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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2017~2019년 ASME Tribology논문을 통해서 본 
트라이볼로지(Tribology)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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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자료는 2019년 10월까지 기준으로 2019년 11월과 12월의 논문이 통계에서 빠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라이볼로지(Tribology)는 마찰, 마모, 윤활에 관한 여러 현상을 취급하는 과학 기술 분야로 사전적 의미로는 “상호 운동하는 

표면과 연관된 물체 및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트라이볼로지는 우주항공분야로부터 가전제품의 전반에 걸친 

각종 기계장비의 마모 문제, 신뢰성 및 유지 보수 문제 등의 분석 연구하는 응용학문 분야이다.  트라이볼로지는 물리, 화학, 응용수학, 

고체 역학, 열역학, 열전달, 재료공학, 물성학, 윤활, 기계설계, 신뢰성 공학, 생산성 학문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윤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트라이볼로지 위원회나 윤활사라는 전문가를 배치하기도 한다. 미국 기계학회에서는 1984년에 학회지 명칭을 

Journal of Lubrication Technology에서 Journal of Tribology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Georgia 공대의 Winer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92개 대학, 정부 기관, 비영리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서 매년 400개의 트라이볼로지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연간 4900만 불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산업기술의 발달은 트라이볼로지 분야의 연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 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연구, 대학의 적극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 산업체의 제품 개발을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 분석 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트라이볼로지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Tribology(Figure 1)에 발표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438편(2017년에 149편, 2018년에 155편, 2019년에 134편)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Figure 1. ASME Journal of Tribology (https://asmedigitalcollection.asme.org/Tribology, IF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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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분석

1)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3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3년간 27개국에서 참여하여 43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중국이 155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가 73편, 미국이 68편을 발표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트라이볼로지에서도 중국의 논문발표 수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2017~2019년까지의 국가별 논문발표 수는 중국, 

인도, 미국 순으로 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중국은 2017년에 50편, 2018년에 59편, 2019년에 4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일본이 18편, 이란이 12편에 이어 프랑스와 한국이 각각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트라이볼로지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2017~2019년, 3년간)

NO 국가 명
논문수

　 NO 국가 명
논문수

(2017∼2019) (2017∼2019)

1 China 155 15 Brazil 3

2 India 73 16 Colombia 3

3 USA 68 17 Czech Republic 3

4 Japan 18 18 Mexico 3

5 Iran 12 19 Poland 3

6 France 10 20 Russia 3

7 South Korea 10 21 South Africa 3

8 Germany 9 22 Taiwan 3

9 Italy 6 23 Tunisia 3

10 Saudi Arabia 6 24 Denmark 2

11 UK 6 25 Finland 2

12 Canada 5 26 Israel 2

13 Sweden 5 27 Pakistan 2

14 Turkey 4 총합계 438

Table 1.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2017~2019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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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논문발표 순위

3년간(2017년~ 2019년)의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와 같이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 가 가장 많은 수인 1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에서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Chongqing University 와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에서 각각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Tsinghua University 에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이외에도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중국의 

Southeast University 에서 각각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인하대학교가 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3. 기관별 논문 발표 수(3년간 / 5편 이상)

NO 기관명

논문수

　 NO 기관명

논문수

(2017∼

2019)

(2017∼

2019)

1 Texas A&M University 16 11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6

2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14 12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rinagar
6

3 Chongqing University 11 13 Purdue University 6

4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11 14 Xi'an University of Technology 6

5 Tsinghua University 9 15 Dalian Maritime University 5

6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7 16 Inha University 5

7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7 17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5

8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7 18 Universite de Poitiers 5

9 Southeast University 7 19 Xi’an Jiao Tong University 5

10 Chinese Academy of Sciences 6 　

Table 2. 기관별 논문 발표 수(3년간, 5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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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관 논문발표

한국기관에서는 아래 Table 3과 같이 3년간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선문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서 모두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NO 한국 기관
논문수
(3년간)

1 Inha University 5

2

Pusan National University 1

Sun Moon University 1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

Kookmin University 1

Korea Air Force Academy 1

6개 기관 10편

Table 3. 한국 기관의 논문 발표 수(3년간)

2.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떤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 Figure 4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Tribology논문의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인 넷 마이너

(NetMiner)를 이용하여 Spring Layout으로 도식화 한 이미지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Link Reduction 1 (빈도수 1 이하인 값을 

삭제)을 한 그림이다. 

Figure 4. Tribology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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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5는 연결 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에 나타난 논문의 

총 키워드는 1,934개이며, 이중 아래 Table 4와 같이 빈도수 40이상인 키워드는 Wear, Friction, Wear Mechanisms, Sliding, 

Bearings, Fluid Film Lubrication, Hydrodynamic Lubrication, Contact Mechanics로 이와 관련된 논문이 활발하게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 Tribology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3년 합계)

No 키워드 빈도수 No 키워드 빈도수
1 Wear 128 18 Coatings 28

2 Friction 108 19 Lubricants 27

3 Wear Mechanisms 61 20 Characterization 26

4 Sliding 53 21 Abrasion 24

5 Bearings 42 22 Adhesion 22

6 Fluid Film Lubrication 42 23 Seals 22

7 Hydrodynamic Lubrication 41 24 Tribological Systems 22

8 Contact Mechanics 40 25 Gas Bearings 18

9 Contact 38 26 Lubricant Additives 18

10 Journal Bearings 36 27 Rolling Element Bearings 18

11 Surface Roughness 36 28 Surface Treatments 18

12 Dry Friction 33 29 Mixed Lubrication 17

13 Bearing Design 30 30 Nano-Tribology 15

14 Hardness 30 31 Surfaces 13

15 Asperities 29 32 Viscosity 13

16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29 33 Contact Area 12

17 Surface Properties 29 34 Rheology 12

Table 4. 키워드 빈도수 순위 (3년간, 빈도수 12이상)



2019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6

Tribology의 3년간 논문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아래 Figure 6과 같다.  여기서 Degree Centrality는 중심성

(Centrality)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측정(measure)방법으로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노드(node)와 그 노드와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edge)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으로 네트워

크상에서 정도(degree) 측면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노드(node)를 파악할 수 있다. 또는 네트워크에서 Connector 또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를 파악할 수 있다. 

Figure 6. 3년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9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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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와 Friction의 빈도수가 매우 높아 다른 키워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다시 Degree Centrality한 

결과는 Figure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Bearings가 가장 중심에 있고, Journal Bearings, Sliding, Wear Mechanisms, Surface 

Roughness 등이 2번째로 중심에 가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Asperities, Characterization, Contact 

Mechanics, Fluid Film Lubrication의 키워드가 3번째 중심에 가까운 원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3년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9년, Degree Centrality, Wear와 Friction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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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키워드 변화 

3년간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5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도는 “Wear”과 “Friction”�외에도 “Wear 

Mechanism, Sliding, Fluid Film Lubrication, Contact, Contact Mechanics” 등 여러 공통된 키워드가 보였으나 2019년에는 

“Stress, Flow (Dynamics), Tribology, Temperature, Journal Bearings, Lubricants” 등 새로운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2019년도 논문 수는 134편으로 이전보다 조금 줄어든 반면(2017년에 149편, 2018년에는 155편), 키워드 수는 2017년에 77개, 

2018년에는 73개인데 비해 497개로 급격하게 많은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 매우 다양한 논문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논문 투고를 위한 키워드의 규칙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논문의 키워드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 키워드의 

빈도수는 이전보다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키워드 빈도수 2018년 키워드 빈도수 2019년 키워드 빈도수

Wear 47 Wear 53 Wear 29

Friction 37 Friction 43 Friction 29

Wear Mechanisms 23 Wear Mechanisms 33 Stress 11

Sliding 22 Sliding 31 Bearings 8

Bearings 21 Hydrodynamic Lubrication 24 Flow (Dynamics) 8

Fluid Film Lubrication 20 Fluid Film Lubrication 21 Tribology 8

Contact Mechanics 19 Characterization 20 Temperature 7

Contact 18 Contact 20 Journal Bearings 6

Bearing Design 16 Contact Mechanics 20 Lubricants 6

Hydrodynamic Lubrication 16 Surface Properties 20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5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15 Asperities 19 Pressure 5

Journal Bearings 15 Dry Friction 19 Surface Roughness 5

Dry Friction 14 Surface Roughness 19 Wear Mechanisms 5

Lubricants 13 Hardness 17 Coatings 4

Asperities 12 Journal Bearings 15 Damping 4

Surface Roughness 12 Abrasion 14 Film Thickness 4

Coatings 10 Coatings 14 Mixed Lubrication 4

Hardness 10 Adhesion 13 Surface Topography 4

Lubricant Additives 10 Bearing Design 13 Tribological Properties 4

Rolling Element Bearings 10 Bearings 13 Wear Resistance 4

Tribological Systems 10 Seals 13

Surface Treatments 11

Tribological Systems 11

Contact Area 10

Table 5. 3년간 키워드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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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Tribology의 2017~2019년도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아래 Figure 8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Figure 8.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7년~2018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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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자 그룹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은 Figure 9와 같이 대부분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의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Qingliang Wang과 Dekun Zhang, 그리고 Kai Chen의 3명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24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9. Qingliang Wang, Dekun Zhang, Kai Chen(China University of Minning and Technology) 중심그룹 (2017년~ 

2019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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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0과 같이 Northwestern University 의 Q. Jane Wang과 Zhong Liu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룹과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Kun Zhou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그룹에는 Northwestern 

University와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외에도 Sichuan University,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의 여러 중국의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 Q. Jane Wang과 Zhong Liu(Northwestern University), Kun Zho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중심그룹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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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1과 같이 Farshid Sadeghi를 중심으로 한 Purdue University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으로 

이 그룹에는 Sentient Science Corporation과 Rolling Bearing Fundamentals, SKF Engineering & Research Centre, Cummins 

Technical Center 등 여러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Figure 11. Farshid Sadeghi(Purdue University) 중심그룹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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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로 큰 그룹도 아래 Figure 12와 같이 Chengbiao Wang와 Wen Yue를 중심으로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의 연

구자들이 모인 그룹으로 여기에는Beijing Precision Engineering Institute of Aircraft Industry,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singhua University 등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3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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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논문과 연구자와의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Qingliang W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가

까운 위치에 Dekun Zh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Farshid Sadeghi(Purdue University), Q. Jane 

Wang(northwestern University), Hua Zhu(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2. Chengbiao Wang와 Wen Yue(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중심그룹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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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7년~2019년, Degree Centrality)

아래 Table 6은 논문 수 4편 이상의 연구자 순위로 가장 많은 8개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Alan Palazzolo(Texas A&M 

University)의 경우 Figure 13의 Degree Centrality에서는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반면 Q. Jane Wang 

(Northwestern University) 는 4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으나 2번째 중심 연구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공저 논문의 순위와 중심도 분석의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Degree Centrality는 공저 논문 수와 함께 다른 

연구자와의 공저 관계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인 연구자로는 인하대학교 Chul-Hee Lee와 Kwang-Hee Lee는5개 이상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의 Figure 13에서는 중심에서 4번째 가까운 원에 위치하고 있다.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1 Alan Palazzolo(Texas A&M University) 8

2

Farshid Sadeghi(Purdue University) 6

M. F. Wani(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rinagar) 6

Shuyun Jiang(Southeast University) 6

3 Chul-Hee Lee(Inha University) 5

Table 6. 공저자 빈도수 순위(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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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자 정보

1. Qingliang W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 

https://www.researchgate.net/scientific-contributions/2013736677_Qingliang_Chang

2. Dekun Zh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Dekun_Zhang

3. Farshid Sadeghi(Purdue University): https://engineering.purdue.edu/ME/People/ptProfile?resource_id=23987

4. Q. Jane Wang(northwestern University): 

https://www.mccormick.northwestern.edu/research-faculty/directory/profiles/wang-jane-qian.html 

5. Hua Zhu(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https://www.researchgate.net/scientific-contributions/2146145138_Hua_Zhu

6. Alan Palazzolo(Texas A&M University): https://engineering.tamu.edu/mechanical/profiles/palazzolo-alan.html

7. Chul-Hee Lee(Inha University) : 

https://mech.inha.ac.kr/about/member_detail.aspx?EncryptedID=hglQ6y%2baIKn7vbf4M3fdCQ%3d%3d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Dekun Zh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5

Hua Zhu(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5

Kwang-Hee Lee(Inha University) 5

Qingliang W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5

4

Q. Jane Wang(Northwestern University) 4

Cong Di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4

Deepak Kumar(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4

F. M. Meng(Chongqing University) 4

Gengxiang Wang(Xi'An University Of Technology) 4

Guodong Sun(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4

Hiralal Bhowmick(Thapar University) 4

Hongzhao Liu(Xi'An University Of Technology) 4

Itzhak Green(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4

Jayant Singh(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4

Kai Chen(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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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키워드 분석(2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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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시각화 한 그림을 자세히 보기 위해 1이

하의 연결관계를 제외한(Link Reduction 1) 결과는 Figure 1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Wear와 

Friction이며, 가장 많은 종류의 키워드의 논문을 가진 기관으로는 Texas A&M University, 인도의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rinagar,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IIT Delhi 등이다. 

Figure 14.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9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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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 Wear와 Friction이 출연 빈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고 다시 시각화한 것은 아래 Figure 15와 

같다. 여기에서는 Texas A&M University를 중심으로 Chongqi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Georgia Tech. 등의 기관이 Fluid Film Lubrication,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등의 

키워드와 연결된 영역과 China Univ. of Mining and Technology와 IIT Delhi,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rinagar 

등의 기관이 Wear Mechanisms 키워드와 연결된 부분으로 연결되어 큰 그룹을 이루고 있다.

Figure 15.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9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Wear과 Friction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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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와 Friction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관과 연결된 키워드는Fluid Film Lubrication,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Wear Mechanisms가 있으며, 이들을 이웃한(Visualize Neighbor)기관과 연결한 네트워크는 아래 Figure 1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Fluid Film Lubrication과 연결된 기관은Texas A&M University,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Georgia Te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de Poitiers가 있으며, Journal Bearing의 키워드와 연결된 기

관은 Texas A&M University, Chongqing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이며, Hydrodynamic Lubrication과 

연결된 기관은 Texas A&M University, Nagaoka Univ. of Tech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ongqing 

University로 나타난다. 또한 Wear Mechanisms과 연결된 기관은 China Univ. of Mining and Technology, NIT Srinagar,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로 각 이들 키워드에 대한 논문이 주로 어떤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Figure 16. 4개의 주요 키워드와 이웃한(Visualize Neighbor) 기관

주요 키워드 기 관

Fluid Film 

Lubrication

Texas A&M University,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Georgia Te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de Poitiers

Journal Bearings, Texas A&M University, Chongqing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ydrodynamic 

Lubrication,

Texas A&M University, Nagaoka Univ. of Tech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ongqing University

Wear Mechanisms China Univ. of Mining and Technology, NIT Srinagar,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

Table 7. 3년간 논문의 주요 키워드와 발표한 기관 (Wear, Friction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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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Figure 15에 비중이 높게 나온 기관은 Texas A&M University,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Tsinghua University, Chongqing University, Georgia Tech., NIT Srinagar 등이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 키워드를 연결한 그림은 아래 Figure1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Texas A&M University에서는 Fluid 

Film Lubrication,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Bearings, Lubricants, Bearing Design, Thermo-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Temperatur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low Dynamics. Damping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는 Fluid Film Lubrication, Hydrodynamic Lubrication, Bearings, 

Bearing Design, Rolling Element Bearings, Hydrostatic Lubrication, Seals 등의 키워드가,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에서는 Wear Mechanisms, Artificial Joints, Stick-Slip, Surface Layers 의 키워드가 Chongqing University

에서는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Contact, Surfaces, Gears, Coatings 의 키워드가 Georgia Tech.에서는 

Fluid Film Lubrication, Thermo-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Contact Mechanics, Viscosity, Lubricants, Rheology

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NIT Srinagar에서는 Wear Mechanisms, Adhesion, Abrasion, Dry Friction 의 키워드가 Tsinghua 

University에서는 Contact, Surface Roughness, Asperities, Mixed Lubrication, Bearing Design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어떤 키워드의 논문을 주로 발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Figure 17. 주요 연구기관과 이웃한(Visualize Neighbor) 논문의 키워드 (Wear, Friction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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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키워드

Texas A&M 

University

Fluid Film Lubrication,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Bearings, Lubricants, 

Bearing Design, Thermo-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Temperatur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low Dynamics. Damping,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Fluid Film Lubrication, Hydrodynamic Lubrication, Bearings, Bearing Design, Rolling Element 

Bearings, Hydrostatic Lubrication, Seals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Wear Mechanisms, Artificial Joints, Stick-Slip, Surface Layers

Chongqing 

University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Contact, Surfaces, Gears, Coatings

Georgia Tech.
Fluid Film Lubrication, Thermo-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Contact Mechanics, 

Viscosity, Lubricants, Rheology

NIT Srinagar Wear Mechanisms, Adhesion, Abrasion, Dry Friction

Tsinghua University Contact, Surface Roughness, Asperities, Mixed Lubrication, Bearing Design

Table 8. 3년간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 (Wear, Friction 제외)

3. 결론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Tribology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중국이 155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인도가 73편, 미국이 68편을 발표하였다. 연도별 논문발표 순위는 3년간 변동 

없이 중국, 인도, 미국 순으로 이어지고 있어 논문 수에서는 중국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3년간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반면,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에서 가장 많은 수인 1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중국의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에서 14건을 발표하였으며, 인도의 IIT Delhi와 중국의 Chongqing University에서도 각각 

11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Tsinghua University에서 9편을, Southeast University,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각각 7편을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으로는 인하대에서 5편의 논문을 발표하

였다.

3년간 논문에 나타난 키워드 중 빈도수 40 이상인 키워드는 Wear, Friction, Wear Mechanisms, Sliding, Bearings, Fluid 

Film Lubrication, Hydrodynamic Lubrication, Contact Mechanics로 이와 관련된 논문이 활발하게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중심도 분석(Degree Centrality)을 해보면 Wear와 Friction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면 Bearings, Journal Bearings, Sliding, Wear Mechanisms, Surface Roughness, 

Asperities, Characterization, Contact Mechanics, Fluid Film Lubrication, Wear Mechanisms, Characterization, Sliding, 

Surface Properties, Surface Roughness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 Wear Mechanism, Sliding, Fluid Film Lubrication, Contact, Contact Mechanics 등 여러 공통된 키워드가 

보였으나, 2019년에는 Stress, Flow (Dynamics), Tribology, Temperature, Journal Bearings, Lubricants 등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3년간의 전체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그룹은 Qingliang Wang, Dekun Zhang, Kai Chen의 3명을 중심으로 연결된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의 연구자들로만 구성된 그룹으로 이 그룹에는 27명의 연구자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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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Degree Centrality를 살펴보면, Qingliang W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이 

제일 중심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Dekun Zhang(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Farshid Sadeghi(Purdue University), Q. Jane Wang(northwestern University), Hua Zhu(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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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University에는 Fluid Film Lubrication, Journal Bearings, Hydrodynamic Lubrication, Bearings, Lubricants, Bearing Design, 

Thermo-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 Temperatur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low Dynamics, Damping등 가장 

많은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분야의 여러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등에도 많은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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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논문 분석을 통해서 본 유체공학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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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자료는 2019년 10월까지 기준으로 2019년 11월과 12월의 논문이 통계에서 빠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체역학 (fluid mechanics)이란 유체(액체와 기체)와 유체에 가해지는 힘의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분야이다. 유체역학에는 정지하

고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유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유체 정역학(fluid statics)과 유체 동역학(fluid dynamics) 분야로 나누어지며, 

최근에는 수치근사적인 방법(numerical approxim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유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유체역학은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응용분야

(팬, 터빈, 비행기, 배, 엔진, 미사일 등)뿐만 아니라 생체역학(호흡, 혈액 유동), 환경 혹은 에너지(풍차, 배관, 하천 등)등 매우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체역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Journal of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ISSN: 0098-2202)의 최근 3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Journal of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매월 발행되는 Impact Factor: 

1.72의 저널이다. ASME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게재된 총 510편(2017년 167편, 2018년 

181편, 2019년 162편)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Figure 1. Journal of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IF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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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계분석
 

1)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의 3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미국이 115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103편, 캐나다가 45편, 인도가 39편, 이란이 22편, 영국이 19편, 독일이 1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래 Table 1과 같이 3년간 45개국에서 5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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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명
논문수

　 NO 국가명
논문수

(2017∼2019) (2017∼2019)

1 USA 115 24 Algeria 3

2 China 103 25 Hungary 3

3 Canada 45 26 Mexico 3

4 India 39 27 Argentina 2

5 Iran 22 28 Austria 2

6 UK 19 29 Israel 2

7 Germany 18 30 Netherlands 2

8 Australia 15 31 Singapore 2

9 France 13 32 South Africa 2

10 Italy 13 33 Thailand 2

11 South Korea 10 34 Bangladesh 1

12 Japan 9 35 Chile 1

13 Brazil 7 36 Colombia 1

14 Norway 5 37 Estonia 1

15 Poland 5 38 Finland 1

16 Saudi Arabia 5 39 Ireland 1

17 Spain 5 40 Kuwait 1

18 Sweden 5 41 Lithuania 1

19 Switzerland 5 42 Slovenia 1

20 Turkey 5 43 Taiwan 1

21 Czech Republic 4 44 Tanzania 1

22 Portugal 4 45 The Netherlands 1

23 Russia 4 총합계 510

Table 1.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2017~2019년)

2) 기관별 논문발표 순위

3년간 (2017년~ 2019년)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의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 와 같이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 

가 가장 많은 수인 1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를 이어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에서 각각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3. 기관별 논문 발표 수(2017~2019년 / 4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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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관명
논문수

　 NO 기관명
논문수

(2017~2019) (2017~2019)

1 Texas A&M University 13

4

The University of Adelaide 5

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9 University of Manitoba 5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9 Wuhan University 5

Tsinghua University 9

5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4

3

Beihang University 6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4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6 Laval University 4

Xi'an Jiao Tong University 6 McGill University 4

Zhejiang University 6 McMaster University 4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5 Virginia Tech 4

Jiangsu University 5 　

Table 2. 기관별 논문 발표 수(2017~2019년, 4편 이상)

3) 한국 기관 논문 발표

한국 기관에서는 아래 Table3와 같이 3년간 KIST,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동아대학교, 

두산중공업, 인하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각각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NO 한국 기관 논문 수(3년간)

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

Pusan National University 2

Seoul National University 2

2

Dong-A University 1

Doosan Heavy Industry & Construction Ltd. 1

Inha University 1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7개 기관 10편

Table 3. 한국 기관의 논문 발표 수(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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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떤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논문에 나타난 전체 키워드는 

중복을 제외하고 504개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68개, 2018년에는 69개, 2019년에는 490개로 2019년에 키워드의 종류가 급격하

게 늘어났다. 연도별로 논문의 수가 비슷함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키워드의 세부 분류가 다양해 졌거나 입력 규칙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키워드 Spring Layout은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Figure 4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Fluids Engineering 논문의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인 넷 마이너(NetMiner)를 이용하여 도식화한 이미지이다. Figure 5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빈도수 1 이하인 

값을 삭제한 (Link Reduction 1) 그림이다.

Figure 4.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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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Figure 5에서 키워드를 표시하는 오각형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키워드와 연결 관계가 많다는 의미인데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s, Turbulence, Vortices” 의 키워드가 빈도가 많이 나오며 다른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은 연결 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그림이며, Table 4는 3년간 

키워드 전체의 빈도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s, Turbulence, Vortices, Pumps, 

Flow Dynamics, Turbomachines” 등의 키워드가 빈도수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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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3년 합계)

No 키워드 빈도수 No 키워드 빈도수
1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176 19 Wakes 35

2 Unsteady Flows 89 20 Turbulence Modeling 34

3 Turbulence 88 21 Jets 32

4 Vortices 72 22 Pressure 31

5 Pumps 71 23 Rans Simulations 31

6 Flow Dynamics 70 24 Complex Flows 30

7 Turbomachines 61 25 Pressure Drop 28

8 Aerodynamics 55 26 Drag 29

9 Duct 53 27 PIV 26

10 Hydrodynamics 53 28 Compressible Flows 25

11 Channel 52 29 LES(Large-eddy simulation) 24

12 Pipe Flows 52 30 Measurement Techniques 23

13 Cavitation 51 31 Fluid Mechanics 22

14 Boundary Layers 50 32 Gas-Liquid 22

15 Multiphase Flows 48 33 Simulation 22

16 Fluid-Structure Interaction 39 　 34 Fluid Transients 21

17 Experimental Techniques 38 　 35 Mixing 21

18 Fluid Instability 37 　 36 Stability 21

Table 4. 키워드 빈도수 순위 (3년간, 빈도수 2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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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키워드 변화 

Table 8은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의 3년간(2017년~2019년) 주요 키워드의 연도별 빈도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3년간

(2017~2019년)까지 키워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와 “Unsteady Flows”가 2017년과 2018년에 

1번째와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도에는 4번째와 20번째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annel, Duct, Pipe 

Flows”의 경우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차츰 순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9년에는 2년간 없었던 “Flow Dynamics”

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Turbulence, Pressure, Cavitation”�등이 2019년에 많이 상승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2017년 키워드 빈도수 2018년 키워드 빈도수 2019년 키워드 빈도수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71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76 Flow Dynamics 70

Unsteady Flows 32 Unsteady Flows 48 Turbulence 34

Channel 27 Pumps 32 Pressure 31

Duct 27 Turbomachines 32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9

Pipe Flows 27 Aerodynamics 30 Cavitation 22

Turbulence 27 Turbulence 27 Simulation 22

Pumps 25 Hydrodynamics 26 Vortices 22

Turbomachines 25 Vortices 26 Reynolds Number 16

Boundary Layers 24 Multiphase Flows 25 Fluids 14

Vortices 24 Fluid-Structure Interaction 20 Pumps 14

Fluid Instability 22 Channel 19 Blades 12

Hydrodynamics 21 Duct 19 Boundary Layers 12

Aerodynamics 19 Pipe Flows 19 Nozzles 12

Experimental Techniques 18 Experimental Techniques 18 Wakes 12

Rans Simulations 17 Compressible Flows 17 Water 11

Complex Flows 16 Turbulence Modeling 15 Multiphase Flows 10

Fluid-Structure Interaction 16 Boundary Layers 14 Stress 10

Turbulence Modeling 16 Cavitation 14 Viscosity 10

Cavitation 15 Fluid Instability 14 Pipes 9

Wakes 14 Jets 14 Unsteady Flows 9

Multiphase Flows 13 Pressure Drop 13 Design 7

Drag 12 Complex Flows 12 Duct 7

Fluid Mechanics 12 Piv 11 Jets 7

Measurement Techniques 12 Rans Simulations 11 Modeling 7

Pressure Drop 12 Rotating Fluids 11 Waves 7

Gas-Liquid 11 Drag 10 Channel 6

Jets 11 Fluid Mechanics 10 Computer Simulation 6

Les 11 Les 10 Errors 6

Piv 10 Measurement Techniques 10 Hydrodynamics 6

Stability 10 Micro-Scale Flows 10 Impellers 6

Transition 10 Mixing 10 Particulate Matter 6

Fluid Transients 9 Shocks 10 Pipe Flows 6

Table 5. 연도별 주요 키워드 빈도수(빈도수 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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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는 가장 간단한 측정 방법중 하나로 인접한 노드들의 수를 이용하여 Centrality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A 노드가 1000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 B 노드에 100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A가 많은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논문 키워드의 Degree Centrality 분석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중심으로 Flow Dynamics, Turbulence가 2번째로 가까운 원에 있으며, Unsteady Flow, Vortices가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중심에 비교적 가까이 나타나는 키워드로 Pumps, Boundary Layers, Cavitation, Channel, 

Duct, Hydrodynamics, Pipe Flows, Pressure, Turbomachines 등이 있다. 

2017년 키워드 빈도수 2018년 키워드 빈도수 2019년 키워드 빈도수
Industrial Flows 9 Fluid Transients 9 Vibration 6

Newtonian Flows 8 Free Surface Flows 9

Non-Newtonian Flows 8 Gas-Liquid 9

Bubbly Flows 7 Newtonian Flows 9

Micro-Scale Flows 7 Stability 9

Acoustics 6 Transition 9

Compressible Flows 6 Wakes 9

Direct Numerical Simulation 6 Industrial Flows 8

Gas Dynamics 6 Lift 8

Mixing 6 Gas Dynamics 6

Rotating Fluids 6 Microfluidics 6

Non-Newtonian Flows 6

Supersonic Flows 6

Wav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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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키워드 Degree Centrality(2017~2019년)

3)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의 2017년~2019년도 논문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

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Figure 8과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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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7년~2019년)

이들 연구자 그룹 중 좌측 상단의 가장 큰 그룹은 Figure 9와 같다. 이 그룹은 F. Stern(University of Iowa)과 M. Visonneau 

(Ecole Centrals de Nantes), 두 연구자의 연결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University of Iowa, IHEEA, CNRS/ECN, Ecole Centrals 

de Nantes 등 소속의 연구자 22명이 연결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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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 Stern(University of Iowa)와 M. Visonneau (Ecole Centrale de Nantes) 중심그룹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또한 연구자 그룹 중 2번째로 큰 그룹은 Figure 10과 같이 Yassin A. Hassan(Texas A&M University)와 Elia Merzari(Argonne 

Nat. Lab.)가 연결된 그룹으로 Texas A&M University와 Argonne Nat. Lab., Kairos Power LL 등의 16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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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Yassin A. Hassan(Texas A&M University)와 Elia Merzari(Argonne Nat. Lab.) 연결그룹

(2017년~2019년, Spring Layout)

3번째로 큰 그룹을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룹은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소속의 Masaharu Uchiumi와

Satoshi Kawasaki, 그리고 Yuka Iga(Tohoku University)가 연결된 그룹으로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 Tohoku 

University 등의 연구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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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asaharu Uchium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 Satoshi Kawasak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Yuka Iga(Tohoku University) 연결그룹

4번째로 큰 그룹은 Figure 12와 같이 Beihang University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으로 Xiaofeng Sun(Beihang University)을 

중심으로 14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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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Xiaofeng Sun(Beihang University) 중심그룹

그리고 5번째로 큰 그룹은 Figure 13과 같이 Hua Liu(Shanghai Jiao Tong University)를 중심으로 Sichuan University와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University of Sheffield, China Ship Scientific Research Center 소속인 12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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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Hua Liu(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중심그룹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4와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Centrality

는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 한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 중심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러 논문과 

다른 연구자와의 연결 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제일 큰 그룹(Figure 9)의 중심 연구자였던 F. Stern(University of Iowa)과 Jiandong Yang(Wuhan 

University)이 제일 중심에 있으며, 그 다음 가까운 위치에 Fu Chen(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Guihui Ma(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Jianyang Yu(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M. Visonneau(Ecole Centrale de Nantes), Yassin 

A. Hassan(Texas A&M University), Zhengwei Wang(Tsinghua University), Angelo Cervone(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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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공저자 Degree Centrality (2017년~2019년)

Table 6은 공저 논문 수 3편 이상의 연구자 리스트이다. 공저 논문의 순위와 Figure 14의 중심도 결과가 크게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Degree Centrality는 공저 논문 수와 함께 다른 연구자와의 공저 관계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저 논문의 수가 

3편 이상인 연구자가 40명으로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에 중심도의 결과는 공저 논문 수보다는 같이 연결된 공저 연구자의 연결 

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1

Fu Chen(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4

2

Giovanni Pace(Sitael S.P.A) 3

Guihui Ma(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4 Ji Pei(Jiangsu University) 3

Jiandong Yang(Wuhan University) 4 Jin-Yuan Qian(Zhejiang University) 3

Jianyang Yu(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4 Luca D'Agostino(University of Pisa) 3

Lei Tan(Tsinghua University) 4 Mark Francis Tachie(University of Manitoba) 3

Michel J. Cervantes(Lulea University of 
Technology) 

4
Masaharu Uchium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3

Samir Ziada(McMaster University) 4 Ning Zhang(McNeese State University) 3

Table 5. 공저자 빈도수 순위(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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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연구자 네트워크

연도별 중심도 분석과 가장 큰 연구 그룹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5~20과 같다. 2017년의 Degree Centrality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연구자는 Figure 15와 같이 F. Stern(University of Iowa)으로 나타났으며, 제일 큰 연구그룹 또한 Figure 16과 

같이 F. Stern(University of Iowa)을 중심으로 17명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15. 공저자 Degree Centrality (2017년)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T. Lee(McGill University) 4
Peter F. Pelz(Technical University 
Darmstadt) 

3

Yassin A. Hassan(Texas A&M University) 4 Romuald Skoda(Ruhr University Bochum) 3

2

Abhay Patil(Texas A&M University) 3 Ruzbeh Hadavandi(Sitael S.P.A) 3

Ahmad Nourbakhsh(University of Tehran) 3 Sebastien Houde(Laval University) 3

Alexandrina Untaroiu(Virginia Tech) 3
Seyed Sobhan Aleyasin(University of 
Manitoba) 

3

Amir H. Azimi(Lakehead University) 3 Shouqi Yuan(Jiangsu University) 3

Angelo Pasini(University of Pisa) 3 Xiao Chen(The University of Adelaide) 3

C. Y. Wang(Michigan State University) 3 Xiaofeng Sun(Beihang University) 3

Claire Deschenes(Laval University) 3 Yuka Iga(Tohoku University) 3

Dario Valentini(Sitael S.P.A) 3 Zhao F. Tian(The University of Adelaide) 3

Eduard Amromin(Mechmath Llc) 3 Zhengwei Wang(Tsinghua University) 3

Elia Merzari(Argonne Nat. Lab.) 3 Zhi-Jiang Jin(Zhejiang University) 3

Francois Avellan(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3 Zhi-Xin Gao(Zhejiang Univers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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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2017년도 제 1그룹(2017년, Spring Layout)

2018년의 Degree Centrality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연구자는 Masaharu Uchium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로 

나타났으며, 제일 큰 연구그룹 또한 Masaharu Uchium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를 중심으로 한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Tohoku University소속의 11명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17. 공저자 Degree Centrality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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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2018년도 제 1그룹(2018년, Spring Layout)

2019년의 Degree Centrality에서는 Jiandong Yang(Wuhan University), Zhongdong Qian(Wuhan University), Jianfeng 

You(Wuhan University), Linsheng Xia(Wuhan University), Zhengwei Wang(Tsinghua University), Yongguang 

Cheng(Wuhan University)의 6명의 연구자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제일 큰 연구그룹 이들 중 Zhengwei Wang(Tsinghua 

University)을 중심으로 한 Universitat Politecnica de Catalunya, Alstom hydor Espana,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Roorkee College of Engineering소속의 10명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19. 공저자 Degree Centrality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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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2019년도 제 1그룹(2019년, Spring Layout)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서 2019년의 연도별로 중심연구자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연도별 중심 연구자 (소속)

2017년 F. Stern(University of Iowa)

2018년 Masaharu Uchium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2019년

Zhengwei Wang(Tsinghua University), Jiandong Yang(Wuhan University), Zhongdong Qian(Wuhan 

University), Jianfeng You(Wuhan University), Linsheng Xia(Wuhan University) Yongguang 

Cheng(Wuhan University)

Table 6. 연도별 중심 연구자(2017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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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 연구자 정보

1. F. Stern(University of Iowa): https://scholar.google.com/citations?user=5G6Di9YAAAAJ&hl=en

2. Masaharu Uchiumi(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https://researchmap.jp/read0136608/?lang=english

3. Zhengwei Wang(Tsinghua University):

   https://www.researchgate.net/scientific-contributions/2006005509_Zhengwei_Wang 

4. Jiandong Yang(Wuhan University): https://www.researchgate.net/scientific-contributions/2069803440_Jiandong_Yang 

5. Zhongdong Qian(Wuhan University): 

http://swrh.whu.edu.cn/en_home/people/Faculty/Dept-of-Agricultural-Water-Resources-Engineering/2016-12

-27/311.html 

6. Jianfeng You(Wuhan University) :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You_Jianfeng

7. Linsheng Xia(Wuhan University) : https://publons.com/researcher/1500042/linsheng-xia/

8. Yongguang Cheng(Wuhan University):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Yongguang_Cheng

4) 기관-키워드 분석(2MODE)

논문 주 저자의 소속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시각화한 그림은 Figure 

21이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 이하의 연결 관계를 제외한(Link Reduction 1) 한 결과를 Figure 22에 나타내었다.

Figure 21.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9년, 2-MODE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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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9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Figure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Fluids Engineering 분야에서 기관으로는 Texas A&M University가장 많은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McMaster University,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기관에서 어떤 키워드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지 각각 살펴 보면 Texas 

A&M University에서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urbulence, Jets, Flow Dynamics, Turbomachines, Pressure Drop, 

Channel, RANS Simulations, Pumps, Turbulence Modeling, Pipe Flows, Reynolds Number, Fluid Mechanics, Measurement 

Techniques, Duct, Fluid-Structure Interaction”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왔으며,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에서는 

“Unsteady Flows, Pipe Flows, Channel, Vortices, Complex Flows, Aerodynamics, Flow Dynamics,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essure, Duct, Compressors” 등의 키워드가, McMaster University에서는 “Fluid-Structure Interaction, 

Boundary Layers, Cavity Flows, Duct, Pipe Flows, Free Shear Layers, Channel, Vortices, Acoustics, PIV” 등의 키워드가,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 Aerodynamics, Vortices, 

Multiphase Flows, Hydrodynamics, Films, Aerodynamics” 등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과 연계되어 높게 

나오는 키워드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s” 등으로 나타났다. 3년간 주요 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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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키워드

Texas A&M 
Universit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urbulence, Jets, Flow Dynamics, Turbomachines, Pressure 
Drop, Channel, RANS Simulations, Pumps, Turbulence Modeling, Pipe Flows, Reynolds 
Number, Fluid Mechanics, Measurement Techniques, Duct, Fluid-Structure Interaction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Unsteady Flows, Pipe Floes, Channel, Vortices, Complex Flows, Aerodynamics, Flow 
Dynamics.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essure, Duct, Compressors

McMaster University
Fluid-Structure Interaction, Boundary Layers, Cavity Floes, Duct, Pipe Flows, 
Free Shear Layers, Channel, Vortices, Acoustics, PIV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 Aerodynamics, Vortices, Multiphase Floes, 
Hydrodynamics, Films, Aerodynamics

Table 7. 3년간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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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SME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은 45개 국가에서 투고한 510편이다. 3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는 미국이 115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103편, 캐나다가 45편, 인도가 39편, 

이란이 22편, 영국이 19편, 독일이 1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를 보면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 가 가장 많은 수인 1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에서 각각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뒤를 Beihang 

University,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Xi'an Jiao Tong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가 각각 6편의 논문으로 

쫓고 있다. 한국에서는 KIST,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동아대학교, 두산중공업, 인하대학교, 

광주과기원에서 각각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3년간 논문에 나타난 전체 키워드는 중복을 제외하고 504개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68개, 2018년에는 69개, 2019년에는 

490개로 2019년도에 키워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s, 

Turbulence, Vortices”의 빈도가 높게 나오며 다른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전체의 빈도 순위를 

보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steady Flows, Turbulence, Vortices, Pumps, Flow Dynamics, Turbomachines” 

의 빈도수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2017~2019년)까지 키워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와 “Unsteady Flows”가 2017년과 2018년

에 1번째와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도에는 4번째와 20번째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annel, Duct, Pipe 

Flows”의 경우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차츰 순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9년에는 2년간 없었던 “Flow Dynamics”

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Turbulence, Pressure, Cavitation” 등이 2019년에 많이 상승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키워드들의 중심도(Degree Centrality)를 살펴보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중심으로 Flow Dynamics, Turbulence가 

2번째로 중심에 가까운 원에 있으며, Unsteady Flow, Vortices가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중심에 비교적 

가까이 나타나는 키워드로 Pumps, Boundary Layers, Cavitation, Channel, Duct, Hydrodynamics, Pipe flows, Pressure, 

Turbomachines 등이 있다.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연구자 그룹 중 좌측 상단의 가장 큰 그룹은 F. Stern(University of Iowa)과 M. Visonneau 

(Ecole Centrals de Nantes)의 두 연구자의 연결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University of Iowa, IHEEA, CNRS/ECN, Ecole Centrals 

de Nantes 등의 22명의 여러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해보면 위에서 제일 큰 그룹의 중심 연구자였던 

F. Stern(University of Iowa)과 Jiandong Yang(Wuhan University)이 제일 중심에 있으며, 그 다음 가까운 위치에 Fu 

Chen(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Guihui Ma(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Jianyang Yu(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M. Visonneau(Ecole Centrale de Nantes), Yassin A. Hassan(Texas A&M University), Zhengwei Wang 

(Tsinghua University), Angelo Cervone(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문 주 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나타내 보면, Fluids Engineering 

분야에서 기관으로는 Texas A&M University가 가장 많은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McMaster University,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 비중이 높은 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Texas A&M 

University에서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urbulence, Jets, Flow Dynamics, Turbomachines, Pressure Drop, 

Channel, RANS Simulations, Pumps, Turbulence modeling, Pipe Flows, Reynolds Number, Fluid Mechanics, Measurement 

Techniques, Duct, Fluid-structure Interaction” 등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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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rview (기계·건설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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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등을 담아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민범기 교수(KAIST 기계공학부)

는 광학적인 시공간 경계를 이용해 빛의 색과 위상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비선형 물질을 이용한 기

존의 주파수 변환에서 벗어나 주로 개념으로만 진행되던 시공

간 경계에서의 선형 주파수 변환에 관한 연구를 광학 물질을 

이용해 실현 및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자연계에서 보기 힘든 광학적 현상들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공적인 물질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주어진 여러 자연계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빛이 

공기 중을 통과하고, 유리로 이루어진 물질도 통과하고, 반도체

도 통과하면서 빛이 그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광학적 물질은 보통 자연계 물질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적인 구조들로 빛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빛이 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한 

구조적인 물질을 메타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에 

대해 자세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비선형 광학 현상은 빛 주파수 변환 소자의 핵심이라고 하는

데요. 빛을 이용한 정밀측정과 통신기술에 유용하게 이용된

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보통 빛의 세기가 약하면 자연계 물질들은 선형적인 응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 매질을 투과하

고 지나 나가는 빛은 빨간색입니다. 빛의 세기가 강해지더라도 

빛과 상호 작용하는 물질 자체가 빛의 주파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물질 자체를 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이 광학적 비선형성을 가진다

면, 특히, 빛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는 빛의 주파수 변환

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강한 레이저빔

이 물질과 반응을 할 때 물질이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질이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되면 빨간색의 빛

이 훨씬 짧은 파장의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선형적 광학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 특수 미세 금속 구조를 반도체 표면 위에 제작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자유도를 갖는 시공간 경계를 개발하셨다고 하는

데요.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과 시공간 경계를 이용한 

주파수 변환은, 주파수 변환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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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비선형 물질을 이용할 때 주파수들이 변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다른 주파수를 갖는 두 개의 레이저 빛을 이차 비선형성을 

가지는 물질에 입사시키면, 그것들이 합쳐진 주파수의 빛이 나

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비선형 현상의 관측은 굉장히 실용화, 상용

화로 이어졌으며, 우리가 많이 보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들

은 아닐지라도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연구는 특별한 시공간 경계구

조를 만들고, 시공간 경계구조를 이용하여 빛의 선형적 주파수 

변환을 보였다는 게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과는 

다른 점인데요. 사실 이에 관한 이론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 같지만 1960년대 초반에 선도적인 연구

자들이 이론적으로 시간 경계하고 빛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관해 연구를 했었어요.

공간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간경계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빛이 공기 중에서 전파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유리로 된 창문에 입사되었어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공기의 광학적 특성과 유리의 광학적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를 공간적 경계라고 합니다. 빛이 약간 

각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스넬의 법칙(Snell's law)에 의해서 

빛의 진행 방향이 공간적 경계에서 바뀌는 것은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공기와 유리간의 경계를 공간적 경계라고 합니다. 

광학적 물성이 공간적으로 딱 경계가 지어지면 이걸 공간적 

경계라고 합니다.

시간적 경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유리의 굴절

률이 n1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유리의 굴절률이 

n2라는 다른 값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되면, 그 특정한 시간에 

그 광학적 물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시간적 경계라고 부릅

니다.

시공간적 경계라는 것은 시간적인 경계도 있으면서 공간적인 

경계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질로 입사되어 들어

올 때 공간적 경계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에 더해 빛이 물질을 

지나가는 도중 그 물질의 물성이 시간적으로도 갑자기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간적 경계라고 합니다. 각각, 

Temporal Boundary(시간적 경계), Spatial Boundary(공간적 

경계)라고 일컫습니다.

시간적인 경계를 빛이 지나갈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이론적으로 연구가 됐

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시간적인 경계면을 제대로 잘 디자인

된 실험 환경에서 구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 실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기존의 

이론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선형적인 광학 매질에서 

시간 경계면이 존재하는 경우 그 빛의 주파수가 변화할 수 있다

는 거였어요. 시간경계면을 지나갈 때 빛의 주파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가장 초기 이론적인 연구가 발표되고 

몇 년 뒤에 레이저가 개발됐습니다. 레이저가 개발되면서 강한 

세기의 빛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강한 세기

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비선형 현상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따라서 그 이후 비선형 물질에서 빛의 주파수 변환이 굉장

히 연구가 잘 되었습니다.

비선형 광학이란 분야는 엄청나게 큰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

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비선형 광학 분야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심지어는 상용화 그리

고 실용화까지 연결된 겁니다. 하지만 시간경계를 이용한 주파

수 변환이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구현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다양한 가능성과 레이저의 개발에 힘입어 비선형광

학이란 분야는 계속해서 커간 거구요. 시간 경계를 이용한 광학 

분야는 오히려 실현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없으

니까 1960~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연구되어오다가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야 기술이 많이 개발되

어 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광학적 물성을 바꾸는 것들이 좀 

쉬워지면서 다시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경을 넘어서부터 

다시 시간 경계와 빛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경계와 빛의 상호작용을 실험적으로 보이려면 그에 맞는 

실험적인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플랫폼

들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메타물질은 

그 장점이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광학적 특성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이러한 메타물질 플랫폼에서 시공간 

경계를 구현함으로써 변환된 빛의 주파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 변환된 주파수 빛의 위상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등, 메타물질을 시간 경계의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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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간 경계를 이용한 빛의 선형 주파수 변환 기술이 왜 

일어나는가요?

더 근원적으로 가면 공간적 경계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빛의 에너지는 빛의 주파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빛

을 광자로 설명을 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하바와 오메가(Ω)의 

곱으로 나타내지거든요. 여기서 하바는 플랑크상수(Planck 

Constant)를 2π로 나눈 것이고, 오메가(Ω)는 빛의 각주파수

(Angular Frequency)를 의미합니다. 빛의 주파수하고 결국 

에너지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건데 빛이 공간적 경계면을 지나

갈 때에는 빛의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빛의 운동량

(Momentum)은 보존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간 경계면 방향의 빛의 운동량은 보존

이 되지만 공간 경계면과 수직한 방향의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경계면에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현

상이 일어납니다. 시간적 경계면을 빛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시간

적 경계면에서는 빛의 운동량은 보존 되지만 빛의 오메가, 즉 

각주파수는 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는 어떤 물리적 시스템

의 대칭성(Symmetry)과 보존량의 관계에서 오는 보다 근원적

인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5.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보다

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주파수 변환 

방법도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

이구요. 비선형 주파수 변환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단점도 많지

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충분히 

원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소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 선형 주파수 변환 기술이 가진 장단점을 비선형주파수 기술

이 가진 장단점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기술은 매우 오랫동안 굉장

히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비선형 효과라는 것도 더 구체적으

로는 2차 비선형 효과, 3차 비선형 효과 등이 있고, 이를 이용하

여 다양한 주파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질문을 해보면 비선형 주파수 변환을 위해 강한 

레이저빔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강한 

레이저빔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서 강한 빛 혹은 전자기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러한 비선형성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 자체가 굉

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시간경계면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약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요. 시간 경계면을 이용하는 경우, 빛의 세기가 굉장히 약한 

광원들을 가지고도 빛을 다른 주파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시간경계면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서 

갑작스럽게 매질의 광학적 물성이 변하는 것이고, 빛이 그 시간 

근처에서 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때 주파수 변환된 빛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주파수 변환기술은 그 짧은 타이밍에서

만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주파수 

변환된 빛을 생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

7.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거 같은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소자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소자를 제작

하고 측정하면서 하려고 했던 실험이 이 실험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시작한 게 아니죠. 소자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나오지가 않았고, 전혀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그때부터 생



2019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50

각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작년 말이지만 처음에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기 시작한건 대략 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다른 

현상을 보려고 소자를 만들긴 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물질의 광학적 특성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시간 경계면을 보일 

수 있는 소자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소자를 만들고 실험을 하는

데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

만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지금은 이 현상에 대한 이해

가 명확히 되고 논문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한 1년 정도는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몰라서 꽤 많이 헤맸

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차근차근 뒤로 가면서 찾아보니 좀 전에 

말씀 드렸던 1960년대 논문들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차차 저희가 하던 실험에 대한 이해

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생긴 이후,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다음 우리가 

소자를 어떻게 만들면 조금 더 높은 자유도의 주파수 변환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려 

수행한 연구였습니다.

8. 이 기술에 대한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다 전부 이론적인 연구들이었습니다.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것 같고, 처음 

이론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었을 때 당시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비선형 광학이 급속도로 발달

한 것도 시간 경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구동향은 1960년대 이후에 연구가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거의 연구의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후, 2000년, 2010

년대부터 몇몇 연구자가 다시 이에 관한 이론 연구를 하기 시작

했어요.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그 연구를 거의 똑같이 재해석

하면서 새로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정도를 넘어서

부터 국외에서 소수의 대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현재 굉장히 초기 연구 단계입니다. 

저희가 선형 주파수 변환을 위한 플랫폼을 시공간 경계 메타

물질을 만들어서 구현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자유롭

게 만드는 것이 현재에도 좀 힘들어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

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희 

분야 자체가 좀 좁은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분야 자체가 광학이

라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국내

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 혼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간 경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재밌는 물리적인 현상과 재밌는 소자들의 개발로 이어

졌습니다. 

가장 간단한 공간 경계 소자의 예를 들면, 공간경계를 반복해

서 만드는 것입니다. 굴절률로 말씀을 드릴게요. 굴절률이 n1인 

물질이 있고, 그 위에 굴절률이 n2인 물질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굴절률이 n1인 물질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n2인 물질을 

올리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쌓게 되면 광자에 대하여 밴드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광자에 대한 밴드 갭(Band Gap)을 구현할 수 있습

니다. 밴드라는 개념은 사실은 고체물리에서 생긴 것으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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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

지와 운동량의 값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체에서의 밴드 구조와 밴드 갭을 모사해서 광학에서

도 서로 다른 광학적인 물질을 주기적으로 쌓음으로써 광결정

(Photonic Crystal)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고체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광학적인 결정(Photonic Crystal)인 것이

죠.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광결정(Photonic Crystal)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결정을 잘 이용하는 경우, 빛의 에너

지 축에서 밴드 갭이 열리고 다양한 소자들의 제작에 그 밴드 

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밴드 갭을 이용해서 다양

한 광소자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이 관측이 됐

는데요. 저는 시간적인 경계면을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함으로

써 다른 현상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결과는 지금도 알려

져 있습니다. 심지어 1960년대부터 알려진 이론인데요. 

시간영역에서 시간 경계면이 주기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광자

에 대해서 운동량 축에서 밴드 갭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운동량 밴드 갭을 가지는 새로운 광학적 매질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매질을 만들 수 있다면 광결정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효과들

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운동량 

밴드 갭 사이에서 존재하는 빛은 그 세기의 증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밴드 갭의 경우, 밴드 갭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갖는 빛은 그 물질 안에서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운동량 밴드 갭 물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

는 것이 오히려 그 밴드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

는 빛의 세기가 증폭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실험적으

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0.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본인의 관심사나 적성이 맞지 않

을지라도, 인공지능 분야가 뜨는 추세에 맞춰 전자과 혹은 전산

과 가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겠다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년 조금 넘게 연구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분야가 

뜨고 어떤 분야가 지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쓸데가 없고, 혹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상황만 봐서는 모른다는 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너무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내

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 분야가 뜨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휩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미 뜬 상태에서 그 분야에 들어갔을 땐 

이미 늦어요. 그 분야의 혜택을 받는 세대는, 그 이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분야의 초기 단계였을 때 이미 그 분야에 들어

가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분야에 상관없이, 내가 이

걸 몰라서 내가 궁금해서 내가 파서 내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재밌는 것을 깊이 파다보면 비록 작은 분야일

지라도 그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 연구를 하되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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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업계가 근본적인 해

결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

음 저감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트에 자체 개발한 자재나, 

층별 설계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특화 설계를 적용시키고 있는

데요.

벽식 구조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실제로는 작은 면적의 실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바닥 이외의 부재에서 전달되는 소음의 기여율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닥에만 집중한 현재의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전

달경로 분석 및 층간소음 저감 구조의 개발 연구를 하신 서울대

학교 건축공학과 이현수 교수님이십니다. 

1. 교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연구실은 1980년 김문한 교수님이 설립하신 이래로 건

설시공기술 및 건설경영(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CM이라는 분야가 건설현장 및 건

축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화, 효율성, 

경제성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

니다.

인터뷰의 주 대상인 층간소음 연구는 일견 건축 환경 분야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바닥 충격음은 건축물의 진동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측면에서 

구조 분야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라는 

건축유형은 다른 건축유형보다 경제성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층간소음의 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차음성

능을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달성하는 일종의 최적화 문제로 바

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의 시각으로, 시공성을 고려해서 

층간소음의 문제를 다루어보자는 것이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 바닥 충격음에 대한 

최저 성능 기준으로 경량 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을 만족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바닥 충격음에 대한 부재별 영향 정도를 파악하셨다고 들었

습니다. 부재별 영향 정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닥 충격음에 의한 피해는 소음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주변 구조물이 충격원(이웃집)에 의해 떨리고, 이것이 피해자

가 있는 공간의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

조를 통한 전달 중 충격이 직접 가해진 구조체를 통한 전달을 

직접전달(Direct transmission)이라고 하고 이외의 구조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간접전달(Flanking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위층의 소음이 아래층으로 들리는 현상 대부분은 

직접전달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위층에서의 소음 때문에 발생할 만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존 연구가 이 직접전

달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질문에 언급하신 최저 성능 

기준 역시 이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전체 민원의 약 20% 정도는 

위층에서의 소음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전달에 의한 비중도 관측해 볼 목적으로 부재별 

영향 정도를 파악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재별 영향 정도는 

아파트의 한 방을 기준으로 실을 둘러싼 각 면의 진동을 측정하

고, 비교하는 시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바닥 충격음 실험을 통해서 충격원의 위치 및 질량에 

따라 각 부재가 어떤 진동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셨다고 하

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측정현장은 송도 F16-1블록 포스코 현장에서 진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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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최종마감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포스코 현장에

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측정은 표준 중량충격원인 뱅머신을 

통해 아파트의 한 세대 거실의 다섯 지점을 타격하고, 위아래로 

두 세대의 거실과 3개의 방에서 진동과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실별로 둘러싼 바닥, 벽, 천장 6면에 진동 가속도계를, 실 중앙

의 마이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실제 아파트는 단일 

소재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결과는 부위별, 단열재 설

치 여부, 주요소재, 내력벽 여부 등으로 분류해서 각 분류별로 

진동량(Overall Amplitude, OA)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

했습니다.

분석결과, 부위별 진동량의 크기가 바닥>천장≈벽으로 나타

났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천장과 바닥은 같은 슬래

브임에도 바닥이 크게 진동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의 바닥은 직접전달을 효과적으로 감쇠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진 

뜬 바닥 구조의 형태로 시공됩니다. 

그런데 간접전달의 측면에서는 이 형태는 골조보다 상대적으

로 가벼우므로 실내 소음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정리하면, 실의 소음은 뜬 바닥층, 비내력벽 등 상

대적으로 가벼운 부재들의 진동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개발 중이신 층간소음 저감구조의 Prototype제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뜬 바닥 구조처럼 진동 감쇠에 초점을 

둔 마감재를 벽, 바닥, 천장에 적용하고, 이 조합에 따른 저감량

을 제시해 주는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공성을 

고려해서 타 공정에 독립적으로 시공 가능한 건식공법으로 개

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는 리모델링에서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 측정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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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음저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

다. 건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고중량의 기존 뜬 바닥 구조도 

충격 진동의 간접전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직접전달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뜬 바닥 구조보

다는 효과적인 이중건식바닥구조 형태를, 간접전달에 대한 대

응으로 골조로의 접근법, 두 가지의 조합을 연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 연구하시는 층간소음 저감구조가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역

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예산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현

재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아파트는 타 건축유형보다도 경제성에 굉장히 민감한 건축유

형입니다. 현재의 뜬 바닥 구조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이유 

역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최적화가 이루어

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는 

형태는 당연히 공사비 측면에서 건설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진은 바닥구조에 있어서 기존 습식공법을 

건식공법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한 공기 단축 효과를 분석함으

로써 건설사가 감당 가능한 초기공사비 증가분이 얼마나 될지

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습식바닥공

법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오면서 공정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최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법 변화를 통한 공기 단축

이 아니라 TACT와 같은 공정관리 측면에서의 공기 단축 기법

과 함께 고려해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대림산업(e편한세상) 건설사는 바닥 차음재를 자체 개발해 

신규아파트에 적용하고, 포스코는 바닥 판의 진동에너지 흡

수능력(방진 성능)을 개발해 층간소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의 연구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대림산업의 경우는 기존 습식공법에서 개선된 바닥 차음재를 

사용하는 대신 기포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건설의 경우 강재의 지지대를 활용해서 차음성능을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저희의 연구와 비슷하지만, 기존 습식공법

처럼 마감모르타르를 사용한 반건식의 형태입니다.

저희의 개발하는 방향인 완전 건식바닥구조는 기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사비 역시 장

애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시공 등을 통해 하자발생 

가능성, 시방서의 개선 등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한 완전 건식 바닥공법은 교체·수

선·철거의 용이성에 따른 리모델링 혹은 아파트의 장수명화 등

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층간소음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큰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층간소음 

관련 국내외 동향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의 확산 및 도시화와 함께 대두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연구의 시발점은 도시화가 빠르

게 이루어진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

니다. 

그런데 바닥 충격음 중에서도 중량충격음의 문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한국, 일본 등 동양 문화권에서 먼저 제기되었습

니다. 주거환경의 질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서구에서

도 최근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

동주택 주거비율이 높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차음 수

준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의 입장에

서는 힘든 문제지만,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는 역설적으

로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를 계속한다면 건축 산업의 측면에서 한국

이 기술을 선도하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8. 현재 연구 외에도 중·고층 모듈러 건축 운송 및 현장시공 

효율화 기술개발도 연구하시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

니다.

중·고층 모듈러 건축공법 기술개발 연구 역시 장기적인 시각

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듈러 건축

공법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활용의 폭이 넓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층 

건축물을 모듈러로 시공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건설 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모듈러 건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층 모듈러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

니다. 여러 세부로 나뉘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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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 중 중 고층형 모듈러 건축물 양중 및 설치 프로세스

를 개발하고, 현장관리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세부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설치 순위 및 양중 장비 선정 방안 

등의 모듈러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장관리 운영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모듈러 프로젝트 

비용 예측 및 프로젝트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 최적의 

모듈러 시공 프로세스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 교수님께서 2005년 계층적 공간정보 및 작업공종 정보를 

이용한 공정표 자동작성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계시는

데요. 어떤 연구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CM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인 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진행

했던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공정관리는 공정

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공정표 작성을 위해서는 

작업 간의 선·후행 관계, 그리고 작업의 공간의존도 등을 고려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표를 작성

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비용의 문제를 줄이고자 작업 간의 계층

정보(Work Hierarchy)와 작업의 공간적 계층정보(Space 

Hierarchy)를 관계를 미리 입력해 놓음으로써 공사 관리에 필

요한 작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공정표 작성이 자동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구현한 특허입니다.

10.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

리겠습니다.

경영 분야의 유명한 격언 중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If you can not measure, you can not 

manage). 

최근의 4차 산업 혁명,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건설 현장이나 건축물에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무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데이터에서 출발

하는 저희 CM 분야가 다룰 영역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서는 영역 간 경계를 넘어서 상상하는 통합적 사고가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건축의 영역을 벗어난 것처럼 생각될 정도

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분야에만 

본인의 관심사를 가둬두지 마시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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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에서 10∼20%를 차지하는 토공사는 전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차지합니다. 현재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시스템 도입만으로 건설장비의 협업을 높이고, 실시간 상

태파악도 가능한대요. 유류측정과 유휴장비파악, 최단경로 제

공을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연료비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보게 될 서종원(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님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ICT

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개발’�연구의 

연구단장으로서 연구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

니다.

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국토교통부 지원 대형 국책과제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다

수의 건설장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데요. 

건설 관제센터에서는 다수의 건설 중장비의 운영(Operation)

을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했습

니다.

2. 토공사의 기획·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첨단 ICT기술 (드

론, 3D디지털 BIM설계 기술 등)을 융합한 모든 정보를 초연

결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일의 진행순서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드론 혹은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광역의 현장을 

스캔을 한 후 3차원 디지털 형상모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지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모양이 3차원적으로 만들

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3차원 설계정보, 즉, 공사가 끝나고 만

들어지게 되는 모양과 시설물의 정보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생긴 지반이 깎이고 쌓여서 목적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가면

서 어떤 순차로 어떤 장비가 투입이 되서 일을 마치는 게 좋을지 

AI를 써서 작업순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작업 정보를 중장비에 부착돼있는 네비

게이터에 전송을 해서 그 네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작업명령이라

고 하죠. 작업명령을 작업 운영자(Operator)오퍼레이터는 인

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구요 

예전에는 중장비 주변에서 일하는 보조 인력이 측량작업을 

하기 위해 장비가 쉬고 측량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측량작업으로 인한 보조 인력들의 안

전사고도 많이 생겼습니다. 

첨단 ICT 시스템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작업생산성을 30%이상 올릴 수가 있었고요.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지반에 

디지털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ICT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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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어, 순환단계를 가지고, 계속해

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 매우 편리한 기술입니다.

3. 전 분야에 걸쳐서 스마트 건설 기법이 많이 출현이 되고 활용

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건설 기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기술

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정의를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렸습니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과 현재 나온 4차 산업과 연관

된 기술을 병합한 건설에 관련된 기술을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

고 하구요.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잘 아시듯이 인공지능(AI), 그리고 

빅데이터를 포함하여 IoT, 드론, 그리고 굴삭기의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의한 최적의 판단을 가진 주행 등의 기술이 접합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이 우리 연구센터에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최근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송 피드백하는 MMI(Man-Machine interface) 

기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MMI 기술은 Man-Machine interface라고 지칭이 되는데요. 

건설 중장비 네비게이터 화면을 MM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비 네비게이터는 당연히 차량주행 네비게이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부 주행 부분도 담당 하지만, 중장비 네비게이터는 

중장비의 정확한 자세 및 위치, 중장비가 수행해야 할 일을 실시

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장비 오퍼레

이터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 내가 10cm 혹은 1m를 더 굴삭을 

해야 되겠다. 더 쌓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화면을 보면서 판단

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측량 작업이 필요 없이 진행이 되는데, 마치 장비 자체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측량을 진행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 

손으로 수행이 되었던 장비 주변의 측량작업을 없애는 기술이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5. 정확한 3차원 측량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측량 오차를 줄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시공오류와 과굴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에는 GPS가 부착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차량 주행에 쓰는 GPS는 사실 몇 m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본 중장비에 쓰이는 고정밀 GPS는 여러 가지 기술

적인 것을 해결해서 장비 오차가 2cm이내까지 들어오게 되는 

기술입니다. 

지반 형상을 드론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 지반 형성 

부분도 매우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과 보정 작업을 거쳐서 유사하게 2cm 혹은 3cm 정도의 정확도

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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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직접 적용을 해보셨는지 궁금

합니다.

본 연구센터 연구과제 자체가 실용화의 목적을 가지고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과제를 끝내면서 실제현장에 투입이 돼서 성과

를 내야 되는 게 저희 숙제였고요. 

실제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있었던 1,000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는 대규모 토공현장에 투입이 되었

습니다.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 현장에도 적용 

되어 성과를 냈습니다.

7.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시스템이 진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제주도 JDC 제주개발공사 아파트 현장 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활용이 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목적이 아닌 실제현장에 

투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에 대한 어려움

을 해결을 해서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이 처음으로 투입된 거

였었는데요. 그때 토공사를 진행 중에 원래 지반조사에서는 토

사로 조사가 되는데, 흙을 파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양의 암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암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장비도 바뀌어야 되고, 흙을 파는 거 등.

 암을 깨는 장비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선 또 공사를 진행

을 함에 있어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이 부분을 발주

처한테 잘 설명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 측은 이 정도의 흙이 

사실상 흙이 아니라 암반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암에 대한 정확한 사이

즈라든지 어떤 물량을 측정을 해서 디지털 증거를 만들었습니

다. 작업계획도 새로 세우고, 장비도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었으

며, 그 디지털 증거정보가 발주처에게 저희가 기성이라 표현 

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토사가 아니라 암반에 대한 

일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기성을 

넣어 매우 순조롭게, 발주처와 건설사 측이 서로 문제없이 동의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공사 생산성하고 또 다른 문제가 인데요. 디지털 정보가 주는 

어떤 신뢰로 인해서 공사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8. 경기도 고양시 관로공사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로공사는 특성상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공사는 미세하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자세히 측량

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변에서 

일하는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저희 기술이 들어가니까 장비 자체가 관로공사 바

닥에 대한 높이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투입되는 보조 인력을 3명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기술로 봤을 때 생산성을 30 %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50∼100%까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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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스템이 현장에 도입이 되면 회사 측에서는 믿어도 되는지 

안 믿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항상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실제 현장

에 투입되면 평소 가지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저희 기술도 마찬

가지로 그런 일을 겪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공사경우 대규모 택지를 개발을 해서 

추후 그 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을 합니

다. 보통 하나의 택지 현장이 45만평정도 되는데요. 

광역의 현장에 일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저희 

기술도 투입이 되고요. 건설회사 측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기술에 대한 입증자료를 읽긴 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장비

의 드론 측량결과가 맞는지에 대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건설회사 직원들이 나와 저희가 작업한 것을 

따로 측량을 하고, 검증을 하여 생산성이 더 늦어졌는데요. 

일단 검증이 끝나면 건설회사측에서 100프로 신뢰를 얻습니

다. 건설회사 직원 분들도 현장에 거의 나오시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확도에 대한 의구심, 더불어 원가 절감에 대

한 의구심이 매우 큽니다. 신기술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추가적

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추가되는 

비용보다 뭔가 더 실제 공사현장에서 원가가 절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데요. 

정확도에 대한 검증처럼 바로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부분이 매우 

힘듭니다.

이런 힘든 부분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단위 물량(m3)당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절감(save)이 됩니다.”라고 설득력이 있게 제시

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저희가 가만히 있어

도 회사에서 먼저 문의를 해오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데요. 수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좋은 결과

물을 내겠다는 제안을 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10.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건설 기술 격차가 6년 이상 벌어

진 만큼 대형 건설사라고 해도 스마트 건설수준이 대체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한국에 비해 스마트 건설에 대하여 국내외 동

향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민간기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개발이 되었기에 민간회

사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자기네들끼리 영업을 통해 아주 공격

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 점에서 

선점을 하였고,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경우는 저희랑 유사한 걸음을 걸었는데요. 일본은 국토

교통성이라고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I-construction이라는 국토교통성의 브랜드를 가

지고, 이 기술을 만들어 냈어요. 

사실상 저희 연구단에서 만들어낸 기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일본 대비 어떤 부분은 저희 기술이 더 빠르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따라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 시스템은 하나의 디바이스로 나오고, 하나의 소프

트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연계되어 엮여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는 거의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현재연구 외에도 토공사를 위한 디지털-트윈 프레임워크도 

연구하시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트윈이라고 하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사가 수행

되는 것이 똑같은 트윈, 실제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동일하게 

모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지반 모델이 어떤 식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지를 

디지털 만들어보고, 똑같은 트윈을 현장에서 재현해낸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기술 대비 트윈 개념

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더 디지털 계획이 정교하고 같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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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형태의 기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 교수님께서 1999년도∼2001년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도로 엔지니어로 재직하셨던데요. 세계적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하셨으며, 취업과정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도입니다. 사실 왜 건설이고 

토목인지. 지금의 ICT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전공과 약

간 동떨어지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도 토목건설기술, 토목정보기술이 그 안

에 포함되는 겁니다.

미국의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라고 미

국의 도로공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민간기업인 

CH2M Hill이라는 데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박사과정 논문이 3차원 모델작성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99년

도 당시 90년도 후반엔 미국에서 도로설계가 2차원에서 3차원

화로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석·박사 논문이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기술로 통

용되는 흔하게 건설인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기술인데

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드물게 3차원 분야로 일을 했습니다. 

3차원 모델링 및 처리에 대한 제 지식과 기반이 미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게 했었고, 그 경력으로 기술개발에까지 연결이 

되어 디지털-트윈을 만들고, 디지털 건설 프로세스, 디지털 건

설관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BIM부분은 토목, 건축, 엔지니어 할 것 없이 그 부분

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습득해야하는 

것을 학생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13. 교수님께선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을 때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재밌는 에피소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멕시코 주립대 부임

된 이유는 그 학교가 굉장히 선구적인 R&D건설 부분에 있어서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 옆에 Sandia National Labs이라고 프론 티어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소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있었던 전공과 

잘 맞아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후 산디아 랩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과제를 수주도 했습니다.

14. 혹시 건설회사에 바라는 점은 있으신가요?

건설회사와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정말 피부로 느꼈던 

점인데요. 건설 부분은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1등으로

서 프론 티어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리스크 때문인데요. 첫째는 투자 대비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 둘째는 신기술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두 리스크 부분이 잘못되면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건설 회사들

은 검증된 기술만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현재 나온 신기술들은 직접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도, 직접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많고, 건설 회사들도 마인드를 바

꾸고 더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문화가 생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대학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화된 부분을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면서 4학년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대학원 교육이 더 

앞으로 갈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쪽에서도 R&D를 통한 실용화로 대학원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여 본인의 색깔 

있는 전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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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한 수술에서 의사에게 신뢰성 높은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술 도구 말단과 인체 장기간의 상호작용 

힘을 측정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힘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관측기를 이용해서 힘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

실 분은 보다 안정적이고 시각적이며 의료용 훈련 시뮬레이션 

연구 개발하시는 이두용 교수님(KAIST)이십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용 시뮬레이션을 연구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피드백을 줘서 눈으로 보는 것만 시뮬레

이션 하는 것이 전통분야입니다. 저희는 손이나 몸에 감각을 

같이 재현을 통해 눈으로 보면서 손에 감각을 느끼며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보 의사들이 새로운 수술이나 시술을 훈련하기 

위한 용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험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

술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검증해봄으로써 수술

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계획용이 있습니다.

또한 로봇기술을 적용해서 의료기기, 특히 의료용 로봇이라든

지 아니면 로봇과 같은 형태를 가진 카테터(catheter-혈관 속

에 집어넣는 가느다란 관)를 넣어서 하는 시술이 매우 많습니

다. 현재 로봇기술이 적용된 카테터를 개발하는 연구를 같이하

고 있습니다.

 

2. 인체 조직 및 장기의 절개 및 봉합과정은 의료 시술 및 수술

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 

하시는 고품질 영상 및 햅틱 렌더링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주로 눈으로 보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5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시뮬레이션이라면 사람

들이 다 화면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여기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손이나 몸에 시뮬레이션에 연동

되어 몸의 감각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이 근래에 많

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눈으로 보는 시각 시뮬레이션이 먼저 많이 발전하다 보

니 몸이나 손에 감각을 일으키는 부분, 우리가 햅틱 감각이라 

표현하는데요. 장치를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

션을 부수적인, 소위 말해 땜질 형태의 조각 조각난 방법을 써

서 시뮬레이션해온 것이 세계적인 주류였습니다.

지금은 조각난 방법의 시뮬레이션은 한계가 있고, 현실감을 

재현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초 시뮬레이션의 

원천이 되는 모델의 개발부터 어떠한 물체가 변형된다든지 움



2019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62

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의 햅틱 감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감각기관에 본연의 

특성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상은 보통 30Hz라 그러죠. 1초당 

한 프레임 30Hz로 갱신이 되면 마치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

이게 되지만, 손이나 몸에 감각을 느끼는 것은 300Hz에서 1kHz

로 갱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물렁물렁한 물체를 꽉 누르게 되면 눈에도 그 물체가 

변형하는 게 보이면서 손에도 물렁물렁한 감각이 같이 연동되

어서 측정되는데, 손에는 300Hz에서 1kHz로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 하고, 눈에는 30Hz로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갱신 

주기가 달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부터 생각하

고 진행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근원부

터 접근하는 연구팀이 많지 않습니다. 연구 또한 굉장히 어렵습

니다. 

모델부터 생각하는 접근법을 우리 연구실에서 고품질 영상 

및 햅틱 렌더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연구에서 기술의 한계로 모델의 불안정성과 비현실적

인 시각 및 햅틱 시뮬레이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인가요?

모델부터 출발해서 외부의 햅틱 장치를 움직이게 되면 그 모

델을 만진다든지 외부에 어떤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모델

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면서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이 생기게 

되거든요. 반격이라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장기가 움직인다든지 장기가 절개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 반력을 계산한 것을 햅틱 장치에서 모터를 

제어하여 손의 반력과 정확한 감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손의 느낌이 완전히 연동되어 일체감이 있

도록 해야 현실감이 살아나는데요. 

미리 생각해서 개발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을 중심으로 개

발한 다음에 햅틱 감각을 부수적으로 넣게 되면, 정확한 감각도 

없고, 눈에 느끼는 것과 손에 만지는 것의 정확한 인과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연동이 안 되어 현실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깨집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은 일방적으로 출력만 되는 출력장치입

니다. 사실 햅틱 장치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여

줘야 하고, 그 움직인 입력이 컴퓨터 안의 모델에 정확히 전달되

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계산이 되어 그 장치가 다시 제 손을 

밀어줘서 어떤 반력을 느껴야 하므로 그 햅틱 장치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치이어야만 합니다.

사람과 햅틱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다양한 이유에 의

해서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치가 부르르 떨린

다든지 작동을 안 한다든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햅틱과 시각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계산해서 렌더링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임시방

편적으로 묶게 된다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접근하는 연구팀은 많지 않으며, 이 분야의 가

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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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하시는 균일 요소로 구성된 변형체 모델을 계산하는 

경우 보외법(extrapolation)을 이용한 표면의 변위를 근사

하는 표면 구조 및 근사 알고리즘을 연구하신다고 하는데

요. 보외법을 이용한 표면구조 및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시뮬레이션과 손으로 만지는 시뮬레이션이 잘 

연동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

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 인체의 간이나 뼈의 모델을 먼

저 미리 만듭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요소라고 하여 보통 사면체

를 사용합니다. 삼각형들이 모여 있는 사면체로 돼 있는 요소를 

빽빽하게 만들어서 물체 하나를 꽉 채우게 진행합니다. 

가령 간이라고 하면 간에 요소가 다 차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생긴 사면체로 안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물체를 

싸고 있는 경계면(경계표면)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요소가 삐쭉

삐쭉하다 보니 경계면 사이에 공간이 울퉁불퉁하게 남게 됩니

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법은 길쭉하게 못생겼거나 두툼하게 

뚱뚱한 요소들을 막 꾸역꾸역 넣어서 경계면까지 가득 채웁니

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좋은 요소로 내부를 채웠다 하더라도 특히 의료분야, 의료 시

뮬레이션에서 절개가 항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러한 요소

를 칼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요소들이 잘리면서 이상

한 조각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다시 사면체로 

만들어야 하므로 못생긴 사면체들이 생성됩니다. 이 못생긴 사

면체가 바로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된 디지털이 저장돼있는 숫자, 즉 양의 측정(Quantization)이라

고 하는 숫자들로 계산을 하다 보니 못생긴 요소들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겨 시뮬레이션이 중간

에 멎거나 깨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간을 자르고 있는데 간이 쫙 커졌다가 작아진다든지, 이

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뮬레이

션의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절개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불안정성이 심해지게 됩니

다. 현재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까처럼 요소를 쭉 채우다가 경계면하고 조금 

남은 공간을 모양이 나쁜 못생긴 요소로 억지로 채워 넣지 말고 

,거기까지만 채워놓고 그사이에 빈 곳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안에서부터 요소를 다 계산을 하고 나오고, 

그 계산한 결과들이 바깥으로 전파가 되는데, 맨 바깥에서 전파

될 때 경계면에 어떠한 힘이 전파될 것인가, 경계면에 어떠한 

변형이 전파될 것인가를 함수를 이용해서 근사하는 방법을 보

외법(extrapolation)을 이용한 표면의 변위를 근사하는 표면 

구조 및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면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근사 알고리즘은 꽉 채우질 않고 경계면 부분을 비운 다음 

함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쓰면 사면체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주사위나 깍두기 모양으로 아주 잘생긴 정육면체로 꽉 채워놓

은 다음에 근사함수를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시뮬레

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

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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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 도구와 변형체 사이의 물리적 법칙에 근거하여 힘을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렌더링이란 말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면 화면 안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삼각형을 그

려줘야 한다면 컴퓨터에 있는 첫 번째 픽셀에서부터 색깔을 

입히면서 진행됩니다. RGB(Red, Green, Blue) 요소가 있고, 

그중에 어떤 것에 강한 빛을 쏘이게 되면 그 색이 나타나는 

건데요. 삼각형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픽셀마다 그림을 그려주

거든요. 그렇게 화면에 그려주는 것을 렌더링이라 명칭 합니다.

그럼 손에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렌더링 작업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햅틱 장치를 잡고 있는데, 딱딱한 어떤 물건이 

있다면 딱딱하도록 반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딱딱

한 물건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손에 어떤 물건을 가상으

로 잡고 있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손에 감각을 만들어내

는 것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햅틱 렌더링은 시각 렌더링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술 도구로 인체 장기를 건드리고 있다면 수술 도구와 

인체 장기가 닿는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반력이 수술 도구

에 가해지는가를 알면 그 힘을 사람의 손에 전달해줄 수가 있습

니다. 물론 어떤 물체의 끝에다가 힘을 측정 할 수 있는 센서들

을 부착해야만 가능합니다. 수술 도구 끝에다가 센서를 붙이고, 

사람의 장기를 만지게 된다면 그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으니 

햅틱 렌더링을 쉽게 구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술 도구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의 장기를 건드

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만 합니다. 소독이란 것을 

굉장히 고온, 고압의 증기로 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센서가 

망가집니다. 즉 센서를 붙일 수가 없죠. 또한 칼끝에 센서를 

붙이게 되면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술 도구 끝부분에 실제로 센서를 착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의 하나로 소독이 필요하지 않고, 소

독을 안 해도 되는 뒷단에 잘 설계돼있는 센서들을 넣어 보았습

니다. 수술용 칼을 자극 하게 되면 그 힘이 뒷단 센서에 전달되

어 측정이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끝단에 있는 힘을 계산해 내어 

그 힘을 햅틱 장치에 보내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6. 힘을 렌더링하면서 손끝에 있는 말초가 아닌 뒷단에서 측정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끝이 아닌 뒷단에서 측정을 

하면 오차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나요?

당연히 오차가 생깁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어떤 수술도구나 

수술용 로봇이 환자의 인체 장기라든지 조직에 닿아있을 때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센서를 넣어 그것으로 힘과 물리

량(moment)을 측정하면 가장 정확하게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

는 의사의 손에 그 감각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가 있는데, 끝단에 

센서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독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수술, 시술할 때 그 도구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센서를 넣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또 

절연도 해야 하고, 수술용 로봇 뒷단에다가 잘 설계된 여러 가지 

모양의 센서들을 넣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말단에서 일어

나는 힘과 물리량, 상호작용하는 반력을 추정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힘으로 뭐가 가해진다든지 물리량이 가해지

면 전파가 되어 수술용 도구를 구동하는 와이어 센서들에 감지

가 되고, 그 현상들을 종합해서 말단에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결국 오차가 많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해서 여기 센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튜닝을 하고,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만들어야지만 실제 사용할 

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

에 느끼는 감각이 연동되어야 하므로, 눈으로는 물렁물렁한 정

도가 이 정도인데 손으로 만졌더니 마치 돌덩이같이 만져진다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물성.

간이면 간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이 모델 안에 잘 숨겨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눈으로 볼 때도 이 물성이 내가 이해하는 

거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완전히 일치되어야만 제대로 몰입감

이 생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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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개된 모델의 반복적인 절개 구현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확보를 위한 계산 병렬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잘생긴 모델 요소들만으로 모델을 만들어도 절개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요소가 잘리면서 아주 못생긴 요소들이 만들어지

게 됩니다. 

요소가 잘린다든지 나쁘게 됐을 때는 그 요소를 균일한 깍두

기 모양같이 보기 좋은 모델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대신에 어떤 

물체가 잘리면 그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안에 요소들을 

싸고 있는 근사함수를 이용해서 겉면을 만들고, 거기를 눈에 

보이도록 렌더링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법 중 문제가 생기면 자꾸 절개하게 되고, 요소를 근사함수

로 만들며 못생긴 요소를 좋게 만드는 부분에서 많은 계산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야 하니 속

도도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병렬알고리즘을 

동시에 해야지만 렌더링을 했을 때 보기에도 좋고, 계산도 안정

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8. 연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50대 가까운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

이 있습니다. 그 수술용 로봇은 눈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이 성공하는 비결은 입체처럼 보이면서 10배로 

확대되어 수술 부위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10배 확대

된 입체를 보면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인 손(햅틱)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즉 빈 곳에다 움직이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의사들은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감각을 추정해서 수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빈치 로봇에 손의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 센서를 넣

기에 아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연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빈치 회사의 

연구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용화되어 시장에 나오겠죠.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연구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9. 의료용 시뮬레이션 연구는 협업이 매우 중요한 연구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어떤 분들과 함께 연구하

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료용 연구를 하다 보니 의사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

다. 의료용 로봇이나 의료기구, 의료용 시뮬레이션은 수술환경

은 어떤지, 의사가 어떤 요구가 있는지, 도구가 어떻게 설계하

면 좋은지 깊은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공학자가 저지르는 실수는 내가 공학적 지식과 수술에 

대한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접목해서 상상으로 많이 연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 의사들이 직접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의료용 시뮬

레이션을 개발한다거나 의료용 로봇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의

사와 협업을 하면서 개념부터 같이 해야만 합니다.

단, 의사들은 공학자가 아니잖아요.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하

니까 설명해 드리고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의료분야의 전문지식을 얘기할 때는 어려움이 있듯이 

서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드는 건 피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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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분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의료분야의 연구를 처음 

도전했던 분들도 협업의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분야로 가버립

니다. 그래서 의료분야에 계속 지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은 역사가 깊으니 의사와 공학자가 협업하는 경

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의료분야의 연구 결과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의료기기, 의료용 시뮬레이션, 의료분야에 쓰이

는 연구는 마진율이 50~70% 되는 것이 많습니다. 기술이 독보

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시술을 제대로 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비싸도 사야만 합니다. 

결국 의사들이 최고의 장비와 물건으로 환자를 잘 치료하고 

싶어 하고, 협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나중에 과실은 굉장히 큽

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연구를 많이 도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

니다.

10.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인체 시술에 대해서 의료용 시뮬레이

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 식도 내시경, 대장내시

경, 그 다음에 담낭이나 체관 쪽의 질병을 치료하는 ERCP(내시

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라는 시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연구하면서 완성도를 많이 높여왔습니다. 현재 상용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연구하는 의료용 로봇의 손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의료용 로봇의 햅틱 감각을 줄 수 있는 조종간을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기술이 적용된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라고 표현하

는데요. 점점 몸을 연다든지 하는 수술보다는 혈관 같은 곳에 

카테터를 집어넣어 시술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제일 어려운 점이 카테터가 

긴 관으로 고무처럼 되어있는 폴리머인데, 그런 재질로 만든 

긴 관을 혈관에 넣고 수술하니 끝부분을 맘대로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굉장히 고생합니

다. 전체 시술의 상당 부분을 넣었다가 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관이 가지가 있으니, 이쪽 혈관으로 넣어야 하는

데, 이쪽 혈관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으로 넣으려고 하다

가 또 안 들어가고 그럼 다시 빼서 끝을 구부려서 또 집어넣고, 

마치 우리가 철사로 되어있는 옷걸이를 구부려서 장롱 밑을 

파낼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에 카테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감염 위험도 있고 

시술도 길어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카테터나 가이드 와이어의 끝부분을 마치 뱀

처럼 구부릴 수 있고 내가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혈관을 손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며, 많이 하는 기술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비용을 굉장히 낮게 할 수 있으

며, 의사들이 보면서 굉장히 실용성이 높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70~80% 개발단계인데요. 이것을 완성하고 상용화

하고 빨리 보급해서 이런 시술에 큰 자극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11.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연구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뛰어다니는 로봇, 걸어 

다니는 로봇, 벽을 뱀처럼 타고 올라가는 로봇,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로봇을 전 세계에서는 많이 연구합니다. 그 로봇이 진짜

로 인류사회를 위해서 어떤 용도가 있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것 외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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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로봇 분야에서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큰 시장이 열렸던 것은 제조 분야입니다. 공장을 자동화하

면서 사람이 힘들게 하던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서 제조를 해주

면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용 로봇

이 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 물속을 헤엄치는 로봇, 뛰어다니는 로봇, 걸어 다니는 

로봇, 벽을 타고 다니는 로봇 실제로 인류사회에 어떤 큰 뭔가 

했다든지 시장을 이뤘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용 로봇은 이미 시장이 열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도 수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의료용 시뮬레이션의 시장은 1990년대~2000년대 초중반까

지 열렸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시뮬레이션들이 완성도에 있어

서 의사들이 원하는 수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때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었던 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안 되니 

의사들이 많이 실망도 했었고, 많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분야를 꾸준히 연구한 사람들 덕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의사들과 잘 협력해서 의료용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든지, 상당

히 수준 높고 완성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

니다. 

곧 그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의료용 로봇과 

의료용 시뮬레이션은 로봇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확실하고, 인

류사회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 큰 시장을 

열 수 있는 분야이기에 의사들과 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 의료용 로봇이나 의료용 

시뮬레이션 분야에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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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보통 무선랜이 장착되어 차량 

밖에서는 물론 차량 내에서도 인터넷과 무선랜 접속뿐만 아니

라 자동 충돌 알림, 과속 및 안전 경보 알림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김시호 교수님(연세대학교, 글로

벌융합공학부)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를 연구하면서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수 천대의 자동차 운행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위조와 변조, 해킹 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크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입

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현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의 구현 이후에 항상 보안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Cyber security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Cyber security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운행 정보에 대한 기록은 지역동적장부(LDB,Local 

Dynamic Blockchain)와 주장부(MB,Main Blockchain)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과정)으로 기록이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scale ability라고 전문적으로 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성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기술은 비트코인 인데요. 그 경우 몇 분

에 하나씩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 블록이 1MB밖에 

안 되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Ethereum 

경우, 2초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블록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래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는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Scale ability라고 합니다. 얼마나 데이터가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물론, 기존의 블록체인과 자동차는 다른데요. 지역에 한정되

는 locality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블록체인의 정보는 지구상의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거래정보는 사이버공간에서 보면 다 등

록이 되고, 기록이 돼야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면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

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미국과 유럽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locality(소재지)라는 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장부와 지역 장부를 나누게 됩니다. 지역 장부에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Scale 

ability 이슈가 없이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이벤트들만 주장부에 모아서 저장하니 Scale ability와 locality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선 연구한 것입니다.

3. 자율 주행차는 기존 자동차들이 운행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운전하는데요. 악의적으로 운행기록을 바꿀 수 있고, 해킹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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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먼저 보안 문제를 생각해보면, 정통적으로 컴퓨터 PC에서 사

용하는 보안, 스마트폰의 보안 방법은 암호화라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암호화를 256bit나 128bit의 암호 코드를 넣어서 평문

을 암호문으로 바꿔서 주고받는 방법이 있고, Fire wall(방화

벽)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오는 패킷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으

며, 공인인증서 같은 인증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법들은 

언젠가는 풀립니다. 우리가 PC나 스마트폰이나 공인인증서 같

은 것도 짧게는 6개월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업데

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성격상 한 번 구매하면 수명 동안 바뀔 수 

없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안의 알고리즘

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뚫려 버리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대안 방법은 어떻게 보안을 확보할 것이냐, 보안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암호화라든지 Fire wall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해결하는데, 그런 방법은 기존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되면 결국 뚫려버립니다. 

자동차는 한 번 나오면 거의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

로 도로에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던가 해도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앙 집중형의 관리방식이나 

암호방식으로는 자동차의 Cyber security를 보장할 수가 없다

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하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신뢰

를 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야

기합니다. 

블록체인이란 것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안을 확보할 것인

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

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기에 오히려 신뢰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인 거예요. 역으로 되는 알고리즘상의 특징을 이해

해야 합니다.

결국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거래했어요. 내가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면, 지구에 사는 사람의 반이 1억 원을 빌려준 걸 알았

다고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런 방법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자동차에서도 어떤 Connected car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Connected car에서 어떤 차에 정보를 보냈는데 그 정보가 거짓 

정보라든지 해킹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사람이 보낸 메시

지가 있다는 것을 저장하고, 모든 차에 알리는 거죠. 그럼 다른 

차는 ‘저 차는 나쁜 의도를 가진 차구나’를 생각해서 그 차가 

보내는 정보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면 그 차는 커

뮤니케이션이 있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립이 돼버

리는 거죠.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게, 우리가 

신용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못 만들 듯이 그러한 방법으

로 진행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성격상 이기적이며 자신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고, 다른 차를 

해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다음에는 해킹을 연속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4. 급제동한 차의 정보를 5G 통신으로 빠르게 뒷 차로 전달된다면 

사고도 많이 줄겠습니다.

우리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 교통체계)를 구현하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ITS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 유럽에서 많이 노력하는데요. 

한국 시장에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5G 기술

이 나오면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5G 기술이 나오면서 걱정되

는 게, 통신이란 거는 끊어질 수 있잖아요. 통신 불능이 되었을 

때 5G 기술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운행된다면, 통신이 결함 

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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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확실히 쉽지만은 않을 기술 같은데요.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스마트

폰이 고장이 나거나 없어졌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

건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능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지능이 

있어서 어떤 운행을 하거나 자기의 기본적인 역할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Connected car가 되면 주변으로부

터 정보를 받아서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차의 기능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차가 순간적으로 통신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능

에 따라서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겠죠. 지능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 기능이나 5G만을 이용한 자율 주행 자동차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식으로

는 기술이 개발될 수 없습니다.

5.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차 안에 있는 분의 안전을 

먼저인지, 차밖에 있는 분의 안전이 먼저인지 어떤 식으로 

인식하나요?

다 중요하죠.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운행했는

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을 보고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기계

는 알고리즘을 넣거나 코드를 넣으면 나중에 다 볼 수가 있거든

요. 이 코드가 어떻게 이걸 회피하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결국 ISO 같은 곳에서 현존하는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설사 나중에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제조자의 

책임이 아니다. 현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다 

했지만, 그때의 지식으로 모르는 일이 생긴 것은 어떻게 하겠어

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술 안에서 최선을 다한

다면 그럼 제조자의 책임에서도 형사상으로는 면책이 되겠죠. 

민사상의 문제는 따로 되겠지만.

6. 지난해 10월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차에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임시운행 결과에 대해

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는 상업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

고, 차를 연구용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는 허가를 

국토부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한 50대 정도 운행허

가를 받은 차량이 있고요. 

미국에는 구글 웨이브(wave)만 해도 250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글 웨이브 운행하는 차의 5

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모든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저희가 허가를 받으면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운행기록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행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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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 나가서 운행 시연도 했

습니다. 저희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YTN 리포터가 시승하여 

생방송을 나간 적도 있어요.

아직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단계입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갈 길이 굉장히 멀고, 학교에서도 아직 개발 진행 중 할 게 많습

니다.

7.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사람의 지

능과 우리가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차이를 보면 아직 매우 많은 

과제가 있거든요. 얼마 전 바둑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인공지

능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넘은 것처럼 발표되어있지만 기계

적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운전이 바둑보다 어렵습니다.

비행기를 자동으로 조종하고 이착륙하는 것은 이미 다 자동화

가 되어 있어요. 무인 드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굉

장히 혼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 한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와의 교행, 혼잡한 도로에

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악천후가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

이 많이 있고,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 산업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은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270%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요. 지난해 커넥티드카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약 45%를 차

지했고, 유럽에서도 자동 긴급 호출 시스템 ‘이콜’이 의무

화되면서 커넥티드카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커넥티드 카 시장에 대한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Connected car가 정확하게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시장

조사기관에서 말하는 Connected car는 차가 인터넷이나 통신

에 물려있으면 Connected car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3G나 4G

에 물려있으면 Connected car라고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

하는 고도의 자율주행 Connected car보다는 낮은 수준의 자동

차부터 Connected car로 분류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

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이런 보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Connected car의 수요는 오히려 미국 나라보

다 낮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 보시면 중부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가면 4G가 많이 안 터지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긴급 상황에서 차가 호출을 해줘야 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만 

하므로 그런 곳에 수요가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직 

수요가 많지 않지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매번 새로 적용되어 나오잖아요. 

Connected car도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

가 인터넷에 물리는 게 시작이 됐다, 3G가 됐든 4G가 되었든. 

이제 자율주행 차가 되었을 때는 5G 안에 물리게 되고, 그 단계

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자율 주행차는 

3단계이며,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차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게, 차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4단계, 5단계가 된다면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령 어떤 도로에 나갔는데 신호등은 

파란불이에요. 근데 경찰관이 가지 말라 지시합니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자가 사람

이라면 운행을 하지 않겠죠. 자동차는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하복이 있고, 동복도 있잖아요. 하복과 

동복이 다릅니다. 그럼 경찰관인지 아닌지를 자동차가 먼저 인

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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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닌 비슷한 사람이라면 자동차가 무시해야 하고요 

그런데 헌병이 군복을 입고 신호를 제어한다면 적법한 통제인

지 아닌지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겠죠. 그러한 복잡한 단계를 

이해하는 데 지금의 자율 주행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신호등

을 인식하는 것을 극복한다 해도,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상황을 이해해서 운행해야 하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지능

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적인 상황에서 차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만, 비로소 차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자율 운행

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그런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학들이 융합학부를 신설하여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글로벌융합학부에는 어떤 전공이 

있으며,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의 학과는 굉장히 경직돼있어요. 학과마다 칸이 나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전자공

학을 전공한 사람,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오면 공통으로 수학, 물리를 배우는데, 졸업을 하고 

나가면 칸이 쳐져 있습니다.

가령 배터리를 연구한다면 화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요. 그런데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쓰일 수도 있고, 자동차에 쓰

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통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

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알

아야 하죠.

즉 배터리 회사는 굉장히 여러 학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전공하지 않은 학문도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화학공학만 하는 사람한테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들라

고 하면 자동차에 대한 기본 용어도 모르잖아요.

저희 융합과는 학제 간의 장벽을 두지 않는 다학제로 운영을 

합니다. 같은 수학을 배우면 이 공업 수학은 화학에서의 공정에 

쓸 수도 있고, 기계공학에서는 운동 방정식에 쓸 수도 있고, 

회로에서는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쓰일 수 있습니

다. 이런 식으로 사고의 틀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저희 학과는 여러 학문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섞여서 유기적으

로 칸을 치지 않는 다학제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이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 앞으

로 공학이라는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의 분야가 앞으로 새로운 기술로 나

와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영상을 

본다면 공학에서의 새로운 공부를 하고 꿈을 키워서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 공학자로 성장하는 후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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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권순철 교수(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는 빗물로 제조한 정

수를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에 저장하는 기

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 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으로 에너지 융합 시스템 고도화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저 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로 에너지 

융합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흡수된 빗물이나 누수를 재활용하여 깨끗한 물을 만들고, 그 

물로 만든 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를 구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연구는 저 영향 개발(LID)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을 통해 저희가 구축한 수전해 연료전지 기반의 자립

형 에너지 시스템은 CO2 등의 온실가스, NOx와 SOx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존의 발전방식과 달리 반응 이후 물(H2O)

이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근본적으로 오염원의 배출을 예방하여 자연과 

인간을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 Lab.스케일에서 beach 스케일로의 규모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시던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실험실에서는 높은 성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

인 영향을 다 차단해서인데요. 앞으로 벤치 스케일이나 파일럿 

스케일로 크게 키울 때는 아무래도 외부 영향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할 때는 외부영향 없이 좋은 환경에서 실험하다 

보니 성능 위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체화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과정이 상용화시킬 수 있는 중간단계로 

그 단계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부영향

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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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제품은 약 300W대의 연료전지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보트에는 2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향후

에는 저희가 5명에서 6명이 탈 수 있는 큰 보트를 만들고, 속력

도 10km/h에서 향후에는 30km/h까지 증가시켜서 좀 더 빠르

게 달릴 수 있고 큰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워터 보트를 단순한 연구개발용 실험체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 해양조사, 해상 통신 중계, 양식장 관리, 레저

용 보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스케일을 향상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물로 가는 워터 보트를 개발하면서 이동식 수소 발생기인 

워터 스테이션의 핵심기술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

와 그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로 달리는 보트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은 워터 스테이션입

니다. 그 워터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수전해 통해서 수소를 생산

하고 그 생산된 수소가 연료전지에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

됨으로 인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생산된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를 배에 적용을 시키면 물로 

달리는 배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바로 모터에 

힘을 전달시켜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배터리가 있어 저속일 때는 엔진

을 돌리고, 고속일 때 배터리를 돌리는 구동 시스템이며, 지금

의 전기자동차는 순전히 전기만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

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가 돌고 있다가 

남은 전기가 고속에서 돌고, 저속 때는 다른 방법으로 돌고 등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워터 스테이션은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전

기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저장하면서 달리면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되는데요. 그 충전

을 연료 전력이 해주는 거죠. 사실 수소자동차가 아니고, 수소 

전기자동차입니다. 

넥쏘 자동차에 보면 이름도 수소 전기자동차로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전기자동차들은 수소탱크를 가지

고 있는데요. 그 탱크에 충전시키고, 그 충전된 양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달리고 다시 충전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보트는 물에서 계속 수소를 만들어냅니

다. 그러니까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 수소를 만들어

서 혼자 달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효율이 좋은 거죠.

현재 Lab. 스케일은 500mL 깨끗한 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건 바닷물을 퍼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무한동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물로 달리는 배는 세계 

최초이며, 수소 선박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인 건 맞는데요.

사람들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데, 이제 그 기술

이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 날았던 그 순간이라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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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한 12초 날았지만, 지금은 14시간을 날

고 있잖아요, 그 기술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Break through 

Point가 오면 분명히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초기 단계라서 아무래도 연구 자본으로는 부족합니

다. 사실 연구비를 쓸 수 있는 게 지출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어

서 배는 절대 못 삽니다. 결국 회사를 차려서 그 돈으로 배를 

샀습니다. 

3-1) 워터보트

워터 보트는 ‘물로 구동이 가능한 선박’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한 수전해 기법을 바탕으로 연료전지의 에너지원인 수소가

스(H2)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를 

구동하여 에너지를 생산· 저장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구동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의 일부는 보트의 엔진을 

구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남은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

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

는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워터 보트는 활용 목적에 맞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보트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3-2) 워터스테이션

‘저영향 개발 기법 기반 에너지 융합 시스템 고도화’�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개발된 워터 스테이션은 ‘수전해 파트(Water 

Station System)’와 ‘에너지 저장 파트(LID Energy Storage 

Syste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터 스테이션의 기본 원리

는 먼저 건물 주변에 저장된 물을 일차적으로 LID 요소기술을 

통해 정수 처리하고, 이 물을 수소 전기분해 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수소가스를 이용해 연료전지를 구동하고 에너지를 생산 

하고, 저장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워터 스테이션은 상기 일련의 과정 간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

이면서도 에너지 생산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발전시스템인 워터 스테이션 기

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기 공급이 제

한적인 도서 산간지역과 재해 재난 발생 지역 등에서 에너지 

생산과 저장을 위한 대안으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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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연구가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도서, 산간 지역에 자립형 

에너지 생산 저장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고, 비가 많은 동남

아 지역에 기술을 수출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연구를 비롯하여 어디까지 발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실험실 베이스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좀 더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도서 산간지역에서 외부 전기의 

공급이 없어도 섬 내에서 태양열과 바닷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형 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리는 동남아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정말 큰 효과

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로는 천명 이하의 도서 산간

지역에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자립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많은 곳에서 해안조사나 보안을 목적으로 선박과 장치를 띄웁

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충전하고, 아니면 자체

적 엔진을 쓰다 보니 멀리까지 못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쓰게 되면 해안조사도 멀리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못가는 지역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해안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이미 2018년도에 16.5m짜

리 만들어서 지금 운항 연습을 하고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

픽을 위한 수소타워까지 만듭니다.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

면 두 배에서 2.5 배까지 갈 수 있어서 더 많은 영역을 조사할 

수 있고 또 에너지효율도 높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생활에 

접목하여 자가발전도 할 수 있고, 자동차나 배, 휠체어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Break through Point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수소경제가 뜬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벌써 수소경제 

MOU를 맺고 공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15년 전 이미 이야기를 

하고, 협약을 맺고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수소기술이 없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왔지만, 꽃을 피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대적으로 수소경제가 맞아 떨어져 앞으로 활성

화 되었는데요. 제 연구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연구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래전에는 ‘이거 왜 하냐?’�는 식의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에너지화 시킨다는 연구는 예전부

터 있었고, 효율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실험실에서 20% 달성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밖에 나갔

을 때 10%밖에 안 되거나 돌아가지도 않고. 좀 더 보충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스케일이든 벤치 스케일이든 결

국은 실용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5. 현재 연구의 연장선으로 물로 구동되는 에너지 자립형 수소 

연료전지로 만든 공기청정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시

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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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 시스템은 밖에 있는 큰 장치에만 사용되었던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산 시스템을 실내로 가져오면 어떨까라고 고

안했습니다. 

수전해 시스템은 수소가 생산되면서 동시에 산소가 생산됩니

다. 생산된 수소는 연료전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생산된 

산소는 바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창문을 닫고도 환기를 시켜주

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소를 내 뿜는 자연의 나무를 집으로 들

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좀 더 소형

화시켜 산소 발생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에도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습

니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수전해를 통해 발생하는 수소는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전지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때 발생하는 

산소를 대기로 배출해 실내 산소 농도를 높이면서 가습기를 

통해 실내 습도조절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산소 발생 공기청

정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와 일정한 습도 유지가 필요

한 병원, 도서관, 관공서, 요양 시설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1. 이것 말고도 상용화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나요?

공기청정기처럼 사이즈에서 많이 줄이면 전동 휠체어나 전동카

트, 차후에는 물로 가는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논문이 상용화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부

산대 기술지주회사 ㈜케이워터크래프트를 설립도 하시고,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충전하려고 줄

을 서서 계시더라고요. 충전 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이나 걸리는데요.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만든 이동성 장치를 적용한다면 태양만 있고, 물을 집

어넣기만 하면 수소가 만들어져 에너지가 되고, 자립해서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깐 그분들에게 또 다른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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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가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워터 체어(Water Chair)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전동휠

체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편리성과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의 편리성 확보 측면.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방전 후 완충까지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달리 본 개발 기술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물을 붓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달리면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기술

공정 간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소가스 저장 용기의 안전성 확보 측면. 

고압력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기 개발 및 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사용의 인식 개선. 

일반적인 많은 분은 수소폭발에 대해 우려를 하지만, 수소가 

폭발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하기 어려우며, 폭

발 조건이 아닌 경우는 오히려 불을 끄는 소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가스가 위

험하지 않다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여러 연구 분야를 진행하면서 극복해야할 과제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에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수소 생

산의 효율입니다. 큰 보트나 큰 제품을 쓰게 되면 수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생산된 수소량이 사용되는 수소량보다 적기 때문

에 이를 최적화시키고 좀 더 많은 수소를 생산시킬 수 있는 

수전해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AI 기술

을 접목하여 해양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해양드론 개발 및 운용기술 연구도 진행하시는데 어떤 연구

인지 궁금합니다.

워터 보트가 인근해 뿐만 아니라 원근해까지 나갈 수 있다면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가지 않고 무인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AI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 배가 멀리까

지 갔다가 데이터가 다 모이면 송신을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특히 배가 멀리까지 갔을 때,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 때로는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

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박 자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육지와 달리 외부에서의 전력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양조사, 해상통신 등의 기술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워터 보트기술을 적용할 경우 에너

지원 고갈에 따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장비 운용을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

를 바탕으로 해양조사 및 해상 재난 대응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9.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한국에 비해 해양시스템 개

발 및 운용기술 연구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전기 선박 정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수소 선

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

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이 기술을 

좀 더 완성하려면 많은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수소경제

가 활발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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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에 수소 선박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수소 타운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제품뿐만 아니라 사업

화 그 나라의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서 많은 인력과 경제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수소경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수소, 수소 하는 게 지금 당장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할 때 썼던 주 연료 

엔진이 수소연료전지입니다. 그때 이후 계속 상용화되어왔던 

것인데, 물론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크고 효율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집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9-1. 교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술이 어

려운 것도 있지만 시장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무한 동력 청정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제 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0. 교수님께서 삼성그룹에서 5년간 실무근무(20여건 특허출

원) 후 SCI급 논문 50여편과 네이처급 논문발표도 하셨는

데요. 삼성그룹 재직당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셨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하셨으며, 취업과정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핵심 미래기술 먹거리를 찾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기술원에서 에너지 LAB.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박사학위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 

분리공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 연료전

지나 리튬전지, 배터리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 할 좋은 기회

가 생겨서 쉽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기술들을 배터리와 연료전지 그리고 가스기술 다 모아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처음부터 가스를 만들고, 

만든 가스를 에너지로 만들고, 만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즉 물로 구동하는 에너지 생산 저장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5년 전 부산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현해 보면 좋겠다

고 생각되어 조금씩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연구한 시간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1.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대학원생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학생들이 세상이 어렵고, 취업하기 힘들다고 

많이 걱정합니다.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정했을 때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저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에너지를 계속 연구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계속 고갈되면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단순히 옛날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보

다 새로운 에너지는 무엇이고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쪽에 다양함을 찾아보고, 지금은 기술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들어오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식으로 공학

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마 후배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분야에 계신 기술자님들도 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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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가공 필터는 나노섬유가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입

니다. 100~150nm 굵기의 나노섬유를 나노 크기의 구멍만 허

용하며, 서로 엮으면 이전의 필터보다 훨씬 개선된 성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나노섬유는 공극률(전체 면적 대비 빈 공간 비율)이 매

우 높으므로 아무리 구멍을 초미세 크기로 만들어도 기체나 

액체를 쉽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즉, 기체나 액체 내에 있는 

극초미세 입자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조성진 교수님(충남대학교, 기계

공학과)은 POSTECH 기계공학과 통합과정 홍성경씨와 임근

배 교수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물속에서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수중 초발 유성 셀룰로스 기반의 나노섬유 멤브레인(막)

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나노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첨단 필터 구

조물을 만드는 연구, 두 번째는 MEMS 공정 기술을 활용해 첨

단센서를 만드는 것들, 최근에는 센서를 통해 나왔던 데이터 

신호를 수집하고, 머신 러닝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모니터링 

및 진단)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연료 기름에서 물 액적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의 효율

성을 입증하려면 지속적이고 시기적절한 입도 분석이 필요

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과정)과 원리로 분석되는 건

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을 가지고 새로운 필터 구조 만드는 연

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터 종류도 

사실 좀 다양합니다. 

크게 물기름 분리용 수처리 필터도 있고요. 최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미세 먼지 

제거 필터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수를 위한 막 증류법에 관련된 분리막 기술 필터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물기름 분리 필터의 경우 입자를 거르기 때문에 입자를 색출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물하고 기름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에멀전(emulsion)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물 덩어리 또는 

기름 덩어리 작은 구조물인데요. 에멀전이라 불리는 작은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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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분리할지가 가장 주요한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찰방법은 가장 간단한 건 사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방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빛을 쏴서 산란하는 정도를 가지고 입자

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DLS(Dynamic light scattering)라 불리는 입자의 광 산란도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ELS)라 불리는 전

기영동을 통해 전기장을 걸어서 입자를 걸러 측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기름 분리의 경우에는 기름이 일반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탄소량을 측정해서 

입자가 에멀전이나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방법

들이 있습니다.

2-1.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입자가 되게 작고 미세하고, 또 

측정 방법마다 오차나 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측정 방법에 

따라 이용률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면 오일펜스나 분산제를 뿌려 기

름 입자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오일펜스의 경우 해수의 흐름, 바람, 파도 등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분산제의 경우 화학 약품을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연구하

신 고효율 필터 구조물은 장,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해양의 기름 오염은 매우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셰

일 가스나 셰일 오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가 쉽게 말한다면 셰일 층에 있는 물하고 기름 층을 

물을 강하게 쏴서 부숴서 끌어내게 되는데, 이때 물하고 기름이 

섞인 상태로 분출되게 됩니다. 사실 기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수가 발생하거든요. 즉 대량의 물을 통해 

hydraulic fracturing란 기법으로 에멀전 상태로 물기름을 얻게 

되며, 이때 나오는 flow back water도 기름에 오염되어 미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셰일 가스가 안타깝게도 없지만, 미국의 셰일 가

스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물 입자-기름 

입자들을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만큼 저희가 연구한 에멀전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에 해양 오염 물질들을 빠르게 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분산제 경우 화학적인 물질이다 

보니 아무래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질

이 있으면 오염의 문제가 되어 물리적으로 분해, 분리가 필요

합니다. 

연구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모사 공학을 활용하였

습니다. 초발수성, 초발유성 등을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초친수성을 이용한 초발유성 구조를 제작하였습

니다.

널리 알려진 연잎을 이용하여 초발수성 특성으로 새로운 필터 

구조물과 표현 특성을 변화 시켜 연구하는 건데요. 저희가 만든 

구조물을 초친수성이라고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어서 기름이 달라붙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 최대한 기름을 거를 

수 있고, 물을 투과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방식에 비교하면 친수성 구조물을 이용하기

에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기름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필터

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효율적인 측면이나 수명적인 

측면에서는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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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 물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름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면 초진수성이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기름은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는 구조가 되

는데, 이를 통해 초발유성 표면을 만들게 됩니다. 

본 방법은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 기름이 직접 필터를 오염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져, 수명이 길고 초발유성 특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친수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필터 유량이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나노섬유 기반 이 필터는 기존대비 수배에서 수

십 배 이상의 처리 유속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점은 초발유성이라는 특성인데, 물이라는 매개체를 쓰기 때

문에 항상 물에 적혀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속 

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가 

말라버리면 이 기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하

고 기름은 항상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

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4. 셀롤로스 재질을 사용하면 기존 다른 재료보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셀룰로스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폴리머의 일종입니다. 나무, 

종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폴리머 일종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속에서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체에 

적합한 구조이죠. 자연 친화적인 특성이 있어 생분해성뿐 아니

라 독성도 없는 재료입니다. 분해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을 파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필터 자체의 성능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 다

시 오염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간단히 종이 가지고 

필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종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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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기도 쉽기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5. 해양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름과 

물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만든 필터의 경우 친수성 구조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는

데요. 수치만 따진다고 약간 120,000 Lm^-2/h^-1 약간 어

려우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의 면적의 필터가 시

간당 120톤 정도를 분리할 수 있는 정도이니 꽤 빠른 속도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 빠른 속도가 나온다

고 보실 수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으면 쭉 걸러지는 형태로 거의 실시간으로 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속도 측면

이나 효율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그 외 교수님께서 고정밀 변형율 나노 변위 센서 제작과 이를 

이용한 진단용 스마트 글러브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MEMS라 마이크로/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필터 외

에도 센서 및 계측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센서 경우 자연 속에 거미발을 모사해서 작고 민감한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나노 변위 

센서는 거미의 발을 모사한 구조로 미세한 나노 크랙 구조를 

이용해 고감도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 구조로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가 된 일반적인 변형을 측정하는 센서가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라는 게 있는데, 민감도가 

Gauge Factor(GF)가 1, 2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범위도 약 5%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만들었었

던 것들은 민감도가 한 50 이상이고 작동 범위도 150% 이상입

니다. 쉽게 말하면 민감하고 더 넓은 걸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서 몸에 부착해서 호흡이나 맥박 같은 것도 재고요. 팔, 

고관절의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도록 다목적형 센

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웨어러블 장치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를 만드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에 나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

니다. 폭염에 2018년도 천안 아산 구 군의 KTX 레일이 70km/h 

이하 감속 운행하거나 올해에는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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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레일의 온도가 60도를 넘어가게 되면, 70km/h 미만으로 

서행 운전을 하는데요. 올해 경우 탈선사고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다 불볕더위와 관련된 일인데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코

레일과 국토부와 함께 온도를 계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국의 레일의 온도를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레일의 온도가 몇도 까지 올라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는 것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 센서 연구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상청 데이터를 통

해 레인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7. POSTECH 기계공학과 통합과정 홍성경씨와 임근배 교수팀과 

함께 어떻게 공동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임근배 교수님은 저희 지도교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

왔던 논문들이 대학원 Post-doc하는 시절에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해서 구현하다 보니 교수님과 같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 

공동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홍성경 학생이 나머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항상 지도교수

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더 얻고자 합니다.

7-1.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오셨

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연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분이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 연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서 결과를 정리하

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의 연구 결과물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과제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해야 하는 것들 있고요. 학생들 경우는 제 목표와 학생 목표

가 일치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교수가 하고 싶은 것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식이 되면 아무래도 재미가 없지 않습니

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약간의 방향성을 학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간 틀고, 저도 약간에 있는 합의점을 제시한다면 

둘 다 목표달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연구자 이전에 교육자라고 생각하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와 방향을 조절해서 즐겁게 연구하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자연 순환 필터링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나노 섬유 코팅 시스

템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필터를 만들다 보니 가장 이슈 되는 게 미세먼지가 되었습니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필터하면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내부 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필터에는 걸러지지만, 문을 닫고 있게 된다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VOC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있는 

집, 학교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못 열게 되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반드시 자연 환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나노 섬유를 

방충망 같은 곳에 코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순환, 바람 같은 것에 의해 미세 먼지가 걸러지고, 외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아이

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방충망은 창문에다가 붙이는 타입으로 사실 

대단히 두껍고, 빛도 안 들어오거든요. 특히 안타까운 점은 생

각보다 미세먼지가 안 걸러집니다. 저희가 측정을 한 바로는 

거의 50% 정도 밖에 안 걸러집니다. 실제 미세먼지를 거르는 

기능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나노 기술을 가지고 한 번 

적용해보자 해서 필터를 만든 타입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둘 다 비슷해 보이시지만 잘 보시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나노 섬유를 코팅 칠 한 필터입니다. 

저희가 만든 필터는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필터인데요. 지

금 프로젝트는 방충망에다가 필터를 코팅하는 것입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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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면 공기 청정기 같은 게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자연 

순환도 되고, 미세먼지 필터도 됩니다.

필터 구조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필터링 되면 사실 일회성으로 

못 쓰게 되는데, 저희가 만든 장치는 빛 투과율도 거의 90퍼센

트 이상 가까이 되고요. 필터 효율도 저희가 KF기준으로 했을 

때 94나 보통 80을 많이 쓰시는 데 거의 그 정도 스케일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어 현재 실험 결과물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 10월경 실외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

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어 실용할 수 있는지 상의 단계에 있습

니다. 미세 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실내 생활하는 비율을 따지면 

거의 총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필터링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목표로 미세먼지 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9. 연구 중에 코레일과 함께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계신다는

데요. 장대레일 종방향 레일축력 측정장치 개발에 대해 자세

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이 요즘에 붙어 있습

니다. 용접해서 붙여 놨거든요. 아마 KTX 타시면 옛날과 다르

게 덜컹거리는 게 없었을 텐데요. 용접해 붙여 놓으면 더운 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강하게 잡고 

있어 고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데요. 저희가 센서 및 계측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 레일에 있는 

온도를 측정하고, 어느 부분을 측정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이 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나아가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레일의 온도를 예측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빅데이터를 모았습니다. 3년 거의 지금 

4년 가까이 데이터를 모아놨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 놓은 곳이 전국에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이라고 엄청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기상청의 데이터를 레일

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고요. 그것을 이용하여 

미리 편의적으로 내일 레일의 온도가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

고 코레일 측이 알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러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2014년 고분자 연구소에 재직하셨다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필터와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기계 공학 전공입니다. 

대학원 시절 저희가 만들어진 섬유를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었

는데요. 그 당시에 필터라는 게 지금도 많이 쓰이는 고어텍스

(Gore-tex)라 방수 투습 망이라 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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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투과 시 그 물은 들어가지 못하는 막 구조물입니다.

대학원 마칠 때 더 나아지는 형태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었

습니다. 고어텍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구조물. 

고어텍스는 잘 늘어납니다. 제가 만든 구조물은 거의 300%까

지 늘어날 수도 있고, 발수성도 훨씬 더 뛰어난 구조물을 만들어 

고분자 연구소 재직 당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나노를 연구하다 보니 나노 스케일이나 재료에 많은 

학식이 필요합니다. 고분자연구소에서 잠깐 몸담으면서 재료

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연구를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계만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게 연구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기적인 것도 있고, 재료적인 것도 있고 

다양하게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11. 보행보조기, 미세섬유 제작용 휴대장치, 습도센서 및 그 

제조방법 등 특허를 내신 게 굉장히 많은데요. 특허에 대해

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학부생들과 함께 연구했던 특허인데요. 대학교에서 캡스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학생들의 아이디어

를 가지고 생활 속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거

든요. 연구실 이름도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잡아 

놓은 게 하고 싶은 다양한 걸 해보자 하여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편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저희 연구하는 분야와 조금 동떨어졌지만 새로

운 아이디어를 내는 예도 있고요.

보행기 경우는 학부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 만들어본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특허를 낸 다음에 졸업하면 아시겠지만 사회 나가

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취직하더라도 특허나 학회 발표의 기회를 

항상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특허들이나 다양한 

연구 결과물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12.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가 있다면.

섬유 구조물 가지고 화장품 비슷한 걸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인데요. 사실 시작은 비슷한데 응용처가 달라진 

건데, 피부에 직접 나노 섬유를 코팅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섬유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구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대다수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장치는 손

바닥만 하게 만든 장비였는데,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고, 단가

가 1만 원~2만 원 정도 가격이 될 수 있는 스케일로 제작했습니

다. 재료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꾸게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류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면 화장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분도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하다가 이건 처음 특허인 것 같다고 이건 정말 열심히 써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되게 열심히 썼었던 특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만약 섬유를 몸에 코팅할 수 있게 된다면 기능성은 대단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 불에 노출되면 선크

림을 발라 보면 아시겠지만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노 

구조물을 만약에 붙이게 된다면 거의 피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녹지 않거든요. 즉 소방대원들의 피부를 보호할 

수도 있고, 특수한 환자들, 피부암 환자들 등 사람들 피부에 

적용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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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화장품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실제 나노기술을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연구의 관심사다 보니 실생활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13.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노 가공기술을 활용한 여러 연구

들에 대한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

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일단 나노 파트가 사실 요즘 한 몇 년 정도 전까지 되게 핫한 

분야였는데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노 마

이크로 관련된 연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최상위권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들은 사실 질 좋은 논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

다.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나노 연구가 진짜 논문을 위한 논문 

또는 기술을 위한 기술만 되고 학교에서만 있다가 사라져 버리

는 연구가 많습니다. 

상용화가 되거나 실제로 쓰이는 일들이 사실 뉴스는 화려하게 

나오는 데에 비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 우리

나라에는 학문적으로는 논문이 많지만, 해외에 비하면 실용적

인 것들, 활용적인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노라는 환상과 논문을 굴레에서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필터 경우는 초발유성 구조물을 이용했던 것들인데요. 나노 

스케일에 있는 에멀전, 조그마한 입자를 거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은 미국의 MIT 연구진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했던 것들의 다음 버전이 되겠습니다. 

나노섬유와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나노 크기를 포함한 

모든 스케일의 에멀전을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온까지 

제거할 수 있고, 유속도 기존 물리적 필터 대비 수백 배 빠른 

신개념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결과는 나왔고, 논문 정리 중인데요. 매우 혁신적인 구조

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환기 가능한 

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90%이상의 광투과도를 가지면서 

HEPA필터에 육박하는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상

용화 하기위해 기업들과 협업해보고자 합니다.

나노 기술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자그마하다 보니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실용화, 상용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목표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나노 기술이

나 마이크로 기술을 만들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목표로 

설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는 즐기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힘들

겠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것을 즐기면 연구하는 삶을 

행복하지 않을까 합니다.

농담이지만 변호사나 검사는 친구가 행복하고, 의사는 보통 

가족들이 행복하고, 연구자는 자기만 행복하다. 아마 대학원생

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게 될 일은 좀 

더 즐겁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니까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 좋은 성과도 

얻고, 또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최대한 즐겁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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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이하 

차세대 1호)가 성능 검증을 마치고 2019년 4월부터 행성 탐사 

등 임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우주과학연구용 위성인 

차세대 1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천문

연구원 등 국내 산·학·연구기관이 참여해 개발한 소형화, 모듈

화, 표준화된 100kg급 위성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권세진 교수(KAIST, 기계항공공

학부)는 정밀 기동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우주 임무를 위한 이

원추진제 추력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탐사용 우주선 엔진으로 이용되는 액체로켓 엔진 개

발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 로켓 연구실에서는 로켓 연구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로켓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켓은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갈 때 보통 지구 표면으로부터 100km

보다 더 높은 고도를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는데요. 우주에서 

기동하는 모든 물체 인공위성 아니면 우주 탐사선 또는 탄도 

미사일이 고도 100km를 넘어서 우주에서는 어떤 비행체가 기

동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로켓입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로켓을 연구하여 왔고, 이 로켓을 우주 발

사체라던가 아니면 인공위성 또는 우주 탐사선에 적용하는 연

구들을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2. 우주추진 액체로켓의 장기작동을 위한 막냉각의 해석모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켓의 내부 연소실에서는 산화제와 연료가 Cutaway에서 연

소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연소 온도가 약 2,500도에서 3,000도

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속이 

견뎌 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냉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예컨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같은 커다란 로켓의 

경우에는 그 벽에 차가운 액체 상태의 추진제를 흘려보내 냉각

을 합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소형 로켓은 냉각이 불가능합

니다. 그러므로 액체 상태의 추진제를 벽 쪽으로 흘려주면서 

로켓의 연소실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재질을 보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체막이라 막냉각이라고 부르고요. 연구하는 방식에는 이론

적인 모델링 연구가 있을 것이고, 설계한 막냉각방식이 로켓을 

충분히 냉각할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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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R&D, 달 탐사선 연구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

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유도 

무기의 사정거리를 늘려가거나 아니면 달 탐사,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3. 교수님께서는 장기작동을 위한 냉각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

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탐사용 액체로켓 냉각 기술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로켓이 연소실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속

으로 된 연소실 벽을 그 고열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요. 방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소형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막냉각 

방식이고요. 이렇게 개발된 소형로켓이 장시간 작동할 때 예를 

들어 수백 초 이상 계속 작동할 적에 반드시 냉각이 이루어져야

만 가능합니다.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켓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수 초 

또는 수십 초 이내에 로켓의 연소실 벽면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 주 엔진을 개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의 탄두를 제어하는 엔진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냉각 기술 확보가 매우 필요한 기술입니다.

4. 우주추진 액체로켓 설계는 전통적으로 실험적 접근방법에 

크게 의존해왔다고 하던데요. 기존과 비교하여 확보될 막냉

각 해석모델은 향후 어떻게 달라지며, 단점을 없는지 궁금합

니다.

로켓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산업 기술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또는 스마트폰 기술과 달리 대부분 

국가에서 로켓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

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이 성숙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해외에서 설계를 들여다가 단순 제작하고, 가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자체 기술이 정착되어 대부분의 산

업 기술에서 성숙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로켓 기술의 경우

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공위성 기술만 하더라도 30년 전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우

리별 위성을 처음 개발할 적에 우리 학생들을 영국 서레이대학 

연구단지(Surrey Research Park)에 파견하여 기초적인 기술

을 습득하고,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국산화를 해왔는데요. 로켓 

기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주 발사체를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에 성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

국, 일본도 이 기술이 자기네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켓 기술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실험한 데이터라든가 설계하는 

방식은 절대 외부로부터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로켓 관련 학술대회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발표하는 세션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그 

세션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년 전, 70년 전에 미국이나 러시아에

서 이 로켓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스스로 반복하지 

않고서는 로켓 기술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

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산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

한다면 돈 주고 사 올 수도 있고, 어깨너머로 배워 올 수도 있고,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습득을 할 수도 있는데, 로켓 기술에 관해

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원천적으로 외국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이 시작될 때 나로호 경우 처

음 개발 단계에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러시아, 미국, 중국 

곳으로 로켓을 배워보겠다고 유학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로켓을 실험하고 설계하는 데에 참여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배우기는 배워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실험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기술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점이 다른 

기술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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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달 착륙선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시스템 검증

을 위해 소형 무인 비행기 시험기를 개발해 수직이착륙 비행 

실험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도에서도 달 착륙선을 보내서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달 탐사를 한다면 

착륙선이 달에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달에 온전하게 

착륙을 시키려면 낙하산 날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

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로켓으로 달의 중력을 상쇄하면서 

연착륙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발사 및 운영

· 발사일 및 발사장: 2018년 12월 4일, (미국) VAFB

· 초기운영: 2018년 12월 ~ 2019년 3월

· 정상운영: 2019년 4월 ~ 2020년 11월

■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임무

· 표준화, 모듈화, 소형화된 100kg급 차세대 소형위성 국내 

독자 개발

· 도전적이고 창의적 우주 과학 연구 및 핵심 전문 인력 양성

· 우주핵심기술 검증을 통한 우주기술 국산화 및 산업화를 도모

■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임무

· 영상레이더 관측 임무, 우주방사선 관측임무

· 핵심기술 검증임무를 위한 운용개념 설계와 시스템 설계 

및 성능분석

저희가 10년 이상 로켓을 연구하면서 개발한 로켓의 기술이 

성숙하는 것을 보고 단순히 로켓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로켓을 이용하는 시스템 착륙선이 됐건 아니면 산업용 로켓이 

됐건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연구해 학생들과 의기

투합하여 처음 연구 시작했던 것이 달착륙선입니다. 

11년 전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던 달 착륙선의 실험 시 상당히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후 달 착륙선 

연구는 거의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달 

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 과제로 

착륙선을 설계하는 작은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달 착륙선을 설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었어요. 설계했는데 이후 항공우주연구원의 위탁과제는 끝났

고,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

하여 한 번 구현해 보자고 그게 올 초였던 것 같습니다. 

올 4월인가 그때 만들어서 실험하려고 했었는데요. 기능 사항

에 미비한 점이 있어 다시 설계 수정을 하고, 지금 다시 시험 

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다 왔는데요, 11년 전에 달착륙선 실험

을 할 적에는 수동으로 비행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컴퓨터를 

탑재해서 자동 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동비행 컴퓨터와 

로켓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 결합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지금 수정하는 중입니다.

인도, 이스라엘에서도 착륙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두절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중력으로부터 착륙선을 지지 할 수 

있는 로켓의 작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 착륙선을 보내려면 달에 직접 보내기 전에 지상에

서 충분히 시험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달 

착륙선 지상 시험 비행기는 그런 용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달 착륙선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착륙선 엔진으로 작동하

는 로켓을 제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지상에서 

충분히 실험해서 검증을 해야만 달에 가서도 작동할까 말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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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에서 달에 보내기 전

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20년 이상 

로켓을 연구해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적에는 여기까지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학생의 

헌신, 그리고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연구에서 뭐가 중요한

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

어요. 

연구할 적에는 무엇을 연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그 연구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켓을 연구하게 된 가장 큰 도우미는 학생들이었습니

다. 20년 전 다양한 두세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점점 로켓을 연구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실험실 

이름도 로켓 연구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로켓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는 저희가 사양하고 거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연구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하는 것과 

그 연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연구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열정을 가진 연구자들,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 그것이 있다면 연구 자금 

기타의 문제들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우주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런 나라를 비교해보면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은 젊은이들의 열정, 헌신 주장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압도되

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자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7.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달 궤도선, 

2030년 달 착륙선, 2035년 소행선 탐사선 등의 우주임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주개

발 시장에 대한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국내, 국외 상황을 비교한다면 우주탐사나 달 탐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기술들은 다른 산업기술과 달리 국가 간에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 탐사를 하려고 착륙선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착륙선의 엔진을 수입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려면 스스로 국내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막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R&D 과정에서 일상

적으로 실패의 위험도 있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30년도, 2035년에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추진을 하다 보면 언제든 실패라는 것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달 탐사 1단계를 하면서 사정이 여의

치 않아 사업 기간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

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주 부품 산업을 완전히 성숙시킨 바탕 위에서 우주로 가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국가사업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더 필요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들

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우주개발 시장에 대한 우리는 좀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풍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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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8일 쓰촨성 시차 위성

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창어 4호는 달 뒷면 

탐사를 목적으로 연구 개발되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의 아폴로 유인 우주선을 포함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달 탐사

선이 발사됐지만, 달 뒷면 탐사에 도전하는 건 중국이 처음입니

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27.3일로 동일해 지국에선 달의 뒷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달 탐사는 뒷면에서 

진행되지 못했는데, 중국이 공개한 영상은 착륙지인 폰 카르만 

분화구에 안전하게 터치다운 하기 전 달의 지표면을 날아다니

는 창어 4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는 반년에 걸쳐 화성 적도 엘리

시움 평원에 무사히 착륙했으며, 착륙 지점에 본체를 고정한 

후 지하 5m 깊이까지 구멍을 파서 탐지기를 설치했고, 화성 

내부 구조에 관한 상세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8. 우주패권 경쟁은 현재 미중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던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압도하기 위해서 우주 기술이라는 

것은 군사 기술하고 어떻게 분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대형 로켓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하고 똑같거든

요. 우주 발사체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샀다고 아

니면 굉장히 성능 좋은 탱크, 대포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물론 인접 국가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국가

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대응 면에서 관심사가 

됩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된다는 말은 북한에서 ICBM 시험

에 성공한다면 심지어는 프랑스, 영국, 독일까지도 심각한 문제

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주발사체 능력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우리별 1호를 처음 쏘아 올린 이후로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3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보, 진전들을 뒤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열정적인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 연구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것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거든

요. 우수한 연구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서 충분히 세계적인 우주 국가로서 올라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

니다.

10. 연구비 투자는 다른 연구에 비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켓 연구에 투자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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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켓 투자 자금으로 2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위해 2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 투자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로 한국형 발사체 명목으로 지출을 해왔거

든요. 

우주 탐사선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 발사체 개발

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

분에 대한 R&D 개발 투자가 좀 약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역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은 과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우주 

분야 R&D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우리나라의 달 탐사 수준은 어떤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1단계에서는 착륙은 안하고, 

달 궤도 상으로 보내서 달 주위를 도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 착륙선 지상 시험기의 경우에는 그 후속 사업, 달 탐사 2단

계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연구하

고 있는 중입니다.

12.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교하면 정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이룩한 우주 분야

에서 진보는 우주 선진국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진정 미국이나 러시아, 중

국과 일대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

국이나 러시아처럼 광대한 영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엄청난 자본을 가진 것도 아니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30년이 흐른 후

에 미국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 못지않은 우주 선진국으로 발

돋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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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제품, 물건을 보다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자 라는 인간

중심 제품설계((HCD: Human Centered Design)는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기

술입니다. 

이번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으로 인간

중심 제품설계 기술에 대해 채수원교수(고려대학교, 기계공학

부)님이 발표하셨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내용과 대외활

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고려대학교를 현재 정년이 1년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 중에 가장 생각

나는 연구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위 받고 15년간 연구한 내용과 현재의 연구는 다릅니다. 

유한요소 모델을 자동으로 만드는 연구로 Mesh Generation

(요소생성)입니다. 유한요소 방법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만

들고, 카이스트에 있는 동료하고 함께 창업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어려워 연구를 접었죠. 그 

연구가 큰 줄기입니다. 

연구비는 없어지는 추세라 보통 우리나라는 계속하게 놔두지 

않고, 이미 다 개발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연구 주제가 바뀌지 

않으면 연구비를 책정 못 합니다. 현재는 주제를 바꿔서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 우수공학연구센터)를 

하면서 생체 역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인체 모델링과 움직이

는 인체 내부에서의 응력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2. 동작분석-유한요소해석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해 예

측기법을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산업안전, 의료 등의 분야

에서 생체 역학적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보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의 종합편이란 생각이 드는데

요. 유한요소해석의 연계를 통한 인체 동작해석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유한요소해석으로 응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나 시

스템, 사람까지 응력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정적인 상태 즉 움직

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영역들을 지금까지는 해석할 수가 있었습

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적용한다면 치아에 사용되는 임플란트, 

어깨 고관절에 쓰는 인공관절 등 정적인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생활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

까? 움직임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은 현재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대상에는 인체를 강체로 놓고 

실험하는데요. 관절에서 걸리는 힘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응력

분포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어느 부위가 좀 더 응력이 많이 걸리

는 건 모르고, 그냥 크게 봐서 힘만 구하는데요. 

저희는 그 강체해석 연구와 유한요소해석을 합쳐서 나온 결과

를 가지고 그때그때 Motion에 따른 인체모델을 만들어서 응력

해석을 하니 특히 연골이나 무릎, 발목에 작용하는 Stress(물리

적 요인)를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무릎관절염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기존 다른 연구들과 잘 맞는 걸 확인 가능하

게 연구합니다.

3. 교수님의 연구는 몸속을 채우고 있는 골격, 근육, 인대 등 

인체의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입력된 디지털 인체를 각 종 

제품설계와 시뮬레이션 과정에 적용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인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하체를 먼저 해봤습니다. 

보행 분석이 걸어 다닐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는데 발목과 

무릎이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계산하니 신발과 관련

된 분야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에 있는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관

절염 학회에 초청 연사로 왔다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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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교수는 각종 신발이나 보행 분석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유한요소해석 연구는 안 하고 있으니 우리랑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정년

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연계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결과적으론 비슷한 결론을 얻는데 UBC 연구진들은 약

간 추상적인 결론을 얻었고, 우리는 구체적인 걸 보여주니 상당

히 연구가 흥미로웠습니다.

보행 분석은 트레드밀(Treadmill: 발로 밟아 돌리는 기구)에

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신발이나 깔창을 신고 움직일 때 근육 

활동을 재어봐서 어떤 부분이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연구는 구체적으로 무릎의 어느 부분이 안 좋다는 것까

지 계산이 되니 그 측정이 완전히 보행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함께 연구해야 하거든요. 그 데이터만 받으면 우리가 

아마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소유한 방대한 데이터양은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활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목적과 관점에 따라 모델이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가령 무릎

을 중심으로 보거나 발목을 연구해야겠다. 이런 연구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신에 대해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니까 일반적인 모델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도 전체 뼈를 다 만들다가 필요가 없을 거 같아, 목적에 

맞게 좀 만들자고 하체를 위주로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보행하는 것은 웬만큼 다 되는 거 같습니다. 마사이 

신발도 해봤고, 안창(발바닥과 맞닿는 부분)도 해봤고, 팔자걸

음이 무릎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현재는 척추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각종 무거운 것들을 들고 

움직인다거나 동적 운동을 할 때 척추에 얼마나 위험한 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대충은 알지만 인간공학적으로나 과학적으

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것은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척추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어서 척추 압력을 재고 연구하

는데요. 아주 제한된 것만 실험합니다. 

일단 검증만 된다면 이런 모델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척추 모델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만, 정형외과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현장의 종사자들은 

어깨가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야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우리 연구실이 시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5. 교수님께서는 정교한 디지털 인체모델을 사용하면 실제 자

동차 충돌 사고 시 어디가 부러지고 어느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지 등을 훨씬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데요. 현재 국내연구진들은 어디까지 예측 및 측정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측은 가능하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

도 하체 모델의 경우 뼈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충돌해석도 

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대시보드 (Dashboard)에 발을 

부딪쳐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 값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그게 맞느냐가 핵심입니다.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검증이 안 되면 어디에도 쓰지를 못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실무적으로 보고 흥미를 가지지만 쓰지 못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모델들은 사체에 대해서 검증이 다 이뤄진 모델

만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부러지고 이런 모델보다

는 지금은 기준에 맞춰 있습니다.

머리에 HIC(Head Injury Criterion)라고 머리 상해 정도, 가

슴에 걸리는 힘, 무릎에 걸리는 힘 등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뽑아낸 실험과 비교한 모델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

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준 된 큰 값들만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건 다 

검증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처럼 무릎에 금이 가는 건 검증이 

안 된 모델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라면 사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하긴 곤란한 

거고, 더 큰 프로젝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제 자동차 충돌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체에 대한 모델을 일부 만들어서 충돌

해석도 하고 하체 골절 등을 해석해 보았으나, 인체모델이란 

것이 사체 실험을 통한 검증이 없으면 실제 인정해 주지 않습니

다. 또한 사체 실험을 통한 검증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를 벗어난 국가적 작업이라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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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들과도 논의를 해 보았으나, 기존의 외국 회사들

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체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6. 척추교정구, 척추안마장치, 척추시술용 인상기, 조절식 브

레이크 페달 장치, 디스플레이 스탠드, 경추교정용 안마기 

등 특허를 내신게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

가 있다면. 

많은 특허를 함께했고요. 질문 내용은 ERC(인간중심 제품혁

신연구센터) 연구원들과 같이 한 결과입니다. 특허는 우리 동료

들이 주로 한 겁니다. 

척추 교정구는 간단한 옷 같은 거고, 척추 시술용 인상기는 

우리가 창업도 하고, 회사도 차렸죠. 또 한의원에도 2~3군데 

이상 보급을 했습니다. 

요즘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척추를 교정하는 게 있는데요. 

추나요법 외 척추 교정 하는 몸살림 운동 같은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척추를 직접 교정을 합니다. 척추가 약간만 삐뚤어져

도 각 장기나 장기에 연결된 부분 손상이 가거나 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효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척추진단교정 그룹들

과 몇 년 동안 같이 연구했습니다.

척추진단교정 그룹이 굉장히 무식하게 척추 교정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 할까 사람을 엎드려놓고 발을 끈으로 들어서 

만들어놓고 거꾸로 내려찍고, 발로 엉치(천골)를 누르면서 교

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 몸무게 반을 

들어서 척추를 맞추니까 크레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인상기를 만들면 좋을 거 같아서 설계에 굉장히 관심

이 많으신 교수님과 함께 인상기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보급이 꽤 됐는데요. 문제는 너무 싸게 보급을 해서 한의사들이 

원 재료값만 요구하니 원래는 몇 배를 받아야지 수지가 맞는데, 

재료가 1,000만 원어치 들어갔다고 하면 1,200만 원에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몇 대 만들다가 우리가 개발을 접었습

니다. 시중에 팔린 제품들은 한의사들은 잘 쓰고 있죠.

7. 교수님의 강연에서 인간중심 제품 설계 기술을 위해서는 환

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인간중심 제품혁신 연구센터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전공들도 다 다릅니다. 교수가 13명으로 한 가지 주제

로 연구하는데요. 그중 몇 명은 다른 일도 하면서 다양하게 연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송재복 교수(고려대학교 前 한국 로봇공학회장)와 함

께 로봇을 쓰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고 부상이 많으니, 부상 회피 

로봇을 협업으로 했고, 김건희 교수(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 로봇 전공)와 척추 분야 설계, 또 기저귀 센서를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 제품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를 끝난 지 3~4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각자 연구하지만, 기존 연구센터는 전공에 

맞게 이어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 중 보통 과제 

몇 개 더 있으니까 그중 일부를 함께 맞춰서 연구 센터가 있을 

때는 서로 협업을 했습니다. 

아직은 가상(virtual)의 환경에서 설계를 완성하는 작업은 가

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모션측정 등 실제 실험을 

병행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체 모델도 모션측정에 사용되는 동역학적 모델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생체 역학적 분석에 필요한 유한요소모델은 

해석의 목적에 따라 개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면 다른 연구자

들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

의 해석목적에 맞게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핵심은 인간중심의 설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05년도 인간 중심설계라는 용어를 공학 분야에 아마 제일 

먼저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우수 연구센터를 2005년도에 

냈다가 떨어졌고, 2007년에 받았는데요. 

그때 이미 스탠퍼드 등의 외국 대학들은 Human-centered 

Design이라는 식의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체역학의 기본은 주로 동작을 분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

니다. 우린 좀 뒤늦게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우리 분야가 혼

자 쓰는 가 했는데 최근에 보니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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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설계는 KAIST에서 나온 "공학이란 무엇인가?" 책

을 읽다 보니 디자인하는 사람이 1장을 썼는데, 인간중심 설계

가 이제는 심리적인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우

리 기계공학과는 그중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중심 설계라는 건 뭐 굉장

히 다양하죠.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의자 디자인

도 인간중심 설계고, 자동차 시트도, 모든 게 인간중심 설계입

니다. 그렇지만 기계공학을 하는 우리는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인체 실험을 안 해도 인체의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제품모델과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여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을 이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기계공학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9.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 중심 제품설계 기술을 활용한 

여러 연구들에 대한 국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외국은 인간 중심설계라고 동작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프로그

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체를 강체로 놓고, 관절로 연결되어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에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 해석하는 소프

트웨어는 다 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앞서있죠. 우린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Life-Mode(Motion Analysis software),

Anybody(www.anybodytech.com), SIMM(Software for 

Interactive Musculoskeletal Model ling) 등 동작분석에서 관

절에 작용하는 힘이나 Muscle Force까지 계산한 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나이키 회사에서도 농구화나 신발 디자인할 때 거의 이 프로

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프했을 때 어떤 힘이 걸리나 등을 

계산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직 못하는 게 무릎관절, 발목관절

에 어떤 응력분포가 생기는지 이러한 FEM(Finite Element 

Method : 유한요소법)은 아직 도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FEM을 이용해서 서 있을 때 자세만 하지. 걸어 다닐 

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같은 거는 FEM 모델로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또 움직여야 하기에 이런 작업은 어렵고 못 하는데요.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지난 2년

간 외국 저널에 투고를 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

계없다는 식으로 그랬는데요. 요즘은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10. 제일 생각나는 제자나 기억나는 협력자가 있으신지요?

김건희 교수와 창업을 두 번 같이했고, 또 쓸 만한 걸 만들었습

니다. 지금 몇 십군데 한의원들에서 쓰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었

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3년 전 다시 또 회사를 차려서 기저귀 센서(케어벨)

를 만들었습니다. 기저귀 센서는 기저귀에다가 센서를 붙이면 

되는데요. 아직은 대변은 잘 안 됩니다. 소변은 확실하게 픽업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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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금 혹시 진행 중인 다른 연구라든지 앞으로 진행 계획이 

있으신 연구가 있으신가요?

동작 분석하는 연구와 인체 응력을 해석하는 연구를 계속 진

행하고 있습니다. 어깨관절연구와 임플란트는 의사와 함께 연

구하고 있고, 그건 내년에 마칠 거고요. 

새로 창업한 비욘드 랩은 앞으로 은퇴하면 계속할 예정입니

다. 사실 기저귀 센서에 대해서 현재 대변까지 개발한 게 있고, 

케어벨 시리즈로 개발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2.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비욘드 랩 회사에서 개발하신 케어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면.

* 유아용 케어벨

* 성인용 케어벨

기저귀 센서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오는 항목을 쭉 봤는데요.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우리 케어벨이 매출 1위로 나오거든

요. 평가도 제일 많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대변은 안 된다. 배터리가 떨어진다고 뭐 이

런 거고. 시판 전에 몇 천 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다 팔려서 

100개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는 몇 천 개 만들면 이걸 팔려고 또 선전을 해야 하고, 

지금은 선전보다는 아예 대변까지 완벽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

습니다. 최근 샘플을 만들어서 요양병원에서 필드테스트를 했

는데요. 대변과 소변의 90% 가까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13. 후배들에게 창업에 대해 조언해주신다면.

아이디어로 창업하면 그 아이디어 누가 베끼는 건 금방입니

다. 포스코에서 기술투자에 관해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에 성공한 평균연령이 39세라고 합니다. 졸업하고 회사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도 형성한 다음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 창업한다면 39세가 되죠. 

기계는 제조업이 거의 90%인데요. 소프트웨어 창업이 아니

고, 간혹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창업에는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럴 거라면 학생 때는 창업보다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창업정신을 가지고 계속 기술을 쌓아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 창업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실을 알

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봐요.

14. 앞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대학원생들)에게 이 분

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연구를 하다가 제품까지 연계가 되면 괜찮은데요. 약간 걱정

이 되는 게 생체 역학 분야 연구만 하게 되면 연관된 산업이 

많이 없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학생들에게 생체 역학적 연구만 하라

고 하기에는 연관된 산업이 없어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기술들은 유한요소 해석이나 동작 분석 등 여러 

가지 역학적인 기술을 CAE(Computer-Aided Engineering)란 

범주에서 어느 분야에나 다 쓸 수 있는 건데요.

생체 역학과 연관된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직 영세하기에 힘듭

니다. 결국 좀 더 나아간다면 골프 등으로 운동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시작단계이기에 저도 대학원생들한테 꼭 생체역학뿐

만 아니고, 좀 더 기계공학 전반의 설계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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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인터뷰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다양한 나노 소재 개발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또는 변환용 소자(태양

전지)입니다. 학위 기간에는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라는 1차원의 나노 소재를 원하는 곳에 조립 및 정렬시키

는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어쩌

면 이러한 주제는 일반적인 기계공학 분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했던 연구실은 로봇을 플랫폼으로 하여 주

변환경이나 독성물질을 탐지하는 장치에 대해 연구하는 소규모 

그룹이 있었고, 그곳에서 주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고 있었

기에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 소재를 원하는 곳에 정렬 및 조립시키는 기술은 Bottom- 

Up 나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자

를 제작하거나 특정 구속 조건이 적용된 시스템에 나노 소재를 

적용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나노 소재를 조립 및 

정렬시키는 많은 방법 중에 제가 주로 적용했던 방법은 유전영

동 힘(Dielectrophoretic Force, DEP force)을 이용하는 것으로

서, 균일한 전기장을 형성하여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하는 메커

니즘을 기반으로 한 전기영동(Electrophoresis)과는 다른 것입

니다. 유전영동 힘은 전기장의 구배(Gradient)를 이용하여 전

기장 내 입자가 전하를 띠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외력입니다. 양단 전극의 형상학적 인자의 차이가 

클수록 높은 전기장 구배가 형성되고,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더 큰 힘이 생성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자가 거동 중인 유체나 

기체 내부에서 각각의 유전상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 중 

하나인 클라우지우스 모소티 인자(Clausius Mossotti Factor)

에 따라 전극 방향으로 향하는 양의 힘을 가할 수도 있고, 전극

으로부터 밀려나는 음의 방향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기장

의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원자힘 현미경 (Atomic 

Force Spectroscopy, AFM) 탐침 끝에 CNT를 DEP 힘을 사용

하여 부착함으로써, AFM의 분해능을 높이는 동시에 탐침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CNT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CNT를 정제하고 또 전기적 성질별로 분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CNT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미세

유로 칩 (Microfluidic Chip)을 이용하여 각종 불순물로부터 

CNT를 정제하는 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CNT

의 경우 탄소원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었는지에 따라 전기적 

물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비슷한 물성끼리 CNT를 분리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박사학위로는 DEP 힘을 이용하여 CNT에 양자점(Quantum Dot, 

QD)이라는 나노 소재를 부착하여 광기전 소자(Optoelectronic 

Device)를 제작하는 연구로 취득하였습니다. 양자점은 CNT보

다 훨씬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DEP 힘을 이용하여 움직

임을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DEP 힘으로 열적 현상에 기

반하는 브라운 운동 (Brownian Motion)에 관련된 힘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CNT 자체를 전극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전기장 

인가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DEP 힘을 비약적으로 증대시

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CNT에 QD를 부착하게 되면, QD사이에 이동하는 전

하의 전달 경로를 CNT를 이용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소자의 반

응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갭 엔지니어링 (Band-gap Engineering)을 할 수 있

는 QD의 특이성을 사용하여 파장 선택성이 있는 광기전 소자 

또한 제작 가능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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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마친 후로는 삼성 코닝 정밀소재에 입사하여 리튬 이

온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3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전혀 모르는 분야인 소재/화공 기반의 리튬 이온 전지소

재 개발 업무를 맡아서 조금 당황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많은 일을 배우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위 때 다룬 여러 가지 나노 소재 및 기계과

에서 배운 시스템 구성/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 개발업무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로 일을 맡아서 연구를 진행하던 소재는 크게 두 가지 였습니

다.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안정

적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리튬철망간인산화물 (Lithium Iron 

Manganese Phosphate)과 양극소재 (Cathode Material) 중 

비용량 (Specific Capacity)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신규 소

재인 리튬과량층상구조물 (Lithium Rich Layered Oxides)에 

대한 것 이였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 당시에 연구하던 소재

들은 지금까지 제가 주로 흥미를 가지고 일하는 주제로 이어지

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첫째는 학위 때 광기 전 소자의 핵심소재로 사용했던 양

자점을 활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양자점은 앞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기에 따라 밴드 갭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양자구속 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에 기

인한 장점과 더불어 다중 여기자 생성(Multiple Exciton 

Generation, MEG) 현상에 기반한 높은 광전변환 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차세대 태

양전지용 소재입니다. 물론 현재는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페로

브스카이트 (Perovskite) 태양전지가 차세대 태양전지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자점 태양전지도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자점은 반도체성 나노결정

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용액상태로도 제조할 수 있으므로 

진공 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액공정을 적용하여 저가

의 태양전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물이기 때문에 유기

물을 기반으로 한 유기 태양전지나 주로 유무기 혼합체로 구성

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보다 대기 안정성이 높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양자점은 매우 작은 소재이므로 분산 안정성을 

위해 표면에 부착된 리간드 (ligand)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양자점 간 전하전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양자점은 비표면적이 매우 큰 소재이기 때문에 표면 결

함이 벌크 (Bulk) 소재 대비 매우 많고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 

소재의 구성면 (Facet) 정보 및 각각의 면에 따른 원자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

습니다. 저희는 표면화학 및 양자점의 전문가이신 성균관대학

교 에너지과학과 정소희 교수님과 나노 소재 분광학의 전문가

이신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의 Matthew C. Beard 박사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자점의 표면을 잘 제어하고, 

소자의 구조를 최적화하여 현재 인증효율 12%의 양자점 태양전

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이 일과 관련하여 저는 2018년에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Denver)에 위치한 NREL로 파견되어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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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

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 소재를 활용한 리튬이온배터리 제작에 관련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는 표면적이 높고 리튬과의 

반응에 따른 부피 변화에 기인한 변형률 (Strain)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성능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

는 우선 학위 때 다룬 소재인 CNT를 활용하여 나노 크기의 

리튬 금속산화물을 합성한 후 복합화시킴으로써 수명특성을 

향상하는 일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형상 학적 자유도를 확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CNT는 종횡비 (Aspect Ratio)

가 매우 큰 소재이기 때문에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 저장 소재 간 전하전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연/신축 배터리를 제작/설계 하는 데 있어서 

외력에 따른 구조의 변화 시 형상을 유지해주거나 전하전달 

경로의 손실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부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물리적인 형태인 폼 팩터(Foam Factor)를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연구

원에서는 이러한 CNT를 이용한 각종 구조물을 기반으로 하여 

유연 배터리, 섬유형 배터리 개발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 음극 (Anode)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과 관련하여 전기화학 반응에 따른 부피팽창과 연

계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NT/실리콘 복합체를 사용

하여 장수명 특성이 뛰어난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였고, 고압 

환경하에서 유한확산 집합체 (Diffusion Limited Aggregation, 

DLA) 현상을 이용하여 주석 (Sn) 나노 구조체 음극 소재를 

개발하여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신뢰성이 향상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보급의 확장에 따라 고속 충/방전 성능이 중요

해지는 시점에서 이와 연계된 소재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열쇠로 고상 전해질 계면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층에 대한 규명 및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연계된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

에 배터리 분야 중에 시스템 설계/제작적인 면이 주목받을 수 

있는 레독스 흐름 배터리 (Redox Flow Battery)에 흥미를 느

끼고 이와 연관된 개인 과제도 수행 중입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 소개

-Sohee Jeong, Hyung Cheoul Shim(co-1st author), 

Soohyun Kim, and Chang-Soo Han, “Efficient Electron 

Transfer in Functional Assemblies of Pyridine- 

Modified NQDs on SWNTs,” ACS NANO, 2010, 4, 324- 

330.

- Jihoon Jang, Hyung Cheoul Shim(co-1st author), 

Yeonkyeong Ju, Jung Hoon Song, Hyejin An, Jong-Su 

Yu, Sun-Woo Kwak, Taik-Min Lee, Inyoung Kim, Sohee 

Jeong, “Allsolution-processed PbS quantum dot solar 

modules,” Nanoscale, 2015, 7, 8829-8834.

- Hyung Cheoul Shim, Ilhwan Kim, Chang-Su Woo, 

Hoo-Jeong Lee, Seungmin Hyun, “Nanospherical solid 

electrolyte interface layer formation in binder-free 

carbon nanotube aerogel/Si nanohybrids to provide 

lithium-ion battery anodes with a long-cycle life and 

high capacity,” Nanoscale, 2017, 9, 4713-4720.

- Hyung Cheoul Shim, Donghan Kim, Dongwook Shin, 

Seungmin Hyun, Chang-Su Woo, Taehwan Yu and 

Jae-Pyoung Ahn, “Observation of partial reduction of 

manganese in the lithium rich layered oxides, 0.4Li2MnO3

–0.6LiNi1/3Co1/3Mn1/3O2, during the first charge,”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2017, 19, 1268–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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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g Cheoul Shim, Hyekyoung Choi, Sohee Jeong, 

“AC-dielectrophoretic force assisted fabrication of 

conducting quantum dot aggregates in the electrical 

breakdowninduced CNT nanogap,”� Applied Physics 

Letters, 2018, 112, 133105.

3. 나노 소재를 이용하여 효율성이 좋은 이차 전지를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차 전지의 개발과 관련해

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목표나 과제가 있다면?

현재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고용량/장수명 및 고성능 

배터리용 소재 개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량 및 

장수명이라 함은 한번 충전 시 먼 거리를 운용하기 위함이고, 

고성능은 출력특성이 좋은 소재로 구성된 배터리를 의미합니

다. 용량 문제는 여러 개의 배터리 집합체를 잘 설계하여 이를 

운용하는 배터리 운용 (Battery Management, BM)의 기술로 

소재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기존 

화석연료 차량에 견주어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충전할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고출력 소재개발의 

중요도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는 이러한 특성

에 부합하는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소재로써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즉, 물질 간 전하 또는 이온 전달 경로를 다변화

시키거나 오히려 제약시킴으로써 전하나 이온의 이송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고속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의 변화에 

따른 열화 현상을 벌크 소재 대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전기화학 반응 시 소재 표면에 형성되는 고상 

전해질 계면의 형성 및 반응 메커니즘이 배터리 고속 충/방전 

효율 향상과 연계되는 인자라 생각되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

니다.

4. 본인의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재현성 

(Reproducibility)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혼자의 힘으로

는 어렵고 집단 지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개선

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과 개선의 기본이 되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다음 과정으로 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간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주제를 떠나서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기술보다는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에너지

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소희 박사님입니다. 정소희 박사

님과의 인연은 제가 박사과정 학생 때부터 이어졌는데, 양자점

이라는 나노 소재를 제게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기도 하고, 

논문 작성법 등을 포함해서 연구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많은 지도

를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소희 박사님은 미국의 미시간 앤 아버 대학 화학과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치신 뒤 귀국하여 기업 및 정부출연 연구소 경력을 거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양자 구조체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주목받는 전문가이며, 표면 화학의 중요성 및 관련 

부문을 꾸준히 탐색하셔서 동일 분야 연구자분들이 많은 인용

을 하는 결과물도 내신 바 있습니다. 정소희 박사님께서는 제게 

연구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 및 자극을 주신 

바 있고, 실제로 제게는 롤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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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 환경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본인의 연구

주제를 이끄는 동시에 변화에도 적응하시며 연구 결과를 End 

Product로 연결하고자 하시는 노력은 제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

니다.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가 저도 박사님께 도움 되는 일원

이자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6.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위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했던 곳은 KAIST 기계공학

과입니다. 석사 학위 때는 (故) 곽윤근 교수님 지도를 받았으며, 

박사 학위 때는 김수현 교수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MSC 랩은 다른 랩들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두 분의 교수님께

서 공동으로 설립한 장소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이신 곽 

교수님과 김 교수님은 기본적으로는 로보틱스 (Robotics) 분야

를 전문으로 하셨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수용하여 

응용 광학 및 나노 소재/소자도 같이 연구하셨습니다. 저는 학

부 때 심리학을 부전공했기 때문에 감성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故) 곽윤근 교수님의 지도하의 석사생으로 KAIST에 입

학했으나, 현재 부산대 나노 에너지공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인 

이형우 교수님의 조언으로 나노 소재/소자로 연구 분야를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 교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계공학도의 입장에서 색다른 

조언 및 심사평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께 지도받지 않

았다면 제가 KAIST에서 어떻게 적응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3년 전에 병환으로 작고하셔서 안타

까울 뿐입니다. 박사 학위 때는 현재 KAIST 대외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김수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동시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끔 항상 열린 자세로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신 김 교수님의 지도

방식 덕분에 재미있게 박사 생활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삼성코닝 정밀소재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3년 동안 리튬 이온 이차전지용 양극 소재개발 업무에 매진하

였습니다. 외적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많은 조직 이동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때 같이 생활했던 연구원분들은 아직도 정기적으

로 만나며 서로의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리기판 외에 신규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써 리튬이

온전지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전폭적인 지

지를 받으면서 밀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은 아직도 연구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

구실 선임연구원으로서 6년째 근무 중입니다. 우리 기관은 대

전에 본원이 있고, 부산 (레이저), 김해 (LNG/극저온), 대구 

(의료)에 각자의 기술 특징을 살린 개별 분원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국민 생활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는 공익적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계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선도적 연구개발

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 중인 나노 응용 역학연구

실은 나노 융합 기계본부라는 조직에 속해있는데, 주로 나노 

스케일의 가공/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소재, 소자, 시스템 등의 

여러 분야를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개발 중입니다.

7. 연구 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제가 연구한 결과가 다른 분들에게 유용하게 인용되거나 적용

될 때 특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제가 생각한 가설이나 

설계대로 실험 결과가 나올 때의 그 기분 좋음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

다면?

나노 소재 및 소자 분야는 어느 한 부분의 학문의 지식만으로

는 진행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양한 학문의 

융합으로 인해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

에 다른 분야의 사람과 협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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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본 미세 열유체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유동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광학 및 초음파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열 및 유동 계측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예로 혈관질환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콜레스

테롤 등의 물질이 축적되어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는 협착증을 

모사한 혈관 주변의 유동 해석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유동 

영상을 고속 카메라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동 속도

를 측정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단력과 같은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유동 해석 시뮬레이션

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러한 유동 해석은 의료 관련 연구에서부

터 미세 채널 내부 metal foam 주변 온도 해석 등 산업과 관련

된 연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열전달과 

연관된 주제로, 산업환경에서 고온의 물체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액적 충돌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액적이 고온 알루미늄 평판에 충돌하는 거동을 

고속카메라를 사용해 가시화하여 이에 따른 열전달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 시키기 위한 표면 처리에 대한 연구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질병 진단을 위한 미세 Biochip 설계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제

품을 만드는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홍현지, 송재민, 염은섭*, “Variations in pulsatile flow 

around stenosed microchannel depending on viscosity”, 

PLoS One, Vol.14, No.1, pp. e0210993, 2019 01.24.

2. 홍현지, 송재민, 염은섭*, “3D printed microfluidic 

viscometer based on the co-flowing stream”, Biomicro- 

fluidics, Vol.13, No.1, pp. 014104, 2019 01.08.

3. 김수영, 김경천, 염은섭*, “Microfluidic method for 

measuring viscosity using images from smartphone”, 

Optics and Lasers in Engineering, Vol. 104, No. 1, 

pp. 237-243, 2018 05.01.

4.염은섭, 김혜미, 박준홍, 최우락, 도준상, 이상준*, 

“Microfluidic system for monitoring temporal variat- 

ions of hemorheological properties and platelet 

adhesion in LPS-injected rats”, Scientific Reports, 

Vol. 7, No.1, pp. 1801, 2017 05.11.

5. 염은섭, 박준홍, 강양준, 이상준*, “Microfluidics for 

simultaneous quantification of platelet adhesion and 

blood viscosity”, Scientific Reports, Vol. 6, No.1 pp. 

24994, 20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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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 유체 분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저의 처음 연구 분야는 초음파를 이용한 유동계측기법 개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액 유동과 

혈액의 물성치를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

구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계측된 물성치의 정확도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유체 장치 개발을 전

문으로 하시는 강양준 박사님이 실험실 연구원으로 오셨습니

다. 저는 강양준 박사님을 도우며 미세유체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배우면서 소량의 샘플을 이용하여 원하는 생화학적 물성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개발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학위 

주제를 변경하여 미세 유체 장치 개발에 전념하였습니다. 이후 

미세 유체를 통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에도 관심이 

생겨 미세 유체 장치로부터 미세 액적으로 인한 열전달 및 메탈

폼 내부 미세 유동 등 연구 영역을 확장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연구에서 가장 큰 해결 과제나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실험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질병 

진단을 위해 진단 인자를 측정하는 미세 바이오 칩의 전체 시스

템을 소형화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KIT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혈액의 점도를 측정

하는 미세장치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국

제 학술지에 게재 되었습니다. 이 미세장치 설계를 위해 다양한 

형상의 장치 내 유동 특성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따른 

전단력의 변화를 관측하여 최적의 형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제 

장치로 구현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

나 광학적으로 투명한 재료를 이용한다고 해도 실제 장치 내 

유동 영상 측정에 있어 왜곡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점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존에 사용되는 장치의 성능과 비교하여 소량의 샘플로 정확

하게 점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인 보다 높은 점도를 가진 당뇨 환자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된 장치는 영상 분석을 통하여 물성치를 관측하는데 이러

한 측정을 고속 카메라가 아닌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하려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점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

여 점도 장치의 내부 영상을 찍고 이를 무선 통신을 통해 컴퓨터

로 전송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산패도에 따른 기름의 점도 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

나 광학 장치로 현미경을 사용하고 펌프나 샘플 이송 장치도 

크기 때문에 아직 소형화 장치로 개발 되기에는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소형화 광학 

시스템과 펌프를 개발하려 합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 다른 분야의 협업을 

하고 계신 연구자가 계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저에게 많은 조언과 칭찬으로 연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 주신 남권호 박사님을 제 인생의 

멘토로 생각합니다. 저년차 일 때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논문을 찾고, 연구가 막힐 때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해결 방향을 찾는 과정을 알려 주시고,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첫 논문을 세번이나 수정해 주시는 연구에 

대한 열정을 옆에서 보면서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

하는 마음 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

로 학생에게도 연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느끼며 박사님의 지도에 크게 감사드립

니다.



2019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06

그리고 같은 실험실 소속의 선배인 권대희 박사님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기존 

이론을 기반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리고 이상유동이라는 저에게 생소한 분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실험 분석과 조언을 주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6. 연구를 진행했던 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포항 공대의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매일 

아침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밤낮 없이 항상 솔선수범 하여 연

구를 독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

구의 방향을 잡고 여러 논문을 읽어 가정을 세우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처음 연

구는 난류 해석으로 시작하여 측정 기법 개발, 의료 관련 연구를 

거처 최근에는 식물을 모사한 기술 개발까지 최신 연구를 섭렵

하시며 변화하시는 것을 보고 항상 저의 연구에 대하여 생각하

며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저도 교수님을 본받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아직도 첫 SCI 국제 학술지 논문이 게재 승인되어 지도교수님

께 메일을 받았을 때 기쁨이 기억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

까지 약 40편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였지만 매번 한 

연구를 마무리 할 때 마다 도움을 주신 동료와 학생에게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논문을 다른 연구자들이 

읽어 인용이 되었을 때 또한 제가 한 결과가 유의미한 연구였다

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를 

국제 저널 논문으로 마무리를 하였지만, 이 중 일부는 특허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학술적으로만 정리하지 

않고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8. 미세 역학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에게 조언과 앞으로의 비

젼 등을 제시해 주신다면?

기계장치의 소형화에 따라 최근 연구 동향이 점점 소형 시스

템 내 구조 및 유동 해석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이러한 기술을 전문으

로 하는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국한된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적용이 되어 가고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이 창업이 되고 있기에 상황은 점차 좋아

질 것입니다. 다만 연구 분야를 미세 역학 또는 특정 영역으로 

국한을 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본인 만의 특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부산대 부임 후 첫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연구 장비 및 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심양면으로 실험실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신 같은 학부 소속의 김경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

다. 교수님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빠르게 부산대에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실 운영을 위해 여러 

업체에서 장비 견적을 받고, 같이 실험실을 채워나가고 연구실

의 잡무를 맡아 주는 듬직한 실험실의 기둥 홍현지 학생, 새로운 

유동 계측 기법 개발과 새로운 연구 분야를 시작할 계기를 제공

해 주는 실험실의 브레인 김미래 학생, 그리고 이제 1년차로 

입학을 하였는데, 박사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다양한 연구를 동

시에 진행해 주는 만능인 강동국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도움으로 실험실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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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대 의학이 기존에는 병원에서 고가의 정밀 장비를 이용해

서 진단하는 방식에서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는 휴대형 장비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신체에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웨어

러블 장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

스들이 물리적인 신호 곧, 맥박, 온도, 움직임, 심전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신호들, 혈당, 전해질 농도, 탈수정도 등의 정보도 매

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혈액이 가장 좋은 

biomarker 이지만 바늘을 써서 고통을 수반하며 측정해야 한다

는 단점 때문에 웨어러블 센서와는 접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서 많은 연구자들이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을 이용해서 신체의 

화학적인 상태를 파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John Rogers 연구실에 조인했을 때에 원래 이 연구

실이 해왔던 것처럼 물리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내에서 땀을 

측정하는 연구에 대한 첫번째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저는 저의 

배경지식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학부와 석사를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박사과정은 전기

공학부에서 하였는데 그 때 미세유체를 이용한 바이오칩을 제

작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용하여서 포닥연

구시절에는 미세유체 채널을 이용해서 땀을 정밀하게 컨트롤하

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번 째 연구는 땀을 순차적으로 모으는 연구였습니다. 사람

이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릴 경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땀성분

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땀을 순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디바이

스에서는 외부적인 동력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모세

관 밸브와 땀샘에서 나오는 압력을 이용해서 채널 디자인을 

통해서 땀이 순차적으로 모이는 디바이스를 제작했습니다.

이 연구후에 저희는 좀 더 정확한 땀 측정 센서를 만들기 위해

서는 땀샘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50년 전에 

의사가 측정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너무 범위가 커서 정확한 

값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운동을 하면

서 피부 표면에서의 압력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

에 사용한 모세관 밸브를 이용해서 특정 압력에서 밸브가 터지

는 원리를 이용해서 땀의 압력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저희는 땀의 성분을 피부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했습니다. 특별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색상 변화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를 제작하기로 방향을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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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기화학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복

잡한 전자장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한 리더기가 필요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면서

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했습

니다. 염화이온, 포도당, 젖산, pH, 그리고 땀배출량과 땀의 

온도를 모두 색상 변화를 기반으로 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미세유체를 이용한 웨어러블 땀 센서는 먼저 스포츠 분

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에 LA Lakers, 

Chicago Cubs, Seattle Mariners 와 같은 스포츠 팀에 디바이스

를 보내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Epicore라는 회사에

서 이 디바이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양산화 제품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스포츠 음료를 만드는 

게토레이 회사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게토

레이 공식 광고에도 테니스계의 유명 스타인 세레나 윌리엄스

가 이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연습하는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동영상: 미세유체를 이용한 땀 센서를 테스트하고 광고하는 

게토레이

다른 적용분야는 화장품입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로

레알에서 피부의 pH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피부의 pH 값에 따라서 다른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에서 로레

알에 웨어러블 pH 센서를 소개하였습니다.

동영상: 로레알과 공동개발한 웨어러블 스킨 pH 센서

다른 사용분야는 재활분야입니다. 뇌졸증 환자의 경우,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시카고에 위치한 Abilitylab 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재활병

원입니다. 이 곳에서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재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가 운동능력을 회

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숙련된 전문가가 

환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회복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웨어러블 센서 중에서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런데 의학 논문에 따르면 이런 

환자의 경우 땀의 배출되는 양의 정도가 마비 정도에 따라 영향

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마와 허리 부분에서 좌우 비대칭적으로 

땀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졸증 환자의 이마의 좌우에 

땀센서를 부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재활 확인 바이오마커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동영상: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해서 재활 프로그램의 진행을 

확인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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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대표 논문 기재해 주세요.

J. Choi#, A.J. Bandodkar#, J.T. Reeder, T.R. Ray, A. 

Turnquist, S.B. Kim, N. Nyberg, A. Hourlier-Fargette, 

J.B. Model, A.J. Aranyosi, S. Xu, R. Gha?ari and J.A. 

Rogers, "Soft, Skin-Integrated Multifunctional Micro 

fuidic Systems for Accurate Colorimetric Analysis of 

Sweat Biomarkers and Temperature," ACS Sensors 4, 

379-388 (2019).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s)

논문 링크:

https://pubs.acs.org/doi/abs/10.1021/acssensors.8b01218

A.J. Bandodkar#, P. Gutruf#, J. Choi#, K.H. Lee, Y. 

Sekine, J.T. Reeder, W.J. Jeang, A.J. Aranyosi, S.P. Lee, 

J.B. Model, R. Ghaffari, C.-J. Su, J.P. Leshock, T. Ray, 

A. Verrillo, K. Thomas, V. Krishnamurthi, S. Han, J. 

Kim, S. Krishnan, T. Hang, J.A. Rogers, "Battery-free, 

Skin-interfaced Microfluidic/Electronic Systems for 

Simultaneous Electrochemical, Colorimetric and 

Volumetric Analysis of Sweat," Science Advances 5: 

eaav3294 (2019).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s)

논문 링크: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5/1/eaav3294

뉴스 :

https://www.nytimes.com/2019/01/18/health/wearable-t

ech-sweat.html

Y. Ma#, J. Choi#, A. Hourlier-Fargette, Y. Xue, H.U. 

Chung, J.Y. Lee, X. Wang, Z. Xie, D. Kang, H. Wang, S. Han, 

S.-K. Kang, Y. Kang, X. Yu, M.J. Slepian, M.S. Raj, J.B. 

Model, X. Feng, R. Ghaffari, J.A. Rogers and Yonggang 

Huang, "Relation Between Blood Pressure and Pulse Wave 

Velocity for Human Arter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44), 11144-11149 (2018).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s)

논문 링크: https://www.pnas.org/content/115/44/11144

뉴스 링크:

https://spectrum.ieee.org/the-human-os/biomedical/diag

nostics/blood-cuff

3. 본인이 개발한신 웨어러블 땀센서가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

한 것에 비해 장점이 있다면?

저는 미세유체를 이용해서 땀을 정밀하고 채취하고 분석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전기화학 방식의 디바이스들은 제

일 먼저 땀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미세유체를 기반으

로 만든 디바이스를 특정 피부 면적에서 나오는 땀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 땀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들에게 땀의 배출량 정보를 주어서 

물을 흡수하는 양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색상 변화를 통해서 땀의 성분을 알려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양산화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기화학 방식의 경우, 디바

이스의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의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땀센서의 경우, 웨어러블 센서 중에서 시장성이 좋고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변화를 이용한 

디바이스를 만든다면 시장개척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제품의 개발의 경우, 단가를 아주 낮추어서 일회용

으로 개발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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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땀을 분석하는 화학적 센서와 물리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디바

이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신체 활동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땀의 성분 중에서 좀 더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발견하여서 질

병을 진단하는 연구를 의대, 생명과학 연구자들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세유체를 기반으로 체외 진단 장치를 연구하였고 포닥 

연구에서는 피부에서 진단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장기적

으로는 신체 내에서 압력과 온도와 같은 것을 측정한 뒤에 미세

유체 칩을 이용해서 약물을 정밀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합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Samuel Sia: 컬럼비아 대학 의공학과에 교수로 계신 분입니

다. 이 분은 미세유체를 이용해서 AIDS나 성간염병을 아프리카

와 같이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서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는 제게 미세유체 분야가 현장

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하였고 제 박사 연구 주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

로 저는 미세유체를 이용해서 접근이 용이한 진단 장치를 개발

하여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논문 링크 :https://www.nature.com/articles/nm.2408

6.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John Rogers 교수님은 원래 UIUC 대학에 계시다가 2016년 

가을에 Northwestern 대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대학은 시카

고 바로 위에 위치한 에반스톤 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워낙 유명

한 교수님이라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점은 

먼저 진행하고 계신 유연전자소자 처럼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

운 아이디어, 특별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epidermal electronics 연구도 바이오 

쪽에 종사하시는 분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실은 한국, 중국, 인도,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온 포닥,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쉽게 개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자기 기술을 기반

으로 확장하는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는 현

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연구를 할 때 영향력

이 있으며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해 

부터 국민대학교에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계

속해서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고 여기에 부합한 기술을 제공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박사 때 연구한 것이 퀀타매트릭스라는 회사에서 상용

화 하였고 실제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포닥 연구에서 개발했던 웨어러블 

땀 센서도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연구가 Scientific 하

게는 큰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제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 분야를 정의하려면 크게는 의공학, 좀 더 세분화하면 미세

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장치, 그리고 현재는 웨어러블 땀 

센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세유체 분야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국내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

도 이 연구 분야를 계속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과 땀과 

같이 유체가 생명 유지 현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들도 유체를 기반으로 물질을 전달하고 생존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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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세유체 분야는 앞으로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 더 많은 도전

을 받게 될 것이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 분야는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좋은 바이오마커를 찾고 측정할 수 

있다면 영향력이 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땀센서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연구입니다. 여기에도 해결해

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땀을 운동을 하지 않고 채취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신경전달물질을 전류 자극을 통해 주입

하여 땀을 인위적으로 배출하도록 할 수 있는데 약물을 피부에 

전류를 흘려서 주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만큼 어렵지만 그만큼 영향력도 클 것입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연구를 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이 남지만 결국 논문도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실험하고 

했던 기억을 되새기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연구

할 때 최대한 배려하고 배우고 돕고자 하는 자세로 했던 것이 

제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나중에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길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동안 같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안고 시간을 공유했던 동료

들, 지도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그런 시간을 공유하는 연구자로 살

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좁은 공간에 뛰어난 인재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여러 인프라가 적은 것은 사실

이지만 이런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융합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뛰어난 연구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도 같이 연구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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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5년 스탠포드 기계과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할 때부

터, 2011년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복부 대동맥 내의 혈류 

유동 (Hemodynamics) 을 연구하였고, 스탠포드 병원 외과에

서 포닥과 선임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2016년 겸임교수로 임명

된 후 지금까지 대동맥과 주요 동맥 중 질환이 잘 생기는 부위의 

형상 및 움직임 (Vascular morphology)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기계과에서 했던 Hemodynamics 연구부터 보려면, 우선 하

복부 대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설명 드려야 하는데요. 이 질환

은 유전적/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혈관 내벽에 영구적이고 국소

적인 손상이 생겨, 손상된 혈관 부위가 혈압을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팽창하다가 어느 임계를 넘기면 터지고 마는 병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13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혈관 내벽이 언제 

터질지 예상이 쉽지 않기에 지속적인 이미지 촬영과 모니터링

이 필요합니다. 약해지고 팽창한 혈관 부위에 대동맥 사이즈의 

인공혈관 (endograft)을 국소 부위 절개 후 Catheter를 이용하

여 삽입하는 시술을 EndoVascular Aortic Repair (EVAR)라

고 부릅니다.

EVAR 시술 시점은 보통 대동맥류 크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데, 크기가 기준 미달일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크기 측정

을 하게 되며, 초음파나 MRI를 많이 찍습니다. 초음파는 실시

간 혈류 속도 측정이 용이하나 혈관 형상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서는 한계가 있고, MRI는 우수한 spatial / temporal resolution 

덕분에 혈관의 형상을 자세히 촬영할 수 있지만, 촬영 시간이 

길고, 조영제를 혈관 내에 주사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하복부 

대동맥 내의 혈류를 이해하고, 얼마나 유속이 증가했을 때 정체 

혈류가 없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Figure 1).

우선 팔로알토 퇴역군인 병원에서 대동맥류 진단을 정기적으

로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관 조영 MRI를 찍고, 특수 제작한 

나무자전거로 실시간 운동을 시킨 후 다시 MRI로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영상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여, 하복부 대동맥 표면을 입체 모델링하고 (동영상1), 

전반의 혈류를 CFD로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결과값으로 산

출된 유속을 베이스로 대동맥류 내의 유체 입자의 clearance 

time을 계산하여 정체 혈류가 어느 부위에서 시작되는지 형상

화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양한 형태의 실제 환자 대동맥류 내에서 

정체 혈류 부위가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1년 혹은 그 후에 촬영한 MRI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정체 혈류 

부위의 thrombus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Figure 2).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전거 타는 강도를 두 단계로 점차 높이면

서, 측정한 유속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낮은 강도로 

운동하는 단계부터 이미 정체의 개선이 일어난다는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Figure 3).

이 단계는 맥박이 30프로 증가하는 정도이며 (ex: 평소 맥박

이 60인 사람의 경우, 78-80 정도까지 올라는 강도의 운동. 

서둘러 걷는 정도), 혈류 개선이 비지속적으로, 그러나 일정 

주기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대동맥류의 심화를 늦출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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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자료의 뒷받침 하에, EVAR 기준에 못미치는 크기의 

대동맥류 환자에게 가벼운 강도의 운동을 권유하는 것이 단순

한 의사의 권유가 아닌, 예방치료의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에서 요약한 Hemodynamics 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를 

모으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탠포드 혈관외과 팀과 협업을 하였으며, 박사 졸업 

후에는 좀더 심각한 상황의 질환을 연구하고 싶어서, 혈관 외과

에 소속되어 Vascular morphology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

다. 개복 혹은 개흉수술과는 다르게,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

은 외과의가 실제 혈관을 보거나 느낄 수 없으며, 실시간 

C-arm 촬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텐트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파악하면서 목적한 부위에 스텐트를 안착 시켜야 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주요 혈관의 형상과 평소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큰 폭으로 

접히고 늘어나는 혈관에 스텐트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로 유연한 스텐트를 선택하는 것이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지,적절한 프로토콜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관의 형상과 움직임 파악은 수술 뿐만 아니라 차기 스텐트 

개발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본 연구

를 진행하면서 큰 규모의 의료기기 회사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

습니다.

본 연구는 흉부과 하복부 전체를 포괄하였으며, 소형 대동맥

류, 응급수술이 필요한 크기의 대동맥류, 그리고 대동맥 박리 

환자를 대상으로 들숨/날숨 상태에서 CT를 촬영하고, 흉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심장 맥동 프레임 영상도 촬영하였습니다. 

CT 영상을 토대로 들숨 (inspiration)과 날숨 (expiration), 

심장 확장 (diastole)과 심장 수축 (systole)을 분리하여 혈관 

표면을 입체 모델링하고, 형상과 움직임을 특정화하기 위한 파

라미터 (length, branching angle, curvature, diameter)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EVAR 혹은 TEVAR (흉부 EVAR)로 인해 

형상과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하였습니다 (Figure 4).

주요 결과만 요약하면, 대동맥과 주변 혈관은 심장 맥동과 

호흡으로 인해, 길이 방향과 곡률 방향, 그리고 branching 

angle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흉부 대동맥의 경우, TEVAR 

전과 비교할 때, TEVAR 후에 시술된 부위의 움직임은 감퇴하

였으나, 시술과 상관없는 부위의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습니다 (Figure 5). 하복부의 경우, 대동맥에서 나온 복강 

동맥(celiac artery), 상장 간동맥(superior mesenteric artery), 

좌/우 신장 동맥(renal artery)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었는데, 

네 동맥 특유의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들숨에서 날숨으로 바

뀔 때, 하복부 기관의 상향 이동을 따라 네 동맥 모두 곡률의 

증가, 즉 bending을 일으켰습니다 (Figure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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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enal arterial bending은 EVAR 시술 후, 스텐트와 혈

관 경계에 집중되어, 그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두 가지 다른 

EVAR 시술 

본 연구는 EVAR 시술 후 환자의 연 단위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움직임 측정 결과와 연결점을 찾기 위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연결 고리는 혈관 형상 파악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특정한 형상의 혈관에는 어떤 종

류의 EVAR가 적합한지, 시술 후 추가된 움직임이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입증될 경우, 움직임 증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모델과 사이즈의 스텐트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5개 이내)

1. Suh GY (co-1st), Ullery BW, Hirotsu K, Zhu YD, Lee 

JT, Dake MD, Fleischmann D, Cheng CP. Geometric 

Deformations of the Thoracic Aorta and Supra-aortic 

Arch Branch Vessels Following Thoracic Endovascular 

Aortic Repair. Vasc Endovasc Surg. 2018;52:173-180.

2. Suh GY, Choi G, Herfkens RJ, Dalman RL, Cheng CP. 

Three-Dimensional Modeling Analysis of Visceral 

Arteries and Kidneys during Respiration. Annals 

Vasc Surg. 2016;34:250-260.

3. Suh GY (co-1st), Ullery BW, Lee JT, Liu B, Stineman 

R, Dalman RL, Cheng CP. Comparative Geometric 

Analysis of Renal Artery Anatomy Before and After 

Fenestrated or Snorkel EVAR. J Vasc Surg. 2015; 

63:922-929.

4. Suh GY, Beygui R, Marangi R, Fleischmann D, Cheng 

CP. Aortic Arch Vessel Geometries and Deformations 

in Patients with Thoracic Aortic Aneurysms and 

Dissections. J Vasc Interv Radiol. 2014;25:1903- 1911.

5. Suh GY, Les AS, Tenforde AS, Shadden SC, Spilker 

RL, Yeung JJ, Cheng CP, et al. Hemodynamic 

Changes Quantified in Abdominal Aortic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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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creasing Exercise Intensity Using MR Exercise 

Imaging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nals 

Biomed Eng. 2011;39:2186-2202.

3. 본인의 현재 연구에서 극복해야할 할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

이 있다면?

현재 소속이 병원이기에, 기계과에 있을 때 힘들었던 환자 데

이터 수집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환자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디테일한 입체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으로 간단한 혈관 모델

링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만, 자동과 수동을 동반하는 

SimVascular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규칙한 질환 혈관의 형상을 

디테일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입니다. SimVascular는 open 

source software이며 (simvascular.org), 스탠포드 기계과의 

Alison Marsden 교수가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과

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imVascular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 나은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사용하

기 위해 계속 서치 중입니다.

4.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의료진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현 의료계에서 의료 데이터 관리나 

진단 / 해석하는 방식은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 내에서 특정 의료기기 선택은 온전히 집도의의 판단과 

의료수가, 재고 사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특징에 

맞추어 적합한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매뉴얼을 수치적 증거에 

근간하여 제안할 수 있다면, 부적합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재수술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석박사 과정은 Charles A. Taylor 

전 스탠포드 기계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박사 졸업 후에는 혈관외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

며, 의료기기 업체 컨설팅을 동시에 하던 Christopher P. 

Cheng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현재 우리 연구실을 시작하였습

니다. 혈관외과 치프인 Dr. Ronald Dalman의 지지와 

Medtronic, Gore, Endologix 등의 회사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 기계공학분야에서 학, 석,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Medical 

School에 계신데. 연구 분위기나 협업 등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혈관 외과가 더 편안한 집처럼 느껴집니다만, 초반에

는 의료 용어의 한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일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레벨의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

에,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상 스태프, 환자 코디네이터, 

의사의 스케쥴을 파악하는 비서와 두루 좋은 관계를 섭렵하는 

것이 차후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학병

원인데다가, 전반적 연구활동이 활발한 분위기이고, PhD가 아

주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MD 사이에서 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7. 의공학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

씀을 해 주신다면?

Multi-displinary research가 더이상 생소하지 않은 시대입

니다. 의공학 분야는 공학자가 본인이 그간 연마한 관점, 사고, 

문제해결 방식을 현존하는 의학계의 문제를 푸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치료 효율 향상과 환자의 삶의 개선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의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대학이 논문도 많이 내고 있고, 학회에서 활동

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공학 분야로 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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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하고 난 후 취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직은 다양하지 않습

니다. 얼마 전에 Gore Vascular가 한국에서 철수함으로 인해

서 소아 심장질환 환자들이 Fontan 시술을 받을 스텐트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1: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

html?mode=view&ID=1125112&REFERER=NP,

관련 기사 2: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3/151857/).

국내 스텐트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아무도 개발에 뛰어들지 

않게 된다면, 많은 환자들은 앞으로도 수입 스텐트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의사들의 선택지도 제한될 것입니다. 국내 수요와 

중국, 인도, 중남미 등 떠오르는 세계 수요에 응답하는 스텐트

와 의료기기가 한국에서 개발되려면, 의공학 분야를 수료한 인

력이 꼭 필요합니다. 20-30년 후의 비전을 가지고, 의공학 분

야에 더 많은 분들이 뛰어드시게 되길 희망합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요. 초중고, 학부, 대학원에다가 포닥 과정까지 거칠 수도 있는 

여정은 정말 길고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주어진 일과 주변의 기대는 커지기만 하니 스트레

스도 많이 받고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로 중요합니다. 제 경우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오히

려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요즘은 출산 후 1년이 넘도록 빠지

지 않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다가 복싱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

고, 육아하면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쾌하게 풀고 있습

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전 문단에서 말씀드렸는데, 같지

만 다른 의미로 공부 외의 재능을 틈틈히 연마하는 것도 추천드

립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본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삶의 충만함

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나 공예, 악기 

연주나 감상, 여행, 글쓰기나 독서, 요리, 무엇이든 우리가 흔

히 ‘취미활동’이라고 우선순위 낮게 잡았던 것들이 꾸준히 

혹은 다양하게 하게 될 때 놀랍도록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나 연구가 잘 되지 않아 좌절을 겪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머리를 비우고 재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두 가지 팁 다 부모님이나 선배들로부터 늘 듣는 뻔한 조언이

지만, 저 개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믿거

나 말거나 하는 마음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

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연구를 즐기면서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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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체의 기관지를 전산 해석 기법, 예를 들어 영상 정합, 기계학

습, 전산유체역학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이러한 기법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관지 관련 질병은 폐 구조 및 기능의 

급성 혹은 만성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진단 

방법은 대부분 자각증상 및 치료의 반응을 통해 질병 진단을 

하였으며 이는 진단하는 의사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반면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은 의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의-공학 

융합 연구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다소 생소하며, 실제로 공학적

인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복잡한 분지 

구조를 가진 기관지는 1분에 약 15회의 주기로 반복적인 호흡

을 실시하며,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유체/고체/동역학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 연구분야

로는 순환기 혈류 유동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기는 혈액과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유동 

현상이 확연히 구별되고 고체와 주고 받는 상호 작용 또한 다릅

니다. 참고로 순환기에 대한 연구는 기계공학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의학 분야와 협력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호흡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는 주로 세포 

및 동물 실험에 의존하고 있고, 전산 역학 방법을 통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고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영상처리, 기계학습, 전산유체역학 등의 컴퓨터 기법은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꾸준히 진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연구실

은 최신 전산 기법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바탕

으로 기관지 해석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기법과 결합하여 정확한 영상 진단을 

하는 것은 흉부영상의학에서도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 저의 기존 대표적 연구 성과는 CT 

영상 해석과 전산 기법을 활용하여 다 기관에서 획득한 천식환

자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변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미국인 정상

을 비교하여 각 인종이 갖는 폐 구조와 기능을 정량적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을 알려주세요.

[1] Choi S, Hoffman EA, Wenzel SE, Castro M, Fain S, 

Jarjour N, Schiebler ML, Chen K, Lin C-L.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imaging-based 

clustering differentiates asthmatic subgroups with 

distinctive clinical biomarkers,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17, 140 (3): 690-700, 

doi.org/10.1016/j.jaci. 2016.11. 053, IF: 12.485, 5 year 

IF: 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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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o HB, Chae KJ, Jin GY, Choi J, Lin C-L, Hoffman 

EA, Wenzel SE, Castro M, Fain SB, Jarjour NN, 

Schiebler ML, Barr RG, Hansel N, Cooper CB, Kleerup 

EA, Han MK, Woodruff PG, Kanner RE, Bleecker ER, 

Peters SP, Moore WC, Lee CH, and Choi S, 

Quantitative CT based Structural and Functional 

Features in Korean Asian Compared with White 

American, Korean Journal of Radiology 2019; 

Recently accepted

[3] Choi S, Choi J, Lin C-L. Contributions of Kinetic 

Energy and Viscous Dissipation to Airway Resistance 

in Pulmonary Inspiratory and Expiratory Airflows in 

Successive Symmetric Airway Models With Various 

Bifurcation Angles, Journal of Biomechanical 

Engineering 2018 Jan; 140 (1): 011010, doi: 

10.1115/1.4038163, IF: 2.057

[4] Choi S, Hoffman EA, Wenzel SE, Castro M, Fain S, 

Jarjour N, Schiebler ML, Lin C-L. Quantitative 

assessment of multiscale structural and functional 

alterations in asthmatic populations,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2015;118 (5):1286-1298, DOI: 

10.1152/japplphysiol.01094. 2014, IF: 3.351

[5] Choi S, Miyawaki S, Lin C-L. A Feasibl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tudy for Relationship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Alterations with Particle Depositions in 

Severe Asthmatic Lungs,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2018 July; doi.org/ 

10.1155/2018/6564854, IF: 1.545

3.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 근무하셨다고 아는데. 현재는 

폐의 전산 유체 해석을 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연구의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 기술기획지원 업무를 담당 하였

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소 전체 인력 및 예산 등을 관리하였고, 

센터 내 소속되어 있는 설계, 시험, 해석 그룹의 연구센터 결과

를 종합하여 최고위층 임원들의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다른 센터에 

비하여 제가 소속되었던 차량기술센터는 석사 및 박사 비중이 

높은 조직이라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차량의 설계 및 제작보

다는 향후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다양한 석/박사 연구원들과 접하면서 해석 연구의 중요성을 이

해하게 되었고, 특히 유체역학 학문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연구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대 유정열 교수님 연구실로 석사과정을 진학

하였는데, 대부분의 전산유체역학해석은 유한체적법 혹은 유

한차분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데 반해, 제 석사 연구실

에서는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전산유체역학을 수행하고 있었

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표면장력을 고려한 2상유동 해석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연스레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기관지 유동 해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아이오와대학 박사과정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관지 구조와 같은 생체 형상은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서 연구를 하며 CT 영상 등을 포함한 복잡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었는데, 이 때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 수행하였

던 데이터 관리 등의 경험은 제 연구에 기초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협업을 하시거나 기관의 도움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흉부 영상 데이터는 현재에도 많은 병원에서 획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얻고자 한다면 많은 수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T 영상은 기관마다 다른 영상 

장치를 사용하여 획득하고 있고 구체적 획득 방법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는 CT 밀도의 차이를 야기

하며 그로 인해 다 기관 비교가 어렵고 심지어 같은 기관의 

데이터도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데이터의 획득 자체보다 얼마나 질 높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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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아이오와에서 근무한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아이오와대학 영상의학과의 Eric Hoffman교수

님, 기계공학과의 Ching-Long Lin 교수님과 지속적인 협력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대학은 CT 영상 획득 분야에

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다 기관 

CT 영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 기관 연구로는 Severe Asthma Research 

Program (SARP)과 SubPopulations and InteRmediate 

Outcome Measures In COPD Study (SPIROMICS) 등이 있는

데, 각각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연구이며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후원을 받아 10개 기관 이상이 참여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

원 등과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질병 

군의 대조 군으로 200명 이상의 정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강원대 병원은 시멘트 분진 노출 환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0

명 이상의 분진 노출 CT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경북

대병원을 중심으로 한국 다 기관 천식 연구인 COREA (the 

COhort for Reality and Evolution of adult Asthma in Korea) 

의 도움을 받아 천식발작으로 인한 기관지 변화 및 회복 양상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융합적 연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기관을 찾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수와 

범위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5. 연구과정에서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박사과정 초기에 받았던 주제는 천식과 정상인을 전산유체역

학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었습니다. 처음

에 아무런 생리학적 지식 없이 접근하였고, 단순히 비교하였을 

때는 예상과 달리 두 그룹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이 얻어

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 세 개의 다른 

센터에서 얻어진 데이터 값 간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보정 식을 개발하

였고 센터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 대상의 연구는 각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관지가 크고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수력 직경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

니다. 기존 대부분의 비교 연구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다 보니 생리학적인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곤 하

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

하여 보정 식을 도출하였고, 보정 식 적용 후 천식 질병으로 

인한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정상인으로부터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6. 2017년에 조교수로 부임되신걸로 압니다. 연구소 생활과 

교수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 

및 연구과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때는 주어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만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시와 현재 교수로서의 생활에 가장 큰 차이

는 요구되는 역할의 증가에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교수로서 저의 

역할은 연구는 기본적으로 잘 수행해야 하고, 학생들을 잘 지도

하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

도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전달

하고, 학생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뛰어 넘는 연구자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인내, 관심 및 애정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

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정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7.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 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IIHR Hydro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였는데,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 수력학 연구를 합니다. 

특히 홍수, 강수량, 및 강물의 흐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외에도 아이오와대학교는 미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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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의공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CT를 활용한 영상 의학적 연구는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이러

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자공학, 및 의공학과에서 영상 분석 기법 

및 해석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고, Software를 활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박사 지도교수인 Ching-Long Lin 교수님은 Stanford 대학

에서 CFD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기관지 유동 관련 연구

를 15년 가량 수행하고 계십시다. CFD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해

박 하셔서 비교적 늦은 진입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을 이 분야의 

선도 그룹 이끄셨고, 현재는 AIMBE, ASME와 APS의 Fellow

로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신진연구자 인터뷰

121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국제온도표준(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 of 1990, 

ITS-90)에서 이상적 기준온도로 사용되는 고정점 물질(fixed- 

point substances)의 액상선 온도(liquidus temperature)를 실

현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온도표준에

서는 은(Ag), 알루미늄(Al), 아연(Zn), 주석(Sn), 인듐(In), 갈

륨(Ga), 물(H2O), 수은(Hg) 등 순수한 고정점 금속의 상변화온

도를 이용하여 -38.8344 °C부터 961.78 °C까지 온도영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순수한 물질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의 불순물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에 

따라 물질의 상변화 온도 역시 불순물 효과에 의해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상변화 온도를 갖게 됩니다. 이 네 상변화 온도는 

응고의 시작 온도인 액상선 온도(liquidus temperature), 용융

의 시작 온도인 고상선 온도(solidus temperature) 그리고 용

융 및 응고 과정 중 연속적으로 변하는 용융 및 응고 온도이며, 

불순물이 존재하는 한 이 네 온도는 모두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온도표준의 가장 이상적 기준온도인 순

수한 고정점 물질의 상변화 온도는 특정 불순물 함량에 대한 

액상선 온도를 결정하고 이 온도에 불순물 효과 보정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응고 시작 순간의 온도인 액상선 온도를 정확히 

실현하고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밀 온도제어기술의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 고정점 금속의 액상선 온도의 결정에 성공한 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

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초정밀 온도제어기술인 압력제어식 

온도제어기술(hydraulic temperature control technique)을 먼

저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열 펄스 기반 용융(heat 

pulse-based melting) 방식의 물질 상변화 속도제어 기술을 

고안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고정점 금속 중 하나인 주석(Sn)의 

액상선 온도를 결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주석의 액상선 온도는 주석의 삼중점 온도와의 비교 및 복수 

순도 주석의 액상선 온도 간 비교 검증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

였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순물 효과까지 보

정한 순수 주석의 상변화 온도(즉, 가장 이상적이며 이론적으

로만 존재하였던 순수 금속의 상변화 온도)를 최초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액상선 온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고 시작(또는 

용융 종료) 순간의 상변화 온도이나, 고순도 물질의 경우 응고 

핵생성 시 발생하는 과냉각(supercooling) 및 용용 후반 열적 

외란에 의한 온도 변화(run-off)로 인해 통상적인 상변화 과정

을 통해서는 측정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액상선 온도는 

주기적인 열 펄스를 이용하여 물질의 용융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단열 환경에서 용융 진행에 따른 용융 온도 변화를 

측정한 후, 용융 종료 순간으로 온도를 외삽하는 방식으로 결정

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건은 사각파형의 온도파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극도로 빠르고 정밀한 온도제어기술이 있어야만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동형 2상 열전달 기기인 

LHP(Loop Heat Pipe)의 고속 증기상 유체의 온도와 물리적으

로 분리된 2상 유체 저장소의 압력 간 존재하는 고유한 열수력

학적 연결관계를 이용하여 압력제어를 통해 온도를 빠르고 정

밀하게 제어하는 압력제어식 온도제어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그림 1). 해당 기술은 기존의 어떠한 온도제어기

술 보다 빠른 속도로 온도를 상승 및 하강시킬 수 있으며, 약 

20 mK(0.02 °C) 수준의 안정도를 가져 위의 액상선 온도 실현

에 적합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온도제어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온도표준의 고정

점 금속 중 하나인 주석의 액상선 온도 실현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미량 불순물을 포함하는 고순도 금속의 경

우 고체상 내 불순물 분포에 따라 열 펄스 기반 용융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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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는 용융 온도의 거동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외삽을 통해 

결정되는 온도가 불순물 분포에 따라 액상선 온도 또는 고상선 

온도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 2는 압력제어식 온도제어기술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사각파형의 온도파(좌)와 서로 다른 불순물 

분포를 가지는 동일 주석 시료의 열 펄스 기반 용융 과정 중 

측정된 용융 온도 변화(우)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

이 균일한 불순물 분포를 가지는 시료(삼각 표식)와 시료의 중

앙부에서부터 외부로 서서히 편석시킨 불순물 분포를 가지는 

시료(사각 표식)는 확연하게 다른 용융 온도 변화 거동을 보였

고, 저는 후자의 불순물 분포를 가지는 시료를 이용하여 주석의 

액상선 온도를 결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주석의 액상선 온도는 기존에 기준온도로 

사용되던 주석의 응고 온도 대비 최대 약 0.95 mK (0.00095 

°C) 더 높은 값을 가짐을 밝혀 기존의 국제온도표준계가 최선

의 근사라고 믿어온 온도가 실제로는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도차는 세계적인 산업경

쟁력을 가진 국가의 공인 온도표준 실현능력에 버금가는 값이

었기 때문에 더욱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론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주석의 삼중점 온도와 

기준 대기압에서의 액상선 온도 간 온도차 비교 및 서로 다른 

순도를 갖는 복수 순도 시료의 액상선 온도 간 비교를 통해 

제가 제안한 액상선 온도 결정 방식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얻은 결과 역시 일관적인 경향을 보여 

해당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

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순수 주석의 

상변화 온도를 결정하는 연구 역시 수행하였고, 불순물 효과가 

보정된 서로 다른 순도를 갖는 시료의 액상선 온도가 측정 불확

도 범위 내에서 일치함 역시 보여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주석의 

상변화 온도(즉, 가장 이상적이며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였던 순

수 금속의 상변화 온도)를 결정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이나 최근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5개 이하)

1. W. Joung, J. Park and J. V. Pearce, Determination of 

the liquidus temperature of tin using the heat pulse- 

based melting and comparison with traditional 

methods, Metrologia (2018) 55(3) 334-349.

2. W. Joung, J. V. Pearce and J. Park, Comparison 

between the liquidus temperature and the triple-point 

temperature of tin realized by the heat pulse-based 

melting, Metrologia (2018) 55(3) L17-L24.

3. W. Joung, J. V. Pearce and J. Park, Comparison 

between the liquidus temperature of tin samples 

having different impurity compositions and correction 

of the impurity effect, Metrologia (2019) In press 

(https:// doi.org/10.1088/ 1681-7575/ab27e1).

4. W. Joung, K. Gam, Y. Kim and I. Yang, Hydraulic 

operating temperature control of a loop heat pipe, Int. 

J. Heat Mass Transf. (2015) 86 796-808.

5.W. Joung, Y. Kim and J. Lee, Transient characteristics 

of a loop heat pipe-based hydraulic temperature 

control technique, Int. J. Heat Mass Transf. (2016) 103 

125-132.

3. 연구과정에서 어떤 극복해야 할 과제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제가 수행했던 연구는 초정밀 온도제어와 관련된 열공학, 금

속의 용융 및 응고 과정에서 불순물 거동과 관련된 재료과학 

그리고 국제온도표준의 기준온도와 관련한 온도측정 및 보정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다학제적 융합연구였고, 이러한 

수준의 연구를 저 혼자만의 힘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

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저는 수년 간 국제학회에서 알고 지냈던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의 Jonathan Pearce 박사와 금속 상변화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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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의 박지혜 박사에게 공동연구를 제안

하였고, 두 분의 동의를 얻어 공동연구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로 인해 협업이 매우 힘들어 

보였던 이 international-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은 

서로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과 각 분야 간 접점에서 조화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배려와 존중

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낸 협력의 힘을 확인하였던 

기회여서 개인적으로도 연구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Jonathan 

Pearce 박사와 다년간에 걸쳐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

재는 단순한 공동연구자라기 보다는 같은 길을 걷는 벗으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위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고속

으로 정밀하게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이었고, 이 기술은 사실 

대학원 학위 과정 중부터 밑그림을 그려 두었던 기술이었습니

다. 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

진호 교수님 지도하에 학위과정을 하였으며, 지도교수님의 지

도 하에 위의 성과를 만들어낼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게 동기가 되었던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물리기술연구소(PTB,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의 Bernd Fellmuth 박사가 쓴 “Estimating the 

influence of impurities on the freezing point of tin 

(Metrologia (2006) 43)”이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불순물

이 존재하는 금속의 불순물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을 체계적으

로 제시한 첫 논문입니다. 다만, 불순물 효과의 보정을 위해서

는 특정 불순물에 해당하는 액상선 온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서는 응고온도를 적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녀, 제가 이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논문입

니다. Fellmuth 박사는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2019년 6월)에 국제학회에서 

만났을 때에는 제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해주어 저로서는 대단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6.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서 설명했던 연구는 국제온도표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

온도를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실현했다는 성과를 거두었

지만, 반면에 현재로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 

역시 가집니다. 향후 저는 앞서 얻은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단순화된 온도 실현장치 및 측정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개발한 압력제어식 온도

제어장치는 다른 국가표준기관이나 연구그룹이 손쉽게 재현하

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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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단순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결국 의미 있는 연구는 혼자만이 해낼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다같이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여야한다는 것입니

다. 저는 앞으로 해당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일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

다면?

앞서의 연구는 제가 2013년부터 약 7년여에 걸쳐 수행했던 

연구였습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결

과를 얻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던 일이니만큼 7년여의 

시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어려움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극복할 수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존의 국제온도표준 체계 내에서 공고해진 관습적 지식을 허

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논문을 투고하면서 같은 분야

의 익명의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부정적 평가와 날 선 비평이 

저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시 한 referee로부터 받았던 평은 제가 그 동안 헤쳐왔던 

많은 힘들었던 기억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었을 만큼 진솔하

고 좋은 내용이라 이 곳에 옮겨 보겠습니다 (특히, 해당 referee

가 그 동안 저를 여러 논문에 걸쳐 가장 많이 괴롭혔던 referee

라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This manuscript is the result of excellent and very 

careful work, which I appreciate very much. Therefore, 

I strongly support its publication. Although I do not (yet) 

fully agree with all arguments and conclusions, it is my 

understanding of good science that careful scientific 

work have to be published even if reviewers don’t agree 

to 100 % with the authors. Some of the finding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some uncertainties of published 

CMCs in thermometr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is manuscript will be published. I would like to 

thank the authors for patiently replying to my criticism!”

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온도측정학(thermometry)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독립된 학문분야라기 보다는 기계

공학, 물리학, 재료과학, 화학, 전자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

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분야로서 사실 상 모든 자연과학 분야

의 전문가들에게 열려있는 분야입니다. 일상생활 혹은 실험실

에서 마주하는 온도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면, 

혹은 온도라는 물리량의 측정 및 제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분야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9.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지난 3월에 Jonathan Pearce 박사와 공동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

다. 출장 기간 중 주말이 끼어 있어 런던 시내의 대영박물관을 

방문했던 저는 ‘로제타스톤’이라는 비석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

다. 로제타스톤은 서로 다른 세 문자(이집트 상형문자, 이집트 

민용문자, 그리스 문자)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으로 이 

비석의 발견 전까지 해독하지 못했던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중요한 비석입니다. 저는 이 로제타

스톤을 보았을 때, 과학도 이 로제타스톤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현상)은 언뜻 보기엔 이해하기 어

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이라는 ‘로제타스톤’을 이용하여 우

리는 자연의 신비를 하나하나 해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요.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자연과학을 연구하거

나 응용하는 모든 현대의 샹폴리옹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고 싶어 적어봅니다.



신진연구자 인터뷰

125

 

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제 연구는 나노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탐구하고 그를 기반으

로 차세대 전자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소프트 로봇, 스마트 

센서 등)의 설계 및 제작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연구 단계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노 재료를 합성하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재료적 관점에

서의 연구가 요구됩니다. 본인은 다양한 금속/산화금속 나노입

자 혹은 나노와이어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

분 용액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아가 해당 재료들을 활용하

여 전극 및 소자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검토하는 기계적 관점에

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재료와 대비되는 나노재료만의 

다양한 성질들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노재료에 적합한 

재료의 가공 및 개질, 집적, 패터닝 공정들이 개발되어야 합니

다. 본인은 레이저 기반 광열 반응을 활용하여 해당 공정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상의 나노재료 합성 및 

개질 기술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유연하며 심지어 신축성을 갖는 

차세대 전자 기기용 전극 제작기술 또한 발전시켜 왔습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을 알려주세요.(5개 내외)

1. Biomimetic Color Changing Anisotropic Soft Actuators 

with Integrated Metal Nanowire Percolation Network 

Transparent Heaters for Soft Robotic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8(32), 1801847, 2018 (IF=13.325)

2. Highly Stretchable and Transparent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Film Based on Silver Nanowire 

Percolation Network for Wearable Electronics Applications, 

ACS AMI, 9(51), 44609-44616, 2017 (IF=8.097)

3. Nanowire-on-Nanowire: All-Nanowire Electronics by 

On-Demand Selective Integration of Hierarchical 

Heterogeneous Nanowires, ACS Nano, 11(12), 12311- 

12317, 2017 (IF=13.709)

4. Highly Stretchable and Transparent Supercapacitor by 

Ag-Au Core Shell Nanowire Network with High 

Electrochemical Stability, ACS AMI, 8(24), 15449- 

15458, 2016 (IF=8.097)

5. Highly Stretchable and Transparent Metal Nanowire 

Heater for Wearable Electronics Applications, Advanced 

Materials, 23(26), 4744-4751, 2015 (IF=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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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정에서 어떤 극복해야 할 과제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나노 재료란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수십만 분의 일 

수준으로 그 크기가 매우 작은 재료를 말하며, 이와 같은 극히 

작은 크기로 인해 기존의 일반 재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다양

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재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의 경우 

수많은 자유 전자를 포함하는 물질로서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갖지만, 동시에 가시광선을 반사해 불투명한 재료로 분류됩니

다. 따라서 금속 기반의 전극은 보통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불투명한 전극입니다. 하지만 직경이 수십 나노미터이고 길이

가 수백 마이크로미터로 종횡비가 매우 큰 금속 나노와이어를 

활용하면, 금속의 우수한 전기전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와

이어들 간의 빈 공간을 통해 빛이 투과되는 투명 전극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 전극은 그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극히 작은 크기로 인한 새로운 특성의 발현을 나노 재료의 

대표적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나노 재료를 선택적으로 

집적하고 가공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든 공정입니다. 이상의 문제

는 이 종 이상의 서로 다른 나노 재료를 선택적으로 접합 혹은 

접목시켜 단순 전극이 아닌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나노디

바이스를 제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는 한 가지 나노 재료의 표면상에 다른 

나노 물질을 직접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및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속 나노와이어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해당 

부분만 선택적으로 가열된다는 점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발생

하는 열을 활용하여 산화 금속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킬 수 있었

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순수 나노 재료로만 구성된 

UV 센서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ACS NANO 저널에 발표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4.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 과정을 보냈습니다. 

해당 기간은 학부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공학적 연구 활동을 

시작하고 배운 시점으로써 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승환 교수님(現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나노 재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실험 노하우, 나아가 논문 작성법까지 나노 분야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힐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연구실은 기계공학, 물리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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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었고, 덕분에 다

양한 전공 지식들을 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저와 다른 전공 출신의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방식 혹은 사고 

방식을 접하면서 좁은 틀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승환 교수님뿐 아니라 서울대

학교 물리학과 출신의 여준엽 (現 경북대 물리학과 조교수), 

홍석준 (現 한양대학교 Erica 기계공학과, 조교수) 박사님들의 

지도 하에 광학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익힐 수 있었

던 점 또한 연구자로서 매우 주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석사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보냈으며 해당 

시기에는 글로벌 박사 팰로우쉽에 선정되어 3년간 연구 책임자

로서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승환 교수님이 이끌

고 계신 서울대학교의 ANTS 연구실은 연구원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상당히 규모가 큰 연구실이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서 나노재료 기반의 선전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사 졸업 후에는 1년여 간 UT Dallas 의 Ray, Baughman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Ray, Baughman 

교수님은 Science 저널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CNT 기반의 인공 근육 분야 개척자로서 지금까지도 활발한 

연구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기간에 익히고 배운 기술과 또 새롭

게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연 신축성 전극뿐 아니

라 소프트 액추에이터, 소프트 로봇 분야로 제 연구 분야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 다른 분야의 협업을 

하고 계신 연구자가 계신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선, 후배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석사, 박사 기간 저를 지도해주신 고승환 

교수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기계공학부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홍석준 박사는 제 전체 대학원 과정 동안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선배로 또한 

때로는 친구로서 제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

교 물리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여준엽 박사님 또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연구자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원 과정에 들어

와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상의 

세 분을 포함한 정말 수많은 분들께 큰 도움을 받아왔기에 앞으

로는 받은 것 이상으로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비교적 최근에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

작한 나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료의 새로운 특성들

을 밝혀내고 나아가 그들을 활용하여 실제 유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소자를 제작하여 기존 제품들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 분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나노 분야야말로 재료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등 

다양한 전공 지식들이 요구되는 다 학제적 연구 분야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의 전공 및 연구 분야에 갇히지 마시고 새로운 분야

에 도전해 보신다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연구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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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생산 공학(manufacturing engineering)

입니다. 주로 두 개의 공학적 표면(engineered surfaces)들이 

물리적 접촉(contact)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접착(adhesion), 

마찰(friction), 마모(wear), 물질의 전달(material transfer), 

변형(deformation) 등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정밀하게 조작함

으로써, 혁신적 기능의 부품들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제조

(advanced manufacturing) 공정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마공정기술을 예를 들면, 미세하지만 경도가 높은 연마재들

을 표면에 강한 힘으로 접속해 상대운동을 지속해서 유도함으

로써 광택이 나는 매끈한 표면을 갖는 제품을 제조합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적 기계연마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기술이 주요 연구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 탄소나노튜브 3차원 구조를 활용한 다

기능 표면(multifunctional surfaces) 제조 기술, 그래핀 등 2차

원 물질(2D materials)의 롤투롤 전사(roll-to-roll transfer) 

기술, 전자기계적 접착(electromechanical adhesive) 표면 기

술 등 나노 소재(nano materials)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의 

공학적 표면을 구현하고 이를 접촉역학(contact mechanics)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제조 공정에 접목함으로써 혁신적

인 제품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나노 다공성 활자

를 이용한 고해상도 플렉소그래피”라는 제목의 연구성과를 조

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흥미를 조금이나마 돋우기 위해, 먼저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하여 

조금 길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

장 오래된 제조기술 중 하나는 인쇄 기술입니다. 넓적한 나무판

자 표면에 문양 및 글자를 정교하게 세긴 후 먹물을 표면에 

묻혀 종이나 천 등 다른 표면에 접속함으로써 먹물을 전사시키

는 방법입니다. 이는 2천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온 기술인 릴리

프 인쇄술(relief printing)로 정의되며, 현재도 직인을 찍는 

인감도장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14~15세기경, 릴리프 인쇄 방식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는 데 성공했는데, 그 첫 번째 기술의 진보가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명되었다고 

알려진 금속 활자는 기존의 나무, 도자기 등보다 월등한 내구성

을 가진 금속을 활용함으로써 도장의 반복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의 진보는 압착기(printing press)를 

활용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과 이를 통한 책의 대량

생산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은 오늘날의 

인터넷과 견줄만한 대단하고도 큰 변화였습니다. 활판 인쇄술 

이전에는 2개월 만에 책 1권이 필사되었다면, 그 후에는 일주일 

만에 책 500권이 인쇄될 수 있었기에 정보의 대폭발을 일으키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식혁명’으로도 알려진 이 시기는 책이 

널리 보급되면서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하나의 제조기술 혁신이 인류에 엄청난 파급효과

를 가져온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relief printing 기술은 또 한 번의 도약을 하였

는데, 폴리머의 등장으로 도장의 소재가 금속에서 고무와 비슷

한 폴리머로 대체되면서, 내구성을 겸비하면서도 경제적인 인

쇄 도장의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인쇄 장비도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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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연한 기계적 성질을 이용해 기존 압착기에서 대량생산에 

훨씬 적합한 롤투롤(Roll-to-Roll) 방식이 사용되었고, 그 결

과 생산성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 잡지나 신문, 식용품이나 일상품 패키지 그래픽 등 저가의 

양산품들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오던 relief printing기술이 몇 번의 

소재/장비 혁신을 이룸으로써 오늘날에도 플렉소그래피

(flexography)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들의 지속적인 개

발과 보급으로 인하여 플렉소그래피 기술은 또 다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점차 잡지나 신문 등의 인쇄물들이 쇠퇴하고, 컴퓨

터 모니터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가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플렉소그래

피를 포함해 잉크젯(Inkjet), 그래비어(gravure), 스크린 프린

팅(screen printing) 등 여전히 경제적이고 생산성이 우수한 

인쇄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의 실리콘 소재와 광 리소

그래피 기반의 값비싼 전자 부품의 제조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기술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색의 잉크를 사용하여 

그래픽 물을 효과적으로 인쇄하던 기존의 인쇄기술을 사용하되 

컬러 잉크 대신 도체, 반도체, 전도체 등 다양한 전기적 성질을 

지닌 나노 잉크를 정밀하게 인쇄함으로써 전자 부품을 제조한

다는 개념입니다. 이미 경제성과 생산성이 보장된 매력적인 아

이디어였지만, 실용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문제점들

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상도(resolution)입니다. 현

재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세 제조기술들은 10나노

미터 미만의 패턴까지도 제조가 가능한 데 비하여 현재 인쇄기

술은 제조 가능한 가장 작은 형상이 20-1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성능 전자 부품의 생산에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배경 설명해 드린 이유는, 저의 이번 연구가 바로 

이 플렉소그래피 기술이,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이 공정기술이, 또 한 번의 소재/장비 혁신을 통해 인류의 발전

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다음 단계의 도약을 실현하고자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소재의 혁신입니다. 폴리머를 활용한 기존의 플렉소그래

피 기술이 미세한 크기의 패턴을 인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상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고체 표면에서 다른 고체 표면으로 액체 

잉크를 전달시키는 이 단순한 공정 원리가 더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의 영역에서는 액체가 표면장력

(surface tension)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따라서 도장의 미

세한 패턴의 고체 표면 위에서 안정적으로 얇은 액체 막을 형성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나노미터 크기의 다공성 

소재를 구현하여 나노 잉크를 도장의 표면 위가 아닌 도장 내부

에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도장의 형상이 작아져도 액체 잉크가 2차원 막이 아

닌 3차원의 도장 형상을 따라 저장되므로 마이크로 혹은 나노

미터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게재된 연구논문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

해 제가 순차적으로 수행했던 나노 다공성 활자의 설계 및 제조, 

나노 잉크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활자 표면의 젖음성

(wettability) 및 기계적 물성(mechanical behavior) 제어, 소

량의 액체를 정밀하게 전사하기 위한 접촉 역학 모델링에 기반

한 공정 변수 예측, 다양한 나노 잉크의 고해상도 인쇄 구현, 

그리고 생산성과 고해상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롤투플레이트 

인쇄 시연 등의 연구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0.1 m/s 이상의 속도로 수 마이크로미터 해상도의 나노 잉크 

인쇄를 구현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어떠한 제조 기술로도 구현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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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 논문 발표 후, 유럽의 한 연구자로부터 “금속활자가 

동양의 한 나라에서 처음 발명된 것처럼 이번에도 제1 저자인 

동양인이 비슷한 혁신을 이루어 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본 연

구를 통해, 나노 다공성 활자라는 새로운 소재로의 도약을 이룸

으로써, 기존 릴리프 인쇄 방식의 제조 기술을 오늘날의 첨단혁

신 기술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형 청정실 내에서 

복잡하고 값비싼 제조 공정들로만 가능했던 미세 전자소자의 

제조를 어디서든 손쉽고 빠르게 제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본인의 대표 논문을 소개해 주세요.

- Sanha Kim, Yijie Jiang, Kiera L. Thompson Towell, 

Michael S. H. Boutilier, Nigamaa Nayakanti, 

Changhong Cao, Chunxu Chen, Christine Jacob, 

Hangbo Zhao, Kevin Turner, A. John Hart, Soft 

nanocomposite electroadhesives for digital micro- and 

nanotransfer printing, Accepted in Science Advances 

(Technical Hold), 2019.

- Sanha Kim, Hossein Sojoudi, Hangbo Zhao, 

Dhanushkodi Mariappan, Gareth H. Mckinley, Karen 

K. Gleason, A. John Hart, Ultrathin high-resolution 

flexographic printing using nanoporous stamps, 

Science Advances, vol. 2, e1601660, 2016.

- Sanha Kim, Nannaji Saka, Jung-Hoon Chun, The role 

of pad asperities in chemical-mechanical polishing, 

IEEE Transaction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vol. 27, no. 3, pp. 431-442, 2014.

- Sanha Kim, Nannaji Saka, Jung-Hoon Chun, Sung-Ho 

Shin, Modeling and mitigation of pad scratching in 

chemical-mechanical polishing, CIRP Annals – 
Manufacturing Technology, vol. 62, pp. 307-310, 2013.

- Sanha Kim, Bo Hyun Kim, Do Kwan Chung, Hong Shik 

Shin, Chong Nam Chu, Hybrid micromachining using 

a nanosecond pulsed laser and micro EDM,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vol. 20, 015037, 

2010.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구책임자로서 첫발을 내디디면서 저와 비전을 공유하며 목

표를 함께 할 구성원들을 모집하며 새로운 연구실을 구축하느

라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첨단 생산기술 및 

표면 공학 연구실 (Advanced Manufacturing & Surface 

Engineering Laboratory)”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팀으로

써 연구하고자 하는 생산기술들이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또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렬한 임팩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4.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

다면?

연구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실패로

부터 오는 허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몇 달을 고민하고 

생각하여 준비한 실험이 실패하는 날에 찾아오는 좌절감에 때

로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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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라는 것

은 누구도 아직 풀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것이며, 그 문제를 

푸는 순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솔루션을 생각해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수한 실패에도 또 도전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거울삼아 가설을 다시 세우고 이를 검증하

기 위해 실험을 수없이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마법같이 

성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다시 맛보고 싶은 도박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생산공학 분야는 현재 인기가 많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흥

미를 느끼다가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

은 분이 공업기술(skill)로만 생각하는 생산공정 기술은 실제로

는 첨단의 과학(science)을 집약 시켜 혁신적인 가치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창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강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논문의 양이 연구 능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연구 사이클이 긴 생산공학 연구 분야가 학계의 

주목에서 멀어졌고,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생산공

학을 주 분야로 학계에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흥미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사실 어떤 분야로 진학하든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특별한(special)’ 커리어를 

갖추고 싶다면 ‘잘함(greatness)’과 더불어 ‘다름(difference)’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유행을 너무 좇다 보면 

똑같은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본인이 정말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자신의 역량을 열심히 갈고 닦는다면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

약 당장 어떤 특정 분야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한 분야에서 정

말 잘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자신이 잘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반대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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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휴먼캐드 연구실에서 AI 기법을 활용하여 

사람의 동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제

품 설계 분야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고려한 설계 기법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설계 변수의 다양

성 및 피험자 개개인의 특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인간 동작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 환경 및 인체 변수가 주어질 

때, 인간의 동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

다. 특히, 기존 동작 예측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시간 및 계산 용량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법을 활용한 특성 

추출 및 예측 프레임웍을 구축하였으며(Figure 1), 이는 성공적

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본인의 최근 논문이나 대표 논문을 기재해 주세요.

1. Kim, Younguk, et al. "A novel approach to predicting 

human ingress motion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Journal of biomechanics 84 (2019): 27-35.

2. Kim, Younguk, and Kunwoo Lee. "A novel approach 

to predict ingress/egress discomfort based on human 

motion and biomechanical analysis." Applied ergonomics 

75 (2019): 263-271.

3. Kim, Younguk, et 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usculoskeletal simulations of OpenSim and 

AnyBody modeling system."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32.12 (2018): 6037-6044.

3. 박사논문으로 “human motion generation 을 AI 기법을 

적용”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논문인지 소개와 어떻게 활

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최적화 기반의 동작 예측에 대한 방법론은, 전통적인 

규칙 기반 기법을 따르며, 인간의 동작에는 특정 몇몇 규칙에 

기반해서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이에 해당하는 동작을 탐색합니

다. 이는 몇몇 연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해를 탐

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높은 연산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

다. 또한, 서로 다른 동작을 생성함에 있어서, 매번 새로운 규칙

을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연

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규칙 기반의 연구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예측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

은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방식은 다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최근 계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동작을 매우 정밀

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의 데이터의 차원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동작 데이터의 경우, 수집에 있어서 많은 비용

과 시간을 요구하여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동작의 주요 

특성을 추출하였습니다. 인간의 동작의 높은 차원 중, 이에 대

한 대표성을 지닌 특성들을 AI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된 방법론은 차량 승차 동작 및 보행 동작을 통해 검증되었으

며, 실제 실험 동작과 비교하여 검증되었습니다. (Figure 2) 

제안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서로 다른 동작임에도 불구

하고 모두 기존 연구 방법 대비 높은 정확도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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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최근 인간의 동작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화두는, 강화 학습을 통한 인간 동작의 예측입니다. 

이미 DeepMind 연구팀에서는 단순한 모델에 대한 인간 동작 

예측을 강화 학습을 통해 진행한 바가 있으며,(Video 1) 유수의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높은 수준의 데이

터를 요구하는 AI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모델이 환경에 적응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본인의 동작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재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와 같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Video 1] DeepMind 연구팀의 강화학습을 통한 동작 생성 

예시 (출처 : DeepMind youtube)

동영상 : https://youtu.be/hx_bgoTF7bs

또한, 엑소 슈트와 같은 인간과 밀접한 기기를 설계하는 분야

에서도, 인간 중심적 제품 및 로봇 설계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

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 방식을 예측하

여, 이를 통해 로봇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은 높은 성과를 

가져와 현재 상용화 직전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

에 본인의 연구를 접목하여, 인간의 반응 방식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올린다면, 또한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5.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실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의 이

건우 교수님 지도하에 있는 휴먼 캐드 연구실입니다. 본 연구실

은 인간 제품 설계과 AI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이미 진행 

한 바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배출한 바가 

있는 우수한 연구실 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3D 프린터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의 융합을 선도하는 연구실

입니다. 저는 위 연구실 생활을 통해서 기존 저의 연구 분야가 

아닌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제 박사 논문의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압축 및 처리에 대한 학우의 연구발표에서 영감을 얻어 저의 

동작 특성 추출 연구를 발전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

험은 저의 지도 교수님 이신 이건우 교수님의 훌륭한 지도 편달 

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도 편달과 

믿음으로 인해 부족한 제가 연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인간의 동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야는 생체 

역학, AI, 기계 공학을 망라하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 분야입니

다. 한 명의 연구자로서, 이와 같은 연구 분야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 분야

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융합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동료 

연구자와의 협업을 중시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분야와 다르게, 위 분야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으

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의견 교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

하고, 이를 통해 영감을 얻어 한 단계 본인의 연구를 발전시키

는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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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고경도 코팅 또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

한 소재나 구조적 설계를 통해 외력에 대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기능성 소재/코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고경도 코팅/소

재들은 접촉지점에서 외력에 대해 큰 압력이 발생하여 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유연한 소재나 구조적 코팅/소재

들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접촉지점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 

및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상대운동에 의해 발생

하는 마찰력도 분산시킴으로써 마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코팅은 플렉서블 디바이스에 적

용되어 전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

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마이크로 시스템에 적용되어 접촉이 발

생하는 부분에서의 마모를 줄여주어 시스템 전체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코팅 기술

을 매크로 스케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마찰/마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Figure 1은 투명 유연전극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소

기반 나노 소재들을 활용하여 주요 전극인 은나노와이어 

(silver nanowire)를 보호한 연구 결과를 나타냅니다. 투명 전

극이 구부러질 때, 주요전극인 은나노선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

해 탄소기반 나노 소재인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와 그래핀 (graphene)을 은나노선 위에 적층하였습니다. 

최상부에는 기계적인 강도가 우수하고 저마찰 특성을 가진 그

래핀이 위치하고, 중간부에는 탄소나노튜브가 위치하여 은나

노선을 보호하고 전체 전극 시스템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

습니다. 여기서, 중간층인 탄소나노튜브는 접촉압력을 분산시

키는 스프링 역할을 하여 외력에 의한 압력이 아래층의 은나노

선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최상부의 그래핀은 강한 강

도로 인해 탄소나노튜브층을 보호해 줍니다. 사용된 모든 소재

들은 나노 스케일로써, 투명한 특성을 유지하며, 기계적, 전기

적 특성도 우수하여 투명 유연전극의 효율과 내구성을 향상시

키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2는 스마트 웨어러블 히터의 개발 및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나타냅니다. 형상기억고분자와 발수코팅 기

술을 이용하여 섬유 위에 형성된 은나노선 기반의 전극의 내구

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은나노선은 형상기억고분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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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입이 되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류와 같은 섬유

가 마구 변형이 되더라도 은나노선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고분자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상부에는 발수코팅이 형성

되어 은나노선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아 산화 및 부식으로부

터 보호가 됩니다. 물방울이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 맺히는 사진, 

넓은 면적에 걸쳐 발열이 잘 되고 있는 열화상이미지, 다양한 

가혹시험 후에도 전극이 파손되지 않고 내구성을 유지하는 결

과, 구겨진 후 적정온도에서 원래의 평평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 등 스마트 웨어러블 히터에 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2. 본인의 최근 논문이나 대표 논문을 기재해 주세요.

- Smart Wearable Heaters with High Durability, Flexibility, 

Water-Repellent and Shape Memory Characteristic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2017.

-A Highly Flexible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based on Nanomaterials, NPG Asia Materials, 2017.

-Durability and Self-healing Effects of Hydrogel 

Coatings with respect to Contact Condition, Scientific 

Reports, 2017.

- Investigation of Micro-Abrasion Characteristics of 

Thin Metallic Coatings by In-situ SEM Scratch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6.

- Self-healing Characteristics of Collagen Coatings with 

Respect to Surface Abrasion, Scientific Reports, 2016.

3. 트라이볼로지 연구에 관련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또는 연구과정에서 극복해야할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지 궁

금합니다.

트라이볼로지 분야에서 마찰 및 마모 특성은 실험을 진행하는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즉, 실험자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고, 온도와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같은 실험

조건에서도 마찰계수나 마모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탄

성계수나 경도 등 소재의 고유한 특성과는 달리 마찰계수와 

마모율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실험에 따라 계속 변화는 결과로

써 실험 결과의 정량화 및 보편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각 

실험자/연구자들의 실험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

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여 실험결과(마찰계수/마모율 

등)를 보편적인 결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실험 결과들

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4.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Nanogenerator (마찰 또는 압력 기반)를 개발하여, 전기 생

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양한 소재 및 메커니즘을 이용하

여 다양한 방식의 nanogenerator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용

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구성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계적

인 변형 및 접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촉 마찰에 의한 파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연전

극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바이오/의료 분야로 적용할 계획

입니다. 다양한 센서를 개발하여 인체 내외부에서의 신호를 감

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5.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김대은 교수님(트라이볼로지 연구실)

은 나노/마이크로/매크로 스케일 등 전 범위의 트라이볼로지 

연구를 진행하셨고, 기계/시스템 및 생산 설계 분야뿐만 아니

라 의료/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트라이볼로

지를 접목시키시며, 한국 트라이볼로지 연구를 선도하신 분입

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전소재연구단, 오영제 박사님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소재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고, 은나

노선을 개발/생산하시는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태양전지, 

대량생산용 프린팅 기술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6.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의 박지섭 박사님은 기

계공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던 저에게 사회과학, 경영, 미디

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시야를 확장시켜주었습니다. 다소 생소

했던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의 연구에 대해 조언을 해주

면서 자연스럽게 협력연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연구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7.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

성실한 자세로 끈질기게 연구에 몰두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연구 진행이 잘 안되고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몰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러한 끈기와 성실함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연구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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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다른 분야의 연구들도 모두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 트라이

볼로지 분야는 아직까지 정립된 법칙이나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이 난해한 분야 입니다. 따라서, 주로 실험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거나 이론적 해석을 통해 트라이볼로지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석과 

실험적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트라이볼로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트라이볼로지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트라이볼로지 문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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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텍사스 대학교 기계공학과의 John Goodenough 교수

님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공로로 노벨 화학 상을 수상했습니

다. 1980년대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발견 이후 수십년의 

연구를 통해 그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그로 인해 우리

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일상생활에서 사

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의 내연 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배터리 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자

동차는 한번 충전 시 채 400km를 운행 할 수 없고, 완전 충전하

는데도 5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맘먹는 운행거리를 낼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가 요구

되면서, 미국에서는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 유수의 대학

들,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에서 충방전이 가능

한 고용량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연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

고 있습니다. 여러 차세대 배터리 후보들 중에서 리튬금속-황 

배터리가 특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이론 용량이 7배나 높을 뿐 아니라, 전이금속

이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 양극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황 배터리를 상용화하는데 여러 기술적

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황 전극의 낮은 전기 전도도, 전극 

물질의 전해질로의 용해, 그리고 어떻게 리튬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할 지의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를 앞

당길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 저는 이런 리튬황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들을 밀도범함수(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기반으로 한 분자 동역학을 이용하여 원자 

수준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였습니다.

먼저, 밀도범함수 기반의 분자동역학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 

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흔히 DFT 계산이라 

불리는 이 방법론은 전자의 에너지를 양자역학으로 풀어 수반

되는 원자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DFT 이론은 1960년대 월터 콘 (Walter Koh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요, 이론적으로 슈뢰딩거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 

대부터 슈퍼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DFT 계산을 이

용한 재료와 유기화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 방법은 원자 하나의 움직임까지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정확히 밝히기 힘든 반응 

메커니즘, 결정구조내에서 전자 혹은 이온의 움직임을 밝힐 수 

있어 배터리 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수소 저장 물질, 경량 합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안정성 등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 했을 

때 그것의 합성 가능 여부도 미리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슈퍼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보편화 되고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 방법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된 리튬황 배터리의 문제 

중 전극 물질의 전해질로의 용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금속-

유기체 (Metal-Organic Frameworks)를 전극 물질로 사용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리튬황 배터리 연구에서는 

전극물질의 용해를 막기위해 다공성 물질 안에 황 물질을 가두

거나 (physical encapsulation) 혹은 황 분자들과 화학 결합

(chemical adsorption)을 이뤄 용해를 막아 줄 수 있는 금속 

산화물(metal oxide) 이나 칼코게나이드(metal chalcogenide)

를 전극에 첨가해 왔습니다. 금속-유기체 물질은 다공성 결정

구조와 화학 구성의 특징 때문에 물리적 구속과 화학적 결합을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어 황 물질의 용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금속 조합의 금속-유기체 물질

을 이용하여 황 물질의 용해를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최상의 성능을 갖는 금속-유기체 조합을 예측해 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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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리튬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리튬금속 전극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딱딱한 고체

전해질을 뚫어 낼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기존의 탄소 전극을 리튬 금속으로 대체 할 경우 

배터리 용량을 10배 가까이 늘릴 수 있지만, 빠른 충방전 시, 

리튬 금속 표면 일부에서 리튬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 

덴드라이트라는 나무가지 모양의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덴

드라이트가 양극까지 성장할 경우 발화성이 강한 액체 전해질

에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덴드라이트 형성을 막기위

해 리튬 이온 전도도가 높은 고체 물질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리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기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전해질의 인장계수

(Young’s modulus)가 리튬에 10배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리

튬 덴드라이트가 고체 전해질을 파괴하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DFT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리튬이 고체 전해질을 따라 

자라나는지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

은 고체전해질과 리튬 금속 사이의 역학 관계는 리튬 금속 전극

을 가능케하여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본인의 최근 논문이나 대표 논문을 기재해 주세요. (5개 이하)

- First-principles study of redox end members in lithium

–sulfur batteries
H Park, HS Koh, DJ Siegel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19 (9), 4675-4683

- Tuning the adsorption of polysulfides in lithium–sulfur 
batteries with metal–organic frameworks

H Park, DJ Siegel

Chemistry of Materials 29 (11), 4932-4939

- Adiabatic and Nonadiabatic Charge Transport in Li–S 

Batteries

H Park, N Kumar, M Melander, T Vegge, JM Garcia 

Lastra, DJ Siegel

Chemistry of Materials 30 (3), 915-928

- Thermodynamic Assessment of Coating Materials for 

Solid-State Li, Na, and K Batteries

S Yu, H Park, DJ Siegel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3.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여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현재 아르곤 연구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Joint Center for Energy 

Storage Research (JCESR) 와 재료 과학 분과 (Materials 

Science Division)에 소속되어 마그네슘과 칼슘을 이용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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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배터리 물질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JCESR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배터리 연구 집단으로 북미에 있는 유수의 배터

리 연구 그룹들을 모아 공동연구를 장려하여 새로운 배터리 

물질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JCESR 본부

가 위치한 Argonne 연구소를 필두로 MIT, Stanford, UC 

Berkeley, Northwestern, UIUC, Univ. Michigan 등 대학들과 

Lawrence Berkeley, Pacific Northwestern, Oak Ridge 등 국

가 연구소들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해가며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JCESR 프로젝트 중에서도 Materials Complexity 팀에

서 칼슘 이온 배터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튬 기반 배

터리는 성능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리튬 매장량이 굉장히 한정적

이고 채굴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값싸고 보편적

인 재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은 

이온화 될 때 2개의 전자를 제공 할 수 있고, 산화 전압이 리튬

과 비슷하여 고압/고용량 배터리로의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매장량이 많아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리튬을 대

체 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물질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하지

만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도 칼슘배터리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

고, 배터리 중요 요소인 음극, 양극, 전해질 중 그 어느 것도 

확실히 개발된 것이 없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중에서도 새로운 칼슘 양극 물질을 개발하고자, 칼슘이 포함

된 전이금속 산화물이나 황화물이 배터리 물질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DFT 계산으로 물질의 충방전 시 안정성, 이온 

전도도, 이론 용량 등을 계산하여 예측하고, 이를 아르곤 연구

소 내 배터리 실험팀에 있는 공동 연구자들이 실험을 통해 배터

리로서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실험적으로 합성된 적 없는 물질들이 배터리 

전극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합성이 가능한지를 미리 계산하여 

새로운 마그네슘, 칼슘 배터리 전극 물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4. 아르곤 연구소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소개를 부탁드

립니다.

국립 연구소는 대학교 연구실에 비해서 연구의 목표가 구체적

이고, 그에 필요한 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서 필요한 스킬을 갖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위 “fancy” 한 연구 분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그 동안 개발해온 역량을 더 깊숙이 파고

들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국립연구소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고 자신

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연구 스킬을 계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을 통

해 기존 분자 동력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분자 동역학은 원자 수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의 물성

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지만, 계산양이 너무 많아 실험 시간 

척도에서 물질을 모사하는 것은 분자 동역학 분야에서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위 결함 (dislocation)이 포

함된 철 금속으로 인장 실험(tensile test)을 할 때, 시편을 당기

는 속도(strain rate)가 소성 변형 (plastic deformation)이 일

어나는 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속의 소성 변형은 

전위 결함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분자 동역학을 

통해 원자 수준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strain rate가 소성 변형

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지만, 실제 실험 수준 strain rate에서

의 소성 변형을 분자 동역학으로 계산 하려면 수 만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의 분자 

동역학에서 얻을 수 있는 수 천개 원자의 위치 정보와 전자 

밀도 정보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실험 시간 척도에

서 원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소성 변형 응력, 이온 전도도 등을 

실험 시간 척도에서 계산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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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존 재료들의 기계적, 전기화학적 성능을 뛰어넘는 신소

재를 개발 해보고자 합니다.

6. 연구를 진행했던 소속기관 또는 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DFT 계산을 통한 배터리 연구를 처음 시작한 곳은 제가 

석,박사 학위를 딴 University of Michigan에 위치한 Donald 

Siegel 교수님 연구실(http://www-personal.umich.edu/~djsieg

e)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원자 수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저장 물질의 특성 규명 및 신 물질 개발을 하고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물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다루고있는데요, 산소, 황,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물질을 연구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

는 금속-유기체를 이용한 새로운 수소 저장 물질 개발이 있습

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새

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Don Siegel 교수님 동영상 링크: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NqWSZQeyV4

현재는 아르곤 연구소내 재료과학 분과에서 Dr. Larry 

Curtiss 가 이끌고있는 Molecular Materials 그룹에서 Dr. 

Peter Zapol의 지도하에 JCESR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저희 그룹에서는 분자 동역학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에

너지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중인 칼슘 배터

리 뿐 아니라, 흐름 배터리 (flow battery)용 전해질, 전 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고체 전해질 (Solid electrolytes), 인공 연료 

개발에 필요한 촉매 등 에너지 혁신에 필요한 물질의 물성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Molecular Materials 그룹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_Ew1ni4UJag&fea

ture=youtu.be

7.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 Professor Donald Siegel, University of Michigan

먼저 저의 지도 교수님인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

과에 Donald Siegel 교수입니다. 교수님은 에너지 저장 물질에 

관한 insight가 남다르시며, 교수님으로부터 박사 과정을 통해 

원자수준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배터리나 수소저장 물질에 적용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 Professor Gerbrand Ceder, UC Berkeley

Ceder 교수님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재 구조가 알려진 

모든 무기물(International Inorganic Structure Database)

의 계산 가능한 물성을 DFT 계산으로 예측하여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온라인(https://materialsproject.org)에 공개

해 놓았습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저와 같은 시뮬레이션 연구

자들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FT 계산

과 실험을 접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 Professor Yue Fan, University of Michiga

Fan, Y.; Osetsky, Y. N.; Yip, S.; Yildiz, B. (2013) Onset 

Mechanism of Strain-Rate-Induced Flow Stress Upturn, 

Physical Review Letters 109 (135503)

Fan 교수님은 분자동력학의 시간 척도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의 기계적 물성을 실험 

시간 척도에서 분자 동력학으로 예측하는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 논문을 통해 저는 분자동력학이 재료의 기계적 

물성 계산에도 사용 될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시간 척도 한계 

극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연구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ttp://www-personal.umich.edu/~djsi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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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

다면?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주요 선진국 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20% 증가 시키

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는 위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에 제가 일부분 기여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화가 오래 

걸리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 특성 상, 연구 자체에서 느끼는 보

람이 큽니다. 특히 제가 출판한 논문에 대해 궁금한 점을 다른 

연구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문의 할 때는, 내 연구가 다른 사람

들에게 도움 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9.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배터리 연구에는 재료과학이나 화학 지식만 

필요할 것 같지만, 다른 여러 전공 분야 지식도 반드시 필요합

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내 전극의 기계적 변형이나 시스템 수

준에서 충방전 방식을 통한 성능 향상 또는 열관리 연구는 기계

공학이나 전기공학 전공자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때문

에 자신의 현재 전공 분야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

하지 말고, 본인이 그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자신의 전공

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한번의 시도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

에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문제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끈기가 대학원생활과 연구원으로서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 특히 비슷한 분야의 선배 

연구원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기 바랍니다. 연구 진행 중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이미 다른 연구자들도 지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면 연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과 연구 역량을 함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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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로봇과 사람/환경의 물리적 인터랙션 문제

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이족보행 로봇, 헬리

콥터 기반의 aerial manpulator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족보행의 경우, 로봇이 땅을 디딜 때 마다 발생하

는 인터랙션(충돌)이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충돌로 인한 로봇 

발의 떨림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면 보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erial manipulator는 헬리콥터의 under-actuation

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헬리콥터의 body horizontal 방향으

로는 액츄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에너지를 감소

시킬 직접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passivity라고 부르는 툴입니다. 

Passivity를 이용하면 시스템(로봇)이 외부와 인터랙션 하는 

동안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고 감소하기만 하는것을 수학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aerial manipulation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

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헬리콥터 기반 aerial mani 

pulator는 로터 블레이드의 지름이 4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충돌 위험으로 인해 플랜트와 같은 실제 

industrial site에서는 작업이 제한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비교적 작은 aerial manipulation platform을 crane에 

매다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저희는 

SAM (cable-suspended aerial manipulator)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SAM을 이용하면 훨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SAM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더라도 crane을 이용하여 

SAM을 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적으로도 재미있

는 토픽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환경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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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하기 위한 SAM의 자세제어(또는 oscillation-damping

제어), whole-body control framework, 그리고 vision 등 여

러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tele-manipulation 등의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rane 뿐만이 아니라 헬리콥터에 

매달아 활용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것 또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최근 논문이나 대표 논문을 기재해 주세요. (5개 이하)

- “Development of sam: cable-suspended aerial 

manipulator”, IEEE ICRA 2019

- “Model-free friction observers for flexible joint robots 

with torque measurements”, IEEE T-RO, 2019

- “A passivity-based nonlinear admittance control with 

application to powered upper-limb control under 

unknown environmental interactions”, IEEE/ASME 

T-MECH, 2019

- “Disturbance-observer-based pd control of flexible 

joint robots for asymptotic convergence”, IEEE T-RO, 

2015

- “Bringing nonlinear h-infinity optimality to robot 

controllers”, IEEE T-RO, 2015

3. 독일 DLR연구소는 로봇분야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연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DLR연구소에 에 대한 소개와 여기서 

진행중인 연구,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력이 필요

할까요?

DLR의 하부 조직인 Robotics and Mechatronics Center 

(RMC)는 약 200명의 staff로 구성된 비교적 큰 조직이고 연구 

분야도 다양합니다. 뮌헨 근교 Wessling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연구소라는 identity를 살려서 우주

에서 동작하는 로봇을 연구하거나, 우주-행성 간 teleoperation

을 수행하기 하고, 날아다니는 로봇(aerial robots)을 연구하기

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휴머노이드,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토픽을 연구합니다. https://rmc.dlr.de/360/ 에 접속

하시면 온라인으로 랩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LR에 취업하기 위해 특별히 다른 

경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다른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일단 research fit이 잘 맞아야 하고, 뛰어난 publication 

track record를 유지해야 합니다. Publication이 아니라도 다

른 방법으로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LR의 연구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4.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요즘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협동로봇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aerial manipulation문제입니다. 전자는 

당장 산업계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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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연구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5. 본인이 영향을 받은 다른 연구자나 논문이 있다면?

일단 제 연구실 선배인 박종훈박사님의 학위논문 “Analysis 

and Control of Kinematically Redundant Manipulators: 

An Approach based on Kinematically Decoupled Joint 

Space Decomposition”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로봇 

매니퓰레이션을 연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한양대학교 최영진교수님의 “Performance 

and H-infinity optimality of PID trajectory tracking 

controller for Lagrangian systems”�논문의 영향을 많이 받

았습니다. 잘 튜닝된 PID 제어기가 웬만한 제어기보다 성능이 

좋은데, 왜 그런지를 최적성을 통해 보인 논문입니다. 로봇의 

인터랙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DLR에서 나온 여러 가지 

passivity기반 impedance control 논문들, 대표적으로는 “A 

unified passivity-based control framework for position, 

torque and impedance control of flexible joint robots” 그

리고 “On the passivity-based impedance control of flexible 

joint robots”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6. 연구활동 하시면서 평소 느끼신 점 또는 자부심, 보람이 

있다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문으로 출판되는 것은 로봇 시스템에 

적용된 알고리즘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어 알고리

즘이나, 비전 알고리즘, 모션 플래닝 등 특정 한 가지 기술을 

논문의 형태로 발표합니다.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여 어떤 작업

을 수행하려면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적절히 integration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연구가 로봇에 적용되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7.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우선 로보틱스를 학문으로 하고자 하는 학부생 분들께는 대학

원에 입학하기 전에 수학실력을 최대한 키우라고 조언하고 싶

습니다. 물론 로보틱스를 연구 하는데 있어 다양한 종류의 지식

과 스킬이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 대부분 

대학원 이후에도 자의적/타의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습

니다. 반면에 수학은 당장 연구를 수행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 이후에는 시간을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탄탄할수록 로보틱스

에서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길게 보시고 집합론, 선형대수, 해석학, 

토폴로지 등의 전공수학을 최대한 단단히 다지시길 추천해 드

립니다. 이미 대학원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논

문 하나하나에 신경쓰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토픽이 없이 당장 논문 한편 

한편에 매몰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물론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큰 결실이긴 하지만 논문이 연구의 본질은 아닙니

다. 로보틱스 분야는 시스템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아닙니다. 논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고싶은 연구를 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메이트릭에서 나오는 인터뷰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 학회

에서 보시면 아는척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포스텍 

로보틱스 연구실 정완균 교수님 및 선후배님들, DLR 동료들, 

그리고 H2020 AEROARMS 콘소시움의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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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학회개요

제9회 9th International Seminar on Fire and Explosion 

Hazards 는 St. Petersburg Polytechnic 대학과 Gefest 사 

(St. Petersburg)가 주최하는 학회로 20 년이 넘는 역사 동안 

화재 및 폭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 행사 중 하나

이다. 화재 및 폭발 위험은 광범위한 산업 응용 및 환경에서의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이며 본 학회를 통하여 안전 

최신 연구동향 및 기술을 접할 수 있다. 본 회의는 모스크바, 

러시아(1995, 1997), Lake Windermere, UK(2000), Londonderry, 

영국(2003), 에딘버러, 영국(2007), 영국 리즈 (2010), 미국 

프로비던스(2013), 중국 허페이 (2016)등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세미나는 화재 및 폭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 행사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 세

미나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 기관, 산업 및 보험 회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회가 진행되었다. 학회의 장소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장소 : General Staff Building of the State Hermitage와 

Corinthia Hotel St. Petersburg

-일시 : 2019년 4월 21일~26일

-발표규모 : 구두129건, 포스터41건

-204명의 참가자 : (동반자 제외, 30 개국)

본 학회에서 특이점은 에르미타주 국립박물관 (General Staff 

Building of the State Hermitag)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예카테리나 2세가 1764년부터 수집한 

미술품들로 약 300만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화재의 연소 기본 사항

- 폭파, DDT, 폭발 및 폭발 위험

- 화재 역학

- 화재시의 물질적 행동

- 화재 안전 공학

- 화재 진압

- 수소 안전

- 와일드 랜드 화재

- 독성

- 피난과 인간의 행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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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요약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사

용하여, 최적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도 높은 예측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Machine Learning

은 경영, 로봇 공학 및 이미지 분석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

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사용 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

나 물리 기반 또는 과학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제한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이 논문은 저비용, 높은 정확도로 화재

를 예측하기 위해 탐구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Machine Learning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차원 네트워크(dimension-order) 축소 모델(reduced- 

order model)과 신경 네트워크를 이용한 심층 학습을 모두 사

용하는 예시가 제공된다. CFD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초기 

연구는 Machine Learning이 CFD 시뮬레이션보다 2~3배 빠

른 예측을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achine Learning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 모델을 더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확장하려

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한다.

Artificial Neural Networks(ANN) 또는 다중 Perceptron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상호 연결된 노드 

(Perceptron) 모음을 사용하는 모델 유형이다. 아래의 에 도시

된 바와 같이, ANN은 입력 층, 일련의 숨겨진 층 및 출력 층으

로 구성된다. 두 개 이상의 숨겨진 레이어가 있는 경우 이는 

심층 학습으로 간주됩니다. 각 Perceptron은 다중 입력을 가져 

와서 단일 출력을 생성합니다. (Fig. 3b 참조).

입력은 다른 지각으로부터 가중 된 결과이거나 ANN(입력 계

층)에 제공되며, 각 Perceptron에는 편향도 있다. 결과적으로 

각 Perceptron은 입력과 바이어스를 출력과 관련시키는 선형 

방정식을 형성한다. 시스템에 비선형 성을 추가하기 위해 시스

템에 비선형 관계를 학습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함수가 출력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활성화 기능에는 스텝 Function, Sigmoid, 

tan(h), 정류 된 선형 유닛 또는 누설 정류 된 선형 유닛이 있다. 

전체 네트워크를 합치면 일련의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Machine 

Learning은 입력이 출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가중치 및 바이어

스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통한 접근법을 Wildland 

화재 확산[15–19], 폭풍 해일[20–23], 홍수 침수[24–26], 기후 

모델링[27–28], 원격 감지[29, 30] 및 발전[31, 32]에 성공적으

로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원 조건 감소 기술을 사용하고 화재 조건의 

공간적 분포를 예측하는 심층적 인 학습을 사용함을 보여주었

다. 차원 감소 기법은 더 많은 수학적 개발을 필요로 하므로 

더 즉각적인 사용을 방해 할 수 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기반으로 하는 깊은 학습은 공간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산 및 전체 필드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이를 수행하는 기본 아키텍처가 개발

되었으며, 이러한 기본 아키텍처에 대한 추가 교육 및 수정을 

통해 신경망은 예측 기능이 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사용하기 

위해 배포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트레이닝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순화 된 형상 데이터에서 생성 

된 데이터는 보다 복잡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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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소를 사용하는 산업 응용 분야의 안전 측면에 

대한 최신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수소가 화학, 야

금, 그리고 최근 우주 산업과 전자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새롭게 관심이 집

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소에의 화재와 폭발에 대하여 관심이 

증복되고 있다. 수소 기술의 확산 정도는 대중이 수용할 수 있

도록 수소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연구로 재료의 취약성, 폭발 분위기 조성, 점화, 고압 제트 화

재, 불안정한 연소, 배출 등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소 에너지 응용"의 대규모 개발 및 활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연구 및 기술 개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수소의 연소성은 일반 탄화연료의 5-10배이며 최소발화에너

지는 5-10배 적으며 최대 연소속도는 5-10배정도 크다. 다른 

말로 수소와 관련된 폭발이 보다 큰 영향이 기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누출유량의 예측이 위험 분석의 정확성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 수소가 가스일지라도 유량의 예측은 쉽지 않다. 편차가 

10MP이상일 때 이상적인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유의미한 

오차가 발생한다.(Fig. 13) Abel-Nobel 방정식은 특히 매우 

높은 압력에서 정확하지 않으며 최대 10-20%의 편차가 발생한다.

수소누출이 큰 점화 확률을 보이며 심지어 자발적으로 점화될 

수 있다. 위험도 분석에서는 누출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가 자동

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진행한다.

임계 점화 온도가 대기압에서 400℃와 700℃사이에 있다고 

제안한다.(Fig. 13) 이 점화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뜨거운 표면 위로 흐르는 대류 유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적다. 지금까지 측정된 점화에 대한 최소 출력은 100mW이지만 

이에 대한 보증은 없으며 이 값은 절대 최소값이다.(Fig. 13)

우주선 조건을 모사한 지상기반의 실험에서 고체 가연성 물질

에 의해 생성 된 화염의 소멸은 2cm/s 이하의 cross유속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실제 궤도 비행에서 수행된 3 가지 실험에

서는 매우 다른 화염 거동을 보였다. 첫째, 5-20 cm/s의 기류 

속도에서 (이는 ISS 가압 격실 내부의 공기 순환특성 범위임)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샘플 연소 강

도는 지상 실험에서보다 미소 중력장에서 더 컸다. 미소 중력장

에서 1-2 cm/s 아래의 기류 속도의 감소로 dull 화염이 발생하

는데 이 화염은 화염모드에서 0.2-0.5cm/s와 smoldering 모

드에서의 0.2m/s 미만의 임계속도에서 소멸된다.

고분자의 열분해시 독성 휘발성 물질의 생성은 승무원에게 

극히 위험하며, ISS(Internal space station)의 밀폐 된 공간에

서 독성 화학 종의 농도는 허용 가능한 임계 값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증가한다.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개별 가스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안전지대를 제공 할 수 있다. 공간이 협소

하므로 안전 영역을 만드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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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 ISS 부문에서 2 종류의 휴대용 

소화기 ОКР-1과 ОСП-4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소화기는 

소화제에 의해 생성 된 거품을 사용하며, 불활성 희석제로 질소

가 사용되며 거품은 화학적으로 중성이며 고체 표면에 쉽게 

부착되며 쉽게 씻겨 나갈 수 있다. 이 소화기는 수직한 중력방

향뿐만 아니라 임의의 중력방향에서 작동할 수 있다. 안전 지침

에 따르면 최소한 2 명의 승무원 그룹이 화재 진압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불연구조 재료와 고성능의 화재감지기와 승무원들을 

위한 개인 방호장비, 소화기 및 화재후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의 

필터링 및 정화장치 개발 및 제작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주로 공기 중 화재 현상스케일 모델링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연기 거동을 위한 소금과 담수를 활용한 스케일 모델에 대한 

간략한 논의도 제시되어 있다. 화재현상을 위한 무차원 그룹의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정 화재 시나리오의 부분

적 확장을 위한 스케일링 모델에 대하여도 제시가 되었다. 복도

바닥에서의 화재전파는 다양한 특성을 간파 및 실규모에서의 

검증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백화점 아트리움의 연기 거동은 축

소모델링의 디자인 결함을 밝히기 위해 연구되었다. 수송 페리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재 테스트를 통과하기위한 워터미

스트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도전 과제는 체계적으로 스케일링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본격적으로 확인되었다. 스케

일링 모델링은 가구가 딸린 침실에서 화재 성장을 조사하여 

모델링의 한계를 극대화했지만 매우 유사한 전반적인 화재 성

장의 설명을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다양한 무

차원 매개 변수가 Fig. 17에 나와 있다. 스케일링모델링에서는 

소수의 그룹 만 보존 할 수 있다. 선박 동역학의 스케일 모델링

과 같이, 화재 스케일링에서 레이놀즈 수는 유지되지 않지만 

화재 유동은 난류이므로 모델의 크기는 난기류를 확보 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높이가 약 0.3m (1ft.)

이다.

핵심 매개 변수는 Zukoski 수인 Π2 또는 Q *를 보존하는 

것이다. 컴퓨터 모델링에서 종종 그렇듯이 이것은 실규모에서

의 화재의 힘(보다 일반적으로 열방출율)이 필요하다. 화재 성

장을 완벽하게 스케일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무차원 집단이 

보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현상에서 다양한 스케일링 모델링에 대하

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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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풀스케일의 복도 실험에 의해 제기된 많은 의문점은 화재 

성장없이 동일한 복도 의 축소모형으로 검토되었으며, 축소모

형에서 나무 침대 대신에 가스 버너를 사용했다 (Fig. 19).

- 아트리움에서의 연기 제어

아트리움 화재에 대한 축소 스케일링 방정식이 아래와 같다.

성장 및 정적 화재에 대하여 사용된 이 방정식들은 복사열전

달이 무시되고 화재 초기의 화재거동과 연기 거동 검토가 연구

목적이다. Π- 그룹은 그룹의 일부 조합과 함께 Fig. 17과 같

다. 유동 시간은 root(l/g)과 같다.

이 논문의 목적은 스페인 철도 제조사인 CAF는 연기 추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한 철도차량에서의 화재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재 컴퓨터 모델링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CAF 통근자 단위의 여러 가지 

실제 실험이 설계되었다. 새로운 연기 배출 시스템은 배기 팬에 

의해 승객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연기를 추출

하여 후방 하단의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가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모든 공기는 차량의 몸체 끝 부분을 통하

여 공급되며 다른 차량으로 연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

되었다.

호주 표준 AS 4391에 따라 기차 장치에서 본격적인 화재 테스

트가 수행되었다. 화원으로는 140kW의 화재가 사용되었으며 

연기는 스모크 생성기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측정 지점에는 

6 개의 열전쌍 트리, 10개의 가스 유속 프로브 및 2 개의 GoPro 

HD 비디오 카메라(가시성 평가용)를 활용하였다. 가시도가 바

닥 위의 1.7m 높이에서 모든 시험 중 30m 이상이고 온도가 

30ºC 미만이었기 때문에 보행성 기준으로 시스템 성능이 성

공적이었다. 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 모델의 유효성을 검사

했습니다. 계산 모델 결과는 테스트와 비교하여 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리튬 이온 (Li-ion) 배터리의 주요 특징은 높은 에너지 및 

전력 밀도이며, 이 저장 기술은 휴대용 전자 제품, 전동 공구 

및 하이브리드/풀 전기 자동차에 적합하다. 또한, 고장으로 이

어지는 상황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은 열 폭주(thermal 

runaway)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쳐 수많은 화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열 폭주는 배터리 실내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가연성 가스의 방출이 동반된다. 이 가연성 가스는 배터

리의 고온으로 인해 쉽게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배터리로부터 배출 될 때 이들 가스의 연소는 또 다른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 : 가스 자체의 축적 및 폭발 가능성. 열 폭주는 

유해 가스 및 증기 방출뿐만 아니라 파편 돌출과 같은 기계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일 리튬 이온 전지에서 

수행 된 화재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시험 배터리로

는 리튬 니켈 망간 Panasonic의 코발트 산화물 전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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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험은 콘칼로리미터를 사용하였으며, 셀의 충전 상태와 

콘히터의 방사열유속을 변경시켜가면서 수행하였다.

점화 및 연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점화 시간, 질량 손실, 

열 방출 속도 및 표면 셀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했다. 시험 도중

에 방출 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광이온화 검출기로 측정했습

니다. 적절한 화재 예방 및 방호 조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구조 팀의 안전한 지침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풀 전기 자동차 용 배터리 시스템의 리튬 이온 

셀에 열과용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되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 

폭발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충전 상태 (SOC)와 사이클링 시간을 가진 상업용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 중 하나에 대하여 확장 볼륨 가속 열량계 (EV- 

ARC)에서 램프 가열 방법으로 열 폭발 위험을 평가하였다.

일부 열 특성 파라미터인 셀 표면 온도, 온도 상승률, 캐니스

터 내압 및 평균 캐니스터 온도가 선택되었으며 분석되었다. 

열 폭발이 발생할 때 SOC의 증가에 따라 배터리의 최대 표면 

온도와 최대 캐니스터 내부 압력이 증가 함을 보여주었다.

열 폭발 중 다른 SOC 하에서 배터리로부터 방출되는 열 에너

지는 배터리 및 캐니스터 표면의 초기 및 최대 온도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완전 충전 된 새 배터리는 폭발로 전환 될 수있는 

열 폭발시 61.7kJ 에너지를 방출 할 수 있는데 이는 5.57g의 

TNT와 맞먹는 규모이다. 새로운 배터리와 비교할 때 노화된 

배터리는 열 폭발을 일으키기 쉽고 열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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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INTER-NOISE 2019의 공식명칭은 48th International 

Congress and Exhibition on Noise Control Engineering으

로 International Institute of Noise Control Engineering 

(I-INCE)의 주관아래 “NOISE CONTROL FOR A BETTER 

ENVIRONMENT”라는 슬로건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INTER-NOISE는 올해로 

26회를 맞는 ICSV(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와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소음 진동 관련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이번 INTERNOISE 2019에는 총 1500명 이상이 

등록하였으며 스페인에서 개최되었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미

국, 중국, 한국 등 전세계 여러 나라의 소음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서 기술 교류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INTER- 

NOISE 2019는 아래에 표시된 총 18개의 큰 주제에 대한 학술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Acoustic Materials / Active Control of Sound & Vibration / 

Aircraft noise / Architectural & Building acoustics / 

Environmental noise / Flow Induced Noise and Vibration / 

Industrial noise / Noise & Health / Psycho-acoustics / 

Railroad and Road Vehicle Noise / Signal Processing / 

Sound Quality and Product Noise / Soundscape / 

Underwater & Maritime acoustics / Vehicle Noise & 

Vibration / Vibro-Acoustics / Othe

18개의 주제 중에서 Architectural & Building acoustics가 

12개의 구두 발표 세션을, Environmental noise는 11개, 

Vibro-Acoustics는 10개의 발표 세션을 가졌습니다. 구두 발

표 세션은 동시에 최대 18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구두 발표 

세션 뿐만 아니라 포스터 발표 세션도17, 18 양일간 오전 오후

로 나누어서 진행되어 소음에 관한 다양한 발표가 방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회는 전시 및 행사에 특화된 Ground level포함 총 5층의 

IFEMA Palacio Municial에서 진행되었는데 마드리드 바라하

스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어서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학술 대회 행사는 Plenary lecture가 진행된 auditorium과 

session room에서 진행되었는데 session room은 Figure 2에 

소개되어 있듯이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session room은 대형 LED 모니터를 활용하여 발표자료를 표

시하였으며 일부 session room은 전통적인 프로젝터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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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표자료를 표시하였습니다. LED 모니터를 활용한 경우 또

렷하게 볼 수 있고 조명을 어둡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발표자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Session room의 뒤쪽에 위치한 경우 발표자료의 작은 글씨나 

세세한 부분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LED 모니터를 활용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이를 미리 고

지하여 발표자가 발표 자료의 구성을 LED 모니터에 맞게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ssion room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 방마다 두 명의 보조 인원이 상주하여 발표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였으며 발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남은 발표 시간을 표시하여 발표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유도

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IFEMA 건물 3층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60개 이상의 소음 

진동 관련 업체가 학술 대회 기간 동안 전시와 홍보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학교, 산업체, 연구소 인력과 기술 교류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 주요발표요약

INTER-NOISE 2019에서 소개된 발표 중 plenary lecture 

3편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발표 5편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와 철도 등 육상 교통의소음은 스트레스 유발 등으로 

수백만 명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의 경우 

최대 130km/h 속도, 철도의 경우 최대 300km/h 속도로 이동

하며 소음을 생성하며 전동 소음(rolling noise)이 주요 소음원

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타이어와 도로의 상호 작용과 기차 바퀴

와 철로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소리 및 진동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두 소음원 모두 상호 작용이 일어나

는 표면의 거칠기(roughness)를 줄임으로써 소음을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자동차와 철도 두 시스템

에서 소리와 진동 발생 메커니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

고 각 소음원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소음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마이크로폰 위상 배열을 통해 소음원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빔, 플레이트, 파이프, 대형 압력 용기, 항공기 동체 및 기타 

구조물에서 구조 이동성 측정을 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이 

발표는 구조역학, 음향학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수

식을 활용하여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조의 이동성을 평

가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컴퓨터 프로

그래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에 몇 분만에 코

딩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여 구조 음향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에서는 빔, 플레이트 및 

곡선 형 셸을 포함하여 무한한 구조에서 음향이 어떻게 전파되

는지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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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되는 특정 영역에만 원하는 음장을 재현하는 것은 공

간 오디오의 연구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음장 재생(sound field reproduction, SFR)을 다중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음향명암조정(acoustic contrast control)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소리를 

특정 영역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있더라도 이어폰이나 헤드폰 없이 각자 원하는 음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흥미로울뿐만 아니라 음향, 엔터테

인먼트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제

였습니다.

이번 INTER-NOISE 2019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소개

되었지만 그 중 흥미로운 흐름 중 하나는 주관적인 소음 평가를 

통한 소음의 객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은 대부분의 경우 

dB라는 단위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지만 사람마다 그 소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음향심리학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습니

다. 이 발표도 이러한 흐름 중 하나로 헬리콥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헬리콥터 소

리를 측정하여 Figure 7 왼쪽에 보이는 헬리콥터 모형 내에서 

실험자가 헤드셋을 측정하고 소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총 20명

의 20-32세 실험자에게 원음(raw noise)과 무음(silent)을 포

함하여 총 6 종류의 소음을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며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같은 소음을 듣더

라도 사람마다 소음을 평가하는 정도가 달랐으며 Figure 8에 

나타나 있듯이 필터링되어 원음보다 소음원의 크기가 더 줄어

든 경우가 원음보다 더 시끄럽다고 느끼는 참가자도 다수 있었

습니다. 소음이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편차가 있음을 정량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비록 주제는 다르지만 현장에서 소음 예측을 할 때 늘 고민하

게 되는 quick and dirty vs. slow but accurate와 같은 맥락인 

인상적인 제목으로 관심이 갔던 발표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플

랜트의 소음 예측을 할 때 작은 구조물까지 다 포함한 예측 

방법과 주요 건물만을 고려한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igure 9는 소음 예측에서 고려된 

구조물과 건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1번은 세밀한 구조물까지 다 

고려한 것이고 번호가 증가할 수록 고려하는 구조물과 건물을 



2019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55

단순화 하여 4번은 주요 건물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Figure 

10은 1에서 4까지의 복잡도에 따른 소음 예측 결과를 보여주는

데 복잡도에 따라 소음 예측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복잡도

에 따라 평균 소음값은 3dB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발표자는 무조건 간단한 모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소음 예측

의 목적에 따라 비록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복잡도가 높은 

예측 모형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

였습니다.

소음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 중 하나인 jet noise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한 논문으로 일반적으로 광역 특성을 가지는 jet 

noise가 아닌 순음 특성을 가지는 소음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습니다. 이러한 순음은 초음속 유동조건에서 발생하며 군용

기 등에 구조 파괴 및 연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의 노즐을 모사하기 위해 twin jet 조

건을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노즐 사이의 거리

를 인자로 하여 거리에 따른 소음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Figure 11과 같이 유동의 움직임과 소음의 전

파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였습니다.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 결

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발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et noise 주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논문은 일본 JAXA에서 

수행한 터보팬 엔진 제트 소음 저감에 관한 연구입니다. JAXA

는 이미 10년 이상 터보팬 엔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실험적 연구를 통해 터보팬 엔진에서 발생하는 제트 소음

의 저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습니다. 이 발표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 팬 직경이 350mm인 터보팬 엔진의 노즐의 형상을 

변경하여 제트 소음의 저감 여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논문입

니다. Figure 12는 실험 장소의 전체적인 모습과 엔진 스탠드, 

소음 측정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igure 13은 실험에 사용

된 기본 core 노즐 형상과 변형된 노즐 형상이며 Figure 14는 

core 노즐의 형상에 따른 소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rration 모양을 core 노즐에 적용하였을 때 소음 저감이 효

과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켜봐 온 실험 그

룹인데 꾸준히 그리고 발전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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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은 에어컨 등 내부 공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

과 주행시 외부 차체와 공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발표는 외부 차체 중에서도 사이

드 미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원에 대한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

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공력 특성과 소음 특성을 해석하기 위

해lattice Boltzmann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주행시 속도가 

일정할 때와 속도가 변화할 때를 구분하여 Figure 15와 같이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Figure 16에서 알 수 있듯이 속도

가 변화하는 경우 전 주파수 영역에서 일정한 속도에 비해 ,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량 내부에서 측정한 소음이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후기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하는 INTER-NOISE 2019는 다양한 소

음 분야의 세계적인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

주 등의 최신 연구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습니

다. 특히 전통적인 소음 해석 및 저감 연구와 함께 음향 심리학 

등 인문학과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음원 파

악 등의 연구는 소음 연구의 다양한 확장과 협업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INTER-NOISE 2020(49th International Congress and 

Exhibition on Noise Control Engineering)은 2020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소

음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분들이 내년에 열리는 INTER-NOISE 2019에 참가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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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공학이야기

1) 샴페인 글라스의 비밀

샴페인(Champagne) 이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탄산이 있는 와인을 ‘샴페인’으로 부르고 

있고,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와 함께 

파는 것이 샴페인 아니야? 라고 할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상식이

며, 실제로 탄산이 있는 와인을 통틀어서 스파클링(Sparkling) 

와인이라고 부른다. 이 스파클링의 특징적인, 그리고 제일 비

싼 한 종류가 샴페인이다. 샴페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북동쪽으

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샴페인 방식(혹은 전통방식으로 부름, 2번의 발효를 거치며, 

2번째 발효를 병 속에서 진행)으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정확한 생산 규정(포도품종, 발효 과정, 숙성기간 등)을 지켜야 

라벨에 샴페인이라 표기할 수 있다.

‘샴페인의 탄산은 내부에서 생성된 것으로 외부에서 탄산을 

주입하지 않는다.’

와인은 효모(이스트, yeast)로 포도당을 발효해서 알코올로 

만든 음료이며 이를 화학식으로 간략하게 표시해보면,

로 쓸 수 있다. 바로 알 수 있듯이 발효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로 쓸 수 있다. 바로 알 수 있듯이 발효 과정에서 이산

화탄소가 발생하며 이산화탄소를 날려 보내면 탄산이 없는 스

틸(still) 와인이 되며, 이산화탄소를 병에 가둬두면 탄산이 있

는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것이다. 샴페인은 좋은 토양과 기후에

서 자란 좋은 포도를 사용하며, 탄산을 만드는 데보다 복잡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타 스파클링 보다 맛이 더 풍부하고, 그

래서 비싸다.

샴페인 글라스

샴페인을 글라스에 따르면 무수히 많은 버블들이 아름답게 

올라온다. 샴페인에서 버블의 크기, 밀도, 지속성은 샴페인 퀄

리티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샴페인

은 길쭉한 모양의 플루트(Flute) 글라스를 사용하는데, 1800년

대 후반 프랑스의 벨에포크(Belle Epoque, 아름다운시절) 시대

에는 넓은 보울(Bowl) 형태의 쿠페(Coupe) 글라스가 유행이

었다. 체코 출신의 유명 화가, 알폰스 무하가 그린 샴페인 포스

터에 보면 쿠페 글라스에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ure 1. Flute Glass vs. Coupe Glas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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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알폰스 무하의 샴페인 Ruinart 포스터

그리고 와인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향이 풍부한 고급 샴페인은 

보울이 넓은 글라스에 마시는 것이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다. 

과연 샴페인을 즐기는 데 길쭉한 글라스가 좋은지, 넓은 글라스

가 좋은지 이에 대한 유체역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

한 프랑스 상파뉴 지역 랭스(Reims) 대학의 제라드 리제 벨에

르 교수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플루트 잔에서 버블이 고르게 섞이기 때문에 향 발산이 더 

많이 된다.”

“쿠페 coupe 잔에서는 버블이 순환하지 않는 데드존(Dead 

Zone)이 생겨 오히려 플루트 잔 보다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확산 면적이 작다.”

이것이 그의 연구의 결론이다. 이를 레이저 토모그래피 

tomography 유동 가시화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Figure 3과 4

에서 각 글라스 내부에 샴페인 내부 유동의 궤적을 볼 수 있다.

Figure 3. ref. Chem. Soc. Rev., 2008, 37, 2490–2511

플루트 글라스 아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버블이 잔의 윗면에

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회전유동 swirl 이 발생하여 와류 

Vortex 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Figure 3과 같이 Flute 

글라스에서는 글라스 내부에서 활발한 mixing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 ref. Chem. Soc. Rev., 2008, 37, 249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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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의 넓은 글라스에서는 글라스 가장자리로 흐름이 발

생하지 않는dead zone이 발생하여 가장자리에서 실제로 gas 

들이 피어 오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검증하였다. 

Figure 5 ref. Exp Fluids (2015) 56:170

메커니즘을 모식도로 표시하면 Figure 5와 같으며, 넓은 글라

스는 중앙에서 스월링 모션에 의해 다시 하강하는 유동이 생겨 

글라스 가장자리에서는 버블이 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글라스 내부의 유동과 느껴지는 향의 관계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향은 샴페인의 표면에서 발산되는 gas 

(기체) 형태의 향을 가진 분자 형태의 물질이다. 샴페인에서 

버블은 이산화탄소이며,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

질이 있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산화탄소 기체의 분포

를 볼 수 있다.

리제 벨에르 교수의 2016년 논문에서 잔 내부의 2상 

(two-phase) 버블 유동과 표면의 기체 유동을 동시에 가시화

한 Figure 6의 결과를 보면 우측 플루트잔에서 이산화탄소의 

확산 크기 및 높이, 강도 모두 coupe 잔 보다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내부 활발한 유동에 의해 샴페인 표면의 전 영역에서 

이산화탄소가 피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향을 가진 

물질들이 함께 피어올라 우리가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글라스 내의 활발한 버블 유동은 기체의 확산뿐만 아니라 샴

페인 표면에서도 더 작은 마이크로 버블들을 발생시켜 아로마

를 가진 입자들을 활발히 퍼뜨리게 되는데, 이 또한 플루트 잔

이 유리하다.

Figure 6 ref. Exp Fluids (2016) 57:85

Figure 7 ref. Alain Cornu/Collection CI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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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및 연구의 한계

그의 연구에서는 분명 플루트 잔이 향 발산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 및 Future works도 보이는데, 

1. 알코올의 휘발에 따른 향의 발산은?

일반적으로 스틸 와인들에서 아로마를 코로 이송시키는 매질

은 알코올이다.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향 분자들이 함께 피어오

르는 것인데 샴페인 글라스에서 이 휘발되는 알코올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샴페인에서 향을 발산시키는 

메커니즘을 자연 부력에 의한 버블의 상승, 샴페인 표면에서의 

버블의 터짐. 이에 의한 향의 발산이 알코올에 의한 향의 발산보

다 우세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잔 내부에서

는 two-phase bubble 가시화, 잔 표면에서는 이산화탄소 gas 

가시화를 통해 이 논리를 검증하였다. 이는 분명 스틸 와인과 

다른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의 다른 driving force이며 이에 대

해서는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알코올의 확산까지 정량적 측

정이 가능하다면? 그때서야 완벽하게 메커니즘을 정립할 것으

로 생각한다.

2. 버블의 시작점 (Nucleation point)이 글라스 중심에만 존

재한다.

그의 가시화 실험에서는 실험의 대조군 설정을 위해 버블이 

생성되는 시작점을 글라스 바닥 중심으로 만들었다. (마이크로 

스크래치를 내면 이 부분이 핵 nucleation 이 되어 버블이 여기

서부터 생성된다.) 동일 압력을 가지는 샴페인을 동일 포인트

에서 버블을 위로 솟아나게 하면 수직 이동 거리가 긴 플루트 

잔에서 버블 발달로 인한 유동 mixing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 샴페인을 마실 때 버블이 생기는 곳이 

글라스 중앙뿐만 아니라coupe 잔의 여러 곳에서 생긴다면? 마

시는 사람이 잔을 스월링 한다면? coupe 잔에서도 충분히 

mixing이 일어나 dead zone은 사라질 것이다.

3. 어린 (young) 샴페인을 피어나게 하는 것은 넓은 글라스가 유리

돔페리뇽, 크리스탈 등과 같이 초고가의 프리미엄급 샴페인들

은 보통 수십년 장기 숙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며, 최소 10-20년 

이상은 숙성시켜야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은 

샴페인이 가진 모습이 모두 발현되기 전, 즉 어린(Young) 상태

로 시장에 출시된다. 이에 이러한 샴페인을 마실 때 공기와 접촉

시켜 숙성(산화) 효과를 조금 얻는 브리딩 (Breathing)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때는 접촉면적이 넓은 쿠페 형 글라스가 

유리할 것이다.

그의 연구는 실험적 한계는 존재하나, 샴페인 내부의 버블의 

움직임을 수치화하고 모델링했으며, 정량적 가시화 기법을 통

해 입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동일 조건에서 일반적

인 상식과 달리 플루트 잔에서의 버블 유동에 의해 샴페인 표면

에서 기체의 확산이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넓은 coupe 잔에서의 알콜 기화에 

의한 향의 발산 미검증, 버블 시작점의 통제에 대한 실험적 한계

가 있으나 고급 샴페인을 마실 때 플루트 잔으로 마시는 건 

와인을 잘 모르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와인쟁이의 잘못

된 허세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coupe 잔이냐 flute 잔이나 

하는 것은 기호의 차이로 봐야 할 것이다. 끝.

2) 와인의 온도와 와인 셀러

와인의 적정 시음 온도

레드 와인마시기 좋은 선선한 가을이다. 더운 여름에는 와인

을 제대로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와인 온도 컨트롤이 문

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와인을 레스토랑이나, 실외 혹은 지인

의 집에 가져가서 마셔야하는 경우가 어렵다.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 가장 중요한 핸들링 요소는 바로 시음 

온도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소믈리에가 있는 매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매장에서 레드와인 서빙 온도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데, 특히 와인 셀러를 갖추지 않거나 셀러를 화이트와인 용으로

만 사용하고 레드 와인은 상온으로 보관하고 서빙하는 매장에

서 특히 문제가 된다.

또한, 와인 초보자들이 자주하는 겪는 경험 중, 누군가의 추천

을 받고 마신 와인이 맛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는데,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많은 경우 와인 시음 온도를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Fig.1.처럼 와인 종류별로 적정 시음 온도가 있으며, 스파클

링 와인의 경우 5-10℃, 화이트 와인의 경우 7-14℃, 가벼운 

레드 와인인 경우 12-17℃, 무거운 레드 와인인 경우 17-21℃

를 추천한다. 시원하지 않은 라거 맥주나 소주를 마시면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조금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와인의 알코올 도수와 비슷한 

온도를 맞추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은 

5-12% 사이의 알코올 도수를 보이며, 화이트 와인은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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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레드 와인은 11-13%, 무거운 레드 와인은 13-16%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다. 시음 온도대와 비슷한 숫자를 가지므로, 

라벨에 적힌 알코올 도수를 보고 시음 온도를 판단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와인의 온도와 테이스팅

왜 시음 온도를 맞춰서 마셔야 할까?

와인을 이루는 테이스팅 요소들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와인의 적정 시음 온도

레드 와인마시기 좋은 선선한 가을이다. 더운 여름에는 와인

을 제대로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와인 온도 컨트롤이 문

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와인을 레스토랑이나, 실외 혹은 지인

의 집에 가져가서 마셔야하는 경우가 어렵다.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 가장 중요한 핸들링 요소는 바로 시음 

온도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소믈리에가 있는 매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매장에서 레드와인 서빙 온도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데, 특히 와인 셀러를 갖추지 않거나 셀러를 화이트와인 용으로

만 사용하고 레드 와인은 상온으로 보관하고 서빙하는 매장에

서 특히 문제가 된다.

또한, 와인 초보자들이 자주하는 겪는 경험 중, 누군가의 추천

을 받고 마신 와인이 맛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는데,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많은 경우 와인 시음 온도를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Fig.1.처럼 와인 종류별로 적정 시음 온도가 있으며, 스파클

링 와인의 경우 5-10℃, 화이트 와인의 경우 7-14℃, 가벼운 

레드 와인인 경우 12-17℃, 무거운 레드 와인인 경우 17-21℃

를 추천한다. 시원하지 않은 라거 맥주나 소주를 마시면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조금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와인의 알코올 도수와 비슷한 

온도를 맞추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은 

5-12% 사이의 알코올 도수를 보이며, 화이트 와인은 11-14%, 

가벼운 레드 와인은 11-13%, 무거운 레드 와인은 13-16%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다. 시음 온도대와 비슷한 숫자를 가지므로, 

라벨에 적힌 알코올 도수를 보고 시음 온도를 판단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Figure 1 와인의 적정 시음 온도 (출처: winefolly)

 

와인의 온도와 테이스팅

왜 시음 온도를 맞춰서 마셔야 할까?

와인을 이루는 테이스팅 요소들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Figure 2 와인의 4 요소 (출처: winefolly)

 

와인 테이스팅에서 와인의 특징을 구별하는 4가지 요소는 

Figure 2.와 같이 산도(Acidity), 당도(Sugar), 탄닌(떫은맛, 

Tannin), 알코올(Alcohol) 이다. 이것은 와인의 언어이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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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어떤 와인을 표현할 때, ‘이 와인은 산도가 높고, 당도는 

중간 정도이며, 탄닌이 많이 느껴지며, 알코올 볼륨이 크게 느

껴진다.’라고 표현하면, 그 와인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표현을 

보고 이 와인이 어떠한 스타일의 와인인지 알 수 있다.

이 4가지 요소가 각각 진하게(intense), 균형적으로(Balance), 

그리고 마시고 나서도 길게 여운이 남는 (Finish) 와인이 보통 

고가의 좋은 와인이다.

인간의 혀는 온도에 따라 위 4요소의 크기를 다르게 느끼는데, 

온도가 높을 경우 당도와 알코올을 더 느끼며, 온도가 낮을 경우 

산도와 탄닌을 더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여름철 상온에 보관된 

레드 와인을 마시면 알코올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

한 이유이다. 따라서 적정 시음 온도를 맞추지 않으면 와인메이

커가 의도한 그 와인의 캐릭터를 왜곡해서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전에 마신 와인과 같은 와인을 마실 때, 기억과 맛이 다른 

경험이 있을텐데

1. 와인 보틀 베리에이션(variation)

2. 와인 시음 분위기

3. 와인 시음자의 컨디션

4. 함께 먹는 음식의 종류

5. 와인의 시음온도

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번 항목은 시음자가 컨트롤 가능하므로, 와인메이커가 의도

한 와인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도를 맞춰 마시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더운 여름철 실내온도는 에어컨을 가동해도 보통 25-27℃ 

수준으로, 셀러가 아닌 일반 진열대에 놓인 레드 와인을 바로 

마신다면 무려 10℃나 높은 온도에서 마시게 되며, 따라서 알콜

감과 단맛이 부각된 상태로 마시게 된다.

18℃는 생각보다 입안에서 시원한 정도로, 상온의 실내에서 

보관한 레드 와인을 마신다면 역시 칠링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와인 셀러가 없어 적정온도 유지가 힘들거나, 와인을 외부에 

가져가서 마시게 될 경우, 외부에서 칠링이 힘든 경우에는 레드 

와인을 일반 냉장고 3~6℃ 냉장실에 전날 넣어두고 마시기 3시

간 전 정도에 꺼내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의 26-27℃ 실

내에서 2-3시간 정도 지나면18℃ 정도로 맞춰진다. 이 때 더 

차갑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데 손의 체온으로 글라스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음 온도 유지에 유용한 것이 바로 와인 셀러(와인 냉장고)

로, 와인의 보관뿐만 아니라 와인의 시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와인에 관심을 두고 몇 병씩 구매하기 시작한다면, 미

니 와인셀러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

와인의 보관과 와인 냉장고

케빈 즈랠리의�"와인바이블"�및 와인 전문 잡지 “Wine Spectator”

의 Tip에 의하면 와인 보관의 최적온도는 55 ℉ = 12.7℃ 라고 

한다. 그러나 온도 값 자체보다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보통 45~65℉ = 7~18 ℃ 정도만 

유지하면 좋다고 한다.

와인의 온도가 30℃ 이상 높아질 경우, 내부 알코올 기화가 

심해져, 와인이 코르크 밖으로 넘쳐흐르는 현상(보통 와인이 

끓는다라고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와인은 열화 되었다고 

표현하며, 와인의 복합미가 사라진 밍밍한 상태의 와인이 된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 상온에서 와인을 보관하는 것은 와인이 

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와인 냉장고, 와인 셀러는 와인 보관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보

통 실제 습도 유지는 잘 되지 않는다.)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 

기술을 적용한 전자 제품이다.

Fig.3.과 같이 45병 이상의 대용량 와인 셀러와 12병 이하의 

미니 와인 셀러의 2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이 두 제품군은 적용 

냉각 기술이 각각 다르다.

Figure 3 냉각 방식에 따른 2종류의 와인 셀러

1. 냉동 사이클 적용 대용량 와인 셀러 (L사 제품 외)

대표적인 와인 셀러 메이커로 L사 제품의 경우 45병 이상의 

대용량 와인 셀러에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와 같이 냉매 압축 

냉각 사이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Figure 4 증기압축냉동사이클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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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에어컨 가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냉매(Refrigerant)

를 이용하여 압축-응축-팽창-증발의 열역학적 냉각 사이클

을 구성하여 냉열을 얻는 방식이다. 전기를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고, 열교환기를 통해 냉열을 와인 셀러 내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냉열,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45병 이상의 대형 와인 셀러에 적용하고 있다. 보통 와인 

셀러의 옆면에 응축기(콘덴서)를 배치하여 외부로 방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와인 셀러의 옆면을 만져보면 따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와인 셀러의 경우 안정적으로 많은 양의 와인을 적정 

온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 특히 스파클링이나 화이트 와인을 

바로 꺼내서 마실 수 있는 6℃ 정도로 냉각이 가능하여 상칸, 

하칸 분리 형태로 레드 와인 온도와 화이트 와인 온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냉매 압축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 부품 

비용으로 인해 와인 셀러 가격이 높아지고, 압축기 구동에 의한 

진동과 소음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 와인 셀러 및 냉장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저소음, 저진

동, 저전력사용 제어 등 과거보다 와인 셀러의 단점이 많이 보완

되어, 침대 옆에 두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

으나, 100만원대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웬만한 와인애호

가가 아닌 이상 쉽게 구매가 힘든 제품인 것은 사실이다.

2. 펠티에 소자 적용 미니 와인 셀러 (C사 제품 외)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와인 소비 증가 트렌드로 인해 12병 

이하의 미니 와인 셀러 제품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미니 셀러

에서는 전력을 가하면 온도차가 발생하는 펠티에(Peltier) 효과

를 이용한 열전소자(반도체)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저용

량의 냉각 부하에 적합한 저소음 저비용의 냉각 방식으로 대부

분의 미니 와인셀러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Figure 5 펠티에 효과 (출처: Wikipedia)

구조가 간단하고, 구동부가 없어 진동가 소음이 적으며, 가격

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 소용량의 미니 와인 셀러에 적합한 기술

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냉기 순환을 위한 팬(Fan)이 있어 실제 소음

은 약간 있는 편이다. 이러한 펠티에 소자를 활용한 미니 셀러의 

경우 작동 온도가 주로 12-18℃로 설계되어 있어, 화이트 와인

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바로 꺼내 마시기에는 온도가 높으며, 

특히 외기 온도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냉각 용량의 한계로 인해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

다. 특히, 고장날 경우 오히려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

여, 내부 와인이 모두 끓어 넘치는 사례도 있는데, 냉매 압축 

방식의 와인 셀러의 경우, 작동이 멈춰 냉기가 유지되지 않아 

외기 온도와 같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셀러 내부 온도를 상승시

키지는 않아 이러한 사고 사례는 미니 와인 셀러의 가장 큰 

단점으로 판단된다.

와인 셀러 이용 Tip

미니 와인 셀러 활용 팁은, 10만원대의 미니 와인 셀러 중 

가장 큰 12병 제품을 추천하며 (몇 병 넣다 보면 금방 채워진

다), 12-14℃ 설정으로 레드 와인 위주로 사용하고, 화이트 와

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두는 것을 추천

한다.

와인을 몇 년 이내로 보관할 경우 일반 가정용 냉장고도 아무

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적정 시음 온도

로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미니 와인 셀러는 레드 와인 

시음 온도에 맞게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와인 냉장고 내부에 반드시 미니 온도계를 두고 사용하

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와인 냉장고 내부는, 와인으로 채워

져 있고, 냉기가 나오는 위치가 한정적이며, 자연 대류를 활용

하기 때문에 셀러 내 온도 분포가 고르지 않고, 성층화 되어 

있다. 특히 세로 형태의 와인 셀러의 경우 냉각부의 위치에 따라 

아래쪽이 온도가 낮을 수도, 위쪽이 온도가 낮을 수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와인 셀러 표시기에 표시된 온도 값은 현재값

이 아니라 설정값이다. 이러한 내부 불균일 온도 분포로 인해 

온도 현재값을 표기할 경우 아마도 설정값과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고객 클레임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현재 대표적인 인기 와인 셀러 제품에는 설정값 

온도만 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와인 셀러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고, 투명 유리창 넘

어로 보이는 온도 설정값만 보고 셀러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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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필자의 경우도 약 일주일 

이상 와인 셀러 문을 열지 않고 표시 온도만 확인하고 있다가, 

와인 셀러 내부에서 와인을 꺼내면서, 와인 셀러 냉각부가 고장

나 와인의 온도가 외기와 같아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 

위에 소개한 미니 와인셀러에서 고장으로 인해 오히려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와인이 끓어 넘친 사례도, 셀러에 표기된 온도

가 현재값이 아니라 설정값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1만원대로 쉽게 구매가 가능한 미니 온습도계(중국 ㅅ사 

제품)를 셀러 내부에 두고 실제 온도값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있다. 

Figure 6 미니 온습도계

와인과 냉각 기술

음식의 안전한 보관을 가능하게한 냉각 기술은 인류를 구한 

위대한 기술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이제 현대에는 와인의 적절

한 시음과 보관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인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

고 아름답게하는 기술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된다.

3) 기후변화와 와인

와인 산지의 기후, 와인 벨트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와인 생태계에도 일부 변화를 불

러일으켰다. 그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기후와 와인 

산지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와인을 만드는 재료, 포도는 잘 알듯이 과일의 한 종류이다. 

맛있는 과일이란 상큼 달콤한 맛이 잘 살아있어야 하며, 와인을 

만드는 포도 또한 산도와 당도가 모두 우수해야 한다. 

과일의 단맛은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높아지며, 과일의 산도

는 서늘한 기후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좋은 과일 산지

는 일교차가 큰 지역이다.

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구의 위도 약30-50도 사

이의 지역이 이러한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 지역이며, 프랑스 

보르도, 부르고뉴,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남반구

의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등 세계의 와인 산지들이 

모두 이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와인 벨트 (Wine Belt)라

고 부른다.

Figure 1 와인 벨트 (출처: winefolly)

와인 벨트 바로 아래에 위치한 위도 20도-적도 구간은 일사

량이 풍부하고 건조한기후인 커피가 잘 자라는 커피 벨트이다.

와인 산지의 기후 특성에 따른 와인의 특징

각 와인 산지에서는 거시적인 기후뿐만 아니라, 바다의 영향, 

고도의 영향, 지형의 영향 등에 의해 마이크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특징에 적합한 포도

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포도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총칭하여 땅을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인, 떼루아 (Terroir) 라고 부른다.

이러한 떼루아 특성에 따라 각 지역마다 잘 자랄 수 있는 포도

의 품종이 다르며, 와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데, 

각 와인 산지에서는 그 지역의 떼루아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포도의 품종, 밭의 구역, 재배방법에서부터 양조, 숙성까지 와

인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전 과정을 규정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 지역의 이름을 와인 라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와인 산지의 지역명, 마을명, 밭의 이름 

등만 보고 그 와인의 특징과 품질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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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구대륙 와인 산지들이 이러한 특징이 

강하며, 전통이자 자부심으로 생각한다.

프랑스에서는 AOC (또는 AOP), 이탈리아에서는 DOCG 등과 

같은 와인 규정을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 칼럼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역마다의 와

인 특징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와인 라벨에서 얻는 정보로는 

와인의 특징을 알기 힘든 단점이 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미국, 칠레 등 신대륙 와인 메이커들은, 

이러한 구대륙 관습을 타파하고자 라벨에 대표 포도 품종을 

표기하기 시작하는데, 포도 품종에 의해 와인 스타일이 가장 

많이 달라지게 되므로, 소비자는 처음 보는 와인의 라벨에 적힌 

품종을 보고 와인의 스타일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프랑스 와인 라벨에 ‘Richebourg’ (리쉬부르) 라고 

써져 있는 와인이 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이 와인이 무슨 

와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와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은, 이 리쉬부르가 프랑스 부르고뉴 본로마네 마을의 특급 밭인 

리쉬부르이고, 품종은 피노누아 100%이며 붉은 계열 과일의 

아로마와 함께, 섬세한 탄닌감이 우수한 최고급 와인이며, 이 

리쉬부르를 만드는 생산자는 단 몇 명의 생산자 밖에 없다라는 

것을 Richebourg한 단어로부터 알 수 있다.

이렇듯, 와인 산지는 그 와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 이름이 

된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과일 상자에 아무런 

정보 없이, ‘나주’�라고만 적혀있다고 했을 때 상자 안에 든 과일

이 ‘배’일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프랑스 내륙의 부르고뉴, 알자스, 독일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

해보자. 이 곳은 모두 위도가 45-50도 정도되는 곳으로 (우리

나라 휴전선이 38도선 근처인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상당히 서늘한 곳이다. 따라서 이쪽 지역 포도들은 산미감이 

우수한 스타일의 포도가 잘 자라며, 산미감이 높은 피노누아 

(Pinot noir)나 리슬링 (Riesling) 등의 와인이 생산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칠레와 같은 곳은 매년 기후가 일정

하며 태양빛을 풍부하게 받으면서 포도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이러한 곳의 포도는 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실제로 와인에서

도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기후 변화와 와인 특징의 변화

지구 연평균 온도가 최근 상승하면서, 와인에도 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와인의 당도와 알코올도수의 상승

이다.

와인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되어 알코올로 변환된 물과 알코올

의 혼합물이며, 발효과정에서 다양한 화합물들이 생성되어 다

양한 향을 나타낸다.

이를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Figure 2 와인의 과학적 표현

포도당(당분)이 효모에 의해 점차 알코올로 변환되면서 알코

올도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포도가 가진 당분이 많을수록 알코

올 도수가 높아지는 것이 자명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캠밸 포도의 경우 당도가 

낮아 자체 발효로는 충분한 알코올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금 소주를 섞는 것이다. 

와인 양조용 포도는 이 보다 당도가 더 높아, 모두 발효되었을 

때 레드 와인의 경우 12.5%-15%, 화이트와인의 경우 10-14% 

정도 알코올 도수가 확보된다.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품종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데, 

포도 자체에 당분이 높고 진한 카베르네소비뇽(Cabernet 

Sauvignon) 같은 경우에 13-15% 정도 알코올 도수가 나오며, 

포도 자체에 당분이 낮고 섬세한 스타일의 피노누아(Pinot 

Noir)의 경우 12-13% 정도 알코올 도수가 나온다. 호주 쉬라즈 

(Shiraz) 품종의 경우, 14-15% 정도의 고 알코올 도수 와인도 

많이 만들어진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와인의 품종은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므로 와인의 알코올 도수로 이 와인의 대략

적인 품종군과 지역군을 유추할 수도 있다.

만약 동일한 지역 또는 동일한 품종의 와인 중 알코올 도수가 

유독 낮은 와인이 있다면, 이 와인은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와인의 품질을 평가하는 요인에는 알

코올 도수뿐만 아니라 산도, 탄닌, 밸런스, 피니쉬 등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하므로 알코올만으로 와인의 품질을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알코올 도수가 나오지 않는 와인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명절 기간에 와인 선물세트로 등장하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경우, 일반적인 보르도 와인의 알코올 도수 13-14%에 

못 미치는 11-12% 수준의 와인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명절 

특수를 노리는 저급형 와인들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포도당을 알코올로 변환하는 효모의 경우, 포도에 붙어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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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조장에 퍼져있는 자연 곰팡이(효모)를 이용하거나, 와인

의 다양한 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배양 효모를 사용하

는데, 일반적인 레드 와인 양조용 효모의 경우 알코올도수 15%

가 넘어가면 효모가 죽게 되어 발효가 멈추게 된다. 

그러나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포도의 당분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발효를 모두 진행해도 (알코올 도수가 충분히 

확보되어도) 여전히 잔여 당분이 남아 와인에 약간의 단맛이 

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더 고농도의 알코

올도수에도 살아남아 발효를 진행 할 수 있는 개량 효모를 사용

하여 충분히 발효를 진행하여 단맛을 절제하고자 하는 와인들

이 등장하였는데, 와인의 도수가 15.5-16% 정도 되는 와인들

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초고가 와인들의 경우 와인의 품질을 극대화 하기 

위해 포도나무당 포도 수확량을 극도로 줄여, 응축된 포도를 

얻어 그 품종의 타 일반 와인보다 높은 알코올 도수를 내는 

와인들이 있다. 이러한 와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과는 거리가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와인 당도와 알코올 도수의 상승은 

일반적인 와인들의 경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Figure 3. 필자가 직접 런던에서 마신 영국 스파클링, made 

in England가 인상적이다.

즉,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포도의 당분 함량을 높여, 

와인의 당도와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신대륙 쪽 와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사실 최근 와인 소비자들도 조금 더 두텁고, 풀바디 스타일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저가 와인에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탑 와인메이커들은 본인의 와

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단맛과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포도 재배방법, 발효 온도 등을 

변경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포도재배가 활발하지 않았던 더 서늘한 지역에서

까지 포도 재배가 시작되고 있으며, 기존 와인 생산지들에서도 

더 서늘한 기후를 찾아 높은 고도, 높은 위도의 포도밭으로 옮

겨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와인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위도가 높고 해양성 기후라 

와인을 만들 수 없는 아이러니한 국가인데, 최근 영국의 최남단

에서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

지고 있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와 와인 산지의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와인 맛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것과 함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인 산지의 생산 와인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스위트 디저트 와인 

생산지인 프랑스 보르도의 소테른 (Sauternes) 지역이다.

흔히 디저트 와인으로 ‘아이스 와인’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는 

이름이 쉽고, 가격이 타 디저트 와인에 비해 저렴하여 대중들에

게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인 애호가들이 말하는 

세계 최고의 디저트 와인은 바로 소테른 와인이다.

앞선 와인의 과학적 표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도 자체의 

당분이 높으면 와인으로 발효해도 여전히 당분이 남아있어 단

맛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잔여 당분 (Residual Sugar)를 많이 

남기는 와인이 바로 디저트 와인이다. 발효 후에도 잔여 당분이 

충분히 남아있으려면, 포도 자체의 당도가 매우 높아야 하는데, 

양조용 포도 중 별도로 특별히 당도가 높은 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의 재배법, 양조법에서 차이를 두어, 당도가 월등

히 높은 포도를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포도알의 수분을 날려버

려 당도를 응축시키는 방법이다.

와인 라벨 중, 늦수확 (Late Harvest) 이라는 단어가 표기된 

와인이 가장 기본적인 단맛이 나는 스위트 와인으로, 수확 적기

보다 더 늦게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알이 말라 수분이 빠져 당도

가 응축된 포도로 양조한 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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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와인은 레이트 하비스트를 더욱 길게 가져가는 개념으

로, 포도를 가을에 수확하지 않고, 겨울까지 두어 포도가 얼어

버리는 것을 기다린 다음, 수분이 빠져나가 당도가 더 응축된 

포도를 이용해 만드는 디저트 와인이다.

이러한 아이스 와인은 단순히 수분이 제거되어 당도가 높아진 

와인으로 복합미가 일반 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및 헝가리 일부 지역에서는 특이한 현상

을 이용하여 디저트 와인을 만드는데, 그 중 최고로 평가 받는 

곳이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소테른 지역이다. 

이 곳은 세롱 (Ceron) 강을 따라 포도밭이 펼쳐진 곳인데, 

지형적 이유와 마이크로 기후의 특징으로 자주 안개가 끼는 

곳이다. 이 곳의 습도가 높은 특징으로 인해 이 곳 포도들은 

특이한 균에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 균을 귀부균이라고 하며, 

정식 명칭은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Botrytis cinerea) 라고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세미용 (Semillon) 품종과 소비뇽

블랑 (Sauvignon Blanc) 품종의 포도가 이 균에 잘 감염되는데, 

감염되면 포도의 수분이 빠져나가 당분이 응축되는 효과를 가

져온다. 특히 이 균에 의하여 감염된 포도로 와인을 만들게 되

면, 원래 포도가 가진 풍미와 다른 특유의 향들이 더 나타나게 

되면서, 입안에서 다양한 향들과 함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디저트 와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테른의 

‘귀부 와인’이다.

Figure 4 소테른 지역의 귀부균(Botrytis Cinerea)에 감염된 

세미용 포도 (출처: wine-searcher)

이러한 귀부와인은 아카시아 꿀, 흰 꽃, 카라멜, 동양적인 향

신료, 버터, 치즈, 커피 등 다양한 복합적인 향이 나타나는데,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푸아그라를 바로 이 소테른 와인과 

즐기는 것이 와인 페어링의 정석이다. 

모든 와인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귀부 와인은 샤

토 디켐 (Chateau d’Yquem)으로 한 병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정도 하는 프리미엄 와인이며, 루이비통으로 친숙한 LVMH 

(루이비통 모엣헤네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 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때문에 샤토 

디켐에서는 본인들의 포도밭에 귀부균이 잘 생겨나도록 관리하

며, 귀부균에 감염된 포도는 잘 으스러지기 때문에 포도알을 

일일이 손으로 따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고의 디저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샤토 디켐을 비롯한 소테른 지역 내 많은 탑 귀부

와인 생산자들이 스위트 귀부와인을 일부 생산하지 않고, 드라

이한 화이트 와인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와인이 

샤토 디켐에서 출시한 와이 드 이켐 (Y de Yquem)으로, 귀부와

인과 동일한 소테른 지역의 포도인 세미용과 소비뇽블랑 포도

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인 드라이한 스타일로 만든 화이트 와인

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스위트 디저트 와인보다 드라이한 화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샤토 디켐 조차도 드라이 

화이트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귀부균이 예전보다 잘 발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들의 포도밭의 포도가 귀부균에 감

염되지 않고 일반 포도처럼 정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으로 양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

기이다.

이는 온난화로 인해, 소테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안개가 끼는 날이 줄어들어 귀부균이 발현되는 조건이 되는 

날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포도의 일부만 귀부균에 감염되는 

현상이 나타나, 예전과 같은 귀부와인을 생산할 만큼 포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소테른 지역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은 본인들의 포도로 

대부분의 귀부와인을 만들고, 일부 귀부균에 감염되지 않은 포

도로 소량만 만들어 와이너리 자체 소비용으로 즐기던 와인이

었는데, 이제는 전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 곳

의 드라이 화이트는 세미용 품종을 중심으로 소비뇽블랑이 일

부 블렌딩 되고 있는데, 소테른 지역의 떼루아가 반영되어 스

위트 귀부와인에서 느껴지는 향들도 일부 느껴지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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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보르도 소테른 드라이 화이트 와인의 등장

에 반가움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든 소테른 스위트 와인

의 생산량으로 인해 귀부 와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아쉬움

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따른 와이너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도 일부 반영 되었지만, 이면에는 온난

화로 인한 포도 재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도 있다.

Figure 5 샤토 디켐과 와이 드 이켐 (출처: wine-searcher)

기후변화 대응과 기계공학

이렇게 기후변화가 와인의 당도와 알코올 도수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와인 불모지였던 영국에서 와인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

었고, 세계 최고의 스위트 디저트 와인의 생산지인 소테른 지역

의 와인 생산 트렌드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직접

적인 연관 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

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먼지 저감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관련 기술 등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와 전체시스템을 아우르는 기계공학의 역할

이 증대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중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지구의 온도

를 1 ℃ 낮추는 에너지기술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와인의 맛과 산지에도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4) 와인 양조와 기계공학

와인 양조와 기계의 사용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매 해 가을에 수확하며, 수확한 포도를 

발효시킨 뒤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숙성 후 병에 담아 출시한다. 

와인 양조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확한 포도

를 큰 통에 넣고 사람이 올라가 포도를 밟는 장면이지 않을까 

한다. 로맨스가 있다면 아마도 남녀가 손을 잡고 포도를 밟고 

있을 것이다.

포도를 밟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포도알을 으깨어 

포도즙(주스)을 껍질과 분리해내는 것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는 

큰 통에서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여 

포도알이 모두 떠오르게 되어 내부 포도주스들이 산소와의 접

촉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표층의 포도를 밟으면서 섞어

주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과거부터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전통적인 

퍼포먼스 격으로 포도를 밟는 관광상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당연하게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포도

를 압착(pressing)하며, 발효과정에서 포도주스를 유체 기계인 

펌프를 사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계속 순환시켜주는 펌핑오버

(pumping over) 등을 사용하여 와인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커피도 에스프레소를 시간을 짧게 내리는 것(리스트레토)과 

길게 내리는 것(룽고)이 맛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포도를 중력

에 의해서만 자연 압착하여 얻는 첫번째 가장 프루티하고 순수

한 프리런(free-run) 주스만으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

며, 힘을 가해 압착하여 얻는 주스로 양조를 시작하는 와인들도 

있다. 물론 프리런 주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와인이 더 고품질이

며 가격이 높다.

펌핑오버 또한 와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조 방법 인

자 중 하나인데, 최근 유행하는 내츄럴와인 중 오렌지와인이 

펌핑오버를 더 긴시간동안 진행하여 발효 시 산소와의 접촉과 

포도껍질과의 접촉을 더 많이 시켜 산화(oxidation) 풍미를 강

조한 오렌지 빛깔 와인이다. (오렌지로 만드는 와인이 아니다.)

위는 기계를 이용하여 와인 제조 공정을 효율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 공학의 발달로 와인 양조 방법 및 와인 스타

일이 변화된 이야기를 이번 칼럼에서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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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조절 장치와 와인의 발효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기후, 토양, 포도의 재배부터 

양조, 숙성 과정에서의 여러 선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복합적이

고 정량화가 쉽지 않다.

포도 자체가 우수해야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

나, 최상급 재료라도 셰프 실력이 우수해야 감동이 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와인 발효 및 숙성 과정에서 와인메이커의 선택과 

결정이 와인 품질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와인 품질을 상향 평준화 시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온도 조절 

장치의 사용이다. 와이너리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면, 양조장에 오크통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스틸 탱크들이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발효’�(fermentation)과정에

서 사용하는 탱크들이다. 발효를 마친 뒤 숙성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초저가 와인

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대부분 발효 후 숙성은 오크통에서 

진행한다.

전통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생산자는 발효 또한 오크통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생산자들이 발효 과정에서는 스

테인리스스틸 탱크를 사용하며, 여기에 온도조절장치, 즉 칠러

(chiller)와 히터(heater), 그리고 콘트롤러가 사용된다.

Figure 1 발효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스틸 탱크

포도당이 효모에 의해 발효되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

는 과정이 와인의 발효 과정이며, 이 때 발효를 제어할 수 있는 

인자 중 하나가 바로 발효 온도이다.

Figure 2 와인의 과학적 표현 

와인 양조와 기계의 사용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매 해 가을에 수확하며, 수확한 포도를 

발효시킨 뒤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숙성 후 병에 담아 출시한다. 

와인 양조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확한 포도

를 큰 통에 넣고 사람이 올라가 포도를 밟는 장면이지 않을까 

한다. 로맨스가 있다면 아마도 남녀가 손을 잡고 포도를 밟고 

있을 것이다.

포도를 밟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포도알을 으깨어 

포도즙(주스)을 껍질과 분리해내는 것이 첫번째이며, 두번째

는 큰 통에서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

여 포도알이 모두 떠오르게 되어 내부 포도주스들이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표층의 포도를 밟으면서 

섞어주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과거부터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전통적인 

퍼포먼스 격으로 포도를 밟는 관광상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당연하게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포도

를 압착(pressing)하며, 발효과정에서 포도주스를 유체 기계인 

펌프를 사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계속 순환시켜주는 펌핑오버

(pumping over) 등을 사용하여 와인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커피도 에스프레소를 시간을 짧게 내리는 것(리스트레토)과 

길게 내리는 것(룽고)이 맛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포도를 중력

에 의해서만 자연 압착하여 얻는 첫번째 가장 프루티하고 순수

한 프리런(free-run) 주스만으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

며, 힘을 가해 압착하여 얻는 주스로 양조를 시작하는 와인들도 

있다. 물론 프리런 주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와인이 더 고품질이

며 가격이 높다.

펌핑오버 또한 와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조 방법 인

자 중 하나인데, 최근 유행하는 내츄럴와인 중 오렌지와인이 

펌핑오버를 더 긴시간동안 진행하여 발효 시 산소와의 접촉과 

포도껍질과의 접촉을 더 많이 시켜 산화(oxidation) 풍미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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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오렌지 빛깔 와인이다. (오렌지로 만드는 와인이 아니다.)

위는 기계를 이용하여 와인 제조 공정을 효율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 공학의 발달로 와인 양조 방법 및 와인 스타

일이 변화된 이야기를 이번 칼럼에서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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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와인 품질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와인 품질을 상향 평준화 시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온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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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양조장에 오크통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스틸 탱크들이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발효’ (fermentation)과정에

서 사용하는 탱크들이다. 발효를 마친 뒤 숙성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초저가 와인

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대부분 발효 후 숙성은 오크통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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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발효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스틸 탱크

포도당이 효모에 의해 발효되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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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와인의 과학적 표현 

콩으로 메주를 만든 뒤 안방 아랫목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자. 효모가 활동하기에 좋은 온도에서 발효, 즉 다양한 

화학반응들이 발생한다.

와인 발효는 주로 15-18℃ 에서 이루어지며, 포도의 품종, 

와인 메이커의 의도에 따라 5-8℃ 정도까지 저온 발효하는 

경우도 있다. 저온에서 발효할 경우 포도 껍질의 색깔이 더 많이 

추출되어 진한 빛깔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 와인 트렌드에서는 

진한 색상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저온 발효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우리가 기계공학 실험이나 화학 실험을 진행할 때, 반응 온도, 

반응 시간 등을 조절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온도 상승, 유지, 

하강 과정에서 상/하강 rate (ramp rate), 유지 시간 등의 레시

피를 지켜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와인 양조에서도 

발효 온도 컨트롤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와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서 와인의 발효온도 15-18℃ 는 와인 산지의 가

을철 기온과 유사하다. 포도를 수확하여 통에 넣어 발효하던 

자연의 온도인 것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자연의 온도를 인

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로 바꿈으로써, 와인의 특징을 조금 

더 정량화하고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실제로 

와인 양조시 포도당분의 농도, pH, 알코올함량, 온도 등을 측정

하여 최적의 와인 발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연료의 연소이며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부터 사용한 열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

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냉동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개발된 비교적 신식(?) 기

술이다.

냉동 기술의 개발과 라거 맥주의 탄생

영하보다 낮은 온도를 얻기 위한, 즉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을 가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1800년대에 들어서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의 특허와 시제품등을 거쳐 상

용화된 냉동기가 1800년대 중반 개발되는데, 이 중 가장 파급

효과가 컸던 발명품이 바로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이다.

독일 뮌헨의 Technological University of Munich의 공대 교

수였던 칼 폰 린데(Carl von Linde)는 암모니아(NH3), 이산화

황(SCO2), 메틸클로라이드(CH3CL) 을 냉매로 사용한 냉동기

를 개발하였는데, 재미있게도 이 기술 개발을 요구하며, 적용하

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맥주 양조자들이었다.

1800년대 중반 이전의 맥주는 영국의 에일 맥주였으며, 에일 

맥주의 특징은 발효과정이 상온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상온 

발효를 마친 맥주 효모들이 위로 떠오른다고 하여 상면(上面) 

발효라고 부른다.

독일 뮌헨에서 개발된 암모니아 냉동기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뮌헨의 물과 재료들로 맥주를 만들었더니, 에일 보다 더 깔끔하

고 시원한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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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라거 맥주이며, 뮌헨은 라거 맥주의 탄생지가 되었으며, 

매년 10월 열리는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바로 뮌헨에서 

열린다.

저온 발효에 사용하는 효모는 발효를 마치고 죽어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이에 하면(下面) 발효라고 부른다.

린데가 발명한 암모니아 냉동기로인해 맥주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였는데, 이 후 린데는 세계 최고의 극저온 냉동 기술 기업

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하 이하의 온도를 얻을 수 있게 된 인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냉동기술 덕분에 가장 크게 스타일이 변

한 와인은 바로 샴페인이다.

냉동 기술과 샴페인 스타일의 변화

샴페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파뉴(Champagne)에서 샴페인 제조법으로 만든 스

파클링 와인을 말하며, 첫번째 칼럼에서 샴페인 글라스의 비밀

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샴페인은 160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1700년대 초창기 샴페

인 하우스들에서 상업적인 스파클링 형태의 샴페인을 생산하

며, 1800년대 들어서며 파리 왕궁 및 귀족들이 즐기는 와인으

로 유행을 타기 시작하였다.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와인을 통틀어서 가장 복잡하

고 긴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공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

1800년대 중후반 냉동 기술이 개발되기 전의 샴페인들은, 내

부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탁한 스타일이었는데, 냉동 기술의 개

발로 인해 현재와 같이 깨끗한 스타일의 샴페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샴페인의 제조법에 대하여 이해

해야한다.

Figure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포도를 발효시키면 자연스럽

게 이산화탄소(탄산)가 발생하며, 이를 병안에 모아두면 스파

클링(sparkling), 모두 날려버리면 스틸(still) 와인이 되는 것

이다.

단순히 발효에 의한 탄산을 병에 모아두는 일반적인 스파클링

과 다르게 샴페인이 최고의 와인이 되는 이유는, 발효를 2번 

하면서 특히 2번째 발효는 병 속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제조법

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Figure 3 샴페인 제조법 (출처: winefolly) 

수확한 포도를 큰 통에 넣고 1차 발효를 하게 되는데, 이를 

베이스 와인(base wine) 또는 리저브 와인(reserve wine)이라

고 한다. 이 베이스 와인을 각각의 샴페인 병에 주입하고, 효모

와 추가적인 당분을 넣어 (티라주, Tirage) 2차 발효와 숙성을 

시작한다.

병 속에서 2차 발효가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와인에 녹아들게 된다. 발효를 마친 샴페인 내부의 압력은 

약 6기압으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약 2.5기압인 것을 생각

해보면 상당히 높은 압력이다.

2차 발효를 마친 효모 찌꺼기를 리스(lees)라고 부르며, 이 

리스와 함께 최소 9개월 이상(고급 샴페인일수록 긴 숙성, 5년 

이상 숙성 진행) 숙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컨택트(lees 

contact) 숙성 덕분에 샴페인에 고소한 빵이나 곡물 류의 풍미

가 추가되어 포도의 과일 맛, 향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모습의 

샴페인이 만들어진다.

이제 문제는 샴페인 병안에 남아있는 효모 찌꺼기, lees이다. 

샴페인 내부에 섞여 있는 이 찌꺼기를 밖으로 꺼내고, 깨끗한 

샴페인만 병에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리스를 빼내기 위해 여기저기 퍼져있는 리스를 한 곳으

로 모으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를 고안한 사람은 유명 샴페인 

하우스인 뵈브끌리코의 끌리코 여사였다.

Figure 4 뵈브끌리코의 르미아주와 푸피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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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탄생한 뵈브끌리코는 병 속의 찌꺼기를 병 목으로 모

으기 위하여 샴페인 병을 거꾸로 꽂아두고, 매일 조금씩 병을 

돌려 퍼져있는 찌꺼기를 중력의 힘으로 모으는 기법인 르미아

주(프랑스어 remiage, 영어로 리들링 riddling)를 고안하였으

며, 이를 위한 거치대인 푸피트르(pupitre)를 만들어내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수많은 샴페인 병들을 조금씩 돌리는 

수작업을, 적게는 9개월 이상, 많게는 5년 이상 사람이 직접 

하게 되니, 샴페인이 비싸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는 기계를 사용하여 돌리고 있으나 많은 탑 샴페인 하우스에서

는 전통이라며, 여전히 사람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병 목에 모인 찌꺼기들을 깔끔하고, 와인 손실이 적게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끈적한 특징의 리스를 병 밖으로 완전히 

꺼내기는 쉽지 않아 여전히 샴페인 내부에는 찌꺼기가 존재하

였다.

1800년대에 들어서서 앞서 기술한 냉동기를 이용하여 바로 

이 작업을 깔끔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비스듬히 꽂아둔 샴페인 

병을 계속 돌리면서 조금씩 병 목으로 찌꺼기를 모은 뒤, 마지막

엔 병을 완전히 거꾸로 세워 찌꺼기가 병 입구까지 오도록 한다. 

이 후 거꾸로 세워진 샴페인 병 입구를 -27℃의 NaCl 용액에 

담궈 리스 부분만 얼려버린다. 이 후 병 마개를 열면, 내부 압력

에 의하여 얼린 리스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마치 현재의 샴페인 

코르크를 열면 코르크가 뻥 하고 나오는 것처럼) 와인 손실은 

없게 되는데, 이로써 현재의 clear 한 샴페인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

이 작업을 프랑스어로 데고르주망(degorgement), 영어로 디

스고징(disgorging)이라고 한다. 현재의 샴페인을 완성시킨 핵

심 기술이 바로 냉동 기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리스를 얼려 빼낸 뒤, 빠져나간 양만큼 와인을 추가하

고 약간의 당분을 추가하는데 이를 도사쥬(dosage)라고 한다. 

우리가 음식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확 살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실제로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추가 당분의 양에 따라 샴페인 당도

가 결정이 되는데, 0-12g/L의 당분 추가일 경우 ‘브뤼 Brut’ 

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실제로 마셔보면 단맛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샴페인들이 Brut이다.

모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탄생

위에서 온도 조절을 통한 와인 발효 시간 컨트롤 및 냉동 기술

에 의한 샴페인 제조법의 완성에 대해 기술 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이태리 최고 와인 중 하나인 ‘바롤로 Barolo’와 ‘바르바레스

코 Barbaresco’의 특징과 스타일의 변화를 와인 발효 온도 관점

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태리 북부, 밀라노에서 약 2시간정도 서쪽에 위치한 피에몬

테 (Piedmont) 지역은 이태리 최고 와인이라고 불리는 바롤로

와 바르바레스코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피에몬테라는 뜻은 산

의 끝자락이라는 뜻으로 바로 알프스 산맥과 맞닿는 곳으로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며, 알프스의 영향으로 서늘한 기후

를 가진 지역이다.

이 곳에서 자라는 네비올로(Nebbiolo)라는 포도로 바롤로 마

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에서 만든 와인을 ‘바롤로’라고, 바르바레

스코 마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에서 만든 와인을 ‘바르바레스코’�

하는데, 라스베리, 체리와 같은 붉은색 과일류의 향과 장미향, 

그리고 트러플 버섯과 같은 풍미가 우수하며 탄닌이 매우 강해 

풀바디 느낌을 내는 스타일의 와인이다. 파워가 좋은 최고급 

와인으로 바롤로를 이태리 와인의 왕, 바르바레스코를 이태리 

와인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쪽 지역은 서늘한 기후로 인해 포도가 타 지역보다 늦게 

익으며, 따라서 수확시기가 늦은편이며, 수확한 포도를 발효하

는 시기 역시 늦은데다가 서늘한 기후로 인해 자연적인 발효 

온도가 낮게 된다. 이에 자연스럽게 저온 발효가 진행되는데, 

이에 네비올로의 강한 탄닌이 더욱 와인에 추출되어 떫고 강한 

스타일의 바롤로/바르바레스코가 만들어져왔다. 그래서 바롤

로/바르바레스코의 본 모습을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숙성해

야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며, 만든지 얼마 안 된 바롤로/바르바

레스코는 너무 쓰고 텁텁하여 일반인들은 쉽게 즐기지 못하였

으며, 이에 바롤로/바르바레스코를 이해하려면 인생의 쓴맛을 

맛본 중년은 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었다.

이에 점점 와인 시장에서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인기는 줄어

들게 되었으며, 프랑스 와인이 전세계를 장악하는 동안 이태리 

와인의 왕/여왕이었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명성은 하락세

를 그리게 되었다. 이에 젊은 바롤로/바르바레스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바롤로/바르바레스코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를 모던 (modern) 스타일이라고 한다. 

이 모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대표 선구자가 안젤로 가야 

(Angelo Gaja)로 그의 와인들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피에

몬테 지역의 신 부흥기를 가져오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특징

은 만든지 얼마되지 않은 (young한) 와인도 충분히 맛있으며 

즐기기 좋으면서 네비올로 포도가 가진 과일맛과 탄닌을 잘 

살리는 스타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던 스타일의 바롤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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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스코를 만들기위해서 포도의 재배법, 양조, 숙성에까지 다

양한 것들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발효과정에서의 

온도 컨트롤이었다.

탄닌이 원래 강한 네비올로 포도를 자연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최신 기계(온도 제어가 가능한)를 

도입하여 적정 온도에서 발효를 진행하여 네비올로의 과한 탄

닌을 제어하게 된 것이다. 네비올로를 모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이 보다 더욱 중요한 작업들이 더 

있지만, 자연 환경의 험난함을 기계 기술로 극복하여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연 환경을 극복한 기계 기술

와인은 하나의 발효 식품으로, 1800년대 1900년대를 거치면

서 냉동/온도제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양조 공정의 효율화, 표

준화를 통해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그 품질이 지

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이에 전세계의 사람들이 고품질의 

와인을 대중적으로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2020년 현재에는 친환경, 자연 그대로의 것을 중시

하는 트렌드가 유행이 되었으며, 이에 와인의 양조과정에서 인

위적인것들을 배제하고 과거 자연 그대로의 와인 양조법으로 

만드는 내츄럴 와인(Natural Wine)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몇십년간 모던 바롤로의 인기 뒤에 한편으로 가려져 있

었던 클래식 바롤로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에 현재의 와인 트렌드는 다양한 가치와 취향, 스타일들이 공존

하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와인 양조 과정에 많은 공헌을 한 기계 기술이 최근에는 오히

려 배제 당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니, 기계공학 전공자로

서 흥미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계 기술 분야에서는 AI 적용이 큰 이슈인데, 아마도 

AI를 활용한 공정으로 만든 와인은 환영 받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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