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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2017~2018년 CIRP논문을 통해서 본 
생산 공학 분야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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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CIRP(COLLEGE INTERNATIONAL POUR LA RECHERCHE EN PRODUCTIQUE)는 생산 엔지니어링 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Forefront of Design, Optimization, Control and Management of Processes, Machines and Systems를 다루고 
있는 생산공학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로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50개국 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IRP의 
논문 발표는 회원 혹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 연구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게재만으로도 매우 권위 있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다.

Ⅱ 분석 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CIRP는 이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석
(http://www.materic.or.kr/community/board/content.asp?idx=122565&page=1&board_idx=1029)에 이어 이번에는 2017

년에서 2018년까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CIRP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학술대회의 총 311편(2017년에 
152편, 2018년에 159편)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Figure 1. CIRP 2018홈페이지( www.cirp2018.org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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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분석

1. CIRP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2년간)

CIRP의 2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독일이 71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51편, 미국이 48편,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20편, 프랑스와 중국이 각각 12편, 캐나다가 9편, 스웨덴이 8편, 
스위스와 한국이 각각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래 Table 1과 같이 2년간 27개국에서 참여하여 3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2017~2018년, 2년간)

Table 1.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2017~2018년, 2년간)

NO 국가명
논문수

(2017~2018)
NO 국가명

논문수
(2017~2018)

1 Germany 71 15 Spain 4

2 Japan 51 16 Turkey 4

3 USA 48 17 Australia 3

4 Italy 20 18 Hong Kong 3

5 UK 20 19 Singapore 3

6 China 12 20 Slovenia 3

7 France 12 21 Austria 2

8 Canada 9 22 Brazil 2

9 Sweden 8 23 Denmark 2

10 Korea 7 24 Ireland 2

11 Switzerland 7 25 Portugal 1

12 Hungary 6 26 Serbia 1

13 Belgium 5 27 Netherland 1
14 Greece 4 총합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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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RP 기관별 논문발표 순위(2년간)

2년간 (2017~ 2018년) CIRP의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와 같이 일본의 Univ. of Tokyo가 가장 많은 수인 1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Karlsruhe Inst. of Technol. 에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RWTH Aachen Univ. 와 Leibniz Univ. at Hannover에서 
각각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Univ. of Nottingham과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에서 각각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이외에도 FAU Erlangen Nuremberg, Keio Univ., KU Leuven, Kyoto Univ., Politecnico di Milano, TU Dortmund, TU Munich, 
Univ. of Bremen, Univ. of Michigan, Univ. of Padova에서 각각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3. 기관별 논문 발표 수(2년간 / 3편 이상)

Table 2. 기관별 논문 발표 수(2년간, 3편 이상)

NO 기관명
논문수

(2017~2018)
NO 기관명

논문수
(2017~2018)

1 Univ. of Tokyo 13 20 Osaka Univ. 4

2 Karlsruhe Inst. of Technol. 9 21 TU Berlin 4

3 Leibniz Univ. at Hannover 7 22 TU Braunschweig 4

4 RWTH Aachen Univ. 7 23 TU Darmstadt 4

5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6 24 Case Western Reserve Univ. 3

6 Univ. of Nottingham 6 25 Cranfield Univ. 3

7 FAU Erlangen Nuremberg 5 26 Fraunhofer IWU 3

8 Keio Univ. 5 27 Georgia Inst. of Technol. 3

9 KU Leuven 5 28 Kanazawa Univ. 3

10 Kyoto Univ. 5 29 Purdue Univ. 3

11 Politecnico di Milano 5 30 Shanghai Jiao Tong Uni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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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RP 한국 기관 논문발표(2년간)

한국기관에서는 아래 Table3과 같이 2년간 울산대학교, KAIST,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4개 기관에서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2017년에는 4편, 2018년에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Table 3. 한국 기관의 논문 발표 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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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아래 Figure 
4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CIRP논문의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이용하여 Spring Layout으로 도식화 한 이미지로 
이며, 아래 Figure 5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Link Reduction 1 (빈도수 1 이하인 값을 삭제)을 한 그림이다. 

NO 기관명
논문수

(2017~2018)
NO 기관명

논문수
(2017~2018)

12 TU Dortmund 5 31 The Timken Company 3

13 TU Munich 5 32 Tianjin Univ. 3

14 Univ. of Bremen 5 33 Univ. of Ljubljana 3

15 Univ. of Michigan 5 34 Univ. of New South Wales 3

16 Univ. of padova 5 35 Univ. of Stuttgart 3

17 ETH Zurich 4 36 Univ. of Texas at Austin 3

18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4 37 Univ. of Ulsan 3

19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 4

한국 기관 논문 수 (2년간)

Univ. of Ulsan 3

KAIST 2

Seoul National Univ. 1

Yonsei Univ. 1

4개 기관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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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IRP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017~2018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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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IRP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2017~2018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위의 Figure 5를 보면 가장 큰 그룹은 Additive Manufacturing과 Laser와 Surface Modification을 연결한 그룹이며, Assembly와 
Simulation을 연결한 그룹과 Modeling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있다. 이 그룹들과 별도로 9개의 연결 그룹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6. CIRP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2년 합계)

위의 Figure 6은 연결 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에 나타난 논문의 
총 키워드는 488개이며, Additive Manufacturing, Assembly, Modelling, Laser, Metrology, Surface Modification, Cutting, 
Machine Tool, Optimization, Design, Forming 이 빈도수 10 이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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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키워드 빈도수 순위 (2년간, 빈도수 5이상)

이전에 5년간(2012~2016년) 키워드 분석을 보면 "Additive Manufacturing”은 겨우 5년간 7회 정도 나왔으나, 2017년에는 8회, 
2018년에는 10회가 나올 정도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Modeling”의 경우에도 5년간 10회 정도 나온 키워드 
였으나 2017년에는 8회, 2018년에는 7회 정도 많이 빈도수가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Laser, Metrology, Surface Modification, 
Machine Tool, Optimization, Forming”들이 새롭게 상승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5년간 38회로 제일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 
“Grinding”은 2017년에는 2회, 2018년에는 3회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키워드 변화는 2016년까지는 고속 회전으로 공작물의 표면을 깎는 가공법인 Grinding이 반도체 웨이퍼의 가공을 위해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3D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응용분야가 확대 되면서 원료를 여러 층으로 쌓거나 
결합시키는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적층 가공은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고 
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서 3D프린팅의 관심과 더불어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발표되는 논문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2016년의 주요 키워드 순위 참조: http://www.materic.or.kr/files/fckfile/images/cirp_2016_20.gif

No 키워드 빈도수 No 키워드 빈도수

1 Additive Manufacturing 18 20 Surface Integrity 7

2 Assembly 15 21 Compensation 6

3 Modelling 15 22 Composite 6

4 Laser 13 23 Control 6

5 Metrology 12 24 Manufacturing 6

6 Surface Modification 12 25 Manufacturing System 6

7 Cutting 11 26 Measurement 6

8 Machine Tool 11 27 Micro Structure 6

9 Optimization 11 28 Tolerancing 6

10 Design 10 29 Wear 6

11 Forming 10 30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

5

12 Chatter 9 31 Fatigue 5

13 Finishing 9 32 Friction 5

14 Machining 9 33 Grinding 5

15 Milling 9 34 Maintenance 5

16 Simulation 9 35 Titanium 5

17 Surface 8 36 Tribology 5

18 Lifecycle 7 37 Ultrasonic 5

19 Polish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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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7은 ICRP 7년간(2012~2018년) 주요 키워드의 연도별 빈도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Grinding은 
2016년까지 빈도수가 높았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빈도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Additive Manufacturing과 
Modelling 의 경우 빈도수가 크게 높지 않았으나 2017년과 2018년에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7. 연도별 주요 키워드 빈도수 추이

아래 Figure 8~9는 2년간(2017~2018년) 연도별로 나타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그림이다. 이를 통해 각 연도별 
비중이 높은 키워드들을 살펴 볼 수 있다. 

Figure 8. 2017년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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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2018년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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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의 2년간 논문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마찬가지로 Additive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Assembly, Modeling, Laser가 가까이 있고, 또한 Surface Modification, Cutting, Design, Machine Tool, Metrology 등의 
키워드가 그 다음 중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10. 2년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8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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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1~14는 각각 Additive Manufacturing, Assembly, Modelling, Laser와 가까이 있는 키워드들을 가시화
(Visualize Neighbor) 시킨 그림이다.

Figure 11. Additive Manufacturing의 Visualize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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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ssembly의 Visualize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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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odelling의 Visualize Neighbor

Figure 14. Laser의 Visualize Neighbor



- 14 -

2.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CIRP의 2017~2018년도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
하였다. 아래 Figure 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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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8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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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자 그룹에서 가장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6과 같다

Figure 16. Joost Duflou (Ku Leuven) 중심그룹 (2017~2018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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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을 보기 쉽게 다시 중심연구자인 Joost Duflou(KU Leuven)와 이웃한 연구자들을 연결한 그림(Visualize Neighbor)은 
아래 Figure 1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Joost Duflou(Ku Leuven)를 중심으로 Peter Groche(Tu Darmstadt), Christoph 
Herrmann(Tu Braunschweig),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등의 여러 연구자 그룹들이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ure 17. Joost Duflou (Ku Leuven)의 Visualize Neighbor (2017~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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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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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st Duflou(KU Leuven) 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가까운 위치에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Peter Groche(TU Darmstadt),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8.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8년, Degree Centrality)

아래 Table 5는 공저 논문 수 4편 이상의 연구자 리스트이다. 
다만 공저 논문의 순위와 위의 Figure 20의 중심도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Degree Centrality는 공저 논문 수와 함께 

다른 연구자와의 공저 관계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Table 5. 공저자 빈도수 순위(2년간)

● 주요 연구자 정보
1. Joost Duflou(Ku Leuven):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user=3wV1AogAAAAJ
2.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user=G8cQRUMAAAAJ&hl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1 Joost Duflou(Ku Leuven) 6

2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5

Lihui Wang(Kth Royal Institute of Techno.) 5

3 Christoph Herrmann(Tu Braunschweig) 4

Gisela Lanza(Karlsruhe Inst. of Technol.) 4

Jozsef Vancza(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4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 4

Peter Groche(Tu Darmstadt) 4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4

Stefania Bruschi(Univ. of Padova) 4

Tullio Tolio(Politecnico Di Mila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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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연구자 네트워크

CIRP의 2017년과 2018년의 각각의 중심연구자와 가장 큰 연구 그룹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Figure 19~22와 같다. 2017년에는 
Figure 19와 같이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Konrad Wegener(Eth Zurich)가 
2번째 중심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으며, David Bourell(Univ. of Texas at Austin), Jose Outeiro(Arts et Metiers Paristech),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가 3번째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Figure 19.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7년, Degree Centrality)

위의 2017년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와 같이 가장 큰 그룹은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이 그룹에는 Konrad Wegener(ETH Zurich)와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그리고 Lihui Wang(KTH 
Royal Institute of Techno.), David Bourell(Univ. of Texas at Austin), Gideon N. Levy(TTA Techno.), Sotiris Makris(Univ. 
of Patras) 등이 주요한 연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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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2017년도 제 1그룹(2017년, 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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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Figure 21과 같이 Joost Duflou(KU Leuven), Xiangqian Jiang(Univ. of Huddersfield), Peter Groche(TU 
Darmstadt), Wim Dewulf(KU Leuven), Roberto Teti(Univ. of Naples Federico Ii)의 5명의 연구자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Jian 
Cao(Northwestern Univ. at Evanston)가 두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이외에도 Albert Shih(Univ. of Michigan), Gisela 
Lanza(Karlsruhe Inst. of Technol.), Hans Christian Mohring(Univ. of Stuttgart), Nariaki Nishino(Univ. of Tokyo), Rikard 
Soderberg(Chalmers Univ. of Techno.), Simone Carmignato(Univ. of Padova)의 연구자가 그 다음으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21.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8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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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가장 큰 그룹은 Joost Duflou(KU Leuven)와 Peter Groche(TU Darmstadt), 그리고 Wim Dewulf(KU Leuven)이 
연결된 그룹으로 Jian Cao(Northwestern Univ. at Evanston), Simone Carmignato(Univ. of Padova), Enrico Savio(Univ. of 
Padova) 등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2. 2018년도 제 1그룹(2017년, Spring Layout)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2012~2015년에 이어 2017과 2018년의 연도별로 중심연구자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연도별로 중심연구자(2012~2018년)

연도별 중심 연구자 (소속)

2012년
John W. Sutherland(Purdue Univ.), Samin Kara(Univ. of New South Wales),
Joost R. Duflou(KU Leuven)

2013년 Alain Bernard(Ecole Centrale de Nantes))

2014년 A. Erman Tekkaya(TU Dort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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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DirK Biermann(TU Dortmund), Jian Cae(Northwestern Univ.)

2017년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KonradWegener(ETHZurich),

David Bourell(Univ. of Texas at Austin), Jose Outeiro(Arts et Metiers Paristech),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2018년
Joost Duflou (KU Leuven), XiangqianJiang (Univ.ofHuddersfield), PeterGroche (TuDarmstadt),
WimDewulf (KuLeuven), RobertoTeti (Univ.ofNaplesFedericoIi)



- 22 -

4. 한국기관소속 연구자 네트워크분석

CIRP의 2년간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 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구 그룹으로 나타내면 Figure 23과 같으며 
한국인 연구자 그룹은 5개로 나타났다. 

Figure 23. 한국 기관 소속의 연구자 그룹(2017~2018년)

한국인으로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아래 Table 7과 같이 Sung Tae Hong(Univ. of Ulsan), Sanguk Park(KAIST), Sung Hoon 
Ahn(Seoul National Univ.), D.Y. Yang(KAIST), Do Young Wang(Yonsei Univ.)가 있으며, 이외에도 타 기관 소속의 한국인 
주저자는 Hae Sung Yoon(Univ. of Wisconsin Madison), Young Sup Kang(The Timken Company)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7. 한국인 주저자 (2017~2018년)

NO 주저자 소속

1 Sung Tae Hong Univ. of Ulsan

2 Sanguk Park KAIST

3 Sanguk Park KAIST

4 Sung Hoon Ahn Seoul National Univ.

5 D.Y. Yang KAIST

6 Do Young Wang Yonsei Univ.

7 Hae Sung Yoon Univ. of Wisconsin Madison

8 Young Sup Kang The Timke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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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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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아래 Figure 24이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이하의 연결 관계를 제외한(Link Reduction 1) 결과는 Figure 25에 나타내었다.

Figure 24.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8년, 2-MODE분석)

Figure 25.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7~2018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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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Modelling으로 RWTH Aachen Univ. Univ. of New Hampshire, Leibniz Univ. at 
Hannover등에서 발표한 논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Surface Modification의 경우는 Karlsruhe Inst. of Technol., RIKEN 
에서, Additive Manufacturing은 Karlsruhe Inst. of Technol., Politecnico di milano에서, 그리고 Assembly 의 경우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에서 발표한 논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8과 같다.

Table 8. 2년간 주요 키워드의 연구기관

주요 키워드 기관

Modelling RWTH Aachen Univ., Univ. of New Hampshire, Leibniz Univ. at Hannover

Surface Modification Karlsruhe Inst. of Technol., RIKEN

Additive Manufacturing Karlsruhe Inst. of Technol., Politecnico di milano

Assembly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

Laser FAU Erlangen Nuremberg, Univ. of Pama

Metrology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Machine Tool Ik4-Tekniker, Polytechnique Montreal

Optimization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Design Grenoble Alpes Univ., Shantou Univ.

Forming Univ. of New Hampshire, Univ. of Tokyo

Micro Structure Univ. of Tokyo

Finishing The Timken Company

또한 기관으로는, Kyoto Univ.와 Karlsruhe Inst. of Technol. 그리고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Grenoble Alpes Univ.의 
4개의 대학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중 Kyoto Univ.에서는 Finishing, Ultrasonic, Fluid Jet Polishing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Karlsruhe Inst. of Technol. 에서는 Surface Modification, Additive Manufacturing, Complementary Machining 
등의 논문이, Grenoble Alpes Univ.에서는 Design, Safety, Integration 등의 논문이, 그리고,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에서
는 Assembly, Planning, Optimization 등이 포함된 키워드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어떤 기관에 어떠한 키워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년간 주요 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9와 같다.

Table 9. 2년간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의 키워드

주요 기관 키워드

Kyoto Univ. Finishing, Ultrasonic, Fluid Jet Polishing

Karlsruhe Inst. of Technol. Surface Modification, Additive Manufacturing, Complementary Machining

Grenoble Alpes Univ. Design, Safety, Integration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Assembly, Plann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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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는 CIRP의 2년간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독일이 71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51편, 미국이 48편,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20편, 프랑스와 중국이 각각 12편, 캐나다가 9편, 스웨덴이 8편, 
스위스와 한국이 각각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년간 27개국에서 논문 발표에 참여하였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일본의 Univ. of Tokyo가 가장 많은 수인 1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Karlsruhe Inst. of Technol. 

에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RWTH Aachen Univ. 와 Leibniz Univ. at Hannover에서 각각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Univ. of Nottingham과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에서 각각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FAU Erlangen 
Nuremberg, Keio Univ., KU Leuven, Kyoto Univ., Politecnico di Milano, TU Dortmund, TU Munich, Univ. of Bremen, 
Univ. of Michigan, Univ. of Padova에서 각각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에서는 2년간 울산대학교, KAIST,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4개 기관에서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4편, 2018년에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가장 큰 그룹은 Additive Manufacturing과 Laser와 Surface Modification을 연결한 그룹이며, 
Assembly와 Simulation을 연결한 그룹과 Modeling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있다. 이 그룹들과 별도로 9개의 연결 그룹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총 키워드는 488개이며, Additive Manufacturing, Assembly, Modelling, Laser, Metrology, Surface 
Modification, Cutting, Machine Tool, Optimization, Design, Forming 이 빈도수 10 이상 나타났다
키워드 중 "Additive Manufacturing”은 겨우 5년간 7회 정도 나왔으나, 2017년에는 8회, 2018년에는 10회가 나올 정도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Modeling”의 경우에도 5년간 10회 정도 나온 키워드였으나, 2017년에는 8회 2018년에는 
7회 정도 많이 빈도수가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Laser, Metrology, Surface Modification, Machine Tool, Optimization, Forming”들
이 새롭게 상승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제일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 “Grinding”은 2017년에는 2회, 2018년에는 3회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키워드 변화는 2016년까지는 Grinding이 반도체 웨이퍼의 가공을 위해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3D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응용분야가 확대 되면서 Additive Manufacturing을 주제로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년간의 전체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Joost Duflou(Ku Leuven)를 중심으로 Peter Groche(Tu Darmstadt), Christoph 
Herrmann(Tu Braunschweig), Sami Kara(Univ. of New South Wales) 등의 여러 연구자 그룹들이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자 네트워크 Degree Centrality는 Joost Duflou(KU Leuven) 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가까운 위치에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Peter Groche(TU Darmstadt),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Konrad Wegener(Eth Zurich)가 2번째 
중심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으며, David Bourell(Univ. of Texas at Austin), Jose Outeiro(Arts et Metiers Paristech),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가 3번째 중심에 가까이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 가장 큰 그룹은 Marion Merklein(Fau 
Erlangen Nuremberg)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이 그룹에는Konrad Wegener(ETH Zurich)와 Jurgen Fleischer(Karlsruhe Inst. 
of Technol.), 그리고 Lihui Wang(KTH Royal Institute of Techno.), David Bourell(Univ. of Texas at Austin), Gideon N. 
Levy(TTA Techno.), Sotiris Makris(Univ. of Patras) 등이 주요한 연구자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Joost Duflou(KU Leuven), Xiangqian Jiang(Univ. of Huddersfield), Peter Groche(TU Darmstadt), 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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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ulf(KU Leuven), Roberto Teti(Univ. of Naples Federico Ii)의 5명의 연구자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Jian Cao(Northwestern 
Univ. at Evanston)가 두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이외에도 Albert Shih(Univ. of Michigan), Gisela Lanza(Karlsruhe Inst. of 
Technol.), Hans Christian Mohring(Univ. of Stuttgart), Nariaki Nishino(Univ. of Tokyo), Rikard Soderberg(Chalmers Univ. 
of Techno.), Simone Carmignato(Univ. of Padova)의 연구자가 그 다음으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큰 
연구 그룹은 Joost Duflou(KU Leuven)와 Peter Groche(TU Darmstadt), 그리고 Wim Dewulf(KU Leuven)이 연결된 그룹으로 
Jian Cao(Northwestern Univ. at Evanston), Simone Carmignato(Univ. of Padova), Enrico Savio(Univ. of Padova) 등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기관에서는 2년간 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5개의 연구 그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인으로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Sung Tae Hong(Univ. of Ulsan), Sanguk Park(KAIST), Sung Hoon Ahn(Seoul National Univ.), D.Y. Yang(KAIST), Do Young 
Wang(Yonsei Univ.)가 있으며, 이외에도 타 기관 소속의 한국인 주 저자는 Hae Sung Yoon(Univ. of Wisconsin Madison), Young 
Sup Kang(The Timken Company)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과 키워드의 연관성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분야 연구를 주로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Modelling으로 RWTH Aachen Univ. Univ. of New Hampshire, Leibniz Univ. at Hannover등에서 
발표한 논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Surface Modification의 경우는Karlsruhe Inst. of Technol. RIKEN 에서, Additive 
Manufacturing은 Karlsruhe Inst. of Technol., Politecnico di milano에서, 그리고 Assembly 의 경우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KTH Royal Institue of Techno.에서 발표한 논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관으로는 Kyoto Univ.와 Karlsruhe Inst. of Technol., 그리고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Grenoble Alpes Univ.의 
4개의 대학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중 Kyoto Univ.에서는 Finishing, Ultrasonic, Fluid Jet Polishing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Karlsruhe Inst. of Technol. 에서는 Surface Modification, Additive Manufacturing, Complementary Machining
등의 논문이, Grenoble Alpes Univ.에서는 Design, Safety, Integration 등의 논문이, 그리고,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에서
는 Assembly, Planning, Optimization 등이 포함된 키워드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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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erosol Conference (IAC 2018)의 연구동향 분석 
이석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요즘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 요즘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는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증이나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한국도 국내 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는 2017년 기준으로 57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로 PM2.5로 표기한다. 
에어로졸(Aerosol)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로 크기는 보통 0.001∼1.0 ㎛ 정도이며, IAC는 

미세먼지까지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이며, 최근의 상황에 맞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IAC 2018 Conference는 2018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국 Saint Louis에서 개최되었다.

Ⅱ 분석 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IAC 2018에서 발표된 1,585편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IAC 

2018에서 키워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게재된 논문은 1,585편 중 37편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발표자 소속도 주로 제1 저자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과 소속의 일치가 아닌 이름만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로 
인해 동명이인일 경우 분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Figure 1. IAC 2018 홈페이지(http://www.2018ia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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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분석

1. IAC 2018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IAC 2018의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미국이 720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123편, 인도는 72편, 독일이 68편, 영국이 59편, 한국과 핀란드가 각각 5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래 Table 
1과 같이 62개국에서 논문 발표에 참여하였다.

Figure 2.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2017~2018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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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NO 국가명 논문수 NO 국가명 논문수
1 USA 720 33 Ireland 4
2 China 123 34 Belgium 4
3 India 72 35 New Zealand 4
4 Germany 68 36 Nigeria 3
5 UK 59 37 Cyprus 3
6 South Korea 56 38 Lithuania 2
7 Finland 56 39 Chile 2
8 Japan 49 40 Qatar 2
9 Canada 43 41 Vietnam 2
10 Switzerland 43 42 Romania 2
11 Taiwan 34 43 Bangladesh 2
12 France 32 44 Norway 2
13 Sweden 19 45 Poland 1
14 Austria 18 46 Sweden 1
15 Israel 13 47 Macau 1
16 Australia 12 48 Serbia 1
17 Czech 12 49 Ukraine 1
18 Brazil 10 50 Belarus 1
19 Hong Kong 9 51 Iran 1
20 Portugal 9 52 Ethiopia 1
21 Italy 9 53 Malaysia 1
22 Mexico 7 54 Netherlands 1
23 Singapore 7 55 Indonesia 1
24 Spain 7 56 Philippines 1
25 Kazakhstan 7 57 Iceland 1
26 Greece 7 58 Republic of South Africa 1
27 Morocco 7 59 Puerto Rico 1
28 Russia 6 60 Argentina 1
29 Colombia 6 61 Thailand 1
30 Denmark 5 62 Slovenia 1
31 Pakistan 5 　 총합계 1,585
32 Estonia 5

1-2. IAC 2018 기관별 논문발표 순위

IAC 2018의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 와 같이 미국의 Washington Univ. in St. Louis 가 가장 많은 수인 6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와 Univ. of Colorado에서 각각2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Paul Scherrer Institute 에서 
23편의 논문을, Univ. of Helsinki는 2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Peking Univ.와 Tsinghua Univ., Univ. of Minnesota 에서 
각각 1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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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기관별 논문 발표 수(10편이상)

Table 2. 기관별 논문 발표 수(10편 이상)

NO 기관명(학교명) 논문수 NO 기관명(학교명) 논문수

1 Washington Univ. in St. Louis 68 16 Univ. of Manchester 13

2 Carnegie Mellon Univ. 28 17 Aerodyne Research 12

3 Univ. of Colorado 28 18 CAS 12

4 Paul Scherrer Institute 23 19 Kanazawa Univ. 12

5 Univ. of Helsinki 21 20 Lund Univ. 12

6 Peking Univ. 19 21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12

7 Tsinghua Univ. 19 22 Univ. of California Irvine 12

8 Univ. of Minnesota 19 23 Univ. of Florida 12

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7 24 Univ. of Maryland 12

10 Colorado State Univ. 15 25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1

11 Univ. of Eastern Finland 15 26 IIT Kanpur 11

1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3 27 Tampere Univ. of Technology 11

13 Clarkson Univ. 13 28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11

14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13 29 Univ. of California Davis 11

15 Univ. of Cambridge 13 30 Univ. of Toron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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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AC 2018 한국 기관 논문발표

한국기관에서는 2018년에 아래 Table3와 같이 총22기관에서 5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IST와 KIMM에서 각각7편, KITECH에
서 6편, 서울대학교가 5편,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4편, GIST에서 3편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3. 한국 기관의 논문 발표 수

NO 한국기관 논문수

1 KIST 7

2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7

3 KITECH 6

4 Seoul National Univ. 5

5 Hanyang Univ. 4

6 Yonsei Univ. 4

7 GIST 3

8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2

9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2

1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

11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

12 Pusan National Univ. 2

13 Aerosol Research & Technology Plus 1

14 Busan Metropolitan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1

15 EcoPictures Co. Ltd. 1

16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

17 Innociple Co. Ltd. 1

18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

19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1

20 Korea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1

21 Sungkyunkwan Univ. 1

22 Yeungnam Univ. 1

소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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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네트워크 분석

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떤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AC 2018에서의 논문의 키워드
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게재된 논문은 1,585편중 37편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37편의 논문에 대한 키워드 
빈도수 순위는 아래 Tabel 4와 같다. 

Table 4. 키워드 빈도수

No 키워드 빈도수

1 Aerosol Sampling 5

2 Pm2.5 4

3 Nanoparticles 3

4 Air Pollution 2

5 Air Quality 2

6 Bio Aerosols 2

7 Corona Discharge 2

8 Electrostatic Precipitator 2

9 Particle Bounce 2

10 Particle Overloading 2

11 Radiative Forcing 2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Figure 4는 IAC 2018논문의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이용하여 Spring Layout으로 
도식화 한 이미지 이다.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 33 -

Figure 4. IAC 2018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Spring Layout )

이중 위의 Figure 4에서 가장 큰 연구 그룹은 Figure 5와 같이 Aerosol Sampling, Pm2.5와 nanoparticles가 연결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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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AC 2018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제 1그룹, Spring Layout )

Figure 6. IAC 2018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위의 Figure 6은 연결 관계와 상관없이 빈도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그림이다. 여기에 나타난 논문의 
총 키워드는 122개이며, Aerosol Sampling, Pm2.5 
Nanoparticles 이 빈도수 3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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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AC 2018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IAC 2018에는 주저자를 제외하고 공저자의 소속이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이름이 같으면 동일인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아래 
Figure 7와 같이 약30~40개 사이의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중 우측 상단의 4개 정도의 그룹이 
여러 연구자들이 연결된 중심 그룹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Figure 7.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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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자 그룹에서 가장 큰 그룹은 아래 Figure 8과 같다. 이 그룹의 중심연구자는 Chao Yan(Univ. of Helsinki)으로 Lukas 
Fischer(Univ. of Vienna)와 Lubna Dada(Univ. of Vienna)가 주요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8. Chao Yan(Univ. of Helsinki) 중심 그룹(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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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9과 같다. 이 그룹의 중심연구자는 Joshua Apte(Univ. of Texas at Austin)으로 주요 연구자 
다른 연구자들과 Lukas Fischer(Univ. of Vienna)와 Lubna Dada(Univ. of Vienna)가 주요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9. Joshua Apte(Univ. of Texas at Austin) 중심 그룹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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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자 그룹에서 세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0과 같다. 이 그룹은 alla Zelenyuk와 David Bell이 연결된 그룹과 Urs 
Baltensperger(Paul Scherrer Institute) 와 Andres S. H. Provot가 이 중심이 되는 2개의 그룹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4의 연결 
관계에 의해 크게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서 가장 중심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자는 Urs Baltensperger(Paul Scherrer 
Institute)로 보인다. 

Figure 10. Urs Baltensperger(Paul Scherrer Institute) 중심 그룹(Spring Layout, Link Redu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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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1과 같다. 이 그룹은 Pratim Biswas(Washington Univ. in St. Louis)와 Rajan K. 
Chakrabarty(Washington Univ. in St. Louis)가 각각 중심이 되는 그룹이 두 사람의 연결관계에 의해 하나의 큰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1. Pratim Biswas(Washington Univ. in St. Louis)와 Rajan K. Chakrabarty(Washington Univ. in St. Louis)

중심 그룹(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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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2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Central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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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tim Biswas(Washington Univ. in St. Louis)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가까운 위치에 Urs 

Baltensperger(Paul Scherrer Institute)이 있으며, Andre S.H. PrEvot(Paul Scherrer Institute)와 Chao Yan(Univ. of Helsinki), 
Lubna Dad(Univ. of Helsinki)가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아래 Table 5는 공저 논문 수 10편 이상의 연구자 리스트이다. 공저 논문의 순위와 위의 Figure 20의 중심도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Degree Centrality는 공저 논문 수와 함께 다른 연구자와의 공저 관계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Table 5. 공저자 공저논문 순위(10편 이상)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NO 공저자 공저 논문수
1 Pratim Biswas 37 15 Junji Cao 11

2 Rajan K. Chakrabarty 25 16 Lubna Dada 11

3 Urs Baltensperger 15 17 Manjula Canagaratna 11

4 Andre S.H. Prevot 13 18 Adam M Boies 10

5 Brent Williams 13 19 Alla Zelenyuk 10

6 Chao Yan 12 20 Andrew Lambe 10
7 David Y. H. Pui 12 21 Jordan Krechmer 10

8 Jingkun Jiang 12 22 Jose Luis Jimenez 10

9 Joshua Apte 12 23 Masayuki Takeuchi 10

10 Nga Lee Ng 12 24 Shantanu Jathar 10

11 Rodney J. Weber 12 25 Suresh Dhaniyala 10

12 Douglas Worsnop 11 26 Takafumi Seto 10
13 Gazala Habib 11 27 William Heinson 10
14 Hongliang Zhang 11 28 Yinon Rudic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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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 연구자 정보
  1. Pratim Biswas(Washington Univ. in St. Louis): https://engineering.wustl.edu/Profiles/Pages/Pratim-Biswas.aspx
  2. Chao Yan(Univ. of Helsinki): https://scholar.google.fi/citations?user=8SG93f0AAAAJ&hl=en
  3. Lubna Dad(Univ. of Helsinki): 
     https://tuhat.helsinki.fi/portal/en/persons/lubna-dada(7d1e63de-a4a7-4fc1-b524-cb4d38318a4f).html
  4. Pratim Biswas(Washington Univ. in St. Louis): 
     https://engineering.wustl.edu/Profiles/Pages/Pratim-Biswas.aspx)
  5. Urs Baltensperger: 
     https://www.innovations-report.com/html/reports/physics-astronomy/present-day-measurements-yield-
     insights-into-clouds-of-the-past.html)

2-3. 한국기관 소속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IAC 2018의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 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구 그룹으로 나타내면 Figure 13과 같다. 한국인 
연구자 그룹은 19개로 나타났다. 19개의 한국인 연구자 그룹 중 우측상단에 나타난 주요 그룹들은 아래 Figure 13~16과 같다. 
이를 통해 각각 연구자의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Figure 13. 한국 기관 소속의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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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관의 연구그룹 중 가장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4과 같이 Jungho Hwnag(Yonsei Univ.) 을 중심으로 21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14. Jungho Hwnag(Yonsei Univ.) 중심그룹

한국 기관의 연구그룹 중 두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5와 같다. 이 그룹에는 1명의 중심연구자가 Jong Sung Park, Hye 
Jung Shin, Taehyun Park, Gyutae Park, Kyughoon Kim의 5명의 연구자가 각각 주요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21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다. 

Figure 15.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중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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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관의 연구그룹 중 세번째로 큰 그룹은 아래 Figure 16과 같이 Mansoo Choi(Seoul National Univ.)를 중심으로 15명의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다. 

Figure 16. Mansoo Choi(Seoul National Univ.) 중심그룹

이외에 한국 기관 소속으로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아래 Table 6과 같이 56명으로 확인 된다. 이중 Chang Gyu Woo(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Hak‐Joon Kim(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NaJin Kim(Yonsei Univ.), 
Sang‐Hee Woo(KIST), Su‐Bin Park(KITECH), Yusung Cho(KIST) 등은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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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한국인 주저자

No 한국인 주저자 논문편수 No 한국인 주저자 논문편수

1 Chang Gyu Woo 3 26 Je Hyeon Yeon 1

2 Hak‐Joon Kim 2 27 Jin Sik Kim 1

3 Najin Kim 2 28 Jinhong Ahn 1

4 Sang‐Hee Woo 2 29 Jongbae Heo 1

5 Su‐Bin Park 2 30 Junho Ji 1

6 Yusung Cho 2 31 Kang‐Ho Ahn 1

7 Yong Lim 1 32 Kiwoong Lee 1

8 Bijay Kumar Poudel 1 33 Mincheol Park 1

9 Chongmin Lee 1 34 Minhan Park 1

10 Dae Hoon Park 1 35 Myong‐Hwa Lee 1

11 Eunhwa Jang 1 36 Seokhwan Lee 1

12 Gibaek Kim 1 37 Suji Kang 1

13 Gun‐Ho Lee 1 38 Sung‐Min Shim 1

14 Gyutae Park 1 39 Sungnam Chun 1

15 Haebum Lee 1 40 Taehyun Park 1

16 Han‐Bin Kim 1 41 Taejune Park 1

17 Hankwon Chang 1 42 Taesung Kim 1

18 Hee Dong Jang 1 43 Wonyoung Jeon 1

19 Hee‐Sang Kim 1 44 Woo Jin Lee 1

20 Hwajin Kim 1 45 Wooik Jung 1

21 Hyunok Maeng 1 46 Yen‐Ting Li 1

22 Hyunwoo Lee 1 47 Yong‐Hee Park 1

23 Jae Hee Jung 1 48 Yongil Lee 1

24 Jaeseok Kim 1 49 Yoohyun Ock 1

25 Jang‐Seop Han 1 총합계 56

l 한국인 연구자 정보
  Jungho Hwnag(Yonsei Univ.): https://yonsei.pure.elsevier.com/en/persons/jungho-hwang
  mansoo Choi(Seoul National Univ.): https://eng.snu.ac.kr/node/8130
  Chang Gyu Woo(KIM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Chang_Woo
  Hak‐Joon Kim(KIM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akjoon_Kim
  NaJin Kim(Yonsei Univ.): https://atmos.yonsei.ac.kr/eng/people/naji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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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AC 2018의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는 62개국중 미국이 720편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123편, 
인도는 72편, 독일이 68편, 영국이 59편, 한국과 핀란드가 각각 5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미국의 Washington Univ. in St. Louis 가 가장 많은 수인 6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와 Univ. of Colorado에서 각각2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Paul Scherrer Institute 에서 23편의 논문을, Univ. of Helsinki는 
2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Peking Univ.와 Tsinghua Univ., Univ. of Minnesota 에서 각각 1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에서는 총22기관에서 5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IST와 KIMM에서 각각7편, KITECH에서 6편, 서울대학교가 5편,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4편, GIST에서 3편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AC 2018에서의 논문의 키워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게재된 논문은 1,585편중 37편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여기에 나타난 논문의 총 키워드는 122개이며, Aerosol Sampling, Pm2.5 Nanoparticles 이 빈도수 3이상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AC 2018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IAC 2018 약30~40개 사이의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그룹의 중심연구자는 Chao 
Yan(Univ. of Helsinki)으로 Lukas Fischer(Univ. of Vienna)와 Lubna Dada(Univ. of Vienna)가 주요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그룹에서는 Joshua Apte(Univ. of Texas at Austin)를 중심으로 Lukas Fischer(Univ. of Vienna)와 
Lubna Dada(Univ. of Vienna)가 주요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Pratim 
Biswas(Washington Univ. in St. Louis)가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가까운 위치에 Urs Baltensperger(Paul Scherrer 
Institute)이 있으며, Andre S.H. PrEvot(Paul Scherrer Institute)와 Chao Yan(Univ. of Helsinki), Lubna Dad(Univ. of Helsinki)가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AC 2018의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 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해보면 연구자 그룹은 19개로 나타났다. 한국 기관 소속으
로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56명으로 확인된다. 이중 Chang Gyu Woo(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Hak‐Joon 
Kim(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NaJin Kim(Yonsei Univ.), Sang‐Hee Woo(KIST), Su‐Bin Park(KITECH), 
Yusung Cho(KIST) 등은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기관 소속으로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56명으로 확인 된다. 이중 Chang Gyu Woo(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Hak‐Joon Kim(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Na Jin Kim(Yonsei Univ.), Sang‐Hee Woo(KIST), 
Su‐Bin Park(KITECH), Yusung Cho(KIST) 등은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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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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 등을 담아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메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미국 버지니아 기계공학 박사를 졸업

하시고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홍원서) 교수님의 제자이신 한
재권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로봇 관련 많은 강연과 대
회에 참가하시며 로봇의 역할, 동향, 미래에 대해 조언하셨는데
요. 그동안 기사에 실린 많은 로봇에 관한 질문을 통합적으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현재�교수님이�연구�중인�내용에�대해서�간단한�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간 형상의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무를 10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용 소형 로봇에서부터 성인 크기의 
축구 로봇, 스키 로봇, 재난구조용 로봇 등 가능한 다양한 분야
의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려고 노
력 중입니다.

2.�교수님께서�로봇�개발의�핵심은�휴머니즘이라고�로봇�

윤리에�대해�강조하셨는데요.�교수님께서�생각하시는�

로봇의�가치� 및� 인재상에�대해�말씀�부탁드립니다.

로봇뿐 아니라 모든 기술은 인간의 행복을 향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 우리 개개인 삶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존재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과 어울려서 함께 살게 될 로봇은 더더욱 
휴머니즘을 기본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특
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로봇
을 사용한다면 로봇의 존재 가치는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습니
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만드
는 사람과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로봇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3.�지금까지�연구실에�다양한�여러�가지�로봇들을�개발하

신�거로�아는데�이들�로봇에는�단순한�기계적인�원리가�

아니라�뭔가�독창적인�아이디어들이�하나씩�숨어�있는�

거�같습니다.�지금까지�로봇들의�간단한�소개와�원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구하는 설계의 방향은 언제나 같습니다. 목적에 충실
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목적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설계 또한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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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항상 처음인 경우가 많아서 설계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의 아이디어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만드
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는
지를 느끼면서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인 스키 로봇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스키국가대표 선수
인 문정인 선수와 함께 협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로봇
들과는 조금 다른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겠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강력한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4.�2015년�미국에서�열린�재난구조�로봇대회�다르파�로보

틱스�챌린지스�참가하시면서�시행착오나�어떤�어려운�

점은� 없었는지�궁금합니다.� �

자동차 운전에서부터 차에서 내리기, 문 열고 들어가기, 벽 
뚫기, 험지 돌파, 계단 오르기 등 처음 하는 미션들이다 보니 
개발 중에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99% 실패 1% 
성공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로봇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까요? 결국, 많은 로봇공학자가 생각해
낸 해결 방법은 로봇 제어를 위치나 속도 차원이 아닌 힘의 
차원으로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용어로는 임피던스 컨트롤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점프였는데 많은 팀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저희
도 힘 제어를 시도했고 대회 때까지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해서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대회 후 계속 기술 개발을 시도해서 
결국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으로�활동�중이신�것을�아는

데요.�공장�무인화,�스마트�팩토리,�인간형�로봇을�둘러

싼�각국�정부의�기술경쟁�대단하다고�들었습니다.�구체

적�위원회�활동과�현재�정부의�방향은�어떠한지�궁금합

니다.� �

4차산업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것이 2017년 10월
이었습니다. 현재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 접한 
벽은 옥상옥을 만드는 비효율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부터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른 것이 있는가 하
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건강한 비판들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2018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장기 
연구 과제들을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회 초기에는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는 분위기
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부 실행 부처와 함께 
손발을 맞춰 가면서 조금씩 신중하게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제가 위원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 정부는 정부가 
주인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팀플레이가 얼
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승패가 결
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데니스�홍�교수님께서�지도교수라고�들었습니다.�연구

하시면서�받은�영향과�한국과�비교�미국의�로봇연구�

장단점�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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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님으로부터 일하는 방법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즐길 수 있는가를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을 즐길 수 있어
야 더 큰 성과가 난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제 연구실도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능한 
즐거움을 추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많
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열린 스키 로봇 
대회에서 우리 한양대 팀은 자율주행 4위, 원격조종 2위를 해서 
은메달 하나밖에 얻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팀보다도 연구 차체
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즐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상식에서 1등 팀보다도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7.�평창올림픽�스키�로봇�챌린지�참가하셨는데요.�자율부

문,�원격조종부문에서�경기를�보면서�확실히�아직은�로

봇이�자율주행�한다는�것이�무리가�아닌가�생각이�듭니

다.�대회�참가�로봇�소개�및�로봇의�인공지능에�대한�

견해�듣고�싶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을 선보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2017년 초였습니다. 그러다
가 로봇이 스키를 타게 해보자고 8팀이 모였고 2017년 5월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로봇 대회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8팀 모두가 짧은 시간 
내에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로봇 개발에 매달렸
습니다. 결과적으로 1ｍ가 넘는 큰 로봇들은 스키 대회전 경기
의 깃발 사이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넘어지곤 했고 
1ｍ가 안 되는 작은 로봇 2팀은 깃발 사이를 모두 통과했습
니다.
경기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넘어지는 로봇들을 보시면

서 아직 로봇 기술이 멀었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0개월간 이 정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3년은 걸렸을 기술이 이제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개발되곤 합니다. 만약 스키 로봇대회가 내년에 
또 열린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사람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봇기술의 발전 속도는 오픈 소스 등의 기술 공유와 같은 플랫
폼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매우 빠르게 진화하
고 있습니다.

8.�최근에�한양대학교에서�자리를�잡으신�거로�알고�있습

니다.�업체(로보티즈)에서�일할�때와�환경이나�목표의�

변화가�많을�거�같습니다.�어떤�차이가�있는지�궁금합

니다.

회사에서 학교로 적을 옮긴 3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 와서 저의 연구 주제 유연성이 높아졌
다고 할까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이익이 생겨야 동료들과 계속 연구
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는 연구의 독창성과 혁신
성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얼마나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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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장 일단이 있는데
요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가치를 만드는 재미
가 있었다면 학교에서는 하고 싶었던 연구 주제를 용기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두 장점을 다 
가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뭐 하나
라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가장�궁금한�질문일거�같습니다.�교수님이�현재�어떠한�

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또한�앞으로�어떠한�연구를�

진행할�계획이신가요?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로봇의 테마는 3가지입니다. 재난구조 
로봇을 개발을 통한 인간사회의 안전성 강화,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인간의 행복감 상승 그리고 로봇 스포츠
를 통한 로봇의 운동 성능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를 따라 
움직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해 가고 싶습니다. 이런 연구
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인간과 친구
처럼 지낼 수 있는 로봇, 인간의 곁에 머물면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해 주는 로봇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10.�미래에는�모든�사람이�PC처럼�하나의�로봇이�필요한�

시기가�올�거라고�합니다.�교수님이�생각하는�로봇과�

인간의�미래는�어떤�모습일까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는 명확합
니다.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로봇에게 넘겨주
면 인간은 더욱 인간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해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은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실현하면서 진보했다
고 생각합니다. 로봇 기술은 분명 이런 이상을 실현할 힘이 있습
니다. 물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자 발생, 빈부격차 발생, 
권력 구조 변화 등 많은 난관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잘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후세
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기술보다는 법, 제도, 예절, 
문화 등 인문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1.�로봇�발전의�걸림돌�중�배터리�소형화,�소재�관절�모터

기술,�구동기와�최첨단�센서제작기술�등인데�가장�큰�

걸림돌은�하드웨어라는�지적도�있는데요.�교수님�어

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해 온 길을 돌이켜 보면 기술 초기에는 
언제나 하드웨어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드웨어
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안
정화 된 뒤에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로봇의 가격대비 하드웨어 효율이 인간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실용화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훌륭한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혹은 회사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소프
트웨어가 더 큰 주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로봇공학을�하는�기업이나�대학이�그리�많지�않습니

다.�로봇을�공부하고�싶은�후학들에게�로봇공학의�비

전과�조언을�해주신다면?

로봇 공학은 다른 학문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깊지 않
은 학문입니다. 그만큼 쌓아온 양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
다. 창의력은 나와 다른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은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 하는 용기
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
다. 그러면 길 중간에 저와 만나서 서로 각자 걸어온 길에 대해 
얘기도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얘기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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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대회의 초청

강연자이신 석창성 교수(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재료파괴를 40년 가까이 연구하셨고, 성
균관대학교의 건전성평가연구실과 석천대형구조물시험동을 
운영하고 계시며, 우리나라 공학한림원의 회원이십니다. 교수
님의 연구와 대외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
니다.

1.�현재�하고�계시는�연구에�대한�간략한�소개를�부탁드립

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전성평가연구실(Integrity Evaluation Lab.)
에서는 다양한 기계부품 및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평가 및 신뢰
성 확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터
빈에 적용되는 열차폐코팅에 대한 내구수명 평가 및 이를 활용
한 열차폐코팅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동안 국내외
에서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모든 한국표준형 원전의 파단전누
설 평가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
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력, 한전연구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과 기계부품의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2.� 우주선�발사체나�항공기엔진,� 발전용�가스터빈�등의�

고온부�부품은�용융점을�훨씬�넘는�1,500~3,000℃�열

을�견뎌야만�합니다.� �이를�위해�열차폐�코팅�기술이�

반드시�필요하다고�알고�있습니다.��열차폐�코팅기술을�

간단하게�설명해�주신다면?�

1,500~3,000℃의 열을 견디기 위해서는 열차폐코팅 뿐만 아
니라 막냉각, 내부냉각 기술 등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열차폐코팅 기술은 고온 부품 표면에 열전달률이 낮은 세라믹 
코팅을 하여 금속 모재가 화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고온 부품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열차폐코팅의 열차폐 
성능은 화염온도, 열전달 계수, 막냉각 유량, 내부냉각 온도 및 

유량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속 모재
의 표면온도를 150~20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3.�열차폐�코팅기술은�크게�내산화코팅(Overlay�Coating)

과�열차폐코팅(Thermal�Barrier�Coating)으로�나뉘는

데�두�방식의�차이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먼저, 열차폐코팅(Thermal Barrier Coating)은 초고온 환경
에서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로 가동온도가 높은 
1단 및 2단 터빈 블레이드와 베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차폐코팅은 일반적으로 열전달을 막아주는 탑코팅(Top 
coat)과 탑코팅과 금속모재의 결합력을 올려주는 본드코팅
(Bond coat), 그리고 본드코팅과 탑코팅 사이의 계면에서 열화
에 따라 생성되는 열생선산화물(TGO; Thermally Grown 
Oxide)로 구성됩니다.

내산화코팅(Overlay Coating)은 고온부품의 산화를 방지하
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열차폐코팅과 달리 금속 모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세라믹재질의 탑코팅이 적용되지 않고, 부품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크롬(Chromium), 알루미늄(Aluminium)과 
고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트륨(Yttrium)을 첨가한 금속 
소재를 부품 표면에 용사하여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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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터빈�블레이드의�주요한�파손의�원인은�어떤�것들이�

있나요?

� � (열피로와�TGO층의�성장/�이종간�열팽창�계수의�열응

력,� 원심력,� 가동정지에�따른� 기계적�피로)�

열차폐코팅의 주요 파손 원인 중 하나로, 금속 부품과 열차폐
코팅 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와 열차폐코팅을 구성하는 탑코
팅, 본드코팅, 열생성산화물 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열응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응력은 열차폐코팅이 
가동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TGO층이 굴곡지게 성장함에 따
라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스
터빈의 경우 전력량에 따라 가스터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가동 및 정지로 인한 열피로에 의하여 열차폐코팅
의 파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약 3,600 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블레이드로 인하여 열차폐코팅에 작용하는 기계적 피로 또한 
열차폐코팅의 주요 파손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코팅이�박리되는�주요�원인으로�TGO층의�성장을�예측

하고�해석하는�기술이�필요할거�같습니다.�이를�위해�

어떤�실험들을�수행하고�계신가요?

TGO층의 성장은 가동온도와 열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온 퍼니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조건에
서 열차폐코팅을 장시간 등온열화하여 TGO층의 온도별 성장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수식화하여 TGO층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정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립된 
TGO층의 성장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TGO층이 성장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열응력을 예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동온도와 열화 시간에 따른 열차폐코팅의 박리수
명 예측모델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열차폐�코팅은�연소기�종류�및�사용�환경에�따라�구조�

및�조성,�코팅�방법이�각기�달라�핵심�기술로�분류되는

데요,�그렇기�때문에�선진국에서도��대외�유출을�통제

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한국의�열차폐�코

팅� 기술은�어느� 정도의�수준인지?

현재 국내의 열차폐코팅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해외 선진사들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열차폐코팅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EB-PVD 
(Electron-Beam Physical Vapor Deposition), SPPS 
(Solution Precursor Plasma Spray) 등과 같은 내구성이 우수
하고 특성이 향상된 새로운 열차폐코팅 공정기술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 선진사로부터 현재 상용화된 기술을 이전받아 열차폐코팅
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기
업들이 열차폐코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지만,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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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전성평가연구실에서�열차폐�코팅평가�기술외에도�여

러가지�다양한�시험들을�수행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

니다.�어떤�다른�연구들을�수행하고�있는지�소개를�부

탁드립니다.�

우선 가스터빈 분야에서 열차폐코팅 뿐만 아니라 블레이드 
소재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
업이 주관하는 대형가스터빈 개발사업과 한국로스트왁스가 주
관하는 1단 단결정 회전익 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단결정 초내
열합금 및 일방향응고 초내열합금의 고온환경하 내구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이외의 분야에서는 
원자력 실 배관 및 실 증기발생기의 에그크레이트에 대한 파괴
특성 연구, 철도 실차륜과 실레일의 파손특성에 관한 연구, 
400km/h 급 고속철도 전차선 및 드롭퍼의 파괴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 및 실 엔진 벨브에 대한 
피로특성 연구, 타이어 고무 소재의 수명예측 및 노화특성 연구, 
항공 우주용 복합재의 파괴특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평가�실험을�위해서는�여러��가지�비용이나�환경적인�

어려움이�있을�거�같습니다.� �실제�어떤�어려움이�있고�

이를�어떻게�극복하시는지요?

대학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아
무래도 비용적인 면과 연구에 필요한 자재 공급에 대한 어려움
이 많습니다. 특히, 가스터빈용 열차폐코팅 및 고온부품 소재의 
경우 자재 공급 및 평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을 다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구축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터빈 개
발업체들인 두산중공업, 한국로스트왁스, 한전KPS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건전성평가연구실에�많은�장비들을�보유하고�활용하고�

계시고,�직접�실험�장비를�제작하시기도�하셨다고�들었

습니다.� � 어떤�실험장비들이�있나요?

열차폐코팅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
내업체가 없고, 해외업체의 평가 장비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가 장비
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열차폐코
팅 특성평가를 위하여 열피로 시험장치, 버너리그 시험장치, 
열-기계 피로 시험장치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활
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배관의 
실 배관 시험장치, 철도 차량의 실조건 시험장치, 대형구조물 
시험을 위한 6mx12m 대형 스트롱플로어, 200톤급과 50톤급 
유압식 피로 시험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시험 지그를 제작하거나 시험기 자체를 제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후 분석을 위하여 폴리싱 머신, 
광학현미경, 경도시험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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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으로�연구방향�및�목표� 계획이�있으시다면

제가 대학 교수로서 앞으로 연구를 얼마나 더 오래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먼저 열차폐코팅 평가기술 및 설계기술 분야에 대하여 큰 틀

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열차폐코팅 제작기술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반면에 
평가기술 및 설계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

하는 분야가 많은데, 새로운 평가법을 개발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고 불필요한 보수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로 실
배관 시험을 통한 파단전 누설평가를 할 경우 많은 보수성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나, 시험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시편시험을 통하여 실배관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한다면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파단전 누설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하고 싶은 분야가 많은데, 경제적이고 기

능이 뛰어난 차동제한장치의 개발과 차량 추돌시의 안전성 향
상을 위한 장치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 결과들
을 실용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같은�분야를�공부하는�후학(대학원생들)에게�비젼을�

제시해�주신다면?

먼저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하
고 싶습니다.
실험을 위주로 하거나 전산해석을 위주로 하거나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물리, 화학, 수학, 기초역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면 유능한 연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튼튼한 기초에 더
하여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한 공학적인 센스를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해결 능력이 되고 창의력이 됩니다. 문제해
결 능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가스 설비 및 부속설비 등을 구성하는 장치재료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해 파괴 원인을 규명하고 설비장치의 남은 수명 평가와 
연구를 통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재해방지를 위해서도 필
요한 연구입니다. 이번 대한기계학회 유체공학 부문 춘계학술
대회에서 폴리에틸렌 배관재의 수명평가와 모델링 연구로 최병
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내용과 
대외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현재�하고�계시는�연구에�대해서�간략한�소개�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주로 소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소재가 요즘은 만드는 것보다 고분자 소재나 세라믹, 일부는 
복합적인 금속에 대해서도 개발된 소재에 대해서 물성을 평가
한다든지, 특히 장·단기 물성평가 아니면 파괴 현상 같은 것들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재적인 내용의 연구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다.

2.�교수님이�발표하신�논문에�폴리에틸렌�배관재의�파괴

기구에�대해서�봤는데요.� ISO�및�ASTM과�같은�표준�

가속�시험법으로�잘�정리되어�있다고�들었습니다.�그런

데�현재�폴리에틸렌�배관재의�표준�가속�시험법에�대해

서�궁금한데요.�간략하게�소개�및�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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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배관재의 장기 물성 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보통 파괴
의 형성에 대해서 많이 구분되는데요. 파괴 형성이라는 것은 
파괴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괴 모드가 연성파괴
(Ductile), 취성파괴(Brittle) 또는 환경파괴(Environmental 
Cracking),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진행하게 되고요.
연성파괴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성파괴 경우 ISO나 ASTM 같은데 모두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SO 표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ISO 9080 같은 표준이 있는데 그런 표준의 경
우에는 주로 파이프 실험을 하는 내압이라고 Internal Pressure
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얼마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인지를 고온 
테스트를 하는 거죠. 고온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상온테
스트를 했을 때의 결과를 뽑아야지만 실제 Field에서의 파괴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속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함수로 해서 고온평가를 한 후에 상온 상태에서
의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거고요. 
ASTM도 비슷한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성파괴 말고 취성파괴의 형태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연성파괴의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파손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최종 수명
만 평가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취성파괴의 경우 균열 발생 수명
이 따로 있고 이미 발생한 균열이 얼마 동안 진전하느냐가 굉장
히 중요한 parameter가 돼요. 그래서 보통 취성파괴를 평가할 
때는 균열의 진전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마찬
가지로 ISO나 ASTM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평가 
법들은 90년대나 뭐 이럴 때 보통 Norman Brown(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 Alexander Chudnovsky(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교수분들께서 많이 실험하셨어요. 그 내용
이 일반적으로 시편이 CT라고 Compact Tension 같은 시편을 
쓴다든지 아니면 SENT라고 해서 Single Edge Notched 
Tension, 균열이 하나인 형태의 실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PENT라는 형태를 만드는 것도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
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더 가속적
인 실험을 해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수명평가 
시험법들로 평가를 하면 제품이 워낙에 좋아져서 구별이 안 
돼요. 더 가혹한 조건으로 실험하는 형태가 제안됐고, 최근에 
나온 게 ISO에서도 제안이 되었던 것처럼 CRB라고 하는 Crack 
Round Bar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평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바꿔서 좀 더 가속적인 형태의 파손 거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새로 지향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형태의 파손 모드인 환경파괴 경우는 아직은 폴리에
틸렌 소재에 대해서는 평가법이 없어요. 그래서 JANA 
Laboratory(Canada)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캐나다 연구
소 아니면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자기 나름의 평가방법, 아까 말씀드린 
일리노이 주립대 경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별로 본인
들의 어떤 생각에 기반을 두어 시험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ASTM이나 ISO와는 관계 없고요. PAX라고 해서 폴리
에틸렌 소재의 배관 재인데 그냥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거기에 
Cross Linking을 시켜 만든 소재에 대해서는 평가법이 있어서 
그것을 중용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폴리에틸렌(PE)�재료의�특성상�전통적인�파괴역학�기

법으로는�설명이�적절하지�못하다고�하셨는데요.�기존

의�폴리에틸렌�재료의�파괴�역학�기법이�어떤�건지�왜�

설명이�불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리면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려
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소재의 특징이 달
라서 기존에 있는 메탈의 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
은 대부분 연성, 취성, 환경 중에서 연성 파괴는 사실은 큰 관계
는 없고요. 보통은 취성이나 환경 파괴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예를 들어드리면 제 논문을 보
시던 다른 분의 논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메탈의 경우에는 
보통 균열 진전 거동을 평가하게 되는데 SENT건 아니면 CT건 
평가하게 됩니다. 균열 진전 구동이 소위 말해 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균열 진전 구동이 되게 매끈하게 진전하게 돼요.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런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하중조건
이 클립으로 즉, 일정 하중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피로 형태로 
들어가던, 심지어 고속 충격을 가하더라도 연속으로 나가지 않
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는 단속적으로 진전할 수가 있는 
거죠. 단속이라는 거는 균열이 마치 점프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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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거동을 평가하기가 기존의 평가법으론 
되게 힘들어요.

기존의 평가법이라는 건 Paris’ Law라는 균열 진전 저항성을 
평가하는 일종의 실험적인 식이 있는데 실험적인 식으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 다른 접근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nergy release rate나 Stress 
intensity factor에 기반한 Paris’ Law 형태의 접근이 아니고 
저는 좀 더 기초 한 접근을 하는데 Crack layer theory 하고 
하는 이론을 적용해서 소재의 진전하고 있는 균열의 형태를 
균열뿐 아니라 균열 앞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Process Zone이라고 하는 두 개 형태의 두 상(Phase) 서로 
연결해서 두 상이 어떻게 우리가 드라이브 포스를 가지고 움직
이는지 풀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균열 
진전 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단속적인 균열 진전
의 경우에도 우리가 평가할 방법이 잘 반영하게 되는 거죠.

4.�폴리에텔렌(PE)�배관재는�흔히�하수�및�배수�등을�목적

으로�지하에�매몰을�시켜서�토사의�중량�및�기타�물성

을�만족해야만�할�것�같은데요.�기계-화학적�열화�거동

을�관찰,�분석함으로�확률적�장기수명의�평가가�가능하

다고�하는데?

발생한 균열이 진전해서 관통이 되면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폴리에텔렌 배관이라는 게 사용한 지 몇십 년 되었는데,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배수 또는 급수 또는 제일 많이 요즘 흔하게 
쓰이는 바닥 난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집에 난방하실 때 바닥
엔 거의 폴리에틸렌이 깔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각 응용 분
야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도 다르고 액체도 다르고 
그게 기체일 수도 있거든요 환경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재를 개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효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온도 정도만을 변화시켜서 가속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Arrhenius 식을 이용하여 환산을 시켜
서 수명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나 기체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Air 상태에서의 측정 결과와 수명이 크게 차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계적인 역학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고분자 소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다른 
어떤 기체 또는 액체와의 접촉조건을 무시하고 평가를 하는데 
메탈 같은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분자 소재는 안에 들어있는 고분자 소재 구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산화 반응이라던 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분자 소재는 부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화
학적으로 열화라는 말을 쓰는데 열화가 되면 원래에 있는 초기
의 좋은 물성을 유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정도 
하중과 이 정도 온도에서는 Crack이 나가지 않고 견뎌야 하는
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 견디는 거죠. 똑같은 하중과 똑같
은 온도 조건이라고 해도 소재가 화학적 열화가 발생하면서 
기계적인 특성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계 화학적 열화 조건을 이용해
서 소재에 발생하고 있는, 시간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먼저 관
찰을 하고 이 물성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최종적인 파단 수명
을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가정용 배관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분배기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일러에서 들어온 물이 분배기를 
통해서 방, 욕실, 주방으로 분배를 시키죠. 따뜻한 물이 나온다
든지 이런 것들이 분배기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액체가 상당히 고온 액체잖아요. 물인데 보일
러에서 나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고분자 소재에 영향을 줘서 산화 반응을 빨리 
가속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은 대부분 수돗물이니까 수돗
물의 경우에는 거기에는 클로린(Chlorine) 계열의 살균제가 들
어가 있잖아요. 클로린은 고분자 소재의 산화 반응을 촉진을 
시켜요. 클로리네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 있는 소재보다 빠
른 속도로 산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누수가 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분배기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 누수된 분
배기는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물이 뚝뚝 흘러 
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윗집도 문제, 아랫집도 문제라서 이
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많이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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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근에는�2016년�오토�저널에서�연비향상을�위해�고분자�

기반의�탄소섬유�복합재를�자동차�차체에�적용하려고�

하는�쪽으로�많은�기술개발�필요하다는�글을�읽었습니

다.�차체를�플라스틱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어떤�기술

이�필요할지,�또한�자동차�차체의�플라스틱�사용의�세

계적인�추세는�어떤지�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동차 업계에서의 큰 화두는 연비 경쟁입니다. 
연비를 좋게 만들어야 에너지 효율도 생기고 많은 국가에서도 
팔 수 있게 되고, 최근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특정 정도 
이상의 연비를 내지 못하는 차는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
면 판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연비를 높여야 하는데 연비를 높이려면 기본적으
로는 엔진이나 아니면 기계 구조물의 전통적 개념에서 효율성
을 높여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은 정도의 기계 구조
물이 있다고 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가벼우면 더 같은 연료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오토 저널 자동차 학회에 1년 반 정도 연재하였

습니다. 연재했던 글이 결국은 고분자 복합 소재의 자동차 응용
에 관련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자동차의 소재는 대부분 다 금속이잖아요. 다 철로 되어있든지 
아니면 최근의 경향은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는데 
철의 비중이 7.9고 알루미늄이 2.7이니까 엄밀히 똑같은 두께
라고 하면 약 1/3 정도 약간 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
는 알루미늄이 강성,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건 매우 두껍
게 쳐야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무게 
감소는 아주 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량 소재를 찾게 
되는 거고 금속 중에 가장 경량화된 구조 소재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밀도가 1점대 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0.9 전후거든요. 

폴리프로필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0.8∼0.9 정도 돼요. 그러
니까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소재를 만들더라도 
더 무게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무게를 떨어트
리고 두껍게 소재를 만든다고 해도 폴리에틸렌 소재나 고분자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성,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를 결국은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복합소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금속 소재와 복합 소재는 두 개가 다른 형태의 표면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체를 한 번에 딱 찍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우리가 복합소재로 대
체하게 되잖아요. 자동차의 Door, BIW(Body-in-White), 
Pillar만 바꾸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바꿨을 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소재와 접합부가 문제가 돼요. 접합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
냐.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건 가능해요. 문제는 조립해야 
차량이 되는 거니까. 조립해야 되는데 기존 방법은 두 개가 화학
적으로 붙어지지 않으니 거기다가 볼트 같은 것을 체결해서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거기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끼고 너트를 
조여서 막아야 하기에 공정도 복잡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홀 
같은 것들이 모두 또 응력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되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방법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금
속-금속의 경우에는 점용접이라는 걸 쓰는 데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접착제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접착제나 헤밍
(Hemming)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접합을 시키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소위 말해 이종 소재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소재죠. 이종 소재 간의 접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분 
부분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진 복합소재가 개발되어도 완성차에
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접착제가 굉장히 중요
하게 되고 다우 케미컬(미국기업)이나 헨켈(독일기업)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구조 접착제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류에게 있는 거죠.

고분자 복합 소재라는 놈은 개발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었고 아마 최근에 선전하는 거 들어 
보셨을 거예요. 드림라이너라고 보잉에서 만든 787 항공기가 
있잖아요. 그 787 같은 경우는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행기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진 않은데 굉장히 경량화
를 많이 시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 수도 있고 같은 연료를 
넣었을 때 항속거리도 더 멀고 장점이 생기는 거죠. 항공기에 
적용되었던 복합소재는 대부분 열경화성 수지라고 한번 붙여놓
으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항공기는 만들어 놓으면 보통 30년 이상 쓰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만들어서 쓰다가 결국 수명이 
다하면 결국 폐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문제가 덜 
영향을 받는데 또 이제 공정도 오래 걸리고 공정이 오래 걸려도 
큰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기간도 오래 주고 만드는 기간도 일단
은 제품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뽑아내야 하는 그런 대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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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개념이 없는 거죠.
열경화성 수지를 쓰더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는 빨리 

찍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복합 소재의 개념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은 예전의 방법은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플라스틱을 열전도에 썼던 건데 최근에는 CFRTP 
(Carbon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고분자 수지를 예전에 사용하던 열경화성 수지가 아니라 
열가소성 수지를 쓰는 거죠. 가소성 수지라는 거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한번 만든 다음에 녹인다면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소재를 더 빨리 찍어낼 수가 있고 기존에 
방법보다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되
는 거예요.
문제는 CFRTP의 경우 우리 소위 말해 점성이 높아서 소재를 

안에다 파이버 같은 것을 함침을 시킨다고 하는데 함침을 시켜
서 강화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탄소섬유(Carbon Fiber)의 양
이 제한적이에요. 많이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소재에 
비교해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큰 문제여서 
최근에 탄소섬유(Carbon Fiber) 또는 유리섬유(Glass Fiber)
가 고함침 되어있는 열가소성 수지기반의 복합 소재가 많이 
개발되고 이러한 소재를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세계�수준과�거의�비슷하게�발맞춰�나가고�있다고�

봐도�상관없겠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보셔도 될 거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용화시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약간 약점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분자 소재를 너무 저가 소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응용 구조용 소재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
서 조금 인식이 약하긴 한데 학교 쪽이나 우리나라 여러 기술원
이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벨은 낮지 않다고 보는 거죠.

6.�그럼�교수님의�연구에�관한�질문을�조금�드리고�싶은데

요.�차세대재료�물성평가연구실에서�다양한�시험들을�

수행하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어떤�다른�연구들

을�수행하고�있는지�소개를�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실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큰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험적인 연구를 학생들이 있고 이론적 또는 해석적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차세대 재료 물성 평가 연구실이
기 때문에 결국은 실험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죠. 주로 
기계적인 물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특히 관심이 
있는 건 단기 물성 쪽보다는 장기 물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크립이나 또는 피로 같은 장기물성을 하구요. 장
기적으로 많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표면에 생기는 데미지 같은 
것들인데, 스크래치나 표면 쪽에 찍히는 Chipping 같은 데미지
같은 것들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연구실은 연구한 내용 중 제일 중요한 건 Long-term 

Property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아무런 소재를 들고 와서 피로나 크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가 특정 환경 조건, 필드에서 이야기 
하는 아주 고온 다습한 환경,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환경, 특별
한 화학제품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사하여 조금 
더 실제 상황에 가까운 고분자 소재의 기계 화학적 열화 반응을 
모사하고 제품에 대한 Long-term Property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7.�평가�실험을�위해서는�환경적인�부분이�중요한�만큼�

그만큼�어려움도�많이�있을�거�같습니다.� 실제�어떤�

어려움이�있고�또�이를�어떻게�극복하시는지도�궁금합

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는 아마 실험 쪽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일 텐데 아마 공간이 제일 문제가 될 거에요. 학교마다 비슷
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공간이 남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장비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구실에 거의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최소한의 
그런 안전대책에만 반응할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실험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실험을 많이 할 때 공간을 뭐 확보를 잘 못 하게 되니까 
열 문제도 발생을 많이 하구요. 그다음에 실험하는 학생들 간의 
간섭문제 예를 들어 진동이 있는 실험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진동이 있는 실험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진동이 있는 실험 장비
들이 좀 섬세한 나노스케일의 어떤 평가나 아니면 뭐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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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비들이 있으면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비들을 놓을 수 있는 조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장비가 큰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못 들어가거든
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장비는 떼서 다른 데다 
놔야 하므로 결국 이제 그런 효율적인 공간 배치라든지 공간 
확보 같은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또 워낙에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장비들을 집어넣고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 문제가 커요. 전기 같은 것도 뭐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쓰게 되고 특정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분진, 특정 화학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연구실은 평
가하는 내용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실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LD나 MLD라고 해서 고분자 소재 위
에 나노 박막을 증착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럴 때도 화학물질을 
되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날려버리는 방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후드나 퓸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하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특정 위치에 장비를 
놓게 되면 이제 그 장비 때문에 옆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큰 거죠.

8.�평가�연구의�특성으로�여러�많은�업체와�실질적인�연구

를�많이�수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떤�사례들

이�있는지�사례들�소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오기 전에 회사에 있었고 학교 온 다음에도 
제 연구 특성상 기업체랑 연구할 기회가 많이 생겨요. 굉장히 
필드의 현상들을 모사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필드에서 
하는 일들은 회사들은 다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토픽 중에 산학과제의 경우는 예를 들어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KCC 등과도 과제를 함께 하였
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맡은 
보직 또한 기업 관련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하고도 굉장히 이해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과 예전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과제인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포상도 받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중소기업들
과 작은 형태의 Co-Work나 또는 일종의 자문형태 일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끝내던 과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삼

성전자에서는 제가 일했던 부서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에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가 GTC라고 삼성전자 내부 과제
인데 같은 것을 발굴하고 현업에 있는 R&D와 연결해주는 부서
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삼성에서는 제품
을 개발한 다음에 이걸 Long-term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데, 좋은 물성으로 만들었던 제품이 기획한 제품이 한 10년 정
도까지 견딜 수 있을지를 잘 모르는 거죠. 기존에 있는 소재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넘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는 경량화 문제
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재를 바꿨
어요. 바꿨는데, 바꾼 소재가 과연 견딜 수가 있는지를 궁금하
셔서 저희 (연구실)에 과제를 받아서 소재를 학교 옥상에다 
널어서 필드 열화를 시키고 그다음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가속 
열화를 시켜 필드 열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속 열화의 어떤 경향
을 분석해서 두 개를 상관관계를 맺고 다음 그거를 이용해서 
소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러
한 내용이 나중에 실제 제품 만들 때 적용이 되고, 정말 소비자
가 그 물건을 산다면 나중에 ‘어 이거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명이 이게 아닌데’ 라는 식의 어떤 문제점을 예측,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내용이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진행
되어 삼성뿐 아니라 LG도 비슷한 형태, 다른 소재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LG전자랑은 상용화 관련된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연구
실에서 뭐 회사문제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연구실에
서 많이 진행했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되는 최종 제품
의 디자인이나 소재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많이 도와줬었
습니다.

9.� 앞으로�연구�방향�및�목표� 계획이�있으시다면?

대학이라는 곳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음에 산학이든 정부 연
구든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는 곳인데. 
우리 연구실은 실험을 조금 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실이 실험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교해서는 그런 면에서 해석하
는 연구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학생들도 실험하는 걸 덜 선호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해석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론적 
접근이 되다 하더라도 결국 실험이 동반돼서 검증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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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반쪽짜리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크랙 층 (CL) 이론이나 해석 같은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험적인 내용으로 그런 
해석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검증을 해야지만 완벽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를 
할 때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긴 했지만, 고분
자 소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회사도 고분자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고분자 소재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고분자 소재를 기반으
로 해서 이런 순수한 고분자 소재만으로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강도나 강성 같은 
것을 결국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확장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같은�분야에서�공부하고�

있는�후배들(대학원생들)에게�이�분야의�연구에�대한�

비전을�제시해�주시면서�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
는 친구들도 보면 거의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기계공학과 학생들인데, 제 연구는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소재랑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기계에서 했는데요. 제가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은 재료학과에서 했거든요. 회사도 화학회사에 있었고, 그
러다 보니 스스로 약간 겪었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기계과에
서 공부했던 내용을 활용을 해서 분명히 재료적인 문제를 풀려
고 하는 건데, 재료적인 내용을 잘 이해 못 하는 경우가 처음에 
있었던 거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이 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특히 저랑 

비슷한 어떤 길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자기
가 전공하는 게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기계공학 내용만 공부할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하는 연구도 재료와 기계의 중간적이라고 보면 되
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고 하면 하고 
싶은 연구나 제일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대부분 단독적인 학과
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화학이나 전자나 재료나 
이런 식의 다른 어떤 학문에 기반을 둬서 기계공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더 풀 문제도 많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깊게 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는 
연구에 파생되어있는 연결되어있는 연구들을 이해하면 좋거든
요. 그래서 자기가 특히 학부생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되도록 많은 관련한 기계공학
과 관련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최근에는 공대 내에서만 기계공학하고 재료 또는 화공, 산업
공학 연결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보게 되면 
예를 들어 경영학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학생들이 단일한 
내용만 깊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자기가 하는 연구의 
분야를 나중에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의 폭을 넓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바닷물의 나트륨을 이용한 해수 전지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상용화하

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업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보
게 될 김영식(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님은 
해수 전지를 이용한 항로표지용 등 부표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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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으로부터 총 50억 원 연구비를 지원받아 벤처기업까
지 설립하셨는데요.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지원과정 
및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1.�현재하고�계시는�연구에�대해�간략한�소개�말씀�부탁드

리겠습니다.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지는 화학물질을 전기에너지로 바꾸
는 장치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전지는 고가의 화학물질을 사
용하고 있는데요. 소형 전지에는 괜찮지만, 대용량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을 고가의 리튬이온이나 화학물질 
대신에 바닷물로, 전기에너지로 저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장치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수 전지라고 
합니다.

2.�최근에�값비싼�리튬이온�대신�바닷물�속�소듐(나트륨)

이온을�이용해�전기를�저장하는�해수�전지를�개발하신�

거로�알고�있습니다.�해수�전지에는�많은�장점이�있을�

거�같습니다.�어떤�장점이�있나요?�또한�현재�가장�해결

해야�할�문제가�있다면?

무한한 해수를 에너지 소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
하고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해수를 하나의 양극 물질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해질을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면 소듐 이온의 이동성(이동도)이 좀 낮아지면서 출력을 
높이는 것에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2.-1�해수�전지의�단점을�해결하기�위해서�어떤�연구를�

하고�있으신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바이스이고 하나
는 소재인데, 디바이스 측면에서 얇고 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소듐이온의 이동을 많이 높여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쪽

은 현재는 소재를 세라믹으로 사용하는데 소디옴 이온의 이동
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교수님은�해수�전지를�현재�실용화를�목표로�해서�여러�

제품도�개발�중인�것으로�압니다.�다른�해수�전지들에�

비해서�어떤�점이�개선된�건지�궁금합니다.

기존의 해수 전지는 마그네슘 등을 음극으로 사용해서, 해수
를 전해질로 사용한 것입니다. 해수를 전해질로 사용해서 해수 
전지라고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차 전지에요. 1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면 버려야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해수 전지는 약간 개념이 다른 2차 전지입니다. 해수를 양극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전지인데 우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아
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4.�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콘퍼런스�산업전시회에서�

우리�해양(대표�이용재)과�공동으로�개발한�해수�전지�

기반�항로표지용�등�부표를�출품하셨는데요.�간략하게�

소개� 및� 설명�부탁드립니다.

해수 전지를 개념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는.  많은 분이 ‘해수 
전지가 정말로 작동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는데, 
‘제품을 만들어봐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행사
가 되게 중요했던 것이 우리 입장에서 ‘얘를 만들어서 된다.’ 
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기에 적용했을 때 그쪽 입장에서 ‘아 이것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인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행사도 
저희가 전지협회에서, 전지에서 하는 큰 행사가 아니고요. 등 
부표 학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기계·건설 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 61 -

5.�최근�인터뷰에서�논문은�논문일�뿐이라는�업계의�시각

을�깨려고�직접�포투원(4� TO� ONE)이란�벤처기업을�

설립하셨는데요.�설립과정�및�지금까지�개발한�제품에�

대한�소개�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
겠지만 학계에 있는 분들이랑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중간에 
벽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이론적
으로 가능하고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을 최소한의 디바이스
를 이용해서 ‘입증(prove)하고 논문을 쓰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 소재를 아주 최소(minimum)화
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성능 장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매치가 안 되니까 서로서
로 의심하는 그래서 저희가 학계에서 논문을 많이 내더라도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은 논문용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하
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은 사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외국사례를 보면 주로 그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개념을 
입증(Prove)을 하고 그것을 상용화하는데 가장 핵심멤버들을 
보면 그 연구실에서 나온 학생들이거나 교수들이 창업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스케일업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발판 시켜주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

겠는데 학생들이 그런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꺼립니다. 학생뿐
만이 아니라, 학생들 부모들도 굉장히 꺼리고 걱정하고 교수들
도 창업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립니다. 
기술이전을 하는 것도 꺼리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비난들을 다 본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걱정하고, 학생 부모
들도 걱정하고 교수들도 명예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안된다
면 사기꾼이다.’라는 이런 결과가 도출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면
서 잘 시도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런 기술을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맡기기보다는 작지만 내가 직접 ‘어느 정
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시도해왔
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은 매우 많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조그맣게 해서 되었다고 된 것인데 근데 그것을 
스케일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계와 산업계 사이에 벽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

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5-1.� 개발한�제품에�대한�소개�부탁드립니다.

해수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셀이 필요합니다. 기
존에는 각각 연구실에서 홈메이드 셀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
는데, 그 셀을 ‘어떻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약간 약간씩 달라
지고 거기에 여러 소재를 제공하게 되면 결과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결과들은 다른 연구실에서 따로 나온 것이라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이 
‘최적화된 셀을 만들어서 상용화 하자’ 해서 처음에는 그런 셀들
을 개발했고요.  많은 분이 그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수 전지 
코인 셀 상품화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셀은 실험용이고 데이터를 비교하는 용도라고 한다면, 이 셀이 
정말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각형 셀이라고 하는 
출력을 높이는 셀을 만들고 있습니다.

6.�현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함께�부이(Buoy)용�해수�

전지를�개발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누군가와�함께�연

구한다는�것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요.�함께�연구하

게�된�배경과�어려운�점이�없으신지�궁금합니다.

공동연구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자기 분야가 뚜렷하게 있어
야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저분이 할 수 있으면 사실 
공동연구가 되기 힘들고 경쟁 관계가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뚜렷한 자기만의 정체성
(Identity)가 있으면 공동연구가 가능합니다.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해수 전지라는 원천기술보다는 그런 전지가 개
발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출처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쉽게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7.�한국전력공사는�2019년까지�30억�원,�한국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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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20억�원�3년간�총�50억�원이라는�투자를�

받으셨는데요.�정부에서는�2014년부터�66억�원�연구

비까지�연구비�지원으로는�매우�파격적입니다.�지원받

으실�때�어려운�점이나�정부�사업의�성과�위주의�평가

에�대한� 시행착오는�없으셨는지�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받은 것은 학교의 도움이 많이 컸고요. 유니
스트가 이제 기존의 다른 학교에서 하는 그런 따라가는 연구에
서 선도해가는 그런 연구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 파격적인 아이디어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서 해수 전지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정부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해수 
전지 코인 셀이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었고, 세상에 내놓게 되었
습니다.

사실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은 회사입니다. 전력회사죠. 전력회
사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ESS 즉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가 필요한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은 리튬이온전지를 많이 사용
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이 계속 고가이고 또 문제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
소재를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큰 미래를 
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다른 전지를 찾아보는 중에 
해수 전지라는 아이템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개념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쪽도 이런 연구비를 투자하기 굉장히 
주저하였을 것인데 그 당시에 다행히도 저희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코인 셀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였고 거기서 가능
성을 보고 그런 연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제가 논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연구비를 투자하기에는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바닷물을�이용한�염분�차�발전기술도�에너지�기술�연에

서도�개발�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수�전지의�국

내외�동향은�어떤지�궁금합니다.

해수 전지는 해수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1차 전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염분 차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면 화학에너지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염분 차라는 것은 물의 소금의 농도와 그냥 물의 
소금의 농도가 없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디바이스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
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에너지
에 비교해서 그 디바이스가 너무 크니까. 

외국에는 해수 2차 전지의 소재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코인셀 키트를 구입해서 그 키트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그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재를 해수전지키트에 
적용을 해서 그 소재가 해수 전지에 얼마나 적합한지, 소재 차원
에서 많이 하는 중이고요, 아마 그분들도 이쪽에 대해서 잠재적
(potential)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해수 
전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에 저희
는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9.�친환경�에너지�쪽으로�계속�한�우물을�파신�것�같은데

요.�해수�전지�외에도�현재�연구�중인�내용이나�분야가�

있으신지요?

해수 전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리튬 재활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튬이온전지
를 사용해야 하는 분야가 휴대용(Portable)이라고 해서 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희귀금속
입니다.  희귀금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다 고갈이 되고, 
우리나라는 리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9-1.� 친환경�에너지�쪽으로�결심하신�계기가�있나요?

저는 이제 박사 때부터 전지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왔었는데
요, 전지나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
연기관, 이런 것들도 다 석유화학 물질을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고 리튬이온전지도 화학물질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죠. 그런 화학물질을 찾는 연구를 많이 해왔었는데, 왜 우리
가 굳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우리에
게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려고 하는지,  이왕이면 우리에
게 친환경적이고,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장치를 개발하면 필요한 에너지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10.�같은�분야에서�공부하고�있는�후배들(대학원생들)에

게�이�분야의�연구에�대한�비전을�제시해�주시면서�

한�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지 쪽으로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 쪽으로 연구를 많
이 하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매우 많습니다.  너무 한정되게 그 화학물질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주위를 둘러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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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보통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실험실에�연구할�수�있는�학생들이�많을�것�같은데�

어떤�학생들이�지원하고�어떤�학생들이�함께하려고�

하시는지�궁금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에 전
공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릅니다. 
저희 학생 중에는 생물, 물리, 전자 등 다양한 학부를 하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학부의 전공을 두지 않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연구가 기존의 학부 때 배웠던 공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학부 때 배웠던 공부라고 함은 기존의 알려진 지식을 얼마
나 잘 습득을 해서 얼마나 용지에 잘 적어 넣는 것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하면 석사나 박사연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고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자기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매우 
많은 실패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패를 합
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실패를 극복하고 또 알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공이 다르지마는 관심이 
있는 친구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기에 그런 
학생들이 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2.�실험실에�있는�학생들도�학업을�마치면�창업을�하고�

싶어�하는�학생들도�있을�것�같습니다.�먼저�창업을�

하셨으니까�도움을�주시거나�징검다리�역할을�해주실�

수도� 있을�것�같은데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학위 기간에 물론 공부한다고 바쁘겠지만 
창업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서 창업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위험부담도 크고 돈도 잃고 그런 것이
지만 사실 요즘은 학교나 정부나 창업시스템에 있어서 학생들
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업할 때 개인 돈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도 있고 또 창업해서 실패한다고 하더
라도 크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13.� 교수님의�실험실을�한� 번� 둘러보도록�하겠습니다.�

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험실은 물질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높게 또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는 연구는 해수 전지인데요. 바닷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바닷물의 소금을 이용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장 중점적으
로 하고 있고 해수 전지를 이용해서 담수화 장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있는 이온들을 제거함으로써 저희가 식용으로 마실 
수 있거나 아니면 농경이나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담수화 장치
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는 것은 리튬을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폐전지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추출
을 해서 우리나라가 리튬을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폐전지에서 리
튬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복합전해질인데 흔히 많이 쓰는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정성에 관해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이
나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체와 액체를 
섞은 합성(Composite)한 그런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성
과 효율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것은 액체 금속 전지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보통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고체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양극. 음극 전해질을 다 액체를 사용해서 그 
밀도차를 통해서 분류시킴으로써 훨씬 더 고체보다 더 빠르고 
효율이 높게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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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험장치들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 여기는 해수 전지를 연구하는 곳인데 저희는 이렇게 작은 
셀로 만들어서 실험하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듈형식으로 크게 키워서 상용화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고  
해수를 넣어서 파도치듯이 물결(Flow)을 주면서까지 테스
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복합전해질을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라믹도 직
접 제조하고 폴리모도 직접 제조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복합적으로 안정하고, 효율 좋은 그런 전해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설명해드렸듯이 해수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물질인 
코인 셀이나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는 것들의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1,400도까지도 열처리를 해서 세라
믹이나 양극, 음극 물질들을 여기서 직접 합성을 하고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엔 미세먼지 농도에 더욱 민감해지기 

마련인데요. 점점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잦아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으로부터 대기
오염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신소재와 제거기술의 개발과 관련
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 보시게 될 
김기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님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과
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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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하고�계시는�연구�및�대기�환경�&�대기오염�관리�

연구실에�대한� 간략한�소개�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
로 연구하는 것은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또는 악취물질입
니다. 이런 물질들을 공기 중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소재 물질들을 합성해서 개발하고 그런 물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없애주는가에 대
한 제거관련기술부터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술까지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2.�휘발성�대기오염물질(VOC)인�벤젠,�폼알데하이드�등�

휘발성이�강한�대기오염물질은�실내에�고농도로�존재

할�경우�다양한�문제를�일으킨다고�알고�있습니다.�공

기�질에�대해서�사람들의�관심도가�매우�높아진�상황인

데�한국의�대기오염�물질의�수준이�어느�정도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오염물질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물론 공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염물질들이 저감되는 속도보다 사람
들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88년 올림픽 시절보다 10배 가
까이 농도가 떨어지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이요. 그런데 지금
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미세
먼지가 나쁘다는 인식이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효과
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면적으로 보면, 먼지의 양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먼지를 구성하는 해로운 물질들은 상대적
으로 더 많아진 것처럼 질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적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고 동시에 
다른 복합적인 면들도 존재합니다.

3.�기존�휘발성이�강한�대기오염물질의�악취�성분을�효과

적으로�제어�관리하는�환경분석�시스템이�다양할�것�

같습니다.�기존�환경분석�시스템이�어떤�것들이�있으며�

수준이�어디까지�발전했나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오염물질이 어디서 만들어
지느냐가 중요한데 산업체와 같이 대량으로 생성하고 배출하는 
곳에 대한 관리는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래도 사람들이 약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있다 보니 실내 
환경에서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바깥보다 훨씬 작은 양이라도 
암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고, 공기질의 변화에 대

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는 
중요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은 먼지와 가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는 물리적인 분리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폼알데하
이드와 같은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은 아직 현재의 기술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웬만큼 좋은 제품들도 50% 
정도만 제거가 되니까, 이는 문을 열어두면 없어지는 그런 수준
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기술적인 
개발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금속유기�골격체(MOF)와�같은�신소재를�이용해서�대

기�질이�개선이�된다고�하셨는데요.�그�원리�및�과정에�

대해서�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속 유기골격체는 약 2만 가지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
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새로운 소재들이 공기를 깨끗하
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소재들이 쏟아
져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입
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실내의 특정한 해로운 물질
이 어떤 소재와 결합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집중하
고 있습니다.

많은 신소재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 얼마나 
좋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니, 그중 어떤 것을 찾아 
사용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규명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렇게 성능을 확인한 소재보
다 더 좋은 형태로 새로운 소재를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겠지요.

5.�공기청정기술은�분진�제거�효과는�탁월하지만�이를�감

지하는�제어하는�시스템이�매우�부족하다고�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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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수님께서�개발하신�GC-MS�환경분석기술은�어

느� 정도로�정확하고�객관적으로�사용�가능할까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대기질 기준은 다양한데, 실생활에서 
중요한 해로운 물질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실내 오염물질과 
악취 물질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오염물질들은 
상대적으로 관리대상 종목이 좀 단순하고 제한적이나. 악취 물
질들은 종류가 많고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근 
우리가 연구한 것은 소재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다양한 악취 물질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을 보다 더 단순화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가지의 개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마다 특정한 물질을 찾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편적 분석방법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는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GC-MS)이라는 단일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를 다 정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

6.� 2015년도에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함께�전자담

배�유해물질�측정�분석법도�개발하셨는데요.�질량차추

적법의�진행�과정�및�원리�방법에�대해�설명�부탁드립

니다.�

큰 틀에서 분석이라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피는 보통 담배에 
대해 유해물질을 찾는 실험은 이미 표준화된 방법이 존재합니
다. 전자 담배는 최근에 나와서 그에 맞는 실험 방법, 즉 전자담
배를 사용하면 어떤 해로운 물질이 존재하고 그런 해로운 물질
은 어떤 표준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 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우리 연구실에 일종의 한국
형 표준시험법을 만들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자담배를 사용할 때 전자담배의 연기를 채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채취를 했을 때 시료를 어떻게 처리해서 분석하는 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일조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채취 방법은 질량차추적법이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기존의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조사법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기존 방식은 전자담배 연기를 
채취한 다음에 연기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
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담배 연기를 채취할 때 전
자담배를 사용전과 후의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량분
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전자담배가 연기를 10리

터(ℓ)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전자담배 용액의 사용량을 같이 
측정을 해서 사용량에 대비한 연기 발생량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연기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만 찾았지 얼마 만큼의 
전자담배 용액이 소모되면서 얼마만큼의 유해물질이 만들어진
다는 식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었죠. 즉 이전에는 단순히 농
도 만을 측정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꼬리표를 붙인 것이죠. 예를 
들어 ‘1미리그램(㎎) 사용해서 포름알데히드가 100마이크로그
램(㎍)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물질마다 실제 전자
담배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농도만 발표한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적인 시험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에
서 나오는 많은 논문들도 우리가 제시한 방법들을 많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총�540여�편에�달하는�SCI급�논문을�발표하셨는데요.�

현재�연구� 외에도�또�다른� 분야가�있으신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환경만을 고집하고 그 테두리 안에
서 모든 것을 연구하였습니다만, 환경에 관련된 논문이 많아서 
절대적인 논문의 영향력(Impact)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노
력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약한 편이어서, 우리가 하는 연구를 
더 영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소재를 결합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적인 관점에
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주제를 접근하다 보니 Impact 
Factor가 10이 넘는 훌륭한 저널들도 새롭게 도전할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미 8편의 논문을 이런 High 
IF 저널들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8.�교수님께서�개발하신�분석체계는�새집증후군이나�전자

담배�유해물질,�자동차�냄새�진단�등�여러�분야에�걸쳐�

활용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실제�산업현장에서�어

떤�방식으로�상용화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에서 미세먼지는 잘 제어가 되지만 포
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
보한  소재의 제거효율을 더 올려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공기청
정기에 적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정기가 사람들
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공기를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재를 찾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동차에서 어린이들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보도되는데 차량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여름철이면 차량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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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0도씩 가열되면서 사람들에게 유해물질이나 불쾌한 냄새
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사용하는 소재가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더 고급 차를 만드는데 차량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진 그런 기술로 어떤 소재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냄새가 나지 않는가 하는 소재 개발에서부
터 어떤 소재를 활용해야 바람직하다는 정보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생활환경에서도 실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 향초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들을 분석해서 발
표한 적이 있습니다. 향초는 보기엔 좋지만, 실제 사람에게 얼
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따져 보았더니, 미국에 있는 향초 회사에
서 당신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업체에서 자극받는 것을 보니…….

9.�교수님께서�논문을�보면�해외�연구실과�협업도�많이�

하셨더라고요,�함께�연구진행을�많이�하셨던데�좀�어떠

셨는지�궁금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연구실을 운영 한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일들로 아주 바쁘고, 논문과 연구를 모두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데 조금씩 지쳐 있지요. 우리가 지향하는 만큼의 논문을 많이 
써야 해서 이러한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의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우리 연구실에 학생이나 포스닥을 해서 지금은 외국의 교수가 
된 사람들과 우리 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토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자료도 
같이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 관계 지향적인(Networking) 연구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기업에서도�자문도�많이�의뢰가�된다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기억에�남는�에피소드가�있다면�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나 가스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그런 수요(Demand)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요실금과 같은 성인병
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아기처럼 기저귀 같은 것을 사용해
야 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늘어나겠지요. 그런 것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냄새만으로 이런 사람이 요실금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사람의 호흡이나 소변 
등의 시료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조사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하는 분야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
니다.

최근에 공기청정기 관련한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냉장고의 얼
음을 만들 때 어떤 튜브를 사용해야 냄새가 나지 않는지, 세탁기
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세탁기 용도뿐만 아니라 냄새를 없애
주는 용도로 활용 등과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중요한 
많은 제품들이 쏟아집니다.  냄새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관련
한 연구도 중요한데, 특히 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개발 수요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11.�그�중에서�제일�기억에�남는�그런�사례가�있다면�소개�

한번�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체들과 항상 정
기적으로 자문도 진행하고, 과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의 생활 수준이 자꾸 올라가니까 정말 옛날에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깨끗한 공기를 찾는 
연구 분야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결정적인 계기
로 미세먼지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높아져서 전반
적으로 그런 주제가 환경산업이나 저희들의 연구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기 중에 먼지가 심각해서 
외출도 자제하고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경고가 떨어지는 게 
PM 10 기준으로 입방 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수준입니
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무더위인데도 마스크를 끼
고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겨울처럼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다들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몸을 
생각한다고 열심히 마스크 끼고 지하철역 부근의 흡연 허용 
장소에 도착하면, 마스크를 내리고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



- 68 -

들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입방 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
잖아요. 그런데 담배 같은 것을 피면 그게 얼마나 많은 먼지를 
발생시키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담배 같은 것을 피면 
6천- 8천 정도 올라가거든요. 결과적으로 100이 무섭다고 해
서 마스크 끼고 열심히 자기 몸을 보호하다가, 어느 순간 열심
히 담배 피우는 모순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한쪽 면으로는 굉장히 지적
으로 발전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모순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몸도 챙겨야 하고 보호하려고 다양한 마스크를 착용
하고 굉장히 똑똑하게 행동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결론적
으로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12.�수많은�학생들이�교수님의�연구실을�다녀갔을�것�같

아요.�그�중�생각나는�제자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논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논문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 한국
인 제자 중에 김용현 박사라고 현재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근
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부 3학년 때부터 박사학위까지 하
면서 SCI 논문을 50편 가까이 쓰고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상상하기 힘든 성과죠.

그런 학생이 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막상 그런 학생이 졸업
해서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옵니다. 너무 큰 주춧돌
이 빠져나가니깐. 오죽하면 그런 학생이 있을 때는 해보고 싶은 
연구를 다 해보다가 그런 학생들이 다 나가면 연구주제도 좀 
바꾸어야 하구요. 그래서 남아있는 학생들과 현실적인 타협할 
수 있는 연구 주제로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것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학위를 빨리 받겠다고 하면 
능력있는 학생은 빨리 졸업을 시켜야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고 나갔죠. 빨리 받겠다고 능력이 되고 
논문 같은 것을 기준치 이상 쓰면 빨리 졸업하게 하고 대신 
포스닥을 하면서 봉사해 달라고 하죠. 학위를 빨리 따야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서로 편하죠.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논문
을 한 20편 정도 쓰고, Impact가 30이 넘는 저널에도 논문도 
발표한 인도 학생도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과 싸움인데 최소한 긴 시간으로 보면 
항상 시간에 따라가서 평형점을 찾아가니까 사람이 시간을 이
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서는 내가 할 것이 
많을 때 어떤 중요한 것을 먼저하고 그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런 목표를 만족해 나갈 때 희열을 느낍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상황과 목표를 이룰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13.�같은�분야에서�공부하고�있는�후배들(대학원생들)에

게�이�분야의�연구에�대한�비전을�제시해�주시면서�

격려의�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연구는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범답안을 확보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해답
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길 바라죠. 더군다나 
그런 결과로 논문을 썼을 때 그게 굉장히 높은 영향력(High 
Impact)이 있는 논문(Journal)으로 나온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면서 연구비도 많이 따는 것과도 이어진다면, 더더
욱 의미를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토끼를 두 
마리 쫓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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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그렇게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토끼를 안전하게 
쫒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만 그게 일반인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
운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는 연구는 일반 사람
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높은 수준의 논문(Journal)
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행복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
지요.

많은 연구하는 사람분들이 어떤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도 
좀 가지고 지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항상 

연구라는 것이 생활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요. 또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멀리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너무 복잡한 
이론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지향하는 연
구에 가장 큰 주제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좀 개선해야 하겠다고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산업체에서도 이런 연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올 수 있겠죠? 그런 연구들을 논문으로 
쓰고 이러한 것들이 가끔은 영향력 높은 논문에 나가는 상황이 
실현된다면, 실재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고 할 수 있
겠죠? 그렇게 할 때가 아주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찾아뵐 분은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

영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인간과 기계가 서
로 교감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인체의 속도, 방향, 
체온, 혈류량 등을 감지하여 의도와 상태를 인식하는 기술 연구
로 매우 유명하십니다. 2015년 녹조근정 훈장을 받으셨으며 
MEMS 기술을 나노 바이오 정보 기술로 확장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
록 하겠습니다.

1.�교수님께서�하고�계시는�연구에�대해서�간략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의 피부에서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읽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를 연구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의 표면에서 여러 
가지 신호와 물리적인 특성을 읽어서 암의 상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주로 센서와 칩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느끼는�추위와�더위�상태에�따라서�스스로�온도

를�조절하는�인지형�냉�난방기의�원천기술인�<인지형�

말단�혈류량�측정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희로애락도 있지만 추위와 더위(냉온감

도)도 감정이에요. 현재 에어컨들은 온도나 습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냉·난방기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은 온도
와 습도라도 북극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울 것이고, 적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추울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는 사람들이 
덥거나 추운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에어컨은 사람들의 
쾌적함을 위한 기계인데 왜 온도와 습도만을 보느냐고 생각해
서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추우면 혈류량이 줄어들고 더우면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혈류량 변화를 보면 이 사람이 추위를 느끼는지 더위를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추위와 더위를 알아낼 때는 혈류량 
뿐 만 아니고 피부 온도와 땀도 봐요. 더우면 땀이 날것이고 
추우면 땀이 안 날 것입니다. 또한 추우면 피부가 단단해져요. 
영계수가 높아지는데, 영계수 변화를 봐도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안다는 것이죠. 말단 혈류량을 측정해서 사람이 더운
지 추운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말단혈류량 측정은 유체역
학하시는 분들은 혈관 속에서 지나가는 혈류의 양과 속도를 
잴 것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측정 안하고 열적으로 재요. 열자극 
방식이라고 해서 피부에 40도 정도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국부
적으로 올렸다가 히터를 끕니다. 그러면 40도에서 온도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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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속도가 혈류량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피부의 온도
를 살짝 올렸다가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면 현재의 혈류량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히터와 온도계 만 있으면 
됩니다. 혈류량을 직접 재려고 하면 광학적 방식으로도 잴 수 
있는데, 그러면 주위의 빛은 다 차단해야 하고 매우 거대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열자극 방식으로 말단 혈류량을 재면 조그마한 
히터와 온도계 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상용화를 위해 모 회사
에서 기술이전을 요청해서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
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습관적으로 에어컨에서 조절하는 공
기 온도와 습도에만 자꾸 익숙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왜 에어컨은 온도와 습도만 재고 있을까? 온도를 정
확하게 빨리 유지하려는 에어컨은 기계의 입장입니다. 사람이 
춥거나 더운지만 알면 돼요. 사람이 추우면 더운 바람을 보내면 
되고, 더우면 추운 바람을 보내면 되는데, 공기 온도를 왜 측정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추위, 더위의 감정을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 뇌를 많이 연구하여 뇌 
신호도 측정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 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 환경에서도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체질에 따라 다르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르니 이런 온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는 
유추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지 
말고 사람이 추우면 떨리고 피부가 경직되고, 더우면 땀이 난다
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더운
지 추운지를 알 수 있으니,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재는 것 보다
는 오히려 사람 피부에 나타나는 생리신호를 직접 읽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3.�기존의�열적�쾌적감�지표�외에�인간의�피부경도를�추가

적인�지표로�활용할�수�있음을�처음으로�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어떤�부분이�추가적으로�발견되어�활용이�

된�건지�궁금합니다.�그�원리�및�과정에�대해서�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덥거나 추운지를 무엇을 보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
각할 수 있는 것은 피부 온도입니다. 더우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
지요. 또 하나는 땀과 피부 전도도가 바뀌지요. 지금까지는 더
위와 관계된 생리 신호는 피부 온도 혹은 피부 전도도 혹은 
발한량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판단하려고 하면 오차가 생겨요.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화가 나도 변하고 여러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변해요. 생리 신호가 신체적인 요인
인지 정신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건지를 구분하려면 또 다른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피부 경도입니다. 
피부 발한량과 피부 전도도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피부 온도와 피부 전도도는 조금 다른 것이니, 또 이것
들과 관계없는 지표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피부 경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표로 피부 경도가 괜찮겠다고 생각하
고, 실제 실험에서 이 세 가지(피부 온도, 피부 전도도, 피부 
경도)를 넣어 본 결과 훨씬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죠. 인간
의 더위와 추위를 알아보려 할 때, 이때까지 피부 경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앞으로�조금�더�보완이�되어야�할�부분이�있다.�이런�

부분이�있다면�어떤�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대체로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이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 같으면,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 왜 저것을 하지? 기계공학
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감정과 암세포를 진단한다고 했
잖아요. 진단하는 것은 물리량입니다. 화학량을 보는 것이 아니
고 물리적인 신호와 징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물리 센서잖아
요. 속도나 가속도, 열, 혈류량 등은 전부 물리센서에요. 또한 
기계적인 계측이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환경계측만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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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신호의 물리량을 계측하는 것을 안 해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환경을 예측하는 
물리량 센서와 사람을 예측하는 건 달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이 제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단 혈류량을 잰다고 했잖아요. 혈류량을 

재는 혈류량 계를 얼마나 세게 누르냐에 따라서 혈류량이 달라
져요. 누르면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달라지죠.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로잡
을 것인가. 그러면, 혈류량 소자가 사람과 닿는 이 힘까지 재는 
센서까지 같이 있어야 해요. 힘까지 재고, 이 힘에 의한 혈류량 
변화를 보정 해줘야 해요. 환경적인 것만 감지하다가 이걸 사람
에 쓰려고 하면 문제가 3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문제는 센서 
자체가 인체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예를 들어 온도를 잰다고 
덮고 있으면 더워지잖아요. 열이 더 많아지죠. 아까 얘기했듯
이, 혈류량을 재겠다고 센서와 접촉하면 접촉력이 달라져서 오
차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재는 건데, 병원 가면 신체 검사할 때 
전극을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움직이면 안 되고 잘못하면 
다시 해야 해요. 신체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을 지금의 기계
는 구분을 못 해서 그런 것이에요. 상시로 재려면, 걸어 다니면
서 밥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측정해야 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
면, 피부 온도를 잰다고 하면 온도계 자체가 피부를 막고 있는 
현상이나 선풍기 켜거나 우리가 움직이거나, 바람이 불면 열이 
나가는 것이 벌써 달라지죠. 그럼 이런 영향들을 어떻게 바로잡
을 거냐. 즉 첫째는 센서 자체의 영향, 둘째는 외부환경 변화 
혹은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사용 중에 바뀌는 영향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머리 아픈 
것이에요. 환경계측은 환경이 바뀌면 바뀐 것을 재면 돼요. 그
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
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사람마다 워낙 달라요. 이게 왜 
다른가 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만 달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기억 모든 것의 
종합적인 판단이라서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을 다 알지 않는 한 
인공지능 할아버지라도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공지
능(AI)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성적인 것들이에요. 논리적인 
것. 바둑, 장기 같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은 AI가 케이
스를 많이 학습하면 아주 잘해요. 근데 감정은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억과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알아
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사람마
다 다른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앞의 문제는 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신호
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혈류량을 잴 때 접촉력도 같이 재서 
보정을 한다는 방법 등을 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외부환경을 
측정해서 바로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측정방식을 외부환
경과 덜 민감한 방식으로 유연성 있게 갑니다. 나머지 세 번째 
문제는 개인별 피험자 실험을 통해서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얻은 데이터, 즉 생체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인공지능 센서로 추정해 볼 방법밖에 없어요. 하는 방법은 같아
요. 다 물리 센서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리학적
인 혹은 인체생리 특성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은 암의 특성과 암에 대한 분자 생물학
을 알아야 해요. 그건 공부하셔야 하죠. 융합이라는 게 실은 
저도 잘 모르니까 누구하고 같이 하냐면,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생물학 하시는 분과 의학 하시는 분, 공학하시는 분 이렇게 3분
의 1씩 인원을 구성해서 함께 일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무
리 생물학과 의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하더라도, 지금 의사 선생
님이나 생물학자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센서는 잘하거든
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과 저거 잘하는 사람이 함께 합치면 서로 
이익이 되는 거죠. 저 혼자 하는 연구는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 
같은 것도 결국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들이고 가정의학과 분들하고 같은 협력을 하고, 피험자 실험 
같은 것이라든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병원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죠. 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의 8개 암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암 환자의 
샘플을 가져와서 실제로 봐야 하니까 의료현장과 일을 같이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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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계에서는�MEMS(초소형�정밀기계기술)분야에서�국

내1호,�세계1호라는�타이틀로�유명하신데요.�현재�관

련�분야의�인지증강�기술은�국내�및�해외동향은�어떠한

지�궁금합니다.

알파고 이후로 워낙 AI 열풍이 불어서, AI를 연구하시는 분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AI라는 건 도구(Tool)에요. 딥 러닝
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AI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의 
웨이팅을 조절하는 방법을 뒤에서 여러 단, 즉 멀티 단이 많아질 
때, 이걸 어떻게 끝까지 영향을 깊이 주느냐는 이 알고리즘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보시면, AI Tool들은 거의 오
픈인데, 문제는 AI의 핵심은 데이터에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오느
냐. 아무리 AI라도 데이터를 엉터리로 넣으면 엉터리가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편이고. AI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도 관심이 있는 것은 인지 증강형 로봇. 로봇이 장애인을 움직이
는 것을 보세요. 이런 인지 증강이라는 게 주로 무엇인가 하면, 
신체적인 운동에 관한 것이에요.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우리 소름 센서도 세계 최초였고요. 소름으로 감정
을 알아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맨 먼저 엉뚱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피부 경도로 추위, 더위를 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제일 처음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감정에 관한 영역은 우
리가 아주 일찍부터 연구 했어요. 우리는 8년 전부터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외국도 감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
는 것이고요. 지금 AI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것, IBM에
서 하는 왓슨연구소에서 하는 암 진단기기, 이런 것은 주로 많
이 되어 있는 것이 영상분야입니다. 고양이냐 개냐? 혹은 암이
냐 아니냐? 이런 영상적인 판단, 영상신호에 대한 AI 연구가 
많고요. 인지증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결함’ 중 무엇을 극복하느
냐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처럼 ‘감정’을 연구하는 것은 저같이 
이상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
겠죠. 현대인들의 업종 부분에서 서비스직이 점점 늘어나고 지
금도 은행, 홈쇼핑 등 콜센터의 감정노동자가 아주 많아요. 지
금 이것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도 심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치매 환자의 한 40%가 우울증이 된다는 것 아세요? 치매에 
걸려서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우울해서 정신적으
로 행복하지 못한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 하느냐도 
생각해야지요.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해보면,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은 회사들이 더 잘해요. 그러고 기본적으로 
내 학생들은 앞으로 5년 후에 직장을 잡고 사회에 나갈 사람들
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앞서서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야 그 학생이 잘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교수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잘되는 것이 좋은 대학이에요. 우수
한 학생과 졸업생이 그 대학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6.�기계전공을�쭉�전공해오셨는데�인공지능�쪽으로�가셨

잖아요.�앞에서도�잠시�나왔지만�그런�학우들도�꽤�많

습니다.�기계전공을�했지만�인공지능에�관심을�가지는�

학생들이�정말�많거든요.�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공부

를�하고�또�관심을�가져야�할지�조언�한�말씀�부탁드리

겠습니다.

미래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만 알고 있어
요.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MEMS(초소형 정밀기계기
술)를 연구하고, 지금 바이오로 왔다가 뇌에 왔다가 감정까지 
오는 걸 저도 생각 못 했어요. 저도 첨부터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생각하던 바를 따라 오다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결과론적이고, 지금 학생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올지 인공
감성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얘기
했듯이 인공지능은 Tool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수학을 
좀 더 알면 돼요. 공업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 대수기하, 적분과 
미적분 만 알면 되지요. 행렬의 곱, 행렬의 역, 그리고 웨이팅, 
적분과 미분, 함수와 대수기하 등을 알면 AI Tool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공
지능으로 뭘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MEMS로 뭘 할 수 있
고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MEMS를 잘하면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구의 기능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기술이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가 큰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일
까요? 기술의 중요도와 크기는 적용의 가치 창출에 있는 것으로 
기술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7.�계기가�있으실�것�같은데�어떤�계기가�있으셨는지�궁금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 기계공학을 하고 전산학을 했어요. 수
치해석 쪽으로 연구한 거죠. 수치해석을 할 때는 국산 포니 자동
차의 충돌이나 전복이 되었을 때 차체가 얼마나 단단할까 이것
을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전산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
걸 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뼈대와 껍질만 기계고, 전부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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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해하려면 전자를 이해하지 못
하고는 도무지 자동차의 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자
를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박사과정으로 버클리를 갔어요. 버클
리가 전자를 되게 잘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부전공으
로 한 거예요. 공부하러 갔는데, 기계 전자를 한꺼번에 칩으로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MEMS라는 말도 없고, 
그냥 Micromechanics 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일된 용어도 없었
어요. 근데 그걸 한다니까 저는 기계와 전자를 다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만든 
것이 자동차 충돌 에어백 센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 
충돌 감지용 가속도 센서를 개발해서 실제 차량 테스트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문제가 아니고, 충돌 시 사람이 
얼마나 안 다치느냐만 측정하더라고요. 그러니 자동차 구조라
는 것은 단단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적당히 찌그러져
야 충격을 흡수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들은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같으면 차를 튼튼하게 만들려고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어컨 만드는 사람이 기온과 습도
를 조절하듯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도 자동차의 차체 강도
만 생각하는 데, 그 보다는 사람을 생각해야죠. 결국은 사람이 
안 다치게 만들면 차는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안 다치
면 안전한 자동차에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아 모든 기술과 
기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사람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
든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도 공기는 안 보고 사람을 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에어컨도 사람을 위한 것이지 공기 온도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전산실에 컴퓨터가 과열될까 봐서 
하는 에어컨도 있지만, 대체로 냉·난방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
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사람을 안 보고 공기만 보냐. 
난 이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해도 사람
이 덥고 추운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사람 더운지 
추운지를 보면 공기 온도는 잴 필요도 없고, 사람만 보고 더우
면 시원한 바람 내고, 추우면 더운 바람 내면 된다 딱 그 생각을 
한거에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 

액정을 내가 좀 더 싸게 만드는 것 등은 별로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할 일이고 회사가 더 잘해요. 우리가 
어떤 제조업을 했냐면, 싸게 많이 만들어서 물량을 늘려서 단가
를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국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계도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기계의 
부가가치는 양을 늘려서 단가를 떨어뜨려서 경쟁력을 갖는 기

계는 이제 끝이다. 단가와 관계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기계를 
연구해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측정 센서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금방 베끼잖아요.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앞서 특허도 이야기했지만, 특허를 다 피한다고 하더라
도, 사람의 신호를 가지고 스트레스가 얼마라는 걸 판정하는 
그 기준과 방법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측정기를 보면 전극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비싸요. 
왜? 비싼 게 뭐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가격인 거예요. 그러
면 이것은 원가가 10원이 들었지만 만 원을 받아도 팔리는 거예
요. 기계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가격을 높여야지 양을 늘려
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윤을 내는 기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8.�제일�생각나는�제자나�기억나는�협력자가�있으신지요?

생각나는 제자는 많죠. 보통 교수들이 두 가지 부류의 제자들
이 많이 생각이 나요. 하나는 교수의 속을 되게 썩이는 학생, 
아니면 아주 모범적이고 가만히 둬도 잘하는 학생. 이렇게 두 
부류의 제자들이 기억에 남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학
생들이 애먹이고 이러면 미워요. 근데 지나고 나면 참 이상한 
게, 부모가 되어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요. 지나고 보면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
들은 아주 애를 많이 먹인 사람이 더 생각나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행사를 해서 모든 제자가 다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모입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동차 안전도는 자동차가 안 다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다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깨달은 거죠. 주위에 같이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차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산업체에 있는 사람
들도 있어요.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가 힘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미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학은 학생들이 미래에 
일할 사람들이라서 앞서서 가르쳐 줘야 해요. 제가 생물학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물학을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의학을 모르면 의학저널도 보고 의학공부도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학생들을 서로 
공동지도하든지요. 그러니까 융합은 융합 자체가 아니라, 무엇
을 위한 융합이냐는 거죠.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의사와 암센
터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고, 감정을 연구하면 신경정신과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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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야 하는 거지요. 각기 다른 영역과 자기가 융합한다는 것이
지, 내가 넓게 안다는 것 만 융합이 아니에요. 넓게 고만고만하
게 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많이 아는데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이라
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기계 같으면 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암의 연구라든지 감정의 연구에서 저
같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신호를 보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AI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산학 하는 사람들일 거고. 
암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물 아니면 의학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서 물리적인 신호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9.�후배�분들이�이�분야에�연구를�하고�싶어�하는�분들도�

꽤�많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분들을�위해서�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를 알고 연구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AI
나 우리가 하는 암 연구라든지, 감정연구를 하려면 뭘 공부하면 
될까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것이에요. 잘 모르면 
섣불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알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이 맞고
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좀 진지
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할까요? 라는 것은 자기도 별로 적극
적인 생각이 없이 하는 질문이고,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 ‘이것이�이공계다’라는�책을�출간을�하셨는데�금방�해

주신�말씀도�이�책안에�들어있을�것�같은데�이�책에�

대해서도�간략하게�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출판사에서 이공계 진로서적을 써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연구재단에 과학기술 앰배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
는데 제가 초기부터 계속 강연을 나가고 있거든요. 초중고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에요. 그 강연에 가보면 학생들이 ‘내 
꿈이 뭔지를 찾는 게 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꿈을 찾는 법,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 하
더라고요. 출판사에서는 지금까지 진로 관련 서적은 대학입시 
가이드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고, 미래의 유망분야나 10대 분야 소개 또는 
전문분야의 소개가 대부분이었다 합니다. 즉 현재 무엇이 있는
지는 알겠는데 그럼 미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관한 문제에요.

이 책을 보면, 대학원생들은 교수님과 논문토픽 이야기하잖아
요. 대학원생들은 논문토픽을 뭘 잡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진로 서적은 대부분 직업적인 학과 소개, 입시 교육 지도
책이라서, 그것이 아니라 이공계에서 진로를 찾고 선택하는 법
을 써 달라고 하던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워낙 생각이 다양하고 전공이 다양한데, 이게 꼭 기계공학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넓은 이공계에서 내가 어떻게 진로 지도
를 할 수 있겠나 싶어 못하겠다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그럼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풀었고 무슨 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한 이유와 어떻게 
했는지를 적고 나서 그것을 보고 독자들이 유추하게 하자고 
해서 이 책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중요 쟁점은 제가 살아온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소마다 
사람마다 길이 다르니까 요소마다 결정하는데 어떤 고려를 했
나,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쭉 적은 
것입니다. 책 제목이 ‘이것이 이공계다’인데 사실 제목하고 내용
과 조금 안 맞아요. 제목은 아주 크고 거창하지만, 내용은 매우 
소소하고 미약해요. 이책은 대학원생이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공계를 걷는 사람이나 현재 연구를 하는 사람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이거든요. 
책 안을 보면 왜 암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감정연
구를 하게 되었는지, 감정연구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
는지 등 제가 실제 겪은 근본적인 문제들과 이를 풀게 된 동기와 
생각 그리고 왜 하필 그 많은 질병 중에서 암 연구를 택했는지 
그 이유도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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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찾아뵐 분은 42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생활을 하셨고, 건축학에 기본
이 되는 많은 서적들을 출간하신 김광현 교수님이십니다. 최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건축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란 주
제로 강연도 하셨는데요.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기간� 몸담았던�서울대학교를�떠나는�퇴임하는�

소감이�어떠하신지�궁금합니다.�

처음에 그만두기 1년 전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
나? 그러다가 전철을 보는 순간 전철에 앉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철을 내리면 빨리 다음 역으로 가야지 자기 
자리가 없어졌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갈 길을 빨리 가는 거지. 그걸 아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은 편해요.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나오니까 ‘저 양반 참 섭섭하
겠구나.’ 이제 뭐 하지 그게 아니라 나오니까 대학교 정식 교수
가 아니고, 명예교수를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져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2.� 2014년도에�출간� 된� [건축� 이전의�건축,� 공동성]�

서적에�대해서�이야기�해주세요.

본래 그 책은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공간사"라는 유명한 
건축 잡지 회사가 있는데, 단행본의 첫 번째 책을 교수님 책으
로 내자고 요청이 와서 어떻게 책을 이렇게 빨리 쓰겠냐고 했더
니, 옛날에 써놨던 글들을 다 모아서 선별해서 하자고 해서 그
럼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여 중간에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책이 편찬되었어요. 제목이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 
인 글인데 처음엔 학생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더라고요.

건축 이전의 건축, 철학적인 얘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건축하
는 사람들이 설계하여 집을 지으면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좋은 예술 그리는 것이 집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그다음 졸업생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는 그런 건축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건축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이 물리적인 모양을 갖추기 이전에 그 성질이 뭘
까? 인간이라면 나라나 문화나 시대와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회화나 조각이나 또 다른 
어떤 공학적인 사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건축하는 사람이
나 건축계나 현대건축에서는 그것을 잘 알아야겠다 하여 쓰게 
된 것이에요.

3.� [건축이�우리에게�가르쳐주는�것들]�서적에�대해서�이

야기�해주세요.

KBS1와 KBS2에서 모두 여섯 차례 건축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중 KBS1의 4회 강의를 연속으로 했는데, 그걸 보던 어떤 
출판사 이사님이 오셔서 비슷한 내용으로 책을 좀 쓰라고 해서 
나는 내 교과서 쓰는 것이 바빠서 못한다고 거절하다가. 유명한 
건축가니, 작품이니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런 장르의 책들이 너무 
많고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교수님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면서 보이는 주차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먼저 글을 좀 써보시라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제가 혹해
서.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해볼 만하겠다고 시작되었어요. 
또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어려운 용어들을 쓰지 말고 한 번 써보
시래. 건축 전공한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 좀 더 강조
해서 얘기하면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육청에 계신 분들 
‘건축이 무엇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뭔가 토대
를 가지고 보고 그것을 참조해서 할 것이 없을까. 그때 생각은 
꼭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나라 교과서 
같은 책에 건축에 대한 많이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책의 서문에 이 책은 두 권으로 이루어진 국민 건축 교과서 
중에 첫 번째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저기 보이는 “기초건축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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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축기본법을 만들자고 하여 연구했을 때 국가가 건축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가르치나. 대학교에 가르치
는 강의 말고 정말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 건축을 통해서 국가
가 해줘야 할 것. 이것을 좀 가르치려고 국토부에다가 제안했어
요. 그때 건축기본법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연구했고. 
저런 내용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똑같지는 않지만, 저 
책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고 쓰인 책이[건축이 우리에게 가르
쳐주는 것들]이라서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4.�건축학을�전공하는�학생들을�위한�책도�내셨어요.�총�

열권짜리인데요.�[건축강의�세트]�서적에�대해서�이야

기�해주세요.

이론이나 설계에 관계되는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책이 없더라
고요. 서양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건축을 정작 가르치는 것에 체계가 없으니까 이게 바탕이 되겠
는 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저걸 10년 전에 빨리 냈어야 했는데, 
괜히 이 일 하고 저 일 하고 끌다가 은퇴하기 전에 정년 맞이해
서 3년 전에는 내야지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올해 2월 28일 정년을 맞이했는데 아마 1주일 전에 저 책이 
나왔을 거예요. 책을 썼는데 10권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5권으
로 편찬하려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책이 두꺼우면 문제가 있다
고 하여 좀 더 편리해야지 무겁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10권으로 나누어서 편찬되었는데요.

10년 전 20년 전 좀 더 빨리 써냈으면 저런 책을 못 썼어요. 
저도 쓰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고, 나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65세에 퇴직했는데 5년 늦게 낸 것이 5년 동안 숙성
되어서 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 책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3학년 학생한테 가르치

고 있는데요. 지금 4권 끝났나? 그래요. 한 학기에 10권짜리 
책을 읽는 곳이 어디 있냐고, 근데 끝내볼까 해요. 또한 젊은 
건축가들 30∼35세대정도 또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책을 가
지고 ‘한 달에 한 권씩 열 달 동안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가르친다기보다는 학부생은 제가 가르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30∼35세대 정도가 되면 교
수님 생각이 맞긴 맞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점도 있습니
다.’라는 얘기를 들을 기회를 만들어서 무언가 반성하고 고치고 
더 나은 이야기를 쓸 수 있기에 가르쳐 보려고 그래요.
이달부터 시작하여 제1권을 이미 두 번 가르치고 있다. 100명 

정도의 젊은 건축가들이 열의에 가득 차 공부하고 있고, 들고 
있는 책을 보니 이미 다 읽고 온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올해 
안에 3권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다.

5.� [세우는자,�생각하는�자]�라는�제목이�있습니다.�이�책

에서�강조하는�것이�무엇인지�이야기�해주세요.

학교에서는 건축가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이런 얘기들
은 없고, 죽으라고 도면들을 많이 배우는데 건축에서의 도면은 
무엇이냐고 쓰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희한하죠? 건축가란 도
대체 무엇을 하는 인간이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하는 뜻으
로 책 제목을 바꾼 것인데요.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이데거
의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라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인간의 조건] 훌륭한 책을 쓴 
분. 책 내용 중 만드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이 분리되어서 만들
어진 것이 노동(labour)이다. 그러나 이 둘이 합쳐질 때 워크
(work, 작업)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세운다는 것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
게 낮추보는 것 같아요. 첨단이 아니기에 낮추보는 것 같은데, 
오래되었기에 낮추보고 마치 건축에 공공건물을 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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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기획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생각하고, 건축가는 받아 적기
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받아 적는 일만 하는 
건축가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단순치가 않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
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하고 
그것을 세운다는 것을 합체하지 않으면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좀 일깨워야겠다는 생각으로 2권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6.�우리나라의�현대�건축학의�위치라고�해야�될까요.�어느�

정도�수준,�어떻게�평가하시는지�교수님의�생각이�궁금

합니다.�

10년 전부터 건축학 교육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5년제도 생기
고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분리되어서 전공을 따로 해서 가르치
다가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시도했는데요. 그러
다 보니 설계가 상당히 강조되었어요. 강조된 것은 숙원 사업이
기에 강조되기도 하였는데, 강조된 나머지 잃어버린 것이 있어
요. 모두가 같이 알아야 할 어떤 이론이나 생각에 대해서 잘 
정립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점차 개인의 일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축학 연구가 21세기에 맞도록 정보화 사회에 대
응되는 건축들을 많이 생성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할 텐데, 옛날
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해악이 크다고 생각해요. 
건축이나 도시는 한 번 만들어지면 50년이나 100년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미리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와서는 조금 취약해진 것 같아요. 현대 건축은 
현대 사회에 흘러가는 모습을 건축가가 잘 파악을 하고 규모가 
크건 작든 간에 이걸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현대 건축의 
일인데요. 근대에 지어진 것은 건축을 지었다고요. ‘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만들다’와 ‘책으로 만든다.’
는 다르잖아요. 책을 만드는 것은 책이라는 물체를 만드는 것이
지만 책으로 만든다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현대 건축에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면 건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건축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아마 건축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를 해야 하는 과제가 현대건축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건축가들
이 부지런해야 하고 또 사회도 건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야. 옛날처럼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설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7.�교수님이�생각하시는�현대�건축의�과제에�대한�해답.�

즉� 건축의�방향성이�있을까요?�

매우 큰 집단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집단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구청사를 짓는다면 멋있는 것을 만들어서 
구를 상징하는 건물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 가령 옆에 유치원이 있다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
칠 것인가가 먼저 있어야 해요. 의미도 없이 집을 지으니깐 아이
들이 무엇을 배우냐고요. 가령 어린이집 바로 앞 버퍼존 [buffer 
zone]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 동네 사람 지나가는 조그마한 카
페나 빵집을 만들어서 함께 지내면 어른들이 늘 항상 옆에 있고 
애를 데리러 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인사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될 텐데, 지금의 어린이집을 보면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와. 애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 가서 머물렀다가 우리 
엄마, 아빠 만나는 그 시간에 나오는 것 그 이외에 배우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동네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울 건가. 그런 것으로 집을 바꿔
야 하는 것 같아요.

8.�현재�우리대학에서나�우리�교육에서나�이루어지는�건

축학�교육이�이런�방향성으로�지금�가고�있을지�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학마다 예전보다 설계 분야로 많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설계 쪽으로 과제들을 많이 
주는데 그것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화하고 이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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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금 더 크게 사회로부터 무언가가 필요로 한다고 말해야 
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럴 정도로 관대하진 않다는 말이에요.

건축은 사회가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을 편
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건축물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본인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주어지고. 국토부가 
의견도 수렴하고. 공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뭐 해. 사용 가
능성이 있어야지. 그냥 설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앞으로 무엇이 기대되느냐고 하는 프로그램들
을 만들어야 해요.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요청하는 사람이 만들
어야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 건축에 참여하는 많은 
분이 건축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건축은 건축가, 건축 전문가가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외
에 다른 것. 예를 들면 건축을 짓게 해주는 사람, 지으려고 기획 
한 사람, 건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이용도예요. 공간이라면 
옛날에는 건축가가 공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라고. 이러한 인식이 없으니까 만들어지면 나는 가서 쓰면 된다
고만 생각합니다.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쓰임새에 대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현대건축이나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인
데, 단일화된 건물처럼 기념품 만들 듯이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난 
지 100년 됐어요.

9.�봉직하시면서�건축설계가�산업으로�일어�설�수�있는�

발판인�건축기본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등을�비롯

한�법,�제도,�정책�개선에�많이�기여했다고�들었습니다.�

혹시�기억에�남는�건축�관련� 정책이�있을까요?�

본래 전공이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건축 설계하
고 이론, 디자인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분야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설계 대가를 잘 받는 것이거든요. 건축 설계 즉 대가 
받는 것인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가가 받는 대가예요. 
건축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가 
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건축하는 사람의 전문가 쪽에서 제도를 생각했는
데 점검하다 보니 이 제도가 잘 해결이 되어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정부든 누구든 해야지 이게 풀려요. 학교에 앉아서 건축
학 연구해서 논문 잘 썼다고만 하지. 왜 논문 많이 써야 하고 
연구 많이 해야 하는지 아느냐고 법 제도 두 자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연구와 논문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
고 쌓이는 힘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정말 어렵더라고. 
정부나 누구에 가서 이렇게 해줍시다, 절대 그분들 쉽지 않아요. 
연구를 많이 하고 데이터도 제시한다면 반드시 국가 정책 분들
이 귀를 기울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건축 전문가 수십
만 명이 혜택을 받아요. 그 혜택을 받은 것은 건축 전문가에게만 
가지 않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제도라는 것이 늘 얽혀져 
있어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본법을 제
정해야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연구를 해보래요. 건축기본법 연구를 3천만 원에 해보
라고. 1년 반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었고, 근데 그게 법이 
되더라고요. 입법해서 될 확률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
래요. 운이 좋아서 갑자기 국회에 통과가 되었는데, 김광현이라
는 사람이 건축계에서 무슨 일을 제일 잘했냐면 딱 하나 있다면 
건축기본법 말했고, 연구자였고, 거기 쓰이는 시행령을 만들어 
봤고, 또 통과도 해 본 것이다.

그 일의 계기로 설계 대가를 올리는 일과 건축교육, 건축사 
교육, 인증원 문제 등을 전공도 아닌 사람이 해보라고 관심도 
켜졌고 그러는 사이에 건축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어요. 건축 
강의 책도 학교에서 가르친 강의를 주로 모은 것이지만,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사이 그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쓰고, 또 설계를 가르치고, 서로 엮이게 되면서 작성한 내용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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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재�건축�관련�제도�중�가장�비판하고�현실성이�떨어

지는�제도가�있을지.�

전자입찰 같은 것들은 10년 전만 해도 고치세요, 심한 이야기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놔두면 범죄라고. 많이 달라졌어요. 20
년 전에는 국가가 안 바뀔 것처럼 보였는데 국가가 오히려 더 
잘합니다. 앞장서서 해줍니다.
현재 제일 필요한 제도는 건축설계 대가에 관한 것이에요. 대

가가 너무 적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합의해야 되는 것인데
요. 공공건축을 만들 때 설계 대가를 올려주는 건들이 있는데, 
국토부가 고시도 만들고 그 외에 설계 대가를 만드는 것을 제도
로 건축사, 다른 기술사들, 정부, 민간이 따라주어야 제도가 개
선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건축가들이 상대해서 좋은 아이디
어가 많이 나왔기에 뭐 어느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많은 기대를 해야 하고 건축 전문가들이 열심히 해야죠. 뭐.

11.�외국과�비교했을�때�우리나라�공공건축물의�아쉬운�

점이�있을�것�같아요.�좋은�점도�있고�아쉬운�점도�

있을�것�같은데�어떤�것이� 있을까요.�

공공건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것이니까 정부나 사법
기관에서 쓰는 건물은 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건물 좀 더 
생활에 가까운 것. 그런 가까운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동이 걸린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빨리 고쳐야 할 것은 
학교건축입니다. 학교 건축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
고, 대한민국 건축학에서 학교 건축 연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들 연구했어요. 근데 왜 좋은 학교가 안 지어지냐면 교육과
정과 함께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 
생활이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제자가 교육청에서 무슨 체육관 당선이 되었대요. 
그래서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 바꾸고 있다고 그 안을 보니 
교실 옆 체육관도 있는데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체육관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큰 공간이라고 본다면 가까이 놓으
면 좋은데 시끄럽다고 애들이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이 
옛날 집처럼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공공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건물이든 작은 건물들이 우리 

몸에 참 있어서 좋았다고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주변에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도 가깝고 작은 집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크고 
상징인 건물도 좋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니까 우리 주변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진 것이니 
어떻게 지어지든지 관계없다고 볼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언론에서 학교 건물이 이러하다 고쳐야 하겠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관심이 없다고. 인생의 7분의 
1 정도를 학교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7분의 1이 이게 평균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1년하고 감수성이 가장 많
은 학생의 1년은 다르니까 7분의 1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분
의 1일 지도 모릅니다. 그 중요한 생활공간을 잘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을 
빗대서 우리가 공공건축을 어떻게 하나 현재 불만을 안 가지고, 
고칠 생각 안 하고, 학교 교과 과정은 교과과정 따로 가고, 교과 
선생님들은 따로따로 가다 보니 건물이 밀도 있게 지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2.�교수님께서�지은�건물에�대한�이야기도�듣고�싶습니

다.� (천호성지� 천호부활성당-2008년� 한국건축가협

회상,�성바오로딸�수도회�사도의�모후집-2005년�가

톨릭미술상�본상,� 농심어린이집�등�

기억이 나는 건축물은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에 천호성지라는 
성인 열 명이 누워있는 곳에 성당을 짓게 해주셨던 것이 정말 
고맙고요. 그 밑에는 봉안당(납골당)도 있고, 그 근처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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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저로서는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뭐 다른 연수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보았는데 그것
이 젤 낫고.

농심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여 어린이를 데
리고 오는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은 바로 그 위층에서 일하고 
있고, 점심때도 와서 만날 수 있고 퇴근할 때쯤이면 데려갈 수 
있고.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만났을 때 기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집 밖에서 
기다리지만, 농심 직장어린이집은 사내니깐 앞에 마당도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는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엄마는 
뒤에 있으면 안 되고, 대체로 그 시간대에 몰리니깐. 퇴근시간
대에. 바로 옆에 원장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고, 아기 껴안는 
그때가 어린이집의 최고다. 그다음에 좋은 환경이 있고, 어떤 
교육을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앞에 있는 입구와 마당과 정원이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본래 다니던 곳에다가 아이들 
복도를 연장해서 미끄럼틀도 내려오고 계단으로 해서 극장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려 했는데 길이가 잘려서 계단을 돌리는 
바람에 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이를 상대로 건축을 해봤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열 개 더 
짓고 싶어졌어요.

13.�교수님께서�건축물을�보시면�가장�먼저�잘�지었다고�

하는�기준과�교수님께서�거주하고�싶은�건물의�기준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루이스 칸(Louis Kahn) 건축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설계한 필립 엑서터 도서관이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 도서관이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있고 책이 있는데 고등학교 도서관이니까 그렇
게 책이 많지는 않은데, 루이스 칸이 도서관이 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카탈로그 상자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어요. 직접 책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도서관에 가운
데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데, 그 가운데를 보면 책들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이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충동이 일어
나게 하겠다고, 그 가운데에 이름을 지었는데 ‘책이 초대하는 
장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쓴대요. 책이 
책을 찾고 있는 것 나름의 깊은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건물로는 문화일보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카페
에 쓰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집이 좋으냐 하니깐 피셔 주택이라
고 하는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데요. 그런 주택을 좋겠다는 생각
을 가졌어요. 조그마한 건데 평수 따지면 사는 집만 한 50평밖
에 안 돼요. 설계하는데 4년, 짓는데 3년. 넓지 않은 집에도 
창가에 가 있어도 식당에 앉아 있을 때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살고 있던 딸이 3살 때 집을 짓기 
시작해서 딸이 10살 때 완성이 되고, 거기서 한 20년 살다가 
결혼을 하고.

이런 집이 참 좋은 집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활을 
침착하게 다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지. 아파트라고 혼내지 말고 아파트 안에서
도 무엇이 가능한지 100점이 아니면 어때요. 30점 맞아도 30은 
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가꾸어 나가면 
집이 정말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4.�퇴임을�하시고�많은�활동을�하시고�계세요.�건축가로서�

그리고�작가로서의�삶이�또�앞으로가�어떻게�구상이�

되고�있으신지�궁금합니다.�

정년으로 퇴임하기 2∼3년 전부터 저는 하느님에게 받은 조
그마한 재능이 있다면 가르치는 일인 것 같아요. 공동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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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유명한 건축가만 
강의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집을 짓는 목수들. 목수
가 가르쳐주는 건축계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왜 이름 없이 
임금만 받고 떠나야 하나? 좋은 건축의 일들이 많은데. 목수가 
와서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공동건축학교라는 이름
을 지었어요. 지금 한 2년쯤 했는데, 계획안을 많이 세웠어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해서 강의도 만들고 나도 가르치고 또 그들
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괜찮은 젊은 건축가가 
있으면 부각도 시키고, 학생들도 질문할 것이 있으면 너희들도 
좀 자발적으로 하자고 시작한 것이 공동건축학교를 만드는 것
인데요. 올 10월부터 하려고 해요.

15.�현재도� 30,� 40을�위한�젊은�건축인들을�위한�교육�

프로그램도�많이�있다고�들었는데요.�

사실 공동건축학교라 이름을 붙여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의 한 
제목이었어요. 앞으로 한 4년, 5년쯤 하다가 후에 제자나 다른 
대학교 출신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모여서 
이야기를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6.�공동건축학교라는�것이�어떤�분들을�위한�것이고�어

떤�분들이�꼭�들었으면�좋겠다,�어떤�분들이�꼭�왔으

면�좋겠다�뭐�그런�방향성이나�지향하는�점이�있으시

나요.

30∼35세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류였으면 좋겠다. 사무실에서 일
하는데 자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시간만 있으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들이 그 나이에 필요로 하는 공부들, 고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35세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건축 공부나 자기 
발언들.
그들에게 테마를 줄 테니까 에세이를 쓰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모인 자리에서 발언도 하고 말로 하면 끝나니 책자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 국토교통부면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정
책관이 알아야 한다면 보내드리고, 협회 회장이 알아야 한다면 
보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젊음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있으
면 또 40대가 되니깐 조금 있으면 지도자가 돼야 하니깐. 개인
의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불만, 불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도를 바꾸고 제안하는 것도 그 사람
들한테는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17.� 기억에�남는� 제자도�있을� 것� 같아요.�

학부 다녔을 때 집안이 어렵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던 제
자가 있었는데 “너는 왜 설계를 안 하니”라고 하니 “집안에 어려
운 일이 있어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집이 팔려서 떠돌아다닌 
지 6개월이 되어서 그래서 교수님 숙제를 잘 못 합니다.”라고 
그 학생이 말해주었어요. 참 그때 그 친구가 정말 고맙더라고.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이나 형한테도 말하기 
어려울 건데. 나중에 장학금도 받고 그 학생이 잘되어 학위도 
받고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끄럽게 생각 안 하
고 자기가 자기를 연마하고 또 잊지 않고, 또 그 마음은 저한테
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한데도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른 공부도 아닌, 건축 설계를 한다면 그런 따뜻한 마음이 훗날
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더 큰 일을 할 때 배어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8.�마지막으로�같은�분야를�연구하는�학생들에게�전하고�

싶은�조언과�당부의�말씀을�부탁드립니다.�

학부생은 건축 설계를 주로 강조하기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
시고, 설계 열심히 하라고. 건축의 일은 정말 넓어요. 길도 많고.
대학원생한테는 누군가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설계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세상과 사회는 댓가를 줄 
거라고.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나 모두가 건축 공부, 건축 설계, 건축 
이론 공부를 해서 사회를 보는 눈을 배우는 것인데, 건축을 공부
하는 젊은 사람들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기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어떻게 역전시켜서 만들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 설계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설득해야 하고 
어디 가서 일을 꾸려야 되는 직업이기에 특히 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석 :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이며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2차 세계
대전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전체주의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사회적 악과 폭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폭
력의 세기》를 집필하였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등 '전체주의'
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탁월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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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볼 교수님은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 예술 감독이신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근현대 건축에 내재하는 집합적 건축도
시의 모폴로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모색하
는 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근�연구�활동에�대해�궁금합니다.�요즘�어떻게�지내고�

계시나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서울에 관해 연구하고 그와 관련
된 글을 쓰고, 책을 준비하고, 그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나는 틈에 서울시의 각종 건축 도시 관련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베니스�비엔날렌�건축전은�전�세계�건축의�흐름을�한눈

에�볼�수�있는�전시입니다.�교수님께서�2016년�한국관�

예술�감독을�맡으셨는데요.�용적률�게임이란�전시로�사

회�이목을�집중시키셨습니다.�용적률�게임의�의미는�무

엇인지�궁금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전 세계에 
수백 개가 비엔날레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십여 개가 
있을 거예요. 이중에서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가장 오래됐기 때
문에 가장 명성이 있죠.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일종
의 예술 행사를 말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의 경향,  전망, 혹은 이슈 이런 것들을 모은 플랫폼 
전시가 비엔날레라 할 수 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는 짝수 해에
는 건축, 홀수 해에는 미술, 매년 영화제가 열려요. 제가 2016년
에 한국관 예술감독을 맡았었는데요. 비엔날레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그 해의 총감독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 
각 국가관은 그 주제에 맞게 전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2016년에 총감독은 칠레의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Alejandro Aravena) 였어요. 그가 내건 주제가 [Reporting 
from the Front, 전선에서 알리다] 즉 “당신 나라에, 혹은 당신
이 일하고 있는 곳의 건축의 전선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한테 
알려 달라. 그리고 같이 공유하자.” 이게 바로 아라베나 감독의 
주제거든요. 그 주제를 받고 한국 건축과 도시에서 전선이 무엇
인가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용적률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적률 게임에는 모든 게임처럼 일종의 어떤 규칙이 있고 선
수들이 있습니다. 한 뼘이라도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들, 또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시공자, 건설사,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게임을 하는데, 
그 두 축의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도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
지요. 이 삼자가 만들어 내는 것이 용적률 게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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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건축의 밑바닥에는 용적률 게임이 흐르고 있고, 이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선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전 세계 건축 
도시를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국내 사람들
에게도 아름다운 건축을 만드는 이면에 아주 치밀한, 치열한 
경제 논리와 게임들이 숨어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전시로 만든 것이 용적률 게임입니다.

3.�용적률에�대한�교수님이�공간과�건축에�대한�인간의�

욕망을�압축적으로�드러내는�개념이라고�표현을�해주

셨잖아요.�그렇다면�조금�더�나은�도시공간을�만들기�

위한�해법을�제시한다면?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잖아요. 도시계획 혹은 부동산 건축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
는 일종의 산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용적률을 검색
해보면 한 10만 건 정도 기사가 떠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재산증식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그것에 의해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죠. 도시라고 하
는 것은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용적률 게임이 단순히 어떤 
개인 욕망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공적 이익을 갖다 주는, 혹은 좀 더 풍부한 도시공간을 
만들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으로 던졌던 거죠. 그리고 그 
해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건축가들의 방법도 다르고, 위
치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학자 연구자
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러한 욕망의 게임을 ‘우리가 좀 
더 좋은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하나의 기제로 삼자’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발언이죠.

4.�용적률�게임전시�작품�중에서�빨간색으로�표시된�부분

이�있더라고요.�정확히�어떤�걸�의미하는지�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연면적이라는게 있어요. 바닥 면적의 합

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돼요. 1층 몇 m2 , 2층 몇 m2 이렇
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지어져서 우리가 사는 집은 그 공식적 
기록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온돌을 깔고 살잖아요. 불법으로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 2005
년 그걸 정부가 합법화했습니다.  워낙 전반적으로 발코니 확
장을 했으니깐. 그런 발코니 확장처럼 실제 건축물의 공식 기
록에는 없지만, 지어진 건물에 있는 부분들을 다 빨갛게 표현
한 거예요.

4-1.� 숨어있는�공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숨어있다기보다는 용적률 게임을 통해서 얻어낸 일종의 잉여
의 공간, 잉여의 바닥 면적이 빨간색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들
이 과거에는 주로 불법이 많았죠. 우리가 용적률 게임 전시에서 
보여주었던 빨간 부분들은 불법은 아닙니다. 치밀한 건축설계
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간들입니다. 빨간 부분들
은 단순히 개인의 내부 공간을 확장한 의미도 있지만, 건축과 
도시 사이에서 더 풍성한 외피를 건축가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건축에서 그것을 인터페이스(Interface)라고 하는데요.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들을 만들어냄으로 실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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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바깥에서 봤을 때도 
마치 한옥의 처마와 처마 아래와 같은 전이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용적률 게임으로 만들어낸 빨간색 부분의 긍정적인 역할
을 생각해요. 더 나아가 더 큰 질문은 그 빨간색 부분들이 우리
의 도시의 공적 공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
고 건축과 도시는 거기서 어떤 작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던지는 질문들이죠.

5.�서울의�용적률�게임을�전시하면서�가장�인상�깊었던�

사례가�있었다면�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시의 이면 도로에 들어가면 허름한 빌라 집들이 많잖
아요. 다가구 다세대주택들 1970년대 80년대 지어서 2000년
대 말까지 지었던 집들이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 부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에서 점차 없어지는 건축물이죠. 우리
는 거기에 대해서 별 가치도 두지 않고, 또 중산층도 돈을 벌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다 피하고 싶은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학생들한테도 빌라 건물을 설계하라고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거
든요.

그런 건물들을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본 사진, 그림으로 우리 
전시회에서 보여줬거든요. 유럽 관객들이 와서 이게 당신 나라의 
“Vernacular Architecture 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Vernacular 
Architecture 라고 하는 것은 토속 건축이라는 뜻이고, 그 나라
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을 말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베니스에 
가면 3, 4층짜리 건물들이 도시 전역에 꽉 차 있잖아요. 혹은 
파리에 가면 5, 6층짜리 건물들이 있죠. 이런 우아한 건물들이 
유럽도시를 채우고 있잖아요. 관객들이 ‘우리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그런 건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
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도시의 배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않
았거든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
서 그냥 지워야 할 대상, 없어져야 할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보여준 좋은 사례는 36개 작품 속에 자세히 있기 때문

에 관객들이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놓쳐버린 것에 대해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읽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6.� 외국인들의�반응이�궁금합니다.� 어떠한가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가 가진 모습인
데요. 서울의 모습을 보면, 6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600년 
된 건물이 남아 있는 것도 거의 없고, 거의 근대 혹은 현대 도시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테헤란로처럼 바깥에서 보면 고층 건물이 
즐비한 길들이 많죠. 그런데 골목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3~4
층 건물로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풍경들이 벌어지죠. 밥
집, 술집 그렇죠? 좀 더 들어가면 주택가가 있고, 겉살과 속살이 
다른 아주 이질적인 풍경들이 펼쳐져요. 도시계획을 공부를 해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만큼 서울은 겉과 속이 
다르고, 다양한 풍경들, 다양한 건축들이 충돌하는 곳인 거 같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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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되어서 겉과 속이 똑같은 도시가 있는 반면에 우리 도시
는 다르다는 거죠.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 많은 도시예
요. 사실 새로운 문화, 혹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그런 
지점들에서 발생하거든요.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갑자기 충
돌해서 거기서 무슨 해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공감하게 해주려고 했던 부분에서 자신을 얻었다 할까요.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우리 도시의 속살의 풍경, 이질적인, 잘 정돈되
지 않은 도시건축 모양들을 거기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도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용기를 얻었던 
거 같아요.

7.�건축학과에서�필독서로�많이�추천이�되고�있다고�해요.�

책�이름이� ‘길모퉁이�건축’인데�어떤�책인지�잠시�소개�

좀�부탁드립니다.

책의 전반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수레로 다니다가, 자동
차로 발달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운송의 수단, 보
행의 수단에 따라 바뀐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다루는 게 전반부
고요. 후반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도시 건축의 특징을 다루
는 책인데요.
우리 도시의 가장 평균적인 건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면 상징적이고, 문화를 대표하
고, 손에 꼽는 이런 것들을 건축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가 두툼하고 튼튼해야 하죠. 
오염된 물에서 좋은 꽃이 피지 않듯이 밑이 튼튼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도시와 건축에서 그러한 중요하고 소수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 게 이 책이에요.
가장 중간적인 건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본 거죠.
첫째 규모입니다. 서울엔 건물이 한 64만 동이 있는데요. 이 

건물들의 평균 땅은 몇 평, 건물은 몇 층,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도는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따져보았죠. 그 결과 서울의 
평균 필지 면적이 250m2, 평수로 치면 80평정도가 평균이고, 

건물은 지상 4, 5층, 지하 1층 그리고 용도는 1층 가게, 2층 
사무실, 위층에는 주거, 지하에는 주차장 혹은 지하실이 있죠. 
이게 우리 도시건축의 평균치입니다. 산술적 평균치예요. 이것
이 중간건축입니다.
제 주장은 그 산술적 평균치의 건축이 좋아져야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도 풍부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1%의 건축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
하고 공유하고자 만든 책이 중간건축입니다.

8.�책을�만드시면서�오랜�현장�탐사를�하셨다고�했는데요.�

아쉬운�건축이나�기억이�남는�건축이�있다면�말씀해주

세요.�

이 책을 위해서 현장 탐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책을 
오래전에 기획했어요. 10년, 15년 되었는데요. 다른 책을 먼저 
쓰고 오히려 이 책을 나중에 썼어요. 그 동안 메모했던 것들, 
그 전에 찍은 사진들, 이런 것을 벽에 다 쭉 붙여서 일종의 맵핑
(mapping)을 하고 만든 책이 중간건축이었죠.
기억에 남는 것은요. 어릴 때 갔던 곳 젊었을 때 갔을 때가 

기억이 남습니다. 1989년 여름 유럽을 처음 갔어요. 우리나라
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89년이에요. 
1989년 전에는 특별한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유학을 하는 중 방학에 배낭을 메고 혼자 갔죠. 그때는 
한국 관광객들이 배낭 메고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때 걸어서 갔던 곳들이 기억에 남아요.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
서 한두 시간 걷고, 땀 흘리며 가서 본 건물들. 그 건물들이  
내게는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거 같아요. 그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같이 갔던 사람, 심지어 그때의 온도, 
냄새, 그때 먹었던 음식. 그런 게 기억과 판단을 만드는 것 아닌
가 싶어요. 그런 경험의 산물.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때에 가느냐에 따라 좋은 기억으로 남

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풍파에 
희석되고 쇠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죠. 그런 건물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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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건축들, 전통건축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은은한 맛이 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
들이 저는 좋은 건축이고, 또 그게 현대적 개념의 지속 가능성
이라고 봅니다. 관리가 잘 되고 기후적 조건에 따라서 잘 순응
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시간이 지나도 물리지 
않습니다. 

9.�교수님께서�중간건축이�도시건축의�미래�대안이라고�

말씀을�해주셨는데요.�중간건축의�의미와�대안의�이유

에�대해서�왜�그렇게�생각하셨는지도�궁금한데요.�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건물이 총 64만 동 정도 돼요. 1970년대부터 우리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요. 새로운 땅에도 지었지만, 있던 단독주
택을 허물고 계속 아파트를 지어 왔습니다. 지금 연면적 기준으
로 보면 서울의 모든 건축유형 중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가구 수로 보면, 여전히 비(非)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55% 가구가 비(非)아파트에서 살고, 45% 가구가 아파
트에서 살거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게 
역전됐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저성장, 가구의 
변화, 인구의 감소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다 부수고, 새롭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남아있는 중간 규모의 건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아
요. 결국은 중산층과 중산층 아래의 계층 사람들의 주거이기에 
그 건물을 부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가 큰 화두
죠. 그런 의미에서 중간 건축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
고,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고 생각됩
니다. 왜냐면 젊은 건축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작
은 비즈니스, 소규모 경제에 활력을 주거든요. 동네의 작은 건
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피자 한 판을 혼자 
먹는 것보다 8명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개발의 단위
를 줄이고, 건물의 크기를 줄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건축가의 일감 수도 늘어나고, 더 나아가 중간건축
의 강점인 여러 기능이 섞인 Mixed Use가 유지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도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간건축은 이미 다
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축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앞으로�건축해야�할�사회적�역할이나,�발전�방향에�

대해서도�조언을�해주신다면�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몸
으로 부딪히며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건축
은 2000년대 초반부터 5년제로 바뀌었어요. 인증을 받는 건축
학 프로그램이 모두 5년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원과 5년제 
학부 사이가 관계가 애매해지고,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
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
만 건축학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는 건축사, 프로페셔널
(Professional)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 졸업하고 빨리 나가서 밖에서 

몸으로 배운 다음, 질문이 생기면, 그때 그 질문을 갖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연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학은 공학(Engineering), 사회과학이나 혹
은 자연과학분야처럼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건축공학과도 다릅
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문제를 책에서 찾지 말고 밖에서 찾았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건강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정도 실무를 익힌 사람들이 
대학원에 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실무 했을 때 가진 질문에서 많이 배웁니다.
역할이라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본

질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가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튼튼해야만 꽃을 피우잖아요. 뭔가 당장
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본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특히 저처럼 대학의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몫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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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 원전 구조물의 대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체부재는 건축구조물이나 토목구조물에서 가장 중
요한 내진 성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체부재의 정확한 내진성능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원전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대하여 

변형률기반 예측법을 사용하여 기존 예측식보다 정확한 내진성
능평가법을 연구했습니다. 변형률기반 예측법은 구조물의 성
능을 변형률의 함수로 정의하여, 변형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성능을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고안
된 방법입니다. 변형률기반 예측법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벽체 
주요파괴모드의 성능곡선을 이용하여 벽체부재의 강도뿐 아니
라 다양한 파괴모드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신형 원자력 발전소 건물인 APR1400의 안전

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550MPa급 철근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내진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원전 구조물 설계기준
(ACI 349[미국], KEPIC SNC[한국])에서 제한되어 있는 원전
벽체 전단철근의 강도를 420MPa급에서 550MPa급까지 향상
시켰습니다. 이 설계기준개정을 통해 한국원전산업이 국외 원
전 건설수주사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

1.  H. G. Park*, J. W. Baek, J. H. Lee, and H. M. Shin 
(2015). Cyclic Loading Tests for Shear Strength of 
Low-Rise Reinforced Concrete Walls with Grade 550 
MPa Bars. ACI Structural Journal, 112(3), 299-310.

2.  H. G. Park, J. W. Baek, H. J. Hwang; and T. S. Eom* 
(2017). Shear Connector Design of Steel Belt 
Truss-to-Concrete Mega Column Connection. ACI 
Structural Journal, 114(2), 499-510.

3.  J. W. Baek, H. G. Park*, H. M. Shin, and S. J. Yim 
(2017). Cyclic Loading Test for RC Walls (Aspe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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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Journal, 114(3), 67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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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rs. ACI Structural Journal, 114(4), 96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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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 철근콘크리트 구조분야에서는 콘크리트와 같이 비균질 재
료를 사용함에 따라, 연구 수행 중에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철근콘크리트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반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경험적 실험
과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철근콘
크리트 구조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거대한 크기의 벽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사
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험에 앞서 상세한 기존 문헌조사를 통

해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해석 
시뮬레이션 및 사전준비를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
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세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 지금까지는 원전 구조물 벽체를 대상으로 역학에 기반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저의 연구가 현장에 실용적

으로 적용가능하도록 연구의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원전의 지
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확률론
적 지진 안전성 평가(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PRA)가 원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
에서는 경험식을 기반으로 한 벽체 전단파괴, 휨파괴, 전단마찰
파괴 성능을 각각 정의하며, 복잡한 벽체의 파괴모드를 비교적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강도재료 및 원전 전단벽
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원전 전단벽체의 취약도곡선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하는 등 원전 벽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합니
다. 또한, 원전에 주로 적용되는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법
을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 The University at Buffalo의 Andrew S. Whittaker교수
의 ‘Empirical Equations for Peak Shear Strength of Low 
Aspect Ratio Reinforced Concrete Walls’논문에서 제시된 
원전 벽체의 내진성능 강도 예측을 위한 경험식을 사용하여 
실험체 설계 시 강도 예측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John W. Wallace
교수님은 전통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실험/해석적 
연구를 다수 수행하셔서, 게재된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공부하
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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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건축구조시스템연구실에서 석사
과정, 박사과정을 수학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박홍근 교
수님께서는 제자의 눈높이와 관심에 맞는 연구지도를 통하여, 
제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현재 서울대 공학
연구소에 소속되어 후속연구를 진행중입니다.

7.�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 제가 수행하는 연구결과가 여러 나라의 현행설계기준에 

반영되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8.�이�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또는�유학�준비생)에게�도

움이�되는� 말씀을�해�주신다면?

-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연구결과가 
실무에 적용된다면 건설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구결과가 건축 
및 토목 현장의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항상 연결 
짓고 고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 로보틱스의 한 분야인 물리적 인간-로봇 
상호작용 (Physical Human-Robot Interaction)과 신경과학
의 한 분야인 운동 제어이론 (Neuro Motor Control)의 접점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주변의 다양한 
환경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경 근골격계 
(Neuromuscular System)이 어떻게 반응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뇌졸중 (Stroke),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등 신경 질환을 가진 환자
들의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
써, 전체적인 신경 재활 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연구 목표를 두고 있습
니다.
로봇에 기반을 둔 신경 재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지

만, 저는 로봇 설계 및 제어에 앞서 건강한 사람 및 환자의 운동 
능력에 대해 더욱 정확한 이해와 정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운동제어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인 근골격계의 임피던스(Mechanical Impedance) 및 반사기전 
(reflex mechanism)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
니다. (Fig. 1)  임피던스는 여러 시스템간의 에너지 교환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물리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 

(안정성 (Stability), 성능 (Performance) 등 )을 정량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사기전은 자발적 응답 (Voluntary 
Response)'와 함께 운동 제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외부 
자극 (External Stimuli)에 대한 빠른 반응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반사 기전은 잠복기 (Latency)에 따라 여러 기능
적 특성이 있는데, 특별히 Long Latency Reflex라 불리는 기전
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반사 작용과 자발
적 응답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고유한 현상으로 다양한 태스크 
환경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임피던스 및 반사기전의 정밀한 정량화를 위해 사람과 안정적
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로봇 
(Fig. 2)와 시스템 식별 (System Identification) 기법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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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의료진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주관적인 측정 
방식보다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환자 상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재활치료의 각 단계/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동 
치료의 선정 및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상지에 대한 로봇 재활 치료가 최근 미국 내 의료 기관들 

(American Heart Association 및 VA/Department of 
Defense)로 부터 추천됐지만, 아직 하지에 대한 로봇 재활 치료
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아직 추천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 연구는 사람-로봇-주변 환경의 복잡한 상
호작용을 수반하는 특성상 상지 연구보다 복잡도가 높은 경우
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최근 들어 하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지에 대한 로봇 재활 치료 또한 
의료 기간으로부터 추천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을�알려주세요.�

1. J. Hunt, Pa. Artemiadis, H. Lee, “Optimizing 
Stiffness of a Novel Parallel-Actuated Robotic Shoulder 
Exoskeleton for a Desired Task or Workspac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8), May 2018, Australi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optimize the 
stiffness of a novel parallel-actuated robotic exoskeleton 
designed to offer a large workspace. This is done in an effort 
to help provide a solution to the issue wearable parallel 
-actuated robots face regarding a tradeoff between 
stiffness and workspace. Presented in the form of a shoulder 
exoskeleton, the device demonstrates a new parallel 
architecture that can be used for wearable hip, ankle, and 

wrist robots as well. Stiffness of the architecture is 
dependent on the placement of its actuated substructur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lace these substructures 
effectively so as to maximize dynamic performance for any 
application. In this work, an analytical stiffness model of 
the device is created and validated experimentally. The 
model is then used, along with a method of bounded 
nonlinear multi-objective optimization to configure the 
parallel actuators so as to maximize stiffness for the entire 
workspace. Furthermore, it is shown how to use the same 
technique to optimize the device for a particular task, such 
as lifting in the sagittal plane.

2. J. Hunt, H. Lee, P. Artemiadis, “A Novel Shoulder 
Exoskeleton Robot Using Parallel Actuation and a Passive 
Slip Interface”, ASME Journal of Mechanisms and 
Robotics, 2017, Vol 9 (1)

3. V. Nalam and H. Lee, “Design and Validation of a 
Multi-Axis Robotic Platform for the Characterization of 
Ankle Neuromechanic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7), May 2017, 
Singapore

4. H. Hanzlick, H. Murphy, and H. Lee, “Stability of 
the Human Ankle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Mechanic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7), May 2017, Singapore

5. H. Lee, N. Hogan, “Investigation of human ankle 
mechanical impedance during locomotion using a 
wearable ankle robot”,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2015, Vol 23 (4), 
755-764

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많은 연구가 그러하듯 제 연구 또한 언제나 극복해야 할 문제
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두 
연구 분야 (운동 제어이론과 로보틱스)가 주로 사용되는데, 두 
연구 분야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잘 결합할지에 대한 고심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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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로보틱스를 공부하였고, 박사후과정 기간 동안 운동
제어에 대해 공부를 했던 경험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경 손상 환자들과 
함께하는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기곤 하는데, 함께 연구하는 의료진 및 동료 연구자
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심하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
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ASU에서의 지난 2년간의 연구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
반(Framework)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연구
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첫째, 하지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상당히 
제약된 실험 환경에서 진행되었는데, 최근 개발하고 있는 몇몇 
로봇 장비를 사용해서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보행 및 자세 균형 제어) 임피던스 및 반사기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하지에 집중되었다면, 이를 상지 쪽으로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사람의 관절 중 가장 복잡한 어깨 관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여 근골격
계의 다자유도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
지막으로, 뇌졸중 환자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정량화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기반 재활 치료 방법
을 제안하고 효용성 및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합니다.

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다양한 측면 (이론, 연구 
접근 방식, 등등) 제 지도 교수님들의 (Prof. Neville Hogan 
at MIT, Prof. Eric Perreault at Northwestern University)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논문들이지만 여전
히 제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Flash and Hogan (1985), The coordination of arm 
movements: an experimentally confirmed mathematical 
model, Journal of Neuroscience 5(7), 1688-1703

- Krebs, Hogan, Aisen, and Volpe, Robot-aided 
neurorehabilitation, IEEE Trans. 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6 (1), 75-87

- Shemmel and Perreault (2009), The differential role of 
motor cortex in stretch reflex modulation induced by 
changes in environmental mechanics and verbal 
instruction, Journal of Neuroscience 29(42), 13255- 
13263 

- Krutky, Ravichandran, Trumbower, and Perreault 
(2009), Interactions between limb and environmental 
mechanics influence stretch reflex sensitivity in the 
human arm, Journal of neurophysiology 103 (1), 
429-440

이 외에도 Imperial College London (UK)의 Prof. Etienne 
Burdet, ATR Brain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Lab (Japan)의 Prof. Mitsuo Kawato 및 Queen’s University 
(Canada)의 Prof. Stephen Scott도 제 연구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입니다.
- Burdet, Osu, Franklin, Milner, and Kawa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stabilizes unstable dynamics by 
learning optimal impedance, Nature 414 (6862), 
446-449

- Scott, Optimal feedback control and the neural basis 
of volitional motor control, Nature Reviews 
Neuroscience 5 (7), 532-546

6.�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 드립니다.

먼저 박사 연구를 진행했던 곳은 The Eric P. and Evelyn 
E. Newman Laboratory for Biomechanics and Human 
Rehabilitation (http://newmanlab.mit.edu/) 입니다. 박사 지
도 교수님은 제어, 로보틱스, 로봇 기반 신경 재활, 운동 제어 
이론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이바지를 하신 Prof. Neville Hogan
으로 MIT 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및 뇌인지과
학과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소속으로 계십니다. 많은 
분에게 임피던스 제어 (Impedance Control)로 잘 알려지신 분
이기도 합니다. 한국이었으면 정년퇴직할 나이를 훌쩍 넘기셨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이야기할 때면 
소년처럼 흥분하시는 모습을 곧잘 보여주시는 연구에 대한 호
기심과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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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닥 연구는 Shirley Ryan Ability Lab (기존에 Rehabilit- 
ation Institute of Chicago (RIC)였는데 최근에 이름을 변경
하였습니다; https://www.sralab.org) 의 Sensory Motor 
Performance Program (SMPP) 에서 수행하였습니다. (Fig. 
3 B & C). 지도 교수님은 Shirley Ryan Ability Lab과 
Northwestern University Biomedical Engineering 소속으
로 계시는 Prof. Eric Perreault 으로 Neuromuscular Control 
and Plasticity Lab을 운영하시며(https://www. 
sralab.org/research/labs/NMCL) 운동 제어 및 학습, 뇌졸중 
환자 재활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ASU (Fig. 

4)로 자리를 옮겨서 Neuromuscular Control and Human 
Robotics Lab (https://faculty.engineering.asu.edu/hlee)를 
운영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ig. 5). ASU는 최근 
2~3년간 로보틱스 및 제어 분야의 교수를 10명가량 채용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수가 저와 같은 주니어 연구자이기 때문에 자유로
운 분위기에서 협업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혁신 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ttps://www.usnews.com/best-colleges/rankings/nat
ional-universities/innovative)

7.� 이� 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 (또는�유학�준비생)에게�

도움이�되는�말씀을�해�주신다면?

많은 로보틱스 세부 분야가 그렇지만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재활 로봇 분야 또한 융합학문으로서 여러 학문의 지식이 필요
합니다. 본인이 현재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면서, 
앞으로 재활 로봇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부 분야
들을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 
뉴스, 논문들을 꾸준히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현재 중점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큰 줄기로 가지고, 관심 분야에 따라 작은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생이라면 해당 분야에 필요한 기초체력 (동역학, 기
구학, 신호 및 시스템, 확률 및 통계, 프로그래밍 등의 공학 필수 
과목)을 탄탄히 쌓아 놓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활 로봇 분야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및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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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지역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배분들이 (아
직 현지에서 연구하시거나 한국에 귀국하신 분들) 세계 곳곳의 
연구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분야로 
유학하시려는 후배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여러 선배분과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유학 목표
를 더 다듬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분명 유학이라는 선택
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자신 (혹은 가족)의 삶의 목표 
또한 유학 여부 결정 및 유학 시기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
랍니다.

1.� 본인의�연구에�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기계 학습의 한 분야
로 환경(Environment)과 상호작용하며 보상(Reward)을 최대
화하는 에이전트(Agent)를 학습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강화 학습에서는 현재 상태(State)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에이
전트가 어떤 행동(Action)을 할지 결정하고 해당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입출력 예시가 데이터로 주어지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는 다르게 보상을 통해 에이전트가 학습하게 되
고,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 항상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수렵채집사회에서 씨앗을 심고 
(행동) 수개월을 기다리면 많은 식량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걸 
(보상) 깨닫고 농경사회로 넘어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듯
이, 강화 학습의 에이전트도 현재의 어떤 행동이 미래에 어떤 
보상으로 연결되는지 깨닫기까지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
니다. 게다가, 현재 상태 정보가 미가공된 형태로 (e.g., 시각 
이미지) 주어지면 학습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게 됩
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Google DeepMind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

가 딥 러닝(Deep Learning)을 강화 학습에 적용하면서, 인간
의 지식을 최소한으로만 주입하고 기계가 최대한 스스로 미가
공된 상태 정보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eep RL) 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

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
(AlphaGo)나 아타리 게임을 사람 수준으로 플레이하는 AI가 
연달아 Nature에 게재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Deep RL의 연구는 딥 러닝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
고, 여전히 에이전트가 학습하기까지 많은 경험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학습의 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 동안 딥 러닝을 이용해서 이러한 학습의 효율
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에이전트가 학습 중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을 학습 시에 
비슷한 상황으로부터 일반화(Generalization)하여 다루는 능
력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일반화를 잘 할 수 
있다면, 일부 상황에 대해서만 학습시켜도 경험한 적 없는 다른 
많은 상황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동영상에 요약된 프로젝트에서는, 3D 환경에

서 에이전트가 어떤 중요한 단서를 보고 기억한 후에 해당 단서
에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는 작업(Task)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새로운 3D 환경에 처했을 때도, 일반화를 
통해 학습 때와 같은 작업(즉, 단서를 기억하고 목적지를 찾아
가는 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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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연구에서는 에이전트가 수행할 작업이 고정되어 있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가 학
습한 작업 이외의 새로운 작업을 일반화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  

일반화 능력 향상 외에도 제가 주로 연구해온 주제는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즉,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
을 취하면 미래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학습하면, 가상으로 여러 행동과 상황
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직접 행동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욱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2.�본인의�대표�논문(최신논문,�논문�링커�or�논문�첨부):

[1] Junhyuk Oh, Satinder Singh, Honglak Lee, Value 
Prediction Network, NIPS 2017.

[2] Junhyuk Oh, Satinder Singh, Honglak Lee, Pushmeet 
Kohli, Zero-Shot Task Generalization with Multi- 
Task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CML 2017.

[3] Junhyuk Oh, Valliappa Chockalingam, Satinder 
Singh, Honglak Lee, Control of Memory, Active 
Perception, and Action in Minecraft, ICML 2016.

[4] Junhyuk Oh, Xiaoxiao Guo, Honglak Lee, Richard 
Lewis, Satinder Singh, Action-Conditional Video 
Prediction using Deep Networks in Atari Games, NIPS 
2015.

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생 분야
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많이 없어서 연구 주제를 잡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과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전문가들
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을 써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연구실 내에서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최신 논문부터 오래된 책과 논문, 대가의 강의 자료까
지 최대한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분야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하며 겪는 구체적
인 문제를 까지도 상당 부분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의 전문가이신 두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앞으로는 학습 중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탐색(Exploration) 
능력이나 특정한 보상이 없이도 의미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DeepMind에서 일할 예정인데 그곳의 풍부한 리소스를 이용하
여 좀 더 도전적이고, 대규모의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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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 교수님 두 분을 제외하면 현재 
DeepMind에 있는 Alex Graves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딥 러닝
에 주로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배웠습니다. Alex Graves의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 
(Sequence Modeling) 연구, 뉴럴 튜링 머신(Neural Turing 
Machines), Adaptive Computation Time 등의 연구들 모두 제
가 주로 쓰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신선한 충격을 준 논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Deep RL을 초창기부터 연구하고 알파고를 주도적으로 
연구한 DeepMind의 David Silver와 아타리 게임을 강화 학습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탐색 능력에 관한 이론 연구를 많이 해온 
Google Brain의 Marc Bellemare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6.�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

저는 University of Michigan 에서 이홍락(Honglak Lee) 교
수님과 Satinder Singh 교수님에게 공동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락 교수님(http://web.eecs.umich.edu/~honglak/)은 딥 
러닝 분야를 초창기부터 근본적인 연구를 해오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홍락 교수님 밑에서 박사 입학 초기에 
딥 러닝에 대해 기초부터 최신 연구 주제까지 정말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Satinder(http://web.eecs.umich.edu/~baveja/)는 강

화 학습 분야를 초창기부터 연구해 온 대가입니다. 본인 자신을 
인지과학자라고 할 만큼 인지과학의 시점에서 강화 학습을 연
구하시는 분인데, 이 교수님으로부터 강화 학습에 대한 철학과 
깊고 넓은 시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지도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Deep RL 분야를 개척하
고 계시는데 제가 두 분과 같이 일하게 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제가 연구하는 분야(Deep RL)가 현재 다양한 분야와 미디어
에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연구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
다. 2014년까지만 해도 기계 학습 분야의 가장 큰 학회인 NIPS
에서 수십 명이 모이는 워크숍도 없을 정도로 작은 분야였는데, 
이제는 1,000명 이상 참석하는 심포지엄이 생길 정도로 큰 관
심을 받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분야의 초기 
연구자로서 논문을 쓰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으로만 알고 있던 유명한 연구자들이 제 논문들을 
잘 읽었다고 이야기해줄 때에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8.�이�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또는�유학�준비생)에게�도

움이�되는�말씀을�해�주신다면?

제가 유학 준비할 때는 학점이나 영어 점수 등에 대부분 시간
을 쏟아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경험을 쌓으려면 관심 있는 교수님들께 만나 인턴으로 연구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본인이 소속한 학교뿐만 아니라 
해외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를 하는 곳이라면 용기 내어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신임 교수님들의 랩에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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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크고 연구 지도도 긴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턴을 
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 분야 논문을 많이 읽어 보는 것과 직접 
구현해서 실험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공개된 
소스 코드나 강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다른�하시고�싶은�이야기들

제가 혼자 유학을 준비할 때 너무 막막해서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신 비슷한 분야 선배님들께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었
는데, 그때 현재 MIT에서 박사과정 중이신 이기석 선배님
(http://kisuklee.wikidot.com)과 이제는 KAIST에 계신 김주
호 교수님(https://juhokim.com)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제게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용기도 얻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두 선배님
께 다시 감사드리고 싶고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들께 
기회가 된다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의�연구에�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정밀부품 제조산업, 광학기계 관련 분
야 등에 사용되는 장비의 고정밀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물 바닥에서 오는 외부진동, 이송계 이동 또는 절삭력에 
의한 진동 저감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동특성 기반 디자인, 제
어, 최적화 방법을 통해 장비의 진동을 저감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동방진 장치(Passive 
Vibration Isolators) 및 질량 동조 감쇠기(Tuned-Mass- 
Damper)의 설계방법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Random 

Noise인 구조물 바닥 진동, 관성에 의한 진동 및 채터 진동을 
저감하였습니다.

- 사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에너지 사용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회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동방진 장치
는 탄성 중심(Elastic Center)을 장비의 무게 중심 (CG) 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기계의 모든 진동 모드를 분리(모드 디커
플링: Mode Decoupling)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멀티 
바디 시스템의 질량 분포와 설치 공간 제약으로 모드 디커플링 
방식의 설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연구에서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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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장치를 진동 모드가 연결(모드 커플링: Mode Coupling)
되도록 제어이론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
다. 시스템의 이론적 동특성 분석, 동특성이 포함된 시스템 모
델링 기반 시뮬레이션 및 프로토타입 모델, 가진기 및 해머 스틸
을 이용한 모달 실험을 동반하여 주파수 영역 및 시간 영역 
대의 지반 진동 및 잔류 진동을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설계 방법
론을 기반으로 모드 커플링 방식의 수동방진 장치가 설치된 
기계장비가 모드 디커플링 설계 때보다 잔류 진동 최대 40%, 
지반 진동 최대 50% 감소가 됨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설계 방
식은 정밀 기계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민간 및 기타 분야에서의 
수동방진 장치, 서스펜션, 댐퍼 설계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수동방진 장치의 설계방식 기반으로 공작기계의 채터
진동 감소를 위한 질량 동조 감쇠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바닥 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로 제안된 질량 동조 감쇠기
(Tuned-Mass-Damper)는 수동방진 장치 중 하나로 높은 진
동감소 효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공작기계 
산업에 실제 적용된 사례는 드물게 존재합니다
(예.SilentTools, SandVik). 저는 질량 동조 감쇠기를 사용하

여 툴의 이동에 따라 동특성이 변화하는 정밀장비의 채터 진동
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두산공작기계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
량 동조 감쇠기의 설계변수(질량,강성,댐핑,개수,위치 등) 설계 

방법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계화된 이론 기반으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단계까지 연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을�소개해�주세요.(5개�이내):

• Lee, J., 2017, “Passive Vibration Isolator,”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7(3), pp6-9

• Lee, J., Amir, H.G., Okwudire, C.E., Jeffrey, S., 2017, 
“A Linear Feedback Control Framework for Optimally 
Locating Passive Vibration Isolators with Known 
Stiffness and Damping Parameters,” Journal of 
Vibration and Acoustic, pp. 139~149 

• Lee, J., Okwudire, C.E., 2014, “Reduction of Vibrations 
of Passively-Isolated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Machines using Mode Coupling,” Precision Engineering, 
43, pp.164-177

• Okwudire, C.E., Lee, J., 2013, “Minimization of the 
Residual Vibrations of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Machines via Optimal Placement of Vibration 
Isolators,” Precision Engineering, 37, pp.425-432

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 많은 사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결과에 물음을 던지는 것. 
그리고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은 쉽지 않았습니
다. 특히 기계장비 산업은 노하우 기반 숙련자로 이루어져 있어 
관습화된 설계 방법론을 깨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사소한 현상에 물음을 제기하며, 복잡한 시스템을 먼저 2차원
으로 모델링하여 문제를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작
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용적
이며 적용 가능한 방법론 기반 문제 해결을 통해 연구 결과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논문을 
읽으면 다른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참조하여 기술을 융합시키
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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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 저는 현재 두산공작기계와 수행하고 있는 정밀장비의 진동 
저감을 위한 질량 동조 감쇠기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질량 동조 
감쇠기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작기계 산업에 기술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장비/제어/공정이 통합된 가상공작기계 
기술 및 지능화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digital twin 개념과 결합하여 실 장비와의 실시간 동기 및 지능
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환경 내 물리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 연구 방법 등은 University of Michigan에 계신 지도교수님 
Chinedum Okwudire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님의 
동역학 및 제어 기반 시스템 분석 방법을 배워 저 또한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Prof. Yusuf 
Altintas 및 독일의 Dr. Christian Brecher 의 논문들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6.�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관해�소개�부탁드립니다.

- 저는 박사 기간 동안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에서 Dr. Chinedum Okwudire 지도로 “모드 커플링을 통한 
초정밀 생산 장비의 진동 저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Dr. 
Chinedum Okwudire는 공작기계 채터 연구의 대가인 캐나다 
UBC 대학의 Prof.Yusuf Altintas 제자 중 한 명으로 볼스크류 
드라이브의 모델링을 박사 기간 동안 수행하였고 현재 미시간 
대학교 부교수로 “Smart and Sustainable Automation 
Research Lab”에서 정밀장비 및 3D 프린팅 연구 등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초정밀시스템 연구실의 선임연구
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본 연구실은 모바일 가공 플랫폼 핵심 
기술, 기계장비 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 반도체 본딩 
및 패키징 기술, 실시간 상대 위치 측정 및 제어기술, 가공공정 
최적화 기술, 대면적 불연속 미세패턴 복합가공 기술, 초정밀 
가공 시스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트래커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가상환경 내 수학 물리 모델 개발, 스마
트폰 메탈 케이스 가공용 듀얼 헤드 머시닝센터 평가 기술 개발, 
이동형 다관절 가공기의 정밀 가공 기술 개발 및 동특성이 변화
하는 구조물의 진동 저감 동조질량감쇠기 개발 등의 연구를 
완료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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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 생산 제조 분야 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국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기
술을 이전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업의 기술 정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해 방진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개발 및 이전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성장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8.� 이� 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또는� 유학�준비생)에게�

도움이�되는�말씀을�해� 주신다면?

- 시스템 진동 저감 방법은 무수히 존재하지만 산업에 적용되
는 기술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산업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이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9.� 다른�하시고�싶은�이야기가�있으시다면?

- 조금 더 자세한 연구 설명을 듣기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정밀
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메이트릭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면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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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폴리머 가공 기술 중에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적층 가공 기술의 하나로써 전기방사
(Electrospinning)이 있습니다. 현재 생체 의학 응용을 위한 골
격(Scaffolds)으로 마이크로에서 나노 스케일의 섬유를 제조
하는 데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방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중합체 용융물의 점탄성 유동으로부터 섬유를 인장하고 
강한 인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전하를 중합체 용융물에 
가합니다. 노즐 팁에 형성된 테일러 콘(Taylor’s Cone)으로부
터 폴리머 용융물의 제트가 인출됩니다. 전기 방사 기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노 스케일 및 마이크로 스케일 섬
유가 각각 제조될 수 있는 용액 및 용융 전기방사입니다. 용액 
전기 방사는 주어진 중합체 유형을 용해시키는 용매를 필요로 
하는 반면, 용융 전기 방사는 중합체를 용융 온도로 가열하여 
각각의 경우 섬유로 끌어 당길 수 있는 점성 유체를 생성합니
다. 용해 용 전기 방사는 독성 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조직 공학 응용 분야에서 용액 전기 방사보다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융 전기방사에서 마이크로 섬유는 발
판에 구조적 강성과 무결성을 제공하고 발판의 구조적 기하와 
모양을 다양하게 제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비교적 큰 섬유 직경으로 인해, 용융 된 
전기 방사 된 지지체의 다공성은 제한되고 제어하기 어렵습니
다. 따라서, 응용 분야 및 목적에 따라 용융 전기방사와 용액 
전기방사 기술을 사용하여 방사된 섬유를 통해 약물 전달과 
임플란트 재료, 조직 공학,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이용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용 분야 중에서 다음 분야를 연구하였습
니다.

1)� 조직공학용�스캐폴드�제작

이 연구의 목적은 처리 온도, 수집 거리, 적용, 전압 및 노즐 
크기를 포함하여 섬유 직경 및 스캐폴드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용융 전기 방사 공정과 관련된 중요한 매개 변수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어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조직 공학에서 가
장 중요한 다공성을 가지고 있는 스캐폴드 제작 방법을 연구하

였습니다. 또한 스캐폴드의 다공성은 실험 데이터와 수학적 모
델링을 결합하여 결정되었고, 제작된 스캐폴드의 세포 적합성
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는 생쥐 R1 배아 줄기 세포주에서 유래 
한 신경 전구 세포를 배양하여 뉴런으로 분화 할 수 있는 세포들
을 제작된 스캐폴드에 이식하였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이는 
조직 공학 응용을 위한 이러한 용융 전기방사 스캐폴드의 가능
성을 입증한 연구였습니다.

2)� 재활공학용�힘센서�제작

용융 전기 방사 기술을 사용하여, 손을 재활의 응용 프로그램
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성 힘 센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auxetic 힘센서의 사용이 손 재활에 있어서 이질감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는 AMS (auxetic microfiber sheet), ASS (auxetic solid 
sheet), MS (microfiber sheet) 및 SS (solid sheet)와 같은 
신축성 PCL(Poly Caprolactone)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펨토초(femtosecond) 레이저 장치를 사용하여 MS 및 SS에서 
Auxetic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들 센서를 금 입자로 
코팅하여 전류 저항 분석을 위해 전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적
용된 응력 및 변형의 사이클을 통해, Auxetic 구조는 일단 이러
한 힘이 사라지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축
성 있는 센서는 적용된 외부 하중, 저항 및 변형을 잠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판에 부착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 설계 한 센서의 작업 성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센서를 
사람의 손등 피부에 시도했습니다. AMS 센서는 4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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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중 측정 력과 저항에 대해 가장 높은 감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용융전기방사 기술을 사용하여 신축성 있는 힘 센서를 
제작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3)� 전기방사기술�개발을�위한�수치�모델링� 1과� 2

용융 전기방사는 수많은 매개변수가 존재하고, 각각의 매개변
수가 복합적으로 섬유제작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
직 공학용 스캐폴드 제작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의 특성을 이
해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수치모델링 1의 목적은 두 가지 유형
의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링은 
노즐 직경, 상대 전극 거리 및 적용된 직경과 같은 매개 변수를 
통합하여 용융 전기 방사 공정을 모델링하여 섬유 지름 및 비계 
다공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마이크로 섬유 
모델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편평하고 둥근 표면에 압출된 마
이크로 섬유의 축적을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실험적으로 얻어
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되었습니다. Scaffold 다공성을 측
정하기 위해 Scanning 전자 현미경 (SEM)을 사용하여 스캐폴
드를 이미지화하고 섬유 직경을 SEM에서 Quartz-PCI Image 
Management Systems R을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수치모델링 2의 목적은 수치 회전을 이용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여 온도, 이송 속도 및 유속이 이들 방사 된 섬유 

지지대의 섬유 지름과 같은 지형 특성을 제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 결과는 이전 
및 현재 실험 결과와도 비교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수학 모델이 다음과 같은 주요 작동 매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형 학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도, 
유속 및 공급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델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러한 구조물의 지형 특성을 제어하는 유용한 툴이 
될 것입니다.

4)� 전기방사기술�개발

전기 방사는 많은 매개 변수를 갖는 공정이기 때문에, 최종 
섬유의 직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또한, 
노즐에서 용융 된 중합체 분말 또는 펠렛은 전형적으로 용융 
전기 방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필라멘트 공급 용융 전
기 방사 공정은 효율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된 전자 방사 섬유 직경 제어를 
위해 PCL (폴리 카프로 락톤, Mw : 80,000g mol-1) 필라멘트
를 공급할 수 있는 용융 전기 방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PCL 
필라멘트는 먼저 소형 마이크로 컴 파운더에 의해 제조된 다음 
전기 방사 장치의 용융 챔버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원하는 온도로 가열하고, 용융물을 노즐을 통해 압출시킵니다. 
노즐과 카운터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PCL 압출 물을 끌어내어 
미세한 미세 섬유를 생성합니다. 온도는 맞춤형 온도 제어 시스
템을 통해 제어 및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PCL 필라멘트의 분배
를 제어하기 위해 NI (National Instruments) LabVIEW를 사
용하는 맞춤형 제어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PCL 필라멘
트를 적극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 필라멘트가 휘어지지 않도록 
소형 컴퓨터 팬을 용융 챔버 측면에 부착했습니다. 이 논문은 
섬유 직경과 그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 매개 변수
에 대한 조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첨단 섬유 직경 제어를 위해 
사이클 시간 내에서 필라멘트의 앞뒤 운동의 비율 인 듀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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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의 효과를 연구하였고 유량과 듀티의 관계가 섬유 직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소개

[1] Junghyuk Ko, Nima Khadem Mohtaram, Farid Ahmed, 
Amy Montgomery, Michael Carlson, Patrick C.D. Lee, 
Stephanie M. Willerth, Martin B.G. Jun, Fabrication 
of poly (ε-caprolactone) microfibers scaffolds with 
varying topography and mechanical properties for 
stem cell-based 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 
Journal of Biomaterials Science Polymer Edition, 
25(1), p. 1-17, 2013.09.02.

[2] Junghyuk Ko, Sukhwinder Bhullar, Yonghyun Cho, 
Martin Byung-Guk Jun, Design and Fabrication of 
Auxetic Stretchable Force Sensor for Hand 
Rehabilitati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4(7), doi: 10.1088/0964-1726/24/7/075027, 2015. 
06.12.

[3] Junghyuk Ko, Sukhwinder Bhullar, Nima Khadem 
Mohtaram, Stephanie M. Willerth, and Martin B.G. 
Jun, Using mathematical modeling to control 
topographical properties of poly (ε-caprolactone) 
melt electrospun scaffolds, Journal of Microme- 
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5(1), doi: 10.1080/ 
09205063.2013.830913,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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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poly (ε- caprolactone) melt electrospun 
scaffolds in various temperature and linear transitional 
speed,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5(4), doi:10.1088/0960-1317/25/4/045018, 2015.03. 
23.

[5] Junghyuk Ko, Vahid Ahsani, Selina X. Yao, Nima K. 
Mohtaram, Patrick C. Lee, Martin B.G. Jun, 
Fabricating and Controlling PCL Electrospun 
Microfibers using Filament Feeding Melt electro- 
spinning Technique,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7(2), doi:10.1088/1361/6439/aa4fd9, 
2016.12.23.

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용액 전기방사의 제어가 힘들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용융 
전기방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제품
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논문에도 상세한 디자인
이 없어서 시스템 구축에 난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시스템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수십 번의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
서 저만의 용융 전기방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부상
으로 디자인, 각종 머신닝, 그리고 제어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용액 전기방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발전성이 
많은 기술입니다. 제가 만든 용액 전기방사 시스템은 그 전기방
사의 무궁무진한 발전성에 비하면 기초단계에 불과하다 생각 
됩니다. 현재까지는 조직공학의 스캐폴드(Scaffold)나 재활용 
센서(Sensor)쪽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앞으로 영역을 넓혀서 
멤브레인(membrane), 텍스쳐링(Texturing) 분야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전기방사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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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개발, 노즐 개발, 플런징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현 기술보다 더 정교한 적층 가공 기술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University of Wurzburg의 Paul Dalton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만의 전기방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생 때부터 이 
분의 논문을 참고를 많이 하였고, 전기방사 기술을 많이 발전시
켜 다양하게 분야에 적용한 교수님이셔서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6.�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지도�교수에�

관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저는 University of Victoria에서 석사, 박사 학위와 박사 후 
연구원까지 오랜 기간 동안 Martin Jun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
를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하
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 하시는 교수님이
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분야가 아니시어
도 학생들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시도 해보라고 권장하셨
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
생하면 같이 생각해봐 주시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셨습니다.

7.�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최근 3D 프린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적층 가공 기술이 미디어
에 주목을 받고, 그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적층가공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
다. 또한 제가 연구한 논문들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 참조로 들어

갈 때마다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구분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연
구의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이�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또는�유학�준비생)에게�도

움이�되는�말씀을�해�주신다면?

개인의 영어 평가 점수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극히 
일부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질적, 양적 면에 있
어서 영문이 매우 유리한 점이 많아 최신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영문으
로 된 문서를 읽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학원 진학할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연구는 대부분이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연구분야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
는 분야와 다르더라도 배움의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
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연구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연구분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연구로 새로 꾸며질 수 있습니다.

9.� 다른�하시고�싶은�이야기들.

오랜 기간 유학하면서 수많은 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상 
옆에 있어 주고, 힘이 되어 준 부모님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
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 아들 성원, 성찬, 그리고 성윤이
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함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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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저의 연구분야는 비선형 구조해석 및 최적설계입니다. 비선형 
문제는 입력에 따른 출력의 거동이 비선형적인 양상으로 나타
나는 문제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유체-구조 연성, 열탄
성 등의 다중복합물리체계(Multi-physics)와 분자동역학, 충
돌해석과 같은 과도동역학(Transient dynamics) 문제입니다. 
설계민감도 해석(Design sensitivity analysis)은 다양한 설계 
변수가 변화되었을 때 목적함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최적설계 과정에서의 해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설계
민감도 해석 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
한 과정입니다. 특히 비선형 문제의 경우 그 복잡성과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석시간이 과중하여 설계민감도가 필요 없는 
전역 최적설계 기법이 이용되기 어렵고, 설계민감도 해석 또한 
수치적 근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
니다. 1번의 해석 시간이 1일 걸리는 비선형 문제에 대해서 설
계 변수 1개에 대해 직접미분 혹은 유한차분을 통해 설계민감
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설계변수가 
30개라면 설계민감도 해석에만 한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런 경우 문제 해석에 이용되는 방정식에 적절한 수학적 기법들
을 활용하고, 보조 변수법 등의 다른 설계민감도 해석법을 적용
하면 설계변수의 개수에 상관없이 해석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시간 내에 설계민감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
듯 비선형 문제의 최적설계에 있어서 계산비용의 획기적 감소
를 위한 설계민감도 해석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및 후속연구를 통해 유체-구조 연성문제 (그림 1) 와 같은 다
중복합물리체계 문제는 물론 이를 확장하여, 분자동역학에 기
반한 나노재료역학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그림 2, 3) 

유체-구조 연성문제와 같은 다중복합물리체계 문제에서 서
로 다른 계의 반복적 계산을 통한 계산비용 부담의 감소는 해석
과 최적설계 양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
다. 서로 다른 계를 완전 연성시켜 통합된 접선 강성 행렬로 
표현함으로써 비선형 유한요소 응답 해석에서 수렴된 접선 강
성 행렬을 설계민감도 해석단계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아이디어
를 통해 설계 구배 계산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해석 시간의 약 4%). 개발된 설계민감도 해석법은 
유동 파이프의 탄성 변형 문제에 적용되어 구조물의 변형에너
지를 최소화하는 유동 파이프의 형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적 형상의 경우 구조물의 변형에너지를 최소화한 결과 유체 
속도장의 변화가 완만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압력장의 값이 
매우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설계는 효율적인 
설계민감도 해석을 통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자동역학을 이용한 금속 고체재료의 동적 균열진전 문제의 
설계민감도 해석에 있어서, 계산비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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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연산을 통한 효율적인 설계민감도 해석기법을 제시하였습니
다. 주어진 문제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영역분할법을 이
용하여 병렬화 연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안하는 방법론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는데, 1번의 해석 시간이 4일 걸리는 문제에 
대해 약 25만개의 설계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유한차분법과 직
접미분법의 경우 설계민감도 해석을 위해서는 응답해석 비용의 
25만배가 필요한 반면(약 3,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계
산됩니다), 개발된 보조변수법의 경우 해석 비용의 약 1.08배
만을 요구하여 뛰어난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산
요소법, 분자동역학 등의 입자동역학 문제의 경우 계산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최적설계 분야의 발달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민감도 해석법을 통해 기존의 비선
형 과도동역학 문제는 물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자동역학을 
통한 나노재료의 해석 문제에도 최적설계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역학문제에 대해 개발된 설계민감도 해석 방법을 적용하
면 첨단 나노재료의 성능에 대한 설계변수 정량적 영향평가 
및 그간 계산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최적
설계 또한 가능해집니다. 구리 나노선의 영률은 실험을 통해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이 실험적으로 발표되
었습니다. 설계변수를 실험온도, 목적함수를 영률로 고려한 구
리 나노선의 설계민감도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온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보다 높은 열전
도도로 주목 받고 있는 CNT의 경우 탄소 동위원소의 함량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T의 
열전도도 측정 문제에 대해 설계민감도 해석법을 개발 및 적용
하여 구배 기반 최적설계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최소의 열전도
도를 위한 동위원소 최적배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역시 해석시간 부담이 큰 비선
형 문제인 열차 편성충돌안전설계 문제에 대해 에너지 흡수부

재의 충격에너지 흡수용량 최적화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소개

[1] Jang, Hong-Lae, et al. "Optimal mass distribution in 
carbon nanotubes for extreme thermal conductivity: 
Analytical manipulation of isotope effects." Comput- 
ational Materials Science 150 (2018): 273-282. 
https:/doi.org/ 10.1016/j.commatsci.2018.04.018

[2] Jang, Hong-Lae, and Seonho Cho. "Adjoint design 
sensitivity analysis of constant temperature 
molecular dyna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s and Materials in Design 13.2 (2017): 
243-252. https:/link.springer.com /article/10.1007/ 
s10999-015-9330-1

[3] Jang, Hong-Lae, and Seonho Cho. "Adjoint shape 
design sensitivity analysis of molecular dynamics for 
lattice structures using GLE impedance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s and Materials in 
Design 12.3 (2016): 317-335.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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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ng, Hong-Lae, and Seonho Cho. "Adjoint shape 
design sensitivity analysis of fluid–solid interactions 
using concurrent mesh velocity in ALE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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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https:/doi.org/10.1016/j.finel.2014.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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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든 연구가 시작은 간단한 아이디어일지라도, 이를 구체화하
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늘 간단하지마는 않은 문제
가 뒤따라왔습니다. 수학식을 전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
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하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
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막힌 연구를 잠시 내려놓고 
관심있던 다른 분야 혹은 타 전공 논문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해 있으면 더욱 시야가 좁아져 
문제해결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다른 분야의 연구내용을 접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
르거나 미처 생각치 못했던 오류가 떠올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열차충돌 분야에 최적설계를 적용하여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철도차량을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공공교통수단이다 보니 설계과
정에서 만족해야 하는 법규들이 많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철도선진국의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최적설계
의 관점에서 이러한 법규 조항들을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충
돌안전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설계 및 제작 과정을 단
축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지도교수님을 제외하고 학위 과정 중에 WCU (World Class 
University)사업으로 연을 맺게 된 최적설계 분야의 석학이신 
미국 Iowa University의 최경국 교수님(Kyung K. Choi)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대에서 최적설계 수업
을 진행하셨는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관해�소개�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이소지오메트릭 최적설계 창의연구단에서 석
박사통합과정을 수학하였고, 졸업 후에 2년간 동 연구단 소속 
박사 후 과정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신 조선호 교수님께서는 제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이론적 기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차량
핵심기술연구팀 소속으로 학교에서 연구했던 다양한 최적설계 
이론들을 철도 분야에 융합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7.�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학회에 나가 제가 참고했던 논문의 저자들이 제 연구 발표내
용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생산적인 
Discussion이 이루어 질 때 가장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8.� 다른�하시고�싶은�이야기들.

좋은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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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저는 초고성능콘크리트(Ultra High-Performance Concrete, 
이하 UHPC)를 사용한 부재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고 설계방법
을 제안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UHPC는 일반콘크리트 보
다 훨씬 뛰어난 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의 
성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에 다양한 형태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가 굵은 골재와 많은 공극을 가진 시멘트 페이
스트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UHPC는 균질하고 작은 시멘트계 
입자(마이크로 단위 입자에서부터 최대 0.5 mm 세골재)로 구
성되며, 시멘트 경화반응을 촉진시키는 반응성 분체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낮은 물시멘트비에 따
른 약점을 보완한 재료입니다. 유동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시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콘크리트로는 제작하기 힘든 
다양한 형상을 가지거나 두께가 얇은 부재의 제작이 가능합니
다. 또한 공극이 작고 내부조직이 밀실하기 때문에 고강도(압
축강도 150 MPa 이상) 외에도 수밀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등
이 크게 향상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UHPC는 일반적으로 강섬유를 혼입하여 사용하는데, 인장강도
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균열 발생 시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균열이 넓은 범위에 분포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성이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연성(ductility)과 인성
(toughness)이 크게 개선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UHPC 부재는 철근을 배근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배근하여 
부재 사이즈를 가능한 줄여서 설계합니다. 유럽, 미국 등에서 
자중을 줄이면서 내구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량 상부 바닥판
에 주로 적용되었고, 그 외에도 단면 형상이 개선된 보나 부정형 
형상의 기둥으로 설계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는 의장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외장재, 파사드, 
지붕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자중을 줄이면서 내구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단면 형상이 개선된 UHPC 보 부재를 설계하는 것으로,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세장한 단면을 가진 보의 전단설계를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습니다. 전단철근이 없는 보의 전단강도를 제안
하기 위하여, UHPC 재료의 역학적 특성으로써 인장거동 특성
과 파괴기준을 정의한 뒤, 이를 부재 설계식에 적용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는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철근이 인장
력을 부담하지만, UHPC 부재는 콘크리트 재료가 압축력과 인
장력을 모두 부담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강섬유 보강
에 따른 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재
거동은 보 복부에서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얇은 판 부재의 면내
전단거동으로 정의하여, 소성이론을 상한값으로 크기효과를 
반영한 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식은 실험결과와 비교
했을 때, 실무에서 UHPC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 
설계기준에 비해 부재의 강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였습니다. 
국내 UHPC 지침 중 전단기준을 작성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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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연구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을�소개해�주세요.�

UHPC 면내전단거동을 정의하기 위하여 인장-압축을 동시
에 받는 이축응력상태의 UHPC 면부재 실험을 통해 부재 거동
수준에서 균열상태에 따른 압축강도저감효과와 재료파괴기준
을 제안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물인 보 부재의 전단강도 설계식
은 유럽콘크리트학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ructural Concrete, fib) 전단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논
문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UHPC 응용재료의 부재적용 연구로 단열성, 경량성

이 증대된 UHPC 재료로 제작한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
니다.

[1] J. Lee, S. Hong, C. Joh, I. Kwahk, and J. Lee, “Biaxial 
tension–compression strength behaviour of UHPFRC 
in-plane elements”, Materials and Structures, 50(1): 
20, 2017. 

[2] J. Lee, S. Kang, Y. Ha and S. Hong, “Structural 
Behavior of Durable Composite Sandwich Panels with 
High Performance Expanded Polystyrene Concret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12:21, 2018. 

[3] S. Hong and J. Lee, “Towards a rational understanding 
of shear in beams and slabs : 13. Shear strength of 
UHPFRC I-shaped beams without stirrups”, fib 
bulletin No. 85, Technical report, pp.212-224, 2018. 
(ISBN 978-2- 88394-125-0) 

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부재 거동에 적용하기 위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료에서 유
의미한 변수가 부재거동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연구내용 중 중요한 작업이
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재료의 지배변수는 압축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장거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콘크리트 설계와
는 달리, UHPC는 인장거동이 균열양상 및 파괴형태를 지배하
기 때문에 부재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인장거동은 전통적으로 파괴역학에서 다루어온 분

야인데, 대부분의 연구가 재료모델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
는 형태의 균열선단에서의 국부적인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
어서, 부재 전체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역학 변수값을 정의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기초적인 전공서적에서부터 준취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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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분야의 
논문을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델링은 관점의 
차이와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학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지배적인 변수로 볼 것인지가 가장 먼저이
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
구자들의 관점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콘크리트 신재료의 역학적 성능 검토와 구조부재 응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가 적절한 쓰임새
를 찾아 부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예를 들면, 단열성능이 향상된 UHPC 재료를 개발하고 이를 
샌드위치 패널에 적용한 연구와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 연구실
에서 나노입자를 혼입하여 내구성, 단열성, 차폐성 등의 사용목
표성능을 만족하는 시멘트계 재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데, 이러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을 정의하고 활용방안을 모
색하는 연구를 연계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5.�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콘크리트 파괴역학 분야의 대가인 Z. P. Bazant의 1998년 
저서 ‘Fracture and Size effect in concrete and other 
quasibrittle materials’를 다독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좋은 연구를 많이 했지만, Bazant는 부재의 크기(높이)라는 변
수를 통해 파괴역학을 구조부재에 적용가능한 범위로 확장시켰
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관련 연구를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글을 쓰는 연구자는 아니지만, 읽을 때마
다 저자의 생각을 새롭게 이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 연구분야의 다른 한 축인 콘크리트 소성학은 지도교수님인 

홍성걸 교수님의 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소성학은 이상화된 
재료모델을 통해 보수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재의 구조성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UHPC와 같은 신재료는 부
재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부재
의 응력상태에 대해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힘의 흐름
을 이해하여 부재거동을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6.�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구조재료실험실에서
는 재료연구와 구조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료와 구조분야 연구원들의 협업을 통해 얻는 시너지효과는 
큽니다. 활용목적에 따라 콘크리트 재료배합을 조절하고, 구조
성능 검증을 통해 구조부재 설계 및 적용에 이르기까지 연구영
역을 확장시키는 즐거움을 느꼈고, 동료연구진의 도움으로 연
구 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쉽게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인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분

야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지지를 해주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로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련의 과정을 배움과 
성장으로 바꾸는 것은 연구자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
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7.�이�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에게�도움이�되는�말씀을�

해� 주신다면?

최근에는 콘크리트 3D프린팅, 비정형 부재의 설계 등과 같이 
기계, IT분야와의 융·복합연구 및 ‘건축재료-구조설계-시공’ 
통합설계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연
구분야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다면 본인만의 
전문분야를 가진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데 한걸음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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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동력원으로써 내연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친환경 엔진 기술 개발
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북미에서는 친환경 
엔진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엔진 자체의 기술 뿐만 아니라 엔진
에 사용되는 연료의 특성 또한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여 
엔진과 연료의 동시 최적화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솔린 엔진
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킹 현상과 입자상 물질 배출 특성이 연료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은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효율 향상

에 어려움을 주는 현상으로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노킹 (knocking) 은 문자 그대로 벽면을 두드리는 듯한 소음을 
동반하는 비정상 연소 현상을 가리키며, 강도가 심한 경우 엔진
의 파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킹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가솔린 엔진에서는 연료와 공기 혼합하여 압축
한 뒤 점화 플러그를 이용하여 혼합기를 연소 시킴으로써 연료
의 화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점화 
플러그로부터 전파되는 화염이 연소실 벽면까지 도달하여 연료
와 공기의 혼합기가 모두 연소되기 이전에 점화 플러그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혼합기가 연소 과정과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압축/가열되어 자발화 (self-ignition 혹은 auto- 
ignition)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양의 혼합기가 자발화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양의 혼합기가 동시 다발적으
로 자발화 되면 소음을 동반하는 노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솔
린 엔진의 경우, 엔진의 압축비를 높이는 것이 효율 향상을 위
하여 중요하지만 압축비가 높을수록 노킹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문제로 인하여 압축비 상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킹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나 노킹에 대
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
르면 옥탄가가 동등하더라도 연료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노킹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옥탄가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실험 조건이 실제 엔진이 작동되는 조건을 
모두 대변하지 못하는 것과 연료의 구성 성분의 화학적 반응 
특성이 엔진 작동 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솔린 연료의 구성 성분은 각 국가별로, 그리고 계절별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판매되고 있는 엔진의 경우, 
연료 성분의 변화에 따라서 노킹 특성이 달라져서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료 특성이 노킹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료의 구성 성분과 노
킹 특성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실험적 
기법 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이용한 해석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널리 사용된 GDI 엔진은 기존 PFI(혹은 

MPI) 엔진 대비 출력이 높고, 더 높은 압축비 사용이 가능하여 
효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입자상 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
제점이 있는 관계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
니다. 입자상 물질이 생성되는 주 요인은 연료와 공기가 완전히 
균일하게 섞이지 못하는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연소실 내부 
유동의 강화 및 인젝터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균일한 혼합기 
형성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어
들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노킹 현상이 연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자상 물질 또한 연료 특성에 따라서 배출량이 
크게 변화됩니다. 이에 연료의 특성의 변화에 따라서 연소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연소실 내부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엔진 및 다양한 계측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을�소개해�주세요.

1) D. Vuilleumier, N. Kim, M. Sjöberg, N. Yokoo, T. 
Tomoda, K. Nakata, “Effects of EGR Constituents and 
Fuel Composition on DISI Engine Knock: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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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and Modeling Study”, SAE Technical 
Paper, 2018-01-1677.

2) J. Chung, N. Kim, H. Choi, K. Min, “Study on the effect 
of injection strategies on particulate emission 
characteristics under cold start using in-cylinder 
visualization”, SAE Technical Paper, 2016-01-0822.

3) N. Kim, S. Cho, H. Choi, H.H. Song, K. Min, “The 
efficiency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dual fuel 
combustion using gasoline direct injection and ethanol 
port injection in an SI engine”, SAE Technical Paper, 
2014-01-1208.

4) N. Kim, S. Cho, K. Min, “A study on the combustion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n SI engine under full 
load conditions with ethanol port injection and 
gasoline direct injection”, Fuel 158, 725-732. 

3.�최근에�BMW�화재사건�등으로�EGR(배기가스�저감장

치)가�주목을�받고�있습니다.�EGR은�어떤�원리로�구현

되는지?

EGR이란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줄임말로 배기가스 
재순환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엔진 연소실에
서 압축-연소-팽창 과정을 마치고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 흡기관에 순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
기가스에는 연료와 공기가 연소되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CO2)와 물 (H2O)을 비롯하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N2)
를 포함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산소(O2)를 포함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질소와 이산화탄소, 물은 흡기관으로 재순환되어 
다시 엔진 연소실에 공급되면 연료를 산화시키는 연소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연소 과정 중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 
(NOx)은 연소 과정 중의 온도에 따라서 그 생성량이 크게 좌우
되며,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
니다. 이에 연소 과정 중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을 
크게 저감할 수 있으며 이것이 EGR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4.�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엔진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다양한 
해석 툴이 존재하고 실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험과 해석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항상 

팀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을 주로 진행하
는 사람은 해석 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반대로 주로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사람은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활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상대 분야
에 대하여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을 함께 협업하는 연구원들과 
진행함으로써 실험과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고 문
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료의 특성에 따른 노킹과 입자상 물질 
배출량 변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한 이론
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것과 각각의 요인들이 복합적인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 하여 추후 친환경 엔진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재 박사 후 과정을 진행
하고 있는 Sandia National Lab.의 엔진 연소 그룹은 엔진 
연소실 가시화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레이저 계측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울대학교 동력공학연구실에서는 가솔
린 엔진과 디젤 엔진 연소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인젝터 (연
료 분사기)의 가시화, 차량용 연료 전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뿐만 아니라 0D 및 1D, 3D 해석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실험 
및 이론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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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gine.snu.ac.kr/) 저의 지도교수님이셨던 민경덕 
교수님께서는 대학원 연구실 구성원보다 늘 열정이 가득하셨던 
분이며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
서 많은 조언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더
라도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한 단계씩 적용하는 것이 최종
적으로 문제 해결에 더 크게 기여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박사 후 과정으로 있는 Sandia National Lab-CRF 
(Combustion Research Facility)에서는 엔진 연소 뿐만 아니
라 연소 화학, 반응성 유동, 여러 계측 방법론 등 연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진 연소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용 엔진은 모두 연소실 내부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곳 Sandia 
National Lab – CRF 에서는 신연소 기술에 관련한 물리 현상을 
연구하는 랩이 여러 곳 있으며 각각 랩을 담당하고 있는 PI 
(principal investigator) 아래 1~2명의 박사 후 과정이 있습니
다. 모두 각자의 일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풍성
한 조언과 토론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7.�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엔진 연소실을 가시화하는 실험은 일반 엔진 실험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 엔진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글씨만 가득한 소설책으로 접하는 
것과 영화를 통하여 보는 것의 차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8.�이�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또는�유학�준비생)에게�도

움이�되는� 말씀을�해�주신다면?

최근 내연기관의 존재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실수요가 높으며 향후 20~30년간 자동차의 주 동력원
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비 규제 등이 강
화됨에 따라서 내연기관의 전동화 (electrification)가 진행되
고 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등의 하이
브리드 자동차도 내연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도 친환경 엔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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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바이오디자인 연구실에서 사람의 움직임
을 도와주는 소프트 엑소슈트 (soft exosuit, 이하 엑소슈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엑소슈트는 기존의 단단한 외골격 
로봇들과는 달리 가볍고 유연한 옷감을 소재로 하여 착용자에
게 과도한 하중을 부가하거나 자유도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착용자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마블 캐릭터로 비유
하면, 아이언맨이 입는 단단한 로봇 슈트 대신 블랙팬서나 스파
이더맨이 입는 슈퍼 쫄쫄이 슈트(?)를 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소슈트에 대한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
은 이기욱 박사님(現 중앙대 조교수)의 메이트릭 인터뷰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http://www.materic.or.kr/community/rising_ 

terview/content.asp?f_id=18) 
[Video] 하버드 소프트 엑소슈트 소개 영상 (출처: Harvard 
University)
동영상: https://youtu.be/azSpdF8CGPw

2.� 본인의�대표�논문�소개

1. Lee et al. Autonomous Multi-Joint Soft Exosuit with 
Augmentation-Power-Based Control Parameter 
Tuning Reduces Energy Cost of Loaded Walking.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 
2018; 15: 66.

  동영상: https://youtu.be/N28bttqLoZE (출처: Harvard 
University) 

보도자료: 
https://wyss.harvard.edu/multi-joint-personalized-soft

-exosuit-breaks-new-ground/
논문 링크:
https://jneuroengrehab.biomedcentral.com/articles/10
.1186/s12984-018-0410-y
2. Quinlivan & Lee (공동 1저자) et al. Assistance 

Magnitude Versus Metabolic Cost Reductions for a 
Tethered Multiarticular Soft Exosuit. Science 
Robotics. 2017; 2: eaah4416. 

   Science 자매지 Science Robotics 2017년 1월호 표지
논문 선정

http://www.materic.or.kr/community/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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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https://wyss.harvard.edu/soft-exosuit- 
economies-understanding-the-costs-of-lightening- 
the-load/ 
논문 링크 : http://robotics.sciencemag.org/content 

/2/2/eaah 416

3. Lee et al. Autonomous Multi-Joint Soft Exosuit for 
Assistance with Walking Overground. Proceedings in 
the 35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8. 

   논문 링크 :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 
document/ 8460972

4. Lee et al. Controlling Negative and Positive Power 
at the Ankle with a Soft Exosuit. Proceedings in the 
33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16. 

논문 링크: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7487531

3.�연구�중에�어떤�극복해야�할�문제가�있었고�이를�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엑소슈트와 같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
에서는 로봇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실제로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이 로봇공학의 관점에서
만 생각해서 외골격 로봇을 제작해왔고, 이 때문에 공학적으로
는 아주 잘 만들어진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움직이
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체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
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저희는 최초 구상 단계에서
부터 만들고자 하는 대상(로봇)이 아닌, 로봇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의 운동을 먼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 개발을 시작
하는 이른바 bio-inspired design approach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위에 소개된 ICRA 2018 논문(링크: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8460972) 은 
엑소슈트를 입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매 순간 땅을 딛는 
발의 각도에 따라 엑소슈트의 제어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절해
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로봇 
컨트롤러 개발에 앞서, 먼저 사람이 걷는 동안 앞꿈치나 뒷꿈치
로 울퉁불퉁한 땅을 디딜 때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생체역학/생물학 연구를 먼저 진행했고, 이 논문을 로봇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실험 생물학 저널(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에 출판하였습니다. 
(링크 : http://jeb.biologists.org/content/220/22/4169) 

이후 이러한 인체의 자연적인 반응 방식을 엑소슈트에도 적용
하여, 울퉁불퉁한 길에서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로봇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개발에 참여했던 엑소슈트는 미 국방부 방위고
등연구계획국(DARPA)의 지원을 받아 군인들이 무거운 군장
을 매고 행군할 때 신진대사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
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엑소슈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산소탱크를 
매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어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소방관들
에게 엑소슈트 기술이 사용된다면, 소방관들과 화재 피해자들 
모두의 인명을 구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약
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움직임을 도와주어 전반적
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엑소슈트 기술을 다양한 장애군의 

http://robotics.sciencemag.org/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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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와 재활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특히 
뇌졸중 환자를 위한 엑소슈트는 외골격 로봇 회사인 ReWalk 
Robotics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로봇 연구를 접하게 된 것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부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링크: http://biorobotics. snu.ac. 
kr)에서 학부논문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조규진 교수
님, 그리고 당시 제 연구 사수셨던 박용재 박사님(現 강원대 
조교수)의 지도를 받아 간단한 구조의 물고기 로봇 제작에 참여
하였습니다. 학부생 수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한 작은 프로
젝트였지만, 실제 로봇의 구상에서부터 설계, 제작까지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보면서 로봇 연구자로써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휴먼캐드연구실
(링크: http://hccl.snu.ac.kr)에서 이건우 교수님의 지도하
에 인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운동생체역학 분야로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당시 연구실에 계시던 정문기 박사님(現 덴마크 
AnyBody Technology Senior Engineer)과 김영훈 박사님(現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근
골격계의 구조 및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인체 운동을 해석
하는 방법을 공부하였고, 산업용 외골격 로봇, 노약자용 보행 
보조기구 등 다양한 기계들과 인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 졸업 후 유학을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공학연구소 바
이오닉스연구단(링크: http://bionics.kist.re.kr)에서 연구
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득희 박사님, 박세형 박사님, 그리
고 당시 연구단 단장님이셨던 강성철 박사님의 지도하에 정맥
주사 보조장치 등 다양한 의료기기 설계에 참여하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설계에는 어
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
럼 유학 전까지 로봇공학, 생체역학, 의공학 등 다양한 연구를 
경험해보았는데, 이것이 박사과정 동안 엑소슈트라는 매우 융
합적인 분야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하버드 바이오디자인 연구실
(링크: https://biodesign.seas.harvard.edu)은 Conor Walsh 교
수님의 지도하에 포닥, 대학원생, 스태프 연구원을 합쳐 50명이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는 아주 큰 연구실입니다. 엑소슈트 외에
도, 인체운동 분석과 신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다양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연구원들도 많아서 최근까지 이기욱 박사님(現 중앙대 조교수)
과 김명희 박사님(現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조교수)께
서 포닥으로 계셨고,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총 네 명의 한국인 
대학원생들(배재현, 이상준, 김진수, 정진원)이 서로 다른 파트
에서 엑소슈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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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분야로�진학하려는�후배(또는�유학�준비생)에게�도

움이�되는� 말씀을�해�주신다면?

엑소슈트를 포함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는 로봇공학 안에
서도 떠오르고 있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연구원으로써 자신의 
연구 결과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진학하고 싶은 분들께
서는 로봇공학 뿐만 아니라 생체역학, 의공학, 뇌과학 등 관련
된 분야를 두루 접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매우 융합적인 분야인만큼 
절대 혼자서 연구·개발의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익히

고 다양한 협업 연구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본인의�연구에�대해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위 과정 중에 직접분사식 가솔린 엔진(Gasoline Direct 
Injection, GDI)의 주요 배출물 중의 하나인 입자상물질을 저
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연소 및 입자상물질 배출 
과정을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
을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가상 엔진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GDI 엔진은 연료를 실린더 내부
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의 포트 분사식
(Port Fuel Injection, PFI) 엔진과 비교하여 열효율과 출력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실린더 벽면에 일부 점착한 연료 
액막 혹은 미처 공기와 균일하게 섞이지 못한 연료로 인해 입자
상물질 배출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GDI 엔진에
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은 연료의 물성치, 연료 분사 시점, 
분사 압력, 분무 패턴, 연소실 형상 등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자 간의 상호관계로 실험을 이용한 최적화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한편 고성능 컴퓨터와 고정확
도 CFD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엔진은 현상의 정량적 분석 
및 변수 최적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엔진 개발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가상 엔진 모델의 
예측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료 모델, 분무 모델, 연소 

모델, 배출 모델을 개발하였고 각 모델을 실험 및 문헌 데이터
와 비교 검증했습니다.

우선 연료 모델에서는 가솔린의 증발 특성과 화학 구조 특성
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린더 내부의 연료 
기화 및 공기와의 혼합이 입자상물질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증발 특성이 잘 모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자상물질은 
다환형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의 복합물로서 연료의 화학구조 특성도 고려되어야 합니
다. 다음으로 분무 모델은 연료 공기의 혼합 및 연료 액막 점착
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이며, 큰 연료 액적이 보다 작
은 액적들로 쪼개지는 분열 과정, 인젝터로부터 분사되는 가솔
린의 분무 도달 거리 등이 정확하게 모사되어야 합니다. 연료의 
분사 이후 압축행정 말기에 점화 플러그를 통해 연소가 시작되
는데, GDI 엔진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의 화염전파 모드로 
연료-공기 혼합기를 연소시킵니다. 이 때 연료가 국부적으로 
농후한 지역에서는 층류화염속도가 느려지고 동시에 입자상물
질이 활발하게 형성됩니다. 제 연구에서는 Level-set 기법의 
G-equation 난류연소모델을 기반으로 연소 과정을 모사하였
고, 탄화수소 복합물인 가솔린 연료의 층류화염속도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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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자상물질 모델
은 배출물의 시초가 되는 PAH 농도를 예측하는 라이브러리와 
입자상물질 간의 핵화, 응고, 표면 성장 및 산화 등의 에어로졸 
역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모델들은 하나의 가상 엔
진 플랫폼에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GDI 엔진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고, 연소 과정을 나타내는 실린더 압력과 입자상물질
의 배출 수준을 검증하였습니다.

2.� 본인의�대표�논문을�소개해주세요.�

- J. Kim and K. Min, “Modeling Laminar Burning Velocity 
of Gasoline Using an Energy Fraction-Based Mixing 
Rule Approach”,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D: Journal of Automobile 
Engineering, 2018.

  (https://doi.org/10.1177/0954407018768396)
- J. Kim, N. Kim and K. Min, “Numerical investigation 

of soot emission in direct-injection spark-ignition 
engines using a detailed soot model framework”, SAE 
Technical Paper, SAE 2016-01-0580, 2016.

  (https://doi.org/10.4271/2016-01-0580)
- J. Kim, G. Kim, H. Lee and K. Min, “Numerical analysis 

of pollutant formation in direct-injection spark- 
ignition engines by incorporating the G-equation with 
a flamelet library”, SAE Technical Paper, SAE 
2014-01-1145, 2014.

  (https://doi.org/10.4271/2014-01-1145)

3.�고효율과�저�배기를�만족시키�위한�가솔린�엔진의�가장�

중요한�개발�방향이�무엇이며,�특히�점화�계통에서�

어떤� 기술이�요구되나요?

엔진의 열효율은 압축비와 비열비의 함수로 정의됩니다. 압축

비가 높을수록 혹은 연료-공기 혼합기의 비열비(k)가 공기
(k=1.4)와 비슷할수록 열효율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압축비
와 공연비가 희박한 조건에서 연소되는 엔진이 이론적으로 높
은 열효율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희박 조건에
서는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삼원촉매가 질소산화물 환원 작용
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공연비에
서 운전되는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에 대해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PFI 엔진보다 고압축비를 갖는 GDI 
엔진에 터보차저를 이용하여 엔진 작동점을 효율이 좋은 영역
(sweet spot)으로 이동시켜 연비 향상을 극대화하는 기술입
니다.

한편 다운사이징 엔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킹
(knocking)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노킹은 전기 점화
(spark ignition)가 만든 화염면으로 연소되기 전에 연료의 자
발화로 인해 엔진에 기계적인 무리 혹은 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물리 현상입니다. 고부하 조건에서 압축비를 높이거나 터보차
저로 과급하게 되면 특히 고부하 조건에서 실린더 내부에 고온·
고압 환경이 형성되고, 이 때 노킹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
니다. 따라서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은 노킹을 억제하면서 고
압축비·터보차저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디젤 엔진에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을 가솔린 엔진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연소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EGR이 들어간 희박 연소(dilute combustion)는 특성상 화염
전파속도를 낮추고 점화·연소 불안정성이 뒤따르는 한계가 있
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예연소실 점화(pre- 
chamber ignition), 저온 플라즈마 점화(low-temper ature 
plasma ignition), 코로나 점화(corona ignition), 레이저 점
화(laser ignition) 등의 고급 점화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
다. 그 중에서 예연소실 점화 방식은 기존의 점화플러그를 사용
하되 예연소실의 연료-공기 혼합기를 점화시키는 것으로 기타 
방법들보다 가격이 싸고 접근 방법이 용이합니다. 예연소실에
서 연소된 난류 제트가 오리피스(orifices)들을 통해 분출되고, 
제트는 기연 가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온 상태이며 넓은 점화 
면적으로 빠른 연소율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EGR 희박 연소로 운전되는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은 고효율 
파워트레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인 점화
를 위한 고급 점화 시스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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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4.�전기자동차와�모터의�발전으로�자동차에서�현재의�내

연기관이�대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그럼에도�불

구하고�현재의�내연기관이�앞으로�개선이나�발전될�여

지가�있는건지�궁금합니다.

최근 자율주행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혹은 전동화가 자동차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디젤
게이트나 국내 미세먼지 이슈와 결부하여 내연기관에 대한 대
중의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T에서 발표한 
“On the Road toward 2050”[1]이나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로드맵[2]에서는 여전히 향후 수십년간 내연
기관은 자동차의 주력 동력원으로 사용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
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이 공존하며, 운전 거리와 조건
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동력원은 모두 내연기관을 탑재하
므로 고효율·저배기화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야 합니다. 수십년 전의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내
연기관은 GDI, cooled EGR dilution 등의 신연소 컨셉을 탑재
하였고, 인젝터 및 터보차저 등과 같은 핵심 부품들은 정밀 제
어가 가능해지고 과도 응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엔진은 복합 
시스템으로 운전 인자 및 부품 간의 최적화 정도가 그 효율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 에너지부는 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엔진 시스템만을 단독
적으로 연구했을 때 2015년의 효율 대비 2025년에 25%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각 엔진에 최적화된 연료도 함께 연구한다면 
35%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 연구활동과�관련된�앞으로의�계획이�있으시다면?

현재 소속된 아르곤 국립 연구소에서는 슈퍼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하여 High fidelity 엔진 시뮬레이션을 지향하는 다양한 연
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위 과정 중에는 엔진 이론과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키우고 실험과 협력하여 모델을 개발하는 
법을 배웠다면, 앞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팅 기
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엔진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6.� 본인이�영향을�받은� 다른�연구자나�논문이�있다면?

석사과정을 지내던 당시 가솔린 엔진의 점화 모델을 연구하면
서 Rainer Dahms (Sandia National Laboratories)가 발표한 
spray-guided GDI 엔진의 점화 현상을 모델링한 논문[3]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광계측 엔진에서 PIV, 
chemiluminescence 측정 기법을 동원하여 빠른 유속장이 간섭
하는 점화 현상을 이해하고, 난류와 연소 이론을 기반으로 모델
링을 진행한 뒤 정성적/정량적으로 검증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실험과 해석의 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의 저에게 통합적인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준 논문입
니다.

7.� 연구를�진행했던�소속기관�또는�연구소,� 지도교수에�

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민경덕 교수님 지도 하에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에 소속된 동력공학연구실에서 대학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는 현대기아자
동차에서 센터건물과 엔진 및 NVH 관련 장비를 기증하여 설립
되었으며, 산업자원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파워트레인/NVH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연구 장비를 갖추
었습니다. 제가 몸 담았던 동력공학연구실은 자동차의 주 동력
원인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에 대해 실험 및 해석적 
기법을 동원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펼치고 있고, 약 20여명의 
석박사과정이 협력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
인 민경덕 교수님은 MIT의 Prof.  Heywood 아래서 박사학위
를 취득하시고 다임러 벤츠의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
신 후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셨습니다. 교수님과의 미팅을 할 때
면 연구 주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내시고, 주어진 주제를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
시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던 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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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구활동�하시면서�평소�느끼신�점�또는�자부심,�보람

제가 있던 연구실은 실험과 해석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 갖추어져 있었고, 가솔린과 디젤 엔진은 단기통에서 다기통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실은 실험 또는 해석 기법 중 하나에 집중하는데, 통합적인 
연구 환경에서 저는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모두 심도 있게 연구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료 연구원과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구상하였고, 실험을 같이 진행하
면서 엔진 데이터의 감각을 익혔으며, 모델의 통전적인 검증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논의하였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과 같이 모델 검증에 필요
한 것은 무엇이며, 혹은 해당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를 체득할 수 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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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올해 열린 PTC (Pipeline Technology Conference)는 13번
째로 열리는 석유 및 가스 배관의 안전과 가동 기술에 관한 
학회로써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배관기술 (pipeline 
technology) 관련 학술대회 중 하나이다. 유럽의 EITEP(Euro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 Transfer)가 주관
을 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본 학회는 첫 회부터 8회까지는 
EITEP가 위치해 있는 하노버(Hanover)에서 개최되다가, 9회
부터 베를린(Berlin)으로 옮겨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도 베를린
에 위치한 Estrel Berlin Convention Center (Fig. 1참조)에서 
개최되었다.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602명의 참가자가 배관 유
지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최신기술과 현장 사례에 대해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는 특히 2회를 맞은 유럽 하수처리관련 학회 (Pipe and 
Sewer Conference)와 함께 열리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전
통적으로 석유와 가스 배관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기술들이 
물(상수/하수) 관련 배관으로 전해지고 있는 인상을 많이 받았

다. 최근의 환경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의 증대가 원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학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Safety)’이었는데, 기조

강연(keynote speech)과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이 주제
에 대해서 유럽 각국의 다양한 상황과 국제 표준 제정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었다. 기술 강연은 5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각 기술 간의 명확한 차이를 두어 불필요
한 발표장 이동을 최소화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총회(plenary 
session)는 마지막 날 오전에 ‘Remarkable project’라는 주제
로2개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천연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기술/운영에 전반에 대한 내용과 멕시코의 
구조건전성 계획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쉬운 점
은 포스터 세션이 점심식사와 같이 진행되어 충분한 논의를 
나누기에는 부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학회의 세션을 살펴보면 19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장 많은 발표가 집중된주제는 ‘건전성 관리(Integrity 
management)’로 가동되는 배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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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발표 및 본 
저자가 관심을 가지는 배관 감시관련 주제를 추려보면 아래의 
6가지가 될 수 있겠다.

실제 배관 운영이 중요한 학회인 것만큼 70여개가 넘는 업체
의 전시 참여가 있었으며, 실제 운영 중인 다양한 장비의 데모 
및 업체가 가진 기술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이 학회 후반부에 
구성되어 단순한 전시 모습이 아닌 실제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2. Keynote speech & Plenary lectures  

한 편의 기조 강연과 2편의 총회 발표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
었다.

독일 DVGW(German Technical and Scientific Association 
for Gas and Water)의 의장인 Dr. Linke는 기조 연설에서 배관
의 개량결정에 따른 두 번째 사용을 위한 기술적인 결정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독일 전체에 분포된 석유

와 가스 배관의 현 황 및 운용 상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이 후 3차에 걸친 기술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유럽
의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Remarkable project’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2 편의 총회 발표
는 유럽과 북유럽의 가스 공급과 관련된 현황에 대한 것이었다. 
Vogel은 EUGAL(European Gas Pipeline Link)에 대해 소개
하였는데, 특히 기술 및 구성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해
결 과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Fig. 3 참조) 총 485km에 분포한 
천연가스 배관은 발틱해(Baltic Sea)부터 독일을 관통하여 체
코와 접해 있는 남부 독일 도시까지 연결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현재 활발하게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2019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가스가 배관을 따라 
이동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인 Azuara는 멕시코의 배관 관
리 정부 담당자인데, 9,000km에 달하는 멕시코 배관의 효율적
인 재건축을 위한 도전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Rosen 
group에서 2015년부터 시작된 배관 운용 시스템은 향후 멕시
코 정부 기관 (CENGAS)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 단계적
으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1) 배관 정보의 수집/ 분류 
및 디지털화, (2) 설치 구조물과 장비의 개발과 점검, (3) 배관 
분포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신 현황 유지가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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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발표 내용 요약

본 학회에서는 한 발표 당 30여분의 발표시간을 주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개요
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는 발표 
보다는 실제 운용 중인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발표가 주를 이뤘다. 다양한 무제 해결 
중에서 상태 감시 기법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현황 
및 적용 환경 등에 대한 발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물 배관시스템(Water Distrivution 
Network,WDN)에서 효율적인 누출 위치 탐지를 위한 최소 센
서 개수 최적화 방안 수립 및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을 시도하였

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 세트를 구성하고 
확률적인 개체군(population)을 구성하여 측정되는 누출 신호
가 최대가 되는 최적화 문제를 풀었다. 최적화 문제 구성을 위한 
비용함수(cost function)는 F score라는 식을 구성하여 위치 
정확도와 신호 크기의 조합으로 적합도 수치(fitness value)를 
계산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석유/ 가스 배관 뿐만 아니라 물배관의 경우에도 제 3자에 
의한 배관의 불안정성이 높다. 의도적으로 배관에 위해를 가하
든, 알지 못한 채로 배관을 부수게 되든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의 대처사례를 소개
하였다. 인도에는 약 2600km에 걸쳐 가스 배관이 분포해 있고, 
4,000km 가 추가 증설될 예정이다. 배관 주변 인구 거주 분포 
및 지형/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위협의 정도(Risk 
of Threat)을 계산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델로써, 최대 위협 지점에 대한 상대 위험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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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내용이다. 노후 배관의 누출을 탐지하기위해 사물 인터넷 시스
템을 이용하여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을 적용하였다. 센
서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하여 배관의 외관에 설치할 수 있어 
용이하다. Fig. 9에 보이는 통계 자료와 같이 1950~1970에 
건설된 배관에서 매년 많은 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현재 설치된 누출 검출 시스템에서 검출하는 비율은 15%를 
조금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 민감한 
음향 방출 센서를 적용하였으며, Fig. 10에 보이는 것처럼 60m 
정도의 배관에 1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센서를 설치하여 신호
를 받아서 가능성을 살펴본 발표이다. 매우 좁은 지역에 민감하
게 누출을 탐지하기에는 적합하나, 대규모 용수관로에서 넓은 
영역을 감시하는 것에 쓰이기는 힘든 방법이다.

산업적 요구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룬 석유와 가스 배관에 
비해접촉에 물 배관은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인류
에게 마실 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50까지 물 요구량은 5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배관의 건전성 감시 시스템은 앞서 개발되
어 온 석유/가스 배관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것이 접근
의 수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배관 구역 구성을 통해 
관심 영역 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국한하여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정
부의 규제와 기술의 개발 정도에 맞춰 규격화 되는 것은 필수불
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ig.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양한 요소에 대해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및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제정이 필요
하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아래의 3가지가 중요
하다. 
 
현장 점검의 우선 및 효과적인 점검 스케줄 수립
효과적인 누출감시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향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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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상태 감시 기법으로 광섬유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최근에는 분포된 광섬유를 이용하여 음향을 측정하는 분
포 음향 센싱(Distributed Acoustic Sensing)이 배관 파손이
나 절도 감시에 쓰이고 있다. 독일의 재료연구소인 BAM에서는 
AGIFAMOR(ageing Infrastructures-Fibre Optic Monitoring 
of Pipes)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배관의 감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실제 배관 크
기에 적용한 결과를 본 발표에서는 보여주었다. 배관을 감싸돌
아서 고정된 광섬유는 Fig. 13에서와 같이 배관에 장착되어 있
으며, 대조군으로 둔 곳과 가상의 누출을 모사한 지역으로 나누
어 신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배관 누출은 구멍의 크기 별로 
제작된 어댑터로 조절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신호는 위치 별
로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고, 이를 특정 주파수 신호 영역의 신
호들만으로 신호처리를 하여 좀 더 누출의 위치를 잘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배관 업댑터의 크기로 조절된 압력 변화를 살
펴볼 때, 본 실험 셋업에서는 20bar 이상의 압력변화가 있을 
때 누출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배관의 누출감시를 위한 국제 기준인 API1175는 독일 및 유
럽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TRFL을 따르고 있다. 기본적인 누출 
감시는 누출에 따른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관
심 배관의 입력과 출력부에 설치된 유량, 온도, 그리고 압력센
서를 통해 측정된 값들을 조합하여 정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와 달라졌을 때를 이상상태로 간주하여 누출의 경우 
위치를 탐지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시
스템마다 고유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높은 
정확성을 위해서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압력과 온도 변화를 
이용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이는 누출이 발생했을 때, 압력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이용하
여 좀 더 높은 정밀도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발표자
가 속한 KROHNE 사의 Pipepatrol 시스템의 구성은 Fig. 16과 
같고, 입/출력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온도 측정 만을 통해 
감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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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검사를 위한 관내 이송장치(pig)에 장착된 초음파 센
서로 흠집(dent)의 형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에 대한 논문
이다. 기존의 검사 장비에 장착된 캘리퍼(califer)방법은 Fig.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빠르게 이송할 때 속도에 의해 흠집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는데, 초음파 배열을 이용하여 
C 스캔 영상을 얻으면 정확한 크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배관 
전체를 스캔하기 위해 이동 방향에 일정 각도를 가지고 배치된 
초음파 배열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흠집의 크기를 측정하
기 위해 이송체의 중심과 상대 위치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초음파의 분해능을 고려하려면, 
주파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이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면, 배관 두께 대비 짧은 파장
의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배관 벽 내부의 
결함까지도 탐지할 수 있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19와 같이 다수의 현장 실험결과 신뢰할 만한 수준의 반복
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Fig.20에서 와 같이 영상화를 통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4. 베를린 (Berlin, Germany)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 서남쪽에 위치한 쇠너펠트 공항
(Sch nefeld Airport)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가 넘었었다. 
택시를 타고 숙소인는 에스트렐 호텔 &컨벤션(Estrel hotel& 
convention)으로 이동하였다.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커다란 부지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필자가 참가한 학회 외에도 
3개 이상의 다른 행사들이 열리고 있었다. 필자가 2017년에 
방문에 본 독일의 다른 도시, 뮌헨(Munich)과는 같은 듯 다른 
느낌의 베를린은 건물 전체가 어두운 톤의 색깔이 많고, 건물 
외벽의 화려함보다는 철저히 실속 위주의 디자인이 되어 단순
하다는 느낌은 비슷했다.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80% 이상
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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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장벽이 교훈처럼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어느 곳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은 
예술가들의 훌륭한 갤러리로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인기있는 그림은 
통일 독일을 의미하는 형제의 키스 이다. (Fig. 21(d)) 초로의 
남자들 간의 키스라는 파격적인 소재이면서, 두 형제(서독/동
독)의 재결합을 의미심장하게 나타내는 작품이었다. 통일 후의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장벽을 보니 우리나라의 상황이 생각
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관광지가 되는 휴전선을 생각해 본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학회가 있고, 학회 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학회였다. 필자가 
참여한 본 학회는 석유 및 가스 배관이라는 산업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학회로 학문적인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공유하는 
역할이 크게 느껴졌다. 학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70여여 개가 
넘는 업체의 전시와 지원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관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기술 보다 현장에서 불

편없이 쓰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노력을 들여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적은 에러로 확실한 
결과를 내어주는 기술이 선호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사용자들
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인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늘 되새기며 
유념해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대형 용수관로에 대한 상

태감시 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
다. 물 관련 배관은 아직 석유나 가스 배관과 같이 커다란 이익
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학회가 하수(sewer) 학회와 같이 
개최되는 것도 이와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 발표 중 하나인 ‘Is water the new 

oil?’이라는 문구를 되새기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용수 배관 
기술은 후속 분야로 앞서 잘 개발된 석유 배관의 기술을 물 
배관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함께 물 배관에 특화된 심화 기술의 장착을 통
해 특화된 기술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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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Intermag은 196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응용자기학 및 정보저
장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다루는 학회로 IEEE magnetics 
society에서 개최하는 역사가 깊은 학회이다. 본 학회는 자기적
인 특성을 갖는 물성에 대한 연구부터 자성 재료를 이용한 응용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기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참가자가 정기적으로 참석하
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Intermag 2018에서는 학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구두 발표 세션
이 62개, 포스터 발표 세션이 57개 열렸고, 각 세션당 논문 수를 
고려하면, 1500편에 가까운 논문이 발표된 대형 학회이다. 

Intermag은 2016년에는 San Diego(미국), 2017년에는 Dublin 
(아일랜드)에서 열린바 있으며, 2019년에는 Washington(미
국)에서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본 학회는 3년에 한번씩 
MMM(conference on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과 joint conference를 갖는데, 2016년 San Diego 학회가 
joint-conference로 열린바 있으며, 2019년에 washington에
서 열릴 학회가 MMM-Intermag joint conference로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MMM학회 역시 자성 재료를 다루는 학회로 
AIP publishing group에 속해있으며, 1955년부터 시작된 아
주 유서 깊은 학회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지난 학회에 비하여 자성재료를 이용한 전동
력 응용 부분에서의 세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전동기의 특성 분석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싱가포
르라는 지리적인 특징도 있었지만, 중국 연구진의 논문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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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많은 중국 연구진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규모가 큰 
학회인 만큼 중국 연구진의 논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 내용을 나누는 좋은 기회
가 되었다.

2. 주요 연구 발표 내용

1. 다양한 전기기기의 발표 내용 중 consequent pole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자석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유효 공극의 크기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 자석 부피당 
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규제에 따
라 연구가 주목된바 있다.

2.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대규모 해저 희토류에 대하여 관심
을 보이는 참석자가 많았으며, 상용화까지의 기간에 대한 의견
을 교환하였고,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특히 전기기기 연구에 있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보이는 
영국 sheffield univ의 prof. zhu 연구실의 논문으로 
“Analysis of Flux Reversal Permanent Magnet Machines 
with Different Consequent-Pole PM Topologies.” 가 발표
되어 많은 청중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논문은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PM(Surface mounted Permanent 
magnet Motor)와 비교하여 적은 자석 사용으로 고 토크를 구
현하고자 하는 설계 기법이다. 자석의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적 공극의 감소로 출력을 높이고자 시도하였으며, 새로운 
타입의 기기인 만큼 다양한 토폴로지의 적용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1. 자성재료의 특성 해석과 관련하여 전기기기 응용에서 주요
하게 활용되는 분야는 전동기 손실 해석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동기의 구동 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한 손실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재료에 대한 손실 특성은 재료의 1개의 
실험을 통해 측정되어 제공되지만, 전동기로 가공된 후의 손실
값은 복잡한 형상과 다양한 운전 영역으로 인해 제한적인 실험
과 해석만으로 손실을 추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2. 철손 해석 분야에 있어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OITA 
Univ.(prof. ENOKIZONO) 연구실 출신으로 현재 Toyota 
R&D center에서 근무하는 Dr. Maeda가 전동기의 자성 재료의 
손실과 관련하여 기존의 E&S modeling의 연장선상에서 발표
한 논문이 전동기의 손실 해석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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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자성체에 센서를 붙여서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력, 출력의 측정에 의존
했던 철손 측정 방식이 아니고, 실제 운전 시에 강판의 손실을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시도
라고 생각된다.  

1. 자기적인 성질이 다른 두 물질(NiCo, FeCo)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쌓아서 만든 자성 물질을 이용하여 에너지 하베스팅에 
적용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아이디어로 베스트 포스터 
상을 수상하였다.

2. 자성 물질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자기장에 따라 미소 변위의 
움직임을 갖는데, 이것은 자구(magnetic domain wall)의 경계
에서 자성물질이 정렬되면서 발생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자
구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기적인 성질이 다른 두 물질

을 적층하여 작은 힘을 가하였을 때 적층된 물질로부터 발전이 
되도록 구성한 시스템이다. 물론 시스템의 크기도 매우 작고, 
얻을 수 있는 전력도 작지만, 미소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전력원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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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된 논문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준 논문으로는 자기
부상 방식을 이용하여 sheet steel을 띄우는 기기에 대한 논문
이 있었다. sheet에는 구동을 위한 장비가 장착되지 않으며, 
전자석에 의해 구현되는 대각선 방향의 힘을 이용하여 sheet 
steel을 기울여 이동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비록 ripple
이 심하여 정밀 제어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passive type의 maglev를 구현하는 방식은 기존 자기부상연구
실에서 시도했던 방법과 거의 흡사하다. 여기에서는 baton 
touch의 방식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서 시스템을 설명하
였으며, 최대속도 1m/s까지 구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 최근 고효율, 경량화, 발열문제의 해결을 위해 SiC, GaN 
소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응용 분야의 논문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어기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위칭 
소자의 높은 대역의 스위칭 주파수 적용 분야에 대한 논문도 
여러편 발표되었다. 하지만 스위칭 소자의 주파수 향상은 전기
기기의 측면에서는 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철손 증가가 예상된
다. 위의 논문은 자성 재질로 이루어진 코어의 철손 저감을 위하
여 이종의 소재를 섞어서 코어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
이다. 서로 다른 크기의 Fe-AMO를 섞어 와전류에 의한 손실
을 줄이고 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종의 소재를 적절
히 섞었을 경우 높은 스위칭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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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형 전동력 분야에서는 Flux-Switching 기법을 개선 적
용한 Dual-PM Partitioned-primary Hybrid excited 
Flux-switching Linear Machine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청중
의 많은 질문을 받았다. 기존의 flux switching 기기에 비하여 
고정자에 Dual PM을 적용하므로, 이동자의 형상 설계에 자유
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동자 철심의 형상 
개선을 적용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역기전력
의 고조파 성분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성체가 없는 부분은 역시 비자성 재질로 채워야 하는 만큼 
고 추력 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3. Intermag 2018의 Special Program

1. 이번 학회에서는 독특하게 Art in Magnetsm 이라는 주제
로, Magnetic Material의 형상들을 예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
는 흥미로운 세션을 열었다. 작품은 학회 기간 내내 전시되어 
투표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Tough day in the land of 

Nano-Magnetism (SEM imaging of the coated NdFeB 
powders.)“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수상작으로는 Masked 
Mushroom, My Nano Sunflowers가 선정되었다.

1. Intermag 학회의 특징으로 저녁에 제공되는 맥주를 꼽을 
수 있다. 거의 매일 저녁 세션이 마감되면 1시간동안 맥주가 
무제한 제공된다. 작년 Dublin에서는 특별히 아일랜드 국민맥
주인 기네스가 매일 저녁 끊임없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뜨거
운 반응이 있었으며, 올해도 역시 만찬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간단한 스낵과 함께 맥주가 제공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한층 더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근처의 음식점에서 2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었다. 
년도에 따라 맥주와 함께 기념 컵을 주기도 하는데, 여행 중 
깨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념품으로는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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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mag 발표 논문의 반 이상은 Magnetic Material의 특
성에 관한 것이며, 한국에서도 자기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밤을 개최하는 등 많은 연구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의 자성 재료에 대한 물리적 특성 및 재료적 특성 분석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우수한 논문을 많이 소개 하지 못하여 아쉬움
이 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자성 재질에 대한 논문 보다는 자기
응용 분야의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였고, 특히 
한, 중, 일의 연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개인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Intermag 학회를 참석해 
왔다. 같은 분야의 중요 연구진이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 제출
되는 논문의 수가 많아 최신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에도 좋은 
학회이다. 특히 올해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일본, 중국의 
친구들이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어 다시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던 학회였으며, 국내의 산, 학, 연 연구진과
도 학회 기간 중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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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올해로 74번째 개최되는 SPE ANTEC (Annual Technical 
Conference)은 플라스틱 재료 및 가공기술과 관련한 최신 기술
과 연구내용이 발표되는 플라스틱 산업의 대표적인 학술대회로
써, 미국 SPE (Society of Plastic Engineers)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된다. 또한, 3년 주기로 미국 플라스틱 가공기술 전시회인 
NPE(National Plastic Exhibition)과 함께 Orlando에서 개최되
며, 올해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년도 학회는 플라스틱 기
술에 대한 해외 연구진과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학술
발표뿐만 아니라, NPE에서 플라스틱 산업의 트렌드를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올해로 창립 76주년을 맞이한 SPE는 전 세계 플라스틱 기술

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SPE에는 분야별로 29개의 Technical 
Division이 있으며 (예를 들어 Injection Molding Division, 
Extrusion Division, Applied Rheology Division 등), 각 
Division 별로 Conference를 개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M 
Tech). 지역별로는 Geographical Section이 있고, 우리나라에
는 SPE Korea Section에서 매년 2회 SPE Korea Conference를 
개최한다.
올해 ANTEC은 작년보다 규모가 커져 나흘 동안 개최되었고, 

총 78개의 구두발표 Session을 통하여 32개의 기술 분야를 다

루었다. 가장 많은 구두발표 세션은 근래 각광을 받는 Additive 
Manufacturing / 3D printing이었고, 그 뒤를 전통적인 주제인 
Injection molding, Engineering Properties & Structure, 
Extrusion, Composites가 뒤따랐다. 이번 ANTEC에서 필자
가 관심을 가졌던 Topic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Injection molding
* Industry 4.0 and Smart Factory
* Automotive
* Process monitoring and optimization

학술대회가 열린 Orlando는 Disney World와 Universal 
Orlando Resort 등이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다. 또한, 
NPE가 열릴 수 있는 큰 규모의 Convention center가 있고 
Chicago 보다 전시장의 대관료가 저렴한 탓인지, 2012년부터 
NPE 가 개최되는 해에는 Orlando에서 학회가 개최된다. 학회 
규모에 걸맞게 모든 학회 일정은 SPE Event appli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정표에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발표를 
따로 지정하여 본인만의 학회 일정표를 만들 수 있었다. 이전까
지의 학술대회 구성과 금년도의 차별화된 점은, Technical 
marketing session에 산업체의 발표를 모아 쉽게 학회 참석자
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다. 학술발표 이외에도 
“Plastics for Life”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정하기 위
한 제품 투표, 무료 증명사진 촬영 행사 등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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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Injection molding session에서 "Valve gate open lag 
time in conventional hot runner system" 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발표에서 필자는 사출성형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Hot runner의 Sequence valve gating의 
Sequence 설정 또는 최적화에서 고려되지 않는 Valve pin 가동
시간의 공정상의 중요성과 보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
가 속한 연구실의 박사과정인 김봉주 학생은 "Study of an 
optical evaluation of surface adhesion in the multilayer 
injection molding process"의 주제로 같은 Session에서 구두발
표를 진행하였고, Multi-layer 사출 성형품에서 발생하는 접착 
불량에 대한 새로운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ANTEC과 함께 개최된 NPE에서 업계의 화두는 Smart 
factory 및 Industry 4.0이었다. 각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적용
된 공정조건을 기록하여 UPC-UA 또는 EUROMAP 등의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 뒤, 이 정보를 적극적으
로 공정 관리에 이용하거나 원격으로 공정을 모니터링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장비들에 추가된 점이 이전 NPE
와의 차이점이었다. 최종 제품에 가까운 사출성형기 뿐만 아니
라 금형 온도 조절기와 같은 부대장비에도 모니터링 기능 및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업로드 기능이 추가된 점이 인상적이었
다. 또한, 높아진 모니터링 수요에 따라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
템 업체들은 무선 및 클라우드 공정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시스
템을 출시하였다. 기타 자세한 전시 내용은 NPE 홈페이지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http://www.npe.org/npe2018-show-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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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note speech & Plenary lectures

 총 28개의 Keynote speech와 4개의 Plenary lecture가 발
표되었으며, 필자는 아래의 발표에 참석하였다.

HP의 3D Printing (3DP) 사업부의 고객 및 시장개발 책임자
인 Scott Schiller는 HP의 3DP 사업과 관련된 비전에 대해 발표
하였다. 발표는 특이하게 Scott Schiller 뿐만 아니라 2명의 발
표자가 추가로 나와서 발표자료에서 언급되는 제품 및 3DP 결
과물을 직접 설명하였다. 3DP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시키는 
주요 요소로써, 더하는(Additive) 공정 방식의 특성상 기존의 
빼는(Substrate) 공정의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3DP는 기존의 제품 생산방식에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가 아니라, 제품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더욱 맞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제작 시간이 단축되
고, 제품 시험 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발표에서 3DP 의 역할을 Development / Manufacturing / 
Service, MRO, After market 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Development 단계에서 제품이 출시될 시장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대량생산 방식의 비용적인 장벽을 줄이고 
디자인 기간을 단축하게 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욱더 빨라지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Service, MRO, Aftermarket 단계에서는 제품의 
예비 부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
스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Manufacturing 단
계에서 지적됐던 제품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부품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이용하여 겹치거나 대칭을 이용하여 한정된 공간 안에
서 최대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서는 부피가 크고 Blackout 된 부분이 많은 골격 구조 대신 
Foldable design이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제품을 직접
(packing)시키기 유리하다고 제안하였다.

Celanese Engineered Materials의 Global Automotive 
Manager인 Jeffery Helms 박사가 Keynote speech 발표를 하
였다. Jeffery Helms 박사는 앞서 People's Choice Award 출품
된 제품 중 2018 Hyundai Genesis Turbo Charger Outlet 
T-Joint, 2017 Chevrolet Traverse Engine Clevis Bracket으
로 SPE Automotive Division Innovation Awards를 수상한 바 
있다. 발표에서는 1980년대 Oil shock, 2000년대 Oil price rise 
and china effect, 2010년대 Climate action 를 거치면서 자동차
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의 비율이 증가해온 역사를 바탕으
로 미래 자동차에서의 플라스틱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재료를 통하여 100 kg 의 경량화 
성과를 낸 Volkswagen 7th golf 등의 예시를 통하여, 자동차 
경량화에서의 플라스틱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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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 내용

사출성형 제품의 뒤틀림(warpage)은 제품의 국부적인 온도
와 압력 차이에 의한 수축률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고 이는 최종 
제품의 치수 정밀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수축률의 차이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품의 국부적인 온도를 제
어하고자 사출금형의 고정측과 가동측에 각각 9개의 세라믹 
히터를 설치하고, 13개의 냉각 채널을 설치하였다. 각 온도 제
어 유닛에는 IR을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히터 온도를 제어하였다. 측정한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 
Schmidt pvT model을 이용하여 뒤틀림이 최소화되는 온도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다만 금형은 매우 큰 열용량을 가졌으
므로, 히터 온도 제어에 의한 금형 표면 온도의 반응성이 낮았
고 일반적인 PID 제어를 통해서는 제어가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사이클 별 제품의 뒤틀림의 편차가 매우 큰 결과를 얻었
다. 매우 큰 반응 시간을 상쇄하기 위하여 냉각채널-히터-금
형-제품표면에 대한 열전달 해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Model predictive control을 이용하여 원하는 온도 
프로파일에 대한 금형 표면 온도의 추이를 얻을 수 있다는 해석
적 결과를 얻었다. 다만 해당 방법을 모든 사출금형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형 사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뒤틀
림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 공정 도출은 많은 수의 실험을 통하여 진행되며, 
Machine learning (ML)은 이러한 공정 설정을 체계적으로 최
적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만 ML을 위해서는 다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는 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 때문
에 시간 및 비용이 요구되게 된다. 발표된 IKV의 연구에서는 
ML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물리적인 시험을 시뮬레이
션으로 대체함으로써 물리적인 시험 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하
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많은 가정과 고려되지 않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
이션 결과를 통한 ML의 pre-training 후에 최소한의 실험 데이
터를 이용하여 ML을 학습시키도록 하였다.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공정조건 중 사출 시간과 용융 수지 온도 2가지 조건
을 변수로 제품의 중량과 치수에 대하여 ML 학습을 진행하였
고, 제시된 방법론을 토대로 ML 학습에 필요한 실제 시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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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사출품의 경우 취출(Demolding or ejection)과정에
서 발생하는 제품의 변형이 제품 정밀도를 저하하는 주요 원인
으로 지적되어 왔다. 깊은 코어와 같은 형상은 제품의 수축으로 
코어를 조이는 효과를 만들고 이로 인하여 높은 취출력
(Ejection force)을 필요로 하게 된다. 취출력은 충전 과정에서 
금형 및 코어의 topography를 용융 수지가 전사함으로써 발생
하는 기계적 락킹(Mechanical interlocking) 및 마찰에 의한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높은 취출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제품이 
취출되면서 변형되거나 심지어는 손상 및 파손되기도 하므로 
취출력 저감이 필요하며,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초음
파를를 통한 취출방식을 제시하였다. 코어의 표면 거칠기를 다
르게 하여 필요로 하는 취출력을 다르게 하였고, 취출력을 취출
핀 뒤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음파는 금형 코어 
표면에서의 국부적인 발열을 발생시키고, 맞닿고 있는 제품 표
면의 연화(softening) 및 기계적 락킹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취출력을 줄였다. 하지만 초음파의 취출력 저감 효과는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표된 연구에서는 표면 거칠기와 플라스
틱 재료의 물성을 통하여 취출력을 모델링 하였다.

매년 Automotive session에서는 지난 연도의 SPE Automotive 
division의 Innovation Awards Winner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는 Delphi에서 Senior technical fellow로 은퇴를 
한 Dr. Suresh Shah가 진행을 하였다. 발표에서 소개된 제품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People's Choice Awards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플라스틱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Foaming을 통한 
경량화 및 금속 대체가 주된 사례로 제시되었다. 또한, 금속에
서 플라스틱으로 재료를 바꿈으로써 경량화뿐만 아니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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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등의 효과를 거둔 사례도 제시되었다. 발표된 사례는 
Aftermarket, Body exterior/interior, Chassis & Hardwar 
등의 11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SPE 
Automotive divis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http://speautomotive.com/innovation-awards-gala)

Strain hardening은 foaming, film forming, fiber extruding 
등 다양한 플라스틱 공정과 재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플라스틱 재료에 마이크로 섬유를 첨가함으
로써 효과적으로 strain hardening을 조절하는 방법이 연구되
어왔다. 발표된 연구에서 열 수축 특성을 가지는 마이크로 섬유 
(Heat-activated shrinking, HAS)가 적용된 플라스틱 재료의 
전단(shear) 및 신장(extension)에 대한 유변학적 거동과 특성
을 제시하였다. HAS 섬유가 적용된 재료는 낮은 주파수에서 
일반 섬유가 포함된 재료보다 높은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을 
보였다. 이를 적용하여 foam의 morphology 변화를 관찰한 결
과, HAS 섬유를 적용할 경우 foam의 cell density와 expansion 
ratio가 효과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해당 거동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HAS 섬유를 
통하여 온도에 따라 strain hardening을 조절하여 cell density
와 expansion ratio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는 고분자 사슬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고분자 사슬은 불규칙적으로 뒤얽혀 있는 특성을 가진
다. 만약 고분자 사슬이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
로 배열되어 있으면 고분자 사슬은 원래 불규칙하게 뒤얽혀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특성을 가진다. 온도가 일정이상 증
가하게 되면 이러한 특성은 고분자 재료의 변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2D의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여 3D 형
상을 만드는 연구를 Mike dickey 교수가 발표하였다. Pre- 
stress가 가해진 (쉽게 말해 늘려 둔) 플라스틱 필름에 패턴을 
인쇄하여 UV 등을 조사하게 되면, 패턴이 인쇄된 면이 반대 
면보다 온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 국부적인 온도 상승은 수축을 
발생시키게 되고 Figure 25와 같이 패턴이 인쇄된 면이 hinge
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인쇄되는 패턴에 따라서 단순히 종
이를 접는 형상에서부터 구형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인쇄되는 
패턴의 색을 달리하면 조사되는 빛의 색에 따라 순차적인 반응
을 얻을 수 있다. 인쇄뿐만 아니라 그래핀 잉크를 사용할 경우 
빛이 아닌 microwave를 이용할 수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하여 
국부적인 변형을 얻어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Origami 
antenna 또는 로봇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
하다.

http://speautomotive.com/innovation-awards-g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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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는 사출 공정에서 제품의 균일한 
온도분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 (Con- 
formal cooling channel)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은 대개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과 같은 Additive manufacturing 방식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중대형 금형을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Arc welding 과 Diffusion bonding을 
Additive manufacturing에 접목하여 중대형 금형에 대한 형
상 적응형 냉각 채널 제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dditive 
arc welding을 이용하여 제작한 냉각 채널은 기존의 직선형 
냉각 회로와 비교하여 균일한 표면 온도 분포를 보였으며, 냉
각 또는 가열 시간이 약 25% 정도 단축하는 결과를 보였다.

Additive manufacturing에 사용되는 재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종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광학적 또는 촉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종재료 간 접착문제는 Additive manufacturing 뿐만 아
니라 이중 사출 공정, 플라스틱 용접 등에서 언제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발표된 연구에서는 Additive manufacturing에서 
발생하는 이종재료 간의 접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시험편은 1차 시편이 평평한 표면과 
Dovetail 형상의 홈을 가진 시편 두 종류로 나누었다. 적층되는 
재료의 순서, 1차 재료 표면의 Sanding 및 가열 여부를 시험하
였다. 2차로 적층되는 재료 온도가 높고 그로 인한 점도가 낮을
수록 1차 재료 표면의 홈이나 미세한 Undercut 및 거친 표면을 
잘 채울 수 있어 높은 접착력을 보였다. 또한, 발표된 연구에서
는 2차 재료가 1차 재료보다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짐으로써 
1차 재료 위에 적층될 때 1차 재료의 표면을 녹이는 효과를 
가져와 플라스틱 재료의 확산과 접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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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성형과 같이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정변수
의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제품의 품질을 저하하는 
각종 공정 내부 또는 외부의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영향에 의한 품질 저하 등의 반응이 뒤늦게 관찰되
기 때문에 해당 생산 Lot의 폐기 및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모든 공
정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몇몇 공정 변수 등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대량의 공정 데
이터가 얻어지고 축적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표된 연구에서는 공정에서 얻어
지는 연속적인 공정 데이터(cycle-by-cycle data)를 기반으
로 내외부의 외란(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료 특성의 변화 또는 
사출 성형기의 작동부의 마모 등)에 의한 이상(anomaly)을 특
정 패턴을 감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연속 공정 데이터의 특징적인 패턴이 감지되는 요인들을 
선별하면, 이를 토대로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을 더욱 빠르고 

쉽게 찾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발표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
의 연구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공정 데이터와 높은 수준의 공정 
자동화가 요구되는 현재 업계 상황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이다.

3. 맺음말

금년도 ANTEC은 NPE와 함께 개최되어 볼거리가 풍성한 시
간이었다. 필자의 연구 분야가 사출성형 공정의 모니터링 및 
자동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발표를 중점적으로 찾아보았
다. 필자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ANTEC에 참가하였는데, 올
해는 학회의 규모가 커진 점과 2016년도의 8개 발표부터 시작
하여 올해 총 5개 Session 및 총 43개의 발표가 이루어진 3D 
Printing / Additive manufacturing의 폭발적인 연구내용의 증
가가 인상 깊었다.
NPE는 규모가 상당하여 나흘 동안 학술발표뿐만 아니라 전시

회를 동시에 챙기기에는 시간이 빠듯하였다. NPE 에서는 평소
에 궁금했던 사항을 해당 기기의 엔지니어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기기들의 데모 
시연을 볼 수 있어 유익했다.
학술대회 2일 차인 화요일 저녁에는 SPE-KASEG (Korean 

American Scientist & Engineers Group)이 주최하는 Korean 
dinner에 참석하여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Dow 
chemical Senior Scientist이셨던 현건섭 박사님께서 학술대회
에 발표를 진행한 학생들을 격려해주시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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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발표하는 한인 연구자들이 줄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ANTEC 및 플라스
틱 기술과 관련된 학술대회에서 활동을 했으면 한다.
학술대회가 끝난 뒤에도 NPE는 하루 더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의 NPE 관람 이후에 가까운 Universal Orlando Resort에 
들러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당시 한국보다 높
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낮아 그다지 덥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Express ticket 덕분에 대부분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시간 없이 탈 수 있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Butterbeer 를 
마셔봤는데,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알차게 돌아본 탓인지 
“Beer”�치고는 상당히 달았다.

1. 학술대회 개요
제 12 차 ECNDT는 유럽 비파괴검사연맹 (EFNDT) 및 회원 

단체의 주요 지역 행사입니다. 학술대회에는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NDT의 응용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최신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학술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함께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학술대회와 함께 조직된 전시행사는 연구를 통
해 개발된 기술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학술대회와 기술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비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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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분야의 특별한 행사로 학술대회 발표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의 참가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학술대회 기간 동시에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기술 사업화뿐
만 아니라 기업 간의 사업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최근 요구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사업화 흐름에 맞춰 기술 
적용 및 사업화를 넘어선 상업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CNDT는 ICNDT에 소속되어있는 대륙별 학술행사와 마찬가

지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번 학술대회는 20018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 고텐버그(또는 예테보리)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럽 대륙의 참가자 외 전 세계 20개국

에서 1,78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술 논문 488여 편의 발표를 
통해 최신 기술 및 연구에 대한 학문적 교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80여개의 장비 및 기술 업체가 전시 행사에 참가하여 
최신 기술개발 현황과 장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개최된 대회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번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학문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
한 비파괴 진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행사에서 초음파,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적외선, 센서 모델링, 비파괴 신기술, 전
자기 등 다양한 비파괴 진단 기법별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학술행사에 앞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다른 학술대회와는 다르
게 스웨덴의 독특한 유머와 격식 없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무겁고 딱딱한 다른 학술대회와 비교하였을 때 파격적인 Rock 
band 공연이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Abba의 노래들
이 무대에 올랐다. 성대한 개회식을 마치고 다시 학술대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기조강연이 이어졌습니다.
ICNDT의 산하 대륙별 행사의 경우 학술대회와 전시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는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ECNDT
에서는 앞서 열린 행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규모의 전시 행사
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총 178개의 비파괴 장비 개발, 운영 
및 기술지원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업
체들이 참가하여 기술력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대형 장비 업체와 중소 장비 업체로 구별하여 공간
을 배치하고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술
대회 기간 동안 학술 세션은 별도로 구성된 세션 장에서 진행이 
되고, Coffee break와 점심시간에는 장비 전시장 내에 배치되
어있는 catering area에서 음식을 제공하여 학술대회 참가자
들이 자연스럽게 장비 전시를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
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열심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기술 교류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찬은 스웨덴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
습니다. 학술대회 기간의 가운데인 수요일 저녁 만찬은 공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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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준비한 주요 인사들의 소개와 각 나라의 비파괴검사학
회에서 기념 선물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유럽 특유의 여유로움
과 파티를 즐기는 문화의 영향인지 7시 30분에 시작한 만찬은 
새벽 1시까지 이어졌으며, 참가자 모두가 함께 노래와 춤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많은 국제 학술대회를 참가한 
경험이 있지만 국내에서 학술대회의 딱딱한 모습에 익숙한 저
자에게는 색다른 환경이었습니다.

2. 연구 흐름, 주요 발표 내용

레이저 초음파를 활용하여 획득된 비접촉 진단 신호를 바탕으
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AR, VR 기법을 접목하여 증강현
실로 비파괴진단 결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
다. 유럽의 연구 프로그램인 Augmented Reality meets NDT 
(AuRea NDT)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된 결과이며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여 실제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방대한 레이저 초음파 진단 
신호를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제어, 통제 및 분석이 가능하도
록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극복해야할 문제로 언급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 지원이 이루어
지며 실제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비파괴 진단 기법은 방사선투과법(RT, Radiographic 
Testing), 초음파탐상법(UT, Ultrasonic Testing)과 와전류
탐상법(ECT, Eddy Current Testing)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
며, 대부분 금속재료에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일부 비금속 재료
인 복합재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색다른 주제인 목재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비파괴 진단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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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타즈매니아 지역에서 자라는 목
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형 목재 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
라 결함의 존재를 모른 채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운 연구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복합재료의 접촉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초음파를 활용

한 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박리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음파가 더 이상 전파하지 않으므로 박리 현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나 kissing bond라고 불리는 물리적으로 박리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표면 접촉 상태에 따라 초음파 신호가 전파하는 
경우에는 상태 평가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초음파 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비파괴 진단용 전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CIVA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다양한 접촉상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 및 도로 표면 분석을 위해 IR(infrared 
thermography)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해상도 적
외선 카메라를 적용하였으며, 열화상 영상 분석을 위한 소프트
웨어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 항공, 플랜
트, 대형선박의 용접부가 비파괴 진단 기법의 대부분의 적용 
범위였으나 최근 다양한 기법의 적용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
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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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검사에서의 국부 결함 공진 개념은 외부 음원에 의해 
가진된 결함의 고유진동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함 영
역은 국부적으로 감소된 강성으로 완전히 고정된 것으로 가정
하고, 이를 활용하여 타원형으로 발생된 결함의 고유진동 모드
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모델링에 적용하여 비교 검증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반축비 및 길이를 갖는 타원형 
결함에 대한 수학적해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
한 결함에 대한 고유진동 모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상시 상태 감시를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된 센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은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신호의 변화만을 비교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Corcoran 박사는 손상의 변화율 또는 손상의 증상이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
으며, 피로, 크리프 균열 성장 및 용적 크리프 손상 실험의 데이
터를 사용하여 파손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3.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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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CNDT 학술대회 기간 중 European Research day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2017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Joachim Frank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Joachim Frank 교
수는 European Research day를 개최하는 NDT Academia로부
터 Galileo Galilei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비파괴 전문 
학술대회에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강연을 듣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Frank 교수는 2차원으로 제한된 단백질의 구조
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무작위 방향으로 전자빔을 조사하여 획득된 신호를 분석하여 
단백질의 형상을 고해상도로 복원하는데 성공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비파괴 분야와 화학분야
가 전혀 다른 분야인 것처럼 보이지만 Frank 교수의 연구는 
방사선투과, 신호처리 등 실제 비파괴 진단 분야에서 적용 가능
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포 단백질의 2D 사진을 3D로 확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강연의 마지막에 “갈릴레오의 망
원경을 돌려 가장 작은 구조물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우주가 
보인다. 라는 말로 넓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던 천체물리학자
와 달리 아주 작은 세계에 관심을 가진 본인의 연구를 자랑스럽
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느낀 점

이번 학술대회는 지금껏 참가했던 어느 국제학술대회보다 뜻
깊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부산-인천에서 
체코 프라하를 거쳐 스웨덴 고텐버그로 가는 동안 수화물이 
프라하에서 오지 않아 거의 2일간 같은 옷을 입고 버티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파괴 진단 분야가 국내에서는 많은 관심
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에서도 기피하는 힘든 직종
으로 분류되어 안전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뒷전으
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술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전시에 참가한 전문기업체의 기술력과 관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
니다. 국내에서도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날씨가 좋아 스웨덴을 방문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잘 

알려져 있듯이 맑은 날씨에 따사로운 햇빛을 밤늦은 시간까지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하여 해가 지는 시간이 
보통 10시까지도 낮처럼 밝아 저녁을 먹는 중에도 마치 점심을 
먹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행사인 러시아 월드컵에 학술대회 기간 동안 한 
조에 배치된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있었으면 스웨덴 현지에
서 한국을 응원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 경기가 있어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국하
였습니다. 하지만 귀국길에 공항에서 만난 스웨덴 응원단과 
함께 월드컵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서로의 선전을 기원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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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미항공우주학회(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IAA)가 주관하는 AVIATION FORUM은 AIAA
의 주관하에 열리던 여러 학회들을 한 곳에 모아 주최하는 종합 
학술대회이며 2018년에는 애틀란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미항공우주학회와 유럽항공우주협회(Council 
of European Aerospace Societies, CEA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력음향학학회(AIA/CEAS Aeroacoustics Conference)를 비롯
하여 다음의 12개 학술대회가 이번 AVIATION FORUM 2018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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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이번 학술대회에 등록하였으며 학
술대회에 등록하면 자신의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함께 개최되는 
다른 분야의 학술대회에도 대부분 참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리고 Lockheed Martin, Boeing, Airbus 등의 항공우주분야 
대표 기업을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의 전시부스가 마련되어 있
어 항공우주분야의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참여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인원이 비자 문제로 참여하지 못해 여러 발표가 취소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학술대회는 애틀랜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Hyatt Regency 
Atlanta 호텔의 지하 1-3층에서 열렸습니다. 13개 분야의 학
회가 열리다보디 약 40곳의 크고 작은 장소에서 Technical 
session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 학술대회 특징

1) Forum 360 Session 

AVIATION FORUM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Forum 360
이라는 Panel Session입니다. 매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에 대해 사회자와 초대받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토론 이후에
는 일반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는 Session입니다. 
Plenary Lecture와 함께 Forum 360은 학술대회 기간동안 실시
간으로 중계되며 Q&A Session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받

음으로써 최신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Forum 360 Session은 학술대회 기간 이후에
도 AVIATION FORUM 홈페이지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Session에서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현재 혹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Forum 360의 주제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업계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
운 Session입니다. 올해에는 아래의 아홉가지 주제에 대해서 
Forum 360 Session이 진행되었습니다.

2) F-35 관련 Session 

AVIATION FORUM 2018의 Premier Sponsor로 학술대회를 
후원한 Lockheed Martin의 최신 전투기인 F35는 이번 학술대
회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F-35 Lightning II 
– From Concept to Cockpit”이라는 주제의 Special 
Programming이 6/26 (화), 6/27(수) 양일간 펼쳐졌습니다. 
Plenary Lecture와 Forum 360 Session 각각 하나씩, 3개의 
Technical Session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 Plenary Lecture와 
Forum 360 Session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시
청이 가능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일반인에게 
공개가 가능한 수준의 정보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하기로 
한 최신 전투기와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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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 혁명 관련 Session 

4차 산업과 관련된 주제가 AVIAITION FORUM 2018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우선 Drone으로 많이 알려진 무인기와 관련된 
논문이 여러 Session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우선 CPU 제조사로 
유명한 Intel의 부사장이 Drone을 주제로 한Plenary Lecture를 
보여줬습니다. Drone 혹은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만으로 따로 Session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Propeller 
Rotorcraft and V/STOL Noise Session이나 Propeller 
Aerodynamics Session 등에서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차 혁명 주제인 Big Data는 Data Science in 
ATC/ATM Session이 별도로 마련되어 다뤄졌습니다. Session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Big Data가 효
율적인 항공편 운영과 항공편 지연 예측 등 공항의Air Traffic 
Control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 ITAR Session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는 미국 정
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어하
는 것으로 항공우주 분야에는 ITAR이 적용되는 연구 내용이 
많아서 다른 연구자나 관련 종사자에게 공개하거나 그들과 공
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AIAA FORUM 2018에서
는 ITAR의 적용을 받는 연구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6/26 (화), 6/27 (수) 양일 동안 세 개의 Technical Session에
서 마련했습니다. 미국시민원을 증명서와 추가적인 서류를 접
수하여 별도의 뱃지를 부여받은 인원만 Session에 참여할 수 
있으며 Session이 열리는 동안 Session룸 앞에는 무장 미국 
경찰이 경계를 서서 허가받은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되
었습니다.

5) 전시 부스 

다른 학술대회와 마찬 가지로 AVIATION FORUM 2018에서
는 학술대회장 한편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6/26(화)부
터 6/28(목)까지 전시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Technical 
Session 사이의 휴식 시간 중 몇몇 시간을 “Networking Break 
in Exposition Hall”으로 지정해서 커피 등 음료를 전시 공간에
서만 제공함으로서 전시업체와 참가자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일반참가자에 한해서 점심 중 
한 번을 전시공간에서 제공함으로서 참가자들이 전시공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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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이벤트

AVIATION FORUM 2018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학부생은 
일반참가자의 1/10 미만의 등록비, 대학원생은 일반참가자의 
1/6 정도의 등록비로 학술대회에 참가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25(일)에는 학생들을 
위한 Welcoming Reception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학술대회 기간 
동안 본인의 이력서를 전시부스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 연구 동향 및 흥미로운 발표

AIAA/CEAS Aeroacoustics Conference 동향: 이번 학술대
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Technical Session이 열렸습니다. 그 중
에서도 Jet acoustics Session이 8개, Airframe / High-lift 
noise Session이 7 개로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Acoustic / Fluid Dynamics Interactions, Duct Acoustics, 
Computational Aeroacoustics Session에서 많은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참가자의 발표가 가장 많았으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참가자의 발표가 그 뒤, 
그리고 아시아 참가자의 발표가 많았습니다. 논문의 상당수는 
대학교에서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NASA Glen Research 
Center등 연구기관에서의 발표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NASA나 Navy 등 미국 연구 기관이나 그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준비된 논문이 발표될 때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발표하는 연구 주제가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나아가야할 일종의 방향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Aeroacoustics Conference를 중심으로 인상적인 논문 몇 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Figure 8의 아래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대
부분의 Technical Session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개인 사진 촬영이 허용된 발표에 대해서만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항공편을 분석함으로서 어느 부분에서 항공기
의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탑승객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항공기 운행을 위해 새롭
게 개발 중인 HWB (Hybrid Wing Body) 등의 컨셉을 소개하기
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군용기에서 사용중인 공중
급유기를 활용해서 민간 항공기의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제였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항
공기가 운행되고 있으며 허브공항에서 지역공항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1000 nm (nautical mile)로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위해 항공기가 이착륙함으로써 연료 소
비가 심하고 탑승객은 환승으로 인해 수 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중급유기를 이용해서 AAR (Aeri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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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Refilling) 시스템을 완성하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전체 여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AR 시스템은 획기적이긴 하지만 날씨나 주
변 환경 소음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AIAA/CEAS Aeroacoustics Conference는 매년 AIAA 
Aeroacoustics Award를 수여하는데 2018년 수상자로 선정된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Tim Colonius 교수가 수
상 기념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동의 Shear Layer에서 생성되는 
vortex에 관해 그동안 Colonius 교수와 그 연구실 출신 연구자
가 수행해왔던 연구를 요약해서 보여주었습니다. PSE(para- 
bolized stability equations)를 이용한 wave packet 연구나 
LES(Large Eddy Simulation)를 이용한 제트 연구 등 Colonius 
교수가 그 동안 수행한 실험 연구와 수치해석 연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Intel의Anil Nanduri 부사장이 보여준 Drone에 관한 Plenary 
Lecture는 가장 흥미로운 발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Drone의 
체공시간, 비행거리 등 성능에 대한 관점보다는 수많은 Drone
을 어떻게 연결하고 Drone으로 부터 채집되는 수십 TB의 데이
터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촛점을 맞춘 
발표였습니다. Intel에서는 2015년부터 100 Drone Project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Drone의 갯수를 100개로 정했던 건 Intel 
로고를 공중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 97개의 Drone이 필요했
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project는 진전을 거듭해서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는 1218개의 Drone으로 오륜기와 스노
우보더를 표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Drone Light Show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감시 및 관리와 북극곰 보호 관리 등 
Drone의 실제 활용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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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는 아니었지만 발표 제목과 Session이 일치
하였고 다른 Technical Session과는 달리 하나의 발표만 한 
시간동안 진행된 발표였습니다. Boeing의 Noise Engineer인 
Viswanathan이 상용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제트 소음을 예측하
는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신 항공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의 Bypass Ratio는 이전에 비해 점점 높
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과거에 개발된 제트 소음 
예측 방식은 최신 엔진에서 방사되는 제트 소음을 예측하는 
것이 힘든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풍동 시험의 데이터를 어떻
게 측정 및 분석하고 예측 방식을 개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유익한 발표였습니다.

중대형 무인기나 경비행기의 경우 엔진과 프로펠러를 이용해
서 동력을 얻게되는데 이로 인해 비행 경로 주변에 많은 소음을 
야기하게 됩니다. Berton은 엔진을 전기모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실제 경비행기를 통해 실험하였으며 모터를 이용해
서도 비행기의 형상변경 없이도 엔진과 유사한 추력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추력이하에서
는 엔진보다 모터가 더 낮은 수준의 소음을 생성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낮은 수준의 소음을 생성하는 추력을 기준으로 비행
기의 이륙경로를 재설정하면 비행경로 주변의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Special Programming인“F-35 Lightning II–From Concept 
to Cockpit”의 발표 중에 하나로 디자인한 F-35의 공력성능을 
어떻게 검증하였는지를 보여준 발표였습니다. 15개의 다른 모
형으로 23개의 풍동에서 약 5만 시간의 실험을 통해 디자인을 

완료하였고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한 
trade study를 통해 디자인 과정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개발 
후에는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여러 비행 조건에서의 공력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풍동시험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전투
기를 개발 및 검증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었습니다.

Big Data를 항공우주 분야에서 활용하는 예를 보여준 재미있
는 발표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만개 이상의 
항공편과 날씨 데이터를 이용해 Machine Learning을 통해 항
공편 지연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17년 항공편 지연을 예측하
였는데 모델별로 다르긴하지만 지연 예측의 정확도가 대부분 
70% 이상되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90%이상인 경우도 있다
고 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노선으
로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에서 70% 이상의 예측률은 유의미하
며 항공편 조정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차세대 항공기 형태로 고려되고 있는 초음속 여객기에 관한 
연구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수행하였습
니다. 초음속 여객기의 경우 엔진의 노즐에서 분출되는 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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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를 저감하기 위해 노즐 
출구 면적이 변화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실험적 연구와 수치해
석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JAXA가 제안한 개념은 이미 알려
진 Chevron 노즐과 Variable Fan Nozzle의 중간 단계의 형태로 
실제적인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은 Bypass Ratio가 높
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갈수록 팬 노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팬 소음의 경우순음(Tonal Noise)
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광역소음(Broadband 
Noise)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NASA에서는 팬소음 중 광역소음 저감을 위한 두 가지 음향
흡음구조물을 디자인 및 제조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한NASA 
Glenn DGEN Aeropropulsion Research Turbofan의 흡입구에 
부착하여 그 효과를 시험하였습니다. 구조물에 의해 광역소음
이 감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풍동에서 디자인한 결과물
을 비록 큰 크기는 아니지만 터보팬 엔진에 실제로 부착하여 
시험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4. 후기

AIAA/CEAS Aeroacoustics Conference는 매3년을 기준으
로 2년은 미국에서 1년은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의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이어 올해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었는데 미국에서 개최된 덕분에 AVIATION FORUM 
2018으로 개최되어 Aeroacoustics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최신 연구분야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
로 내년의 AIAA/CEAS Aeroacoustics Conference는 네덜란
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연구자와 동질감을 얻기도 했습니
다. 그리고 마침 학술대회 기간동안 월드컵 경기 중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오전 발표시간이 끝나고 나서 많은 
학회 참가자들이 호텔 로비에 마련된 장소에서 그 경기의 후반
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끝날 즈음 골이 터질 때마다 
터지는 함성을 들으며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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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소개

 1.1. 학회 개요

중국 시안에서 The 9th Asian Conference on Multibody 
Dynamics (이하 ACMD)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
다. ACM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ACMD는 2002년 일본 이와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04년 한국 서울, 2006년 일본 도쿄, 2008년 
한국 제주, 2010년 일본 교토, 2012년 중국 상하이, 2014년 
한국 부산, 2016년 일본 가나자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ACMD는 다물체 동역학의 이론과 응용 연구에 관심있는 엔지
니어와 과학자를 위한 국제 포럼으로, 학회의 주요 목적은 다물
체 동역학 및 관련 주제의 분야에서 세계 엔지니어와 과학자 
간의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주제는 
알고리즘, 제어, 생체역학, 실시간 해석 시뮬레이션, 탄성체 
시스템, 최적화, 철도 시스템 동역학, 로보틱스 시스템, 차량 
동역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Opening Ceremony는 8시 30분 Main Hall에서 ACMD 2018 
주최자의 연설로 시작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였다. 10개국(중국 57, 한국 27, 일본 24 etc)의 124명
(동반자 미포함)이 참석하였고, 9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어서 개최장소인 Xian Empark Hotel, Xian에 대한 설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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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에 대한 내용까지 General Information이 전달되었
고, 이어서 Keynote Speech가 발표되었다.

Opening Ceremony가 끝난 후 주요 의장 및 위원회의 기념 
촬영 모습이다. 각국의 인사들이며, 가운데에 있는 분은 저자의 
지도 교수인 유완석 교수이다. 지도 학생들을 위해 매년 해외학
술 대회에 참가하여 해외 인사들과 기술 교류 및 친분을 나누고 
있다. . 또한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of ACMD의 
Member이며 ACMD와 깊은 인연이 있다.

1층 로비에 사진과 같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점심 식사 후 
유완석 교수(우측 세 번째)와 연구실 선배이자 부경대학교 교
수인 손정현 교수(왼쪽 세 번째)과 그 제자들(DBASE연구실)
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학회는 Empark Hotel의 5층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여타 다른 
큰 규모의 학회 미팅 룸 보다는 작은 편이었지만 발표자와 청취
자가 토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다. 3개의 미팅 룸 
중에서 룸10이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복도에는 간단한 다과가 놓여 있어 참석 인원들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3층에서는 오프닝, 엔딩, 키노트 스피치 등 중요행사가 이루

어지는 Main Hall이 위치하였고, 2층 식당에서 Banquet이 열렸
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몇 건물들은 불길하다고 여기는 숫자
의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보면 
4, 13, 14, 24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호텔 1층에서 점심이 뷔페식으로 제공되었다. 중국 호텔인 
만큼 대부분의 음식이 중국식이었다. 중국 음식은 대부분 기름
에 튀겨 기름지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기름진 편이었다. 날씨가 덥고 바닷가 근처라서 그
렇다고 추측하였다. 학회에 참가한 한국인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은 음식은 다음 사진의 닭고기를 구운 후 다시 튀긴 꼬치구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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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가장 큰 룸10에서 발표하였다. 발표를 위한 시설과 
도구가 잘 마련되어 있어 수월한 발표가 가능하였다. 아직 영어 
회화가 미숙하여 15분가량의 발표 대본을 전부 외운 후 발표 
중 몇 마디를 추가로 설명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였다.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표는 무리없이 하였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듬으며 설명을 했다. Fig. 7(우)은 저자가 아닌 
타 학생의 발표 사진이다. 발표 준비에 긴장한 탓에 지도교수님
께 사진 한 장 부탁드린 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발표 
사진을 남기지 못해 아쉽지만, 발표를 잘 마무리했음에 뿌듯하
였다.

2. 논문

본 키노트 스피치는 학회 3일 차의 아침에 Main hall에서 시작
되었다. 연사는 미국 Maryland대학의 Weidong Zhu교수님이었
다. 강연을 통해 본인과 동료들의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점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졌다.

1) Vibration and stability of translating media with 
time-varying lengths and/or velocities; 2) Nonlinear 
vibrations of systems with large degrees of freedom and 
general nonlinearities; 3) New spatial discretization and 
substructure methods for one- and two-dimensional 
continuous systems; 4) New formulations of flexible 
multibody dynamics with application to elevator traveling 
cables; 5) Guiding and tuning of elastic wave propagation 
in nonlinear phononic structures
4번 항목에 대하여 유한한 변형을 갖는 로드, 빔 구조물의 

정적 및 파장 전파 해석을 위한 정확한 공식이 개발되었으며, 
웨이블릿 기반 유한요소법이 기존의 유한요소법보다 훨씬 적은 
DoF에서 동일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
고 5번 항목에 대하여는 비선형성은 선형 케이스와 비교하여 
축 방향과 가로 방향의 파형 모두에 파동의 확산 특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유도는 2012년 이후 일본의 고교 의무교육 과목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도는 목 부상
의 위험이 큰 운동인데 이는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러한 
부상을 막기위해 머리 보호구를 착용하는데 보호구의 강성과 
댐핑을 조절하여 부상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였다. 목과 머
리로 이루어진 2개의 Body가 각각 Revolute Joint로 구속되어 
있고 중력이 작용한다. 이때 링크의 길이와 질량은 남고교생 
평균의 치수를 적용하였다. 바닥과 머리 사이에 보호구에 해당
하는 스프링 댐퍼가 존재하는데 이 계수를 바꿔가며 실험하였
다. 머리와 목 사이 Revolute Joint의 각을 측정하여 목의 꺾임
을 확인하였고 이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그 결
과, 의 물성치가 기존의 보호구보다 각속도의 변화 범위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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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물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구속조건뿐 아니라 일방
적인 구속조건으로도 구성된다. 일방적인 구속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은 주로 LCP(linear complementary problem)에 기반
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큰 스케일의 3차원 충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P(cone complementary problem)에 기반한 
방법을 소개한다. 충격에 의한 에너지 소산은 Newton Impact 
Law에 의해 제어된다. 고전 LCP모델과 비교하여 CCP모델은 
원치 않는 비등방성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CCP모델을 사용하
여 매끄럽지 않은 다물체계의 지배방정식이 DVI(differential 
variational inequality)로 쓰일 수 있다. 끝으로, 자유낙하하는 
공의 충격/접촉 역학 같은 몇 가지 예제를 시뮬레이션하여 계산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FFRF(Floating Frame of Reference Formulation)은 탄성다
물체동역학 분석에 널리 사용되어왔다. 일반화된 좌표 세트는 
물체의 총 운동과 로컬 좌표계에서 정의된 변형좌표로 구성된
다. FFRF의 주요 장점은 Eigen Transformation, Craig- 
Bamton, Krylov Subspace등과 같은 차수를 줄이는 기법을 통
해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표되는 운동방정식을 변형하여 더 효율적인 계산이 이
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제안된 DAE는 Fig.18에 나타나 있으
며 Fig.19에서 물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산량이 확연히 차이
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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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은 주로 험로를 달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들에 비
해 피로 데미지를 많이 받는다. 그렇기에 내구성을 정확히 예측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내구 테스트는 몇 십만 
km를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내구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간단한 시험로를 조합하여 가속화된 내구 시험을 제안한다.
우선 시뮬레이션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탄성다물체 차량 

모델을 만든 후 실제 시험과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한다. 
검증을 마친 시뮬레이션 모델로 각각 범프, 파형로, 비포장로를 
주행하여 서브프레임의 스트레스 데이터를 얻는다. 그 후 
rainflow counting method와 Miner’s rule을 적용하여 부품
의 피로데미지를 계산해낸다. 계산해낸 데이터를 조합하면 비
포장로 1km를 주행할 때 받는 데미지와 1회의 범프 통과 후 
약 7.5m의 파형로를 주행할 때 받는 데미지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1km의 비포장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후자가 시간,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므로 비포장로에서의 내구 테스트가 가속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다각형 마모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정한 고
속으로 운행되는 차들에서 종종 확인된다. 다각형 마모는 시간 
지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및 주행 성능 저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그것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접촉 표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적인 

검증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력, Slip 
Ratio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타이어 모델이 
마모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절점으
로 이루어진 Tire Model이 제안되며, 휠은 강체로 구성된다. 
또한 각 타이어 질점은 Rotational, Translational Voigt 
elements로 휠의 둘레 상에 놓여 연결된다. 타이어와 지면은 
탄성접합으로 구성되며, Slip이 발생할 때, Slider는 tangential 
방향으로 Coulomb Friction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다중 질점 
타이어모델을 이용하여, 타이어 마모에 의한 시간지연발생 현
상 및 자기 진동형상이 감소하였으며, 마모 깊이에 따른 및 차량 
속도에 따른 적절한 Node수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사용
하여 여러 조건에서 수치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접촉
력의 분포와 Slip Ratio의 분포를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얻었다.

최근 몇 년간 동안, 우주 로봇의 빠른 개발은 우주 자원의 
개발에 큰 편의를 가져왔다. 자유 부동 우주 로봇은 비선형적
이고 강력한 커플링 및 시변 시스템이며, 고강건제어(high 
robust- ness controller)의 설계는 로봇 제어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로봇 제어법은 그만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궁에서는 상태 증대에 기초한 자유 부유 로봇의 adaptive 
backstepping control 기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방법은 강건
성(robustness)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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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액체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유 부유 로봇의 위치 
설계는 통제되지 않는다. 운송기는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자세 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Fig. 22에 
나타난 위치 제어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유형의 라그랑지 방정식이 동적 방정식을 세우기 위

해 사용되었으며 시스템의 기구학적, 동적 특성을 얻었다. 그런 
다음 Lyapunov Stability Theorem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수렴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치적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어 방식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참관 후 느낀 점

이번 ACMD2018은 중국 시안에서 열렸다. 시안은 고대 중국
의 수도로 유명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진나라다. 시안이 
진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진시황의 무덤과 그를 지키기 위한 
병마용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시안에 
와서 그것들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을까 싶다. 실제로 학회 일정
이 끝난 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한국인 관광객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였지만 한 나라의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학회에서는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여 소통에 큰 무리가 없었지

만, 학회장을 벗어나면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100명 중 1명도 
찾기가 힘들다. 중화사상의 영향인 듯 보였는데 그 때문에 중국
어가 안되는 사람은 크게 고생하기 일쑤이다. 저번 ACMD보다 
참가 규모가 조금 줄었는데 중국 현지 여행의 불편함이 영향을 

주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
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독일, 체코, 핀란드 등의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 인사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ACMD(Asian Conference on Multibody Dynamics)라는 학

회 이름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학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회는 
다물체 동역학뿐만 아니라 적분기 알고리즘, 컨택 및 충격 문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탄성체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 최적화, 
로보틱스 시스템, 철도 시스템, 차량 동역학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학회의 목표 또한 세계 엔지니어와 과학
자 간의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회 기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 내용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의 전공이 다물체 동역학이기 때문에 동역학 관련 세션들에 
주로 참석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차량과 피로 
시뮬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 학회에서는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주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다양한 분야의 연구
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인체와 결합된 다물체 동역학이 
흥미로웠다. 사람의 부위별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수많은 
관절 중 어떤 기준으로 그를 조인트로 설정하는지 등을 질문하
고 싶었지만, 영어 회화에 능숙하지 못해 생각하는 도중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버려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배우고 교류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하는 것,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만 다물체동역학이
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로보틱
스나 제어, 적분 알고리즘, 최적화 등이 그 예이다. 이번 학술대
회 참가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와 같이 학문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듯한 것이다. ACMD는 아시아권 중심의 학회이
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참석이 많지는 않았다. 다
음 다물체동역학 학회는 내년 7월에 독일에서 열린다. 그에 참
석하여 아시아권의 관심 영역과 유럽, 미국의 관심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본다면 그 또한 큰 배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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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메쉬 생성에 대한 단일 주제로 미국 국방 연구소인 Sandia랩
의 주도로 탄생한 국제 IMR 컨퍼런스는 1992년부터 매년 10월 
경에 개최된다. 금년에는 27번째 학술대회로 10월 1일부터 5일
까지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 지역인 뉴멕
시코의 알버쿼키의 Merriot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앨버쿼키는 
산디아 국립연구소와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고향으로 이번이 
IMR학회 역대 2번째로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학회 이후에 국
제 열기구 피에스타가 개최되어 관광지가 많지 않은 앨버쿼키
의 무료함을 달래주었다.

1.� 학회�내용

� 2.1� 학회� 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이 8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 단기 강좌
2. 초청 발표
3. 세션 발표
4. 연구 노트 발표
5. 포스터 발표
6. 메쉬 컨테스트
7. 저녁만찬 및 핵 박물관 관람
8. 사용자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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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발표� 논문�분야�정리

이번 학회 발표 논문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타분야를 
포함해 6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외에 단기 강좌 4가지, 
연구 노트 발표 13건, 6가지 주제의 논문 발표세션과 초청 발표 
4건, 관련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용자 튜토리얼 4가지, 포스터 
발표와 주어진 주제로 메쉬를 생성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메쉬 컨테스트로 구성되었다. 

2.3� 초청발표�

1. 초청발표, The Two Reasons Why Mesh Generation is 
So Difficult

첫번째 초청강발표는 CFD 메쉬 전문회사인 Pointwise사의 
공동창업자인 Adrien Loseille가 발표하였다. 아래 그림 4에 
메쉬생성이 Art 또는 Science 인가? 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습
을 나타내었다. 메쉬생성이 왜 어려운 가의 두가지 이유를 설명
하는데 크게 두가지 기하형상 문제와 메쉬생성 문제로 크게 
두가지 였지만 각각의 여러가지의 세부 이유들이 있었다 첫번
째 기하형상 문제는 기하형상을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쉽
지 않다. 기하형상의 표현에 Subdivision surface, T-Splines, 
IGA, Facets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쉽지 않고 기하형상의 파일 
변환 때문에 쉽지 않다. 파일을 읽어서 가져오고 CAD 프로그램
의 API를 호출하여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또는 기하 형상 커널
을 사용하거나 CAD 소프트웨어 상에서 메쉬생성까지 마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CAD와 Mesh 파일형식 호환문
제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설문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메쉬생성의 문제는 메쉬 자체가 다양한 크기와 종류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커널을 가지고 파라메터를 주어서 
메쉬를 생성해도 실제 기하형상과 메쉬 노드점의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 메쉬 품질의 척도 또한 여러가지 다른 정의가 있다. 

AIAA에서 발표한 최근 메쉬생성시 극복해야 할 과제의 현안
은 아주 큰 Exacale의 메쉬생성, 파라메트릭 메쉬 생성
(www.gmgworkshop.com), CFD 플로우의 메쉬에 효과를 반
영하는 것이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발표하였다.

2.� 초청발표

1. The Criticality of the Mesh Community: Mentoring 
an Essential Technology

목요일 아침 초청발표는 산디아랩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테드
블레커가 발표하였다. 이날의 발표는 기술적인 발표가 아니라 
27년간 자신이 IMR을 운영하며 보고 느낀점을 이 학회를 위하
여 준비하였다.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연설이기도 하기에 더 뜻
깊은 연설이다. 아래 그림 5의 슬라이드로 초반 연설을 시작하
였다. 이 슬라이드에는 자신의 어린시절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맞추어보는 슬라이드로 테드 블레커는 기호 
o에 사진에도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혼자 잔디만 만지는 사교
성이 떨어지는 아이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와같이 사교성이 
떨어지는 자신이 산디아랩의 연구활동과 IMR학회를 운영하면
서 소셜버디로 변화하여 학회를 키워나갔다고 한다. 또한 이 
학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여러가지로 분류(비지니스맨, 마술
가, 수학자, 수퍼맨 등)하여 IMR에 학회에 필요한 나의 역할 
스스로 성장, 다른 사람의 연구가치를 인정, 도움되는 피드백 
주기, 서로를 연구를 보호, 다른 사람들과 알아가는 것을 우리
가 해야 할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이 학회 뿐 만 아니라 
다른 학회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메쉬 연구 분야
를 다음의 세가지 키워드 Essential, Perpetual, Challenging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의 뜻은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Essential) 
메쉬연구분야, 끊임없이(Essential) 연구해야 하는 주제인 메
쉬, 여러가지로 도전(Challenging) 해야 하는 메쉬 연구분야로 
설명하였다. 연설이 마친 후 모든 학회참여자들이 기립박수를 
해서 테드 블레커의 본 학회의 노고를 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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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논문발표�

1. Medial Axis Based Bead Feature Recognition for 
Automotive Body Panel Meshing

- Jonathan E. Makem 외, Siemens PLM Software, USA. 
이 논문은 비드(bead) 형상의 메쉬생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로 일반적으로 비드형상은 탄젠트 연속, 높은 곡률, 이 형상을 
통한 곡면의 높이 증가를 통해 강성을 증대하여 자동차 바디 
패널의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한다. 비드 형상의 적절한 경계 
식별을 위해 Medial axis 기술을 도입하여 세가지 종류로 인식 
및 분류하여 메쉬 생성과정에 사용한다. Medial axis 생성시 
하나의 S-S 타입의 에지로 구성되는 I 형상 비드, T 교차와 
모든 Medial 곡선이 J- S 타입으로 구성되어 인식하는 Generic 
비드, Annular 비드는 I 형상 비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이 비드의 버추얼 에지의 미디얼 버텍스는 4 사이드의 페이스
로 디컴포지션 된다. 그림 6에 Johathan이 I 형상 비드의 메쉬 
생성결과와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비드형상
의 인식과정에서 생성된 Medial axis의 곡선을 두번에 거친 라
플라시안 평활화를 적용하여 메쉬생성에 사용한다. 이 기술이 
적용된 비드 형상의 메쉬는 고품질의 메쉬 결과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 사용된 결과는 실제 자동차 모델의 비드 형상에 적용
되어 연구 모델이 아닌 실제 현업의 복잡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2.� P2� mesh� optimization� operators

- Jonathan E. Makem 외, INRIA, France.
P1 메쉬에서 시작하는 곡선 메쉬 생성은 메쉬 변형 및 메쉬 

최적화 기술로 부터 시작한다.
메쉬 최적화 기술은 주어진 품질 조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메

쉬를 국부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일반화된 두가지 
메쉬 품질 기반의 P2 메쉬 오퍼레이터를 발표한다. 이 일반화된 
오퍼레이터는 메쉬 스무딩과 일반화된 스와핑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 개발한 P2 연결 변경 이동 메쉬 방법은 
P1 메쉬를 시작으로 하여 아래 그림 7과 같이 이동량이 급격한 
변위를 적용하여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에 P2 연결 변경 
이동 메쉬 최적화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사례를 나타내었다.

3.�Mesh�Morphing� for�Turbomachinery�Applications�

Using� Radial� Basis� Functions

- Ismail Bello 외, Rolls-Royce PLC CFD Methods Group, 
UK.

이 논문에서 개발한 메쉬 프레임 워크 ABIHex에서 Radial 
Basis 함수(RBF)를 사용하는 메쉬 모핑 구현을 소개한다. RBF 
모핑은 최적화 및 머신 러닝에서 기법에서 탄생하였고 메쉬 
모핑에 적절하게 적용가능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문
헌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 사례가 테스트 하었고 실제방
법은 가스 터빈의 모델에 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 RBF 모핑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시 변경되는 파라메트릭 데
이터를 메쉬 모핑 프로그램에 입력하어 적절한 볼륨 메쉬를 
생성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CFD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형상 RBF 모핑 방법을 그림 8 과 
같은l 실제 산업 모델의 문제에 적용하고 롤스로이스의 터빈 
모델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이 방법의 강건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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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featuring� using� Machine� Learning

- Steven J. Owen 외, Sandia National Laboratory, USA.
Tetrahedral 메쉬 생성시 CAD 모델의 형상 디피쳐링을 위한 

방법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연구이다. 이 방법은 메쉬생성 
이전에 CAD 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에서 메쉬 품질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여 CAD 모델에서의 메쉬생성시 문제 
영역을 식별한다.
이 연구에 머신러닝 방법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파이선 머신러

닝 툴킷(http://scikit-learn.org) scikit-learn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메쉬 생성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하형상 클리닝 기법 및 기능 목록를 우선순위대로 사용자에
게 제공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정의 된 기하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을 사용하여 CAD 모델의 토폴로지 모델 및 토폴로지 
특성에 대한 교육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도입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머신러닝 기법의 결과는 Sandia의 Cubit Geometry 및 
Meshing Toolkit에 도입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아래 
그림 8에 산디아 연구소의 스티브 오웬이 디피쳐링에 머신러닝
을 적용한 발표 모습을 나타내었다. 

5.� Nekmesh:� An� open-source� high-order� mesh�

generator

- Dave Moxey 외, University of Exeter, U.K.
적합하고 우수한 품질의 고차원 메쉬의 생성은 고차원 CFD 

방법의 학문적 및 산업적 이해에 중요한 장애물이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개발된 고차원 메쉬 생성기 NekMesh는 오픈 소스 
Nektar ++ 스펙트럼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www.nektar.info) 

의 일부이며 파이프 라인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의 선형 메쉬에
서 완전한 사면체 또는 혼합 된 프리즘 및 사면체 고차원 메쉬를 
생성한다. 위 이 오픈소스 메쉬 생성프로그램은 nektar 홈페이
지의 NekMesh 항목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NekMesh는 메쉬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 할 수 

있는 고차원 메쉬 생성 및 수정 프로그램이다. 또한, 고차원 
정보를 유지하면서 메쉬 편집이 가능하고 CAD모델로부터 고
차원 메쉬를 생성 할 수 있다. 메쉬프로그램이 다양한 응용 프로
그램에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다른 
형식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고차원 메쉬를 읽거나 쓰도록 설정
할 수 있다. NekMesh의 모듈 구조로 서로 다른 타사 CAD 엔진
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프리 및 포스트 프로세스에 통합 할 
수 있다.

6.�A�Construction�of�Anisotropic�Meshes�Based�on�

Quasi-conformal� Mapping

- Hang Si외, Weierstrass Institute for Applied Analysis 
and Stochastics, Germeny

이 연구는 TetGen(http://wias-berlin.de/software/tetgen/)
으로 유명한 Hang Si가 발표하였다. TetGen은 학교와 연구목
적으로는 무료이고 상업적으로만 AGPL v3 라이센스 적용받는
다. 상기 주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 그림 10은 Hang 
Si 박사가 학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이다. 이 논문의 방법은 먼저 
Beltrami 계수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메트릭 텐서로부
터의 복소값 함수를 계산하고 개별적인 Yamabe 흐름을 사용하
여 quasi-conformal 매핑을 구성한다. 그 후 등방성 삼각 분할
을 구성하여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7.� A� 44-element� Mesh� of� Schneiders’� Pyramid�

Bounding�the�Difficulty�of�Hex-meshing�Problems

Kilian Verhetsel, Universit catholique de Louvai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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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회의 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으로 헥사 메쉬에 가장 어
려운 Schneiders’ Pyramid 형상을 기존의 카네기멜론 대학의 
Yamada Soji 박사가 제안한 방법보다 낳은 조합으로 44 엘리
먼트로 메쉬생성한 논문이다. 그림 11의 좌측이 논문에서 구성
한 44 엘리먼트 메쉬이고 그림 11의 우측에는 가장 적은 수로 
구성할 수 있다는 33메쉬 엘리먼트의 메쉬 결과이다. 이 메쉬 
생성 방법에 사용된 하나인 국부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메쉬 
엘리멘트 감소방법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이 메쉬생성 방법
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URL에서 얻을 수 있다.
https://www.hextreme.eu/

3. 유저포럼과 오픈스페이스 토론

이번 학회의 유저포럼에서는 4개사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
다. 첫번째로 CSIMSOFT에서 산디아랩과 공동개발하는 Cubi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SIEMENS사의 CD-adapco에서 CFD 
해석프로그램인 Star-CCM+, MIT에서 개발한 오픈소스의 엔
지니어링 스케치패드 API (http://acdl.mit.edu/ESP) 를 소개
하였고 메쉬생성프로그램인 TetGen을 개발자 Hang Si 박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픈스페이스 토론은 자신이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픈스페이스 토론 시간 전에 포스트
잇에 적어 게시하면 관심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인데 머신러닝의 메쉬 생성 
및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문제와 메쉬 생성시 직면하였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 되었고 실제 그 자리에서 어떤 
논문에 해답이 있다는 답변도 나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 만찬

핵 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시에는 산디아 랩의 테드 블래
커의 은퇴 인사 및 기념행사 가 있었다. 산디아 메쉬 팀의 모든 
팀원이 나와서 그림 13과 같이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이 분야에 기여한 한 명의 연구자를 선택하여 주는 마에스트로 
상을 수여하였고 다음해의 학회를 맡을
임원진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림 14와 같이 Los Alamos국

립연구소에서 핵무기 개발의 역사와 Los Alamos연구소에 관
련된 강연을 하였다.

5.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는 포스터를 먼저 게시하고 간단한 발표시간을 
주어서 자신의 포스터를 1분이내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학회의 포스터 발표와는 다르다. 이번 포스터 
발표 중에서 주요 포스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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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사의 모자이크 가능한 폴리 핵사 메쉬로 모자이크 생성
하는 방법으로 모자이크의 뜻 그대로로 다양한 메쉬를 효율적
으로 섞어서 메쉬에 사용하는 기술로 형상의 특성에 맞게 효율
적인 메쉬를 생성하여 해석시스템에 계산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기술이다.
그림 15. (b)는 바르셀로나 슈퍼 컴퓨터 센터의 포스터이고 

그림 16. (a)는 SIW 사의 Delaunay 메쉬의 토폴로지 정렬을 
이용한 육면체(hexahedral) 메쉬 생성에 대한 포스터이다. 그
림 16. (b)는 Old Dominion 대학의 CDT3D라는 병렬처리 가능
한 메쉬 재처리 및 메쉬 개선 방법에 대한 포스터이다.

6. 메쉬 컨테스트

이번 학회에 주제인 열기구 모델로 주어진 STL파일 형식의 
3D 모델을 읽어서 자신의 회사의 프로그램이나 개발된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메쉬모델을 만들어서 그 메쉬 생성 결과를 겨루
는 대회이다. 올해에는 Siemens, Pointwise, Adobe, ANSYS 
등의 회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열기구 메쉬생성 결과를 전시
하여 자사의 메쉬 프로그램의 성능을 자랑하였다. 올해의 메쉬 
컨테스트의 상은 그림 17의 오른쪽 포스터의 Siemens PLM의 
열기구 메쉬가 차지하였다. 그림 18에는 ANSYS와 Adobe사의 
메쉬 컨테스트 결과를 나타내었다.

7. 핵 과학역사 박물관

본 학회의 만찬은 버스를 타고 모두 함께 이동하여 호텔에서 
멀지 않은 핵 과학 역사 박물관에서 하였다. 이 박물관은 기존에
는 산디아 연구소 내에 있었는데 박물관 관람객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연구소 밖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이날 저녁은 IMR 
학회에서 박물관 전체를 예약하여 일반 관람객 없이 학회에 
참여한 사람들만 여유 있게 관람 할 수 있었다. 이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진품이며 로켓 모형만 너무 규모가 커서 
스케일을 줄여 모형으로 전시하였다고 한다.
입구에는 핵개발 관련 과학자들의 얼굴이 그림 18 (a)와 같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
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그림 18 (b)와 같이 붙어 있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나치가 먼저 핵물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
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림 20에는 브로큰 에로우 불리는 핵무기 운반 보관 등이 

실패한 경우를 이르는 공식 명칭으로 실제 핵 불발탄이 전시되
어 있었다.
그림 21에는 옛날 핵무기 관제센터의 사진이다.
1945년 개발된 인류의 최초의 핵미사일인 그림 22의 노란색 

Fat Man과 그림 22의 녹색의 길쭉한 모양의 Little Boy 이다.
박물관 외부에는 핵무기 운송에 활용 가능한 비행기들과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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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비 잠수함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 23에는 비행기 
사진과 함께 찍은 필자의 모습이다.

8. 앨버쿼키 관광

학회기간 다음 날에 열기구 대회인 피에스타가 개최되었지만 
학회일정이 종료되어 더 머무를 수 없어서 열기구대회는 관람
하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날 그림 24.와 같은 일부 열기구는 볼 
수 있었다. 학회일정 종료 후 마지막 날 오후에 산디아 피크라는 
산정상에 관광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
진 알버쿼키지만 바위로 이루어진 산에 그림 25와 같은 케이블
카가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1만 피트(약 3천미터)인 산디아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 산디아 산의 반대쪽은 바위가 적어
서 그림 27과 같이 스키장으로 조성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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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금년의 IMR 컨퍼런스는 12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의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IMR 컨퍼런스의 논문은 논문 리뷰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워서 
논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기업체들을 위하여 연구 노트와 오픈 
논의 시간이 지난번 학회참여시 보다 더 활성화 되었고 그 참여 
많았고 주제도 정말 다양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학회도 
도입하면 기업체 연구자들과 논문을 준비하지 못한 연구자들에
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이번에도 많은 연구기관이 자신의 
개발 메쉬관련 프로그램을 오픈소스형태로 공개하였다. 본 참
관기에 관련 URL이 기술되어 있으니 관련연구자들이 이들을 
잘 활용하였으면 한다. 내년의 IMR 컨퍼런스는 아직 미국에서 
한다는 것만 결정되어 지난해 스페인에서 개최되어 많은 연구
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앨버쿼키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미
국에 살면서도 와보기 어려운 곳인데 학회를 통해서 와보게 
되어 핵 과학 박물관 관람과 함께 좋은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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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개요

RPGR 학회는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학회를 시작으로, 서울
(2009), 싱가포르(2010), 수원(2011), 베이징(2012), 도쿄(2013), 
타이페이(2014), 호주(2015), 한국(2016), 싱가포르(2017)에 
이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그 동안 성공적인 학회가 열렸
고, 명실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래핀 및 새로운 2차원 
재료에 초점을 둔 최고의 학회라고 할 수 있다. RPGR 학회는 
맨 처음 실험으로 얻어진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의 물성과 그 
응용에 초점을 두고 시작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원자적으로 
얇은 2차원 물질 가령, 붕소질화물, 층상전이금속칼코겐 화합
물, 실리신, 흑린 등으로 그 주제가 확대되었다.
RPGR2018 학회는 중국 계림의 Grand Bravo Guilin (계림 

대공관) 호텔에서 2018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오
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다. 스페인 팬텀 재단의 주관
으로 개최되었고, 학회 의장은 싱가폴 국립대학교의 안토니오 
카스트로 네토와 공동 의장으로 팬텀 재단의 안토니오 코레아
가 맡았다.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이태리 
등 20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하였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코스티야 노보셀로브 교수의 기조연설과 11건의 키노트 발표, 
32건의 초청 발표, 50건의 기여 구두 발표, 60건의 포스터 발표
가 있었다. 구두 발표는 첫째 날 이후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나란
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구두 발표장 
앞 로비에서 휴식시간과 함께 진행되어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둘러보며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회장소인 계
림 대공관 호텔은 5성급 호텔로 학회 장소로 나무랄 데 없었다. 
위치적으로도 계림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학회일정 후 관
광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노벨상 수상자 코스티야 교수의 
기조 강연의 경우 빈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동시 통역이 제공
되었으며, 방송국이 촬영하는 등 현지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 학회 발표 요약

첫째 날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코스티야 노보셀로
브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였다. 자신의 연구 그룹에서 수행한 
2차원 소재/소자 관련 최신 연구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걸 들으러 왔구나’ 할 정도로 2차원 소재 연구의 개관과 연구 
방향을 짚어 주었다. 그래서 대가의 발표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나 실감하였다.

최근 집속빔전자회절 (CBED) 패턴이 3차원 소재의 원자 위
치를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자유지지 2차
원 결정에 활용해서 그 패턴을 통해 다양한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beautiful work”라며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최근에 2차원 강자성 물질이 뜨거운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2차원 자성 혹은 스핀 배열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
이다. 2차원에서 Ising 유형의 스핀에 대해서만 주로 보고 되었
고, 스핀 차원이 2차원, 3차원의 경우는 아직 잘 모른다. 따라서 
2차원 자성물질은 코스털리츠-사울레스 상전이의 testbed가 
될 것이다.



2018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 169 -

이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층
상물질의 장점은 매우 다양한, 무한대의 이종구조 조합이 가능
하고 그 만큼 다양한 물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물질
이 가진 고유의 성능을 뛰어넘는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경대, 베이징 그래핀 연구소의 종판 리우 교수는 CVD 그래
핀, 그 대면적 합성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림 6). 주름이 
없는 기판이 고품질의 그래핀 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 임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유리를 수퍼클린 그래핀으로 대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염이 없는 매우 깨끗한 그래핀
을 제작함으로 훌륭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과학원(CAS)의 리홍 바우 교수는 흑린과 이와 유사한 
SnSe의 전자 소자와 수송 성질을 발표하였다. 순수한 흑린의 
경우 p형 반도체 특성을 보이나 cross-linked PMMA 탑게이
트와 SiO2 백게이트 FET를 제작하여 n/p 전도형을 조절할 수 
있었다. 불안정한 흑린의 실제적인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에 화학자들이 안정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있고, 
실제적인 응용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SnSe은 반도체로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역시 FET 소자 특성이고 이를 발표하였다.

스페인 ICN2 연구소의 아이토르 무가르자 교수는 그래핀 나
노 리본을 정렬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DP-DBBA 단분
자를 폴리머 중합반응을 이용해서 그래핀 나노 리본으로 합성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다공성 그래핀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 
Au(111) 기판 위에 잘 정렬된 그래핀 나노리본을 합성할 수 있
었다. 정렬 mechanism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판의 
dislocation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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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대 자오 왕 교수는 그래핀의 초윤활(마찰이 거의 없는) 
특성에 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그래핀 나노 리본에서 위에 있는 
나노리본을 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아래 나노리본은 좌우로 
미세하게 진동하는데, 이를 표면의 포텐셜 에너지 분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CNT 모터의 회전과 미끄러짐을 시뮬레이
션 하였다. 이러한 운동전달효율은 CNT의 손지기(chirality, 
카이랄성)에만 의존한다. 실험적으로 CNT 회전은 자기장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구현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에선 회전축 
구속조건을 이용하였다.

대련 공대 지준 자오 교수는 새로운 2차원 전자, 자성 소재 
발굴을 위한 계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계산을 통해 전기적/자
기적 성질이 뛰어난 2차원 소재를 디자인 하는 것과 기존 물질
의 물성을 조절하는데 관심이 있다. 계산을 통해 새로운 2차원 
소재 δ-Cu2S 의 안정성 및 전자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는 
여러 신물질을 예측하는 계산을 Nanoscale horizon, Frontiers 
of Physics 등에 출판하였다. 중국 춘절 명절 때 Nature에 보고
된 36개의 강자성 2차원 물질 후보(예를 들면 CrSBr)를 신속하
게 계산하여 보다 자세한 특성 (높은 임계 온도 > RT)을 예측 
출판하였다. 임계 온도를 더욱 조절하기 위해 여러 strain 값에 
따른 물성을 조사하였다. 밴드갭 열림이 0.2 eV보다 작고 위상
절연체 밴드갭이 strain에 대해 robust 함을 보고했다.

상하이 뉴욕대 문필경 교수는 뒤틀린 2층 그래핀의 준결정성 
및 이를 기술하는 이론을 보고하였다. 뒤틀림 각도가 30도 일 
때 12겹 준결정이 형성된다. 실험에서 합성된 뒤틀린 2층 그래
핀은 ARPES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30도 뒤틀림 각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DFT 계산으로 30도 매직 각도의 에너지 안정성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Effective Hamiltonian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대만의 랜스 리 박사는 세계 최초의 반도체 전문 파운더리 
회사인 TSMC사 기업 연구소 소장으로 기업에서 바라보는 2D 
소재 연구에 대해 분명한 방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높은 이동
도와 밴드갭(on/off 전류를 결정하므로 너무 크면 좋지 않다) 
등이 전자 소재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탑 게이트 또는 
바텀 게이트만으론 부족하며 듀얼 게이트로 소자를 제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기업에서는 2층보다 높은 2차원 소재는 정전 
누수 전류가 커서 관심이 없음을 언급했다. 계산으론 PtSe2가 
매우 이상적인 소재인데, vdW 상호작용이 강한 것이 문제임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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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의 경 리 교수는 층간 삽입 반응의 메커니즘을 발
표하였다. 결함이 많을수록 층간 삽입 반응도 증가한다. 그래핀 
층간에 Si이 삽입되는 반응의 메커니즘을 보고하였다. Si이 삽
입되면서 처음에 헤링본 구조에서 벌집구조로 발전하고 실리신
을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신은 공기 중에서 안정
적이었다.

타입 II 바일 준금속인 WTe2로 소자를 제작해서 그 수송특성
으로 바일 준금속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바일 특성을 보기 위해
서 플레이크는 너무 얇아서는 안되고, 7-15nm 정도 두께가 
되어야 한다. 또 ReS2 플레이크에서 흔히 발견되는 60도의 
edge각도를 설명하기 위해 DFT 계산을 수행하였고, Re-chain 
방향으로 그 기계적 성질이 가장 약함을 보고 하였다. MoS2의 
열 안정성을 이용해서 그래핀/MoS2-xOx/그래핀 memristor
를 제작, 기록상 최고의 고온 안정성을 보였다. 신물질인 
b-AsP와 MoS2를 이용해 포토디텍터 제작 결과도 인상적이
었다.

3. 학회 참관 소감 

계림은 중국 화폐 20 위안의 배경으로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아름다운 산수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학회기간 줄곧 비가 부슬
부슬 내려서, 공기는 맑았고 오히려 학회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계림이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여서 그런지 학회
장 주변으로 경제적인 호텔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호텔
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특히 공항셔틀버스를 무료로 또는 저
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다. 도로에는 차와 오토바이가 나란
히 사이 좋게 다닌다. 한쪽에는 종종 눈에 띄는 고급 차, 다른 
쪽에는 오토바이 ‘부대’의 대조가 인상적이었다. 학회장을 오가
며 멀리 가지 않아도 계림의 상징인 산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
다. 중국의 인터넷 사정을 몰라 걱정되었지만 인터넷은 매우 
잘 되었다.
이번 학회는 전년도 싱가포르 학회에 비해 이상하게 규모가 

줄었다. 한국 및 다른 지역 참가자가 줄은 것이다. 어쩌면 트럼
프의 중국 제재 영향의 여파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은 중국 
국내 학회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실 80%이상
이 중국 연구자들의 발표이므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키노트 및 초청 연사들의 발표는 대부분 네이처, 
사이언스 급의 최고의 국제 저널에 출판한 결과물들이어서 그 
수준이 높았다.

2차원 소재 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새로운 소재의 발굴 
및 그 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이번 학회를 
통해 중국 연구자들의 발 빠른 노력과 열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이 참관기를 통해 계림 RPGR 학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내년 RPGR 학회는 10월 6일부터 10
일 일본의 북서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쓰에에서 열린다고 
한다.



- 172 -

1. 학회 개요

11th AOSFST(The 11th Asia-Oceania Symposium on Fire 
Science and Technology)는 세계 화재안전과학 연합의 지원으
로 개최되는 학회로 3년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개최
되는 화재안전 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이며 올해로 11번째로 개
최된다. 최초의 AOSFST는 국제 화재 안전 과학 협회 (IAFSS)
의 산하에 설립 된 아시아-오세아니아 화재 과학 기술 협회 
(AOAFST)가 1992 년에 최초로 개최했다. AOSFST는 IAFSS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이에 약 3 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개최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AOSFST는 2012 년과 2015 년에 중국 
허페이 (Hefei)와 쓰쿠바 (Tsukuba)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
었다. 제 11 차 AOSFST에는 peer-review 논문, 세계적으로 
저명한 화재안전관련 교수 및 연구원들의 기조 강연,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세션 및 대만 국립화재부처의 훈련센터 및 New 
Taipei City Government(NTCG)의 비상구조 통제 센터의 현
장 방문 등의 투어가 포함되었다. 이번 학회의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다.

국립 대만대학(중국어 정체자: 國立臺灣大學)은 타이완 타이
베이 시에 있는 중화민국의 국립 대학이다. 1928년 일본 제국
에 의해 다이호쿠 제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45
년 11월 15일에 중화민국이 이 대학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이름
으로 변경되었다. 노벨상 수상자 및 중화민국의 유력 정치인들
을 배출하고 있다. 학회장소인 컨벤션센터는 대만 국립 대학 
병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만의 초대대통령인 장개석을 기리는 
대만중정기념당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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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진들은 학회 동안에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에 대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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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련 센터는 훈련 센터는 Nantou County Zhushan 
Town 공동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 년 12 월 24 일에 건설
되어 1999 년 1 월 19 일에 출범. 현재, 강사의 소방대원의 
훈련교육, 군대 재해 구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훈련센터에서 훈련프로그램 관련 개괄 소개를 듣고 화재진
압 및 구조대 활동 훈련장을 방문하였음. 소방대원들에게 플래
시오버와 백드래프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소형 실화재
(compartment fire) 시험을 참관하고 암실 소화훈련장을 견학

- 뉴타이뻬이 비상구조통제센터를 방문하여 비상구조신고 
및 출동통제 센터의 시스템과 홍보관련 프로그램을 견학하였
음. 비상구조신고는 파라색(일반), 그린(구난필요), 빨간색(긴
급구난필요) 3단계로 구분되어 통제되며 통제센터 2층에서는 
대책반이 편성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
의실이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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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터널 화재시 측벽 형 분무 시스템 작동시 임계
속도에 미치는 영향 및 열방출율, 액적크기, 물유량에 따른 임
계속도 간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였다. 터널 화재 모델에서 열방
출율은 1MW에서 10MW로 설정되었으며, 물분무 시스템은 
Nohmi Bosai Ltd.(일본)의 규격을 활용하였다. 금속 시트(3m 
x 2m)가 화원 위 3 미터 높이에 설치되었다. 물분무 시스템이 
없는 터널 모델에서 얻은 다양한 임계 속도의 결과는 다른 참고 
문헌과 잘 일치하였다.

물분무 시스템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계 속도가 더 낮았다. 동
일한 물의 유량에서 액적 크기가 더 작을 수록 임계 속도는 
더 작아졌으며, 동일한 액적크기에서 물의 밀도 값이 클수록 
임계 속도는 낮아졌다.

철도구난역에 설치된 화재진압장치는 인명 피난 및 화재 예방
에 유용한 고정 시설로서 철도 터널 구조대 및 승객 피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분무시스템은 물 소비와 환경 오염이 적기 
때문에 널리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철도구난역에서의 자동 
물분무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다. 연기 온도와 
성층 분포에 대하여 연구되었으며, 작동 압력과 배출 계수와 
같은 다른 매개 변수를 갖는 미분무의 화재 진압 성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미분무수가 작동할 경우 구난역
의 플랫폼에서의 가시성이 저하되었다. 5.0 MPa 및 8.0 MPa와 
비교하여, 12.0 MPa의 작동 압력에서 미분무수의 화재진압효
과가 최적이였으며, 고압 미분무수 시스템의 경우 유량 제어 
계수가 작을수록 온도 제어 효과가 우수하였다. 종방향 환기와 
미분무수 작동이 병행된 경우 5.0 MPa와 8.0 MPa의 작동 압력
에서 연기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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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7 층짜리 사무실 건물의 1000 명 이상의 거주자가 
인접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대피하였다. 화재는 사무
실 빌딩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피는 자발적으로 수행
되었으며, 정상적인 대피 절차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
조작.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피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 특히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사람 행동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피의 의사 결정을 내린 4 명의 직원
들과 대피한 41명의 직원들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창을 통하여 화재의 시각적 

관찰은 거주자의 대피 전략에 영향을 준다. 2) 거주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난지시 등의 직접적인 대책을 지시받을 때까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3) 여러 명의 거주자
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로로 계단을 
선택했다.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생명 
위험은 없었으므로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는 화재가 발생한 
비화재 층의 대피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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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빌딩 규정(BSL, Building Standard Law of Japan)에
서 도시 지역의 건물 간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화재 
안전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 사항의 수준은 규정되
어 있지만 건물의 위치, 총 바닥 면적 및 층수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간 화재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건물의 성능
기반 화재 안전 설계를 위한 위험 평가 방법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건물간의 화재 확산 위험도는 화재 확산의 발생 
확률이 확률적 사건을 포함하는 연속 발생 확률로 간주되는 
이벤트 트리 분석에 의해 평가된다. 각 사건의 확률은 건물 개
개의 화재 저항 시간(fire resistive time)과 화재 지속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다. 기존 건물 규정에서 대안 건물 규정으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 두개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화재 확산 위험을 비교하여 두 규정의 요구 사항 수준의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사례 연구로 화재 방지 구역 (FPZ)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기존 규정에 제시된 것 이외에 화재 확산 위험성 측면에서 
요구 사항의 동등한 수준을 만족하는 외벽과 내화성의 내화 
시간과 같은 설계 변수의 여러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 
규정에 규정 된 것에 추가하여 화재 확산 위험성 측면에서 요구 
사항의 동등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외벽 및 내화성의 내화 시간
과 같은 설계 매개 변수의 여러 조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종이롤지의 저장공간에서 화재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상이한 종이 기초 중량 (즉, 면밀도) 및 삽입재를 포함하
는 단단한 표면 롤지의 화재 거동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연소시험과 수계진압장치(Water Application Apparatus, 
WAA)를 사용하는 수계 진압 테스트를 모두 포함하는 중간 규
모(intermediate)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측정된 열방출율 
(HRR)과 적용된 물의 용량(물 플럭스)을 분석하여 선택된 종
이롤지에 대한 임계 전달 플럭스 (critical delivered flux, CDF)
를 계산하였다. 종이롤지의 밀도 매개 변수는 종이 기본 중량과 
삽입재의 현황을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시된 매
개변수는 화재진압 및 억제와의 일관된 상관 관계를 보였으므
로 화재 예방을 위한 종이롤지의 분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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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을 정량화하기 위해 화재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제품
의 상단에 적용되는 최소 물 플럭스로서 임계 전달 플럭스 
(CDF)는 아래와 같다.

중국에서 건설중인 Qiongzhou 채널 터널은 터널에서 열차의 
대피를 연구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화재 확산 및 승객대피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FDS (Fire Dynamics Simulator) 및 
Pathfind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
을 때, 화재는 차량화재 단계, 화재확산 단계, 터널 화재단계의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단계에서의 인명 대피의 안전
성을 검토하였다.

철도차량 중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인접한 열차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열차 단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고온과 연기로 승객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소방차
가 긴급 구난지역으로 운전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안전 대피 
시간 내에 안전 지역으로 대피 할 수 있다. 초장대 채널 터널에 
응급 구조 역사가 필요하며 승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간 
냉각 및 화재 장치를 차량 내 설비로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와 강철과는 달리 창 유리 또는 유리 파사드와 다른 
점은 구획 화재시 쉽게 파손되는 점이다. 유리의 탈락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통풍구는 화재 확산과 밀폐공간의 화재현상이 
현저하게 변할 수 있다. 최근에는 투명 유리, 코팅, ground, 다층 
유리 등이 새 건물에 많이 적용된다. 그러나 유리 파괴의 화재 
위험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특히 화재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유리에 대해 내화성 비교가 수행되었는데, 최근 및 진행
중인 실험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연구자의 
연구내용도 검토되었으며, 화재안전관점에서의 유리의 설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었다. 본 연구는 고층 빌딩에서 화재
안전 성능에 기반한 유리의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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