면 어찌 보면 다른 전공들이지만 모든 연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많이 느끼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KAIST의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구조", "환경", 

"지반/에너지", "도시/교통", "건설IT"의 5가지 트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토목 부분과 환경, 도시 분야에 다양

한 융합이 시도 되고 있고, 로봇이 접목되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시공 유지 보수에 이르

는 건설의 각 단계에 로봇 기술 적용되거나 환경 모니터링 등에

서 로봇 공학의 기법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학에

서 로봇 기술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또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로봇 분야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을 특히 많이 만나

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과도 잘 내고 파급력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는 로봇 공학이 다양한 분야

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 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 

어떤 지식이 나중에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지 사실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일단 해보자는 마음

으로 코드를 한 줄 써보고 새로운 툴을 써보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보시라는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논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은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도 써보는 등, 흔히 말하는 

aggressive 한 연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중과 자율 주행 자동차 쪽 두 가지 주제

를 가지고 실질적인 SLAM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공학에서 실

제로 유용한 기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정말 재미있는 주제이고 사실 무엇보다 "재미"있

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즐겁게 연구하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6.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아무래도 석사 지도교수님이셨던 박종우 교수님(서울대, 기

계항공공학과)과 박사 지도교수님이셨던 Ryan Eustice 교수님

(미시간대, 조선해양공학과)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

다. 두 분의 지도교수님들께는 나열하기에 너무 많을 정도로, 

연구 방법, 논리, 문제 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많이 받았

습니다. 저는 랩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많이 배웠습니다. 문제

가 주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각기 다른데 조금 돌아가더라

도 처음에 시간을 들여서 해결한 일들은 결국에 총 시간과 노력

을 줄여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나중에 비슷

한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해야하는데 시간을 조금더 쓰더라도 

체계적으로 했던 일은 다시할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절약됩니다. 

7. 연구중에 어떤 힘들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연구는 처음에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아이디

어가 떠오르고 시작하지만 곧 어려움에 부딪히고 한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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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갇혀 2~3달 넘게 보내기 일쑤입니다. 슬럼프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겪는 어려움을 저도 수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 과정 동안 테니스를 정기적으로 치고 사람들과 교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우울할 때도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보니 긍정적인 마음

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고충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어, 박사과정을 마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좋은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보행의 동역학과 제어 원리를 연구하고 그 원리들을 재

활 기술과 보행 로봇에 적용하는 일 전반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박사 과정에서는 사람의 보행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생리학적으로 타당한 보행 제어 모델을 제안하

고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에서 사람 모델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람의 보행 데어터와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

니다. 사람과 동물이 동작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는 지난 수 세기

를 이어온 생물학계의 중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뉴런 측정 기

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동작을 제어하는데 기여하는 수

억 뉴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그 제어 알고리즘을 알아내는 

식의 접근 방법은 아직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학적으로 타당한 보행 제어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근골격계 동역

학을 모델링하고 물리 엔진을 구현하고 제어기를 디자인하는 

작업에 이른바 로봇 기술이 사용됩니다.

사람의 보행 제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는 로보틱 보행 보

조기부터 보행 재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발전적인 영향

을 끼칠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제가 제안한 사람 

보행 제어 모델을 이족 로봇의 제어기로 적용하고, 노인과 환자

의 보행을 돕는 보행 보조기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용도로 

쓰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그림 1)

2. 본인의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신다면?

- Seungmoon Song, and Hartmut Geyer. "A neural 

circuitry that emphasizes spinal feedback generates 

diverse behaviours of human locomotion." The Journal of 

physiology 593, no. 16 (2015): 3493-3511. 

연구 홈페이지: http://www.cs.cmu.edu/~smsong/

논문 설명 영상: https://youtu.be/ZkOrRcc4dWg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제 연구 주제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다른 로봇 연구와는 

약간 다르게 '현상 설명'을 돕는 과학자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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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상에서 사람의 모델이 단순히 사람처

럼 잘 걷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타당한 

제어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어 모델을 디자인하

는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신경과학자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신경과

학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을 철저히 읽는 것부터,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실험을 설계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학부 때 (2009년에 카이스트와 통합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전자과에서 무선 통신에 대한 공부를 하던 제가 처음으로 로봇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Virginia Tech에서 석사 과정

(2008~2010)을 할 때입니다. 2년 동안 Dennis Hong 교수님

의 지도 하에 RoboCup과 관련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시모나 휴보에도 쓰이던 ZMP 

제어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걸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Robotics Institute 

(이하 CMU RI)에서 Hartmut Geyer 교수님의 연구실(이하 

Geyer Lab)에 합류하면서(2010~현재) 사람의 보행 제어에 대

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Geyer Lab은 보행 전반에 관하여 

1) 보행의 기본 원리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 2) 사람의 보행 

제어, 3) 휴머노이드 로봇과 재활 로봇 개발, 이렇게 세 갈래를 

따라 연구합니다. (연구실 홈페이지: https://www. cs.cmu. 

edu/~hgeyer)

CMU RI는 (아마도) 자타공인 최고의 로봇 연구 기관입니다. 

1989년 세계 최초로 로봇 박사 과정을 개설하였고, 현재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사무직원 등을 포함하여 100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봇 제어, 기계 학습, 컴퓨터 비전 

등 로봇 전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권위자로부터 수업을 듣고, 필요하면 직접 그들과 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특히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로보틱스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입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아무래도 신경과학 분야에 가까운 문제를 로보틱스 기술로 

접근하다 보니, 제 연구가 그쪽 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가 아직도 고민되는 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최근 신경과학계 

학술지에 게재된 제 논문이 관련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

을 얻고 있는 것 같아 용기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시

한 제어 모델을 사용하여 로봇을 제어하거나 보행 보조기를 

실험하는 논문들을 볼 때면 제 연구 목표에 한발짝 다가선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또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 나름의 기준으로 로보틱스 관련 연구를 분류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기술 이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

구, 새로운 기술 이론을 세우는 연구, 그리고 과학적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연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연구와 맞는지를 잘 파악하

고 그에 맞는 연구 주제와 연구실을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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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학적 문제도 탐구하면서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

니다. 졸업 후에도 현재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면 사람의 보행 제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제가 영향을 받은 개인 연구자나 개별 논문을 소개하기 보다

는, 보행 연구를 하면서 저의 연구 의지를 높여 준 두 모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CMU Bipedal Locomotion Seminar와 

Dynamic Walking 학회입니다. CMU Bipedal Locomotion 

Seminar(http://biomechatronics.cit.cmu.edu/cmubls/)는 매

주 금요일에 CMU에서 보행 관련 연구실 대여섯 개가 모이는 

세미나입니다. 발표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궁금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교수건학생이건 관계 없

이 서로의 의견과 지식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토론이 시작됩

니다. 이런 토론 문화에 익숙지 않던 저는 초반에는 이 세미나

에 참석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지만 매주 심도 깊은 토론을 한두 

해 겪고 나니 이제는 어디서나 (적어도 제 연구 주제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는 것에 재미를 느낍니다.

Dynamic Walking 학회

(http://biomechanics.osu.edu/dynamic-walking/)는 매년 

로보틱스, 생체역학, 재활의학, 그래픽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행을 연구하는 수백 명이 모여 이러한 활발하고 매서운 토론

을 벌입니다. 분야의 권위자들과 함께 서로의 접근법을 가감없

이 비판하고 논쟁을 하다보면, 평소에 연구를 정말 제대로 해야

겠다는 의지를 절로 다지게 됩니다. 

Dynamic Walking 학회에서 발표 영상: https://www. 

youtube.com/watch?t=5029&v=nJ1RLwn3KHo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로봇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어떤 

계획 또는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실제 세상과 인터랙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인식(Perception)하는 문제, 즉 로봇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자기의 상태를 추정하거나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로봇인지 및 기계학습 연구들이 사전에 준비된 데이터

(Training data)를 통해 지식을 학습하는 문제에 관심들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 연구의 초점은 실시간 기계학습 (Online 

Machine Learning) 방법을 통해, 로봇이 제한된 시간과 계산자

원(Computing Resource)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되는 비디오 이미지에서 모든 픽셀 

데이터가 고르게 중요하지는 않지요. 배경과 관심대상이 함께 

있을 때, 이미지 점들의 중요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와 그것이 

짧은 시간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예측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시간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구는, 소프트웨어 상으로만 존재

하는 AI 에이전트(Agent)와 대조적으로, 로봇 시스템이 물리

적인 실제 세계와 인터랙션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스트리밍되어 들어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있

게 취사를 하지 못 한다면, 실시간에 온전히 임무를 실행하기 

힘드니까요.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 모델의 수학적 이해, 

실험적인 Demonstration, 인지 과학이론의 적용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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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

[1] B.Lee, D.D. Lee, Online Leaning of Visibility and 

Appearance for Object Pose Estimation, submitted to IEEE 

IROS 2016. Video link: https://youtu.be/1IhckDRnIXg

[2] B.Lee, D.D. Lee, Learning Anisotropic ICP for Robust 

and Efficient 3D Registration, IEEE ICRA 2016, accepted.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online learning approach 

to 3D object registration that vastl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Iterative Closest Point (ICP) methods. Our 

approach achieves better robustness and stable convergence 

by learning generalized distance functions directly from a 

stream of object depth data. The proposed algorithm, 

Learning Anisotropic ICP (LAICP), parameterizes the point 

uncertainty of the underlying object surface as an 

anisotropic Gaussian and estimates the covariance 

parameters of the likelihood function for ICP from data. Our 

learning scheme does not require manual tuning and the 

parameters of the algorithm are continually updated from 

observed data. Experiments on various RGB-D object 

datase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in 

terms of convergence and pose accuracy as well as 

robustness to initial conditions.

[3] B.Lee, K. Daniilidis, D.D. Lee, Online Self-Supervised 

Monocular Visual Odometry for Ground Vehicles, IEEE 

ICRA 2015. 

Video link: https://youtu.be/lpYHxgBTpxA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두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개선

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 문제 자체를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고 접근방향을 약간 비껴

나감으로써 오히려 의미있는(풀어야 할) 문제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내용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처리(pre-processing)하여 해결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어떤 데이터

를 얻을 것인지 데이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

히 계획하면서, 도리어 연구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연구 방향 확장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유펜(UPenn)의 GRASP Lab과 지도교수

인 Daniel Lee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GRASP Lab (https://www.grasp.upenn.edu)은 General 

Robotics, Automation, Sensing, and Perception Lab 의 약자

로, 이름처럼 로보틱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관련분야의 다른 우수한 대학연구소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규모는 작지만, 연구진, 연구과제, 및 수업의 질적인 측면

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연구실은 기계공학, 전기 및 시스템 

공학, 컴퓨터 과학과의 로봇관련 연구자들(교수 및 학생)로 구

성되어 있고, 연구실 내의 연구 그룹간의 교류도 자유롭고 활발

합니다. 대표적인 연구 그룹의 인터넷 링크들을 알려드릴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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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연구로 유명한 Vijay Kumar 그룹 

http://www.kumarrobotics.org/

LINK-TED talk by Dr. Vijay Kumar

https://www.ted.com/talks/vijay_kumar_the_future_of

_flying_robots

LINK- Video: Robot Quadrotors Perform James Bond 

Theme 

https://www.youtube.com/watch?v=_sUeGC-8dyk

LINK- Video: A Swarm of Nano Quadrotors

https://www.youtube.com/watch?v=YQIMGV5vtd4

- Haptics group (Katherine Kuchenbecker 교수)

http://haptics.seas.upenn.edu/

LINK-TED talk by Dr. Katherine Kuchenbecker 

https://www.ted.com/talks/katherine_kuchenbecker_t

he_technology_of_touch

GRASP Lab의 많은 교수들이 연구뿐 아니라 교육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강의 서비스 Coursera에서 

Robotics Specialization 이라는 과정을 개설하여 과목당 수천

명의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LINK-intro: Penn Robotics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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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course site: Coursera Robotics)

https://www.coursera.org/specializations/robotics

저의 지도교수인 Daniel Lee의 그룹은 DARPA Urban 

Challenge, MAGIC Robot Competition, RoboCup, DARPA 

Robotics Challenge, 등 각종 Robot Competition에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DARPA Robotics Challenge는 UCLA 데니스 홍 

교수팀과 공동으로 참가했었지요. 교수님 소개와 관련해 보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흥미로울 만한 인터넷 상의 자료 링크들

을 알려드립니다.

- Dr. Daniel Lee's Homepage:

http://www.seas.upenn.edu/~ddlee/

- Interview from EEWeb: 

https://www.eeweb.com/spotlight/interview-with-da

niel-lee

- DARPA Urban Challenge 2007-Littl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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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IC Robot Competi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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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RPA Robotics Challenge-Team THOR:

 http://www.theroboticschallenge.org/finalist/thor

 https://www.youtube.com/watch?v=JhWYYuba1nE 

- RoboCup-THORwin:LINK- Penn Spotlight 

http://www.upenn.edu/spotlights/penns-thorwin-tak

es-home-gold-robocup

Daniel Lee 교수님은 직접 프로그램 코딩을 만들거나, 대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뛰어난 직관으로 해결한 일화들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런 반면, Bell Lab에서 연구자

로 지내며 (뇌과학자 Sebastian Seung과 공동연구로) 최고의 

학술지인 Nature와 Science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있습니다. 또 

NIPS, AAAI 등 기계학습/AI 분야의 권위있는 학계로 부터의 

수상 경력도 있고, Neuroscience 분야의 책을 현재 저술 중이기

도 하답니다. 

지난 1월 CMU Robotics Institute 에서의 Talk을 보면, 저희 

group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들(제 연구를 포함) 을 Daniel Lee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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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QChad04dPU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즐거운 면은, 크고 작은 호기심이 

생기는 재미, 동시에 그 호기심들이 해소가 되는 점, 또한 연구

과정에 얻게 되는 성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히 느끼는 것은 배움과 연구는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한 연구나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Teaching Assistant로서 수업

을 하고, 수업자료나 과제를 디자인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저에겐 큰 배움이자 즐거움입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로봇공학/기계학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후배분들께, 연구분

야 간에 구분이 사실상 무색하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기계적 설계, 전자 회로, 프

로그래밍, 알고리듬, 센싱기술 등 아주 다양한 배경지식을 요구

합니다. 나의 전공의 울타리에서 머물기 보다는, 계속해서 새로

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다고 혼자서 다 해야한다는 부담을 느낄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나 자료들을 활용해 배우는 기술을 익혀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 이론(Theory)과 실험(Practice)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

도 전하고 싶습니다. 탄탄한 수학실력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래

밍 언어, 하드웨어를 다뤄보고 실제 필드에서 실험을 해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 역시 다 잘 해야한다는 욕심보다는, 가

능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해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

니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들께는 약간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나 공부가 목적이라고는 해도,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만큼은, (지적능력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 스킬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해외 우수 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면 대개의 

경우 연구자로서의 포텐셜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외국어 소통

의 어려움이나 문화적인 부적응에서 오는 소극적인 태도를 극

복하고, 유학의 이점들을 최대한 얻기를 바랍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박사과정 3년차로 학위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전 인식에서 평행적으로 많이 다루어져 온 'Where'와 

'What', 혹은 기하(Geometry)와 외관(Appearance)의 인식 문

제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내며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주 연구 내용입니다. 보다 큰 스케일의 희망으로는, 로봇

이 인간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관련 분야의 영향력있는 연구자들 중에서 Sebastian Thrun 

group (http://robots.stanford.edu/index.html)과 Dieter Fox 

group (http://homes.cs.washington.edu/~fox/) 의 연구 및 논

문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Sebastian Thrun은 DARPA Grand 

Challenge (2005) 에서 우승한 팀의 리더로 Stanford AI lab의 

연구 교수이자, Udacity라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CEO이기도 

합니다. 로봇 전 분야에 결쳐 좋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온 연구 

그룹입니다. Dieter Fox group은 제가 특히 관심이 있는 로봇인

식 (Perception)문제에대한 앞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그룹입니다. 

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GRASP 랩의 교수님들 및 친구들

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으며, 물론 석사과정의 advisor이셨던 

서울대 기창돈 교수님, 현재 Advisor이신 Daniel Lee교수님, 

그리고 남편인 이대원 박사(현재 UPenn 포닥)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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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로봇 보급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드웨어의 비

싼 가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저렴한 가격에 우수

한 계산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로봇에 필요한 고

정밀 센서와 액츄에이터들의 비싼 가격은 여전히 로봇들의 시

장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렴한 센서와 모듈러 

액츄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기존의 하드웨어들

에 비해 부족한 정밀도, 느린 커뮤니케이션 속도, 제한된 출력 

등의 많은 성능적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장기적인 관심사

는 지능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로봇 하드웨어의 제약을 극

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대학 (Penn)에서 지도교수님 Daniel Lee 교

수님과 현 UCLA의 Dennis Hong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휴머노

이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들 프로젝트에서 소프트

웨어 핵심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로보컵 (RoboCup) 국제 로

봇 축구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부문 Team DARwIn/ Team 

THORwIn 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아 2011-2015년 5회 연속 

우승하였고, 최근의 DARPA Robotics Challenge (DRC) 예선

과 본선에서도 Team THOR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맡아 보행, 

안정화, 매니퓰레이션, 자율행동 등 개발 대부분을 담당하였습

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자율 행동

하는 강인하고 범용적인 알고리즘들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로

봇의 제한된 계산 성능과 하드웨어의 제약 하에서 이들을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중 한 예로는 휴머노

이드 로봇의 보행 중 외란(perturbation)에 대응하는 행동을 

기계학습 방법론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폼 팩터를 

가진 로봇에 이러한 철학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논문 링커 or 논문 첨부): 논문 

공개 불가시 초록만 기재.

[1] "Whole-Body balancing Walk Controller for Position 

Controlled Humanoid Robots", Journal of Humanoid 

Robotics, Volume 13, Issue 01, Seung-Joon Yi, Byoung- 

Tak Zhang, Dennis Hong and Daniel Lee, 2016.

http://www.worldscientific.com/doi/abs/10.1142/S021984

3616500110

[2] "Hierarchical Motion Control for a Team of Humanoid 

Soccer Robo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obotic Systems, Volume 13, Issue 32, Seung-Joon Yi, 

Stephen McGill, Dennis Hong, Daniel Lee, 2016.>

http://www.intechopen.com/journals/international_journal_

of_advanced_robotic_systems/hierarchical-motion-control

-for-a-team-of-humanoid-soccer-robots

[3] "Team THOR's Entry in the DARPA Robotics 

Challenge Trials 2013", Journal of Field Robotics, Volume 

32, Issue 3, pages 315-335, Seung-Joon Yi,Step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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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ill, Larry Vadakedathu, Qin He, Inyong Ha, Jeakwon 

Han, Hyunjong Song, Michael Rouleau, Byoung-Tak 

Zhang, Dennis Hong, Mark Yim and Daniel Lee, 2015.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rob.21555/abst

ract

2.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연구 그룹의 특성상 매년 1-2회 정도 지속적으로 Competition

에 참가하였는데, 순수 연구와 달리 일정이 정해져 있고 세계 

유수의 팀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초기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술력이 쌓이고 타 팀원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

하게 되면서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기계학습 연구를 하다가 실제 로봇을 다루게 되면서 

로봇에서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I/O 타이밍 문제, 센서/액

츄에이터의 보정 문제, 저레벨 컨트롤러들의 오작동 문제 등)

을 접했으나, 풍부한 하드웨어 경험과 깊은 식견을 가지신 교수

님의 적절한 조언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보자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

지 않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알고

리즘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 환경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은 제대

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Competition Math를 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지능 알고

리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제어, 로보

틱스, 인공지능 관련 분야를 탐색하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

공지능 연구실에 진학하여 장병탁 교수님의 지도 하에 기계학

습을 전공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이 없던 한계로 아쉬움을 

느끼던 도중, 기계학습 학회인 NIPS에서 Penn GRASP Lab.의 

Daniel Lee 교수님을 알게 되고, Penn에서 Visiting scholar

를 시작하며 로보틱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enn GRASP 연구소 (General Robotics, Automation, 

Sensing and Perception Lab)은 로보틱스의 다양한 분야를 기

계공학, 전기 및 시스템공학, 컴퓨터과학 3개 과의 구성원들이 

모여 활발히 서로 교류하며 연구하는 곳입니다. 타 공학 전문 

대학교들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교수진과 연구의 질적인 수

준은 상당합니다. 연구 그룹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Vijay Kumar 그룹 (드론 연구로 유명, 여기 출신 드론 startup 

KMel Robotics는 최근 Qualcomm에 인수)

http://www.kumarrobotics.org/

https://www.ted.com/talks/vijay_kumar_the_future_of

_flying_robots

https://www.youtube.com/watch?v=_sUeGC-8dyk

https://www.youtube.com/watch?v=YQIMGV5vtd4

Katherine Kuchenbecker 그룹 (Haptics 연구)

https://www.ted.com/talks/katherine_kuchenbecker_t

he_technology_of_touch

Mark Yim그룹 (Modular Robotics)

https://www.youtube.com/watch?v=7gUsQlRow0U

지도교수인 Daniel Lee 교수님은 기계학습과 Field Robotics 

양쪽 모두의 권위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ll Lab.에서 연구

자로 계시며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 란 

기계학습 방법론을 만들었고, "Connectome" 이란 책으로 유명

한 Sebastian Seung과 Science, Nature 논문을 공저하시기도 

했습니다. Penn에 오셔서는 다양한 로봇 관련 대회들에 참석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113 -

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 왔는데, DARPA Urban Challenge 

(Non-Sponsored Track 중 유일하게 완주한 6팀 내에 듬), 

MAGIC Autonomous Ground-robotic International Challenge 

(2위), 그리고 Dennis Hong님과 공동으로 수행한 RoboCup 

International Robotic Soccer Competition (2011-2015 연

속 1위), DARPA Robotics Challenge (공식 Finalist 선발)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Daniel Lee 교수는 코딩과 하드

웨어 쪽으로도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루 만에 안드

로이드 폰에 로봇 소스코드를 커널까지 직접 수정해 포팅하고, 

로봇의 인터페이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등 수많은 전

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4.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많은 Competition에 참가하며 빠듯한 일정 하에 세계 유수의 

팀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쏟은 노력이 대회에서의 우수한 결과로 보상받을 

때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공개한 오픈 소스 코드

들을 전세계의 많은 로봇 팀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분야에 공헌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 또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했지만 로보틱스는 단일 학문이 아니라 

융합 학문입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및 기계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익혀야 하며, 수학과 어학 능력,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기반 지식은 필수적

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드웨어를 

사용해 다양한 시도를 해 봄으로써 내가 생각한 것들이 현실세

계에서 이루어지는 쾌감을 느껴 보고,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Penn에서의 연구를 이번에 마무리짓고 귀국하여, 기존 

로봇 학회와 DRC를 진행하며 알게 된 동료 로봇공학자분들의 

추천을 통해 Naver Labs의 신생 로봇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네이버 랩스에서는 현재 기계학습, 자율자동차,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로보틱스 

팀의 연구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이구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확충하는 데에 현재 가장 큰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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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라면 기존에는 위치제어 휴머

노이드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로

봇들로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대중에게 유용하게 

쓰일 지능적인 로봇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7.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Rich Sutton (Univ. of Alberta) – 강화학습의 아버지격인 인

물입니다.

Christopher Atkeson (CMU) – 휴머노이드의 보행과 안정화

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DRC에서 WPI팀에 참가하여 우수

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Jerry Pratt (IHMC) – 휴머노이드의 외란 극복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DRC에서 IHMC팀을 이끌어 우수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학부 시절에 기계 공학을 공부하면서 로봇은 관절과 링크를 

가지고 전기 모터나 유압 장치로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 기계전공을 선택하

였고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학부 과정을 마쳤습 니다. 더 깊은 

연구 경험을 해보고 싶어 대학원 진학 분야를 찾던 중 당시 

Harvard Microrobotics Lab. PostDoc(포닥)으로 계시던, 제 

대학원시절 지도교수님이신 조규진 교수님과 한 논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지도 교수님 Robert J. Wood 교수님이 쓰신 

"복합재료를 이용한 소형 로봇 제작에 관한 논문 [1]"을 조규진 

교수님께서 진행중인 연구라고 읽어보라고 하셨던 것 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논문 이었습니다. 2008년 7월 그리고 

8월, 무더 운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정도로 흥미롭고 

새로운 개념의 논문 이었습니다. 기존의 로봇에 대한 생각과 

가장 큰 차이점은 관절이었습니다. 대부분 축과 베어링을 연상

시키는 관절 조인트가 유연한 필름이고 단단하고 가벼운 시트

형 탄소 복합재료가 링크가 되어 사이사이 관절 필름으로 연결

되어 있는 구조가 로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전한다고 표현

하기 보다는 접히는 관절이 더욱 알맞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

다. 접어서 만드는 로봇을 처음 접하게 되는 순간 이었고 지금 

까지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2008년 9월에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된 조규진 교수님과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연구실이 아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호영 교수님 연구실에 책상을 빌려 논문 검색 부터 시작하였

습니다. 7년 후 제 논문의 두번째 지도 교 수님이신 김호영 교수

님을 만나게 된 것 입니다. 수상에서 도약하는 소금쟁이 로봇은 

김호영 교수님 전공이신 유체역학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

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봇으로 이를 재현해 낸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이라 말씀 하였습니다. 생물의 움직임, 유체

역학, 로봇 기술의 접목은 기존에 상상만 할 수 있었던 로봇을 

만들고, 이론을 확인하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데 다른 방

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생체모사 로봇 디자인을 신소재와 다양한 제작 공

정을 이용하여 만들고,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 효용성, 경제성

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다양한 특성의 

재료들이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로봇이 구현 하기 힘든 성능을 

보여주는 예가 많습니다. 재료, 가공, 전기, 전자, 설계 기술의 

발달로 점점 구현 가능한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서 생물의 뛰어

난 특성을 분석하여 로봇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경제성, 안전성을 

모두 갖추어 모든 사람에게 로봇을 더욱 가까이, 일상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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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

Je-Sung Koh, Eunjin Yang, Gwang-Pil Jung, Sun-Pill 

Jung, Jae Hak Son, Sang-Im Lee, Piotr G. Jablonski, Robert 

J. Wood, Ho-Young Kim and Kyu-Jin Cho. "Jumping on 

Water: Surface Tension–Dominated Jumping of Water 

Striders and Robotic Insects." Science 349, no. 6247 

(2015): 517-521. 

논문 링크: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49/6247/517

Science지 뉴스 페이지

:http://www.sciencemag.org/news/2015/07/video-tiny-r

obot-walks-jumps-water

Science지 뉴스 영상: https://youtu.be/Z83l347rh6E

New York Times 소개 영상:http://nyti.ms/1K0IH5E

Je-Sung Koh, Sa-Reum Kim and Kyu-Jin Cho, 

"Self-Folding Origami using the Torsion Shape Memory 

Alloy Wire Actuators", Proceedings of the ASME  

IDETC/CIE, 2014. (Compliant Mechanisms Award) 

Je-Sung Koh, and Kyu-Jin Cho, "Omega-shaped 

Inchworm-inspired Crawling Robot with Large-Index- 

and-Pitch (LIP) SMA Spring Actuators",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Vol. 18, No. 2, pp. 

419-429, Apr. 2013.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연구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로봇이라는 공학적인 분야와 

생물학, 유체역학 등 타분야를 접목해야 했던 부분이 가장 힘들

었고 지금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깊이있는 

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모두의 관 심사를 풀어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

을 이야기 해야 했습니다. 토론이 계속 되면 될 수록 더욱 깊은 

의문점이 생겨나게 되고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완벽히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 목표를 한정해야 한단계 나아갈 수 있다

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

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

게 생겨난 많은 의문들은 다음 연구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분야 특성상 힘든점은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필요한 특성은 모두 실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오래동안 사용된 재료의 경우 많은 다양한 조건에

서의 실험적 특성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신소재의 경우 

조건에 따라 특성이 많이 변하여 원하는 성능이 안나올 때 막막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중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생물학, 유체역학, 재료 전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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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들의 깊이있는 조언과 자료를 제공받아 공부하고 로봇

에 접목할 방법을 찾아 많은 실험을 통해서 로봇 디자인을 완성 

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학부, 대학원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

서 보냈습니다. 군대 2년을 제외한 10년간 같은 학교에서 지내

면서 다양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

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시점에 연 구에 아무런 감도 

없어 진학을 고민을 하고 있을때, 운 좋게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신 조규진 교수님 께서 부임하셨고 연구실의 창단 맴버로 대학

원을 시작 하게되었습니다.(http://biorobotics.snu.ac.kr). 대

부분의 사람들이 초창기 랩에 들어간다는 자체를 미친짓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로봇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아직 연구실 방도 없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 논문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빨리 랩을 정비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처음 연구실 정비를 하고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수행해 

나갈때 조규진 교수님께서는 자유도가 아주 많은 분이셨습니

다. 대학원 신입생이었던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 미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연구실에 찾아가 장비 를 빌려 쓰면서 

어떤 아이디어든 해보고 확인해 나가는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

다. 효율적인 시간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하버드의 연구 수준에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6년 뒤 하버드 Microrobotics 연

구실과 협업이 가능할 정도 로 노하우가 쌓인 원동력이 그러한 

자유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보틱스 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기술의 접목이 중요한데 이에 노출 될 수 있었던 것이 로봇 

디자인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조규진 교수님의 Biorobotics 연구실은 소프트 로봇 분야 

(https://youtu.be/WOGBnNaiEkA),  생체 모방 로봇 분야 

(https://youtu.be/kekOiptWL6U), 재활 로봇 분야 (https: 

//youtu.be/oNEFXcWRIG8?list=PLl1z0EED6TxNFpd3wo

CC4Jz_KuifWTXI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자유도를 유지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 후 좀더 많은 연구 경험을 해보기 위해 소금쟁이 

로봇 개발에 같이 참여 했던 하버드 Microrobotics 연구실인 

Rob Wood 교수님의 연구실 (http://micro.seas.harvard.edu) 

로 포닥을 지원하였고, 현재 2년 가까이 생체 모방 디자인과 

접어서 만드는 로봇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Rob 

Wood 교수님 연구실은 Robobee 

(https://youtu.be/b9FDkJZCMuE) 라는 초소형 날개짓 비행

체로 많이 알려진 연구실로(컨트롤 파워선을 연결하긴했지만) 

3cm 남짓한 크기의 벌을 닮은 로봇이 날개를 퍼덕이며 비행에 

성공 한걸로 유명합니다. 이 연구실 또한 로보틱스 분야의 특성

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압전소자, 전자기, 정전기, 스마트 재료 등의 다양한 구동기

(Actuator) 연구, 적층을 기본으로하는 제작 공 정 (Popup 

MEMS, https://youtu.be/VxSs1kGZQqc), 소프트 로봇 (https:// 

youtu.be/dgHQ15zjkhY), 생태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저를 포

함하여 20 여명의 박사후 연구원, 13 명의 대학원생, 다수의 

엔지니어 스텝 들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제 연구 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생소하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공과대학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나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구 내용

이 노하우로 쌓이고, 기반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부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초기의 기반 기술을 쌓아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

한 한걸음이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 다른 연구자가 인정해 줄때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 (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최근 금속 및 단단한 재료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좀더 자유도

가 높은 재료를 이용한 로봇의 설계 및 제어가 학계 전반에 

급격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및 제조 공정 또한 기존의 기계 제작과는 많이 다르게 접근하게 

되어 학부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분야이기 때

문에 순간순간의 아이디 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접근과 오랜 시간의 시행 착오를 거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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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략적으로 두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

는 Printable Programable Machine 

(http://ppm.csail.mit.edu/projects) 이라는 프로젝트로 

프린팅이나 접어서 만드는 로봇 설계 및 제작이며, MIT와 

UPENN 과 공동 연 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자동을 접혀

서 조립이되는 로봇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https://youtu.be/ZTr9Lt7-JoQ)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접어서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면서 기어가고, 잡고, 드론과 결합

하여 날라다니는 컨셉의 로봇이 있습니다. 

(https://youtu.be/m9Aa8BevJwg)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생물학, 재료공학, 로보틱스 등의 다양

한 분야의 연구실이 Duke, Harvard, Stanford, UC. Irvine, 

Maryland U., U. Mass 등 다양한 학교 협력을 통해 작년 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주제는 특별히 빠른 그리 고 큰 

Power(W)를 가진 생물과 기계 또는 로봇의 원리와 특성을 규

명하는 연구를 하버드팀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로 보여드릴만 한것이 없네요. 올해 안에 좋은 내용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동 연구인것이 특징입

니다.

기존 로봇의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도를 계

속해 나가고 싶고, 언젠가는 지금 연구하는 로봇 기술이 일상 

생활 속에 로봇이라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널리 사용 될 수 있도

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수만년 진화를 거친 생

물, 자연에서 배우는 시도 또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Prof. Ronald Fearing (UC. Berkeley), Prof. Robert 

Wood.

[1] Wood RJ, Avadhanula SS, Sahai RR, Steltz EE, 

Fearing RS. Microrobot Design Using Fiber Reinforced 

Composites. ASME. J. Mech. Des. 2008;130(5):052304- 

052304-11. doi:10.1115/1.2885509. 

- Smart Composite Microstructure (SCM) 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논문으로 처음 읽고 큰 영감을 얻은 논문이

고 저자 이신 두 교수님은 현재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분들입

니다. 

Prof. Mark Cutkosky(Stanford), Prof. Sangbae Kim 

(MIT)

[2] S. Kim, M. Spenko, S. Trujillo, B. Heyneman, D. 

Santos and M. R. Cutkosky, "Smooth Vertical Surface 

Climbing With Directional Adhesion," in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vol. 24, no. 1, pp. 65- 74, Feb. 

2008. doi: 10.1109/ TRO.2007.909786

- 생체 모방 디자인의 대표적인 논문으로 한국분이신 김상배 

교수님(현 MIT)의 대표 논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

한 특성의 재료를 적제 적소에 사용하여 Shape Deposition 

Manufacturing (SDM) 공정의 장점을 잘 살린 논문으로 인상 

깊은 논문이고, 저자이신 두 교수님 또한 큰 배움을 주시고 계

십니다.

Prof. Robert Full (UC. Berkeley)

- 생물학을 하시지만 기계 공학적 개념을 생물에서 찾아 내

시는 연구을 하셔서, 로봇 디자인에 영감을 계속 주시고 계십

니다.

조규진 교수님을 포함하여 새로운 제조 공정과 생체 모방 디

자인의 접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위 연구실과 인상 깊었던 논문

들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Exoskeleton, Wearable Robot, 보행 보조 로봇 등 여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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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릴 수 있는 장치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거나 동작에 맞추어 필요한 힘(토크)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고 사용 대상도 노인, 군인, 장애인 등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과 연구

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Exoskeleton으로는 Berkeley의 Kazerooni 랩에서 개발

한 것과 Sarcos 사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장거리 이동할 수 있게 하거나, 포탄과 같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kso 

Bionics 사와 ReWalk 사에서 척수 손상 (spinal cord injury) 

으로 인한 하지 마비 환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사업화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Ekso에서는 Kazerooni 교수가 갈라져 나와 SuitX를 창업하고 

저가형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U의 Mindwalker 프로

젝트에서 중증 장애인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되

었는데 EEG cap을 착용하여 뇌파로 조작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Cyberdyne 사의 HAL 시스템과 

혼다 사의 Stride Management System이 있습니다. 혼다는 노

인을 주요 대상으로 발표했고 Cyberdyne은 노인,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강대나 현대차에서 공개한 Exoskeleton들이 언론을 통해 소

개된 바 있습니다. 최근 주목 받는 시스템은 Harvard의 Walsh 

교수 팀이 개발한 Exosuit입니다. 기존의 Exoskeleton에서 골

격을 없애고 옷과 신발에 Cable을 연결하여 Conduit을 통해 

당김으로써 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DARPA 과제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뼈대나 관절 구

조가 없기 때문에 작전 시 필요한 다양한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큽니다. SRI에서 Spin-Off한 Superflex에서

는 일반인용 Suit Type 제품 Superflex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기존의 Adaptive 

Frequency Oscillator를 어떻게 수정해서 효과적인 보행 보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 결과를 ICRA 2015[2]

에 발표했습니다. ICRA 2016[1]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저희 보

행 보조 장치의 새 버전을 소개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설명한 

것 외에도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성인 

대상으로 고관절에 보행 보조 Torque를 공급했을 때 보행에 

필요한 대사에너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입니

다. 배터리 포함 무게 2.7 kg의 보행 보조 장치를 착용했을 

때, 착용하지 않은 보행 때보다 대사에너지를 감소시킨 사례는 

고관절 보조에 대해서는 종전에 없던 결과입니다.

2. 본인의 최근 또는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Seo, K., Lee, J., Lee, Y., Ha, T., & Shim, Y. (2016). 

Fully autonomous hip exoskeleton saves metabolic cost of 

walking. In 2016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pp. 4628–4635). IEEE.http:// 

doi.org/10.1109/ICRA.2016.7487663

[2] Seo, K., Hyung, S., Choi, B. K., Lee, Y., & Shim, Y. 

(2015). A new adaptive frequency oscillator for gait 

assistance. In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pp. 5565–5571). 
IEEE.http://doi.org/10.1109/ICRA.2015.7139977

[3] Seo, K., Kim, J., & Roh, K. (2012). Towards natural 

bipedal walking: Virtual gravity compensation and 

capture point control.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4019–4026.http://doi.org/ 
10.1109 /IROS. 2012.6385902

[4] Seo, K., Chung, S.-J., & Slotine, J.-J. E. (2010). 

CPG-based control of a turtle-like underwater vehicle. 

Autonomous Robots, 28(3), 247–269. http://doi.org/ 

10.1007/s10514-009-9169-0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Exoskeleton 하드웨어가 직접 제작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하

고 있던 새로운 방식의 Adaptive Frequency Oscillator가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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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 대해 의도대로 보행을 인식하고 적절한 Assistance 

Torque를 생성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행 시뮬레이션

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휴머노이드를 연구할 때 이용하던 보

행 시뮬레이션이 있었지만, 이것은 로봇의 보행이기 때문에 사

람이 걷는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Assistance에 의해 

어떤 근육이 도움을 받는지 파악하려면 근육 모델을 포함한 

보행 모델이 있어야 했습니다. OpenSim 등의 근골격계 보행 

시뮬레이션이 후보였는데, 이것은 미리 정의된 동작을 재생하

면서 근육의 사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Assistance가 적용되면 

보행 동작과 근육 사용이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찾아보니, H. Geyer와 H. Herr의 

2010년 논문에서 제가 필요한 모델을 찾을 수 있었고, 더욱 

운이 좋았던 것은 그 Simulator의 MATLAB 코드가 공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Simulation Model의 특징은 미리 정의된 

동작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감각운동신경과 근육간의 

Reflex를 모사하고 Gain을 적절히 튜닝하면 사람처럼 걷는다

는 점입니다. 실제 사람보다는 훨씬 단순한 모델이지만 우리가 

개발한 보행 보조 장치가 어떻게 사람의 보행에 영향을 미칠지 

대략적으로 예측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

해서 보행 보조에 의해 어떤 근육이 어떤 시점에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시점으로 Assistance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2]에 

소개됐습니다.

Exoskeleton과 제어기가 개발된 후에는 실제 사람에게 적용

해서 보행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인체

에 대한 측정은 경험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근전도, 

심박수, 호흡 대사 에너지 측정 등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 분석은 

고가의 장비로 구하기가 어려워 문헌을 조사해보니 심박수를 

이용해서 대사에너지 소모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들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측정해 보행 보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2]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번째 버전

이 개발된 후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연구원

들의 도움을 받아 호흡 대사에너지 측정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으로 효과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가 [1]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 Robotics & Automation Lab,

(지도교수 이진수)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Wheeled Mobile 

Robot의 제어와 Nonlinear Robust Control에 대한 이론적 연

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과정 중 1년여 기간은 Caltech의 CDS 

(Prof. Richard Murray)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Fish Robot의 

Locomotion을 연구하며 신기한 외국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MIT 기계

공학과 Nonlinear Systems Lab.(Prof. Jean-Jacques Slotine) 

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2년여 동안 Central Pattern Generator 

(CPG)에 대해 연구하고 바다 거북 로봇의 제어[4]에 응용했습

니다.

그 후 Iowa State University 에서 1년간 CPG의 응용에 대한 

연구와 Autonomous Rover의 장애물 회피 경로 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2009년에 귀국하면서 삼성전자에 입사했

습니다. 그 후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 Single-Port 수술 로봇 

개발, Exoskeleton 개발 과제에서 제어 알고리즘 분야로 일하

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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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입사 후 처음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던 3년 정도의 시절이 로봇 

연구 커리어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신나는 시기였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처음으로 인간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접했고 그

것을 걷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

다. 보행 알고리즘으로 많이 이용되는 ZMP 기반의 방식을 탈피

해보고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어느 

날 처음 로봇을 걷게 했을 때, 비록 그것이 세계 최고의 보행 

알고리즘은 아니었을지라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발

된 휴머노이드 Roboray에 대한 내용은 논문[3], 특허, 언론 기

사 등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Exoskeleton 연구는 로봇 연구 분야 중에서도 필요성이 절실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

도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임상 연구 기관

에서 저희 Exoskeleton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실제 도움을 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전에 휴머노이드가 걸었을 때나 

수중 로봇 제어에 성공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로봇이 긴 세월 연구된 것에 비하면 일상 생활에 들어오기에

는 어떤 벽이 있어서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 생각처럼 상용화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봇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시들면 어쩌나 걱정했으나 최근 인공지능, IOT, 드론, 자율주행

차 등이 관심을 받으면서 로봇 분야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로봇을 연구하는 길을 생각한다면 공

학적 기반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

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ICRA 2016에 참가하면서 받은 

인상은 로보틱스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사

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리적, 감

성적, 인지적인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하게 될 것입니

다. Exoskeleton이나 재활 로봇 분야라면 물리적인 접촉이 있

을 것이니 Biomechanics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그 밖에

도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어쩌면 앞으로 로봇 기술의 돌파구는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로봇 분야로 전공을 하려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종합기술원으로 

오시는 경우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대학 연구실과는 

규모가 다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봅니

다.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

에 결과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품에 포함되어 시장에 선보이

는 데 성공하는 경우라면 성취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과제를 

발의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경쟁도 존재합

니다만 그것은 연구자라면 어디서든 겪는 것이고 좋은 스트레

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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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하여 계획은 보행 보조 장치에 

대해 연구를 심화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실험실 환경이 아닌 

다양한 일상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

기 위해서 제어 기술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해가 더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로봇 기술의 궁극적 발전 방향은 모두 함

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는 환경 파괴와 부의 편중이며 

이로 인해 최근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기술들

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 적어도 

환경을 파괴하거나 특정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기술이 되지 않

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을 소통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들로 키울 수 있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면 좋겠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 Auke Ijspeert: Central Pattern Generator (CPG)와 

Salamander Robot 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제가 MIT에 

있을 때 했었던 CPG와 거북이 로봇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Hartmut Geyer,Seungmoon Song: Exoskeleton 개발 초기 

성능 예측을 위해 사람의 보행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는데 저장

된 동작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신경-근육 회로를 구성

해 Autonomous하게 걷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Geyer가 제시했

고 그 후 그것을 최적화해서 원하는 속도로 걷게 하는 연구를 

통해 Song이 최적화 Framework을 제시했습니다. Geyer 모델

은 다른 몇몇 그룹의 Simulation에 영향을 미쳤고 저희도 그 

중 하나입니다.

- Renaud Ronsse: Adaptive Frequency Oscillator를 이용한 

보행 보조의 개념을 저희보다 앞서 발표했고 그 중에 Delay가 

없는 Smoothing 방법은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Jerry Pratt의 박사 학위 논문: 2족 보행 로봇 제어를 위한 

insight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Perry의 Gait Analysis: 인간의 보행을 분석한 책인데 

humanoid 연구할 때 좋은 hint를 얻었고 보행 보조 장치를 

개발할 때도 자주 참고했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통계적 기계학습 (statistical machine learning)의 세

부 분야 중 하나인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Bayesian non- 

parametric model) 기반의 기계학습 기법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기법들은 보통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

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가정하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

를 데이터에 맞게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어

떠한 모델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예측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델을 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답이나 기준

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집화 (cluster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존의 기계학습 기법들은 데이터가 몇 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질 것인지 미리 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은 입력될 데이터가 몇 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질 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새로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입력될 때 군집의 개수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은 이러

한 모델의 구조 자체에 사전 분포 (prior distribution)을 도입

하여 데이터에 따라 모델이 유동적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확률론적 기법입니다.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의 가장 대표

적인 예제 중 하나인 디리클레 과정 (Dirichlet process)를 이

용하면 앞서 예로 들었던 군집화 문제를 해결할 때 군집의 개수

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자동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은 군집화, 확률 밀도 함수 추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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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이나 토픽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적 기계학습 기법에 

사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통계적 기계학습 기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사후 분포 추론 (posterior inference)가 어려

워진다는 점입니다.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하는 대부분

의 기계학습 기법들은 Markov-chain Monte-Carlo (MCMC)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사후분포 추론을 수행하는데, 이 방법

은 모델이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데이터가 많아지면 수렴이 느

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비모수 베이지안 기반의 기

계학습 모델들의 사후 분포를 효율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MCMC 기법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

터의 원소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재할당하는 과정을 통해 사

후 분포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쓸 경우 사후 분포로 

수렴한다는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수렴 속도가 매우 느리

고 국소 최적점 (local optimum)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단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기법은 트리 기반의 점층적 군집화 

기법 (tree-based incremental clustering) 이라고 불리는 기

법으로 사후 분포 추론 문제를 트리 구축을 통한 데이터 군집화 

문제로 치환하여 MCMC 기법에 비해 매우 빠르고 새로운 데이

터가 지속적으로 입력될 때 기존의 추론 결과를 유지한 상태에

서 효율적으로 결과를 갱신할 수 있는 점층적 학습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리 기반의 사후 분포 추

론 기법은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는 heuristic이라는 단점이 있

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 좀 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MCMC 기법과 트리 기반의 추론 기법을 결합하여 MCMC 샘플

링에 트리 기반의 추론 기법을 통해 구축한 트리를 통해 만든 

proposal distribution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트리 기반의 추론 기법 만큼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

로 수렴하면서도 MCMC 기법 처럼 수렴성이 보장되는 알고리

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Tree-guided MCMC라

는 이름으로 논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Tree-guided MCMC inference for normalized random 

measure mixture models)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알려주세요.

- Juho Lee, Lancelot F. James and Seungjin Choi, 

"Finite-Dimensional BFRY Priors and Variational Bayesian 

Inference for Power Law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6 (아직 출판 

안됨)

- Juho Lee and Seungjin choi, "Tree-guided MCMC 

inference for normalized random measure mixture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5 (http://arxiv.org/pdf/ 1511.05650v1. 

pdf)

- Juho Lee and Seungjin Choi, "Bayesian hierarchical 

clustering with exponential family: small-variance 

asymptotics and reducibil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AISTATS), 2015 

(http://mlg.postech.ac.kr/~stonecold/papers/aistats201

5.pdf)

- Juho Lee and Seungjin Choi, "Incremental tree- based 

inference with dependent normalized random measur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AISTATS), 2014 (http://mlg.postech.ac.kr/ 

~stonecold/papers/aistats2014.pdf)

- Juho Lee, Suha Kwak, Bohyung Han and Seungjin 

Choi, "Online video segmentation by Bayesian split- 

merge clustering",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ECCV), 2012 (http://mlg.postech.ac.kr/~stonecold/ 

papers/eccv2012.pdf)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제가 처음 기계학습 연구실에 진학했을 때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그런 분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또 막상 비모

수 베이지안 모델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난 후 관련 논문들을 

열심히 읽으며 힘들게 이해했더니 그러면 대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외 대학의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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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과 학생들이 출판하는 논문들을 보면 항상 새롭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 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연구를 쫓아

가기에 바쁘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도 이러한 물음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몇 년의 박사과정 

경험 후 알게 된 것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들은 

갑자기 반짝 하고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

디어라고 할 지라도 결국은 과거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기 마련

이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것 같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literature survey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믿고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7년부터 포항공과대학교 기계학습 연구실에서 석박

사 통합 과정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입니다. 기계학습 연구실에

는 대략 열 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 요즘은 주로 딥 러닝 연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열 명 있으면 

연구 분야가 열 개 있다고 말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

니다. 주로 통계학적 기계학습이나 베이지안 모델에 관련된 연

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최승진 교수님으로 

원래 독립 성분 분석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에 대

한 연구를 주로 하셨었지만 박사 학위 취득 후 기계학습에 흥미

를 느끼시고 연구를 수행하신 대한민국 기계학습의 선구자 같

은 분이십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후원하는 기

계학습 연구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하락하고 의욕을 상실하

기도 하지만 일 년에 한 두 번 씩 학회에 논문이 Accept될 때의 

기쁨은 그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론 대로 

모델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어떠한 게임을 하는 것 보다 큰 것 같습니다. 하지

만 제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대단한 연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학부 시절에 수학이나 통계학 쪽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 놓으

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같은 기계학습 기법이라도 수학적 분석

이 뒷받침된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

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딥 러닝 같은 경우 오픈 소스 라이브

러리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원리나 수학적인 배경 

이론 같은 것 들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어떤 연구를 하건 

기초가 탄탄해야 더 훌륭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취직하여 연구를 계속해 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인 영향을 준 논문이나 연구자는 매우 많지만, 

단 한 명을 소개하라면 홍콩과학기술대학교 (HKUST)의 Lancelot 

F. James 교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James 교수님은 제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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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쓴 논문을 보고 직접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으며, 제가 

연구하는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James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어떠한 관점

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평생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뇌와 컴퓨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뇌의 측면에서

는 이른바 "커넥토믹스"(connectomics) 또는 계산신경해부학

(computational neuroanatomy)을, 컴퓨터의 측면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연구하

고 있습니다.

커넥토믹스란 뇌 신경망 연결지도, 이른바 "커넥톰"(connectome)

을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신경회로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뇌과학 분야입니다. 단 1mm3 크기의 

포유류 대뇌피질 조직샘플에는 약 5만 개의 뉴런(신경세포)과 

3억 개의 시냅스(뉴런간의 연결)가 빽빽하게 들어차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커넥토믹스의 당면 목표는, 1mm3 

크기의 포유류 대뇌피질 조직샘플 안에 담긴 신경회로를 개별 

시냅스 수준에서 3차원적으로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를 위해 초고속 3차원 전자현미경(high-throughput 3D 

electron microscopy) 기술을 이용해서 뇌조직의 3차원 이미

지를 나노미터 해상도로 촬영하고, 3차원 이미지 안의 개별 뉴

런을 모두 구획하여 신경회로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타바이트(1015 바이트) 스케일의 엄청난 이미지 데이

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여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커넥토믹스의 성패는 이미지 분

석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해 커넥토믹스는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던 분야이고, 최근 딥러닝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커넥토믹스의 핵심인 자동적 이미지 분석에 딥러닝이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3D 

convolutional network) 모델을 3차원 전자현미경 이미지에 적

용하여 뉴런 사이의 경계(boundary)를 획정하는, 이른바 

neuronal boundary detection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커넥

토믹스에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시냅스를 탐지하는 synapse 

detection 문제, 뉴런의 수상돌기(dendrite) 및 축삭(axon), 신

경교세포(glia) 등 뇌조직에 존재하는 여러 조직 부류를 탐지하

는 semantic segmentation 문제, 그리고 앞선 컴퓨터비전 알고

리즘들의 실수로 인해 조각난 뉴런들을 다시 한데로 엮어 완성

시키는 supervoxel agglomeration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

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이러한 모든 커넥토믹스-컴퓨터비전 문

제에 딥러닝을 적용시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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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Kisuk Lee, Aleksandar Zlateski, Ashwin Vishwanathan 

and H. Sebastian Seung, Recursive Training of 2D-3D 

Convolutional Networks for Neuronal Boundary Prediction, 

NIPS 2015.

 

(https://papers.nips.cc/paper/5636-recursive-training-of

-2d-3d-convolutional-networks-for-neuronal-boundar

y-prediction)

[2] Aleksandar Zlateski, Kisuk Lee and H. Sebastian 

Seung. ZNN – A Fast and Scalable Algorithm for Training 

3D Convolutional Networks on Multi-Core and Many- 

Core Shared Memory Machines. IPDPS 2016. 

(http://arxiv.org/abs/1510.06706)

[3] Aleksandar Zlateski, Kisuk Lee and H. Sebastian 

Seung. ZNNi – Maximizing the Inference Throughput of 

3D Convolutional Networks on Multi-Core CPUs and 

GPUs. SC16.

(http://arxiv.org/abs/1606.05688)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제가 겪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논문 출판

에 대한 부담감, 둘째로 공동연구 및 연구자간 교류의 부재였습

니다.

저는 유학 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으로 일하며 소규모 연구 경험을 쌓았

지만, 국제 학회 및 저널 논문이 전무한 상태로 유학길에 올랐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도 문화도 익숙치 않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초반에는 제가 연구하고 있던 딥러

닝 기술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

고 실험, 분석을 거쳐 논문을 내는 일반적인 딥러닝 연구 프로

세스와는 달리, 당시 저희 연구실에서는 커넥토믹스에서 요구하

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accuracy)와 처리량(Throughput)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 개발이 논문 출판에 우선하는 목표

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에 비해 5% 가량의 정확도 향상

을 이끌어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커넥토믹스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빨리 첫 논문을 쓰고 싶어하던 저는 이런 연구실 분위기 속에서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

았습니다. 다행히 지도교수님께서 이런 점을 인지하셨는지, 제 

연구 결과가 아직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첫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논문이 국제 학회에 출판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떨치게 되었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

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연구 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지도교수님께서 2014년 초에 학교를 MIT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박사과정 2년차

였던 저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까지 MIT에 혼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연구실 동료들과

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일 년 이상을 홀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당

시 저희 연구실에는 딥러닝을 연구하는 동료가 한 명도 없었습

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연구 및 연구자간 교류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했고, 혼자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

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5년 가을부터 프린스턴에서 

방문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저

는 연구실 동료들과의 풍성한 교류를 만끽하며, 딥러닝을 연구

하고자 연구실에 새로이 합류한 여러 동료들과 활발하게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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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속한 MIT 뇌인지과학과(Brain and Cognitive Sciences 

Department, BCS)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뇌과학 및 인지과

학 연구소입니다. 뇌과학은 나노미터(10-9m)부터 수십 미터

(1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다채로운 연구들의 총체입니다. 분자 및 세포 수준, 개별 시냅

스 및 뉴런 수준, 신경회로 및 거시적 뇌영역 수준, 인지 및 

행동 수준, 그리고 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수학적 모델

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연구가 서로 자유롭게 소

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반영

하여 MIT 뇌인지과학과에는 네 개의 세부전공(cognitive, 

cellular & molecular, systems, and computation)을 두어서 

개별 세부전공의 전문성과 세부전공 간의 융합을 동시에 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computation track에 속해있지만 연

구실 로테이션과 교과목 수강을 통해서, 또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상시적으로 교류하면서 뇌과학에 대한 융합적 관점

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MIT 뇌인지학과 건물은 단일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뇌과

학 연구소로서(2005년 기준), 맞은 편에 위치한 MIT Stata 

Center와 함께 캠퍼스 안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분위기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특히 MIT 전기컴퓨터공학부 건물인 Stata 

Center에는 인공지능의 산실인 MIT CSAIL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컴퓨터과학 및 인공

지능 연구실)이 들어서 있어서 인공지능과 뇌과학 사이의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인 Sebastian Seung 교수님은 한국계 미국인

으로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

명한 2010년 TED 강연, 그리고 커넥토믹스의 비전을 담은 그

의 첫 저서 "커넥톰, 뇌의 지도" (김영사, 2014) 등으로 한국에

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Bell Lab에서 연구하던 

시절, (당시 그의 박사후 연구원이었던)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Daniel D. Lee 펜실베니아대 교수님과 함께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이라는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이

를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하여 뇌과학적 함의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 호암상 공학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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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이후 이론신경과학(theoretical 

neuroscience)으로 한번 전향했던 그는, 이론신경과학자로서

의 탄탄한 입지를 반납하고 또다시 커넥토믹스라는 새로운 분

야를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인공지능과 뇌과학, 양쪽 모두 한 우물만 파도 모자랄 정도로 

깊이 있는 학문이지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습니

다. 두 분야 어느 하나에서도 전문가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우며 분투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지만, 자부심과 보

람도 있습니다.

저의 첫 1저자 논문은 딥러닝 기술을 커넥토믹스 문제에 적용

시킨 하나의 사례를 다루지만, 뇌과학적 해석을 곁들였습니다.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딥러닝 기술과 뇌과학적 해석 사이의 느슨한 연결고리

를 걸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첫 논문이 채택된 이후에 그 내용으로 학과에서 내부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창하지 못한 영어에도 나름 열심히 

강연을 마쳤는데,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청중이 제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알고 보니 제 논문에 

곁들인 뇌과학적 해석의 기반이 되는 실험 논문을 쓴 중국인 

연구자였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그는 몇 주 정도 MIT 뇌인지

과학과의 한 실험실에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미 

프린스턴으로 옮긴 뒤였고 강연을 위해 잠시 제 학과에 방문했

던 터라, 뜻밖의 우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의 연구를 실험뇌과학 밖에서 멋지게 인용해줘서 고맙다고 했

고, 또 저의 인공신경망 모델이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을 

자신도 최근에 행한 시뮬레이션에서 관찰했다는 말을 들려줬습

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 모델과 계산신경과학

(computational neuroscience)에서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둘 사이에 공통된 현상을 관찰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딥러닝 연구에 좀 

더 치우쳐있지만, 제가 곁들인 뇌과학적 해석으로 인해 이렇게 

실험뇌과학자와 기분 좋은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작은 감동

을 느꼈습니다.

2015년 여름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열렸던 Deep 

Learning Summer School에 참석했었는데, 뇌과학에 친숙하지 

않은 수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딥러닝 연구자로서 그들과 이야기가 통했다는 점에, 또 

그들에게 딥러닝과 뇌과학의 융합에 대해 들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저명한 뇌과학자의 강

연을 들으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이는 없을지언정 

피상적이나마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이렇듯 소소한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두 분야

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통역해 줄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기초적인 수학적 배경 지식을 탄탄히 다져놓으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언어이고, 과학의 언어에 능통하

지 않으면 깊이 있는 연구를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적으로는 학부 때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고 

또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신경동역학적 계산(neuro-dynamical 

computation)에 다름 아니고, 인공지능 역시 이러한 계산과정

을 수학의 언어로 근사(혹은 재창조)한 것입니다. 수학의 언어 

없이는 계산을 말할 수 없고, 계산적 토대(computational 

foundation) 없이는 그 어떤 지능(생명체의 그것이건 인공지능

이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는 주로 Feedforward Convolutional Network 모델만을 

다루며 Neuronal Boundary Detection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

나, 향후 Feedback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 

LSTM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및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 보다 다양한 딥러닝 모

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커넥토믹스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할 계

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 커넥톰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병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계산신경해부학(Computational 

Neuroanatomy) 연구에 집중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제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현재 제 지도교수인 Sebastian Seung 교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끈 것은 그의 논문 

두편이었습니다. 먼저 Seung 교수님의 2009년 논문 "Reading 



2016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128 -

the Book of Memory: Sparse Sampling versus Dense 

Mapping of Connectomes." Neuron 62, 17-29 (2009)을 통

해 처음으로 커넥토믹스의 개념을 접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제

프 르두(Joseph LeDoux) 뉴욕대 교수의 저서 "시냅스와 자아" 

(동녘사이언스, 2005)를 읽고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행동, 

기억, 감정 동기 등의 모든 요소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인 

시냅스에 담겨 있다는, 다소 급진적인 이론에 매료돼있었습니

다. 그러던 와중에 접한 Seung 교수님의 2009년 논문에서는 

뇌조직 샘플 안의 모든 뉴런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3차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신경회로의 구조 및 연결정보를 해독할 수 있

고, 이를 분석해서 기존에 알려진 기능정보와 결합하면 뇌과학

의 많은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을뿐더러 더 나아가 신경회로에 

저장된 기억 정보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측합

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

왔지만, 제가 반드시 Seung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심

을 하게 해준 논문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출판된 "Machines that 

learn to segment images: a crucial technology for 

connectomics." Curr. Opin. Neurobiol. 20, 653-66 (2010)

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 논문에서 예측한 바를 가능

케하는 기술적 성취를 다루었는데, 바로 convolutional 

network를 이용해서 전자현미경 뇌조직 이미지를 분석하여 신

경회로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에 대해 리뷰하고 있습니

다. Seung 교수님은 이론신경과학 뿐만 아니라 인공신경망에

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딥러닝이 태동하던 무렵인 2007부터 

3D convolutional network를 커넥토믹스에 적용시키는 선구

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인공신경망, 즉 뇌를 닮은 인공

지능을 적용하여 뇌조직 이미지를 분석하고, 또 그로부터 신경

회로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더 깊게 이해하며, 그렇게 정제된 

지식을 다시 인공신경망에 적용시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 이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함께 추구하

고자 했던 제 막연한 이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면이었고, 

저는 주저 없이 Seung 교수님의 연구실을 제 유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주된 연구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genome (유전

체: 한 개체를 이루는 모든 DNA)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Genome 분석은 미래의 의료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enome 분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genome"이라는 우리 몸의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Genome은 30억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염기는 4가지의 

letter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genome에 의해서 어떤 사람

은 특정 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키가 크거나 작은 유전적인 

성향도 생기게 됩니다. Genome 분석의 목표는 genome의 어

느 부분이 어떤 병과 연관되어 있는지, 각각의 유전자 (형질 

발현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genome의 부분들) 들은 어떤 역할

을 하는지, 또는 유전자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등 genome을 전체적으로 해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genome 분석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genome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복잡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enome 분석을 위한 새로운 머

신러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연구

에서는 genome, gene expression data, phenotype 데이터에

서 phenotype (e.g., disease status) 에 연관되어 있는 

genetic variants를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

으로 phenotype 에 연관성이 있는genetic variants는 통계적

인 테스트를 이용해서 찾지만 이러한 경우에 genotype이 

phenotype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genotype, gene 

expression, phenotype의 상호 작용을 표현할 수 있는 

network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genetic variants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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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enes를 거쳐서 phenotype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낼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림1은 이 방법을 Alzheimer's 

disease 환자 데이터에 적용해서 찾은 network인데 genetic 

variants가 어떤 genes을 거쳐 Alzheimer's disease status 

(AD) 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 과정에

서 찾은 IYD gene이 어떻게 Alzheimer's disease status에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예측을 해 보았고 그림 2는 저희가 

가설로 세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precision medicine (혹은 personalized medicine) 

이라는 접근방법이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Precision medicine에

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약이 있는데 50%의 사람

에게는 매우 효과가 좋고 50%의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합

시다. 만약 환자의 genome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A라는 약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문제에 머신러닝을 이용한 

genome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genome과 clinical data를 동시에 분석하여 개개인의 병의 원

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면 미래에는 개개인에 최적화된 

약 혹은 치료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enome 분석의 또 다른 활용분야로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지

금까지 의료체계는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genome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특

정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lzheimer's 

disease의 경우에는 유전자 타입, 가족력, 나이, 혈압, 심혈관

계통의 병력 유무 등을 통해서 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데 운동 또는 음식 조절을 통해 병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암에 취약할 경우 짧은 주기로 그 병에 

대한 검진을 함으로써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genome 분석을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

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에서는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rogram을 2015년도에 시작하였고 산업계

에서는 Human Longevity, Inc., 23andMe등의 회사에서 많은 

genome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데 genome 분석 결과

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genome 치

료가 가능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Seunghak Lee, Soonho Kong, Eric P. Xing. A Network- 

driven Approach for Genome-wide Association Mapping. 

Proceedings of the 24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in Molecular Biology (ISMB); 

Bioinformatics, 32.12:i164-i173, 2016.

 

(http://bioinformatics.oxfordjournals.org/content/32/12/i16

4.abstract)

이 논문에서는 genome data, gene expression data, 

phenotype data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phenotype과 연관되어 

있는 genetic variants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Seunghak Lee, Jin Kyu Kim, Xun Zheng, Qirong Ho, 

Garth A. Gibson, Eric P. Xing. On Model Parallel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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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ing Strategies for Distributed Machine Learning. 

Proceedings of the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7 (NIPS), 2014.

(https://papers.nips.cc/paper/5598-on-model-paralleliz

ation-and-scheduling-strategies-for-distributed-machi

ne-learning)

 Large-scale 머신러닝 문제가 주어졌을때 분산 환경에서 최

적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문제에서 model이 큰 경우를 

가정하고 이 때 computation을 어떻게 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 세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지금까지 각각의 연구마다 새롭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

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연구의 경

우에는 이질적인 데이터를 하나의 model framework에서 모델

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데이터

를 포함한 objective function을 만들고 최적화 하려고 하였으

나 모델이 복잡하고 샘플 숫자는 충분하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이질적인 데이터를 network으로 

모델링 한 다음 network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에 있는 Computer 

Science Department에서 Eric P. Xing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하였습니다. CMU는 Computer Science를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School of Computer Science 밑에는 

Computer Science Department를 포함해서 Computational 

Biology Department, Human-Computer Interaction Institute, 

Institute for Software Research, Language Technologies 

Institute, Machine Learning Department, Robotics 

Institute가 있습니다. CMU에서는 다양한 Computer Science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서로 다른 과와의 협력연구도 매우 활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머신러닝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large-scale 

machine learning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Petuum (http://www.petuum.com) 프로젝트가 대표적입

니다.

저는 지금 Human Longevity, Inc. (HLI) 라는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HLI는 2013년에 설립되었고 the first human 

genome을 sequencing 하셨던 Dr. Craig Venter가 co-founder/ 

CEO로 계십니다. HLI의 목표는 가장 큰 genome, phenotype, 

clinical data를 만들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precision/personalized medicine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Health Nucleus 

(https://www.healthnucleus.com/)라는 clinical facility

를 만들고 이를 통해 whole genome sequencing을 포함한 

advanced testing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측을 해주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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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Genome 분석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협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분야에서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박

사과정 동안 structured sparse regression 이 주된 머신러닝 

연구 방법론이었고 지금은 deep learning을 공부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방법론들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genome 분석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필요에 따라 모델 또는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바탕으로 genome의 어떤 부분이 어떻

게, 언제, 어디에서 우리몸에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이해하고 

이를 병의 예측, 진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연구 목표입니다.

7.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저에게 영향을 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

선 저의 박사 지도교수님인 Eric P. Xing 교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몇 분을 나열하자면 머신러닝 쪽으로는 

Peter Bü hlmann, Robert Tibshirani, Larry Wasserman 교수

님들이 계시고 Computational Biology 분야로는 Michael 

Brudno, Manolis Kellis, Matthew Stephens, Eric Schadt 교수

님들이 계십니다. 아래 논문들은 variable selection을 위한 머

신러닝 모델과 알고리즘, genome 분석을 위한 integrated 

approach를 제시하였고 저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 Ming Yuan, Yi Lin. Model selection and estimation 

in regression with grouped vari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Statistical 

Methodology) 68.1 (2006): 49-67.

2. Nicolai Meinshausen, Peter Bü hlmann. Stability 

Selec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Statistical Methodology) 72.4 (2010): 

417-473.

3. Tibshirani et al., Strong Rules for Discarding 

Predictors in Lasso-type Problem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Statistical 

Methodology) 74.2 (2012): 245-266.

4. Seyoung Kim, Eric P. Xing, Statistical estimation of 

correlated genome associations to a quantitative 

trait network. PLoS Genetics 5.8 (2009): e1000587.

5. Bin Zhang et al., Integrated systems approach 

identifies genetic nodes and networks in late-onset 

Alzheimer's disease. Cell 153.3 (2013): 707-720.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제 연구분야인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시각 데

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세상

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사고, 인지 과정

을 규명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사람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은 많은 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 데이터의 자율적 이해를 다루는 컴퓨터 비전

이 인공지능의 중요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

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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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컴퓨터 비전 내에서 물체 추적 (Object Tracking)에 관

련된 연구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의미 기반의 영상 분할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emantic Segmentation의 목적은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

을 때 이미지의 각 영역이 어떤 의미 (Semantic)을 갖는지 픽셀 

단위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이 주어졌다면 이로부터 도로, 차, 사람 및 기타 영역들을 분할

하고 레이블링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픽셀 단위

의 레이블로부터 물체, 배경 등 영상 내에 구성 요소들이 어디

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Semantic Segmentation은 로보틱스 (Robotics),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의료영상분석 (Medical Image Analysis) 등 다양한 분야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딥 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이 분

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딥 러닝 기반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선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모든 학습 이미지에 픽셀 단위로 레이블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너무 커서 현재의 

Semantic Segmentation은 실생활에 적용될 만큼의 Large- 

scale 문제로 확장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람의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저는 

훨씬 적은 수준의 지도로 학습 가능한 딥 러닝 기반의 

Semantic Segmentation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는, Semantic Segmentation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선 

각 학습 이미지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지, 각 물체가 이미지의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람이 입력으로 주어야 하

는데, 저는 위치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지에 어떤 물체가 존재

하는지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가능한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 학습에 필요한 수준의 지도보다 약한 

수준의 지도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들을 

머신 러닝에서는 준지도 (Semi-Supervised), 약지도 (Weakly- 

Supervised) 및 비지도 (Unsupervised) 학습 방법이라고 부르

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학습 데이터 크기가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에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되어, Semantic Segmentation 말고도 다양

한 컴퓨터 비전의 응용 분야에서 준지도 및 약지도 학습을 활용

할 수 없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Seunghoon Hong, Junhyuk Oh, Bohyung Han and 

Honglak Lee, "Learning Transferrable Knowledge for 

Semantic Segment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6

[2] Seunghoon Hong, Hyeonwoo Noh and Bohyung Han, 

"Decoupled Deep Neural Network for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In Proceedings of the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5

[3] Seunghoon Hong, Tackgeun You, Suha Kwak and 

Bohyung Han, "Online Tracking by Learning Discrimin- 

ative Saliency Map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 2015

[4] Seunghoon Hong and Bohyung Han, "Visual Tracking 

by Sampling Tree-Structured Graphical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ECCV),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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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unghoon Hong, Suha Kwak and Bohyung Han, 

"Orderless Tracking through Model-Averaged Posterior 

Estima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CCV), 2013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저는 대학원 생활의 첫 2년동안 제출했던 논문들이 모두 리젝

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에 집착해서 남들이 안한 것들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리뷰어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

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어떤 새로운 문제나 아이디어도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결국 제 논문을 리뷰하는 사람들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동료/선배 연구자들인데, 이전 연구들과의 접점이 잘 설

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 연구

인지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Literature 

Survey를 열심히 하고, 여러 논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지 전체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다 이전 연구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았거나 놓치고 

간 고민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 연구 주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빠진 조각을 발견하는데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신만의 몇 가지 키

워드를 갖고 논문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을 많이 떨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일단 써 놓으

면 어디든 논문은 출판되게 되어있다"는 말이 도움이 많이 되었

습니다. 매번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말고, 떨어지면 떨

어진대로 묵묵히 다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든 남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일단 연구의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끝냈다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

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1년 부터 포스텍의 컴퓨터비전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한보형 교수님 

(http://cvlab.postech.ac.kr/~bhhan)의 지도로 Object 

Tracking, Semantic Segmentation, Visual Question Answering 

등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 러닝 기반의 연구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NIPS, 

ICML등과 같은 머신 러닝 학회에도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2015년 여름부터 1년간은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의 이홍락 교수님(http://web.eecs.umich.edu/~honglak) 

연구실에서 방문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홍락 교수

님은 인공지능/딥러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연구자 

중 한 분으로, IEEE Intelligent Systems에서 뽑은 AI's 10 to 

Watch (https://www.computer.org/web/computingnow/ 

ai-s-10-to-watch)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떄는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논문 잘 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것 같습니다. 혼자 연구

를 하다보면 정말 쓸모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

이 없을 때가 많은데, 제 논문을 누군가 읽어주었고 공감해주었

다면 제 분야의 발전 속에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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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맘에 드는 교수님/연구실 

밑에서 연구 참여를 해보시는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분야가 

넓기 때문에 연구실마다 주제가 다양해서 자기가 정말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뭔지 아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대학원을 진학

할 때도 연구 경험을 이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수님께 

Reference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도 있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근 몇년간 준지도 및 약지도 학습 기반의 Semantic 

Segmentation 알고리즘들의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지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에 비해 절대적인 성능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단기적인 연구 목표로는 약지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더욱 향상해서, 실제 데이터셋의 구성이 힘

든 Large-Scale 문제에서 가장 Naive한 지도학습 기반 알고리

즘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뒤

에는 Visual Question Answering과 같은 다른 복잡한 컴퓨터 

비전 문제에 준지도 학습 기반 모델들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해외

의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 향후 몇년간 연구활동을 더 지속하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모든 다른 연구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보형 교수님, 이홍락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에게 연

구 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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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사람의 운동 능력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 외골격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착용하

는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면 아이언맨의 로봇수트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재질의 외골격 로봇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외골격 로봇은 가볍고 유연한 재질

을 이용한, 일명 'Soft Exosuit'로, 실제 의류에 사용되는 옷감

(textile-based architecture)을 이용한 로봇입니다. 저는 현

재 하버드대학교 Biodesign Lab.의 Conor Walsh 교수님 연구 

그룹에서 이러한 'Soft Exosuit'의 기계 시스템 개발 및 제어기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사람의 운동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 다양한 외골격 로봇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발

되어 왔습니다. 걸음이 불편하거나 하반신 마비로 인해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 무거운 짐을 쉽게 

들 수 있게 하거나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의 운동 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로봇, 군사용 로봇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른 외

골격 로봇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단단한 재

질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사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

거나 자유도를 억제하여, 원치 않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재질의 

특성상 로봇 자체의 무게와 관성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몇 년 간, 많은 

연구팀 (Herr, Collins, Sawicki, Herman vander Koi, 

Samsung 등)에서 이를 보완한 다양한 외골격 로봇 개발이 진

행 중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도 기존 외골격 로봇의 기능은 그대로 가져오

는 동시에 단단한 재질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키

기 위해 소프트한 재질을 이용한 소프트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

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Soft Exosuit'는 옷감과 같은 

소프트한 재질로 제작된 로봇이기에 사람이 로봇을 착용하는 

개념보다는 로봇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더 알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한 재질을 통한 구성은 착용자의 자유도를 억제

하지 않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고, 무게가 

가볍고 착용이 매우 용이하며 장시간 사용시에도 몸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본 Soft exosuit는 허리에 찬 구동장치에 연결된 2개의 와이

어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본 로봇을 입은 후 걸음을 내딛는 동

작을 취하면 옷에 부착된 센서가 걸음 동작을 감지하며, 인식된 

동작에 맞춰 한 걸음씩 다리를 내딛을 때마다 2개의 와이어가 

양쪽 다리를 차례로 잡아당겨주게 됩니다. 평소 걸음에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Exosuit가 대신 쓰게 되면서 착용자가 훨씬 더 

쉽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로봇 옷과 와이어가 

제2의 근육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Exosuit는 현재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지원을 받아 군사적 목

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군장과 같은 무거운 짐을 메고도 장시간 

군사활동이 용이하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Exosuit

를 착용 후 본인 몸무게의 30%에 해당되는 짐을 지고도 7% 

이상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진행중인 군사용 외골격 로봇 연구를 포함

하여 전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군사용·산업용·환자용 외골격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카니즘과 엔지니어링의 학문적 융합을 통

해 과거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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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소멸된 기능까지 소생시키는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군사용·산업용·환자용에

만 국한된 외골격 로봇 응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효율성과 

경제성까지 보완하여 '외골격 로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로 보편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G. Lee, H. Kim, K. Seo, J. Kim, M. Sitti, and T. 

Seo,"Series of Multilinked Caterpillar Track‐type 
Climbing Robots,"Journal of Field Robotics, vol. 33, 

no. 6, pp. 737-750, 2016. (http://onlinelibrary. wiley.com/ 

doi/10.1002/rob.21550/full) 

[2] G. Lee, S. Hur, and Y. Oh, "A Novel Haptic device 

with High-force Display Capability and Wide 

workspace," in Proc. Int'l Conf.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pp. 2704-2709, May, 2016. 

(http://ieeexplore.ieee.org/document/7487431/)

[3] G. Lee, S. Park, D. Lee, F. C. Park, J. Jeong, and 

J. Kim, "Minimizing Energy Consumption of Parallel 

Mechanisms via Redundant Actuation,"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vol. 20, no. 6, pp. 

2805-2812, 2015. (http://ieeexplore.ieee.org/document/ 

7217819/)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Soft Exosuit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입고 사용하는 로봇이

기에 기존의 로봇들과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

다. 특히 무게와 에너지 효율이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람

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적으로 만들어

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기구 

디자인을 검토해나가고 있으며, 모터 및 기어와 같은 기계적 

요소들을 최적으로 계산하여 목적에 맞게 Customizing 

design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안전도와 견실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개발 단계에서는 사람이 직접 입고 

실험을 할 수 없기에 저희 팀에서는 실제 사람이 착용한 것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마네킹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

습니다. 매번 새로운 버전의 Soft exosuit를 개발할 때마다 마

네킹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40마일 이상에서도 안전하고 견실

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 후에 저희가 직접 Soft exosuit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위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신장, 몸무게, 강성, 유연성, 걸음걸이가 각자 

다른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ft 

exosuit를 착용한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 현재 개발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미래에는 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Soft exosuit의 형상 및 보조하는 힘을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로봇 연구를 시작한 곳은 제가 대학원 시절을 보냈

었던 서울대학교 견실설계공학연구실(RoDELl)이였습니다. 

이 연구실의 특화 분야는 각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신개념 메커

니즘과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실에서 저는 

김종원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등반 로봇 개발과 에너지 

고효율 매니퓰레이터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Fig. 3 참고). 

로봇을 설계를 할 때 극한의 사용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137 -

이후 2년 여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로봇연구단의 오

용환 박사님 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였습

니다. 이곳에서는 사용자에게 역감을 전해줄 수 있는 햅틱 장치

를 개발하고 이에 알맞는 제어기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

진 참고). 본 기관에서 진행했던 햅틱 관련 연구들은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외골격 로봇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하여 하버드대학교 

Biodesign Lab.의 Conor Walsh 교수 (http://biodesign. 

seas.harvard. edu/soft-exosuits)님 팀에서 앞서 설명드린 

Soft exosuit의 개발과 제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Conor 

Walsh 교수님 연구실은 주로 사람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로봇들처럼 단단한 재료

가 아닌 소프트한 재료를 이용하여 유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

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보행 시  

하체의 움직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Soft exosuit부터,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Soft 

glove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조할 수 

있는 '착용하는' 로봇을 연구합니다.

본 연구실은 다른 일반 연구실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

들이 함께 모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 연구 분야가 사람을 보조해주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공학자만이 아닌, 생체역학 연구자 및 

의학 연구자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는' 로봇이기에 더욱 편하면서도 튼튼

한 의상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바라보고 진행할 수 

있어, 팀 전체가 더욱 완벽한 로봇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습

니다. 참고로 본 연구실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18 여명의 박사 

후 연구원, 13 명의 대학원생, 21명의 스태프 연구원들이 유기

적으로 협동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무엇보다도 실제 사람이 직접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을 만들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낍니

다. 특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군사용 Soft exosuit는 연구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군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개발 중에 있으며, 매년 수많은 데모를 통해 그 실용성을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와 함께 검토해 나가

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연 외골격 로

봇이 실용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상용화가 머지않음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의 다른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용 Soft exosuit의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보조·재활치료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의료용 외골격 로봇 회사인 'Rewalk'와 함께 새로운 

의료용 보조 로봇의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로봇 연구가 

단순히 실험실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공학자로

서의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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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과거에 자동화 공정에서 반복적인 일만 하던 로봇이, 필드로 

진출하여 움직이는 모바일 로봇으로 진화하였고, 이제는 사람

과 공존 또는 일체화되어 이로움을 주는 로봇의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자동화 공정에 투입되는 로봇 

매니퓰레이터와 스스로 움직이는 벽면등반로봇을 주로 연구하

였으며, 현재는 Soft exosuit라는 사람이 입고 움직이는 외골

격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연구 경력이지만 로봇의 

시대적 흐름을 조금씩이나마 모두 겪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

습니다.

제가 느껴본 바로는 사람과 공존하는 로봇, 특히 외골격 로봇

은 미래에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1인 

1 자동차 시대가 온 것과 같이, 머지않은 미래에 1인 1외골격 

로봇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의 

외골격 로봇이 최적인지, 어떤 힘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최적인

지 등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

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서 도전하십시오. 외골

격 로봇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제가 연구·개발 진행중인 군사용 Soft exosuit의 최종 

시연이 2017년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시연은 실제 

군사 기지에서 진행되며, 미군이 직접 Soft exosuit를 착용하

고 3마일 이상을 걸어보면서 그 효과와 실용성을 검증하게 됩

니다. 본 과제의 규모가 크고 국방과 관련된 연구이기에 검증 

또한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단기적인 목표는 

Soft exosuit의 최종 버전 개발에 집중하여 내년까지 최종 제품

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본 로봇이 군인들의 부상과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외골격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골격 로봇을 

통해 사람의 운동 효율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편리

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산, 달리기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에도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더욱 활동적

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 Prof. Conor Walsh (Harvard) 

[1] Asbeck, A. T., De Rossi, S. M., Holt, K. G., & Walsh, 

C. J. (2015). A biologically inspired soft exosuit for 

walking assist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0278364914562476.

- 제가 Conor Walsh 교수님의 연구실에 관심을 가지게 한 

논문으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Soft exosuit 이라는 개념

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 Conor Walsh 교수님은 현재

도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 Prof. Hugh Herr (MIT)

[2] New Bionics Let Us Run, Climb and Dance | Hugh 

Herr | TED Talks (https://youtu.be/CDsNZJTWw0w)

- Human-robot integration 학문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Hugh Herr 교수님의 강연으로 제가 Human-robot 

integration 학문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된 TED Talks 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과거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고로 다리를 잃은 

여성 댄서가 Hugh Herr 교수님이 개발한 의족 로봇을 착용하

고 본 TED Talks에서 다시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가지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로봇 공학을 직업으로 택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Prof. S. H. Collins (CMU)

[3] Collins, S. H., Wiggin, M. B., & Sawicki, G. S. 

(2015). Reducing the energy cost of human walking using 

an unpowered exoskeleton. Nature, 522(7555), 212-215.

- 이 논문은 Active한 구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Passitve한 

스프링과 기구적 메커니즘만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외골격 

로봇을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구동기를 사용하

지 않는 외골격 로봇'이라는 새로운 로봇 개념이 등장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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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통계적 기계학습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방법론 중에 유명한 그래프 모형 (Graphical Model)을 연구하

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대개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프 모형을 

이용하면 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계학습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영상, 음성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그래프 모형을 이용한 응용들은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형은 30-40년 넘게 연구되어왔

고, 기계학습 분야 중에 가장 이론적으로 성숙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 모형은 기계 학습 분야 이외에도 많은 통계 물리

학, 조합론, 정보 이론들과 연관된 문제에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적 최적화 분야의 기본을 이루는 

문제들인 짝맞추기 (Matching), 최단 경로 (Shortest Path), 

독립 집합 (Independent Set)과 같은 문제들을 그래프 모형으

로 해석한 뒤 그래프 모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신뢰 

전파 (Belief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합

적 문제를 풀고자 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중에서 완벽

한 짝맞추기 (Perfect Matching) 이라는 문제는 복잡함으로 

인해 쉽게 신뢰 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풀 수 없었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신뢰 전파 알고리즘의 반복적 적용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Minimum 

Weight Perfect Matching via Blossom Belief Propagation

이라는 논문으로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학회에 2015년도에 spotlight presentation (합격률 

4.5%)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프 모형은 이처럼 기계학습의 많은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

지만, 데이터로 학습한 후에 추론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

분의 경우 정확한 추론이 아닌 대략적인 추론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와 신뢰 전파 (Belief Propagataion)가 있습니다. 

MCMC는 메모리를 갖지 않는 이산 시간 확률 과정인 Markov 

Chain으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통하여 추론을 하는 기법으

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시간이 많다는 존재합니

다. BP는 이와 반대로, 빠른 시간 안에 추론이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기법은 BP의 추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MCMC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두 가지 

기법들의 장점만을 보아서 나은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알고리

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Synthesis of MCMC and 

BP라는 논문으로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학회에 2016년도에 oral presentation 

(합격률 1.8%)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프 모형의 오랜 역사

에 비해서 효율적인 추론 알고리즘에 대한 진전은 상당히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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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데, 본 논문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 Sungsoo Ahn, Michael Chertkov, Jinwoo Shin, "Synthesis 

of MCMC and BP",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6 (https://arxiv.org/pdf/ 

1605.09042v2.pdf)

- Sungsoo Ahn, Sejun Park, Michael Chertkov, Jinwoo 

Shin, "Minimum Weight Perfect Matching via Blosssom 

Belief Propagatio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5 (http://papers.nips.cc/ 

paper/5736-minimum-weight-perfect-matching-via-b

lossom-belief-propagation)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저는 처음 기계학습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 전자

를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그 때는 기계학습 분야가 

유명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연구하기 위한 기

본적인 능력인 수학, 전산에서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

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겐 훌륭한 지도교수님과 동료들이 있

었고, 조언을 받아 저에게 필요한 수업을 찾아 듣거나, 저 혼자

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었고 덕분에 대학원을 석사 과정으로 입학한지 3학

기만에 훌륭한 학회에서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

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5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의 Algorithmic Intelligence 

(AI)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 재학하고 있습

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현재 13명의 학생이 있고, 각자 딥러닝 

(Deep Learning), 컴퓨터 비젼 (Computer Vision), 그래프 

모형 (Graphical Model), 다중 선택 도박기 (Multi Armed 

Bandit),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대규모 데이

터 기계학습 (Large-Scale Machine Learning) 등 다양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계학습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교수님은 신진우 교수님으로, 2013년도에 한국과학기

술원에 부임하셨으며 ACM SIGMETRICS Rising Star Award, 

Bloomberg Scientific Research Award 등 많은 상을 받으시고 

학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으신 실력 있는 젊은 교수

님 이십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에 일일이 정성 들여 

조언을 해주시는 정말 훌륭하신 지도 교수님 이시기도 합니다.

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기계학습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조언이지만, 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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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학적인 능력을 길러 놓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학부생일 때 수학을 충분히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기계학습 외적으로 수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계학습의 연구 분야는 수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연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수학적 능력을 키울 수록 가능한 연구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현재까지 기계학습 분야에서 그래프 모형 (Graphical 

Model)만을 연구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대학원 생활 동안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학습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

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를 공부해가면서 연구해보고 싶습니

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해외로 나가 시야를 넓히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지도교수님이신 신진우 교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

다. 기계학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학부생 시절부터 저에게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자세, 연구하는 방

법론 등 많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로 신진우 교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꼽을 정도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Matrix Factorization은 Data Matrix를 두개의 Factor Matrix

의 곱으로 바꿔주는 Latent Factor Model의 일종입니다. 또한, 

Tensor Factorization은 이 Matrix Factorization의 데이터를 

Tensor (Multi-Dimensional Array)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이 

Tensor Factorization을 위해서 Alternating Least Squares 

(ALS)와 Gradient Descent (GD)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Optimization 방법이지만 Khatri-Rao Product라는 매우 많은 

Computation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어진 

Tensor Data가 매우 Sparse한 경우,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필

요치 않은 많은 Computation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DFacTo: Distributed Factorization of Tensors"에서는 같

은 ALS와 GD를 사용하지만 필수적인 Computation만을 수행

하고 Multiple Cluster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습니다. DFacTo는 다양한 실제 Dataset (Yelp, Amazon 등)에

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4~10배 빠른 알고리즘이고, 1.2억 개

의 Non-Zero를 가지는 6.5M x 2.5M x 1.5M의 Tensor Data

를 4개의 Cluster를 이용하여 하나의 Iteration을 480초만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Large Scal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Image Processing 등입니다. 특히, 기존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들이 Distributed System에서 더 효율적으

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Deep Learning을 이용

한 Handpose Detection, Image Denoising 등에 관심이 있습

니다. Machine Learning과 Deep Learning 분야는 현재 많은 

학계와 산업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한

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매우 좋은 취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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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쪽 분야는 빠

른 변화를 반영하여 저널보다 컨퍼런스에 많은 논문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ICML, NIPS, KDD, AAAI, CVPR, ICCV, ECCV 

등의 좋은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DFacTo: Distributed Factorization of Tensors - NIPS 

Proceedings (https://papers.nips.cc/paper/ 5395- 

dfacto-distributed-factorization-of-tensors.pdf)

2) A Collaborative Filtering Approach to Real-Time 

Hand Pose Estimation 

  (http://www.cv-foundation.org/openaccess/ 

content_iccv_2015/html/Choi_A_Collaborative_Filte

ring_ICCV_2015_paper.html)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매우 큰 데이터의 경우 그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Distributed System의 경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연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I/O 방법을 가져오

기 위하여 많은 관련 논문들을 읽고 참조하여 이를 해결하였습

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위의 연구는 Purdue University의 Machine Learning Lab.에

서 진행되었고, 제 지도교수는 SVN Vishwanathan 교수님이었

습니다. Vishwanathan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년 

UC Santa Cruz로 옮기셨고, 겸직으로 Amazon에서 Principal 

Research Scientist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지도교수를 

Stanley Chan 교수님으로 변경하였고, Statistical Signal and 

Image Processing Lab.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실

에서는 주로 image processing의 algorithm들을 deep learning

을 이용하여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전 지도교수인 Vishwanathan 교수님과도 Co-Work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하나의 

논문을 좋은 컨퍼런스에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

서, 이론을 정립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이 증명되고 열심히 

Writing을 통해서 하나의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컨퍼

런스에서 "Accepted"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연구자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Machine Learning 분야는 수학(통계학)과 코딩 두가지를 모

두 잘 해야 합니다. 특히, Linear Algebra와 Optimization은 매

우 중요하며, C/C++와 Python 등의 코딩도 미리 배워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직 연구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미국의 좋은 회사의 연구소

나 학계에서 Postdoc으로서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 후 교수

나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제 연구 중 Tensor Factorization은 강유 교수님 (現 서울대 

컴퓨터공학)의 Giga Tensor라는 논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

다. 제가 논문을 쓰기 전에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Tensor Factorization 알고리즘들이 하나의 Cluster에서만 가

능했었다면 Giga Tensor는 Multiple Cluster에 적용 가능한 거

의 최초의 Tensor Factorization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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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 주셔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삶의 질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

다. 세대와 세대가 한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각기 다른 

형태의 주거문화로 서로 간에 피해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중

에서 층간 소음·진동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며 모든 건설사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건설사 및 전문 업체에서 층간차음을 위해 다양한 차음재

를 개발하고 있고, 국내 인정기관에서 현장과 같은 조건의 주택

실험동에서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변수로 무장하고 있는 현장은 인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등

급에 못 미치는 성능으로 실제 공동주택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충재만으로 다양한 변수로 가득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변수 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하여 층간소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인자

를 도출하여 주택시험동 및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연구를 진행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기술을 개발

하였고 이러한 기술은 현장에 적용되어 입주자에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연구실적을 소개해 주세요. 

건설사에서의 연구실적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는 달리 논문

보다는 현장 적용성 및 실용화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최근 표준바닥시스템인 습식시스템에서 습식공

정인 기포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하면서 완충재의 성능을 극대화 

시키는 건식화 공법으로 공기단축효과와 단열성능을 높이면서 

시공 및 경제성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고 설계에 반영

되어 2017년에는 여러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건축구조를 전공하고 현장에서의 공무와 시공을 거쳐 연구소

에서 한분야가 아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소음 진동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순간, 정말이지 맨바

닥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 수업 받은 게 전부였고 지식이라

고는 전무한 상태에서, 회사는 공부하는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바로 실무로 투입시키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

은 물론,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법규와 현재의 당사 기

술 수준 및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정말 많은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대부분에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는 전문가들이 엄청난 지

식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는 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나만의 특화된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우리에겐 자유롭게 측정하면서 검

증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

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정리하고 공정별, 크기별, 형태별, 

콘크리트 강도별, 마감재별 등등 현장테스트를 통한 데이터를 

축적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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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감과 현장에서 얻은 엄청난 데이터는 저에게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내부에서 소음진동

분야에 전문가로 인정되어 IMP(I'Master Professional)에 임

명되어 이 분야에 대한 모든 기술자문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를 소개해 주세요. 

현대산업개발 기술연구소는 대형건설사에 비해 규모도 작고 

연구인원도 10여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에 연구원이 현장경

험을 가지고 있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실용화 기술을 만들어 내고 검증하는 역량

이 풍부합니다. 

또한, 현장과 같은 조건의 주택실험동을 활용하여 현실감 있

는 실험과 연구결과는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의 주택 핵심기술을 만드는 코어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연구활동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이 있다면?  

건축구조를 전공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시공

과 구조, 환경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요소기술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자부심과 보람이라 한다면 자신이 연구한 기술과 결

과물이 현장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연구자는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  

건설 분야는 시공, 구조, 환경(에너지, 소음진동 등), 설계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은 한 분야에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건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구조 지식을 바탕으로 시공이나 설계를 한다면, 에너지 

지식을 가지고 시공이나 설계를 한다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

로 CM이나 구조, 설계를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특화된 엔지

니어가 될 것입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4차 혁명의 시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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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서있습니다. 

건축은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리게 움직이고 변화에 둔감하지

만, 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야만 합니다. 

따라서 IoT 기술, 드론 기술, 3D 프린터를 이용한 기술,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접목시

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것입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기본적인 연구 성향이나 스타일은 당연히 담당 교수님인 이원

호 교수님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연구자로서 

위·아래 사람과 편견이나 고집 없이 소통하면서 결론을 만들

어가고, 혼자서 하면 작은 성과를 내지만 다양한 사람의 연계와 

능력을 하나로 묶어 큰 성과를 내는데 탁월하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조직력과 시스템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현산인

에 피가 흐르면서 항상 1등을 추구하면서, 1등을 실현해 내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9. 본인의 주요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외단열 PC 벽체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성능 평가, 

2015. 09, 이상헌(Lee, Sang-Heon) ; 최지혜(Choi, Ji-Hye) 

; 백영수(Baik, Young-Soo) ; 백호(Baik, Ho) ; 정문영

(Jeong, Moon-Young),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1 

No.09, p129-137 

  

하이브리드 방수,방근공법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인공지반 녹

화기술 연구, 2015. 04, 홍종철(Hong, Jong-chul) ; 백영수

(Baik, Young-Soo) ; 정문영(Jeong, Moon-Young), 대한건

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5 No.1, p301-302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한 천장차음구조 연구, 

2014. 11, 김지혜 ; 백영수 ; 김창덕, 한국건설관리학회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267-270

리모델링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모니터링 분석, 2014. 

10, 백영수 ; 오창원 ; 이왕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Vol.34 No.2, p343-344

SRC 커플링보의 접합부 형상에 따른 거동평가, 2009. 10, 

송한범 ; 오상훈 ; 백영수 ; 이동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Vol.29 No.1, p303-306

연성증가형 커플링보의 구조성능에 관한 해석적 연구, 2009. 

09, 오상훈 ; 최광용 ; 송한범 ; 백영수, 한국지진공학회 추계워

크샵 발표논문집, p33-38

무량판-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체의 보강효과, 2008. 08, 

최현기(Choi Hyun-Ki) ; 김준서(Kim Jun-Seo) ; 최윤철

(Choi Yun-Cheul) ; 백영수(Back Young-Soo) ; 진언식(Jin 

Eon-Sik) ; 최창식(Choi Chang-Sik),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ol.24 No.8, p21-28

더블티 슬래브-역티형 보 접합부 상부의 균열억제를 위한 실

험연구, 2008. 04, 남상욱 ; 송한범 ; 이원호 ; 양원직 ; 백영수 ; 

태경훈,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 No.1, p345-348

플랫 플레이트 외부접합부의 불균형모멘트에 관한연구, 

2008. 04, 최현기 ; 백성우 ; 백영수 ; 진언식 ; 최창식, 한국콘

크리트학회 2008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 Vol.20 No.1, 

p17-20

플랫 플레이트 구조에서 뚫림전단에 대한 전단보강체의 보강

능력, 2008. 04, 김준서 ; 최현기 ; 진언식 ; 백영수 ; 최창식,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 

No.1, p1-4

PSC 공법을 적용한 장경간 지하 구조물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실험 연구, 2007. 10, 남상욱 ; 송한범 ; 이원호 ; 백영수 

; 태경훈 ; 강영웅,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155-158

곡선형 철근을 사용한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 

2007. 10, 최현기 ; 김준서 ; 최윤철 ; 최창식 ; 백영수, 대한건

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223-226

탄소섬유시트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 

2001. 12, 이원호 ; 임재형 ; 백영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

계, Vol.17 No.12, p27-34

탄소섬유쉬트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보의 보강효과에 

대한 분석, 2000. 04, 이원호 ; 임재형 ; 백영수,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구조계) : Vol.20 No.1, 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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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2016년 11월 13일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국에서도 꾸준히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들어 점차 그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지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기존 

내진설계법에서 진보된 성능기반내진설계법이 새로 도입 되었

습니다.

성능기반내진설계법에서는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 

건물마다 외부 환경 및 고유 특성에 맞는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비선형 해석 기법을 사용해서 설정한 성능목표에 적합한 구조물 

및 접합부의 구조성능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성능기반내진

설계법은 고난이도의 비선형 동적해석 기술과 실무자의 높은 

설계지식수준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의 선형해석에 기반하는 

정적내진설계방법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대량으로 보급되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는 주로 철근콘크리트(RC) 건물의 보-기둥 접합부 성능 

예측 및 성능 향상법, 건물의 지진응답 평가시 보-기둥 접합부

의 실제 이력거동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물의 성능기반내진설계를 통해 지진피해

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 및 연구실적을 소개해 주셔요.

RC 보-기둥 접합부 설계시 기존의 강도기반 최소요구조건 

평가에서 탈피하여 접합부의 변형능력에 따른 구조성능 평가 

및 접합부의 이력거동을 직접 건물레벨에서 고려함으로써 성능

기반내진설계시 건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연구 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메커니즘 기반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고려 가능한 메커니

즘에서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가급적 합리적이면서도 간단

하게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풀어나갈 때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으며, 간혹 퍼즐조각을 새로 만들어서 

맞춰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 논문을 읽어보면서 과거 

연구자들이 고려했던 방법들을 검토해보고, 연구자들이 놓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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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모델을 개발을 

위해 며칠을 그것에만 집중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퍼즐을 하나

씩 완성시켜나가게 됩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를 소개해 

주세요. 

위의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건축구조시스템연구실에서 박홍

근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배려 하

에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졸업 이후에도 협동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중국 Hunan University, College 

of Civil Engineering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 여러 중국학자들과 RC 부재의 내진성능, 철근의 부착모델, 

PC 구조물의 연쇄붕괴 등 다수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연구 활동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때는?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개발한 설계 모델이 기존 연구결과보다 

우수한 예측 능력이 입증되었을 때와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

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줄 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개발한 해석 프로그램 및 구조상세가 실제 건

설현장에 적용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다양한 실험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메커니즘

을 찾을 수 있는 직관 및 통찰력이 요구 됩니다. 이를 위해 전공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

축구조 학문이 실무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설계와 연계해서 연구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테러 및 폭발, 충돌사고에 의해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충격하중에 의한 건물 손상 

및 이에 따른 연쇄붕괴 거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연쇄붕괴 방지 설계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사업단 

규모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연구 진행 방법 및 스타일은 지도 교수님인 박홍근 교수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설계에 접목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제시해주셔서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 본인의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서명, 년도, 저자, 권호, 출

판사, URL)

 1. H.G. Park, H.J. Hwang, G.H. Hong, Y.N. Kim, and 

J.Y. Kim*, "Slab Construction Load Affected by Shore 

Stiffness and Concrete Cracking", ACI Structural 

Journal, Vol. 108, No. 6, 2011. 11, pp.679-688 (SCI).

 2. H.G. Park, H.J. Hwang*, C.H. Lee, C.H. Park, and 

C.N. Lee, "Cyclic loading test for concrete-filled 

U-shaped steel beam-RC column connections", Engineering 

Structures, Vol. 36, 2012. 3, pp.325-336 (SCI).

 3. H.G. Park, H.J. Hwang, G.H. Hong, Y.N. Kim, and 

J.Y. Kim*, "Immediate and Long-Term Defle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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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Concrete Slabs Affected by Early-Age 

Loading and Low Temperature", ACI Structural 

Journal, Vol. 109, No. 3, 2012. 5, pp.413-422 (SCI).

 4. C.H. Lee, H.G. Park*, C.H. Park, H.J. Hwang, C.N. 

Lee, H.S. Kim, and S.B. Kim, "Cyclic Seismic Testing 

of Composite Concrete-Filled U-shaped Steel Beam- 

to-H Column Connection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139, No.3, 2013. 3, 

pp.360-378 (SCI).

 5. T.S. Eom, H.J. Hwang*, H.G. Park, C.N. Lee, and 

H.S. Kim, "Flexural Test for Steel-Concrete 

Composite Members Using Prefabricated Steel 

Angle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 140, No. 4, 2014. 4, pp.04013094(12) (SCI).

 6. H.J. Hwang, H.G. Park*, W.S. Choi, L. Chung, and 

J.K. Kim, "Cyclic Loading Test for Beam-Column 

Connections with 600 MPa (87 ksi) Beam Flexural 

Reinforcing Bars", ACI Structural Journal, Vol.111, 

No.4, 2014. 7, pp.913-924 (SCI).

 7. T.S. Eom, H.J. Hwang, and H.G. Park*, "Energy- 

Based Hysteresis Model for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Connections", ACI Structural Journal, 

Vol.112, No.2, 2015. 3, pp.157-166 (SCI).

 8. H.J. Hwang, T.S. Eom*, and H.G. Park, "Design 

Considerations for Interior Beam-Column Joint with 

Additional Bars", Engineering Structures, Vol. 98, 

2015. 9, pp.1-13 (SCI).

 9. H.J. Hwang, T.S. Eom*, H.G. Park, S.H. Lee, and 

H.S. Kim, "Cyclic Loading Test for Beam-Columns 

Connections of Concrete Filled U-Steel Beam and 

Concrete Encased Steel Angle Column",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141, No.11, 2015. 

11, pp.04015020(12) (SCI).

10. H.J. Hwang, T.S. Eom, and H.G. Park*, "Bond-Slip 

Relationship of Beam Flexural Bars in Interior 

Beam-Column Joints", ACI Structural Journal, 

Vol.112, No.6, 2015. 11, pp.827-837 (SCI).

11. T.S. Eom, H.G. Park, H.J. Hwang, and S.M. Kang*, 

"Plastic Hinge Relocation Methods for Emulative PC 

Beam-Column Connection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142, No.2, 2016. 2, 

pp.04015111(13) (SCI).

12. H.J. Hwang, T.S. Eom*, H.G. Park, and S.H. Lee, 

"Axial Load and Cyclic Lateral Load Tests for 

Composite Columns with Steel Angle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142, No.5, 2016. 

5, pp.04016001(12) (SCI)

13. H.J. Hwang, H.G. Park*, G.H. Hong, J.Y. Kim, and 

Y.N. Kim, "Time-Dependent Deflection of Slab 

Affected by Construction Load", ACI Structural 

Journal, Vol.113, No.3, 2016. 5, pp.557-566 (SCI).

14. L. Chung, J.J. Lim, H.J. Hwang, and T.S. Eom*, "Review 

of Design Flexural Strengths of Steel-Concrete 

Composite Beams for Building Stru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Vol.10, 

No.3, 2016. 9, pp.109-121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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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Stanford University에서 석박사 학위를, 그리고 

Harvard Medical School & Boston Children's Hospital 에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과정을 거쳐 2015년 가을부터 

Texas A&M University 기계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

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Medical Robotics 이고, 주제는 Embedded 

physical intelligence for biomedical robotic devices 입니

다. Physical Intelligence (PI) 는, 현재 Max Planck 연구소에 

있는 Prof. Metin Sitti 가 사용하는 용어를 소개 받아 차용했

는데, robots에 있어서 Artificial/Computational Intelligence 

(AI) 의 physical counterpart 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

니다. 비교를 하자면, 최근 더욱 주목을 받는 AI 가 학습을 통해 

robots 에 지능을 부여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야라면, 제 

연구는 학습을 통하지 않는 인체의 반사적인 행동이나 본능처

럼, robots 의 physical system 에 심어진 (embedded) PI 를 

통해 지능 또는 기능(function) 을 부여하거나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Embedded PI 를 통해서 1) robots 의 

intelligence/function 이 향상되고, 2) 인간의 cognitive load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control/ management load 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저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연

구 경험에 의하면 physical system 의 한계가 주된 bottleneck 

인 현 Surgical Robotics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

되며, 차후 Biomimetic Robotics 나 Rehabilitation Robotics 

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

게 Embedded PI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저의 그룹 (TAMU 

BioRobotics Laboratory) 에서는, 일반적인 Robotics 그룹과

는 달리 Mechanics, Materials, Advanced Manufacturing 

(Embedding은 Assembly 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

작법이 필요합니다.), Design 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mbedded PI 연구의 예로써, 제가 박사과정에서 개발했었던 

active needle 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Robotic needle 

steering 은 medical needle 의 정확한 targeting 을 위해 

robot manipulator 가, 어떠한 지능도 갖추지 못한 passive 

needle 을 잡고 steering 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robot 이 직접적으로 control 하는 부분 (needle handle) 과 

실제로 경로를 결정하는 부분 (needle tip) 이 서로 떨어져 있

고,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현상에 대한 mechanics 

model 이 없이는 정확한 control 이 애초에 불가능한 접근입니

다. 이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steerable tip joint 

와 active element 를 갖추고 있고, tip orientation 을 직접적

으로 control 할 수 있는 smart/functional/active/robotic 

needle 이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직경 1.7mm 

에 해당하는 prototype 을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ctive needle 의 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steerable 

surgical devices 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sensorized tendons for ultra-minimally invasive surgical 

devices 을 개발하여 현재 제 학생들과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

니다. Surgical Robotics 에서 많이 쓰이는 tendon actuator 

가 intrinsic force sensing capability 를 갖게 되는 것으로 

역시 Embedded PI 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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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다른 Embedded PI 연구들은 앞서 

언급된 actuator & sensor 처럼 robots 의 physical system 

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structure 와 joint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homogenous/isotropic materials 또는 reinforced/ 

composite structure 로는 제한된 크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기계적 성능을 smart materials, advanced manufacturing, 

material processing 등을 결합하여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Postdoctoral Fellow 과정 동안, auxetic (negative 

Poisson's ratio) structure 를 surgical device 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functional/ 

customizable robotic structure 와 embedded robotic joint 

를 개발하고 있고 역시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Embedded PI 를 지닌 robotic device 는, 기존의 Surgical 

Robotics 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medical procedure 

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전히 문제 정의 단계이기에 자세한 설명

을 드릴 수는 없지만, Robotics, Fluid Mechanics, Materials, 

Life Science, Physics, Optics 등의 다양한 학제들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Cancer treatment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Medical Robotics 

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Embedded PI 를 갖는, 그리고 기존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robots, robotics 

devices, biomedical applications 를 개발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의한 Embedded PI 의 개념을 기준으로 본다

면, 제가 학위를 했던 Stanford University 의 Biomimetics and 

Dexterous Manipulation Laboratory (Prof. Mark Cutkosky), 

Harvard University 의 Microrobotics Laboratory (Prof. 

Robert Wood), 그리고 서울대의 Biorobotics Laboratory (조

규진 교수님)  연구실이 대표적으로 PI 에 중점을 둔 Robotics 

연구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1. S. C. Ryu, Jesung Ko, Z. F. Quek, P. Renaud, R. J. 

Black, B. L. Daniel, Kyu-Jin Cho, M. R. Cutkosky, 

"Design of an Optically Controlled MR-compatible 

Active Needle",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31(1), 

1-11, 2015

2. C. Kim, S. C. Ryu, and P. E. Dupont, "Real-time Adaptive 

Kinematic Model Estimation of Concentric Tube Robot",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2015

3. S. C. Ryu and P. E. Dupont, "FBG-based Shape Sensing 

Tubes for Continuum Robot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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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 C. Ryu, Z. F. Quek, P. Renaud, R. J. Black, B. L. 

Daniel and M. R. Cutkosky, "An Optical Actuation 

System and Curvature Sensor for a MR-compatible 

Active Needl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2

5. S. C. Ryu, P. Renaud, R. J. Black, B. L. Daniel and 

M. R. Cutkosky, "Feasibility Study of an Optically 

Actuated MR-compatible Active Needle",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2011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Medical Robotics 분야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Multi- 

disciplinary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문제를 

통해 새로운 device나 technology 를 위한 design require- 

ments 와 limitations 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정의 단계에서, 전통적인 Robotics 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과학

/공학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학부부터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공학 학부에

서 다루었던 분야, 예를 들면 기초적인 열전달, 유체역학과 같

은 분야들은 다시 공부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

야 혹은 수준이라면, 때로는 배경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단서조

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박사과정 동안은 지도교

수님과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 Postdoctoral Fellow 로 있던 

시절에는 주변의 많은 연구원분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

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구에 대해 자주 

대화하려 노력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입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석박사 학위를 받았던 Stanford University, 제가 2년 간 

Postdoctoral Research Fellow로 일했던 Harvard Medical 

School & Boston Children's Hospital, 그리고 2015년 가을부터 

제가 조교수로써 PI 로 있는 TAMU BioRobotics Laboratory, 

Texas A&M University 입니다. 저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님

은 Prof. Mark Cutkosky이고,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과정의 지도교수님은 Prof. Pierre Dupont 입니다.

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으시다면? 

수행한 연구가 지도교수, 동료, 나아가서 사회에서 인정 또는 

관심을 받거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때, 학생과 

연구자들은 가장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저의 박사과정 연구에서 Robotic needle 을 제가 처음 제안

한 이후 비슷한 개념에 기반한 robotic needle with a 

bendable tip 연구가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EEE ICRA 2012) 에 제출한 논문을, 지도교

수님께서 Best Student Paper Awards 에 추천하셨던 것, 비록 

finalist 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이 논문의 후속 연구를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IEEE T-RO) 에 제출해 줄 것을 

Editor-in-Chief (Prof. Seth Hutchinson) 로부터 초청받은 

것, 마지막으로 Postdoctoral Fellow 로 일하는 동안, 제가 컨

셉 개발부터 주도한 논문이 IEEE ICRA 2014 Best Medical 

Robotics Awards finalist 에 올랐던 것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최근에 Embedded PI 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da 

Vinci 수술로봇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연구를 제안하

였는데, da Vinci 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Intuitive Surgical 

로부터 연구비를 제공받기로 결정된 것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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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 (또는 유학 준비생) 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최근에 제가 속한 학과의 신임 교수 후보 인터뷰에 참석했는

데, 정교수 한 분이 후보자에게 매우 의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

다. "당신은 교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

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란 어떤 교수인지, 그 평가 기준을 고민

해야 하고 자신을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인터뷰 질문들 또는 임용과정은 결국 평가하

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데, 후보자가 이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원을 생각하신다면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

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서 대학원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직접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

하고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연구 지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지도 교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

다. 그 연구실에 소속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

의 방법은 연구가 아닌 다른 면에서 주목받는 분들은 조심하시

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학의 바탕은 기초과학입니다. 수

학, 물리를 포함한 다양한 기초과학을 익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쏟으시면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도교수님을 포함,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을 따라하거나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나만의 연구 주제를 찾고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2015년 가을에 조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독립된 PI 가 

되었고, 그래서 저의 독특한 연구 주제를 찾아 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번 언급했던, 여전히 개념을 정립해가고 있는 Embedded 

PI 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Intuitive Surgical 로부터 연구

비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개념의 surgical robotic devices 를 

개발하는 것과, 언급된 여러 Embedded PI 관련 연구 논문들 

(Sensorized tendons, Functional robotic structure, 

Embedded robotic joint) 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앞에 언급되었던, 새로운 Cancer treatment 기술

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Robotics 외에도 Fluid 

mechanics, Materials, Manufacturing, Life Science, Physics 

등의 다양한 학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저 분야

들을 공부하면서 연구 계획을 구체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문제 

정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는 feasibility study 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연구

가 성공한다면 Medical Robotics 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저의 연구 및 교육 철학은 석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이었던 

Prof. Mark Cutkosky (Stanford University) 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교수님은 교수로써의 제 삶의 role model 이시기도 합

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거

나, 새로운 개념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항상 요구하셨고, 

교육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부생들을 교육시키거나 

대학원생들의 연구지도에 쓰셨습니다. 학자로써 제가 가장 존

경하는 분입니다. 또 다른 교수님은, 박사학위 커미티들 중 한 

분인 Prof. Allison Okamura (Stanford University) 입니다. 

저의 학위 디펜스에서 하셨던, 이 연구의 Broad Impact 가 무었

인가, 라는 질문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스스로 되물어

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좋은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고

민해오던 여러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의 연구를 한국에 소개하기에도 적절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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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학부 2학년부터 카이스트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릴때부터 생물체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에 학부 연구생으로 

있던 2년 동안 작은 선충을 모사하는 Soft Robot 연구를 수행

했었습니다. 여러 논문을 읽고 다양한 종류의 Soft Actuator 

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구 관심사가 인공 근육의 개발로 발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Soft Robotics 혹은 Bio-inspired 

Robotics 분야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망한 신생 분야

였지만, 개인적으로는 Soft Actuator 나 인공 근육이라고 불리

는 소재들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 재료적 거동에 대한 이해 보다

는 이미 개발되거나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적재적

소에 배치하는 디자인 중심의 접근 방식에 다소 한계를 느꼈습

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저는 연구 분야를 Soft Materials and Mechanics 로 완전히 

바꾸는 다소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에는 Soft Material 이나 관련 Mechanics 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Soft 

Material의 개발과 역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제 연구 관심사인 인공 근육의 개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어려운 선택이지만 쉽게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무엇

보다도 연구 분야가 굉장히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흔쾌히 그룹에 받아주신 지금 지도교수

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대학원 입학 후 최근 2년 동안 저는 Hydrogel Tough Adhesion 

을 연구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과정이 되돌

아보면 굉장히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Soft 

Material 이나 Mechanics 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다보니 처음 

몇 달 동안은 계속 지도교수님의 예전 논문을 읽으면서 Soft 

Material Mechanics 를 공부하거나 기존에 있던 박사과정 학

생에게 Tough Hydrogel 합성을 배우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

습니다. 그러다보니 생전 처음보는 Tough Hydrogel 이라는 

물질이 물을 전체 무게의 90 %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무와 

비슷한 수준의 기계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고, 제가 예전에 연구하던 분야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이 

재료를 가지고 Soft Robot 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Soft Robot 이나 다른 

Robotic Structure 를 만드려다 보니 물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소프트한 하이드로젤들을 흔히 쓰이는 재료들과 접합을 해서 

복합 구조를 만드는게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이 Assembly 

에서 오는 어려움이 하이드로젤 기반 로봇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이

나 Polymer Chemistry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시중

에 있는 각종 Adhesive(접착제) 들을 사서 시도를 해보았는데, 

시중에 있는 Adhesive 들은 하이드로젤을 다른 고체 물질에 

안정적으로 접합 시키는데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

수님과 의논 끝에 이 문제를 푸는걸 프로젝트로 하기로 하고 

수많은 논문들을 읽으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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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Surface Chemistry, 

Polymer Chemistry, Soft Material Mechanics 등 다양한 분

야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이드로젤을 딱딱한 고체에 아주 강하

게 접착시키는 일반적인 방법론과 그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찾

을 수 있었고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같은 방법론을 고무같은 

탄성체 재료에도 적용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고체 물질과 하이드로젤 사이의 강한 접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하고 

싶었던 하이드로젤 기반 Soft Robot 을 만들어서 조금 돌아갔

지만 결과적으로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의 연구 방식을 찾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Soft 

Material 을 비롯해서 최근 각광받는 여러 새로운 연구 분야들

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Multidisciplinary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Multidisciplinary 한 특성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연구 분야

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Soft Material 분야를 

예로 들어 보자면, Solid Mechanics, Polymer Chemistry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과 

연구 토픽을 만들어내면서 Soft Material 분야를 이루고 있는 

세부 분야의 Fundamental Knowledge 와 이미 개발된 재료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위주의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간극이 생기

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연구한 하이드로젤 접착도 이런 

간극에서 파생된 문제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다른 고체 재료와 하이드로젤 사이의 접착이 어플리케이션 개

발에 있어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재료를 응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 Soft 

Material 분야를 이루고 있는 세부 분야들의 Fundamental 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해서 그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형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한 하이드로젤 접착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제 연구 관심사를 확장해 가고

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플

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or 대표 논문를 소개해 주세요.

1) Hyunwoo Yuk, Teng Zhang, Shaoting Lin, German 

Alberto Parada, Xuanhe Zhao*, Tough bonding of 

Hydrogels to diverse non-porous surfaces, Nature 

Materials, 15, 190-196 (2015)

논문 링크: 

http://www.nature.com/nmat/journal/v15/n2/abs/nmat

4463.html

 MIT News 링크: 

http://news.mit.edu/2015/Hydrogel-superglue-water-

adhesive-1109

 MIT News Video 링크: https://youtu.be/Y8uLu1w53AU

2) Shaoting Lin#, Hyunwoo Yuk#, Teng Zhang#, Hyunwoo 

Koo, Cunjiang Yu, Xuanhe Zhao*, Stretchable Hydrogel 

electronics and devices, Advanced Materials, 28, 4497–
4505 (2016)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s)

논문 링크: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ma.20150

4152/full

 MIT News 링크: 

http://news.mit.edu/2015/stretchable-Hydrogel-electr

onics-1207

 MIT News Video 링크: https://youtu.be/T3TqCrLUgC0

3) Hyunwoo Yuk, Teng Zhang, German Alberto Parada, 

Xinyue Liu, Xuanhe Zhao*, Skin-inspired Hydrogel- 

elastomer hybrids with robust interfaces and functional 

microStructures, Nature Communications, 7, 12028 (2016)

논문 링크: http://www.nature.com/articles/ ncomms12028

MIT News 링크: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155 -

http://news.mit.edu/2016/Tough-Hydrogel-hybrid-arti

ficial-skin-0627

MIT News Video 링크: https://youtu.be/mrcNc5UT0BM

4) Hyunwoo Yuk, Shaoting Lin, Chu Ma, Mahdi Takaffoli, 

Nicholas X. Fang, Xuanhe Zhao*, Hydraulic Hydrogel 

Actuators and Robots optically and sonically camouflaged 

in water, Nature Communications, in press (2016)

개재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12월 ~ 1월 중 출판 예정입니다.

3. 연구중에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아무래도 Soft Material & Mechanics 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고, 분야 자체가 굉장

히 여러 분야의 지식이 섞여있는 Interdisciplinary 한 분야라

서 처음 몇 개월 동안 수많은 논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익숙해 

지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해가

면서 필요한 세부적인 지식들이 특정 분야나 저널에 잘 정리되

어 있는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각 분야의 수많은 저널들에 흩어

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정보들을 한데 모으고 체계화

해서 정리된 형태로 가공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연구했던 연구 주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Interdisciplinary 한 분야들 대부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 분야들에서 일

하는 연구자들에게 극복해야 되는 필연적인 난관이라고 생각합

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의 논문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것 같습니

다. 최근 연구를 수행하면서 든 느낌이 굉장히 Inter- 

disciplinary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 우물을 깊

이 파는 것 보다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흡수하고 잘 조율하는 것에 가깝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nterdisciplinary 한 연구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칫 방향을 잃기가 쉬운데,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

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해결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

히 신생 분야나 새로운 연구 주제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이나 

기존 논문들이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 많은데, 논문을 출판했을때 주가 되는 독자가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고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일을 이해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것도 연구의 방향성을 잡고 필요한 

실험들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제가 일하는 

연구 그룹의 맴버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토론을 그룹 내부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Soft Active Materials Laboratory (http:// 

zhaox.org)는 MIT 기계공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Xuanhe 

Zhao 교수님께서 이끄시고 있습니다. 원래 Duke 대학에 교수

로 부임하고 계셨는데,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는 해에 MIT 로 

연구실을 옮겨 저는 MIT 에서의 창립 맴버로 그룹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Duke 에 계시는 동안 하시던 연구들은 상당 부분 

지도교수님께서 박사 과정과 포닥 동안 하시던 연구의 연장선

상에 있는 연구들이었지만, MIT 로 옮기시면서 연구 주제를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하셔서 처음 반년 정도 어떤 연구를 할까 

끝없이 그룹 미팅을 하면서 그룹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

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룹은 대학원생과 포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비교적 

작은 그룹이고, 동일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맴버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도교

수님께서도 학부 과정을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 석사를 재

료공학, 박사를 기계공학을 전공하셔서 굉장히 Inter- 

disciplinary 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4 명의 대학원생도 각각 

Soft Robotics, Experimental Solid Mechanics, Bio- 

engineering, Polymer Chemistry 등의 굉장히 상이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MIT 에서 연구실을 셋업하고 

연구 주제를 찾는 동안은 너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연구실들이 일반적으로 협업 연구를 통해서 해

결하는 부분을 그룹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큰 시너

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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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

다면?

연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제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룹 차원에서도 참석하는 학회가 재료학회, 기계학회, 물리학

회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Research Society 들과 교류하고 

있고, 협업연구를 하는 그룹들도 같은 기계공학과 연구실들을 

포함해서 Bioengineering, Medical School 등 다양한 학과 

소속의 연구실들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Inter- disciplinary 한 연구 분야들이 저변이 되는 다양한 전

통적인 분야들의 지식을 서로 유기적으로 다루고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Interdisciplinary 한 

연구 환경에서 전통적인 연구 분야들과 학제적인 신생 분야들 

사이의 간극을 잇는 연구들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점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일하고 있는 Soft Material Mechanics 분야를 비롯해서 

다른 유사한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어 배우고 일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여러 신생 분야들이 굉장히 학제적인 특성을 

띄고 있고, 이런 분야들의 첨단을 달리는 연구 주제 대부분이 

특정 전통적인 분야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서 수행하기가 어려

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성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뛰어

들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토론과 협업 연구가 좋은 연구 주제를 

찾고 수행하는데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연구 분야들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7.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 2년여 동안 하던 하이드로젤 접착 관련 연구를 마무리짓

고, 최근에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BioMedical 어플리케이션 개

발과 소프트 재료의 3D Printing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로부터 배운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에 유사

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

여, 여러 협업 연구들을 통해 개발한 하이드로젤 접착이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 적용하는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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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 학술대회 개요

ACSMO(Asia Congress of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는 2014년까지  

CJK-OSM(China-Japan-Korea Joint Symposium on 

Optimization of Structural and Mechanical Systems)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학회다. 하지만 2008년 8th 

CJK-OSM부터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연구자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 ACSMO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본 

학회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학회임에도 불구하

고 덴마크 등의 유럽권 국가의 신진 연구자들의 얼굴도 심심찮

게 볼 수 있었고, 그만큼 ACSMO가 세계의 기계공학자들의 이

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학회는 기본적으

로 최적설계와 관련된 연구사례들이 발표된다. 발표되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ptimization method

- Shape and Topology optimization

- Design under Uncertainty

- Approximations, surrogates, and Metamodeling

- Optimization in Engineering Applications

- Optimization in Core Engineering Area

본 학회는 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날은 공식적인 

일정 없이 등록만이 진행되며, 둘째 날은 환영파티(Reception)

가 있다. 또한 넷째 날 저녁에는 만찬(banquet)이 있는데, 이 

날 만찬 자리에서는 서로의 연구 방향이나 발표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이뤄졌다. 그리

고 마지막 날은 견학(Technical Tour) 일정이 잡혀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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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발표요약 

ACSMO에서는 총 여섯 가지 연구주제로 세션이 구성되어있

었으며, 특별히 ACSMO2016에서는 키노트 강의를 포함하여 

총 160편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관심이 갔던 발표는 

아래와 같다.

[1] Keynote session

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 of Structures with 

Modified Chaos Control.

- Gang Li (Dalian Univ. Tech., China)

본 발표는 최적설계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RBDO 

(Reliability-Based Topology Optimizatio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별히 이 발표에서는 Chaos Dynamics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의 알고리즘에서 수렴률

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 Oral session

Optimal design of acoustic metamaterial based noise 

insulation panel. 

- Hyun-Guk Kim, JaeSon Jung, JeaYub Hyun, SeongYeol 

Goo, Semyung Wang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본 발표는 평판형 음향메타물질에 사이즈최적화(Sizing 

Optimization)기법을 적용하여 소음 차단 성능을 극대화시킨 

연구사례다. 이 발표에서는 플레이트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음향공간을 플레이트 단일의 모델로 표현하여 지배방정식을 

간략화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평판형 음향메타물질은 얇

은 플레이트 영역과 두꺼운 프레임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얇은 플레이트의 영역만을 설계영역으로 설정하여 최

적설계를 수행하였다. 특별히 이 최적설계는 가운데의얇은 플

레이트 영역을 이산화시켜 각각의 플레이트의 두께를 설계변수

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최적설계기법을 통해 타겟하는 목

적 주파수에 대해서 음향투과손실이 극대화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발표는 음향메타물질의 소음 차단 성능을 계산하는데 있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랜덤 입사에 의한 투과손실 응답을 Elementary Radiator 

Approach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그래서 이중적분으로 계산되

는 투과파의 음압을 하나의 Summation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

했다. 이런 방식의 계산법을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에 동일하

게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두 번째 예제로서 

평판형 음향메타물질에 이러한 계산법을적용하여 그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차음판넬을 통과하는 음파의 음

향투과 손실을 계산하는데 있어 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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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골프 클럽 헤드에 최적설계를 적용한 연구사례였

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설계기술이 실생활과 맞 닿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연구사례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로운 발표였다. 본 연구에서는 Dispersion Distance를 최소화

하고 Sweet Spot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골프의 클럽헤드라는 점에서 충돌해석에 대한 해석모델이 사용

되었는데 해석적으로 설계민감도를 구할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Basis 

Vector Method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다.

본 발표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대형선박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2016년에 Panama Canal

을 확장하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개조된 선박의 구조적 안정

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보강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다음 그림은 선박의 FEM해석 모델과 보강제를 이용한 재설계 

결과이다. 보강제를 추가함으로서 선박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

보하게 되었다. 강성을 최대화 하고, 응력을 구속조건으로 하

여 최적화를 진행하는 등 구조에 대한 최적설계가 대부분 이러

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로 정의되는데, 본 발표

는 그런 면에서 가장 산업현장과 맞닿아 있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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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임의의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분포가 평준화 효과

(Leveling Effect)를 보이도록 하기 위한 형상 최적화(Shape 

Optimization)가 수행되었다. 구조물 내의 최대응력의 감소는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하중

(Dynamic Loading)을 받는 Michell 트러스 구조물에 대한 응

력분포가 구조물의 응답으로서 제시되어 있고 해석적인 최적화

가 수행되었다. 

본 발표는 쉘(Shell) 구조물의 형상 및 위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알고리즘을 반복할 때마다  형상최적화(Shape Optimization)

와 함께 위상최적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서 위상 및 형상 최적화

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안을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IMP(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방법과  

Free-Form Optimization Method가 이용되었다. 위상최적화

를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사이즈 최적화나 형상 

최적화에 비해 비교적 독창적인 최적화 형상을 도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상최적화를 이용할 경우 

제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발표는 

위상최적화와 형상최적화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할 수 있었다.

3. 나가사키 개요 

이번 학회는 나가사키에서 열렸다. 나가사키는 바다를 품고 

있는 항구도시로서 쉽게 바다 내음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

에서 나가사키를 가기 위해서는 도쿄를 경유하여 비행기를 이

용해 나가사키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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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으로 가서 JR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후

쿠오카 공항에서부터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경우 2시간~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몇 일간 필자가 겪어본 일본의 분위기

는 전반적으로 친절하지만 출장을 가는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다름 아닌 언어의 문제다. 우리나라나 가까이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종 표지판에 국문과 영문이 함께 쓰여 있지만, 일본

의 경우는 관광객들을 위한서 그런 편의를 좀처럼 제공하지 

않았다.

머나먼 여정을 거쳐 학회장에 도착 할 수 있었다. 학회장은 

나가사키 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Brick Hall이었다. 

오고 가는 길 역시 해매기 쉽다. 하지만 나가사키 내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는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된 지도를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학회장에 도달

할 수 있다. 학회장은 Brick Hall, 환영식 자리는 Glove Garden, 

만찬 장소는 New Nagasaki Hotel로 세 장소가 거리가 상당했

지만 학회에서 제공하는 트램(Tram)을 이용하여 편하게 오갈 

수 있었고,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전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경양식이나 라면등을 포함하여 보통의 

한 끼 식사의 가격은 한화로 약 8,000원에서 10,000원 가량으

로 한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짬뽕과 카스테라를 체

험해볼 것을 추천한다. 흔히들 알고있는 나가사키 짬뽕은 한국

에서도 컵라면의 형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맛이다. 그 맛과 

풍미의 유사함에 아주 놀라게 된다. 나가사키 카스테라 역시 

깊은 맛을 자랑한다. 특히 초코와 화이트 초코로 코팅 된 카스

테라는 건빵과 별사탕을 함께 먹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퍽퍽함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가사키는 둘러볼 수 있는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이다. 나가

사키는 히로시마에 이어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으로서 그때의 

희생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

진 평화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원폭투하 박물관도 함께 위치해 

있는데 입장료는 200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평화공원에는 이 당시 중국인,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도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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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IEEE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6) 학술대회가 2016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스웨

덴 스톡홀름 중심부에 있는 Stockholm Waterfront Congress 

Center에서 열렸다.

ICRA 학회의 수준은 h-5 index(최근 5년간 발표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지수)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구글 스콜라에서 

로보틱스 분야의 학회와 저널을 총망라한 h5-index 지수를 

살펴보면, ICRA 학회가 h5-index 64로 가장 파급력이 높은 

논문들이 발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봇 분야에서 SCI급 최고 

저널이라고 하는 IJRR (h-index 57, 2위), T-RO (h-index 

52, 3위)보다도 높은 지수이다. 참고로 저널을 제외하고 ICRA 

다음으로 h5-index가 높은 학회는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로 

올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ICRA 학회는 역대 동학회 중 가장 낮은 34.7%의 

채택률을 기록하였다. 2015년 9월 15일까지 2,357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4개월간의 peer-review 심사를 통과한 

817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또한, 작년과 비교하여 세션 트랙

을 18개에서 3개로 과감하게 줄여서 각 논문이 더 많은 사람에

게 발표될 수 있게 하였으며, 참석자들 역시 많은 세션을 옮겨 

다니며 찾아 듣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 논문은 3분 스포트라이

트와 더불어 40분 대화형 세션으로 두 차례 발표할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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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독일 본 대학교 소속으로 Humanoid robots 세션에서 

"Focused Online Visual-Motor Coordination for a Dual- 

Arm Robot Manipulator"논문을 발표하였다. 3분 스포트라이

트는 1,000 이상이 착석할 수 있는 대형 홀에서 발표하였으며,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논문을 노출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부

분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의 핵심 및 차별성을 

강조하고 동영상 위주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대화형 세션은 

각 발표자가 42인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청중들과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설명과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청중들 역시 스포트라

이트 발표에서 관심 있게 보았던 발표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어서 연구자들 간에 연구를 중심

으로 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대화형 

세션장이 비좁아 혼잡했고, 40분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과 토

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이는 그만큼 활발한 교

류가 이루어진 학회였다는 반증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학회 3일 차에는 시상식이 있었다. 최우수 학회 논문상, 최우

수 학생 학회 논문상, 최우수 자동화 논문상 등 학회에서 직접 

후원하는 세 개의 최우수 논문상과 외부 후원자에서 지원하는 

6개 분야 최우수 논문상이 수상 되었다. 한국 연구기관에서 제출

된 논문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최성준, 이경재, 오성회 저자의 

"Robust Learning from Demonstration Using Leveraged 

Gaussian Processes and Sparse-Constrained Optimiz- 

ation"논문이 최우수 학회 논문상 후보에 올랐으며, 성균관대

학교의 한효승, 박준우, Tien Dat Nguzen, 김의겸, Canh 

Toan Nguzen, Hoa Phung, 최혁렬 저자의 "A Highly 

Sensitive Dual Mode Tactile and Proximity Sensor Using 

Carbon Microcoils for Robotic Applications" 논문이 ABB에

서 후원하는 최우수 인간로봇상호작용 논문상을 받았다.

최우수 학회 논문상을 받은 연구는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교

의 "A Convex Polynomial Force-Motion Model for Planar 

Sliding: Identification and Application"이다. 이 연구는 물

체의 평면 마찰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새로운 다항함수 형태의 

힘-움직임을 표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로봇이 물체를 

최소한으로 밀어보고 마찰력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예측한 모델을 이용하여 로봇이 안

정적으로 물체를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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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학생 학회 논문상 역시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Supersizing Self-supervision: Learning to Grasp from 

50K Tries and 700 Robot Hours"가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는 딥러닝을 이용한 로봇의 물체 파지를 학습하는 

연구로서, 학습 데이터를 로봇 스스로 획득하기 위하여 양팔 로

봇이 700시간 동안 50,000번 임의의 파지 행동을 반복한 연구이

다. 이렇게 로봇 스스로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over-fitting 없이 학습하였고 새로운 

물체를 로봇에게 주었을 때 역시 성공적으로 파지할 수 있었다. 

딥러닝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라벨링 된 빅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선행 작업은 데이터를 선별하고 가공하는 사람의 노

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획득하고 라벨링 

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우수 자동화 논문상은 로봇을 이용한 생산기술에 실질적으

로 이바지한 연구에 주는 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미국 툴레인 

대학교의 "Beyond Layers: A 3D-Aware Toolpath Algorithm 

for Fused Filament Fabrication" 논문은 3D 프린터 기술 중 

하나인 Fused Filament Fabrication을 위한 툴의 삼차원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연구이다. 기존 3D 프린터는 가장 하단 층부

터 상단 층까지 툴이 한 층씩 이동하며 이차원 가공을 반복하는

데, 이번 발표된 기술은 물체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삼차원 툴의 이동 경로를 생성한다. 이를 409개의 

임의의 물체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 이차원 누적 경로생성 방법

보다 평균적으로 34% 더 짧은 툴의 이동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

다. 이는 곧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해서 3D 프린터의 생산 효율

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로봇 분야 연구 중에서는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의 "Image- 

Based Robotic System for Enhanced Minimally Invasive 

Intra-Articular Fracture Surgeries"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

을 받았다. 이 논문은 대퇴부 골절 수술을 위한 로봇 보조 시스

템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삼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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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절 부위를 접합하면, 로봇이 실제로 골절부위를 제어하여 

정확하게 접합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서 수술 시간 단축 및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봇 물체 조작 분야에서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버클리 대

학교의 "Optimal Control with Learned Local Models: 

Application to Dexterous Manipulation" 논문이 수상하였

다. 이 논문은 24자유도를 가지는 로봇손이 파지한 임의의 물체

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적은 데이터

만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모델을 통한 강화학습 방법은 100차원의 상태 공

간까지 확장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에 적용이 가능한 학습방법이다. 

로봇 비전 분야에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칼텍, 인디

아나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Multi-Type Activity 

Recognition in Robot-Centric Scenarios" 논문이 수상하였

다. 이 논문은 사람의 다양한 행동인식을 위하여 Relation 

History Image라는 새로운 피처를 소개하였다. 이 피처의 우

수성은 6개의 서로 다른 행동인식 데이터 세트에 적용하여 각 

데이터 세트에 특화된 기존 연구들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

다는 점이다. 특히 학습 없이 분석적으로 설계된 피처가 일반적

인 데이터 세트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특징은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로봇 응용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인간로봇상호작용 분야에서 최우수 

논문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A Highly Sensitive Dual 

Mode Tactile Proximity Sensor Using Carbon Microcoils 

for Robotic Applications"이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새로운 

접근/촉각 겸용 센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센서는 15cm 거리

에서 접근하는 물체와 접촉 후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특히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PCB)에 센서가 장착되

어 있어서 다양한 로봇의 외형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접근/촉각 센서보다 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어서 더욱 정밀한 

단위로 로봇 표면 촉각센서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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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외에도 워크숍 및 튜토리얼, 전시회 및 4개의 로봇

대회가 동시에 열려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는 기존 ICRA나 IROS에 비해 적은 33개 업체가 전시회

에 참가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로봇대회 역시 참가팀 외 

관중들이 관전하기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많은 사람이 같이 즐

길 수 있는 대회가 되지 못했다. 

환영행사, 뱅큇, 환송행사는 학회장 안에 마련된 대형 홀에서 

열렸다. 음식과 장소는 단출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부

족함이 없는 넓은 공간이었다. 특히 스탠딩으로 이루어진 파티

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반가운 친구들과 동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며 서로 인사하고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다. 

매번 국제학회 참석 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이번 ICRA 

학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무관치 않게 하드웨어보

다는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계학습 특

히 딥러닝을 응용한 로봇 기술들이 더는 새롭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로봇지능을 위한 문제는 일

반적인 인공지능 방법으로는 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로봇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

다. 따라서 인공지능 연구가 발전함과 더불어 로봇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특징을 고려하는 지능연구가 로봇학계에

서는 더욱 중요해질 거로 생각한다. 앞서 소개한 최우수 논문상

을 받은 연구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단순하게 말해서 하드

웨어 연구 한 편, 소프트웨어 연구 한편, 나머지는 융합연구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연구는 개인 또는 한 연구실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로봇

연구에서 다제간 연구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

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시스템 수준에서 

통합하는 협력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 단위 연구 문제 수준에서

도 다제간 연구협력이 필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

서 이번 ICRA 학회에서 시도된 3개의 단순화된 세션 트랙 및 

대화형 세션, 그리고 모든 연구자가 섞일 수 있는 넓은 행사장

에서의 스탠딩 파티는 로봇 연구 협력에서 기술들의 물리적 

융합을 넘어서 연구자들의 화학적 융합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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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개요

 일본 가나자와에서 The 8th Asian Conference on Multi- 

body Dynamics (이하 ACMD)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

었다. ACM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정기적으

로 개최되고 있다. ACMD는 2002년 일본 이와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04년 한국 서울, 2006년 일본 도쿄, 2008년 

한국 제주, 2010년 일본 교토, 2012년 중국 상하이, 2014년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ACMD는 다물체 동역

학의 이론과 응용 연구에 관심있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위한 

국제 포럼으로, 학회의 주요 목적은 다물체 동역학 및 관련 주

제의 분야에서 세계 엔지니어와 과학자 간의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주제는 알고리즘, 제어, 생체역

학, 실시간 해석 시뮬레이션, 탄성체 시스템, 최적화, 철도 시

스템 동역학, 로보틱스 시스템, 차량 동역학 등으로 다양한 분

야에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Opening Ceremony는 9시 main hall에서 ACMD 2016 주최

자인 Yoshiaki Terumichi 교수님의 연설로 시작되었고 다양

한 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였다. 13개국(일본 93, 한국 

45, 중국 31 etc)의 201명(동반자 포함)이 참석하였고, 125개의 

논문(일본 47, 한국 27, 중국 26, 인도 8 etc)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개최장소인 Kanazawa Miyako hotel, Kanazawa city에 

대한 설명부터 reception에 대한 내용까지 general information

이 전달되었고, 이어서 keynote speech가 발표되었다.

Opening Ceremony가 끝난 후 주요 의장 및 위원회의 기념 촬영 

모습이다. 각 국의 인사들이며, 가운데에 계신 분이 저자의 지도 

교수님인 유완석 교수님이다. 지도 학생들을 위해 매년 해외학

술 대회에 참가하시어 해외 인사들과 기술 교류 및 친분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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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모든 외국인들이 가고 나서 한산할 때 로비에서 같이 

교수님과 학회에 참가한 연구실 학생들을 찍은 사진이며, 따로 

학회 현수막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발표 미팅 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Fig. 3)

Miyako hotel의 7층에 발표회장으로 4개의 미팅룸이 준비되

어 있었다. 여타 다른 큰 규모의 학회 미팅룸 보다는 작은 편이

었지만 발표자와 청취자가 토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었다. 4개의 미팅룸 중에서 룸1이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Exhibition에는 간단한 다과가 놓여져 있어 

참석 인원들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사들 부스가 설치

되어 있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호텔 5층에서 점심이 뷔페식으로 제공되었다. 일본 호텔이었

지만 일본식 음식보다는 서양인들도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음식

이 많았다. 일본 음식은 싱겁고 건강식이 많다는 저자의 평소 

생각과는 달리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짠 편이었다. 날씨가 덥고 

바닷가 근처라서 그렇다고 추측하였다.

저자는 두 번째로 큰 룸2에서 발표하였다. 룸3, 4에 비해 가로

가 더 넓었기 때문에 청취자들에게 발표가 잘 전달되었다.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표도 잘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잘해주었다. 한 일본 발표자는 발표하는 동안 너무 긴장한 나머

지 발표를 마치자마자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회 첫째 날이 끝난 후, 고지켄나가야라는 가나자와성에서 

reception이 진행되었다. 가나자와성의 후문인 이시카와몬(石

川門)은 일본의 국가 중요문화재로,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학회 reception 장소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실 

참여 학생들과 그 날 있었던 학회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다른 외국 참가자와도 얘기를 나누면서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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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키노트 스피치는 개회사에 이어서 시작되었다. 연사는 독일 

Stuttgart대학의 Peter Eberhard 교수로 대규모 유한요소 모델

의 탄성다물체해석을 위한 모델 축소 기법에 대해서 강연하였

다. 탄성다물체해석은 FEM모델과 같은 탄성체 모델을 포함하

는 다물체 해석이다. 다물체 해석은 복잡한 비선형 연산을 수행

하기 때문에 자유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본 강연에

서는 FEM모델의 자유도를 줄이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기존의 FEM 모델 축소 기법은 Modal reduction 방법으로 고차 

모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고차 모드는 관심 주파

수 대역이 아니고 모델 정확도도 낮기 때문에 쉽게 제거 가능하

다고 판단하지만, 가진력에 따라 고차 모드도 중요한 모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형상이 복잡해지

면 이마저도 곤란하고 해의 정확도도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CMS(Component Mode Synthesis) 기법이 Craig와 Bampton

에 의해 제안되었다. CMS 방법은 기존의 Modal reduction 

방법에 비해 해의 정확도가 높았지만 자유도 축소 정도가 만족

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최근에 해의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자

유도를 크게 축소하는 방법으로 Krylov-based reduction과 

Balanced truncation 방법이 제안되었다. 연사는 앞서 설명된 

4가지 방법의 정확도와 자유도 축소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마지

막 2방법이 가장 효율적임을 보였다. 두 방법을 MOREMBS 

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구현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간

단하게 대규모 FEM을 소규모 모델로 변환 가능함을 보였다.

동적 해석을 위해서는 메커니즘의 기구학적 분석이 선행되어

야하며, 그것은 기계 설계 및 기계 이론에 관련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메커니즘의 기구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해석

적, 수치적, 그래픽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픽 방법은 

학생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찾는 방법이므로, 학부 학생들

의 교육 과정에서 강조된다. 그래픽 방법은 속도와 가속도 다각

형을 산출하는 벡터 루프 형태의 속도와 가속도 도표를 그림으

로써 링크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형 그리기 방법

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링크의 다른 방향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컴퓨터 기반의 접근 방식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정기구학적 분석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다.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어느 것도 속도 및 가속도 다각

형을 그릴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도표를 그리는 

모듈 또는 VAD 모듈이 제공된다. 이것은 3D 모델 기반 메커니

즘 학습 소프트웨어인 MechAnalyzer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개발되었다. VAD 모듈은 다양한 평면 메커니즘의 정기구학적 

분석에 도움이 되며, 위치, 속도, 가속도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것은 교실의 칠판에 선생님에 의해 그려지는 듯한 방법으로 

다각형을 그리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흥미로운 기능을 가진다.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탄성체 해석 요구의 증가에 따라 다물

체 해석에 탄성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강체 운동방정식을 기본으로 다양한 탄성체 모델이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FEM 기반의 FFRF(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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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Reference Formulation) 방법이 상용으로 구현되

어 사용되고 있다. FFRF 방법은 모드해석 결과를 이용하는 

Modal 방법과 질량, 탄성 행렬을 바로 이용하는 Nodal 방법으

로 나뉜다. Modal 방법은 자유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유진동해석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부하중에 대

한 정확도가 낮다. 이와 반대로 Nodal 방법은 큰 자유도를 요구

하나 극부하중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두 방법의 장단점

이 분명한 관계로 모델링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예제를 보였다. 평기어 모델을 3등분

하여 강체, Modal 탄성체, Nodal 탄성체로 혼합하여 모델링하

였으며, 두 기어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접촉력을 계산하였다.

많은 기계공학자들은 충돌, 미끄러짐 접촉 등의 문제에서 실

제와 같은 접촉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계

시스템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효율적인 접촉모

델은 다물체 동역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여전히 도전적인 영역

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접촉 문제의 해결 방법은 facetted 

triangle plane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접촉 현상을 표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cubic 

spline surface representation method를 사용한 접촉 알고리

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접촉 문제

의 해결을 위해 볼 스크류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새로운 접촉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시뮬레이션 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Geo Sphere Contact'의 연산시간

이 'Geo Surface Contact'에 비해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동력 변환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설계할 때에 기어의 



2016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 171 -

동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어시스템은 동

력을 전달하는 부분으로서 노이즈 제거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이즈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dynamic transmission error를 

Quasi-flexible-body(QFB) 기어 모델을 사용하여 구하는 방

법은 bending stiffness coefficient를 결정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bending stiffness를 구

하기 위한 과정을 간략화하기 위해 variable stiffness contact 

force method와 one body gear model을 사용한다. 그 후 QFB 

기어 모델을 사용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후 QFB 

기어 모델을 사용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적 타이어 모델은 실제 시험과는 달리 타이어의 마모를 

고려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Time delay가 발생한다. 해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 질량 타이어 모델을 이용하여, Tire 

model 및 Contact model의 Formulation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절점으로 이루어진 Tire model이 제안되며, 휠은 강체

로 구성된다. 또한 각 타이어 질점은 Rotational, Translational 

Voigt elements로 휠의 둘레 상에 놓여 연결된다. 타이어와 

지면은 탄성접합으로 구성되며, Slip이 발생할 때, Slider는 

tangential 방향으로 Coulomb Friction으로 표현한다. 이러

한 다중 질점 타이어모델을 이용하여, 타이어 마모에 의한 시간

지연발생 현상 및 자기 진동형상이 감소 하였으며, 마모 깊이에 

따른 및 차량 속도에 따른 적절한 Node수를 선정 하였다.

엔진이 차량 앞에 있고 후륜구동 차량(FR)은 multi-purpose 

vehicles(MPV)과 sport utility vehicles(SUV)에 널리 사용되

는 모델이다. 그러나 FR 차량은 driving shaft로부터 전륜축으

로부터 후륜축으로 transmit power가 전달되기 때문에 차량 

선실에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FR 차량에서 

탑승자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현상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진동 에너지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FR 차량은 차량 앞의 

엔진 RPM에 따른 각 차량 부위의 가속도를 측정하였으며, 다물체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피치 모션과 powertrain torsional 

motion에 따른 후륜의 커플링 진동 및 소음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시뮬레이션의 결과로부터 진동에너지 저감이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였고, 또한 FR 차량의 Vibration performance의 최

적화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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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관 후 느낀 점

이번 ACMD2016은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렸다. 가나자와는 

지방 대영주의 성읍으로 발전하여 메이지유신 직후까지 일본 

5대 도시의 하나로 꼽혔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

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옛 거리나 주택, 문화유산 등이 그대

로 남아 있어 일본의 전통적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도시는 아닌지라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이지만 문화 유

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도시였다. 일본 주요 지방, 도시만 알고 있던 나였기에 이번 

학회 참가를 통해 가나자와를 알게되어 조금 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시

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 사

람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ACMD(Asian Conference on Multibody Dynamics)라는 학

회 이름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학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회는 

다물체 동역학 뿐만 아니라 적분기 알고리즘, 컨택 및 충격 문

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탄성체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 최적

화, 로보틱스 시스템, 철도 시스템, 차량 동역학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학회의 목표 또한 세계 엔지니어와 과학

자 간의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회 기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 내용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의 전공이 다물체 동역학이기 때문에 동역학 관련 세션들에 

주로 참석하였으며, 또한 나의 연구 관심 분야가 실시간 해석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새로운 연구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나의 연구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

았다. 또한 발표자 및 참석자들이 서로의 발표에 대하여 진지하

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배우고 교류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예로, 이번 학회는 일본에서 개최되

어 일본 출신 연구자들이 많았고 인기 있는 주제는 Railroad 

Systems Dynamics 였다. 나의 연구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연구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었으나 이번을 계기

로 상당히 활발한 연구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교류하고 토의하면서 분야의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터라 많은 

설렘과 기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좋은 관광지이기도 해서 

여러 추억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

를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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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INTERNOISE 2016 (International Congress and Exposition 

on Noise control Engineering)은 45회를 맞이하는 국제 학술

대회로서, 독일 음향 학회 (the German Acoustical Society) 

및 함부르크 대학이 주관하여 Congress Center Hamburg (CCH)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표어는 'TOWARDS A 

QUIETER FUTURE'로서, 각국의 소음 규제 및 저감을 위한 

노력들과 관련한 약 1100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총 80개의 

소음과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되었고, 약 1500여명이 넘는 사람

들이 학회 발표 및 정보 수집, 제품 전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

여 이번 학회에 참석하였다. 총 30개의 세션을 비롯하여 2개의 

plenary lecture 그리고 4개의 keynote 세션이 15개의 룸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 유럽 및 싱가포르 등 환경적으

로 소음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서, 능

동 소음 제어 및 철도 소음 그리고 건축 음향에 관한 발표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

지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학회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참고로 전체적인 세션 구성은 아래와 

같다.

Active control/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s/ 

Aeroacoustics/ Aircraft Noise/ Auralisation of Environment 

Sound/ Building Acoustics/ Dynamap/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Green Noise Control Measures/ Manfred 

Heckl Memorial Session/ Industrial Noise/ Machinery 

Noise/ Materials/ Noise Barriers/ Numerical Acoustics/ 

Product Sound Quality/ Psychoacoustics/ Sound Power/ 

Sound Propagation Outdoors/ Soundscape/ Train noise 

and vibration/ Tyre & Road Noise/ Underwater Acoustics 

and Ship Noise/ Urban Sound Planning/ Vehicle Acoustics 

/ Vibroacoustics/ Noise & Health/ Wind Turbine Noise

이번 학회에서는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그 대신 근

처의 다양한 먹거리와 근처의 아름다운 공원을 만끽할 수 있었

다. 학회 2째날 열린 저녁 만찬은 독일의 최대 항구 도시인 함부

르크를 나타낼 수 있는 수상 레스토랑 (Can San Diego)에서 

진행되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잘 계획된 학회

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하고 유익한 학술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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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발표 요약

이번 INTERNOISE 2016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발표 내용 중

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개의 발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최근, intergrated active noise cancellation system이 적

용된 헤드폰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만약, 주변 소음의 영향

이나 ANC 시스템의 2차 제어 경로 (secondary path)가 변하는 

경우에 전체 시스템 안정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ANC시스템의 개루프 (open loop)의 필터 계수 양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안정도 여유(stability margin) 측면에서 제

어 게인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험적으로도 

수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도심 주거 지역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multiple-channel 

active noise control (MCANC)를 이용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는 open window를 이용한 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이다. MCANC 시스템의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단

일 적응 필터를 사용하는 symmetric configuration기반의 다

채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MCANC에서 제어 음

원의 게인, 지연, 위치에 따른 2차 경로의 변화에 따른 소음 

저감 성능도 연구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된 MCANC 

시스템에서는 symmetric design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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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spiral은 생물학적 환경에서 잘 발달된 형태로서, 

이러한 multi-purpose phased array 형태를 갖는 마이크로폰

을 통한 빔포밍 및 홀로그래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두 가지 방법, 즉, Helmholtz equation least-squares 

(HELS)과 statistically optimized NAH (SONAH)방법을 각

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위하여 '진동하는 판'

에 대하여 레이저 바이브로미터 측정 실험을 함께 수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서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들을 얻었다.

 Diffuse-field에서의 transmission loss (TL)은 rever- 

beration source room과 anechoic receiving room을 통해 측

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large volume은 ASTM 규정상 80m3이

며,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anechoic room 안에 mobile 

reverberation cabin을 설치하여 음향 재료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anechoic room은 volume이 1m3

이하이며, plywood와 wood와 같은 light materials를 이용하여 

서로 평행한 면은 없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을 통한 측정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Bogie로부터 발생되는 structure borne 소음은 bogie 대차 

내부 소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Bogie 대차 내부의 소음은 대략 100-300Hz의 주파수 범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ilway vehicle의 bogie

로부터 발생된 소음의 영향을 transfer path analysis (TPA)

를 통해 분석하려 한다. 특히, TPA 중에서도 실제 구동 중의 

분석을 위하여 operational path analysis (OPA)를 수행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수행 분석 결과는 아래

의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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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발생한 환경으로부터 open window을 통해 유입되는 

소음을 저감하려는 노력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sliding window를 사용하며, 이 window 측면

에 ventilation을 위한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이 ventilation 

공간은 덕트와 ultra-compact loudspeaker 그리고 소음 제어

기와 연결된 마이크로폰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active 

labyrinth'라고 불린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ctive labyrinth' 방법을 통해 제어 전과 비교하여 100- 

500Hz 저주파 대역의 소음을 약 30dB의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large-size main loudspeaker와 small-size 

control loudspeaker를 이용하여 음향 소스의 방향성을 제어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main loudspeaker에 의해 

방사되는 음원이 control loudspeaker array를 이용하여 

audible region과 inaudible region의 두 제어 영역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main loudspeaker의 directivity는 

beamforming technique을 기반으로 한 control loudspeaker 

array에 의해 제어된다. 결과적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 약 

250-2000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제안된 방법에 대한 실현 가

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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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multi-story building에서 발생하는 floor 

impact noise에 의한 음향 전달 경로를 음향 시각화 기법을 통

해 분석하는 것이다. Floor impact noise는 impact ball에 의해 

발생되며, 방의 중심에 설치된 32-channel spherical micro- 

phone array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또한, 음향 전달 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Plane wave decomposition기법과 Minimum 

Variance Distortioneless Response (MVDR) spatial 

spectrum estimate 방법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음향 시

각화 기법을 통해 음향 전달 경로가 room의 구성 요소인 천장, 

벽 그리고 창문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참관 소감 

이번 INTERNOISE 2016 학회를 통해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소음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음 저감 방법을 활발히 

연구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소음 저감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 및 수치해석, 건축 

음향, 수중 음향 등 다양한 학문들이 연계되어 더욱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 열린 

이번 학술 대회이기에, 서로 스스럼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들을 보면서 열린 토론 문화의 장을 체험한 것 같았다. 나 스스

로도 영어 공부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였

다. 비록, 학회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발표를 듣지는 못하였지

만, 현재 연구를 발전시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 

이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특별히 이번 학회가 개최된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얻은 느

낀 점은 국민성이다.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잠깐 봐서 알아채긴 

했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무조건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며, 수

신호로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모습은 정말 신선하고도 

부러운 점이었다. 또한, 지하철을 타는 동안 누구도 티켓 검사

를 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었다. 독일인은 좀 딱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친절

한 모습을 보여주어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과 달라진 것도 

한 부분이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유를 즐길 줄 알며,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들이 역시 선진국답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하였다.

이렇게 참관기를 기술하면서 나 스스로도 이번 국제 학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여서 진심으로 뜻 깊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른 분들도 각자의 학회 참관기를 통해 우수한 학술 자

료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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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는 미

국의 기계공학 분야의 학술모임으로, 1880년 설립 이후 세계 

각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현재 약 40개 분야의 학술대회

를 개최하고 있다. ICEF는 ASME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서 내연기관 분야의 정책적, 상업적, 학술

적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개발 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전통 깊은 연구정보 교류의 장이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내연기관에 관한 모든 연구분야를 포함하며 

발표 내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최신 연구동향에 맞추어 

1) 고효율 엔진 연소 기술, 2) 연료 개질, 3) 배기 후처리 기술, 

4) 하이브리드 차량, 5) 동력계 디자인 및 윤활 특성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ICEF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는 Zoran Filipi 교수의 keynote speech를 포함하여 약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논문 발표만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ASME가 발행하는 여러 SCI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기 때문에 full paper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연구논문과 발표의 수준이 abstract만 제출하는 다른 학술대회

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술대회의 발표시간은 총 30분

으로 2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발표 세션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되었다.

내연기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Track 3 Advanced Combustion이었다. 이 분야에서는 

총 2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 저온연

소, RCCI, HCCI, (2) 연소 이론 & SI 연소, (3) 연소 분석으로 

나뉘어 세션이 구성되었다.

반면,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배기규제인 것을 고려하면 

의외로 배기분야의 논문발표 수가 적었다. Track 4 Emissions 

Control Systems에는 8편의 논문만 발표되었으며, 대체로 디

젤엔진의 배기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는 국내 자동차학

회의 경향과는 다소 다른 경향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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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공학 학술대회에서는 배기분야의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분야도 후처리 장치를 통한 배기 저감, 

연소 방식 변화에 따른 배기 저감, 가솔린의 입자상 물질 감축 

등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이처럼 미국에서 배기분야에 대한 

논문이 적게 발표되는 이유는 배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후처리 기술의 개발보다는 신연소 기술이나 연료 개질 

등을 통한 배기 개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술 발표 중간중간 대형 홀에서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진행되

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이벤트는 학부

생의 학술 발표 이벤트였다. 이 이벤트를 위하여 사전에 학부생

들을 대상으로 발표논문을 공모 받았으며, 이 공모전에서 수상

한 두 명의 학생들에게 ICEF conference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다.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것은 발표자를 위한 주최측의 

배려였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학부생의 발표

에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만찬을 위해 

모여있을 때 가장 큰 강연장에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확실한 지원과 격려를 해줌

으로써 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며 

크게 감탄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연구인력을 위한 이벤트와 

훌륭한 운영 방식은 우리 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학회장 한 켠에는 유명 배기 측정장비 업체와 해석 프로그램 

업체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연소실 내에서 연소 과정 동안 

생성되고 산화되는 배기가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

속 배기분석장비가 눈에 띄었다. 엔진 실험 과정과 샘플 배기데

이터 취득 결과에 대한 영상자료를 만들어 전시하였으며, 장비

의 스펙과 적용 연구 범위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기업 투어(GE Gas turbine 

engineering and advanced manufacturing works tour) 일

정이 잡혀있었다. 비록 이번 학술대회는 엔진 관련 학술대회이

지만 미국에서는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GE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학 일정을 잡은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많은 대

학과 기업에서도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

이기 때문에 최신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일정이라 생각된다.

2017년도 ICEF는 Washington Seattle에서 개최된다고 한

다. 올해 열렸던 South Carolina까지는 한국에서 14시간이 걸

리지만, Seattle까지는 그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 많

은 내연기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올해 학술대회

가 끝난 뒤 곧바로 2017년 학술대회 장소 공지와 논문 제출 

스케쥴까지 공지되는 것만 보아도 이 학회가 얼마나 체계적으

로 잘 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다.

Abstract 제출은 2017년 2월 6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asme.org/events/icef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발표 요약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방향을 갖는 흡기매니폴드를 이용하여 

스월을 생성하고, 실린더 내부 유동의 스월 변화에 따른 연소 

및 배기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이한 점은 수직, 평행, 

나선형 등 세 방향의 흡기매니폴드를 적용하여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레벨의 스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월플레이트를 이용한 1방향 스월 생성보다 발전된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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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에서는 스월비가 높은 경우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너 높은 엔진효율과 IMEP를 보인다. 

하지만 디젤엔진에서도 스월유동에 의하여 산소공급이 더욱 

원활하기 때문에 더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험 

결과는 예상 밖으로 높은 스월비에서 더 낮은 IMEP를 보였다. 

이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

이 나오는 주된 원인을 강한 실린더 내부 유동에 의하여 실린더 

벽면을 통한 열손실의 증가로 보고 있다.

배기 결과 또한 높은 스월 조건에서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를 참고하면,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NOx와 PM을 측

정한 결과, 스월비 4.5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하여 월등히 많

은 양의 배기배출물이 측정되었고, 이는 분사압력이 낮은 조건

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높은 스월 조

건은 과도한 혼합기 형성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배기배출이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운전조건에서 연소와 배기특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스월 비율을 낮추기를 추천한다. 이는 일반적

으로 스월 비율을 높이기를 추천하는 다른 연구와 비교되며, 

새로운 가설과 경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으로 왕복운동하는 피스톤을 이용하여 운

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새로운 

형태의 피스톤링을 적용하여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

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왕복 피스톤 구조에 

대한 연구도 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연기관에서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윤활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피스톤에 사용되는 메탈 재질의 피스톤링은 액상

의 윤활유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활유가 연소됨

에 따라 의도치 않은 배기배출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윤활 공급

성 저하에 따른 엔진 마모 문제도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메탈 

피스톤링 대신 카본 재질의 피스톤링을 적용하여 윤활유가 필

요하지 않은 고체 방식의 윤활 시스템을 시도했다. 아직 상용화 

단계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최신 기술 

트렌드로서 관심있게 지켜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Diesel Particulate Filter에 세 종류의 진동을 가

하여 필터에 축적된 PM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일

반적인 DPF의 경우 어느 정도 PM이 쌓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료를 분사하여 탄소덩어리들을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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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의도

치 않은 연비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연비 감소 없이 진동을 통한 필터 청소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 구조와 

재질을 다수 테스트 하였다.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

히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

로도 결국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은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전까지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이기 때문이다. 눈앞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연구를 계획

하고 수행했다는 점을 존중하며, 언젠가는 나의 예상을 뒤엎고 

DPF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젤 연료의 분사가 종료된 뒤 화염이 거꾸로 

타들어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기존에는 역화현상이라고 알

려져 있던 현상의 원인이, 사실은 연료 자착화에 의한 연소후퇴

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로부터 원인을 분석해 나가는 일련의 

연구 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사례라고 

생각된다.

실험과 해석은 다양한 온도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실험결과로

부터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서로 다른 연소후퇴 현상이 변화하

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연소모델 중 Yao mechanism과 Cai mechanism이 사

용되었다. 해석 결과, 실험에서와 같은 두 단계의 자착화(메인 

연소와 연소후퇴)가 관찰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잘

못 알려져 왔던 연소후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

졌고, 이를 연소모델에 적용하여 더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으로부터 배울 점은, 기존에 알려진 

현상을 의심했다는 점과,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

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현상을 

분석할 때 기존의 분석에 반하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이 명쾌하게 정리되

어 있어 가치가 높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엔진의 윤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실험적으로든 해석적으로든 이미 성숙한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스톤링에 작용하는 윤활특성이나 압력분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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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센서를 설치할 공간이 좁을 뿐 아니라 고속으로 움직이는 파트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분석이 주로 수행

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

스톤링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실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성공했다.

피스톤과 실린더가 맞닿는 부위에 일정 각도 간격으로 3개의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실험 조건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를 관찰

하였다. 실험 결과, 최대 압력이 피스톤 스커트의 중앙에서 측

정되었으며, BDC에서는 유막의 파손에 의하여 음압이 발생하

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피스톤에서 오일

은 피스톤 중앙으로부터 양 옆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hlieren 기법은 분무를 통과한 빛이 밀도차이에 의하여 굴

절되는 현상을 포착하는 기법으로, 연료 분무의 발달과 증발과

정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유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가스상과 액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무 

초기의 형태를 잡아내는데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inbow Schlieren 기법을 적용하여 분무 전체 영역을 가시화

했으며, 실험 결과가 기존 데이터보다 실제 분무의 특성을 더 

상세하게 보여줌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시화 실

험 결과는 정성적인 데이터 분석만 가능했다면, 본 기법을 적용

하여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연구

다. 기존 기법에서는 나이프엣지를 이용하여 밀도차에 의하여 

발생한 굴절빛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상의 연료를 가시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흑백이미지밖에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나이프엣지 대신 무지개필터를 이용하여 굴절 정도에 따

라 다양한 색깔로 가시화되며, 이를 통해 당량비 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Fig. 12).

이러한 연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널리 

알려진 방법은 아니며, 많은 연구원들은 기존의 Shlieren 기법

만 알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가 학회장에서 발표되었

을 때 많은 청중들이 실험 결과에 대하여 신기해 했으며, 새로

운 연구이다 보니 가장 기초적인 측정 원리나 실험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참신하면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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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연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GDI 인젝터의 경우 연료가 분사되고 난 직

후부터 미립화가 진행되었다. 인젝터 노즐의 열림과 닫힘은 연

료 분무의 처음과 끝의 유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분무도달 거리

와 분무 형상, 최종적으로 혼합기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밸브가 열리는 속도는 분무의 발달과정에 크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젝터의 밸브 프로파일 연구의 필요성

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

3.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방문

이번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근처에 있는 조지아 공과대학

에 방문하였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 공과대학

은 미국 내 5위권 이상의 최상위 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올해 

학술대회 개최장소에서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지만, 학술대회

가 개최되는 장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 학술대회에 참석

하더라도 조지아 공과대학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

만 이렇게 해외 유명 대학교를 방문해 보는 경험은 권장하고 

싶다. 이번에는 우리 연구실 출신의 선배가 이 학교에서 박사과

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연구실 내부까지 견학해 

볼 수 있었다.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가 크게 발달한 나라로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 지원이 크다고 한다. 이번 학회 일정 중 방문한 조지아 

공과대학에도 연소분야에 내연기관 교수는 한 명밖에 없고, 나

머지 교수들은 모두 가스터빈 분야라고 한다.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에서 나의 관심분야인 내연기관의 위치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

자면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발 빠르게 수용

하는 것 또한 필요할 듯 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가스터빈 

분야에 지원을 늘리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해외 학술대회 참관 후 느낀 점

그 동안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권 해외 학술대회는 

참가해보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에서 영어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과연 그들이 나의 

영어발음을 알아들을까 하는 걱정과, 논문으로만 접하던 해외 

유명 연구원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라는 기대감이 공존했다. 걱

정과는 달리 청중들은 인내심 있게 나의 발표를 경청했고, 많은 

질문을 해줌으로써 이 발표를 위해 투자한 시간에 보답해 주었다.

학회장에서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

들이 다 친절했다. 도로에서 운전 매너도 뛰어났고, 호텔에서 

처음 만나는 동양인에게도 편하게 아침인사를 건네왔다. 서로

간의 의견교류도 매우 자연스러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점을 하나 꼽자면 학술대회장에서 질문이 적다는 점이

다. 이번 학회에서 매 발표가 끝날 때 마다 4~5개의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며 그들의 문화가 부러워졌다.

연구 내용 측면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다. 학술대회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

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나라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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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했을 법한, 또는 굳이 해보려 하지 않은 연구를 그들은 

실제로 수행했으며, 비록 현재로써는 그 결과가 썩 훌륭하지 

않더라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향후 연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며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큰 자극을 받았다. 

이 학회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내심 이제 내연기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의 학술대회에서도 수많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앞으로의 내 마음가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것으로 큰 배움의 기회였고, 새로운 문화로의 첫 걸음이었

으며,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학술대회 

참관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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