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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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연구정보활용사업으로 기계와 건설공학분야의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3년간 사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을에 메이트릭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페이스북 연동을 

통한 연구자 커뮤니티 활성화 입니다. 센터에는 현재 약 9만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주로 자료 검색을 

위해 방문하고, 메이트릭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 활동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페이스북 아이디로 쉽게 할 수 있고, 페이스북 아이디로 글을 남길 수 있게 되면 여러 연구자들과 교류가 

활발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전 홈페이지보다 메인 화면의 폭과 길이가 3배가량 커진 

것입니다. 이전 홈페이지에서는 많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없었지만 메인 화면이 커짐에 따라서 그 동안 

안쪽에 숨어 있었던 많은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좀 더 쉽게 관련 

콘텐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과 동영상 같은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초기 화면에 배치해

서 홈페이지가 보다 활동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결국 이용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메이트릭의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면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2016년에는 여러 새로운 서비스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 하나는 신진연구자 인터뷰입니다. 

연구자의 생애 주기 측면에서 볼 때 학위를 취득한 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젊은 연구자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창의적이며, 해당 분야의 동향과 연구경향을 잘 탐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의 연구사례를 포함한 최신의 연구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진연구자 인터뷰는 

본인의 연구와 논문 소개,  연구과정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소속기관이나 연구소의 소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 인터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IROS 와 ICRA 분석을 통해 나타난 로봇제어자동화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차츰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또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장비/SW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업체가 직접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장비에 대한 사용기와 장비추천을 위한 커뮤니

티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대중적인 학술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정확한 

iii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4

정보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려면 상당수는 정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이트릭은 기계공학과 건설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는 회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합니

다. 이를 통해 연구자를 위한 지식 인프라 구축, 연구 커뮤니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연구 생산성 증대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공학, 건설공학 연구자 분들과 학회 및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에는 분야별 연구동향으로 IROS 논문을 통한 로봇 및 제어자동화분

야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분석을 통한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35회 국제연소심포지엄(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연구동향 분석, ASME IGTI Turbo Expo 2015 연구동향 분석

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 진행된 연구자 인터뷰,  2015년도에 개최된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 

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분야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의 많은 연구자분들이 메이트릭 홈페이지(www.materic.or.kr)에서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으시기를 바라고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2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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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국제지능형 로봇 & 시스템 컨퍼런스(IROS)

2010년~2014년 논문을 활용한 

로봇 및 제어자동화 분야 연구동향 분석

이석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교수, slee@pusan.ac.kr)

최혁렬 (성균관대학교 교수, hrchoi@me.skku.ac.kr)

정병규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ariass@naver.com)

I. 들어가며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로봇시장의 변화된 최신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각국의 로봇연구자들이 모이는 주요한 로봇학술대회

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로봇분야에서는 2개의 대표적인 로봇학술대회가 있는데 ICRA와 IROS이며, 세계의 로봇연구자들이 

모여서 최신연구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제어 및 로봇 학술대회로 이들 양대 로봇학회는 제어, 메커니즘, 인공지능 등 로봇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로봇기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매년 가을에 치러지는 IROS는 IEEE/RSJ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의 약자로서 1988년 일본 도쿄에서 제 1회 총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세계 160개국 40여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 국제전기전자통신학회(IEEE)와 일본 로봇공학

회(Robotics Society of Japan)가 공동주최하는 대회이다. 세계 40여개국에서 로봇관련 분야 및 기업체 연구원 2,500여명이 

참가해 로봇기술의 발전을 논의하고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매년 봄에 열리는 국제 로봇&자동화 컨퍼런스(ICRA)와 함께 로봇분

야의 국제 종합학술대회로 통하고 있다. 

특히 IROS 2016은 한국로봇학회(회장 송재복) 주최로 10월9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

며, 조직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서일홍 교수, 프로그램 위원장은 KAIST의 권동수 교수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II.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IROS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학술대회의 총 4,281편(2010년에 989건, 2011년에 784건, 2012년에 

850건, 2013년에 909건, 2014년에는 749건)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연도별 개최장소와 

일시, 발표 논문 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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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개최일 개최장소 논문편수

2010년 October� 18-22,� 2010 Taipei,� Taiwan 989편

2011년 September� 25-30,� 2011 San� Francisco,� CA,� USA 784편

2012년 October� 7-12,� 2012 Vilamoura,� Algarve,� Portugal 850편

2013년 November� 3-7,� 2013. Tokyo,� Japan 909편

2014년 September� 14-18,� 2014 Chicago,� Illinois,� USA 749편

총계 4,281편

 

Figure 1. IROS 2016 홈페이지(http://www.iros2016.org

Table 1. IROS의 개최정보와 논문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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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참여기관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 Miner 3.6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연구자 분석, 

기관-키워드 분석(2Mode)을 하였다. 

III. 통계분석

 1. IROS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5년간) 

IROS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49개 국가에서 4,281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미국이 1,028건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732건, 독일이 485건, 프랑스가 

315건, 이탈리아 200건, 한국이 164건, 중국이 153건, 스위스가 142건, 캐나다가 136건, 오스트리아가 116건, 스페인이 109건, 

영국이 10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CRA에서는 미국이 1,317건과 일본 378건의 논문으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였으나, IROS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논문수가 각각 

1,028건과 732건으로 나타나 ICRA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ICRA가 미국주도의 학술대회인 반면, 

IROS는 미국의 국제전기전자통신학회(IEEE)와 일본 로봇공학회(Robotics Society of Japan)가 공동주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한국의 논문 수 비중도 6위로 ICRA(9위)보다 IROS에서의 참여도가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7위로 나타나서 IROS에서는 중국의 참여가 ICRA(4위)보다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 IROS 국가별 논문 발표수 순위(2010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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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논문수 NO 국가 논문수

1 USA 1,028 26 Turkey 14

2 Japan 732 27 Iran 11

3 Germny 485 28 Israel 10

4 France 315 29 Czech 9

5 Italy 200 30 Poland 9

6 Korea 164 31 Denmark 8

7 China 153 32 Slovenia 6

8 Switzerland 138 33 Croatia 4

9 Canada 136 34 New� Zealand 4

10 Australia 116 35 South� Africa 4

11 Spain 109 36 Chile 3

12 UK 104 37 Hungary 3

13 Sweden 70 38 Romania 3

14 Taiwan 56 39 Tunisia 3

15 Portugal 48 40 Algeria 2

16 Netherlands 45 41 Egypt 2

17 Singapore 33 42 Lebanon 2

18 Brazil 26 43 Malaysia 2

19 Norway 25 44 UAE 2

20 Belgium 23 45 Ireland 1

21 Greece 23 46 Jordan 1

22 Austria 20 47 Russia 1

23 India 20 48 Serbia 1

24 Finland 17 49 Sri� Lanka 1

25 Mexico 14 50 미기재 82

26 Turkey 14 총합계 4,281

Table 2. IROS 국가별 논문발표 수 순위(2010년~2014년)

 2. IROS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5년간)

2010년부터2015년까지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3 와 같이 미국의 Carnegie Mellon Univ.가 가장 많은 수인 102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의Tech. Univ. Munich에서 89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German Aersp. Center(DLR)이 86건, 스위스 

ETH Zurich에서 8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일본의Univ. of Tokyo에서 75건,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에서68건, 미국 Georgia Inst. of Technol.에서 59건, MIT에서 58건, 일본의 Osaka Univ.에서 56건, Tohoku Univ.에서 53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CRA에서는 주로 MIT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낸 반면, IROS에서는 Carnegie Mellon Univ.가 논문을 많이 낸 걸로 나타났다. 

IROS에서 MIT는 57건의 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 약 8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ICRA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ETH Zurich와 

독일 German Aersp. Center(DLR), 일본Univ. of Tokyo,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미국 Georgia Inst. 

of Technol. 등이 많은 논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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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관(국가) 논문수

1 Carnegie� Mellon� Univ.(USA) 102

2 Tech.� Univ.� Munich(Germany) 89

3 German� Aersp.� Center-DLR� (Germany) 86

4 ETH� Zurich(Switzerland) 84

5 Univ.� of� Tokyo(Japan) 75

6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Italy) 68

7 Georgia� Inst.� of� Technol.(USA) 59

8 MIT(USA) 58

9 Osaka� Univ.(Japan) 56

10 Tohoku� Univ.(Japan) 53

11 Nagoya� Univ.(Japan) 47

12 INRIA(France) 43

13 Harvard� Univ.(USA) 41

14 Waseda� Univ.(Japan) 40

15 Univ.� of� Michigan(USA) 39

16 Nat.� Taiwan� Univ.(Taiwan) 38

17 EPFL(Switzerland) 37

18 UPMC� Univ.� Paris� 6(France) 37

19 AIST(Japan) 36

20 KTH� R.� Inst.� of� Technol.(Sweden) 36

21 Tokyo� Inst.� of� Technol.(Japan) 35

22 Univ.� of� Freiburg(Germany) 35

23 Univ.� of� Pennsylvania(USA) 34

24 Univ.� of� Sydney(Australia) 32

25 KAIST(Korea) 30

26 Univ.� of� Minnesota� at� Minneapolis(USA) 28

27

ATR(Japan) 27

Stanford� Univ.(USA) 27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USA) 27

Univ.� of� Coimbra(Portugal) 27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A) 27

Univ.� of� Tsukuba(Japan) 27

28 Univ.� of� Twente(Netherlands) 26

Table 3. IROS 기관별 논문발표 수(2010년~2014년, 25건 이상)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6

NO 기관(국가) 논문수

29

Hanyang� Univ.(Korea) 25

Karlsruhe� Inst.� of� Technol.(Germany) 25

Kyoto� Univ.(Japan) 25

Ritsumeikan� Univ.(Japan) 25

Univ.� of� Technol.� Sydney(Australia) 25

 3. IROS 한국기관 논문 발표순위 (5년간)

한국은 아래 Table 4와 같이 5년간 25개 기관에서 총 16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KAIST가 30건, Hanyang Univ.가 25건, 

Seoul Nat. Univ.가 23건, KIST가 14건, POSTECH 13건, Korea Univ.와 Sungkyunkwan Univ.가 각각 11건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ICRA와 IROS에서는 KAIST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ICRA에서는 Seoul Nat. Univ.가 2위에 있었으나 IROS에서

는 Hanyang Univ.가 조금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ROS 한국기관의 논문발표 수 순위 (2010년~2014년)

NO 한국 기관 논문수(5년간)

1 KAIST 30

2 Hanyang� Univ. 25

3 Seoul� Nat.� Univ. 23

4 KIST 14

5 POSTECH 13

6
Korea� Univ. 11

Sungkyunkwan� Univ. 11

7 Samsung� Adv.� Inst.� of� Technol. 9

8

Chungnam� Nat.� Univ. 3

Konkuk� Univ. 3

Yonsei� Univ. 3

9

ETRI 2

GIST 2

Hyundai� Heavy� Ind.� Co. 2

KITECH 2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2

10 Agency� for� Defense� Dev.(국방과학연구소) 1

　 Chosun� Univ. 1

　 DGIST 1

　 Dongbu� Robot� Co. 1

　 Ewha�Womans� Univ. 1

　 Gyeongsang� Nat.� Univ. 1

　 Park� Syst.� Corp. 1

　 Samsung� Heavy� Ind. 1

� Univ.� of� Ulsan 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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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1�저자 발표 논문수

1 Haddadin,� S.� (DLR) 8

2 Luo,� R.� C.� (Nat.� Taiwan� Univ.) 8

3 Kano,� T.� (Tohoku� Univ.) 6

4 Liljeback,� P.� (Norwegian� Univ.� of� Sci.� &� Technol.) 6

5 Finio,� B.� M.� (Harvard� Univ.) 5

6 Hasegawa,� Y.� (Univ.� of� Tsukuba) 5

7 Okada,� M.� (Tokyo� Inst.� of� Technol.) 5

8 Tavakoli,� M.� (Univ.� of� Coimbra) 5

9 Changhyun� Choi� (Georgia� Inst.� of� Technol.) 4

10 Ciliberto,� C.� (IIT) 4

11 Even,� J.� (ATR) 4

12 Farhad� Aghili� (Canadian� Space� Agency(CSA)) 4

13 Hong� Liu� (Peking� Univ.) 4

14 Ince,� G.� (Honda� Co.� Ltd.) 4

15 Ishi,� C.� T.� (ATR) 4

16 Jianguo� Zhao� (Michigan� State� Univ.) 4

17 Jwu-Sheng� Hu� (Nat.� Chiao� Tung� Univ.) 4

18 Khalil,� I.� S.� M.� (Univ.� of� Twente) 4

19 Liemhetcharat,� S.� (Carnegie� Mellon� Univ.) 4

20 Lippiello,� V.� (Univ.� degli� Studi� di� Napoli� Federico� II) 4

21 Lyons,� D.� M.� (Fordham� Univ.) 4

22 Mersha,� A.� Y.� (Univ.� of� Twente) 4

23 Nakamura,� T.� (Univ.� of� Electro-Commun.) 4

24 Rollinson,� D.� (Carnegie� Mellon� Univ.) 4

25 Saeedi,� S.� (Univ.� of� New� Brunswick) 4

26 Sasaki,� Y.� (AIST) 4

27 Saska,� M.� (Czech� Tech.� Univ.� in� Prague) 4

28 Svinin,� M.� (Kyushu� Univ.) 4

29 Tadakuma,� K.� (Osaka� Univ.) 4

30 Tao� Yue� (Nagoya� Univ.) 4

31 Tsuji,� T.� (Saitama� Univ.) 4

가. 4. IROS 연구자 논문 발표순위 (5년간)

IROS의 연구자중 5년간 4건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총 31명이며, 이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아래 Table 5와 

같이 Haddadin, S.(DLR)와 Luo, R. C.(Nat. Taiwan Univ.)로 각각 8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ano, T.(Tohoku Univ.), 

Liljeback, P.(Norwegian Univ. of Sci. & Technol.)은 6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nio, B. M.(Harvard Univ.), Hasegawa, 

Y.(Univ. of Tsukuba), Okada, M.(Tokyo Inst. of Technol.), Tavakoli, M.(Univ. of Coimbra)은 각각 5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인으로서는 Georgia Inst. of Technol.의 Changhyun Choi이 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5. IROS 제1저자별 논문발표 수 순위 (2010년~2014년)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8

이들에 관한 간단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Haddadin, S.(DLR)는 독일 DLR연구소의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센터에서 연구하였으며 2014년부터 하노버의 라이프니츠 대학

(LUH)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율성과 원격조작, 가변 임피던스 로봇에 대한 비선형 제어 및 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Human-Robot Interaction 분야에서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irt.uni-hannover.de/haddadin.html?&no_cache=1&tx_tkinstpersonen_pi1%5BshowUid%5D=1 )

Luo, R. C.(Nat. Taiwan Univ.)는 국립 대만 대학의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 교수이며, 로봇 학계의 저명한 인사이다. 연구 분야는 

센서 기반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멀티 센서 융합 및 통합을 포함 컴퓨터 비전, 마이크로/나노 기술, 신속한 프로토타입, 첨단 제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범용 메모리 컴파일러 시스템 및 관련 방법 등 미국과 대만에서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ieeeiciea.org/2010/Prof.RenCLuo.html )

Kano, T.(Tohoku Univ.)는 일본 토호쿠 대학의 ISHIGURO Akio 교수의 제자이며, 전기 통신 연구소에 소속된 조교수이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물의 놀라운 적응력 행동 표현을 읽어 수학 모델링의 입장에서 생물의 자율 분산 제어 법칙을 밝히려고 

연구 중이다. 뱀, 벌레, 지네 등의 다양한 생물을 모델 생물로 뽑고 연구 진행 중이다. 또한 교통신호의 자율분산 제어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통 신호 제어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량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학적 고찰에 근거한 교통신호의 자율분산 제어방안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http://www.cmplx.riec.tohoku.ac.jp/jp/team/kano )

Liljeback, P.(Norwegian Univ. of Sci. & Technol.)은 노르웨이 대학에서 인공지능학과 포스닥 연구자로 소속되어 있다. 

SINTEF(노르웨이 연구소)와 함께 뱀을 모사하는 로봇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ntnu.edu/employees/pal.liljeback )

(참고자료: http://gemini.no/2007/12/robotene-overtar-til-havs )

(참고자료: http://gemini.no/2005/02/slangerobot-redder-liv-der-andre-gir-tapt/ )

Finio, B. M.(Harvard Univ.)는 미국 하버드 Robert J. Wood교수의 Microrobotics Lab. 의 연구자 이다. 주요 연구는 활성 

몸 토크의 발생과 곤충의 날개가 퍼덕거리는 현상을 로봇으로 형상화하여 안정화 및 모델링을 연구 중에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Microrobotic, 플라이 바디 토크 변조 등이 있다. 

(참고자료: http://www.epernicus.com/bmf2 )

Hasegawa, Y.(Univ. of Tsukuba)는 Univ. of Tsukuba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 나고야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Micro-Nano 

Control and Bio-Robotics Lab.을 운영 중이다. 사람의 보조 기술 장치 제조 기술과 로봇 제어 기술, 운동 학습 및 적응 시스템을 

포함하여 인간의 감각 모터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mein.nagoya-u.ac.jp )

Okada, M.(Tokyo Inst. of Technol.)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정보통계, 기계학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mns.k.u-tokyo.ac.jp/~ok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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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akoli, M.(Univ. of Coimbra)는 ISR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실의 연구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모바일 로보틱스, 등반로봇, 

검사 로봇, 파이프라인 검사, 최적화, 모바일 암의 미세조작 등이다. 그는 석유 화학 플랜트의 배관의 유지 관리, 선박의 선체정리 

및 선박 상부 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여러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lse.isr.uc.pt/people/mahmoud-tavakoli )

IV.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떠한 분야와 주제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IROS 논문의 Controlled 

Indexing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Figure 3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Link Reduction 

10 (빈도수 10 이하인 값을 삭제) 을 한 그림이다. 

Figure 3. IROS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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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빈도수

1 Mobile� Robots� 1135

2 Robot� Vision� 564

3 Path� Planning� 526

4 Motion� Control� 414

5 Human-Robot� Interaction� 292

6 Legged� Locomotion� 288

7 Position� Control� 286

8 Manipulators� 280

9 Humanoid� Robots� 275

10 Multi-Robot� Systems� 260

11 Collision� Avoidance� 258

12 Medical� Robotics� 236

13 Robot� Dynamics� 221

14 Cameras� 208

15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195

16 Slam(Robots)� 191

17 Stability� 182

18 Robot� Kinematics� 181

19 Optimisation� 179

20 Dexterous� Manipulators� 170

21 Telerobotics� 159

22 Robots� 150

23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144

24 Pose� Estimation� 139

25 Trajectory� Control� 139

26 Force� Control� 137

27 Control� System� Synthesis� 133

28 Feature� Extraction� 130

29 Object� Detection� 129

이 그림을 보면 Mobile Robots을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이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IROS에서 이들 키워드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또한 다른 키워드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CRA에 나타난 시각화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Robot Vision쪽의 연구가 좀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IROS의 논문에서 나타난 키워드의 전체 수는 1,949개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빈도수 100이상의 키워드를 Table 6과 같이 정리하였

다. 이를 살펴 보면 Mobile Robots,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ICRA외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ICRA에서는 Medical Robotics, Manipulators, Position Control, Multi-Robot Systems, Legged Locomotion, 

Collision Avoidance, Human-Robot Interaction,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Dynamics, Humanoid Robots등의 순서

로 나타났으나, IROS에서는 Human-Robot Interaction, Legged Locomotion, Position Control, Manipulators, Humanoid Robots, 

Multi-Robot Systems, Collision Avoidance, Medical Robotics, Robot Dynamics, Cameras 순으로 순서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키워드가 상위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IROS 논문에 나타난 키워드 빈도수(2010년~2014년, 빈도수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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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빈도수

30 Feedback� 122

31 Manipulator� Kinematics� 122

32 Service� Robots� 122

33 Haptic� Interfaces� 120

34 Image� Sensors� 119

35 Surgery� 117

36 Kalman� Filters� 116

37 Actuators� 115

38 Autonomous� Aerial� Vehicles� 113

39 Sensors� 102

40 Manipulator� Dynamics� 100

41 Stereo� Image� Processing� 101

42 End� Effectors� 100

아래 Figure 4는 Mobile Robots 키워드를 제외하고, 5년간 빈도수합이 200이상인 상위 키워드의 5년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Human-Robot Interaction, Legged Locomotion, Position Control, 

Manipulators, Humanoid Robots, Multi-Robot Systems, Collision Avoidance, Medical Robotics, Robot Dynamics, Cameras 

의 키워드가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Positon Control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키워드가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 상승하고 2011년과 

2014년에 줄어드는 비슷한 패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도별 키워드 수에 비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연도별 키워드 

종류는 2010년에는 957개, 2011년에는 679개, 2012년에는 971개, 2013년 에는 996개, 2014년 824개이다. ) 다만 Positon Control

의 경우 다른 키워드와 달리 2012년과 2014년에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Figure 4. 연도별 키워드 빈도수 추이(빈도수 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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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5는 5년간 빈도수합이 130이상~200미만의 키워드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로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SLAM(Robots), Stability, Robot Kinematics, Optimisation, Dexterous Manipulators, Telerobotics, Robots,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Pose Estimation, Trajectory Control, Force Control, Control System Synthesis, Feature Extraction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 키워드들 중 특이한 점은 Trajectory Control(궤도제어)의 경우 2012년에 처음 나타난 후 2013년과 2014년에 꾸준하게 상승하

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ICRA의 통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ICRA 분석 참고: http://www.materic.or.kr/community/board/content.asp?idx=84056&board_idx=1029)

Figure 5. 연도별 키워드 빈도수 추이(빈도수 130이상~200미만)

 아래 Figure 6은 5년간 빈도수합이 빈도 100이상~130미만의 키워드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로 Object Detection, Feedback, 

Manipulator Kinematics, Service Robots, Haptic Interfaces, Image Sensors, Surgery, Kalman Filters, Actuators, Autonomous 

Aerial Vehicles, Sensors, Manipulator Dynamics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 키워드들 중 특이한 점은 Service Robots의 경우 2010년에 매우 높게 나타난 이후 점점 줄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Autonomous Aerial Vehicles은 2012년에 처음으로 나타나 2013년에 약간 상승했다가 2014년에 조금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용 로봇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Surgery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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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연도별 키워드 빈도수 추이(빈도수 100이상~130미만)

Degree Centrality 분석이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키워드를 의미함)과 이것과 직접적으

로 연결된 다른 점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점들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점이 직접적인 관계 또는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실제 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 

또는 흐름 수의 비율(portion)을 바탕으로 한다. 

IROS의 5년간 논문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위의 Spring Layout 결과와 마찬가지로 Mobile 

Robots,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Cameras, 

Collision Avoidance, Human-Robot Interaction, Humanoid Robots, Legged Locomotion, Manipulators, Medical Robotics, 

Position Control, Robot Dynamics등이 비교적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전체적인 키워드 동향과 한국기관의 발표 논문의 연구동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한국논문의 키워드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Figure 8은 한국의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의 키워드를 Spring Layout으로 네트워크 시각화한 그림으로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Robot Vision, Medical Robotics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위의 Figure 2의 5년간 IROS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와 

비교해보면 Mobile Robots, Robot Vision 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나, Path Planning의 경우 한국기관의 빈도수 

순위가 좀 더 낮게 나타났으며(전체3위, 한국은8위), Medical Robotics는 빈도수 순위가 좀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12위, 한국 

6위) 또한, Humanoid Robots, Cameras, Legged Locomotion, Force Control은 좀더 빈도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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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ROS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0~2014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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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한국기관 발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한국기관 발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Degree Centrality는 Figure 9와 같다. 이를 통해 보면 Mobile Robot,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있으며, Humanoid Robots, Legged Locomotion, Medical Robotics, Cameras, Path 

Planning, Manipulators, Position Control, Control System Synthesis, Surgery, Collision Avoidance, Force Control, 

Human-Robot Interaction, Robot Kinematics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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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 기관 키워드 빈도수 NO 한국 기관 키워드 �빈도수

1 Mobile� Robots� 41 23 Force� Sensors� 7

2 Motion� Control� 26 24 Manipulator� Kinematics� 7

3 Robot� Vision� 20 25 Optimisation� 7

4 Humanoid� Robots� 18 26 Robot� Dynamics� 7

5 Legged� Locomotion� 17 27 Sensor� Fusion� 7

6 Medical� Robotics� 17 28 Sensors� 7

7 Cameras� 14 29 Torque� Control� 7

8 Path� Planning� 14 30 Wheels� 7

9 Manipulators� 12 31 Distance� Measurement� 6

10 Position� Control� 12 32 Gaussian� Processes� 6

11 control� system� synthesis 11 33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6

12 Surgery� 11 34 Service� Robots� 6

Figure 9. 한국기관 발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아래 Table 7는 한국기관의 발표논문 키워드를 빈도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able 7. 한국기관 발표논문 키워드(빈도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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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 기관 키워드 빈도수 NO 한국 기관 키워드 �빈도수

13 Collision� Avoidance� 10 35 Elasticity� 5

14 Force� Control� 10 36 Electromyography� 5

15 Human-Robot� Interaction 10 37 End� Effectors� 5

16 Robot� Kinematics� 10 38 Gait� Analysis� 5

17 Image� Sensors� 9 39 Haptic� Interfaces� 5

18 Slam� (Robots)� 9 40 Nonlinear� Control� systems 5

19 Stability� 9 41 Object� Tracking� 5

20 Actuators� 8 42 Telerobotics� 5

21 Kalman� Filters� 8 43 Torque� 5

22 Feature� Extraction� 7 44 Trajectory� Control� 5

3.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ROS의 2010년~2014년도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아래 Figure 10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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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한 그룹을 골라 그룹 A~L로 구분하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Figure 10.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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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그룹은 아래 Figure 16~27와 같다.

Figure 11에 나타난 가장 큰 그룹 A는 German Aersp. Center(DLR)와 이탈리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과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의 3개의 기관이 연결된 연구그룹으로 나타났다.

German Aersp. Center(DLR)는 Albu-Schaffer, A.(DLR)와 Hirzinger, G.( DLR), Haddadin, S.(DLR), Suppa, M.(DLR)의 4명의 

핵심연구자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많은 연구자들과 다양한 논문의 공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Univ. of Pisa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에는 Caldwell, 

D. G.((IIT)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ragic, D.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 그룹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는 Pauwels, K.(Univ. 

of Granada)가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Pauwels, K.는 2014년에 3개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2개의 논문이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의 저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Figure 11. 그룹 A: 독일 German Aersp. Center(DLR)와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Univ. of Pisa와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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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의 연구 그룹은 스위스 ETH Zurich의 연구자 그룹이 중심이 되는 그룹이며, Univ. of Southern California와 Queensland. 

Univ. of Technol.가 연결되어 있다. 중심연구자로는 Siegwart, R.(스위스 ETH Zurich)가 있다. 

Figure 12. 그룹 B: 스위스 ETH Zurich의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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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3은 일본 Nagoya Univ.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 그룹이며, Fukuda, T.를 중심으로 각각 여러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Arai, F.의 경우 중심연구자이면서 또 다른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3. 그룹 C: 일본 Nagoya Univ.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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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4는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과 Univ. of Birmingham, Univ. of Technol. Sydney를 연결한 그룹으로 

두드러지는 중심연구자 없이 비교적 대등하게 3개 소속의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큰 그룹을 이루고 있다. 

Figure 14. 그룹 D: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과 

Univ. of Birmingham, Univ. of Technol. Sydney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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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5는 미국의 Carnegie Mellon Univ.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일본의 Kyoto Univ.와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에서도 

중심연구자 없이 비교적 대등하게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큰 그룹을 이루고 있다. 

Figure 15. 그룹 E: 미국 Carnegie Mellon Univ.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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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6은 일본의 Kyoto Univ. 와 Honda, Waseda Univ., Tokyo Inst. Of Technol. 소속의 일본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며. 중심연구자 없이 비교적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kuno, H.G.(Kyoto Univ.)가 Honda의 여러 연구자들과 

연결하는 연구자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6. 그룹 F: 일본 Kyoto Univ.와 Honda. Co. Ltd. 와 Waseda Univ.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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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7의 그룹 G는 일본의 Waseda. Univ. 중심 그룹이며, Takanishi, A.가 중심연구자로 전형적인 스타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Figure 17. 그룹 G: 일본 Waseda Univ. 중심 그룹 

아래 Figure 18의 그룹 H는 일본의 Kyushu Univ. 와 AIST가 연결된 연구그룹으로 중심연구자 없이 대등한 연결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그룹은 Kurazume, R.(Kyushu Univ.)과 Harada, K.(AIST)의 연결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8. 그룹 H: 일본 Kyushu Univ. 와 AIST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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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19의 그룹 I는 Tech. Univ. Munich를 중심으로 하여 Univ. of Tokyo와 Univ. Degli Studi di Napoli Federico II가 

연결된 연구그룹이다. 이 그룹 서는 Tech. Univ. Munich의 Hirche. S와 Dongheui Lee, Buss, M.의 3명이 중심 연구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그룹의 Dongheui Lee는 한국인으로 5년간 11건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일본 Univ. of Tokyo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독일 Tech. Univ. Munich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간로봇 상호작용과 로봇의 기계학습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lsr.ei.tum.de/fachgebiete/dynamische-mensch-roboter-interaktion-fuer-automatisierungstechnik/dongheui

-lee/)

(참고자료: http://www.kros.org/urai2015/03web05.php)

Figure 19. 그룹 I: 뮌헨공대(Tech. Univ. Munich)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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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20의 그룹 J는 미국의 Harvard Univ. 중심 그룹으로 Wood, R. J.를 중심연구자로 한 스타형 구조의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Seoul Nat. Univ.의 Kyu-jin Cho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Figure 20. 그룹 J: 미국의 Harvard Univ. 중심 그룹 

아래 Figure 21의 그룹 K는 독일의 Univ. of Freiburg의 그룹으로 Burgard, W.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이다. 

Figure 21. 그룹 K: 독일의 Univ. of Freiburg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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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ure 22의 그룹 L은 스페인의 Univ. of Girona와 그리스 Nat. Tech. Univ. of Athens가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다. 

중심연구자 없이 비교적 균등하게 연구자들과 연결된 그룹이다.

Figure 22. 그룹 L: Univ. of Girona와 Univ. Jaume I와 Nat. Tech. Univ. of Athens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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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23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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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Figure 23. 5년간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Degree Centrality)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A그룹의 중심연구자인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의 Caldwell. D. G.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Fukuda, T.(Nagoya Univ.)와 Siegwart. R.(스위스 ETH Zurich), 그리고 Albu-Schaffer. A(DLR)의 4명의 연구자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번 ICRA의 2010년~2014년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난 Caldwell. D. G.(IIT)와 Siegwart. R.(스위스 ETH Zurich)가 중심연구

자로 나타났으나, ICRA의 중심연구자인 Burgard. W. (Univ. of Freiburg), Vijay Kumar (Univ of Pennsylvania) 는 IROS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ICRA에서 볼 수 없었던 Fukuda, T.(Nagoya Univ.), Albu-Schaffer, A(DLR)가 IROS의 중심연구자

로 나타났다. 

Caldwell. D. G.(IIT) 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연구소의 이사 및 자동 제어 및 시스템 

공학과 객원 교수이며,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Chapter(UKRI)의 의장과 IEE (IET) Robotics and Mechatronics의 공동의장이었

다. 약 17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http://www.shef.ac.uk/acse/staff/dcal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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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Caldwell,� D.� G.(IIT)� 42 　 Suppa,� M.(DLR) 13

Wood,� R.� J.(Harvard� Univ.)� 32 　 Pollefeys,� M.(ETH� Zurich)� 13

Siegwart,� R.(ETH� Zurich)� 31 　 Misra,� S.(Univ.� of� Twente)� 13

Albu-Schaffer,� A.(DLR) 29 　 Nakamura,� T.(Univ.� of� Electro-Commun.)� 13

Fukuda,� T.(Nagoya� Univ.)� 25 　 Natale,� L.(LIT)� 13

Hirzinger,� G.(DLR) 23 　 Amato,� Nancy� M.(Texas� A&M� Univ.)� 12

Kragic,� D.(Kth� R.� Inst.� of� Technol.)� 23 　 Veloso,� M.(Carnegie� Mellon� Univ.)� 12

D.� Andrea,� R.(ETH� Zurich)� 20 　 Bicchi,� A.(Univ.� of� Pisa)� 12

Burgard,� W.(Univ.� of� Freiburg)� 20 　 Ogata,� T.(Kyoto� Univ.)� 11

Rus,� D.(MIT)� 19 　 Dongheui� Lee(Tech.� Univ.� Munich)� 11

Takanishi,� A.(Waseda� Univ.)� 18 　 Ishiguro,� A.(Tohoku� Univ.)� 11

Buss,� M.(Tech.� Univ.� Munich)� 18 　 Dellaert,� F.(Georgia� Inst.� of� Technol.)� 11

Hagita,� N.(ATR)� 18 　 Nakadai,� K.(Honda� Co.� Ltd.)� 11

Choset,� H.(Carnegie�Mellon� Univ.)� 17 　 Nagai,� T.(Univ.� of� Electro-Commun.)� 11

Metta,� G.(LIT)� 17 　 Pettersen,� K.� Y.� (Norwegian� Univ.of� Sci� &� Technol.) 11

Dissanayake,� G(Univ.of� Technol,� Sydney)� 17 　 Stilman,� M.(Georgia� Inst.� of� Technol.)� 11

Olson,� E.(Univ.� of� Michigan)� 17 　 Nakamura,� Y.(Univ.� of� Tokyo)� 11

Haddadin,� S.(DLR) 16 　 Beetz,� M.(Tech.� Univ.� Munich)� 10

Tsagarakis,� N.� G.(LIT)� 16 　 Guglielmino,� E.(LIT)� 10

Knoll,� A.(Tech.� Univ.� Munich)� 16 　 Vincze,� M.(Vienna� Univ.� of� Technol.)� 10

Hirche,� S.(Tech.� Univ.� Munich)� 15 　 Kumar,� V.(Univ.� of� Pennsylvania)� 10

Fukuda. T.(Nagoya Univ.) 교수는 일본 나고야 대학의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 공학부 교수이며, Micro-Nano Mechatronic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나노 로봇시스템, 의료로봇, 특히 의료 시뮬레이션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가상현실기반이 아니라 

실제환자의 모델을 만들어 미리 예행연습이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수술 전 예행연습이 가능한 물리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다. (참고자료: http://robohub.org/micro-robotics-and-medicine-interview-with-toshio-fukuda/)

Siegwart. R.(스위스 ETH Zurich) 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사가 된 후 기계공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스위스 ETH Zurich

의 교수 및 로봇연구소의 수석과학자이다. 자율 이동로봇의 중요한 과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Introduction to Autonomous 

Mobile Robots의 저자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http://www.ethlife.ethz.ch/archive_articles/091112_Neuer_Vizepraesident_Forschung_tl/index_EN)

Albu-Schaffer. A.(DLR)는 독일 German Aersp. Center(DLR) 소속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저스틴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robotic.de/Alin.Albu_Schaeffer)

대체로 이들 연구자들이 많은 논문의 공저자임을 알 수 있다. 아래 Table8은 공저자 논문 10편 이상의 연구자들이다. 10편 이상의 

공저자로는 한국소속의 연구자는 없으나 한국인으로는 독일 Tech. Univ. Munich의 Dongheui Lee가 11건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Table 8. 연구자 상위 공저 논문수 (IROS 2010~2014년, 10건 이상)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30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Okuno,� H.� G.(Kyoto� Univ.)� 15 　 Nori,� F.(LIT)� 10

Nakajima,� M.(Nagoya� Univ.)� 15 　 Stachniss,� C.(Univ.� of� Freiburg)� 10

Inaba,� M.(Univ.� of� Tokyo)� 15 　 Fearing,� R.� S.(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0

Arai,� F.(Nagoya� Univ.)� 14 　 Ott,� C.(DLR) 10

Li-Chen� Fu(Nat.� Taiwan� Univ.)� 14 　 Roumeliotis,� S.� I.(Univ.of� Minnesota� at� Minneapolis) 10

Guang-Zhong� Yang(Imperial� Coll,London) 14 　 Dollar,� A.� M.(Yale� Univ.)� 10

Okada,� K.(Univ.� of� Tokyo)� 14 　 Mae,� Y.(Osaka� Univ.)� 10

Stramigioli,� S.(Univ.� of� Twente)� 14 　 Christensen,� H.� I.(Georgia� Inst.� of� Technol.)� 10

Kosuge,� K.(Tohoku� Univ.)� 14 　 Wollherr,� D.(Tech.� Univ.� Munich)� 10

Hirose,� S.(Tokyo� Inst.� of� Technol.)� 13 　 Allen,� P.� K.(Columbia� Univ.)� 10

4. 연도별 연구자 네트워크

IROS의 연도별로 중심연구자와 가장 큰 연구그룹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Figure 24~32와 같다. 

2010년에는 Figure 24와 같이 일본의 Takanishi, A. (Waseda Univ.) 교수와 독일의 Hizinger, G.(DLR)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

며, 가장 큰 연구 그룹도 Figure 25에 보인 것과 같이 Takanishi, A.와 Ishii, H.가 중심인 Waseda Univ.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24. 2010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0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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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2010년 공저자 제 1그룹 – Waseda Univ.

2011년에는 Figure 26과 Figure 27과 같이 Fukuda, T.(Nagoya Uni.)와 Albu-Schaffer, A.(DLR), Siegwart, R.(ETH Zurich)와 

Hirzinger, G.(DLR)이 핵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그룹은 Albu-Schaffer, A.와 Hirzinger, G.가 속한 German Aersp. 

Center(DLR)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26. 2011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1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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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2011년 공저자 제 1그룹 - German Aersp. Center(DLR)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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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Figure 28과 같이 Fukuda, T.(Nagoya Univ.)와 Achtelik, M.(ETH Zurich), Haddadin, S.(DLR)이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제일 큰 연구 그룹은 Figure 29와 같이 Fukuda, T.(Nagoya Univ.)와 Arai, F.(Nagoya Univ.)가 중심연구자인 

Nagoya 대학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28. 2012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3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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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2012년 공저자 제 1그룹 – Nagoya Univ. 중심 그룹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35

2013년에는 Figure 30와 Caldwell, D, G.((IIT)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연구그룹은 Figure 31과 같이 Siegwart, 

R.(ETH Zurich)를 중심으로 한 ETH Zurich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30. 2013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3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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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4013년 공저자 제 1그룹 – 스위스 ETH Zurich그룹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37

2014년에는 Figure 32와 같이 Choset, H.(Carnegie Mellon Univ.)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큰 연구그룹은 Figure 

33과 같이 Nat. Tech, Univ. of Athens와 Univ. of Girona 가 연결된 그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연구자인 Choset, 

H.는 Figure 34와 같이 두 번째 큰 그룹인 Carnegie Mellon Univ.의 연구 그룹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2. 2014년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2014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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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2014년 공저자 제 1그룹 – Nat. Tech, Univ. of Athens와 Univ. of Girona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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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2014년 공저자 제 2그룹 – Carnegie Mellon Univ.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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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중심 연구자(소속)

2010년 Takanishi,� A.(Waseda.� Uni.),� Hirzinger,� G.(DLR)

2011년 Fukuda,� T.(Nagoya� Uni.),� Albu-Schaffer,� A.(DLR),� Siegwart,� R.(ETH� Zurich),� Hirzinger,� G.(DLR)

2012년 Fukuda,� T.(Nagoya� Univ.)와 Achtelik,� M.(ETH� Zurich),Haddadin,� S.(DLR)

2013년 Caldwell,� D,� G.((IIT)

2014년 Choset,� H.(Carnegie� Mellon� Univ.)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로 중심연구자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연도별 중심 연구자 (IROS 2010~2014년)

5. 한국인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IROS의 5년간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 들을 나타내면 아래 Figure 35와 

같다.이중 아래와 같이 의미가 있을만한 그룹을 A그룹에서 F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분석하였다. 

Figure 35. 한국인 연구자 그룹 (2010년~2014년)

Figure 36의 A그룹은 Byung-ju Yi와 Il Hong Suh을 중심으로 한 Hanyang Univ.의 연구그룹으로 2개의 큰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병주 교수(한양대학교 전자공학부)는 주로 의료로봇인 다빈치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일홍 교수(한양대학

교 컴퓨터 공학융합전자공학부)는 센서 기반의 매니플레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서일홍 교수는 2016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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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될 예정인 IROS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각 서로의 연구실을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어느 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

구가 진행된 형태이다. 이 두 그룹은 4명의 연구자(Jae Hoon Lee, Si Tae Noh, Yuta, S., Eui-jung Jung)에 의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6. Hanyang Univ. 중심 그룹 (2010년~2014년)

아래 Figure 37의 B그룹은 Samsung Adv. Inst. of Technol.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으로 연결된 연구자 수도 가장 많으나 

각 연구자들의 비중이 매우 비슷한 일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회사 형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이다. 이들은 한 연구자들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대등한 비중을 유지한 채 서로 협업하며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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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amsung ad. Inst. of technol. 그룹 (2010년~2014년)

Figure 38의 C 그룹은 Sungkyunkwan Univ. 중심 그룹으로 Hyouk Ryeol Choi 교수와 Hyungpil Moon 교수와 Jachoon Koo 

교수로 3인이 중심이 되어 연결된 그룹이며, 위의 Hanyang Univ. 그룹에서 보듯이 핵심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작은 그룹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이나, 이 그룹은 별도의 작은 그룹을 이루지 않고 하나의 큰 그룹으로 전형적인 스타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중심연구자가 3명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3명의 연구자가 각각 자기 연구그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그룹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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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ungkyunkwan Univ. 중심 그룹 (2010년~2014년)

Figure 39의 D그룹은 Seoul Nat. Univ.의 Kyu-jin Cho 교수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룹으로 전형적인 스타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Wood, R. J.(Harvard Univ.) 와 연결되어 있는데,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 로봇을 연구하는 Wood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2015년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Jumping on water: Surface tension–dominated jumping of water striders and 

robotic insects"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http://www.itnews.or.kr/?p=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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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Seoul Nat. Univ. 그룹 (2010년~2014년)

 

이상의 연결 관계를 기초로 중심도 분석을 통해 한국기관 소속의 중심연구자를 확인하면 Figure 40과 같다. 대체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일수록 많은 수의 논문과 공저자의 연결 관계를 두고 있으므로, 그만큼 연구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논문의 질적인 부분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들은 대개 위에서 살펴본 연구그룹에서 중심 연구자이다. Hyouk Ryeol Choi (Sungkyunkwan Univ.), 

Byung-ju Yi(Hanyang Univ.), Hyungpil Moon (Sungkyunkwan Univ.), Jachoon Koo(Sungkyunkwan Univ.), Kyu-jin 

Cho(Seoul Nat. Univ.), Ho Moon Kim(Sungkyunkwan Univ.), Jung Seok Suh(Sungkyunkwan Univ.), Yun Seok 

Choi(Sungkyunkwan Univ.) 등이 비교적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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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명 소속

1 Kangjin� Kim Arizona� State� Univ.�

2 Sang-Ho� Hyon ATR

3 Soohwan� Kim Australian� Nat.� Univ.�

4 Jongho� Lee Carnegie� Mellon� Univ.�

5 Dongwook� Kim Carnegie� Mellon� Univ.�

6 Sooho� Park Carnegie� Mellon� Univ.�

7 Sukho� Song Carnegie� Mellon� Univ.�

8 Sung-Kyun� Kim Carnegie� Mellon� Univ.�

9 Sungwook� Yang Carnegie� Mellon� Univ.�

10 Young-Woo� Seo Carnegie� Mellon� Univ.�

11 Donghwa� Jeong Case� Western� Reserve� Univ.�

12 Jaeyong� Sung Cornell� Univ.�

Figure 40. 한국인 저자 중심도 분석(2010년~2014년)

한국기관 소속연구자 외에 외국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들의 논문도 약 65건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할 경우 한국인 

논문 수는 228건으로 논문건수 5위인 이탈리아의 200건을 뛰어 넘는 수치이다. 아래 Table 10은 주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한 한국인으

로 추정되는 외국기관 소속의 연구자 명단이다. 

Table 10.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타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 (IROS 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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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명 소속

13 Kiwon� Sohn Drexel� Univ.�

14 Chansu� Suh EPFL�

15 Yun� Seong� Song EPFL�

16 Gim� Hee� Lee ETH� Zurich�

17 Changhyun� Choi Georgia� Inst.� of� Technol.�

18 Daehyung� Park Georgia� Inst.� of� Technol.�

19 Sang-Eun� Song Harvard� Univ.�

20 Yong-Lae� Park Harvard� Univ.� (현재CMU)

21 Chyon� Hae� Kim Honda� Res.�

22 Jinoh� Lee IIT�

23 Seong� Young� Ko Imperial� Coll.� London�

24 Geunho� Lee JAIST

25 Hosun� Lee JAIST

26 Min� Yang� Jung Johns� Hopkins� Univ.�

27 Ui-Hyun� Kim Kyoto� Univ.�

28 Sung� Jo� Kwak Kyushu� Univ.�

29 Jang� Ho� Cho Lund� Univ.�

30 Byoungkwon� An MIT

31 Changrak� Choi MIT

32 Hae-Won� Park MIT�

33 Jongwoo� Lee MIT

34 Sangok� Seok MIT� (현재 Naver� Lab.)

35 Eui-Jin� Kim Nagoya� Inst.� of� Technol.�

36 Jaehoon� Jung Nagoya� Univ.�

37 Seoung� Kyou� Lee Rice� Univ.�

38 Jongseung� Park Ritsumeikan� Univ.�

39 Sang-Ho� Hyon Ritsumeikan� Univ.�

40 Jae-Young� Lee Simon� Fraser� Univ.�

41 Seong-Woo� Kim Singapore-MIT� Alliance� For� Res.� &� Technol.�

42 Jinsung� Kwon Stanford� Univ.�

43 Seok� Chang� Ryu Stanford� Univ.�

44 Dongjun� Shin Stanford� Univ.�

45 Ji-Wung� Choi Tampere� Univ.� of� Technol.�

46 Dongheui� Lee Tech.� Univ.� Munich�

47 Seongyong� Koo Tech.� Univ.� Munich� (현재 Univ.� of� Bonn)

48 Dongseok� Ryu Texas� A&M� Univ.�

49 Jung-Hwan� Kim Texas� A&M� Univ.�

50 Junhu� He Univ.� of� Hamburg�

51 Hyongju� Park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52 Junho� Yang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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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명 소속

53 H.U.� Yoon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54 Ayoung� Kim Univ.� of� Michigan� (현재 KA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55 Jong� Jin� Park Univ.� of� Michigan�

56 Hung� Manh� La Univ.� of� Nevada�

57 Chanyoung� Jun Univ.� of� Pennsylvania�

58 Jungwon� Seo Univ.� of� Pennsylvania�

59 Seung-Joon� Yi Univ.� of� Pennsylvania�

60 K.S.� Kim Univ.� of� Texas� at� Austin�

61 Youngmok� Yun Univ.� of� Texas� at� Austin�

62 Jaeyeon� Lee Univ.� of� Texas� at� Dallas�

63 Sunguk� Ok Univ.� of� Tokyo�

64 Sehoon� Oh Univ.� of� Tokyo�

65 Jinwoo� Jung Univ.� of� Wisconsin-Madison�

6. 기관-키워드 분석 (2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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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빈도수 5이하를 삭제한 

결과를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Figure 41. IROS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5) 

또한 기관-키워드 분석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나고자 10 이하의 연결 관계를 제거할 경우 Figure 42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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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IROS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0)

이를 살펴보면 Mobile Robots는 대체로 매우 많은 대학과 기관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키워드 이며, Robot Vision은 미국 

Carnegie Mellon Univ., 독일 Tech. Univ. Munich, 스위스 ETH Zurich, 일본Univ. of Tokyo, 프랑스 INRIA에서 다루고 있으며, 

Humanoid Robots의 경우 Univ. of Tokyo와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에서, Path Planning의 경우 미국 

Carnegie Mellon Univ.와 Univ. of Freiburg에서, Human-Robot Interaction은 독일의 Tech. Univ. Munich 와 German Aersp. 

Center(DLR)에서, Legged Locomotion은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와 일본 Osaka Univ.에서 다루고 있으며, 

Medical Robotics는 일본 Waseda Univ.와 영국 Imperial Coll. London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Dexterous Manipulators는 German Aersp. Center(DLR)에서, Manipulators는 Tech. Univ. Munich에서, Helicopters와 

Autonomous Aerial Vehicles은 스위스 ETH Zurich에서, Micro robots은 미국 Harvard Univ.에서, Slam(Robots)는 미국 Georgia 

Inst. of Technol., Motion Control은 일본 Osaka Univ., Robot Dynamics는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Multi-Robot Systems은 미국의 Carnegie Mellon Univ.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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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요 연구기관

Robot� Vision
Carnegie� Mellon� Univ.,� Tech� Univ.� Munich,� 스위스 ETH� Zurich,� Univ.�

of� Tokyo,� INRIA

Humanoid� Robots Univ.� of� Tokyo,�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Path� Planning Carnegie� Mellon� Univ.,� Univ.� of� Freiburg

Human-Robot� Interaction Tech.� Univ.� Munich,� German� Aersp.� Center(DLR)

Legged� Locomotion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Osaka� Univ.

Medical� Robotics Waseda� Univ.,� Imperial� Coll.� London

Dexterous� Manipulators German� Aersp.� Center(DLR)

Manipulators Tech.� Univ.� Munich

Helicopters,� Autonomous� Aerial� Vehicles ETH� Zurich

Micro� robots Harvard� Univ.

Slam(Robots) Georgia� Inst.� of� Technol.

Motion� Control Osaka� Univ.

Robot� Dynamics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

Multi-Robot� Systems Carnegie� Mellon� Univ.

Table 11. 키워드에 따른 주요 연구기관

7. 한국기관-키워드 분석 (2MODE)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기관과 키워드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분석을 위해 빈도수 1 이하를 삭제한 후 

한국기관과 키워드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를 Figure 43에 나타내었다. 

Figure 43. 한국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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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관은 주로 KAIST, Hanyang Univ., Samsung Adv. Inst. of Technol. Seoul Nat. Univ., Korea Univ., 

Sungkyunkwan Univ., KIST, POSTECH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 이하의 연결을 삭제하여 좀더 분야를 줄인 것은 Figure 44와 같다. 이를 통해서 보면 기관마다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Figure 44. 한국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0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2)

KAIST는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Legged Locomotion, Robot Vision, Humanoid Robots, Path Planning, Cameras, 

Robot Dynamics, Evolutionary Computation, Optimisation,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Sensors, Position Control, 

Human-Robot Interaction을, Hanyang Univ.는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Legged Locomotion , Robot Vision, Robot 

Kinematics, Medical Robotics, Manipulator Kinematics, Handicapped Aids을, Samsung Adv. Inst. of Technol.는 Legged 

Locomotion, Robot Vision, Humanoid Robots, Medical Robotics, Robot Kinematics, Surgery, Toque Control을, Seoul Nat. Univ.

는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Gaussian process을, KIST는Medical Robots을 Korea Univ. 와 Sungkyunkwan Univ.는 Mobile 

Robots을 POSTECH는 Robust Control, Feature Extraction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은 아래 Table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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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관 주요 키워드

KAIST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Legged� Locomotion� ,� Robot� Vision,�

Humanoid� Robots,� Path� Planning,� Cameras,� Robot� Dynamics,�

Evolutionary� Computation,� Optimisation,�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Sensors,� Position� Control,� Human-Robot�

Interaction

Hanyang� Univ.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Legged� Locomotion� ,� Robot� Vision,�

Robot� Kinematics,� Medical� Robotics,� Manipulator� Kinematics,�

Handicapped� Aids

Samsung� Adv.� Inst.� of� Technol.
Legged� Locomotion,� Robot� Vision,� Humanoid� Robots,� Medical�

Robotics,� Robot� Kinematics,� Surgery,� Toque� Control,�

Seoul� Nat.� Univ.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Gaussian� process

KIST Medical� Robots

Korea� Univ.,� Sungkyunkwan� Univ. Medical� Robots�

POSTECH Robust� Control,� Feature� Extraction

Table 12. 한국의 기관과 주요연구 키워드

V. 결 론

이상과 같이 IEEE/RSJ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논문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키워드와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로봇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5년간 IROS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는 미국이며 총 1,028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논문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그 뒤를 이어 732건의 논문 발표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독일(485건, 11%), 프랑스(315건, 7%), 이탈리아(200건, 

5%), 한국(163건, 4%), 중국(153건, 4%)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미국의 Carnegie Mellon Univ.가 가장 많은 수인 102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Tech. Univ. Munich에서 89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German Aersp. Center(DLR)가 86건, 스위스 ETH Zurich에서 8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Univ. 

of Tokyo에서 75건,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에서 68건, 미국 Georgia Inst. of Technol.에서 59건, MIT에서 

58건, 일본의 Osaka Univ.에서 56건, Tohoku Univ.에서 53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5년간 25개 기관에서 총 16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KAIST가 30건, Hanyang Univ.가 25건, Seoul Nat. Univ.가 

23건, KIST가 14건, POSTECH 13건, Korea Univ.와 Sungkyunkwan Univ.가 각각 11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CRA와 IROS에서

는 KAIST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ICRA에서는 Seoul Nat. Univ.가 2번째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IROS에서는 

Hanyang Univ.가 조금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보면 ICRA와 동일하게 Mobile Robots을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이 높게 나타났으며,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ositon Control의 경우 다른 키워드와 달리 2012년과 

2014년에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Trajectory Control(궤도제어)의 경우 2012년에 

처음 나타난 후 2013년과 2014년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ervice Robots의 경우 2010년에 매우 높게 

나타난 이후 점점 줄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Autonomous Aerial Vehicles은 2012년에 처음으로 나타나 2013년에 

좀 상승했다가 2014년에 조금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논문의 키워드는 Mobile Robots, Robot Vision 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 키워드와 동일하나, Path Planning의 

경우 한국기관의 빈도수 순위가 좀 더 낮게 나타났으며(전체3위, 한국은8위), Medical Robotics는 빈도수 순위가 좀더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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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12위, 한국 6위) 또한, Humanoid Robots, Cameras, Legged Locomotion, Force Control은 좀더 빈도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면 가장 큰 연구자 그룹은 German Aersp. Center(DLR)와 이탈리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과 스웨덴 KTH R. Inst. of Techno.l의 3개의 기관이 연결된 연구그룹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해보면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의 Caldwell. D. G.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Fukuda, T.(Nagoya Univ.)와 Siegwart, R.(ETH Zurich), Albu-Schaffer, A.(DLR)의 4명의 연구자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번 ICRA의 2010년~2014년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난 Caldwell, D. G.(IIT))과 Siegwart, R.(ETH 

Zurich)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나, Burgard, W.(Univ. of Freiburg), Vijay Kumar(Univ. of Pennsylvania)는 IROS에서 

중심연구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대신 Fukuda, T.(Nagoya Univ.), Albu-Schaffer, A.(DLR)가 IROS의 중심연구자로 새롭게 

나타났다. 

한국은 Il Hong Suh 교수와 Byung-ju Yi 교수를 중심으로 한 Hanyang Univ.의 연구그룹이 가장 큰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큰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또한 한국 연구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연구자는 ICRA와 같이 Hyouk Ryeol 

Choi(Sungkyunkwan Univ.), Byung-ju Yi(Hanyang Univ.), Hyungpil Moon(Sungkyunkwan Univ.), Jachoon Koo 

(Sungkyunkwan Univ.), Kyu-jin Cho(Seoul Nat. Univ.) 등이며 이외에 Ho Moon Kim (Sungkyunkwan Univ.), Jung Seok 

Suh (Sungkyunkwan Univ.), Yun Seok Choi (Sungkyunkwan Univ.) 등이 비교적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새롭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기관이 아닌 타 기관 소속으로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65건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유학생과 외국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관-키워드 분석을 통해 어느 기관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Robot Vision은 미국 Carnegie 

Mellon Univ., 독일Tech. Univ. Munich, 스위스 ETH Zurich, 일본 Univ. of Tokyo, 프랑스INRIA에서 다루고 있다. Humanoid 

Robots의 경우 일본Univ. of Tokyo와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에서, Path Planning의 경우 미국 Carnegie 

Mellon Univ.와 Univ. of Freiburg에서, Human-Robot Interaction은 독일의 Tech. Univ. Munich 와 German Aersp. 

Center(DLR)에서, Legged Locomotion은 이탈리아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IIT)와 일본 Osaka Univ.에서 연구하고 

있다. Medical Robotics는 일본 Waseda Univ. 과 영국 Imperial Coll. London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논문의 기관-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주로 KAIST와 KIST, Seoul Nat. Univ., Hanyang Univ., POSTECH에서 

여러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IST는 Mobile Robots와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Position 

Control, Sampling Methods, Torque Control, Stability, Robot Dynamics, Medical Robotics, Path Planning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KIST는 Motion Control과 Position Control을 포함하여 Springs(Mechanical), Manipulator Dynamics, 

Dexterous Manipulators, Force Control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eoul Nat. Univ.의 경우 Mobile Robots와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Legged Locomotion, Wheels, Optimization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anyang Univ.의 경우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SLAM(Robots)의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POSTECH의 경우 SLAM(Robots)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RA와 비교해서 IROS에서는 미국의 논문발표가 제일 많으나 기관으로 보면 미국의 MIT가 ICRA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IROS의 경우 Carnegie Mellon Univ.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과 한국의 논문들은 

IROS에서 좀 더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로봇분야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우 ICRA에서는 매우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

으나, IROS에서는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보다 논문 발표 수에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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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분석을 통한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 대한건축학회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중심으로 -

이정원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김영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조형규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송상훈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선웅 (영산대학교 조교수)

류성용 (금오공과대학교 조교수)

1. 들어가며

■ 행사개요

대한건축학회 2015 춘계 학술발표대회

• 개최일시 : 2015년 4월 24일(금) 

• 개최장소 : 명지대 자연캠퍼스(경기도 용인시 소재)

• 행사주최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2015 추계 학술발표대회

• 개최일시 : 2015년 10월 29일(목) ~ 2015년 10월 30일(목)

• 개최장소 : 더케이호텔 서울(서울 양재동 소재)

• 행사주최 : 대한건축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는 한국의 유일한 종합건축연구단체로 건축의 진보와 건축기술의 혁신을 위해 1945년에 의해 설립되어 

70여 년 간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 발전에 매진한 건설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이다. 또한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식의 향상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키고, 주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국가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는 현재 건축사, 기술사, 건축기사, 건축 관련회사 임직원, 연구원, 교수, 학생, 공무원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23,000여 명의 회원들과 100여 개 도서관 회원이 등록(2015년 1월 기준)되어 활동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가장 대표적

인 학회다. 

그리고 2015년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대한건축학회의 논문집과 학회지는 건설 분야의 대표 학술지로 인식되고 있고, 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행사인 학술발표대회의 논문, 즉 매년 춘계 250여 편, 추계 350 ~ 400여 편 등 700여 편 이상의 논문은 

건축분야의 동향이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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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이번 대한건축학회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는 10개 분야(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콘크리트)에서 138개 연구기관의 888명 연구자가 1,187개 연구주제(키워

드)로 54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 1] 대한건축학회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안내(http://aik.or.kr)

이번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는 총 540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이들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논문 Proceeding에서 추출하였다.

분야별 총계는 논문 540편, 연구자 990명, 연구기관 245개 기관, 키워드 1,418개, 키워드 출현 2,059회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102명의 연구자와 107개의 연구기관은 한 분야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를 수행하였고, 키워드 231개

는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도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는 138개 연구기관의 888명의 연구자가 1,187개의 키워드를 제시하여 분야별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분야별 합계 현황은 245개 연구기관, 900명 연구자, 1,418개 키워드로 나타났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분야별 논문 수, 기관별 

논문 발표 수, 저자별 논문 발표 수 등을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은 Net Miner 4.0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공저자 분석, 

분야-기관 분석(2Mode), 저자-키워드 분석(2Mode) 등을 통한 응집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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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트워크 시각화 유형 

연결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2]와 같이 크게 Circle형, Line형, Star형으로 나타나는데, Circle형은 친한 친구의 

모임으로 두루두루 어울려 이야기 하는 구조이며, 권위적인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조직관계에서는 Line형이 주로 나타난다. 

Star형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로 중심점이 되는 선생님이 양끝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도형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학술발표대회의 네트워크 시각화는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들 3가지 유형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어느 유형에 더 가까운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Ÿ 주요 연구자 네트워크 : 네트워크 Size가 10 이상인 그룹 (Size≧10)

Ÿ 주요 연구기관 네트워크 : 네트워크 Size가 10 이상인 그룹 (Size≧10)

Ÿ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ü A : 상위 네트워크 그룹(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3)

ü B :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

ü A와 B의 중복 키워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주요 키워드 선정은 네트워크에서의 중요성과 출현횟수의 많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키워드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자체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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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분석

이번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콘크리트의 10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논문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연구자 198 66 40 18 221 147 166 36 52 46 990

연구기관 49 13 15 7 46 17 41 17 21 19 245

키워드 286 137 81 49 311 165 193 68 77 51 1,418

키워드

출현
407 170 87 53 564 253 272 87 99 67 2,059

<표 1>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논문은 142편(26.3%)인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계획분야는 107편(19.8%), 재료 및 시공분야는 80편(14.8%), 건설관리분야는 67편(12.4%) 등이 발표되었다.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분야별 논문발표 현황의 그래프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논문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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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분석

(1)� 연구자 현황

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논문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연구자 198 66 40 18 221 147 166 36 52 46 990

편당 연구자 1.85 1.50 1.82 1.38 1.56 2.19 2.08 1.80 2.08 2.30 1.83

연구자당

논문
0.54 0.67 0.55 0.72 0.64 0.46 0.48 0.56 0.48 0.43 0.55

<표 2>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888명의 연구자 중 102명이 분야의 중복 연구를 하여, 분야별 연구자 총합은 990명이다. 

분야별 연구자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가 221명으로 가장 많으며, 건축계획 198명, 재료 및 시공 166명 등이 

논문에 참여하였다. 

논문 1편당 연구자를 살펴보면 전체로는 1.8명이다. 분야별로는 철근콘크리트분야가 논문 1편당 2.3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논문 1편당 1.4명으로 가장 적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 1인당 발표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연구자 1인당 0.5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분야별로는 역사 및 건축론 분야가 

연구자 1인당 0.72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철근콘크리트분야가 0.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건축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연구자간 공동연구의 비율이 낮고, 철근콘크리트분야는 연구자간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분야별 연구자 현황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발표 연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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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단독 8 2 5 3 4 2 6 　 3 2 35

2인 58 37 14 10 39 25 8 4 9 4 208

3인 28 5 2 　 54 15 26 4 4 2 140

4인 12 　 1 　 19 18 17 6 8 7 88

5인 이상 1 　 　 　 26 7 23 6 1 5 69

계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2)� 공동연구(공저)� 현황

<표 3>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논문 현황

[그림 5]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논문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논문 현황을 파악해 보면 2인 공저가 39%로 가장 많았고, 특히 2~3인 

공저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설계분야는 2인 공저가, 건축계획분야와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2~3인 공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특히 3인 공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와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1~2인 

공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구조분야와 철근콘크리트분야는 4~5인 공저가 높게 나타났다. 건설관리분야는 2~4인, 재료 

및 시공분야는 3~5인 공저, 구조해석분야는 2인과 4인 공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축학으로 구분되는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1~2인 공저의 비율이 

높았고, 건축공학으로 구분되는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 철근콘크리트

분야는 3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관계는 분야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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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1편 165 62 37 13 118 111 104 2 38 31 681

2편 19 　 3 5 50 26 35 　 10 7 155

3편 7 　 　 　 23 4 14 10 4 7 69

4편 3 　 　 　 9 4 3 5 　 　 24

5편 이상 4 4 　 　 21 2 10 19 　 1 61

계 198 66 40 18 221 147 166 36 52 46 990

<표 4>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발표별 연구자 현황

(3)� 논문발표 현황

[그림 6]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 논문발표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의 논문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논문 1편만을 발표한 연구자 비율이 전체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강구조분야에서 논문 5편 이상 발표가 많은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는 논문 1편만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논문 1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축설계분야는 논문 1편을 발표한 연구자를 제외하면 논문 5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가 많았고,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와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논문 2편 발표 연구자만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강구조분야를 제외하면 논문 1편만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비율이 높고, 건축학으로 구분되는 건축설계분야와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가 적게 나타난 반면, 건축공학으로 구분되는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 철근콘크리트분야는 연구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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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네트워크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 전체에 대한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7]과 같이 198개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들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상호 연결되어 구성되고 있다.

[그림 7]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 관계를 분석하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에서 가장 많은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고, 건축설계와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의 네트워크는 독립적이면서도 

네트워크가 적게 나타난다. 건축계획분야와 역사 및 건축론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와 철근콘크리트분야, 강구조분야와 구조해석분

야만이 상호 연구자간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논문과 연구자가 있는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재료 및 시공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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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분야보다 논문과 연구자 수에서는 적지만 연구자간 네트워크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재료 및 시공

[그림 8]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연구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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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관 분석

(1)� 연구기관현황

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논문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연구기관 49 13 15 7 46 40 41 17 21 19 245

편당

연구기관
0.46 0.30 0.68 0.54 0.32 0.60 0.51 0.85 0.84 0.95 0.50

연구기관당

논문
2.18 3.38 1.47 1.86 3.09 1.68 1.95 1.18 1.19 1.05 2.01

<표 5>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138개의 연구기관 중 107개 연구기관이 분야의 중복 연구를 하여, 분야별 연구기관의 총합은 

245개이다. 분야별 연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계획분야는 49개 기관,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46개 기관, 재료 및 시공분야는 

41개 기관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 1편당 참여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0.5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고, 연구기관 당 발표논문은 전체 2.01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논문 1편당 참여 연구기관이 0.8 이상은 철근콘크리트분야와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였고, 0.5 이하는 건축계

획분야, 건축설계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다. 연구기관당 논문발표가 많은 분야는 건축설계분야와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로 

연구기관당 3편 이상이다.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분야별 연구기관 현황은 아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발표 연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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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 현황

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단독 93 43 21 13 116 50 61 7 17 10 431

2개 기관 12 1 1 　 24 13 17 7 7 8 90

3개 기관 2 　 　 　 2 3 2 6 1 2 18

4개 기관 　 　 　 　 　 1 　 　 　 　 1

5개 기관

이상
　 　 　 　 　 　 　 　 　 　 0

계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표 6>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논문 현황

[그림 10]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논문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 연구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는 2~3인 이상이 많은 점을 참고 한다면, 같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다수의 연구자의 공동연구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단독연구 수행의 비중이 높았지만, 강구조분야의 경우는 단독연구, 2~3개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특이한 점이다. 

특히 강구조분야는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논문 현황에서도 2인 공저, 3인 공저, 4인 공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던 것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에서도 단독연구, 2개 기관 공동연구, 3개 기관 공동연구의 비율 또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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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1편 28 9 10 3 15 20 22 1 14 14 136

2편 5 　 3 3 13 8 11 　 3 3 49

3편 6 　 1 　 3 4 1 5 3 1 24

4편 4 1 1 1 4 3 2 2 　 　 18

5편 이상 6 3 　 　 11 5 5 9 1 1 41

계 49 13 15 7 46 40 41 17 21 19 268

(3)� 발표논문 현황

<표 7>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발표별 연구기관 현황

[그림 11]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의 논문발표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의 논문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논문 1편만을 발표한 연구기관 비율이 전체의 51%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 2편을 발표한 연구기관의 비율은 18%,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기관의 비율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논문 1편만을 발표한 연구기관의 비율이 높았다.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논문 2편 발표와 논문 

5편 이상 발표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고 강구조분야는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구조분야는 논문 수와 연구기관 수가 비슷하고 연구자의 수는 논문의 약 2배 정도이지만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구조분야는 여러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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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기관 네트워크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12]와 같이 41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하나 발생하는

데, 이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이 두 그룹은 

경기대학교와 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선문대학교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연결점(매개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12]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리고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기관의 분야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아래 [그림 13]과 같다.

분야별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연구기관의 수가 40여개 이상으로 많은 건축계획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의 네트워크가 가장 많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3개 분야의 중심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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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연구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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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워드 분석

(1)� 키워드 현황

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논문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키워드 286 137 81 49 311 165 193 68 77 51 1,418

키워드

출현
407 170 87 53 564 253 272 87 99 67 2,059

편당

키워드
2.67 3.11 3.68 3.77 2.19 2.46 2.41 3.40 3.08 2.55 2.63

편당

키워드

출현

3.80 3.86 3.95 4.08 3.97 3.78 3.40 4.35 3.96 3.35 3.81

출현빈도 1.42 1.24 1.07 1.08 1.81 1.53 1.41 1.28 1.29 1.31 1.45

<표 8>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키워드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의 1,187개 키워드는 여러 분야에 중복 출현하여 분야별 키워드 총계는 1,418개였다. 분야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가 311개의 키워드로 564회 출현하여 출현빈도는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는 81개의 키워드로 87회 출현하여 1.07의 가장 낮은 출현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논문은 키워드의 중복 

출현의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의 논문은 키워드의 중복 출현의 비중이 낮다는 것으로, 

독자적인 연구주제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분야별 키워드 및 키워드출현 현황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키워드 및 키워드 출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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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1개 　 1 　 　 　 　 1 　 　 　 2

2개 7 2 1 1 4 5 6 　 　 5 31

3개 39 11 6 2 39 21 44 4 6 6 178

4개 36 22 9 6 65 27 19 7 15 6 212

5개 19 6 5 3 26 12 9 7 3 3 93

6개 5 1 1 1 7 2 1 2 1 　 21

7개 1 　 　 　 1 　 　 　 　 　 2

8개 　 1 　 　 　 　 　 　 　 　 1

계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표 9>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키워드 개수별 논문 현황

(2)� 키워드 출현별 논문 현황

[그림 15]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의 키워드 출현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키워드 출현횟수에 따른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1편의 논문에 3개 이상의 키워드가 출현하고, 자세한 

비중을 살펴보면 4개의 키워드가 출현한 논문의 비중이 가장 많은 39%, 3개의 키워드가 출현한 논문은 33%, 5개 이상의 키워드가 

출현한 논문은 22%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논문 한 편에 3개의 키워드 출현이 많은 분야는 건축계획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철근콘크리트분야로 나타났

고, 논문 한 편에 4개의 키워드 출현이 많은 분야는 건축설계분야, 도시 및 단지분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 건설관리분야, 구조해석분

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문 한 편에 5개 이상의 키워드 출현이 많은 분야는 강구조분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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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1회 226 118 77 46 219 122 144 55 60 42 1,109

2회 30 10 2 2 39 27 34 9 13 6 172

3회 15 7 2 1 23 9 7 2 3 2 71

4회 8 　 　 　 8 3 5 2 1 　 27

5회 이상 7 2 　 　 22 4 3 　 　 1 39

계 286 137 81 49 311 165 193 68 77 51 1,418

<표 10>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출현 횟수별 키워드 현황

(3)� 출현별 키워드 현황

[그림 16]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출현 횟수별 키워드 현황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키워드의 출현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18개의 키워드 중 78%인 1,109개의 키워드가 

1회 출현만을 보이고 있었다.

5회 이상의 출현을 보인 키워드는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철근콘크

리트분야에서 나타났고, 키워드 수는 전체의 3%인 39개이다. 

5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연구의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이고, 5회 이상의 출현을 보인 

키워드는 연구의 트렌드는 연구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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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17]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17]의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Weight 3 ≦ Link Threshold ≦ Weight 5 Degree ≧ 10

[그림 18]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주요 키워드 선정

이에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위 네트워크(Weight 3 ≦ Link Threshold ≦ Weight 5),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10) 키워드 간 네트워크 중에서 상호 중복되는 키워드 8개(BIM, 공동주택, 건물에너지, 친환경, 한옥, 단열, 실내공기질, 건설정보

화)를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개별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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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 [ 공동주택 ]

 !

[ 건물에너지 ] [ 친환경 ]

[ 한옥 ] [ 단열 ]

[ 실내공기질 ] [ 건설정보화 ]

<표 11>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주요키워드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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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야별 분석

(1)� 건축계획분야

Ÿ 논문 : 107편

Ÿ 연구자 : 198명

Ÿ 연구기관 : 49개

Ÿ 키워드 : 286개 / 키워드 출현 : 407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165 8 28 93 0 226

2 19 58 5 12 7 30

3 7 28 6 2 39 15

4 3 12 4 0 36 8

5� 이상 4 1 6 0 25 7

계 198 107 49 107 107 286

<표 12> 건축계획분야 간략 현황

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전한종(한양대학교) 8 한양대학교 15 한양대학교 35 BIM 11

2 이현수(연세대학교) 6 연세대학교 10 연세대학교 19 범죄예방환경설계 7

3 최중식(경희대학교)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 보행 6

4 김인한(경희대학교) 5 홍익대학교 7 경희대학교 16 공동주택 5

5 김기수(충북대학교) 4 경희대학교 6 홍익대학교 16 도시공간 5

6 김동훈(홍익대학교) 4 서울대학교 6 서울대학교 12 리모델링 5

7 이상홍(경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1 한옥 5

8 김찬주(대림대학교) 3 세종대학교 4 중앙대학교 11 건설정보화 4

9 송하엽(중앙대학교) 3 중앙대학교 4 충북대학교 9 건축규정 4

10

이상호(연세대학교) 3 충북대학교 4 부산대학교 8 공간구성 4

이종덕(한양대학교) 3 세종대학교 8 노인요양병원 4

정용교(연세대학교) 3 데이터분석 4

최희랑(경북대학교) 3 도시재생 4

황은경(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장수명주택 4

주거 4

<표 13> 건축계획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73

① 연구자
그룹1

[그림 19] 건축계획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건축계획분야는 63개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난다.

[그림 20] 건축계획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1

건축계획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그룹1] 하나뿐이다. [그룹1]을 살펴보면 전한종(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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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과 최중식(경희대학교)의 두 개의 네트워크 그룹이 형성되고, 이 두 네트워크 그룹의 매개역할은 이종덕(한양대학교)이 

수행하고 있다.

② 연구기관

[그림 21] 건축계획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건축계획분야는 36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고, Size≧10 이상인 네트워크는 없다. 

③ 키워드

그룹1

그룹2

[그림 22] 건축계획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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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분야는 24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고, Size≧10 이상인 네트워크 그룹은 아래 [그림 23]과 같이 2개가 있다.

[그림 23] 건축계획분야 Size≧10 이상인 2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

이에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24]와 같이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3),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 중에서 상호 중복되는 키워드 8개(BIM, 범죄예방환경설계, 보행, 건설정보화, 

공간구성, 도시공간, 도시재생, 장수명주택)를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개별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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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 [ 범죄예방환경설계 ]

<표 14> 건축계획분야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

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3

Degree ≧ 4

[그림 24] 건축계획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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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 [ 도시공간 ]

[ 건설정보화 ] [ 공간구성 ]

[ 도시재생 ] [ 장수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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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분야

Ÿ 논문 : 44편

Ÿ 연구자 : 66명

Ÿ 연구기관 : 13개

Ÿ 키워드 : 137개 / 키워드 출현 : 170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62 2 9 43 1 118

2 37 1 2 10

3 5 11 7

4 1 22

5� 이상 4 3 8 2

계 66 44 13 44 44 137

<표 15> 건축설계분야 간략 현황

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강철희(홍익대학교) 8 홍익대학교 19 홍익대학교 23 공간구성 6

2 공순구(홍익대학교) 8 건국대학교 7 건국대학교 9 도서관 5

3 조종수(건국대학교) 7 인하대학교 6 서울대학교 7 가로 3

4 구영민(인하대학교) 6 서울대학교 4 인하대학교 7 노인주거 3

5 경북대학교 3 리모델링 3

6 공주대학교 3 외관디자인 3

7 아주대학교 3 외피 3

8
한국기계전기전자시

험연구원
3 커뮤니티 3

9 흐름 3

<표 16> 건축설계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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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그림 25] 건축설계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건축설계분야는 19개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이 없고, 전반적인 네트워크 그룹들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Star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② 연구기관

[그림 26] 건축설계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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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분야는 12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연구기관 독자적인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네트워

크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키워드

[그림 27] 건축설계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건축설계분야는 [그림 27]과 같이 19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는 

공간구성 하나만 나타나고,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4)와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다. 이는 건축설계분

야는 전반적으로 독립적인 연구주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4 Degree ≧ 4

[그림 28] 건축설계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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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Ÿ 논문 : 22편

Ÿ 연구자 : 40명

Ÿ 연구기관 : 15개

Ÿ 키워드 : 81개 / 키워드 출현 : 87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37 5 10 21 77

2 3 14 3 1 1 2

3 2 1 6 2

4 1 1 9

5� 이상 6

계 40 22 15 22 22 81

<표 17>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간략 현황

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김모두(전남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4 서울대학교 6 가로 3

2 김세용(고려대학교) 2 서울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6 도시공간 3

3 유우상(전남대학교) 2 고려대학교 2 전남대학교 5 사업비용 2

4 전남대학교 2 고려대학교 4 사용자 2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표 18>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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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그림 29]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는 20개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이 없다. 전체적으로 단독 또는 2인 공동연구가 

대부분으로 별다른 연구자 네트워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

[그림 30]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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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단지계획분야는 14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지만, 전반적으로 연구기관의 독자연구 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네트워크 관계가 없다.

③ 키워드

[그림 31]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는 17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가 없다. 이는 키워드들이 자주 출현하지 않고, 키워드 네트워크 간 상호 연관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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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 및 건축론분야

Ÿ 논문 : 13편

Ÿ 연구자 : 18명

Ÿ 연구기관 : 7개

Ÿ 키워드 : 49개 / 키워드 출현 : 53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13 3 3 13 46

2 5 10 3 1 2

3 2 1

4 1 6

5� 이상 4

계 18 13 7 13 13 49

<표 19> 역사 및 건축론분야 간략 현황

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김광현(서울대학교) 2 서울대학교 4 서울대학교 7 한옥 3

2 박만홍(명지대학교) 2 명지대학교 2 연세대학교 3 미술관 2

3 우하령(세명대학교) 2 세명대학교 2 부산대학교 2 발굴 2

4 이완건(세명대학교) 2 연세대학교 2 세명대학교 2

5 이현수(연세대학교) 2 인하대학교 2

<표 20> 역사 및 건축론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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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연구기관

[그림 32] 역사 및 건축론분야 연구자/연구기관 네트워크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9개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과 7개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이 없다. 전체적으로 

단독 또는 2인 공동연구가 대부분으로 별다른 연구자 네트워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키워드

[그림 33] 역사 및 건축론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11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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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Ÿ 논문 : 142편

Ÿ 연구자 : 221명

Ÿ 연구기관 : 46개

Ÿ 키워드 : 311개 / 키워드 출현 : 564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118 4 15 116 219

2 50 39 13 24 4 39

3 23 54 3 2 39 23

4 9 19 4 65 8

5� 이상 21 26 11 34 22

계 221 142 46 142 142 311

<표 21>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간략 현황

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정재원(한양대학교) 13 한양대학교 21 한양대학교 18 건물에너지 20

2 박철수(성균관대학교) 10 성균관대학교 15 연세대학교 17 공동주택 19

3 임재한(이화여자대학교) 10 연세대학교 12 서울대학교 16 실내공기질 11

4 송승영(이화여자대학교) 9 이화여자대학교 11 성균관대학교 14 친환경 10

5 김기한(한양대학교) 7 부산대학교 7 이화여자대학교 13 단열 9

6 김선숙(아주대학교) 7 서울대학교 7 명지대학교 11 에너지절감 8

7 김태연(연세대학교) 7 아주대학교 7 중앙대학교 9 온열환경 8

8 남유진(부산대학교) 7 영남대학교 7 서울시립대학교 7 시뮬레이션 7

9 박준석(한양대학교) 7 서울시립대학교 6 영남대학교 7 냉난방 6

10

김광우(서울대학교)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액체식제습기 6

김형근(연세대학교) 6 에너지사용량 6

여명석(서울대학교) 6 환기 6

조영흠(영남대학교) 6

<표 22>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87

[ 그룹 1 ] [ 그룹 2 ]

<표 23>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주요 연구자 네트워크

① 연구자

[그림 34]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42개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고, 6개의 Size≧10 이상인 네트워크 그룹이 있다. Size≧10 

이상인 그룹별 네트워크는 아래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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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3 ] [ 그룹 4 ]

[ 그룹 5 ] [ 그룹 6 ]

② 연구기관

[그림 35]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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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24개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이 없다.

③ 키워드

[그림 36]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Weight 3 ≦ Link Threshold ≦ Weight 5 Degree ≧ 4

[그림 37]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는 10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이에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위 네트워크(Weight 

3 ≦ Link Threshold ≦ Weight 5),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 중에서 상호 중복되는 키워드 12개(건물에너

지, 공동주택, 단열, 변풍량, 실내공기질, 액체식제습기, 에너지사용량, 온열환경, 증발냉각기, 창호, 친환경, 휘발성유기화합물)를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개별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90

[ 건물에너지 ] [ 공동주택 ]

[ 단열 ] [ 실내공기질 ]

[ 온열환경 ] [ 친환경 ]

<표 24>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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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량 ] [ 창호 ]

[ 액체식제습기 ] [ 변풍량 ]

[ 증발냉각기 ] [ 휘발성유기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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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정영수(명지대학교) 8 명지대학교 8 서울시립대학교 10 BIM 19

2 이상준(동경도립대학교) 5 동경도립대학교 5 한국토지주택공사 10 근로자 8

3 김한수(세종대학교) 4 서울대학교 5 동경도립대학교 8 안전관리 6

4 박문서(서울대학교) 4 세종대학교 5 명지대학교 8 한옥 5

5 유정호(광운대학교)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서울대학교 8 CAD 4

6 이현수(서울대학교) 4 광운대학교 4 세종대학교 8 건설정보화 4

7 손창백(세명대학교) 3 서울시립대학교 4 한양대학교 8 표준화 4

8 신원상(세명대학교) 3 한양대학교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가치공학 3

9 이강(연세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3 연세대학교 6 건설산업 3

10

쯔노다

마코토(동경도립대학교)
3 세명대학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공공시설 3

연세대학교 3 범죄예방환경설계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소프트웨어 3

위험도 3

의사결정 3

입찰 3

<표 26> 건설관리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5)� 건설관리분야

Ÿ 논문 : 67편

Ÿ 연구자 : 147명

Ÿ 연구기관 : 17개

Ÿ 키워드 : 165개 / 키워드 출현 : 253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111 2 20 50 4

2 26 25 8 13 5 3

3 4 15 4 3 21 9

4 4 18 3 1 27 27

5� 이상 2 7 5 14 122

계 147 67 40 67 67 165

<표 25> 건설관리분야 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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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그림 38] 건설관리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건설관리분야는 33개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이 하나 있다. Size≧10 이상인 건설관리분야 연구자 

네트워크는 아래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건설관리분야 Size≧10 이상 연구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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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기관

[그림 40] 건설관리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건설관리분야는 22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인 네트워크 그룹이 없다.

③ 키워드
그룹1

그룹2

[그림 41] 건설관리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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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분야는 13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는 없고,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는 [그림 42]와 같다.

Degree ≧ 4

[그림 42] 건설관리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그러나 Size≧10 이상인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은 아래 [그림 43]과 같이 2개가 나타난다.

[그림 43] 건설관리분야 Size≧10 이상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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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태성호(한양대학교) 13 한양대학교 20 한양대학교 22 친환경 7

2 노승준(한양대학교) 8 청주대학교 7 청주대학교 15 콘크리트 7

3 김규용(충남대학교) 7 충남대학교 7 충남대학교 13 환경영향평가 5

4 이한승(한양대학교)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한국교통대학교 10 CO2 4

5 최경철(충남대학교) 7 한밭대학교 5 서울대학교 8 단열재 4

6 한민철(청주대학교) 6 금오공과대학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 시멘트 4

7 한천구(청주대학교) 6 한국교통대학교 4 금오공과대학교 7 압축강도 4

8 김낙현(한양대학교) 5 서울대학교 3 동신대학교 6 플라이애시 4

9 김래환(충남대학교) 5 삼성정밀화학 6 공동주택 3

10

이상수(한밭대학교) 5 전북대학교 6 모델링 3

목재 3

방수 3

인장강도 3

전과정평가 3

황토 3

<표 28> 재료 및 시공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6)� 재료 및 시공분야

Ÿ 논문 : 80편

Ÿ 연구자 : 166명

Ÿ 연구기관 : 41개

Ÿ 키워드 : 193개 / 키워드 출현 : 272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104 6 22 61 1 144

2 35 8 11 17 6 34

3 14 26 1 2 44 7

4 3 17 2 19 5

5� 이상 10 23 5 10 3

계 166 80 41 80 80 193

<표 27> 재료 및 시공분야 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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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1 ] [ 그룹 2 ]

<표 29> 재료 및 시공분야 주요 연구자 네트워크

① 연구자 

[그림 44] 재료 및 시공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재료 및 시공분야는 32개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재료 및 시공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아래 <표 30>과 같이 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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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3 ] [ 그룹 4 ]

[ 그룹 5 ]

② 연구기관

[그림 45] 재료 및 시공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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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시공분야는 23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가 나타나며, Size≧10 이상이 없다.

③ 키워드

그룹1
그룹2

[그림 46] 재료 및 시공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재료 및 시공분야는 22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10) 키워드 간 네트워크는 [그림 

47]과 같다. 그리고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는 없다. 

Degree ≧ 10

            [그림 47] 재료 및 시공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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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ize≧10 이상인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룹1, 그룹2로 2개가 있다.

그룹1

그룹2

[그림 48] 재료 및 시공분야 Size≧10 이상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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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최성모(서울시립대학교) 10 서울시립대학교 10 서울시립대학교 8 내진 4

2 김선희(서울시립대학교) 5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3 한밭대학교 4 접합부 4

3 경제환(제일테크노스) 3 아원구조엔지니어링 3 경북대학교 3 내화 3

4 김진우(서울시립대학교) 3 제일테크노스 3 고려대학교 3 장스팬 3

5 김태수(한밭대학교) 3 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3 연세대학교 3 고력볼트 2

6 박용필(아원구조엔지니어링) 3 한밭대학교 3 경기대학교 2 데크 2

7 송종욱(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3 삼성물산 2 서울대학교 2 마찰접합부 2

8 염경수(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3 연세대학교 2 한국시설안전공단 2 설계기준 2

9 오진탁(고려대학교) 3 스테인리스강 2

10

이승재(서울시립대학교) 3 처짐 2

주정수(서울시립대학교) 3 철골 2

최성훈(서울시립대학교) 3 풀림방지너트 2

합성구조 2

<표 31> 강구조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9)� 강구조분야

Ÿ 논문 : 20편

Ÿ 연구자 : 36명

Ÿ 연구기관 : 17개

Ÿ 키워드 : 68개 / 키워드 출현 : 87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19 9 7 55

2 5 4 2 2 9

3 10 4 5 6 4 2

4 6 7 2

5� 이상 2 6 1 9

계 36 20 17 15 20 68

<표 30> 강구조분야 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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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Size≧10

[그림 49] 강구조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강구조분야는 7개의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 그룹이 하나 있다.

② 연구기관

[그림 50] 강구조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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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분야는 7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이상 그룹이 없다.

③ 키워드

그룹1 그룹2

[그림 51] 강구조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강구조분야는 7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강구조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그룹1과 그룹2로 2개가 있다.

이에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52]와 같이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3),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 중에서 상호 중복되는 키워드 1개(접합부)를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개별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아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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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2 ≦ Link Threshold ≦ 3

Degree ≧ 4

[그림 52] 강구조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 접합부]

<표 32> 강구조분야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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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이소선(전남대학교) 3 한양대학교 5 한양대학교 6 풍하중 4

2 정기영(전남대학교) 3 서울시립대학교 3 남서울대학교 5 PC 3

3 조선영(전남대학교) 3 연세대학교 3 서울시립대학교 4 내진 3

4 한상환(한양대학교) 3 전남대학교 3 연세대학교 4 동적변위 3

5 강주원(영남대학교) 2 선문대학교 2 전남대학교 4

6 공진혁(전남대학교) 2 영남대학교 2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3

7 김도영(연세대학교) 2 중앙대학교 2 서울대학교 3

8 김유석(연세대학교) 2 영남대학교 3

9 김현수(선문대학교) 2 중앙대학교 3

10

박유진(한양대학교) 2

박효선(연세대학교) 2

오병관(연세대학교) 2

윤성욱(영남대학교) 2

이차돈(중앙대학교) 2

<표 34> 구조해석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9)� 구조해석분야

Ÿ 논문 : 25편

Ÿ 연구자 : 52명

Ÿ 연구기관 : 21개

Ÿ 키워드 : 77개 / 키워드 출현 : 99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38 3 14 17 60

2 10 9 3 7 13

3 4 4 3 1 6 3

4 8 15 1

5� 이상 1 1 4

계 52 25 21 25 25 77

<표 33> 구조해석분야 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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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1 ] [ 그룹 2 ]

<표 35> 구조해석분야 주요 연구자 네트워크

① 연구자 

[그림 53] 구조해석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구조해석분야의 17개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이 2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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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기관

[그림 54] 구조해석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조해석분야는 13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없다.

③ 키워드

그룹1 그룹2

[그림 55] 구조해석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해석분야는 9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구조해석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2개(그룹1, 그룹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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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3

Degree ≧ 4

[그림 56] 구조해석분야 주요 키워드 선정

이에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 Weight 3),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 간 네트워크 중에서 상호 중복되는 키워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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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연구자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논문수 연구기관명
연구자

수
키워드명

논문수

(출현수)

1 허승웅(한국교통대학교) 6 한국교통대학교 9 한국교통대학교 15 철근콘크리트 7

2 곽기도(한국교통대학교) 3 청주대학교 3 경일대학교 4 목구조 3

3 권오상(한국교통대학교) 3 경기대학교 2 고려대학교 4 접합부 3

4 김강수(한국교통대학교) 3 오사카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V형철근 2

5 김성수(청주대학교) 3 해평선 2 인천대학교 2 내진 2

6 서수연(한국교통대학교) 3 경기대학교 2 띠철근 2

7 신석열(한국교통대학교) 3 가톨릭관동대학교 2 부착강도 2

8 윤승조(한국교통대학교) 3 오사카대학교 2 인장강도 2

9 조선대학교 2 횡보강근 2

<표 37> 철근콘크리트분야 연구자, 연구기관, 키워드 순위

(10)� 철근콘크리트분야

Ÿ 논문 : 20편

Ÿ 연구자 : 46명

Ÿ 연구기관 : 19개

Ÿ 키워드 : 51개 / 키워드 출현 : 67회

구분
논문발표

저자수

공동연구자

논문수

논문발표

연구기관수

공동연구기관

논문수

키워드출현별

논문수

출현수별

키워드

1 31 2 14 10 42

2 7 4 3 8 5 6

3 7 2 1 2 6 2

4 7 6

5� 이상 1 5 1 3 1

계 46 20 19 20 20 51

<표 36> 철근콘크리트분야 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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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그림 57] 철근콘크리트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철근콘크리트분야의 12개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연구자 네트워크 그룹 중에서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1개 있다.

[그림 58] 철근콘크리트분야 Size≧10 이상 연구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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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기관 

[그림 59] 철근콘크리트분야 연구기관 네트워크

철근콘크리트분야는 11개의 연구기관 네트워크 그룹이 나타나며, Size≧10 인 네트워크 그룹은 없다.

③ 키워드

그룹1

[그림 60] 철근콘크리트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Degree ≧ 10인 네트워크 그룹은 그룹1 하나이고,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위 네트워크(Weight 2 ≦ Link Threshold)

는 없으며, 출현 횟수가 많은(Degree ≧ 4) 키워드는 철근콘크리트 노드 하나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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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지금까지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건축학회의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을 분석하였다. 

구분

2015

전체

계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

분야

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논문 540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연구자 888 198 66 40 18 221 147 166 36 52 46 990

연구기관 138 49 13 15 7 46 17 41 17 21 19 245

키워드 1,187 286 137 81 49 311 165 193 68 77 51 1,418

키워드

출현
2,059 407 170 87 53 564 253 272 87 99 67 2,059

<표 38>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분야별 논문, 연구자, 키워드 현황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 철근콘크리트분야 등 총 10개 분야에 138개 연구기관의 888명의 연구자가 1,187개의 키워드를 2,059회 

사용하여 54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 540편은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142편(26.3%), 건축계획분야 107편(19.8%), 재료 및 시공분야 80편(14.8%), 건설관리분야 

67편(12.4%) 등으로 발표되었다.

연구자는 전체 888명의 연구자 중 102명이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축환경 및 설비 221명, 건축계획 198명, 재료 

및 시공 166명 등이 논문에 참여하여 논문 1편당 연구자 1.8명, 연구자 1인당 0.5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분야별로는 철근콘크리트

분야가 논문 1편당 2.3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논문 1편당 1.4명으로 가장 적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역사 및 건축론 분야가 연구자 1인당 0.72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철근콘크리트분야가 0.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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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1편 165 62 37 13 118 111 104 2 38 31 681

2편 19 　 3 5 50 26 35 　 10 7 155

3편 7 　 　 　 23 4 14 10 4 7 69

4편 3 　 　 　 9 4 3 5 　 　 24

5편 이상 4 4 　 　 21 2 10 19 　 1 61

계 198 66 40 18 221 147 166 36 52 46 990

<표 40>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발표별 연구자 현황

구분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역사 및

건축론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관리

재료 및

시공
강구조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계

단독 8 2 5 3 4 2 6 　 3 2 35

2인 58 37 14 10 39 25 8 4 9 4 208

3인 28 5 2 　 54 15 26 4 4 2 140

4인 12 　 1 　 19 18 17 6 8 7 88

5인 이상 1 　 　 　 26 7 23 6 1 5 69

계 107 44 22 13 142 67 80 20 25 20 540

<표 39>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 논문 현황

연구자의 공동연구(공저)는 2인 공저가 39%로 가장 많았고, 2~3인 공저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축학으로 

구분되는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1~2인 공저의 비율이 높았고, 건축공학으로 

구분되는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 철근콘크리트분야는 3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논문 1편만을 발표한 연구자가 전체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학으로 구분되는 건축설계분야와 도시 및 단지계획분

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는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가 적게 나타난 반면, 건축공학으로 구분되는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 철근콘크리트분야는 연구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연구기관 138개 중 107개 연구기관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논문 1편당 0.5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연구기관 

당 2.0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 1편당 참여 연구기관이 0.8 이상은 철근콘크리트분야와 강구조분야, 구조해석분야였고, 

0.5 이하는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였다. 그리고 건축계획 49개 기관, 건축환경 및 설비 4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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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시공 41개 기관 등에서 단독연구(80%) 위주로 수행하여, 논문 1편(51%)과 논문 2편(18%) 등을 발표하였다.

키워드는 전체 1,187개 중 231개는 분야 간 중복 출현하였고, 1회 출현한 키워드는 1,109개(78%)로 나타났다. 논문 1편당 3개의 

키워드가 출현하였고, 키워드 4개 이상 논문은 61%였다. 그리고 5회 이상의 출현을 보인 키워드는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철근콘크리트 분야에서 나타났고, 키워드 수는 전체의 3%인 39개였다.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의 주요 키워드는 BIM, 공동주택, 건물에너지, 친환경, 한옥, 단열, 실내공기질, 건설정보화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건축설계분야,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 역사 및 건축론분야, 건설관리분야, 재료 및 시공분야, 

구조해석분야, 철근콘크리트분야에서는 키워드의 출현이 적었거나, 독자적인 연구주제 논문이 많아 키워드 간 연결이 적어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축계획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BIM, 범죄예방환경설계, 보행, 도시공간, 건설정보화, 공간구성, 도시재생, 장수명주택이

었고,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건물에너지, 공동주택, 단열, 실내공기질, 온열환경, 친환경, 에너지사용량, 창호, 

액체식제습기, 변풍량, 증발냉각기, 휘발성유기화합물이었으며, 강구조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접합부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이 어떤 연구자가 더 연구를 많이 했고, 어떤 논문의 질이 더 좋은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논문을 통한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주제의 객관적인 관계와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에 참여한 연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현재 위치와 주변 연구자들과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

로 파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대한건축학회 2015 춘·추계 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분석을 통해 어떤 기관의 어떤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연구 그룹을 

형성하여 어떤 연구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향후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과 상세하고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또는 10년 간 발표된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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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국제연소심포지엄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연구동향 분석

I. 들어가며

국제연소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은 국제연소학회(The Combustion Institute)에서 주관하여 2년에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전통적으로 연소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회로서, 구두 발표 논문이 발표 승인되어 출판되

기까지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치기에 수준 높은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구두 발표를 신청한 약 1,200편 이상의 

논문을 심사하여 약 400편을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률이 35%를 밑돌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Figure 1에 보인 것처럼 2014년에 8월에 개최된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은 미국 San Francisco의 Hyatt 

Regency Embarcadero에서 8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429편의 구두 발표가 이루어졌고, 약 

690편의 포스터(Work-in-Progress Poster)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회의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은 총 12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36번째 국제심포지엄은 전세계 34개지역의 연구자들로부터 14개 분야의 1,315건의 논문을 

제출 받아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연소연구소(The Combustion Institute)는 밝히고 있다.

II.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의 2014년 논문 429건에 대해서 분야(세션), 논문제목, 저자 

및 소속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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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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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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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관(국가) 논문 발표수

1 Sandia� Nat.� Lab.(USA) 18

2 Princeton� Univ.(USA) 14

III. 통계분석

 1. 국가별 논문 발표수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에서는 27개 국가의 논문 429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미국이 140편(33%)으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46편(11%), 프랑스39편(9%), 독일이 37편(9%), 

일본 31편(7%), 영국이 25편(6%)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인도, 네덜란드와 같이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국가별 논문 발표수 비중(%)

2. 2015 기관별 논문 발표수

논문 발표에 참여한 기관은 27개국의 173개 기관이며, Table1과 같이 미국의 Sandia Nat. Lab.에서 가장 많은 수인 1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Princeton Univ.와 영국의 Univ. of Cambridge에서 각각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중국의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KAUST, 그리고 중국의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에서 각각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미국의 Sandia Nat. Lab.은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록히드의 지원 하에 1949년부터 미국 국방성과 

에너지성과 연계하여 미국의 핵무기 개발, 국가안전 관련 기술, 에너지 기술 등을 개발하여 온, 전통과 영향력이 있는 미국 국립 

연구소이다.

Table 1.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기관별 논문 발표 수(5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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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관(국가) 논문 발표수

3 Univ.� of� Cambridge(UK) 14

4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China) 12

5 KAUST(Saudi� Arabia) 12

6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China) 12

7 Stanford� Univ.(USA) 11

8 Lund� Univ.(Sweden) 9

9 Tsinghua� Univ.(China) 8

10 Argonne� Nat.� Lab.(USA) 7

11 CNRS(France) 7

12 Imperial� Coll.� London(UK) 7

13 Tokyo� Inst.� of� Technol.(Japan) 7

14 Ecole� Centrale� Paris(France) 6

15 Univ.� Duisburg-Essen(Germany) 6

16 CNR-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Italy) 5

17 Eindhoven� Univ.� of� Technol.(Netherlands) 5

18 Georgia� Inst.� of� Technol.(USA) 5

19 RWTH� Aachen� Univ.(Germany) 5

20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USA) 5

NO 저자 논문 발표수

1 Bruno� Coriton(Sandia� Nat.� Lab.) 2

2 Fujia� Wu(Princeton� Univ.) 2

3 Hirotatsu�Watanabe(Tokyo� Inst.� of� Technol.) 2

4 Hongyun� Hu(Huazhong� Univ.� of� Sci.� &� Technol.) 2

5 Longhua� Hu(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2

6 M.� Bauerheim(CERFACS) 2

7 Mariano� Sirignano(Univ.� Degli� Studi� di� Napoli� Federico� Ii) 2

8 O.� Mathieu(Texas� A&M� Univ.) 2

9 R.� Mercier(Ecole� Centrale� Paris) 2

10 S.� Meares(Univ.� of� Sydney) 2

11 Sharath� Nagaraja(Georgia� Inst.� of� Technol.) 2

12 Subrata� Bhattacharjee(San� Diego� State� Univ.) 2

13 Y.X.� Xin(Princeton� Univ.) 2

14 Yanqing� Niu(Xi'an� Jiaotong� Univ.) 2

15 Yuan� Xiong(KAUST) 2

3. 연구자 논문 발표수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에서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414명이며, 이중 2편의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1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래 Table 2는 2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목록이다. 

Table 2. 2편 이상의 논문 발표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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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Net Miner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그 결과 아래 Figure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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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 여러 연구자가 속한 주요 연구그룹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Figure 3.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주요 연구 그룹은 아래 Figure 4~10과 같다.

Figure 3의 좌측상단에 나타나는 가장 큰 그룹은 Figure 4(a)와 같다 이 그룹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Figure 4(b)와 

같이 Yiguang Ju와 Katharina Kohse-Hoinghaus를 중심으로 한 Princeton Univ.와 Bielefeld Univ. 의 연구자들, 그리고 Figure 

4(c)와 같이 Heinz Pitsch를 중심으로 한 RWTH Aachen Univ.의 연구자들, Figure 4(d)와 같이 Wenhao Yuan과 Fei Qi, Yuyang 

Li를 중심을 한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의 가장 큰 중심연구자는 

Yiguang Ju (Princeton Univ.)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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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Princeton Univ., Bielefeld Univ., RWTH Aachen Univ.,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연결 그룹.

Figure 4. (b). Yiguang Ju와 Katharina Kohse-Hoinghaus를 중심으로 한 Princeton Univ.와 Bielefeld Univ. 

의 연결 그룹(부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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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 Heinz Pitsch를 중심으로 한 RWTH Aachen Univ.의 연결 그룹(부분확대)

Figure 4. (d). Wenhao Yuan과 Fei Qi, Yuyang Li를 중심을 한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의 그룹(부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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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N. Hansen(Sandia Nat. Lab.)을 중심으로 하여 Sandia Nat. Lab.과 Lawrence Berkeley Nat. Lab., 그리고, DLR, 

Brandenburg Univ. of Technol., Bielefeld Univ., Princeton Univ.의 여러 연구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2번째로 큰 그룹이다.

Figure 5. Sandia Nat. Lab., Lawrence Berkeley Nat. Lab., DLR, Brandenburg Univ. of Technol., Bielefeld Univ., 

Princeton Univ. 연결 그룹

Figure 6은 Univ. Duisburg-Essen과 CNRS-INSIS, Karlsruhe Inst. of Technol., Texas A&M Univ. 등 4개 이상의 기관이 

연결된 연구그룹이다. 이들 중 C. Schulz(Univ. Duisburg-Essen)와 U. Maas(Karlsruhe Inst. of Technol.), 그리고 N. 

Chaumeix(CNRS-INSIS), E. L. Petersen(Texas A&M Univ.), S. A. Kaiser(Univ. Duisburg-Essen), L. P. H. De 

Goey(Eindhoven Univ. of Technol.)가 각 기관의 중심연구자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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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Univ. Duisburg-Essen, CNRS-INSIS, Karlsruhe Inst. of Technol., Texas A&M Univ. 연구그룹

Figure 7은 Ecole Centrale Paris의 연구자와 CERFACS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으로 주요 연구자는 G. Staffelbach (CERFACS)

와 B. Cuenot(CERFACS) 그리고 T. Schmitt(Ecole Centrale Paris) 등이 있다. 

Figure 7. CERFACS와 Ecole Centrale Paris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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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Aijun Li와 Hongyun Hu, 그리고, Hong Yae, Huan Liu, Minghou Xu의 5명의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 

소속의 연구자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 중 주로 Minghou Xu를 통해 Curtin Univ.의 연구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8.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과 Curtin Univ. Nagoya Univ. 연결 그룹.

Figure 9는 독일의 DLR과 Imperial Coll. London과 The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Lund Univ.의 연구그룹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W. Meier(DLR)과 C. Fureby(The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그리고 M. Alden(Lund 

Univ.)과 Z. S. Li(Lund Univ.)등의 주요 연구자 있다.

Figure 9. DLR과 Imperial Coll. London과 The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Lund Univ., 

등의 연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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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은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와 Hokkaido Univ., 그리고,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Longhua Hu(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와 Osamu Fujita (Hokkaido Univ. )의 연결을 통해 두 

기관의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0.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Hokkaido Univ.,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연결 그룹

또한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11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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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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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NO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1 Yiguang� Ju(Princeton� Univ.) 9 16 Frederick� L.� Dryer(Princeton� Univ.) 4

2 C,� Schulz(Univ.� Duisburg-Essen) 5 17 L.P.H.� De� Goey(Eindhoven� Univ.� of� Technol.) 4

3 Fei� Qi(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5 21 Matthias� Ihme(Stanford� Univ.) 4

4 Frederique� Battin-Leclerc(Univ.� de� Lorraine) 5 22 N.� Hansen(Sandia� Nat.� Lab.) 4

5 Heinz� Pitsch(RWTH� Aachen� Univ.) 5 23 Naoya� Fukushima(Tokyo� Inst.� of� Technol.) 4

6 Katharina� Kohse-Hoinghaus(Bielefeld� Univ.) 5 24 Osamu� Fujita(Hokkaido� Univ.) 4

7 Mamoru� Tanahashi(Tokyo� Inst.� of� Technol.) 5 25 Pierre-Alexandre� Glaude(Univ.� de� Lorraine) 4

8 Masayasu� Shimura(Tokyo� Inst.� of� Technol.) 5 26 Qiang� Yao(Tsinghua� Univ.) 4

9 Ronald� K.� Hanson(Stanford� Univ.) 5 27 S.� Mani� Sarathy(KAUST) 4

10 Shuiqing� Li(Tsinghua� Univ.) 5 28 Stephen� J.� Klippenstein(Argonne� Nat.� Lab.) 4

11 Toshio� Miyauchi(Meiji� Univ.) 5 29 U.� Maas(Karlsruhe� Inst.� of� Technol.) 4

12 Yuyang� Li(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5 30 W.� Meier(DLR) 4

Figure 11.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A그룹 의 중심연구자인 Yiguang Ju(Princeton Univ.)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Fei Qi(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와 Yuyang Li(Univ. of Sci. & Technol. of China)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이들이 많은 논문의 공저자임을 알 수 있다. 아래 Table 3은 공저자 논문 4건 이상의 연구자들 순이다. 

Table 3. 공저 논문 순위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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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NO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13 Chuguang� Zheng(Huazhong�Univ.� of� Sci.�&� Technol.) 4 31 Wenhao� Yuan(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4

14 David� F.� Davidson(Stanford� Univ.) 4 32 Yoshitsugu� Naka(Tokyo� Inst.� of� Technol.) 4

15 E.� Mastorakos(Univ.� of� Cambridge) 4

기 관 논문 발표수

Seoul� Nat.� Univ. 2

KAIST 1

LIG� NEX1 1

POSTECH 1

Pukyong� Nat.� Univ. 1

합 계 6

2. 한국인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한국은 아래 Table 4와 같이 5개 기관에서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Seoul Nat. Univ.가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KAIST, 

LIG NEX1, POSTECH, Pukyong Nat. Univ.가 각각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4. 한국기관의 논문발표 수

한국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들을 나타내면 아래 Figure 12와 같다. 6개의 논문이 각각 하나씩의 공저자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논문과 연결된 저자가 없으므로 그룹간의 연결관계는 보이지 않고 있다. 

Figure 12. 한국인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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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기관 분석 (2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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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은 빈도수1이하를 삭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3. 기관-분야 네트워크 시각화(2-Mode분석, Link Reduction 1)

이를 살펴보면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에서는 Kinetic Modeling, Ceiling Jet, Pyrolysis, SVUV-PINS, PAH 

Formation, Flame Length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에서는 Pyrolysis, MSW Incineration, 

Mercury, Sewage Sludge의 키워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Sandia Nat. Lab.은Kinetic Modeling, Turbulent Flames, Mass 

Spectrometry, DME, Soot, Autoignition, Low-Temperature Oxidation의 키워드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KAUST는Shock Tube, 

Soot, Recirculation, Combustion, Rate Constraints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Stanford Univ.에서는 

Shock Tube, Laser Absorption, Kinetics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Princeton Univ.에서는 Kinetic Model, 

Spherical Flame, Laminar Flame Speed, Low Temperature Chemistry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 Tokyo 

Inst. of Technol.에서는Premixed Flame, Direct Numerical Simulation, Oxy-Fuel Combustion 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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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 연구 키워드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Kinetic Modeling, Ceiling Jet, Pyrolysis, SVUV-PINS, 

PAHformation,Flamelength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 Pyrolysis, MSW Incineration, Mercury, Sewage Sludge

Sandia Nat. Lab.
Kinetic Modeling, Turbulent Flames, Mass Spectrometry, 

DME,Soot,Autoignition,Low-TemperatureOxidation

KAUST Shock Tube, Soot, Recirculation, Combustion, Rate Constraints

Stanford Univ. Shock Tube, Laser Absorption, Kinetics

Princeton Univ. Kinetic Model, Spherical Flame, Laminar Flame Speed, Low Temperature Chemistry

Tokyo Inst. of Technol. Premixed Flame, Direct Numerical Simulation, Oxy-Fuel Combustion

Table 5. 기관에 따른 주요 연구 키워드 

V. 요 약

이상과 같이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키워드와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터빈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

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에서는 27개 국가의 42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는 

미국이 140편(33%)으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1%), 프랑스(9%), 독일(9%), 일본(7%), 영국(6%)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 발표에 참여한 기관은 27개국의 173개 기관이며, 미국의 Sandia Nat. Lab.에서 가장 많은 수인 1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Princeton과 영국의 Univ. of Cambridge에서 각각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중국의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KAUST, 그리고 중국의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에서 각각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자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은 Yiguang Ju(Princeton Univ.)를 중심으로 Princeton Univ.의 연구자와 Katharina Kohse- 

Hoinghaus를 중심으로 한 Bielefeld Univ. 의 연구자, 그리고 Heinz Pitsch를 중심으로 한 RWTH Aachen Univ.와 Wenhao 

Yuan과 Fei Qi, Yuyang Li등을 중심을 한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 등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된 

그룹이다.

Degree Centrality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중심연구자는 Yiguang Ju(Princeton Univ.)이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의 Fei Qi와 Yuyang Li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인도와 네덜란드와 같이 6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Seoul Nat. Univ.가 2건의 논문을 발표한 거 외에 KAIST, LIG 

NEX1, POSTECH, Pukyong Nat. Univ.가 각각 1건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관-분야 네트워크 시각화를 살펴보면.. 어떤 대학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지 알 수 있다. Univ. of Sci. & Technol. 

of China.에서는 Kinetic Modeling, Ceiling Jet, Pyrolysis, SVUV-PINS, PAH Formation, Flame Length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Huazhong Univ. of Sci. & Technol.에서는 Pyrolysis, MSW Incineration, Mercury, Sewage Sludge의 키워드

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Sandia Nat. Lab.은Kinetic Modeling, Turbulent Flames, Mass Spectrometry, DME, Soot, 

Autoignition, Low-Temperature Oxidation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KAUST는Shock Tube, Soot, 

Recirculation, Combustion, Rate Constraints 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Stanford Univ.에서는 Shock Tube, Laser Absorption, Kinetics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Princeton 

Univ.에서는 Kinetic Model, Spherical Flame, Laminar Flame Speed, Low Temperature Chemistry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 Tokyo Inst. of Technol.에서는Premixed Flame, Direct Numerical Simulation, Oxy-fuel Combustion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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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IGTI Turbo Expo 2015 연구동향 분석

I. 들어가며

미국기계학회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산하의 IGTI (International Gas Turbine Institute)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학회로 가스터빈 외 에너지 회전기기(풍력터빈, 스팀터빈 등)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송성진 교수가 2014년 7월 1일 아시아인 최초로 IGTI의 회장(Chair)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5년간 

IGTI 이사로 활동해온 송 교수는 향후 1년 간 비상임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 송성진 교수는 미 Duke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미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교수는 2003년 ASME 최고논문상인 

Melville Medal을 포함, 다수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터빈 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류근 한양대 기계공학

과 교수는 구조 및 동역학 위원회(Structure & Dynamics Committee) 뱅가드 위원장(Vanguard Chair)으로 지난 2015년 6월 

선임되어 4년간 활동하고 있다.

IGTI가 매년 주최하는 ASME Turbo Expo는 터보기계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1,0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3,000명 이상의 터보기계 관련 산학연 연구자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미국기계학회

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산업용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 스팀터빈 등에 관련된 터빈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의 독일 뒤셀도르프 개최에 이어 2015년에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2016년에 

60주년을 맞는 ASME Turbo Expo는 그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만 개최되어 왔으나 Figure 1의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6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에는 터빈제품을 다루는 세계적인 

업체들의 전시회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II.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ASME Turbo Expo의 2015년 논문 1,048건에 대해서 분야(세션), 논문제목, 저자 및 소속을 추출하여 정

리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참여기관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 Miner 3.6을 사용하여 분야와 연구자 분

석, 기관-키워드 분석(2Mode)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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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SME Turbo Expo 2016 

홈페이지(https://www.asme.org/events/turbo-expo)

III. 통계분석

 1. ASME Turbo Expo 2015 국가별 논문 발표수

ASME Turbo Expo 2015에서는 38개 국가의 1,04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와 Table 1과 같이 미국이 248편(24%)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이 167편(16%) , 중국이 150편

(14%), 영국이 102 편(10%), 이탈리아가 82 편(8%), 프랑스가 44 편(4%), 캐나다가 36 편(3%), 스위스가 29 편(3%), 일본이 

27 편(3%), 한국이 22 편(2%)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스웨덴이 21 편(2%), 벨기에가 20 편(2%), 인도가 15편, 러시아가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2. ASME Turbo Expo 2015 국가별 논문 발표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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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논문 발표수 NO 국가 논문 발표수

1 USA 248 21 Czech 4

2 Germany 167 22 Australia 4

3 China 150 23 Finland 3

4 UK 102 24 Brazil 3

5 Italy 82 25 Taiwan 2

6 France 44 26 South� Africa 2

7 Canada 36 27 Poland 2

8 Switzerland 29 28 Mexico 2

9 Japan 27 29 Israel 2

10 Korea 22 30 Colombia 2

11 Sweden 21 31 Ukraine 1

12 Belgium 20 32 serbia 1

13 India 15 33 Nigeria 1

14 Russia 11 34 Malaysia 1

15 Spain 9 35 Ireland 1

16 Austria 9 36 Iran 1

17 Turkey 8 37 Indonesia 1

18 Netherlands 6 38 Greece 1

19 Norway 4
총합계 1,048건

20 Egypt 4

NO 기관(국가) 논문 발표수

1 Xi'An� Jiaotong� Univ.(China) 24

2 DLR(Germany) 23

3 Univ.� of� Florence(Italy) 22

4 Alstom� Power(Switzerland) 20

5 Beihang� Univ.(China) 20

6 Tech.� Univ.� Berlin(Germany) 17

7 Texas� A&M� Univ.(USA) 17

8 Univ.� of� Cambridge(UK) 16

9 Shanghai� Jiaotong� Univ.(China) 15

10 Northwestern� Polytech.� Univ.(China) 14

Table 1. ASME Turbo Expo 2015 국가별 논문 발표수

2. ASME Turbo Expo 2015 기관별 논문 발표수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Table 2와 같이 중국의 Xi'An Jiaotong Univ.가 가장 많은 수인 2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German Aersp. Center(DLR)이 2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이탈리아의 Univ. of Florence에서 22편, 스위스의 Alstom 

Power와 중국 Beihang Univ.에서 각각 2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2. ASME Turbo Expo 2015 기관별 논문 발표수(10건 이상)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32

NO 기관(국가) 논문 발표수

11 Penn� State� Univ.(USA) 14

12 Rwth� Aachen� Univ.(Germany) 13

13 Tech.� Univ.� Munich(Germany) 13

14 Tsinghua� Univ.(China) 13

15 Univ.� of� Oxford(UK) 13

16 Virginia� Tech.(USA) 12

17 Southwest� Research� Inst.(USA) 11

18 Univ.� of� Cincinnati(USA) 11

19 Univ.� of� Stuttgart(Germany) 11

20 Harbin� Inst.� of� Technol.(China) 10

21 Snecma(France) 10

3. ASME Turbo Expo 2015 한국기관 논문 발표수 

한국은 아래 Table 3과 같이 11개 기관에서 총 2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Yonsei Univ.가 4편, Inha Univ.가 3편, KAIST가 

3편, Pusan Nat. Univ.가 3편, Kookmin Univ.가 2건, Samsung Techwin이 2편, Hanyang Univ., KEPCO, POSTECH, Sejong 

Univ., Seoul Nat. Univ.가 각각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3. ASME Turbo Expo 2015 한국기관의 논문발표 수 순위

NO 기관 논문 발표수

1 Yonsei� Univ.(Korea) 4

2

Inha� Univ.(Korea) 3

KAIST(Korea) 3

Pusan� Nat.� Univ.(Korea) 3

3
Kookmin� Univ.(Korea) 2

Samsung� Techwin(Korea) 2

4

Hanyang� Univ.(Korea) 1

KEPCO� Research� Inst.(Korea) 1

POSTECH(Korea) 1

Sejong� Univ.(Korea) 1

Seoul� Nat.� Univ.(Korea) 1

총합계 22

4. ASME Turbo Expo 2015 연구자 논문 발표수 

ASME Turbo Expo 2015에서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969명이며, 이중 가장 많은 5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Luis San 

Andres(Texas A&M Univ.)이다. 또한 Alessandro Bianchini(Univ. of Florence), Alessandro Corsini(Sapienza Univ.), 

Alessio Suman(Univ. of Ferrara), Alexander A. Kaszynski(Universal Technol. Corporation), E. Tolga Duran(SDM R&D), 

Erik Storgards(Linkoping Univ.), Fakhre Ali(Cranfield Univ.), J. E. Kingery(Univ. of North Dakota at Grand F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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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논문 발표수

1 Luis� San� Andres(Texas� A&M� Univ.) 5

2 Alessandro� Bianchini(Univ.� of� Florence) 3

3 Alessandro� Corsini(Sapienza� Univ.) 3

4 Alessio� Suman(Univ.� of� Ferrara) 3

5 Alexander� A.� Kaszynski(Universal� Technol.� Corporation) 3

6 E.� Tolga� Duran(SDM� R&D) 3

7 Erik� Storgards(Linkoping� Univ.) 3

8 Fakhre� Ali(Cranfield� Univ.) 3

9 J.� E.� Kingery(Univ.� of� North� Dakota� at� Grand� Forks) 3

10 James� Crawford(Queen's� Univ.) 3

11 Wessam� Estefanos(Univ.� of� Cincinnati) 3

12 Yanhong� Ma(Beihang� Univ.) 3

13 A.� Andreini(Univ.� of� Florence) 2

14 Ahmed� M.� El� Baz(The� British� Univ.� in� Egypt) 2

15 Alexander� J.� De� Rosa(Penn� State� Univ.) 2

16 Alexander� O.� Pugachev(Tech.� Univ.� Munich) 2

17 Andrea� Riva(Ansaldo� Energia) 2

18 Andrew� van� Paridon(Univ.� of� Oxford) 2

19 Antonio� Andreini(Univ.� of� Florence) 2

20 B.� Kakimpa(Univ.� of� Nottingham) 2

21 Benjamin� Kirollos(Univ.� of� Oxford) 2

22 Bruce� A.� Pint(Oak� Ridge� National� Lab.) 2

23 Caglar� Atalayer(Tech.� Univ.� Braunschweig) 2

24 Carl� Georg� Seydel(DLR) 2

25 Carlo� Carcasc(Univ.� of� Florence) 2

26 Chaitanya� V.� Halbe(Virginia� Tech.) 2

27 D.� J.� Cerantola(Queen's� Univ.) 2

28 David� M.� Coghlan(Flint� Hills� Resources) 2

29 Deying� Li(Harbin� Inst.� of� technol.) 2

30 Dipankar� Dua'� P.E.(Siemens� Energy� Inc.) 2

31 F.� Holzinger(Tech.� Univ.� Darmstadt) 2

32 G.� Barigozzi(Univ.� of� Bergamo) 2

33 Grant� T.� Patterson(US� Air� Force) 2

34 Gursharanjit� Singh(Queen� Mary� Univ.� of� London) 2

35 Hai� Zhang(Harbin� Eng.� Univ.) 2

36 Hang� ZHAO(Xi'An� Jiaotong� Univ.) 2

James Crawford(Queen's Univ.), Wessam Estefanos(Univ. of Cincinnati), Yanhong Ma(Beihang Univ.)는 각각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래 Table 4는 저자별 논문 발표수이다.

Table 4. ASME TURBO EXPO 2015 제1저자 논문발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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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논문 발표수

37 Irene� Cresci(Univ.� of� Oxford) 2

38 James� L.� Rutledge(Air� Force� Inst.� of� Technol.� at� Ohio) 2

39 Jia� Yu(Beijing� Inst.� of� Technol.) 2

40 Johannes� Peterleithner(Graz� Univ.� of� Technol.) 2

41 Lin� Ma(Virginia� Tech.) 2

42 Luigi� Carassale(Univ.� Degli� Studi� di� Genova) 2

43 M.� A.� Ancona(Univ.� di� Bologna� ) 2

44 M.� Berrino(Univ.� Degli� Studi� di� Genova) 2

45 Martin� N.� Goodhand(Univ.� of� Cambridge) 2

46 Michael� J.� Pekris(Rolls-Royce� plc.) 2

47 Muhammad� Akram(Univ.� of� Sheffield) 2

48 Nathan� J.� Greiner(Air� Force� Inst.� of� Technol.� at� Ohio) 2

49 Ningbo� Zhao(Harbin� Eng.� Univ.) 2

50 Onieluan� Tamunobere(Louisiana� State� Univ.) 2

51 Paolo� Di� Sisto(GE� Oil� &� Gas) 2

52 Peng� Shan(Beijing� Univ.� of� Aeronaut.� &� Astronaut.) 2

53 Riccardo� Da� Soghe(Ergon� Research) 2

54 Rojas� Thomas(Indian� Inst.� of� Tech.� Bombay) 2

55 Rongqiao�Wang(Beihang� Univ.) 2

56 Rudolf.� P.�M.� Rademakers(Univ.� of� the� Federal� Armed� Forces�Munich) 2

57 Said� Havakechian(Alstom� power) 2

58 Shiou-Jiuan� Li(Texas� A&M� Univ.) 2

59 Sin� Chien� Siw(Univ.� of� Pittsburgh) 2

60 Stephen� P.� Lynch(Penn� State� Univ.) 2

61 Tae� Ho� Kim(Kookmin� Univ.) 2

62 Tommaso� Bacci(Univ.� of� Florence) 2

63 Virginie� Anne� Chenaux(DLR) 2

64 Yahya� Dogu(Kirikkale� Univ.) 2

65 Zhigang� LI(Xi'An� Jiaotong� Univ.) 2

IV.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ASME Turbo Expo 2015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소프트웨어인 Net Miner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아래 Figure 3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여러 연구자가 

속한 그룹을 골라 구분하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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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SME Turbo Expo 2015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Figure3의 좌측상단에 나타나는 가장 큰 그룹은 Figure 4와 같이Univ. of Florence를 중심으로 GE Oil & Gas와 Karlsruhe Inst. 

of Technol., Ansaldo Energia, Cerfacs 등 최소 4개 이상의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의 

중심연구자는 Bruno Facchini(Univ. of Florence)이며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영향력이 큰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4. Univ. of Florence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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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Texas A&M Univ.와 Virginia Tech., Honeywell Aerospace, Solar Turbines등이 연결된 그룹으로, Hee-koo 

Moon(Solar Turbines)와 Je-chin Han(Texas A&M Univ.)이 중심연구자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5. Texas A&M Univ.와 Virginia Tech., Honeywell Aerospace, Solar Turbines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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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은 Tech. Univ. Munich과 MTU Aero Engines, Univ. of Stuttgart, Tech. Univ. of Dresden의 연구자가 연결된 그룹으로, 

Thomas Sattelmayer와 Christoph Hirsch(Tech. Univ. Munich), Yavuz Guendogdu(MTU Aero Engines), Jens Friedrichs(Tech. 

Univ. Braunschweig)가 영향력이 큰 연구자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6. Tech Univ. Munich과 MTU Aero Engines, Univ. of Stuttgart, Tech Univ. of Dresden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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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은 GE Global Research와 Univ. of Central Florida, Alstom Power, Univ. of Texas at Austin, Air Force Inst. 

of Technol. at Ohio가 연결된 그룹으로 Jason E. Dees(GE Global Research)와 Gregory M. Laskowski(GE Aviation)이 비교적 

영향력이 큰 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7. GE Global Research와 Univ. of Central Florida, Alstom Power, Univ. of Texas at Austin, 

Air Force Inst. of Technol. at Ohio 의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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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Indian Inst of Tech. Bombay와 Univ. of Stuttgart, Ecole Polytechnique de Montreal, Univ. of Stuttgart가 연결된 

그룹으로 Bhaskar Roy(Indian Inst of Tech. Bombay)와 Markus Schatz(Univ. of Stuttgart)가 비교적 영향력이 큰 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8. Indian Inst of Tech. Bombay와 Univ. of Stuttgart, Ecole Polytechnique de Montreal 연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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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는 Tech. Univ. Berlin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Univ. Carlos III of Madrid의 일부 연구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 중심연구자는 Christian Oliver Paschereit(Tech. Univ. Berlin)로 나타났다. 

Figure 9. Tech. Univ. Berlin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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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은 Tohoku Univ.와 Harbin Inst. of Technol., Hitachi Ltd가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Satoru Yanamoto 

(Tohoku Univ.)와 Yanping Song(Harbin Inst. of Technol.)이 비교적 영향력이 높은 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10. Tohoku Univ.와 Harbin Inst. of Technol., Hitachi Ltd. 연결그룹

Figure 11은 IHI Charging Systems International과 Karlsruhe Inst. of Technol.가 연결된 그룹이다. 그룹에서는 Dietmar 

Filsinger(IHI Charging Systems International)와 Hans-J Org Bauer(Tohoku Univ.)는 소속 기관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2개의 

그룹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Figure 11. IHI Charging Systems International과 Karlsruhe Inst. of Technol. 연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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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는 독일 DLR 소속의 연구자들이 단독으로 모여서 연결된 그룹으로 Manfred Aigner(DLR)를 중심으로 스타형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Figure 12. DLR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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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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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Figure 13.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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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NO 연구자(소속)
공저
논문수

1 Bruno� Facchini(Univ.� of� Florence)� 11 19 Arnold� Kuhhorn(Brandenburg� Univ.� of� Technol.)� 5

2 Zhenping� Feng(Xi'An� Jiaotong� Univ.)� 10 20 Christoph� Hirsch(Tech.� Univ.� Munich)� 5

3 Thomas� Sattelmayer(Tech.� Univ.� Munich)� 9 21 Dara� W.� Childs(Texas� A&M� Univ.)� 5

4 Christian� Oliver� Paschereit(Tech.� Univ.� Berlin)� 7 22 Dietmar� Filsinger(IHI� Charging� Systems� International)� 5

5 Klaus� Brun(Southwest� Research� Inst.)� 7 23 Hans-J� Org� Bauer(Karlsruhe� Inst.� of� Technol.)� 5

6 Manfred� Aigner(Dlr)� 7 24 Hee-Koo� Moon(Solar� Turbines)� 5

7 Peter� Jeschke(Rwth� Aachen� Univ.)� 7 25 Jeffrey� P.� Bons(Ohio� State� Univ.)� 5

8 Hongde� Jiang(Tsinghua� Univ.)� 6 26 Jens� Friedrichs(Tech.� Univ.� Braunschweig)� 5

9 Huu� Duc� Vo(Ecole� Polytechnique� de�Montreal)� 6 27 Jerome� C.� Jenkins(Us� Air� Force)� 5

10 Je-Chin� Han(Texas� A&M� Univ.)� 6 28 Jie� Hong(Beihang� Univ.)� 5

11 Jing� Ren(Tsinghua� Univ.)� 6 29 Joerg� R.� Seume(Leibniz� Univ.� Hannover)� 5

12 Jun� Li(Xi'An� Jiaotong� Univ.)� 6 30 Luis� San� Andres(Texas� A&M� Univ.)� 5

13 Karen� A.� Thole(Penn� State� Univ.)� 6 31 Qun� Zheng(Harbin� Eng.� Univ.)� 5

14 San-Mou� Jeng(Univ.� of� Cincinnati)� 6 32 Roque� Corral(Industria� De� Turbo� Propulsores� -� ITP)� 5

15 Yanping� Song(Harbin� Inst.� of� Technol.)� 6 33 Stephan� Staudacher(Univ.� of� Stuttgart)� 5

16 Alessio� Picchi(Univ.� of� Florence)� 5 34 Thomas� Povey(Univ.� of� Oxford)� 5

17 Ali� Ameri(Ohio� State� Univ.)� 5 35 Yanhong� Ma(Beihang� Univ.)� 5

18 Antonio� Andreini(Univ.� of� Florence)� 5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A그룹 의 중심연구자인 Bruno Facchini(Univ. of Florence)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이외에도 Zhenping 

Feng(Xi'an Jiaotong Univ.), Christian Oliver Paschereit(Tech. Univ. Berlin), Alessio Picchi(Univ. of Florence)의 3명의 

연구자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이 연구자들이 많은 논문의 공저자임을 알 수 있다. 아래 Table 5는 공저자 논문 5건 이상의 연구자들 순이다. 5건 이상의 

공저자로는 한국소속의 연구자는 없으나, 한국인으로는 Hee-Koo Moon(Solar Turbines)이 있다. 

Table 5. 공저 논문 순위 (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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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인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ASME Turbo Expo 2015의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들을 나타내면 아래 Figure 14와 

같다. 약 13개의 연구 그룹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4. 한국기관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이들 중 가장 큰 연구 그룹은 아래 Figure 15과 같이 Yonsei Univ. 그룹이며 전체 13명의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이중 Eui 

Yeop Jung과 Hyung Hee Cho가 중심 연구자로 보인다. Yonsei Univ.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15. Yonsei Univ. 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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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큰 연구 그룹은 Figure 16과 같이 KAIST 그룹이며 전체 10명의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중 중심연구자는 

Yoonhan Ahn과 Jeong Ik Lee로 보인다. KAIST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Figure 16. KAIST 중심 그룹 

Figure 17은 Kookmin Univ. 중심 그룹으로 Tae Ho Kim을 중심으로 진동저감 기계설계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의 Jongsung Lee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친환경 무급유 터보기계용 가스 포일 저널 베어링 기술 개발(Static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Multilayer Gas Foil Journal Bearings)로 Young Engineer Travel Award를 수상하였다. 

Figure 17. Kookmin Univ.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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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 분석을 통해 한국기관 소속의 중심연구자를 확인하면 Figure 18과 같다. 대체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일수록 

많은 수의 논문과 공저자의 연결 관계를 두고 있으므로, 그만큼 연구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 보면 

Eui Yeop Jung(Yonsei Univ.), Yoonhan Ahn(KAIST), Hyung Hee Cho(Yonsei Univ.), Jeong Ik Lee(KAIST)가 비교적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Figure 18. 한국기관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6. 분야-기관 분석 (2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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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Turbo Expo 2015 에서는 논문의 키워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 대신 논문의 분야(세션)와 기관과의 관계를 2MODE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아래 Figure 19는 빈도수1이하를 삭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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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기관-분야 네트워크 시각화(2-Mode분석, Link Reduction 1)

또한 기관-키워드 관계를 좀더 단순화 하기 위해 2이하의 연결 관계를 제거할 경우 Figure 20과 같이 3개의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ure 20. 기관-분야 네트워크 시각화(2-Mode분석, Link Reduction 2)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48

분야 주요 연구기관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

Tech.� Univ.� Berlin,� DLR,� Alstom� Power,� Tech� Univ.� Munich,�

Univ.of� Cincinnati,� Penn� State� Univ.,� CNRS,� Univ.� of� Cambridge,

Georgiainst.� of� Technol.�

Heat� Transfer� Film� Cooling
Texas� A&M� Univ.,� Air� Force� Inst.� of� Technol.� at� Ohio,�

Stanford� Univ.,Univ.of� Texas� at� Austin,� Louisiana� State� Univ.

Heat� Transfer� Internal�Air�Systems� and�Seals� (with�

Turbomachinery)
Univ.� of� Nottingham,� Univ.� of� Bath,� SDM� R&D,� Univ.� of� Surrey

Steam� Turbines
Alstom� Power,� Shanghai� Jiao� Tong� Univ.,� Siemens� AG,�

HarbinInst.ofTechnol.,

Aircraft� Engine Shanghai� Jiao� Tong� Univ.,� US� Air� Force,� Univ.� of� Stuttgart

Wind� Energy Tech.� Univ.� Berlin,� Univ.� of� Florence

Turbomachinery� Axial� Flow� Fan� and� Compressor�

Aerodynamics

Tech.� Univ.� Berlin,� Univ.� of� Cambridge,� Northwestern� Polytech.� Univ.,� Ecole�

Polytechnique� de� Montreal

Controls,� Diagnostics� and� Instrumentation Virginia� Tech.

Microturbines,� Turbochargers� and� Small�

Turbomachines
Univ.� of� Bath,� IHI� Charging� Systems� International

Structures� and� Dynamics� Bearing� and� Seal�

Dynamics
Texas� A&M� Univ.

Heat� Transfer� Internal� Cooling Virginia� Tech.,� Univ.� of� Stuttgart

이를 살펴보면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 은 Tech. Univ. Berlin과 DLR에서, Heat Transfer Film Cooling은 Texas 

A&M Univ.에서, Heat Transfer Internal Air Systems and Seals(with Turbomachinery)는 Univ. of Nottingham과 Univ. of 

Bath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eam Turbines는 Alstom Power에서, Aircraft Engine은Shanghai Jiaotong 

Univ.에서, Wind Energy는 Tech. Univ. Berlin에서, Turbomachinery Axial Flow Fan and Compressor Aerodynamics은 

Tech. Univ. Berlin에서, Controls, Diagnostics and Instrumentation은 Virginia Tech.에서, Microturbines, Turbochargers 

and Small Turbomachines은 Univ. of Bath에서, Structures and Dynamics Bearing and Seal Dynamics은 Texas A&M Univ.에

서, Heat Transfer Internal Cooling 은 Virginia Tech.와 Univ. of Stuttgart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분야에 따른 주요 연구기관

7. 한국기관-분야 분석 (2MODE)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기관과 분야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Figure 21과 같이 한국의 기관은 Yonsei 

Univ.에서는 Heat Transfer Film Cooling분야에 논문을 냈고, KAIST에서는 Supercritical CO11 Power Cycles를 분야에, Pusan 

Nat. Univ.에서는 Turbomachinery Axial Flow Fan and Compressor Aerodynamics분야에, Inha Univ.에서는 Cycle 

Innovations분야에, Samsung Techwin에서는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분야에, Kookmin Univ.에서는 Structures 

and Dynamics Bearing and Seal Dynamics분야에, Seoul Nat. Univ.에서는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분야에, 

Hanyang Univ.에서는 Microturbines, Turbochargers and Small Turbomachines분야에, KEPCO Research Inst.에서는 

Structures and Dynamics Fatigue, Fracture and Life Prediction분야에, POSTECH에서는 Turbomachinery Axi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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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기관 � 분야

Yonsei� Univ.

∙ Heat� Transfer� Film� Cooling
∙ Heat� Transfer� General� Heat� Transfer
∙ Heat� Transfer� Conjugate� Heat� Transfer

KAIST

∙ Supercritical� CO11� Power� Cycles
∙ Supercritical� CO12� Power� Cycles
∙ Supercritical� CO13� Power� Cycles

Pusan.� Nat.� Univ.

∙ Turbomachinery� Axial� Flow� Fan� and� Compressor� Aerodynamics
∙ Cycle� Innovations
∙ Turbomachinery� Radial� Turbomachinery� Aerodynamics

Inha� Univ.

∙ CycleInnovations
∙ Fansand� Blowers
∙ Turbomachinery� Design� Methodsand� CFD� Modeling� for� Turbomachinery

Turbine Aerodynamics분야에, Sejong Univ.에서는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분야에 주로 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은 아래 Table 7과 같다.

Figure 21. 한국기관- 분야 네트워크 시각화(2015년, 2-Mode분석)

Table 7. 한국의 기관과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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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기관 � 분야

Samsung� Techwin
∙ Combustion,� Fuelsand� Emissions
∙ Turbomachinery� Axial� Flow� Fan� and� Compressor� Aerodynamics

Kookmin� Univ. ∙ Structuresand� Dynamics� Bearing� and� Seal� Dynamics
Seoul� Nat.� Univ. ∙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
Hanyang� Univ. ∙ Microturbines,� Turbochargers� and� Small� Turbomachines

KEPCO� Research� Inst. ∙ Structuresand� Dynamics� Fatigue,� Fracture� and� Life� Prediction
POSTECH ∙ Turbomachinery� Axial� Flow� Turbine� Aerodynamics
Sejong� Univ. ∙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

V. 요 약

이상과 같이 ASME Turbo Expo 2015 키워드와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터빈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ASME Turbo Expo 2015에서 38개 국가에서 1,04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는 미국이 248편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과 중국, 영국이 10%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에서는 중국의 Xi'An Jiaotong Univ.가 가장 많은 2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German Aersp. 

Center(DLR)이 2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이탈리아의 Univ. of Florence에서 22건, 스위스의 Alstom Power와 중국 

Beihang Univ.에서 각각 20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ASME Turbo Expo 2015에서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969명이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5편을 발표한 Luis San 

Andres(Texas A&M Univ.)이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그룹은 Bruno Facchini(Univ. of Florence)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GE Oil 

& Gas와 Karlsruhe Inst. of Technol., Ansaldo Energia, Cerfacs 등 4개 이상 기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해 보면 Bruno Facchini(Univ. of Florence)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이외에도 Zhenping Feng(Xi'an 

Jiaotong Univ.), Christian Oliver Paschereit(Tech. Univ. Berlin), Alessio Picchi(Univ. of Florence)의 3명의 연구자가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야와 연구기관을 연결하여 분석해보면 Combustion, Fuels and Emissions 은 Tech. Univ. Berlin과 DLR에서, Heat 

Transfer Film Cooling은 Texas A&M Univ.에서, Heat Transfer Internal Air Systems and Seals(with Turbomachinery)는 

Univ. of Nottingham과 Univ. of Bath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1개 기관에서 총 22편(2%)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Yonsei Univ.가 4건, Inha Univ.가 3건, KAIST가 3건, Pusan 

Nat. Univ.가 3건, Kookmin Univ.와 Samsung Techwin이 각각2건, Hanyang Univ., KEPCO, POSTECH, Sejong Univ., 

Seoul Nat. Univ.가 각각 1건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의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해보면 가장 큰 연구 그룹은 Eui Yeop 

Jung과 Hyung Hee Cho가 중심 연구자로 연결된 Yonsei Univ. 그룹이며 전체 13명의 연구자로 연결되어 있다. 

 Degree Centrality 분석을 통해 한국기관 소속의 중심연구자를 살펴보면 Eui Yeop Jung(Yonsei Univ.), Yoonhan 

Ahn(KAIST), Hyung Hee Cho(Yonsei Univ.), Jeong Ik Lee(KAIST) 등이 비교적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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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rview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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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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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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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네팔 지진(M7.8, 2015.4.25.), 일본 동북부대지진(M9.0, 

2011), 중국 쓰촨성대지진(M8.0,2008) 이들의 공통점은 강진

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와 

인접한 우리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들

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지진과 진동분야 성능을 검증하고 아직 국내 기술에서는 취약

한 내진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계시는 부산대학교 지진방

재연구센터 정진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리 센터는 주 장비가 진동대인 실험 센터입니다. 진동대

는 지진이 발생을 하면 지반의 움직임, 즉 땅의 움직임을 모사

할 수 있는 그런 유압장비이며, 매우 고가입니다. 장비 위에 

각종 구조물이나 기계나 전기, 전자 쪽의 설비들을 올리고 지진

이 왔을 때 구조물에 손상이 가는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지 실

험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피해를 감소를 시키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 주요 연구입니다. 

2. 대형구조물 붕괴의 원인이 설계오류와 부실시공에도 있지

만 그래도 구조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소홀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

합니다.

- 기본적으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사회 간접자본입니다. 안전하게 기준이나 원칙을 

지켜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

람 몸과 같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진료도 받고 음식도 신경 

쓰듯이 구조물들도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유

지관리는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나 경제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만들어 놓으면 그게 평생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해 주고 또 기능이 

떨어지면 보수나 보강을 통해서 성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줘

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활수준이라든지 경제수준이 

올라갔으니 유지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구조물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같이 

수준이 높아져야 이 구조물의 유지 관리도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다지점 진동대 시설을 통해서 내진 기술 분야 연구의 확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고가의 

장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센터가 갖추고 있는 실험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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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 주요한 장비는 진동대 입니

다. 진동대 3기를 저희 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진 기술

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동대의 가격이 

2009년도 가격으로 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제일 고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그 외에도 추가로 좀 더 성능이 좋은 장비가 조만간에 보충이 

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구조 실험을 할 수 있는 

Actuator라든지, 재료실험을 할 수 있는 UTM, 지진이 왔을 때 

땅의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는 Laminar Shear Box 등이 현재 

저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장비입니다.

4. 현재 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주도로 개발한 “기존 RC구조물

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성능 창호시스템 기술”이 있다

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

습니다.

- 국내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건물

들은 70~80년대에 만들어져서 내진 성능을 신경 쓰지 않고 만

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강이 되어 내진 성능을 갖춰

야 되는데 학교이다 보니 학기 중에는 공부한다고 손을 못 대고 

있고,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도 외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보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RC구조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성능 창호시스

템 기술"은 우리 센터에서 건축 공학에 관련 전공을 하시는 이상

호 교수님과 오상훈 교수님이 개발을 하셨는데, 국내뿐만이 아

니고 국제 특허도 나와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을 이용하여 창틀을 약간 손대는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며 빠른 시간 내에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료 수입으로 우리 센터가 초창기에 상

당히 도움을 받을 정도로 아주 좋은 기술이죠.

5. 보통 일반적 지진 및 진동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현장적용 

기술개발과 긴밀히 연계시켜서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

는데요. 구체적으로 협력해서 연구하시는 진동실험에 대해

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어떤가요?

- 저희들이 국토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

설 관련 내진 쪽에 주요한 부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의 특성은 진동을 요구하는 분야이면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합

니다. 예를 들어 원전 배관이라든지, 원전 기기 성능 검증이라

든지, 철도 부품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기 등의 내진 성

능 검증 등 그러한 종류의 기기 검증에도 활용 할 수 있고, 선박

이나 해군 쪽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진동이 필요할 경우 아주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고 기

계, 전기, 전자 분야에도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6. 지진발생빈도나 그 규모에 따라서 국내와 국외의 경우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비한 기술수준에 대해서 국내의 

경우를 외국에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 일본이나 중국이나 최근 네팔에서 생긴 지진은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중진지역이다 보니 지

진의 세기가 조금 작죠. 역사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큰 피해가 

생긴 적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

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온다면 무지하게 큰 피해

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1980년대에 6층 이상의 건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층 이상,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에 속

하는 교량에는 1990년대 중반쯤 법으로 강제적으로 내진 성능

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법을 적용을 할 때 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시로 지진이 오

기 때문에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와도 생각보다

는 피해가 적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큰 지진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대비는 해야 되거든

요. 주로 선진국들, 일본의 기술들을 차용 해서 기술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7. 건설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지진 발생 

대비책, 내진 설계의 상식,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진이 와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지진이 와서 이게 만약에 

부서지면 대단히 곤란하다하는 경우에는 아주 강한 수준의 내

진성능을 갖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떨어져서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는 정도나 좀 부서져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취급 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설계하는 주 대상의 구조물 또는 부재들이 어느 정도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기준과 설

계 방법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8. 보통 대형 교량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해서 안전하게 관리 하는 것 같이 신공법이나 신소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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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

님께서는 새로운 공법 개발이나 신소재 적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공법, 새로운 소재를 이용 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 

되면 굉장히 좋지요. 우리나라는 지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일

본을 많이 참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가져 올 때도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다시 재편을 

한다든지 다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건설 쪽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는 데 굉

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고, 대량의 피해가 발생 하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크기에 

공법들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나 아니면 기존

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9. 국내 건설 분야에 있어서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이나 설계방

법들의 적용 과정같이 목표 성능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도별로 80년대에 6층 이상 건물, 90년대 중반에 토목 

구조물, 2000년대 들어서 3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적용이 되고 난 뒤에 설계하고, 

시공이 된 구조물들은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이나 

건물들은 빨리 제대로 돈을 들여서 보강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지하철 1호선, 도시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법이 

시행되면서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을 시행을 해오고 있고,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국토교통부의 분산 공유형 건설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6개 실험센터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연구 사업

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분산 공유형 건설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줄여서 

KOCED라고 하는데요. 사업은 1970년대 말에 세계 건설시장

의 7%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건설 산업이 2,000년대 들어서면

서 3%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좀 개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보니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가 부족하다고 하여 국토부에서 매우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에 

6개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명지대학의 하이브리드구조실험

센터와 KAIST의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에 굉장히 큰 원심분

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명대학에 첨단건설재료실험센

터, 전북대학의 대형풍동실험센터, 전남대학의 해안·항만실

험센터 6개의 센터가 1단계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

니다. 현재 6개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건설연구 인프라 운영

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 되어서 서울대학의 극한상태 구조

특성 실험센터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토지주택공사의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평가실

험시설, 이외에 2단계 6개 센터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아마 

한 2018년 정도에는 총 12개의 센터로 건설관련해서 건축, 토

목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운영되어 기술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국내 내진설계 발전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가 향 후 추진하시고자 하

는 계획이나 발전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 근본적으로 저희 센터의 의의는 장비가 없어서 실험을 못했

던 게 가능해진거고요. 지진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거든요. 

복잡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이런 실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을 보면 거의 세계 탑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장비들을 이용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KOLAS라고 하는 

실험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인증시스템을 저희들이 진

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OLAS 인증기관이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에 내년 연말정도 되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고성능 

진동대가 설치가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UAE에 원전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원전 관련 기기 검증 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

계의 내진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들과도 어깨를 나란

히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센터의 13명의 

직원들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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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가 잘 나오게 되고 성과가 

잘 나와서 주위의 인정을 받으면 또 더 잘 하게 되고. 어쨋든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은 저희 센터가 마련을 했으니, 여기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빨리 자기가 좋아하

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3. 구조물내진설계 경진 대회을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

경이 궁금합니다.

- 처음에 출발은 우리 센터가 만들어 졌을 때 영국 문화원에

서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왔었어요. 아무래도 

지방이고, 우리 센터 출범이 2009년도 6월 3일인데 바로 7월 

달에 행사를 하자고 하니 참 부담스러웠죠. 서울에 현대건설기

술연구소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업이니 좀 곤란

하다고 해서 우리 센터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이나 

절차를 시작한 것은 그쪽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나름대로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희

망한다면 중고등학교도 참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사때 김포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비행

기 타고 직접 와서 참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4.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에 대하여 

-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초고층 건물의 내

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대학

원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는데, 일단 주체는 대학생들입니다. 

올해는 24팀이 설계안을 냈고, 예선을 거쳐서 본선 진출 팀을 

가리고, 대회 첫 날 이곳에서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다고 발

표 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고 나서 오후 

2시쯤 우리 진동대 위에 설치를 하여 내진실험을 합니다.(흔들

게 되겠죠.) 가장 오래 살아남는 팀이 점수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설계가 잘되었다고 하면 그쪽에도 점수를 주고요. 

발표 점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하여 등수를 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장관상 2개가 걸려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는데 장관상

을 받는 팀은 대만에 국제 대회가 있는데, 그 경비를 센터에서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15. 현재 실험 장비들이 있는 곳에 왔는데요. 이 실험 장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Shaking Table이라고 하는 진동대입니다. 지진이랑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죠. 이 장비 위에 구조물이라든지 시료를 올려

두고 인공지진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진동을 주어서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인터뷰 진행: 정민경 리포터

* 촬영 및 편집 : 박수진 연구원

강철보다도 강도가 훨씬 높고, 나일론보다도 신축성이 뛰어난 

물질, 바로 거미줄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가볍고 단단한 방탄

복, 케이블 등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생체적합성이 뛰어나서 

상처의 봉합이나 인공장기 개발 등, 의료용으로도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용한 거미줄은 대량 생산하려

는 노력은 있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서 거미줄을 모사한 인공생체섬유를 

개발하신 분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KAIST 기계

공학과 유승화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과 실험실에서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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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구실은 분자동역학에서부터 연속체역학까지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합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나노스케일

인데요. 소재 자체가 나노스케일이던가 아니면 소재 안에 있는 

미시구조가 나노스케일인 그런 소재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래핀, 금속률, 나노 와이어, 철의 미시

구조 그리고 나노소재를 인클루젼(Inclusion)으로 박은 복합소

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소속 연구원들과 함께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거미

줄을 모사한 인공생체 섬유”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개발과정

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미국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한국에 

와서도 약 2년 정도 했던 연구인데요. 논문 소개에 나와 있듯이 

실험과 이론을 결합 한 연구입니다. 공동 연구팀이 세 팀으로나

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 연구팀은 박테리아에 유전자 조작 통해 

거미줄의 단백질을 생성하게 하는 팀이고, 두 번째는 생성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합성섬유를 프로세싱하는 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속해있던 연구 그룹인데, 그 과정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사하여 - 예를 들어 거미줄 단백질의 아미

노산 시퀀스나 길이를 조절할 때 어떻게 기계적인 성질이 바뀌

는지 - 모델링했던 게 저희 연구였습니다. 제가 혼자 한 연구는 

아니고 매우 많은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 연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3.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 

cations)' 2015년 5월 28자 온라인 판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금까지 이런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생체섬유

를 인공적으로 개발한 연구들은 있었는데요. 저희처럼 실험과 

이론을 결합을 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를 합성해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

립니다. 저희 연구는 그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시퀀스를 조금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단백질 분자 길이를 바꿔가면서 기계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합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실험에서 몇 달씩 걸리는 

과정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모델링을 해보고 그 중에서 성질이 

좋을 것 같은 것만 뽑아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고요. 

실험이 안 된 것은 왜 실험이 안 되었는지 모델링을 통해서 그것

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실제 거미줄과 교수님이 모사한 인공생체섬유가 어느 정도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건가요?

- 우선 논문에 발표된 것은 실제 거미줄에 비해서 강도는 

10분의 1밖에 안되고요. 신축성은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현재 생성된 거미줄을 실제 거미줄이랑 비슷한 수준의 기계

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요. 다만,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식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야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미줄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기계적 성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이해를 했으니, 앞으로 실제 

거미줄의 강성과 신축성을 조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교수님의 주 분야가 나노재료모델링이라고 들었습니다. 나

노재료 모델링에 대해서 보면 국내와 해외에서의 동향은 어

떨까 궁금합니다.

- 나노재료 모델링을 하려면 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지식은 양자역학 기반으로 나노 스케일에서

의 전자구조를 보는 게 될 테고, 제가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스케일이 크게 고전적인 분자동역학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에 와서 외국과의 차이를 느꼈던 건 외국에서는 학문 간의 경계

가 전혀 없어서 물리학과 교수, 재료학과 교수, 기계공학과 교

수가 매우 잘 연합을 잘 해서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과별로 장벽이 있으니까그런 방면에 공동 

연구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소재가 나노라고 

해도 이것을 전부 원자 하나하나씩 모사를 하려면 컴퓨터가 

굉장히 커야 하거든요? 국내도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슈퍼 컴퓨터 클러스터를 확충하는 노

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노스케일에서 계산된 결과를 

기반으로 조금 더 큰 스케일과 더 긴 시간을 모델링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물리적 현상의 스케일을 연결할 수 있는 모델링에 

대해서도 아직 국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스케일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정량

적으로 많이 맞출 수 있는데 아직 나노 쪽 시뮬레이션의 경우에

는 정량적으로 숫자까지 다 맞추기는 어렵고, 대신에 정성적으

로 트렌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물질이 

이 물질보다 강도가 더 강하다 이런 것을 실험을 안 해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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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나노 쪽은 아직 정성적으로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정량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6. 여러 가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과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저희 문제점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실제 거미줄이 아주 

많은 단백질들이 결합되서 나오는 게 거미줄 섬유거든요. 그런

데 한 단백질의 길이가 자연계에서 100이라고 하면 저희가 박

테리아에서 만들 수 있는 길이는 그것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더 긴 단백질을 만들

려고 하면 자꾸 박테리아가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은 자연계 수준으로 긴 단백질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저희가 거미줄 합성을 할 때 단백질 용액의 

농도라던가 합성되는 온도, 산도(pH)를 변화하면서도 해야 하

는데 그런 많은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한 번도 테스트

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좀 더 인공 

거미줄을 최적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후속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7. 교수님께서는 학부까지 한국에서 하시고 유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부만 마치고 유학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

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서는 어떠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저는 유학을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유학 가서 학교

에 입학하는 날이 태어나서 미국을 처음 가본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학을 어디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KAIST의 지원 

기간을 놓쳐서 어쩔 수없이 유학을 열심히 준비하게 돼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고 이런 서류들을 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서류만 제출해서 받아주면 좋고, 이런식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우연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지만 아마 지금 준비하

고 싶은 학생들은 저보다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대학원에서 

개별연구도 하면서 이게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미국에서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거든요. 5년

에서 7년씩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연구실도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생각 없이 교수님이 사람이 좋아보여서 

들어갔는데,막상 3년 일하다보니 나랑 맞지 않고 재미도 없으

니까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4년

차 시작할 때 다른 연구실로 옮겼는데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마음도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은 학부

처럼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서 KAIST도 충분히 외국만

큼 연구역량이 올라간 부분이 많고하니 학부 때 대학원에 가서 

인턴으로 몇 달씩 일해보고 이게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어떤 

일이 하고 싶은지 스스로 피악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예전에는 등록금도 자기가 내고 월급도 못 받고 다녔는데 

2000년대초반부터 점점 좋아져서 KAIST 학생들은 등록금도 

안내고 월급도 살 만큼은 주거든요. 미국보다 월급이 조금 작기

는 하지만 대학원생 생활은 점점 미국 수준에 근접해있고요. 

미국의 아주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면 한국의 좋은 학교를 

가도 연구를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말 선진 학문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현재는 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자기가 

조금 오픈마인드가 되고 경험의 폭을 다양화한다는 것에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미국 매사추세스 공대, 플로리다 주립대, 터프츠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인공 생체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동연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된 것인가요?

-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연구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보스턴 대학과 MIT, 터프츠 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때 MIT에 속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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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대학은 전부 보스턴 안에 있기 때문에 2~3주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하는 게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으로 오고 거기에 있던 또 다른 제 공동연구자는 플로

리다 주립대 교수로 옮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화상(채팅)

으로 만나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컴퓨터가 

좋으니까요. 굳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화상채팅만으

로도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이메일로 교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만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굉장히 

정제된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야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공동연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 거미줄을 모사한 인공생체 섬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으

로 제작이 돼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활용 가능한 분야나 제품이 있으신지? 또한 제품화 계획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건지요?

- 지금 단계로서는 초기 단계니까 제품화를 논하기는 이르지

만 몇 가지 활용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거미 실은 

우선 가장 좋은 점이 생체 적합성(Biocompatibility)이 있는 건

데요. 예를 들어서 외과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다시 그 실밥을 풀어서 빼야하는데 거미줄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부작용이 없고, 그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 

거미줄의 성능을 튜닝해서 외과용 봉합 섬유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 장기를 개발할 때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지지대

(scaffold)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합니다.

10.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한 인공생체섬유는 거미줄 모사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을 가진 생체섬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거미줄 이외에도 어떤 특징의 생체섬유개발을 고려하

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거미줄 외에도 사실 인공생체섬유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생체섬유

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없고 이태리에 있는 연구팀이랑 거미줄 

안에다 탄소나노튜브에 그래핀같은 나노신소재를 결합해서 기

계적 강도를 높인다든가 전기전도성을 가진 생체섬유를 개발하

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론과 모델링을 하는 연구실

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체 섬유나 이런 섬유들, 고무 같은 게 

다 폴리머소재거든요? 폴리머소재에 나노스케일의 강화소재

를 넣었을 때 기계적 성질이나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고 

왜 변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 컴퓨터 모델링적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 그럼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 저희 연구실은 아무래도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고, 주된 연

구 틀은 분자 동역학이라고 원자스케일과 나노스케일의 다이나

믹스를 보는 게 저희 연구의 주된 툴입니다. (연필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우개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재를 정하지 않고, 저희가 관심 있는 소재를 

연구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금속 유리입니다. 

금속으로 되어있는데 원자 배열이 유리처럼 되어있는 소재에 

방사능을 쬐었을 때 기계적 성질이 변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새로운 소재인 그래핀의 기계적 강도나 

스핀특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노복합소재, 나노소재 합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성이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 교수님께서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물리학과

를 졸업한 후 기계공학과 교수로 오셨습니다. 물리학과가 

아닌 기계공학과 교수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또한 

물리학과 기계공학이라는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사실 그렇게 학문적이거나 거창한 계기는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물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

안 물리과 실험실에서 일했는데 연구 분야가 저랑 잘 안 맞아서 

대학원 4년차 올라가면서 연구 분야를 바꿨습니다. 바꾼 연구

실이 기계공학과 교수님 연구실이었는데 그래도 학위는 물리학

과 학위로 나왔고요. 막상 연구는 재료공학 쪽으로 했는데 그냥 

지도교수님이 기계과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기계과 교

수로 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학과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치는 것 말고 연구측면에서는 딱히 제가 

물리학과 박사 출신인데 기계과라고 해서 다른 교수님들에 비

해 더 많은 융합연구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제가 교육을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물리학과에서 개발된 지식이나 

방법론을 재료공학이나 기계과 연구할 때 적용하거나. 그 반대

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이랑 공동

연구하고 대화하는 데 소통이 좀 더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

다.

13. 인터뷰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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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 같습니다. 연구실에 지원하실 학생이 있다면 미리 어

떤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가 하는 조언이나 혹시 희망하

시는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 우리 연구실이 물리학과나 재료과, 기계과 세 가지 학과의 

배경지식이 모두 다 필요한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학부 때 깊이없이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한 전공을 공부

해도 심화과목을 다 들으면서 깊게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의 심화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을 기초로 대학원 확정하는 것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올 학생들은 전공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수학이나 물리적으로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때 저도 연구

실도 옮기고 대학원 생활이 학부 졸업하고 박사 딸 때까지 5년

에서 7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우관계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

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공동연구 할 수 있는 발판도 됩니

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

습니다.

 * 보도자료: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506/e20150

601112408117800.htm

* 인터뷰 진행: 정민경 리포터

* 촬영 및 편집 : 박수진 연구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초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주최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DRC)”가 지난 6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세

계 각국의 유명한 로봇들과의 경쟁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휴

보가 최종 우승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인터뷰

에서 만나 보실 분은 바로 이 휴보를 직접 조정하신 카이스트 

허정우 박사님(KAIST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입니다. 그럼 

박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승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DRC)가 어떤 대회인

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원전 사고가 그렇게

까지 큰 사고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봇

이 들어가서 밸브 하나만 잠갔어도 그렇게까지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로봇공학자들

이 많은 실망을 했죠. 인류에게 큰 재해가 났을 때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는 가라는 고민으로 생겨난 대회가 

로보틱스 챌린지입니다.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 모아놓고 

정말 인류에게 필요한 재난 구조용 로봇을 만들어보자는 대회

입니다.

2. 대회 당일에 바닥의 경사도 때문에 많은 팀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고 들었어요. 휴보의 경우 별 탈 없이 잘 적응을 한 것 

같은데, 특별한 비결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 저희도 처음 갔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바로 전날 

알았거든요. 경사도가 큰 곳은3도까지 났는데, 저희도 이미 대

비를 해놓긴 했었어요. 경사길을 걷는 것을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거보다 더 주요했던 요인은 저희가 바퀴를 달았기 때문에(어

떤 사람들은 반칙이라는 얘기도 있긴하지만) 저희가 2족 보행

을 하면서도 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트랜스포머 형태를 유지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걷는 것도 

사실 다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정

말 끝에 갔을 때는 다 걷긴 했어요. 경사도가 제일 심한 부분 

그 테스크 근처가 3도까지 나는데, 거기선 다 걷긴 했는데 그래

도 다른 팀의 2족 보행만 한 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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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대회는 이전 대회하고 달리 안전가이드와 외부 전원 

없이 치러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는 안타까운 동영상을 봤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이

나 어려운 미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선이 없다는 점이 로봇한테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로봇

이 한 대가 몇 억씩 하고 정말 고가의 로봇들인데 안전선 없이 

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몇 억짜리가 날아가니까요. 저희도 작년

만 해도 절대 안전선을 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선 없이 해야 한다고 예

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오준호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이 ‘외줄타기를 할 때 바닥에

서 1m나 30cm높이에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고층빌딩에 

있으면 절대 하지 못한다. 거기를 실제로 올라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연습할 때도 저희는 항상 

안전선을 빼고 옆에서 사람이 잡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4. 1일차 때 구멍 뚫는 미션에서 실패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이 많았을 거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저희가 연습했던 드릴의 팁이 있는데, 그 팁보다 실제 대회 

때는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 근처에서의 

마진을 많이 놨으면 됐는데, 거기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요. 비전 인식을 해서 벽 근처에서 드릴을 들다가 너무 가까이 

서는 바람에 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다음에 다시 드릴을 들고 

도전을 하긴 했는데 1cm를 못 깎아가지고 실패를 하고 5위를 

했죠.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었

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조건 만점을 할 작정으로 갔는데 

좀 아쉬운건 있어요. 그 첫 번째 날 못하는 바람에 두 번째 날 

너무 안정적으로 해야해서 더 멋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없었습

니다.

5. 이번 대회 때 세계의 유명한 로봇들이 거의 집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또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로봇들이 있다면 어떤 로봇이 

있다면 어떤 로봇이 있 었는지 궁금하네요. 

- 참가하는 팀들 모두가 정말 경쟁력 있는 팀들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 다 있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참고를 하

는 논문들, 그 논문들의 저자들이 출전을 한 거에요. 저희에게 

연예인 같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출전을 

하니까. 특히 일본팀도 마찬가지고 IHMC, Tartan Rescue, 

CMU 등 무시할 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로봇이 신기했어요. 일본 로봇기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저희 교수님께서는 로봇 하드웨어 자체를 봤을 때 

그 기술이 뚝뚝 묻어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정말 

신기한 창의력이 많고 기술이 뚝뚝 묻어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

고요.

5-1.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 거기 들어가는 센서들부터 해서 구조물까지, 실제 일본 팀

들이 대회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적을 떠나

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보면 정말 특이하게 창의적이다라고 생각도 했고, 2등을 했던 

IHMC 경우도-로봇은 IHMC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것은 아니

지만-워킹 알고리즘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팀은 두 번 넘어

짐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팀에 칭찬을 많이 해요. 저희도 2족 보행을 했지만 2족 보행

이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저도 그 팀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많은 분들이 휴보를 직접 조종을 한다고 하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로봇과 

많이 떨어진 로봇컨트롤 센터에서 로봇에 부착된 비전 영상

을 보고 조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선통신이 

사용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제어 방법이 되는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 화성에 로봇을 보내 놓고 그 로봇을 컨트롤하는 거랑 똑같

다고 보시면 되요. 재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난 환경에서 그 로봇의 통신이 자유자재로 되지 않겠죠? 약간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로봇을 컨트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오퍼

레이터 즉,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500~600m정도 떨어진 

공간에 있고요. 그 안에서 로봇이 보는 영상이나 레이더 이런 

것들을 받아서 쓰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실제로 로봇 스스로가 하는 것들이 있

고, 사람이 커맨드만 날려줘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을 제어하는 쪽에서 통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키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그것에 집중을 많이 

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에서 사람이 빠르게 

판단하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로봇만의 인공지능으로 자

기가 알아서 할 것인가하는게 그게 이번 대회의 큰 이슈였거든

요. 그런 것들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오토노머스

(Automomous)와 텔레오퍼레이팅(Teleoperating)의 중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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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단계, 통신 기술이라던가, 텔레오퍼레이팅만 해도 연구해

야 될게 너무나 많거든요. 시뮬레이션 환경도 만들어야 하고. 

실제 어떤 팀은 아예 가상공간을 만드는 기계를 쓰고서 한 사람

이 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한 팀도 있고요. 방법은 워낙 다양하

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단계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7. 많은 분들이 이번 대회를 보고 로봇들의 동작이 너무 느리다 

둔하다. “생각보다 이렇게 느리고 둔한가?”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로봇을 무선으로 조정하느냐 

아니면 로봇이 알아서 조율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둔하다 느리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로봇은 상당히 빠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DRC휴보를 개발

하기 전에 개발됐던 휴보 같은 경우는 뛰기도 하고,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DRC 휴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더 힘이 

세고 느리게 만든거에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대회에 

맞게 느리게 한거죠. 다른 팀들도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재난상황이랑 똑같아요. 어떠한 시간 안에 인간이 들어

갈 수 없는 공간에 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동 하나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건 그 미션을 무조

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해버리면 빨리 움직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밸브 하나를 잠그더라도 제대로 잠글 수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을 고려를 안 하고, 실제 

대회에서는 만점 중에서 동점자들 중에 시간이 빠른 팀이 상위 

랭크를 했지만 그래도 미션점수가 높은 팀이 더 상위에 있습니

다. 그만큼 많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8.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반자동적

으로 로봇이 알아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휴보는 어떠한 부분에 반자동으로 미션수행기능

이 있나요?

- 지령(Command)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어떤 문을 여는 

테스크가 있다고 하면 “저 쪽에 문이 있다. 저 쪽에 문이 있으

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라”라는 명령을 줘요. 명령을 

주면, 로봇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알아서 가죠. 간 다음에도 

“이 근처에 문이 있으니까 문을 찾아서 열어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로봇이 그 부분을 확대해서 스캔을 하고, 문의 

손잡이를 찾고, 자기가 알아서 동작을 해서 문을 열고 지나갑니

다. 이 동작에는 많은 자율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문을 

당기다가 고장이 났을 때 풀었다가 다시 잡는 동작부터 해서 

바람이 올까 봐 손을 이렇게 밀면서 가는 동작, 실제로 잡았는

지 안 잡았는지 힘의 세기 조절부터 그 모든 것들이 로봇 스스로

가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어라, 

저 쪽으로 가라, 저 쪽에 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사람

이 훨씬 빠르니까 그런 것을 사람이 지시하는거죠.

 

9.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팀들이 움직였는데, 100차례이상 

연습을 하고 전지훈련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연습과 실제 

경기와의 차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

데 어땠나요? 

- 상당히 많았죠. 대회전에 저희가 한국에서는 실제 저희 연

구실과 200~300m정도 동떨어진 곳에서 무전기로 웬만하면 

대화도 안하고 실제 대회처럼 만들어서 거의 1달 정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4~50번 정도를 목표로 했었고요. 그 

후 라스베가스에 있는 UNLV대학도 저희 휴보를 가지고 가서 

대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팀이랑 같이 연습을 했어요. 왜

냐하면 라스베가스랑 LA랑 거의 붙어있는 위치이니, 기후적응

도 하고, 한 2주정도 먼저 가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전략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보다 출발이 늦었는데도 불구하

고 UNLV팀한테 보고 배울 점도 있었고,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하고 달랐던 부분은 

첫 날 드릴이 부러졌던 것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드릴

이 특히 좀 달랐어요. 드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굳이 이

렇게 놓을까 그냥 편하게 놓겠지?” 했는데, 드릴도 벽에 가까

이 놓여 있고, 드릴도 2개이고, 4개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놔서 약간 고생을 했어요. 다른 것은 바닥 경사도가 3도 이상까

지 떨어졌다는 거 그런 것들 말고는 저희가 예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더 눈에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완을 

해야 할 점이 보였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 보완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던 2등을 했던 2족 보행을 했던 팀. 저희는 바퀴를 

구성했기 때문에 2족 보행도 하고 바퀴도 사용했어요. 첫 날 

5등을 하지 않았고 만약 점수가 좋았다면, 둘째날은 바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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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무조건 다 걸어서 하려고 했어요. 2족 보행을 하는 

사람들은 2족 보행 로봇에 약간 자존심을 걸어요. 바퀴를 사용

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둘째날

에는 바퀴로 안하고 싶었어요. 다 준비가 되어있었거든요. 그

런데 그걸 못 보여준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만큼 2족보행이 

어려운 기술이고, 우리나라 기술에 있어서 2족 보행 로봇에게

는 발전할 부분이 많죠. 미국의 IHMC라던가 네빌슨, 혼다 아시

모같은 그런 로봇들처럼 2족 보행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1. 휴보 외에도 한국의 많은 로봇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로봇 수준이 한국 로봇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외국에 비해서 크게 

확장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한것도 외국의 로봇 

역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 있지만, 저희가 1등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팀이라도 

1등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로봇 산업

의 기반이 많이 다져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보가 세계 1등처

럼 최고의 로봇이어서 잘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반이 조금씩은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된 거라서 많은 또 

다른 팀들이 한국에서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서

울대 팀도 그랬고, 로보티즈 팀도 그랬고, 똘망이나 데니스 홍 

교수님 팀도 그렇고, 휴보를 가지고 나갔던 UNLV팀도 한국 

팀이나 다름없거든요. 수많은 로봇 팀에 속해있는 한국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산

업이 그만큼에 못 따라온다는 부분이 아쉽긴 해요. 로봇을 전공

해도 휴머노이드라던가 이런 로봇만을 전공해서 갈 수 있는 

대기업도 많이 없고, 취업을 하더라도 로봇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오히려 응용분야로 많이 가거든요. 저는 휴머

노이드와 2족 보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2족 보행을 

연구하는 곳이 졸업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정책적으로든, 기

업의 이윤적인 면에서든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

려면 나라에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저희도 2족 보행의 사명감, 로봇에 관한 사명감,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더 클 수 있겠다”하는 

사명감으로 DRC에 참가를 했거든요. 이제는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12.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한국의 로봇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

는 계획이나 연구 방향이 있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연구 방향성이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 연구쪽으로 먼저 말씀 드리면, 저는 2족 보행에 대한 성능

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공개를 했던 산을 두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잠이 안 와요. 저도 박사 과정을 

하면서 2족 보행을 계속 했고, 휴보의 걸음을 몇 년 동안 연구 

해왔는데, 그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점점 더 뒤 처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급하고, 저희 교수

님도 마찬가지고 2족 보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을 

거에요. 그런 로봇을 무조건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은 다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분야일 뿐이고요. 레인보우라는 

회사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2족 보행뿐만 아니라 산업

적으로도 실제로 팔 수 있는 로봇, 실제로 실용적인 로봇, 일반 

생활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 2족 보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요.

12-1.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로봇들이 있나요?

- 레인보우라는 회사에서는 이미 서비스 로봇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서비

스 로봇들이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청도 너무 많고, 

여태까지 저흰 2족 보행을 전문으로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을 

베이스로 한 서비스 로봇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구상 중에 

있고요. 일단 사업적인 측면과 비즈니스 모델도 세워보고, “이

런 로봇을 만들면 팔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

다.

13.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휴보의 또 다른 챌린지가 있을

까요?

- 휴보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특히 2족 보행 로봇

은 카이스트 휴보 랩에서 오준호 교수님을 필두로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저도 거기에 일부가 돼서 같이 2족 보행에 대한 연구

를 계속 진행 할텐데. 결국 2족 보행이거든요, 2족 보행뿐만 

아니라 모션, 비전 센서등 해야 할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번 DRC를 통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배웠고, 저희도 "아,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

분들, 비전과 같이 통합해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고 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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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같은 곳을 걸어 다니고, 2족을 하든 4족을 하든 정말 빠르

게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내는 그런 멋진 로봇을 만들어 보여 

드려야 되는데...

14. 로봇 분야에 많은 지망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연구실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라 던지 그런 부분이 있을

까요?

- 조건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카이스트 기계

공학과에 진학을 한 케이스인데, 카이스트에 진학을 하고 기계

공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면접도 보고 다 하죠. 그런

데 그 이후에는 각 연구실 별로 보통 대학원처럼 들어가기 때문

에, 연구실 별로 선택을 해서 교수님들께 인사를 하고, 저희한

테도 인사를 하고. 또 사람이 경쟁률이 있어서 많이들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플랫폼을 같이 만들거든요. 특히 레인보우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모든 전자 부품 설계, 센서, 하드

웨어 설계,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비전 등을 전부 다 저희

가 했어요. 그리고 휴보 랩 출신 박사님들이 거의 다 교수로 

계시는데, 로봇에 필요한 여러 방면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만능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여태까지는 그런 특징이 있

었어요.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알고리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 

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고 있어요. 레인보우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플랫폼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많이 됐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 플랫폼

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연구, 조금 더 다방면의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진행: 정민경 리포터

* 촬영 및 편집 : 박수진 연구원

오늘 인터뷰를 해주신 최승복 교수님(인하대, 기계공학과)은 

2004년 영국기계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으로 서면 취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부동 피스톤을 이용하여 상하운동에 따라 

오리피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제안하

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스마트재료 시스템제어 분야에

서 400여 편이 넘는 SCI 국제논문을 게재하시고, 18권의 관련

서적을 영문으로 저술하는 등 활발히 연구를 하시고 계시면서

스마트 재료 및 지능시스템 연구 분야의 탁월한 학문 업적을 인정

받아 미국기계학회(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에서 수여하는 ‘2015년 적응구조물 및 재료 시스

템분야 최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스마트

재료와 지능시스템 분야의 연구업적과 저술, 국제학술대회 활

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한명을 시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모두 12명의 후보가 추천됐으며, 아시아권에서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이번 수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 다시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연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 또한 오래전에 인터뷰를 한 후 다시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토픽을 수

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술용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햅틱마스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다

른 연구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연구실에서는 스마트 유체인 

MRF(Magneto-Rheological Flu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

봇수술에서 의사가 햅틱마스터의 조작을 하면서 수술 중 발생

하는 힘 혹은 토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로써 기존의 서보모

터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주며 또한 아주 미세한 

인체조직의 힘을 구현할 수 있어 로봇수술을 위한 의사의 훈련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

다. 또한 우리연구실에서는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고온에서의 

유량제어밸브개발, MRF를 이용한 어린아이의 카시트의 충격

완화장치 개발, 건설기계장비의 충격완화용 MR댐퍼개발등 다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163

양한 연구 토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미국 기계학회(ASME) 스마트 재료 및 지능시스템 연구 분

야에서 2015년 최우수연구자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소감

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 30여년간 스마트구조물 및 제어시스

템에 대하여 한 우물을 깊게 판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연구자로써 매우 기쁘고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다. 이 상의 수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400여편의 

SCI논문을 발표하고 각종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활동 그리고 

국제저널의 편집위원활동을 통하여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더욱 보람찬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은 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Laboratory”를 졸업한 석사 130여명, 

박사 35명이 함께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

다. 본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연구실을 졸업한 모든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오늘의 이 수상을 돌립니다.

3. 선정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이 상은 특정한 논문에 대한 상이 아니고 Smart/Adaptive 

Structure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에게 미국

기계학회(ASME)에서 매년 1명씩 선정하여 주는 상입니다. 따

라서, 상의 이름이 "ASME 2015 Adaptive Structures and 

Material Systems Award"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12명이 

추천되어 서류평가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제가 선정이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수상자는 매년 개최되는 

"ASME SMASIS (Smart Materials, Adaptive Structuresand 

Intelligent Systems)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Magneto-Rheological Fluid Technology 

in Korea: Material Characterizations and Applications" 이

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23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SMASIS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4. 연구 진행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 저는 “당신의 취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언제나 “저의 

취미는 연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진

행중 어려운 점을 만났을때가 가장 기쁘며 이를 해결하였을 

때 두 번째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동안 어려운 

점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어려운 점의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과 Brain 

Storming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은 저 혼자 약 

1주일간 수많은 해결책에 대한 상상(?)을 하여 해결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상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나머

지와 비현실적인 방법은 미래연구를 위하여 연구노트에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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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둡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들이 5년후 혹은 10년후에는 실용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논문의 경우 홈페이지(www.materic.or.kr)확인이 

가능합니다. 

5. 2012년 발표한 논문 ‘최대 토크 및 구속공간을 갖는 MR브

레이크의 선정’은 2012년에 최다 인용논문 50선에 선정되

기도 했는데요. 이 논문에 대한 소개와 독자들에게 인기 있

는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본 논문은 IF=2.5인 SCI 저널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에 발표된 것으로 각종 수송시스템의 브레이크를 

MRF를 사용하여 설계할 때 기존 브레이크와 호완이 될 수 있도

록 토크 및 장착공간을 구속조건으로 하여 최대한 가장 작게 

(compact) 설계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속

조건으로 잡은 장착공간을 유지하면서 각 브레이크에서 요구되

는 최대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적설계 연구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실용성이 높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

니다. 

6. 교수님 발표되는 논문마다 국내외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각광받으시고 계시는데요. 올해 1월 ‘스마트 재료와 구조’

저널에서 발표한 ‘2014년 하이라이트 논문 23선’에 ‘정

밀 제조장비의 진동제어를 위한 세 개의 새로운 작동기 

실험’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대한 소

개 부탁드립니다. 기존 논문과 어떤 점이 추가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과

제로 기존의 반도체장비 및 노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진

동을 줄이기 위해 MR댐퍼와 공기댐퍼를 함께 사용한 연구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정밀도가 요구되는 대형 

반도체장비에서 모터의 작동이나 작업자의 걸음걸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과도진동을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MR

댐퍼를 설계한 후 실험을 통하여 진동제어효과를 입증한 논문

입니다. 공기댐퍼만을 이용한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진동제어 방법으로 약 30%의 진동감소 향상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진동의 크기를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나타내어 진동크

기를 직접 비교하였습니다. 실제 반도체장비에 MR댐퍼를 적용

하여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인 실용적 논문이기 때문에 2014년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관련 산업체

에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 가 매우 많다고 판단합니다.

7. 이 외 영국기계학회 학회지인 ‘기계공학과학학술지’에 게

재한 ‘세탁기용 MR댐퍼의 최적설계’는 2014년 12월에 

발표된 ‘가장 많이 읽힌 논문’ 50선에 뽑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논문에 대해서도 궁금합

니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본 논문에서는 드럼용 세탁기의 진동저감을 위하여 MR댐

퍼를 설계한 후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진동제어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MR댐퍼 설계 시 기존의 세탁기 

댐퍼의 크기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MR유체가 들어가

도록 하고 기존댐퍼 사이즈보다 10%의 볼륨증가라는 설계구

속조건을 가지고 최적설계기법을 통하여 MR댐퍼의 전극, 유로

길이 등을 결정한 내용이 많은 연구자나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세탁기 

댐퍼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빨래모드와 탈수모드에서 간

단한 제어로직으로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세탁기 댐퍼의 제작단가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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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님께서는 논문을 집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

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가령 사실(fact)위주의 논문, 

미래지향적 논문, 결과 데이터를 중시하는 논문 등 어디에 

중점을 두시나요?

- 사실 논문작성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토픽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저의 연구토픽 

결정에는 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철학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내용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 즉 연구내용의 독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철학은 현재 하려고 

하는 연구내용이 기존 연구방법에 비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

는지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연구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내용이 미래지향적이며 실현가능한 것인지 

철저히 검토한 후 연구를 시작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면 

연구의 독창성, 연구내용의 미래지향성, 그리고 연구결과의 타

당성 등이 매우 뛰어나 논문의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가끔씩 연구내용이 너무 철학적이라 적당한 심사자가 없

어 논문이 되돌아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9. 그동안 스마트재료에 관한 ‘압전 전동기를 이용한 제어시

스템’ 등 3권의 영문판 전문서적과 7개 영문판 전문서적의 

챕터저자(Chapter Contributor)로 참여하셨는데요. 미

국의 출판사는 2번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출간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원생을 위한 교재나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참고문헌으로 유용하게 활

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특히 한국과 비교하여 영문으

로 책을 편찬하실 때 힘든 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

까요? 또한 총 18권을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예, 맞습니다. 전문서적을 외국출판사에서 출간하려고 하

면 첫째 저술하고자 하는 책의 간단한 요약서와 목차를 보내면 

출판사 자체에서 독자들의 흥미도등을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이를 통과하면 저술하고자 하는 책의 제목, 목차, 

샘플 챕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서적들과의 비교검토, 

그리고 저술하고자 하는 책의 마켓팅 범위까지 들어가는 자세

한 Book Proposal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판사는 이 프

로포잘을 관련분야의 전문가 5명에게 보내어 심사를 하고 그 

심사평에 따라 책의 출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5명중

에 2명이상이 좋지 않은 심사평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책의 

출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경우는 

모든 심사자의 심사평이 좋아 책을 출간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

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 중에서 대표적인 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iezoelectric Actuators : Control Applications of Smart 

Materials (ISBN : 978-1-4398-1808-4), April 2010, 

Taylor & Francis Group CRC Press,  Boca Raton, FL, 

USA

2. Magnetorheological Fluid Technology : Applications in 

Vehicle Systems (ISBN : 978-1-4398-5673-4),  November 

2012, Taylor & Francis Group CRC Press, Boca Raton, 

FL, USA 

첫 번째 책에서는 압전작동기 (Piezoelectric Actuator)를 이

용한 각종 응용시스템이 모델링방법에서부터 실험제어까지 자

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선박용 능동마

운트에 대한 연구내용, 유연한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잠수함구

조물과 같은 Shell 구조물의 공기중 그리고 수중에서의 진동 

및 소음제어결과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MRF를 이용한 자동차 분야 

응용시스템 책 중에서 바이블이라고 불리정도로 매우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제어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쇽업서버에서부터 연료절감을 위한 햅틱장치에 이르기까지 새

로운 개념의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이 소개되어 동적모델링, 

제어기법, 실험적증명등이 제시되어 실무에서 연구하는 관련

분야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문헌이 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대학원 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연구자들에

게 참고문헌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책을 저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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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한글로 하는 것의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의 

목차가 정해지면 내용을 준비하고 그 내용에 따라 논리적으로 

책을 써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다 작성 후 출판사로부터 교정이 올 때 문법을 비롯한 

표현 방법에 있어 비교적 많은 부분의 수정이 온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향 후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나 연구진행 방향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연구보다는 티칭(teaching)을 좋아합니다. 학생

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설명하는 이해하고 이해

한 것을 응용하여 자기만의 문제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논문 

작성하는 것 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인하대학교 제 1회 학생이 추천하는 명 강의상등 강의와 

관련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쓰는 

교재는 모두 외국인이 저술한 책으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아 강의하는 것이 어려워 지난 10여년 동안 학부학생용 교재

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재용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습

니다. 따라서 저의 향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용 “자

동제어” 책과 “메카트로닉스” 책을 영어로 저술하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독창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재가 되어야겠지요.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책의 완성을 상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11.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

니다.

- 어느 특정한분야를 처음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하고 있는 연구분야가 진정으로 

흥미있고 나의 미래에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야인지 분명

히 판단을 한 후 연구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학위취득

만을 위하여 별로 관심도 없는 분야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바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슬픈 일이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24시간 같이 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으며 어려움과 지루함을 느낄 사이

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지하여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겠지만 틈틈이 

교양서적 및 자기개발서적을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특히 공학

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인문사회계의 지식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며 또한 그들 분야와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

니다. 보다 많은 독창적인 공학문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활용하

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할 때 많은 양의 독서가 여러운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늘 MVP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면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Mission, Vision, Passion의 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질문 및 편집: 박수진 연구원

오늘 인터뷰는 뮌헨공대(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에

서 인간과 로봇 상호 작용 (Human-Robot Interaction), 로봇

학습(Machine Learning)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이동희 교

수님입니다. 교수님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의 

Yoshihiko Nakamura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는 독일의 뮌헨공대 조교수로 재직중이십니다. 로봇분야의 흔

치 않은 여성과학자이기도 하고, 일본과 독일에서 다년간 로봇 

연구를 해오시면서 다수의 로봇관련 논문을 발표 하셨는데요. 

로봇연구와 해외연구환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주실 이

야기가 많을거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로봇연구와 생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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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과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 저는 뮌헨공대 (TUM),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학과에서 조교수로 있는 이동희입니다. Dynamic Human 

Robot Interaction Lab.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LAB.에서

는 로봇 학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간의 학습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 로봇공학에서도 유용한 로봇 학습 방법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주로 인간과 로봇 상호 작용 (Human-Robot Interaction), 

그리고 Machine Learning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분야에 대한 소개와 현재 교수

님이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네,맞습니다. Human-Robot Interaction과 Robot Learning

이 저희 랩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2개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

니다. Robot Programming by Demonstration, Motor Skill 

Learning for manipulation tasks and locomotion tasks, 

Human Robot Cooperation과 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Robot Programming by Demonstration은 인간의 모방학습

과도 연관이 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스포

츠를 배울때, 우리는 전문가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하고, 또는 

코치가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스포츠일

수록 전문가의 코칭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을 하는데, 이와 비슷

한 개념을 로봇공학의 적용하여 로봇의 새로운 동작, 행동을 

프로그램밍을 하는 연구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배우는 로봇과 가르치는 사람

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모방하면서 첫번

째의 학습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필요에 따라서 코치는 첫번째

의 학습과정을 거친 로봇의 동작을 신체적 상호작용(Physical 

Interaction)을 통해 교정시켜줍니다. 사람의 행동을 로봇이 

모방하는 것은 Human Robot Interaction의 한 예이고, 코치

의 교정은 대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는 Man 

Machine Interaction,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그리

고 제어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응용의 

측면에서, 로봇공학 전공자가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를 모르는 일반사람들도 쉽고 직감적으로 로봇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모방학습, 이차적인 코치의 교정, 개선을 통한 학습 

이후, 사람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발전해 나가듯이 강화학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로봇이 주어진 과제를 습득하는데 있어 심층

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러한 학습 알고리즘을 

로봇의 단순한 움직임의 학습에서 시작하여 매니플레이션 

(Manipulation) 작업, 이족 보행 (Bipedal Locomotion), Robot 

Vision 문제, 그리고 인간과의 협업의 학습에까지 적용합니다.

매니플레이션 (Manipulation) 작업의 경우는 움직임

(Motion), 힘(Force) 그리고 Impedance Behavior를 학습합니

다. 또 이족보행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인간의 보행을 모방제어

하는 알고리즘,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보행을 하도록 학습하는 

방법 등을 연구합니다. 로봇 비전의 경우에는 인간의 운동을 

Recognition 하고 Reconstruction 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Model-Free의 물체의 Segmentation, Tracking을 하는 알고

리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로봇의 협업

과제에서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인간의 

정형화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을 함으로써, 협업에 필요한 

Assistance 을 지연없이 제공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이 분야(Human-Robot Interaction)의 전망이나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Programming by Demonstration 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맞

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로봇 솔루션으로서 미래의 

산업 로봇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단순한 

Gravity Compensation Controller에서 Physical Interaction 

Force을 고려한 제어기술과 학습방법이 통합된 솔루션이 개발

될 것으로 생각됩니디. Manipulation 기술에 로봇 학습알고리

즘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단순한 Pick and Pla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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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얼마나 다른 물체, 다른 환경, 다른 로봇 하드웨어에 

적용가능한지의 Scalability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리

라 여겨집니다. 예전의 연구는 대개 Robotics, Control, 

Learning 의 각각의 문제로 보고 해결했다면, 점점 학제간의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4. 일본 도쿄대학에서 Yoshihiko Nakamura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독일의 TUM의 조교수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분야를 공부하면서 2개국을 거치면서 

언어문제부터 해서 박사과정과 독일 뮌헨공대의 조교수가 

되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 제가 대학생일때 경희대 기계공학과의 이순걸교수님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학연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셨

습니다. 덕분에 KIST 학연과정을 통해 좋은 연구 환경에서 연

구를 하면서, 경희대 기계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KIST에서 제 연구를 지도해주신던 정우진 교수님 (도쿄대

학 박사, 현재 고려대 교수)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도교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도쿄대학의 Nakamura교수님 

랩에 있을 때, 국제 학술대회에 갈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뵐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때 좋은 연구를 하는 랩과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쌓였

고, 독일의 로봇 연구가 아주 활발하고, 특히 DLR (German 

Aerospace Center)와 뮌헨공대(TUM)과 같은 뮌헨에 위치한 

세계적인 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을 받고 다른 곳으

로 가야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우연히 Robotics Worldwide 

Mailing List에서 뮌헨공대 조교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독일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 적도 있습니

다. 하지만 전 그 문화적인 것에 오는 어려움보다, 연구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Nakamura랩에서 

박사과정 중의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닌, 자신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는 능력을 쌓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

어는 일어보다 더 배우기 어렵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일에서의 삶은 좀 더 여유로왔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클때, 오히려 그 차이를 쉽게 인정하고 받아

들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제 랩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서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5. 한국과 일본, 독일의 연구실의 분위기가 각각 다를 거 같습

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과 일본에서는 연구실의 불이 거의 꺼지지 않는 점이 

비슷한 것 같네요. 평상시에도 밤 12시에 랩에 남아서 연구하는 

동료들을 보는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마감일 전에 며칠 

동안 랩을 떠나지 않고 침낭, 야전침대 등에서 새우잠을 자던 

랩 동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일상 생활과 

연구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한 생활속의 연구 중심이라고 한다

면 그에 비해 독일은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퇴근 후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든지 자신의 여가시

간으로 보내려고 노력하죠. 제 생각엔 독일은 실용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팀워크도 중시합니다. 일본에선 가끔 이걸 왜 

하지 생각되는 이상한 연구를 하도록 놓아주고 이로부터 독창

성 있는 연구들도 나오는 것 같습닌다. 

6. 현재 Dynamic Human-Robot-Interaction에 연구팀을 

이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연구자도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와 이 

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연구자가 많을 거 같습니다, 특

별히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상익씨는 Prioritized Inverse Kinematics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Task들의 Priority를 엄격히 지킬 수 

있는 해법을 구하고, 또는 Task들이 변화하고 그들의 Priority

도 변화할때 어떻게 Inverse Kinematics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팀원을 뽑을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

이 독립적인 연구를 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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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7. 교수님께서는 많은 여성 과학자들 특히 로봇분야에서는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성과학자나 여성 

유학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 어느 곳이든 유리천장 (Glass Ceiling)은 존재할 것 입니다. 

그게 여성이어서 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을수 있지

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 오히려 초첨을 맞춰야 합니다. 

어려워도 이겨낼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독일에서 열심

히 노력하고 있는 한국 여성 연구자가 있다는 예로 들어 들어주

시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노력하시면 좋겠습

니다.

8. 교수님이 로봇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과를 고민할때, 어느 학과소개 책자

에서 기계공학과가  자동차공학과 로봇공학에 관련이 있다는 

걸 본적이 있고, 막연히 로봇틱스에 관심을 갖고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4학년때 학사학위논문을 로봇공학 

주제로 택한 이후부터 로봇공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단순

한 편이어서, 막연히 가진 동경을 따라갔고 그게 또 재미있어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9. 개인적으로 DLR의 Christian Ott 박사와 부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해 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 궁금해 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어보시

니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2007년 ICRA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학회가 로마에서 

개최되었었는데, 그때 학회에서 처음 뵌 것 같습닌다. 첫 인상

이 온화하고 여유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이후에 다시 만났고, 오랜 시간 동료로서 함께 

일하다가, 어떻게 인연이 되었네요.

10. 독일의 교수평가 방식이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의 교수 

평가는 SCI 논문 갯수라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잣대에만 

의존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떤지 궁금

합니다?

- 독일의 교수평가에는 한국과 같은 정량적인 잣대는 없습니

다. 미국의 경우는 평가항목과 어느 정도의 기준 (Threshold)

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독일은 단순히 평가항목 만을 알려줍니

다. 예를 들면, 연구, 강의, 펀딩, 수상, 논문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죠. 논문 실적은 논문 개수를 보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논문 3-5편 만을 적습니다. H-index를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특히 그 교수의 연구분야에 대가인 외부 Reviewer분들

을 불러서 평가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

니다.

11. 마지막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해주십

시오?

- 제 자랑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얼마전에 독일에서 Helmholtz 

Association에서 주는 Helmholtz Professorship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

고 좋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UM의 캠퍼스 뉴스 기사  

https://www.tum.de/en/about-tum/news/press-releases/s

hort/article/32778/) 

* 참고자료: Dynamic Human Robot Interaction Lab.: 

http://www.hri.ei.tum.de/en/home/

* 인터뷰 질문 및 편집: 정병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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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중 폴리(pulley) 생산 라인은 생산 공정들이 동적

으로 변하는 제조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불량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이런 동적 

환경변화에 공정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법으로 품질

의 균일화를 기하는 자율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신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홍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국

제학술대회(ICMTE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에서 최우수 논문상

(Best Paper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럼 교수님

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연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

니다.

- 저는 생산 공학(production engineering, 生産工學)을 연구

합니다. 생산 공학은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아주 폭넓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생산 현장에서 장비 오퍼레이션

을 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넓게 

보면 고객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공정입니다. 제품

에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사양을 도출해서, 설계사양에 의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계도 하고, 어떻게생산할 것인가 하는 

전략도 세워, 공장에서 생산과 조립하고 품질검사 및 출하를 

하는 전 과정이 생산 공정입니다. 저도 설계를 통해 필요한 생

산 장비라든지, 또는 사용되는 툴을 설계 및 개발을 하고 있습

니다. 또 공정 설계도 하고, 공장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분야로 생산에 대한 전 공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많은 논문 중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작년 국제학

술대회(ICMTE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에서 ‘폴리 제

조를 위한 자율제어 시스템(A self-Adjusting system for 

forming pulleys)’으로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논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논문은 작년에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중소업체와 같이 공동연구를 한 겁니다. 지원은 정부에서 받았

습니다. 폴리는 자동차 부품인데요. 생산하는 공정에 있어서 

불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주어지는 공정 파라미터

에 의해서만 생산했는데, 공장의 환경이라는 게 수시로 변합니

다. 그래서 원래 처음 계획했을 때 내렸던 데이터가 아침 10시

의 상황과 오후 4시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대로만 작업하라고 하니 불량이 날 수 밖에 없죠. 결국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여 인지 설계 및 공정변수들도 그 상황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바꿔 적용을 시켜 품질불량을 없도록 하는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공정을 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스마트한 

제조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이라고 하여 그

것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전부 스마트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합

니다. 스마트 시스템은 기존에 주어진 또는 정해진 파리미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을 스스로 

인지해서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스스로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기존의 자동화하고는 다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 혁신 3.0”이라 하여 상당

히 그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을 

목표로 하여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그 분야

로 R&D를 지향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 부품 풀리(pulley) 생산라인에서의 문제점이 무엇

이며 불량을 최소화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 기존의 방식은 2시간 생산하고 품질검사를 해서 불량이 생

각했던 것 보다 많이 나왔다면 그 라인을 전부를 멈춥니다. 그 

후 조사와 분석을 하니, 품질이 불량이 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재가공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생산라인은 멈추

었고,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하게 되니 품질불량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굉장히 큰 손실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율시스템은 공

정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사항을 스스로 인지하여 바로바로 대

응을 하니 2시간마다 서야할 이유도 없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도 품질도 원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생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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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상당히 공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5.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생산 공정 및 공법개

발(사출, 소성 및 절삭, 용접 등), Digital Manufacturing, 

지능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어기술, 생산 장비 및 도구

개발 등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궁금 하구요.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예전에는 주어진 가공대로 하기에 

이송속도가 균일하게 갔는데, 지금은 부하가 많이 걸리면 스스

로 속도를 줄이고, 힘이 적게 걸린다면 속도를 올려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가공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전략시스템이 개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

마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융합연구로 의과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바이

오 공동 연구 중인데요.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고, 

불량 안 나게 배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도 얘 같더라고요.  줄기세포는 현재 의과대학에선 완

전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배양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융합연구로 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3D 프린팅으로 하지의 보조부나 지지부에 

들어가는 의료부품을 개발하는 "3D 프린팅 공정 개발 및 프로

세서를 수행하는 전략개발"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 최근 산업계는 그린 에너지가 이슈 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의사를 

결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

능한 일인지 궁금하구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 

- 그린에너지가 오늘 날 이슈가 되면서, 가능한 적은 에너지

를 가지고 장비를 운용한다든지, 생산을 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3년짜리 과제가 끝나기도 했는데,  

자동차 부품인 크랭크 샤프트의 전 공정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 예를 들면 단조에서부터 절삭가공까지 다 분석이 

들어가는데, 공정이 서로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

으로 원하는 건 최종 완성이 다 된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단조에 에너지를 적게 들어갔지만 절삭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에 에너지가 가장 적게 각각의 공정 변수들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장비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 상태는 알 수 있지만 액션은 못 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장비가 스마트하게 되어, 센서를 통해서 

자기 몸의 상태를 알고, 상태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 즉 자기 두뇌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속성도 알아야 하고, 그 속성을 바탕으로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가지 해석을 통해, 

자기가 어떤능력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내

고, 몸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합니다. 

즉, 자기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학적인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어 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되

는데,  이 두가지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적합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전략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7.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생산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

데요. 독일의 경우 어떤 제조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

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 독일 사람들이 정의한 것에 의하면 인더스트리 1.0은 제임

스 와트의 증기엔진을 이용한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동력을 산

업에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작업 노드를 굉장히 줄여준 

거죠. 인더스트리 2.0은 그 전에는 가내 수공업으로 하나하나

씩 만들어내서 가격도 비싸고 그랬는데,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 체계인 트랜스퍼 라인(Transpor Line)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죠. (물론 같은 모델

이 계속 생산이 되지만) 인더스트리 3.0의 세대는 지금의 생산

로봇에 의한 자동화들이고, 인더스트리 4.0세대는 ICT기반에 

의해한 스마트화입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두가지 중요한 

점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ings (IoT)"하고 Cyber Physical 

System.(CPS)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설비를 구축하고 하는 것은 외국 엔지니어 회사

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입니다. 외국의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문

제점을 파악해서, 그걸 지식화하고 피드백 되어 기존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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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으

로부터 지식을 도출하고, 그 지식을 바로 현장에 활용하여, 같

은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대응

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선진국과 우리와의 차이지 않은가 싶네

요. 지식의 바탕 위에서 같은 시스템과 장비더라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점이 독일과의 차이라면 차이인 것 같습니다.

8. 독일교육에 대하여..

- 독일에서는 구구단을 안 가르쳐요.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삼삼은 구, 삼오 십오하면서 벌써 계산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독일 애들은 구구단이 없어요. 걔네들은 가르치면 세 개짜

리가 세 번이 반복되면 몇 개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지, 우리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암기를 안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암기해버리니까 이게 벌써 그때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점수기준이고 독일은 어렸을 때부

터 원리개념적으로 교육시킵니다. 독일 가서 저도 처음에 가서 

이 사람들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갑갑했어요. 아까 말처럼 내가 

100원을 주고 95원을 샀으면 우리는 당연히 5원을 딱 주는데, 

그 사람들은 96, 97, 98, 99, 100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답답할 지경인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만 나중

에 개념을 알면, 그 계산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죠. 

9.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향 후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생산분야를 연구 하니깐,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일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지금 신흥국가들이 우리를 위

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이 크다고 하는 중국, 인도

인데요. 요새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포스트 팔로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술 을 개발하

기보다는 남이 잘하고 있는걸 가져다 썼죠. 신문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이나 독일이라든지 선진기술에

는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은 중국 같은 신

흥 국가에 의해서 자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차지했던 시장을 신흥산업국가인 중국이 더 싼 가격과 

비슷한 품질로 뺏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고부가 가

치인 선진 기술로 선진시장을 뺏어 와야 하는데, 그건 못 하고 

있고, 우리 것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건 중국은 시장

이 있잖아요. 독일의 중소업체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

면,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독일에서 자기네들이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오히려 합작이라는 형식으로 기존 기술을 중국

에게 주면서 중국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격차는 줄이지는 못하고, 우리 기술 격차는 중국

이 부분적으로는 더 빨리, 또는 앞으로 2~3년내에 우리보다 

앞서 갈 거예요. 지속적으로 포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포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 연구자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10. 현재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습니다만?

- 현재는 수동으로 하다보니 줄기세포를 만들면 한 두 개 

밖에 추출을 못해요. 암세포와 싸우게 하려면 다양하고 건전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양을 할 때 양도 많아야 하고, 

아주 건강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비이커를 흔들어주고 해서 만들다 보니 생존율도 낮고,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

니다. 줄기세포 키우는 게 얘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줘야 할 

시점에 영양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비만해지

니 적당하게 자극을 줘야 되요.. 자극을 줘야만 자기도 살아남

으려고 스스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연구를 의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양이 많으면서 아주 건전한 세포로 

만들려면 어떤 모션이 좋은지, 또 어떤 양분을 언제 어떻게 줘

야 하는지-너무 심하게 모션을 준다든지 심한 자극을 주면 하

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모션과 양분들을 

주는 배양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의과선생님이 하고, 우리는 

의과선생님이 요구하는 메커니즘, 즉 필요한 시점을 측정하고 

있다가 자동화 제어로 그때 그때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자극도 줘야 하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니 처음에

는 웨이브 파동만 줬었는데- 아기들이 흔들리는 요람에 타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만족을 하더라는 아이디어로-자

이로스코프로 이용하여 요람처럼 움직임을 주게 하였습니다. 

아직 장비는 구축이 안됐는데,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하니 살아

나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융합이 되는 게, 우리는 메커니즘이 어떤 게 좋을 거다라고 

제안도 하고 실험도 하고, 어떤 컨셉이 나오면 어떻게 장비로 

구현을 할것인지 연구합니다. 또한 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식 오염물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자라는 것도 계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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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건강하게 자라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나쁜 세포가 들

어왔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빨리 제거한다든가 바꿔치기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11.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선진 기술이 올라가는 키포인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물을 또는 실제 현상을 

그대로 잘 기술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와 그 모델의 바탕 위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 그 두 개를 확보해야 되는 게 포스트 무브로 

가기위해서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모델을 잘한다는 것은 기

초 지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창의성, 창의성 하는

데, 기존의 시험보고 점수를 따는 방법을 배우는게 아니라, 자

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또는 그걸 해석

하려고 하는 개념위주로 가야된다는 거죠.

한 에피소드로 독일 교수가 와서 현대 자동차 설계실을 갔는

데 연구원이 자기가 쓴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해서 거기 있는 예제 문제 하나를 풀어 보라고 했는데 책도 

있고 수식을 암기한 것도 있어서 잘 풀어나가더래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문제에 나오는 핵심이 응용돼있는 제품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치수가 결

정됐냐고 물었더니 전혀 답을 못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

기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 이런 문제는 풀면서 

이 질문에는 답을 못하느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일 교수에게 이게 실상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독일처럼 진정한 산

학협력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풀려고 상호 노력하는 분위기를 

지향해야, 현장위주의 산업 개념을 응용 할 수 있는 사고가 커

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참고자료: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 인더스트리 4.0은 사물 인터

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설비를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생산설비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았지만 인더스트

리 4.0에서는 각 기기가 개별 공정에 알맞은 것을 판단해 실행

하게 된다.

* 인터뷰 진행: 장지현 리포터

* 촬영 및 편집 : 박수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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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 Conference 개요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Heat and 

Mass Transfer 학회는 1999년에 창설되어 격년에 한번씩 개최

되는 학회이며, 유체역학 및 반응 및 비반응과정에서의 열 및 

물질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학회는 열 및 물질전달과 

관련하여 수치해석에 대하여 주로 다루는 권위있는 학회이며 

올해로 8번째로 개최되었다. 학회의 회장은 터키출신의 캐나다 

캘거리의 기계공학과 교수 Prof. A. A. Mohamad이다. 2015년

과 2011년에는 이스탄불의 터키, 2009년에는 중국의 광저우, 

2007년에는 캐나다의 캔모어, 2005년에는 프랑스 파리, 2003

년에는 캐나다의 밴프, 2001년에는 브라질의 Rio de Janeiro, 

1999년에는 사이프러스의 Magusa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

의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다.

- 장소 : 이스탄불공과대학 Mac ka Campus

- 일시 : 2015년 5월 25일 – 28일

 이스탄불 공과대학교는 터키 공화국 이스탄불에 소재한 국

립 공과 대학교이다. 1773년에 제국 해군기술원이라는 이름으

로 술탄 무스타파 3세 때 서구적인 의미의 공학 교육을 하기 

위해 처음 개교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개의 공대중 하

나이다. 학교의 첫 건물은 할리츠 조선소에 있었다. 이후 오스

만 말기와 공화국 시대에도 정부 고위 관료들의 지원으로 성장 

및 발전하였다. 공화국 수립 이후인 1928년 공식적으로 공과대

학이 되어 공학 및 건축학 부문의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으며, 

1944년에는 이름을 현재와 같은 '이스탄불 공과대학교'로 변경

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 13개의 단과, 37개의 학과 그리고 5개

의 연구소를 가지고 학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본관이 

마슬라크(Maslak)에 있으며 4개의 캠퍼스는 유럽 쪽에, 1개는 

아시아 쪽에 있어 총 5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학회 매일 첫째 세션에서는 기조 연설이 진행되었으며, 본 학

회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Lattice Boltzmann 법

 • 차분법

 • 분자동역학 시뷸레이션

 • 몬테카를로법

 • 세포오토마타

 • 최근 개발된 Navier Stokes 방정식 해석 기법

 • 계산 방법의 검증

 • 다상, 가스-액체, 액체-고체 등

 • 고상화 및 액화

 • 복잡한 화학반응 모델링

 • 반응유동 및 연소

 • 내부유동 및 열전달

 • 확산 및 대류

 • 미소중력과학 및 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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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조강연 

본 기조 강연에서 수직 판의 금속 폼 영역에서의 막 응축에 

대한 수치해가 제시되었다. 금속 폼 영역에서 유체 유동을 해석

하기 위해서 Brinkman-Darcy 모델이 채용되었으며 지역적인 

열전달을 모사하기 위하여 열평형 모델을 채용하였다. 막두께

는 응축 열전달 계수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차원 거리(지

역적인 막두께와 판의 수직 좌표의 비)를 도입함으로 수직영역

에서 계산영역이 정규화되었다. 대류항과 응축막에서의 초냉

각이 고려되었다. 온도, 속도분포, 막두계와 지역적, 평균 누셀

수가 구해졌다. Ja, Da 수와 속도분포와 열전달성능과의 관게

를 해석하였다. 수치모델은 대류와 초냉각효과를 무시한 기존 

문헌에서의 예측값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대류 및 초냉각은 

막내의 속도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효과

는 축소된 막두께와 관련된 중력방향과 동일한 X>0.15 일 때 

열전달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효과는 무차원 온도의 

선형 분포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Ja, Da수가 중가할수록 

열전달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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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조건에서의 anti-vortex 막냉각 기법이 LES를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주유동과 막냉각 유동과 anti-vortex 구멍의 복잡

함으로 LES를 이용하였다. 주 냉각 구멍에 두 개의 작은 주이구

를 위치함으로 막냉각 효과를 상승시켰다. 이는 접근하는 경계

층 유동과 막냉각제트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냉각 효과가 

상승된다. 평판에 기울어진 사각 구멍의 형상이 기준비교로 사

용되었다. 유한체적법과 비정규 엇갈림 SIMPLE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서로 다른 회전수 0.0, 0.03021, 0.06042, 

0.12084와 제트 Reynolds 수 4,700이 주구명에 대하여 적용되

었으며, 냉각제트와 주제트의 속도의 비가 0.5인 상황에서 해

석이 수행되었다. 해석은 in-house FORTRAN 코드로 진행되

었다. 유동장의 수치계산과 냉각효과는 LES결과와 비교되었

다. 막의 형상은 항상 중심에서 밖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회전 

조건에서 막의 궤적은 중심에서 왼쪽경계로 분리된다. 이런 결

함은 Ro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게다가 역보텍스기법은 

주유동과 냉각제트사이의 혼합을 줄여주고 단일 제트에 대하여 

동일한 냉각 액체 제트로 냉각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주 구멍

에 보텍스에 대한 역보텍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러한 역보텍스는 벽주위에 냉각제트가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격자 민감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260000, 511500, 750750, 

1006400 및 1257750셀 수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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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주름진 채널에서의 대류열전달 특성이 실험과 유한

체적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연구되어졌다. 실험결

과는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을 기반으로한 

난류모델이 사용되었다. 난류모델은 서로 비교되었다. 접촉각 

30도의 경우의 공기 유동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균일 

열유동616 W/m2 이 열경계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레이놀드 

수는 2000에서 11000까지 사용되었으며 Prandtl 수는 0.7로 

가정되었으며 Nusselt 수, Colburn 수, 마찰수 및 goodness 수

는 레이놀드 수로 구해졌다. 주름진 형상의 효과 및 최소 채널의 

높이에 대하여 논하였다.

높은 레이놀드 수 영역에서는 두가지의 난류모델이 세가지의 

채널에 대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채널 3의 경우에

는 낮은 레이놀드 수에서는 시험값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구부구불한 형상의 채널이 매우 높은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체 냉각에서 매우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viscoelastic 액체를 냉각제로 이용한 매우 작은 레이

놀드 수에서 완전 탄성 삼차원 불안정성으로 인한 마이크로 

구불구불한 채널의 열전달 향상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히

트싱크에서의 열 및 물질전달의 특성에 대하여 접근하기 위하

여 unstructured 3차원 솔버를 기반으로 한 유한 체적법이 개

발되었다. 본 기법은 적확한 질량보존을 만족하는 측면-중앙 

정렬에 기반으로 하는 솔버이다. 최종적으로 각 하위 영역에 

대하여 block-incomplete factorization을 이용한 one-level 

restricted additive Schwarz preconditioner를 이용하였다. 

냉각체로는 비압축성 Oldroyd-B로 viscoelastic 유체를 고려

하였다. 유동에 대한 열 및 물질 전달ㄹ은 상수들의 조합을 변

화시키면서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사전결과로 완전한 탄성불

안전성으로 열전달 향상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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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Pr 수에서 점성탄성유체의 불안성이 3차원일 경우 더 

확실이 나타났다. 벽온도는 뉴토니안 액체일 때보다 확연히 낮

게 나타났다. We=8일 경우 점성탄성유체의 영향으로 인한 압

력의 증가와 함께 열전달 향상이 약 35% 증가하였다.

두 개의 무한한 평행평판에 층류 강제 대류에 의한 직접적인 

증발 냉각에 대한 열 및 물질전달에 대한 수치연구에 대한 내용

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Navier–Stokes 식과 디퓨전 및 

에너지 방정식은 2차원으로 고려되었다. 채널 주입구에서의 모

든 열-가스 변수는 단면에대하여 주직인 상수로 고려되었고, 

벽은 단열로 고려되었다. 레이놀드수 Re = 50–1000 범위, 상대

습도는 φo= 0–50% 온도는 30도로 가정하였다. 증발셀의 최적

해석이 강조되었다. 레이놀드수가 커짐에 따라 saturation 영역

이 유동영역에서 감소되었다. 열적 수력 효과는 레이놀드 수와 

유입부의 공기의 상대습도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본 논문은 터키의 FLUENT를 이용한 차량 주행시의 드래그

를 계산하기 위한 CFD에 대하여 다루었다. FLUENT는 ANSA 

격자생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RANS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발표된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Detached 

Eddy Simulation(DES)을 효과적으로 적용 및 차량 형상의 설

계자동화를 위한 차량 주위의 상세 유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적화된 FLUENT와 ANSA 최적 상수는 경량 도로차량의 일

반적인 비정상해석을 위하여 사용되였다. 상수는 시간간격, 솔

버 종류, 수렴조건, 경계 격자의 상세, 격자 성장 계수와 격자 

수 등이다. 측정값 뿐만 아니라 RANS 및 DES의 계산 결과와 

측정결과 등과 비교하였다. DES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다.

매우 조밀한 격자에서는 간단한 차량의 표면이 균일하게 유지

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차량의 경우 DDES 모델의 적용으

로 시간에 의존하는 유동해를 보다 더 잘 구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DES 해석 및 RANS 모델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DES 뿐만 아니라 시험결과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DES는 

실제의 유동장가시화를 보다 잘 예측하였다. 1%의 차이 이내

의 강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의 용량은 데스

크탑 시스템을 초과하였다.



2015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180

3. Conference 참석 후기 

이스탄불에서 열린 본 학회는 열유체 수치해석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최신 연구 및 동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학회였다. 국외의 여러 전문가와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며, 국내에서의 관련 전문가들과도 많은 학술적인 내

용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전반에 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본 학회의 갈라 디너는 특이하게 선상에서 진행되었다. 

보로포로스 해협을 분기로 아시아와 유럽을 함께 품고 있는 

이스탄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갈라 디너였던 

것 같다. 보로포로스 해협에서 흑해 쪽으로 약 2/3 정도 항해후 

돌아오는 코스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선상에서 식사

뿐만 아니라 음료 등을 마시며 서로 친교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

다. 학회 참석전에는 IS 테러 집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

는데, 터키의 사회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 같았다. 터키 인근

국가에서 시리아 등 국경을 넘어 온 외국노동자 들에 대한 터키

인의 자조적인 시각도 대화 중 알 수 있었다. 해외 학회 참석은 

학술적인 정보 등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며, 부차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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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WCSMO-11(World Congress on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11)은 국제 최적설계학회인 ISSMO(International Society 

for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에서 주

관하는 최적설계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이다. 1991년 

George Rozvany교수에 의해 ISSMO가 설립된 이래 WCSMO

는 1995년부터 2년을 주기로 개최되어왔다. 이번 WCSMO-11

은 University of Sydney의 Quing Li 교수와 Grant P. Steven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호주의 University of Sydney

에서 6월 8일 (월요일)부터12일(금요일)까지 5일간 열렸다.

 학술대회가 열린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로서 2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드니는 항구주변의 오페

라하우스와 하버 브릿지가 랜드마크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도시이고 2000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었다. 학술대회 

장소인 University of Sydney는 1850년에 세워진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다. 고풍스러운 근대의 건물들과 세련된 

현대의 건물들이 잘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QS 랭킹은 38위로 학술 및 연구 수준도 세계

적이다.

 이번 WCSMO-11에서는 총 34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중 317편이 구두발표, 나머지 26편이 포스터발표이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는 위상 및 형상 최적화, 신뢰성기반 설계, 마이크

로/나노 재료, 자동차, 항공우주 등 매우 넓고 다양했다. 논문

의 주제만큼이나 발표자들의 출신지도 아시아, 아메리카, 유

럽, 오세아니아 등 다양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배경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WCSMO-11

은 많은 연구들을 보고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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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사

 일반적인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WCSMO-11은 첫 

날의 Opening Ceremony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연구가 발표

가 있었고 마지막 날의 Banquet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술대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WCSMO-11만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를 소개하고자 한다.

1)� Reception

학술대회 첫 날(6월 8일) 저녁에 크루즈 선 위에서 Reception

을 가졌다. 학술대회의 참석자들이 배 위에서 열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크루즈 선은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와 하버 브릿지사이의 바다

를 왕복 했는데 해가 진 시드니의 야경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웠다.

2)� State-of-the-Art� Discussion

학술대회의 네 번째 날(6월 11일) 열린 State-of-the-Art 

Discussion은 최적설계 분야의 신기술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 University of Iowa의 최경국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셨

고, 아래의 4명의 Panelist들이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Panelist들의 발표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

문들의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최근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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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ientific� and� Social� Excursion

학술대회 마지막 날 (6월 12일)에는 학회 측에서 오페라하우

스를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행사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는데, 낮 시간에 방문하는 참가자들은 오페라하우

스의 건축학적 디자인과 구조적 의미를 설명하는 투어를 할 

수 있었고, 저녁에 방문하는 참가자들은 오페라하우스에서 클

래식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3. 주요발표 요약 

이번 WCSMO-11에서는 총 34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Full paper를 제출하지 않아서 

연구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필자가 들었던 발표 중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몇 개의 연구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위상최적화를 이용

한 구조 설계 방법은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를 

확장해서 미소구조체로 구성된 구조의 미소단위구조체의 위상

을 설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소단위구조체의 설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불확실성으로는 가진력의 방향과 가진 주파수를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가진 주파수의 불확실성이 가진력의 방

향의 불확실성 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미소단

위구조체는 두 가지의 불확실성에 모두 강건하였다.

 그래핀 판(Graphene Sheet, GS)은 탄소 원자가 단일층의 벌집

모양의 격자로 배열된 가장 강하고 얇은 재료이다. 이렇게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징 때문에 최근 GS는 Nanoelectromechanical 

System(NEMS)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 연구는 GS의 강

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형상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Molecular 

Mechanics (MM) 방법을 이용하여, GS를 연속체의 프레임 구

조로 모델링 하였다. 연속체 모델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

석하였고,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고 부피제약조건을 갖는 

형상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형상최적화 결과 GS의 강성이 상당

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NEMS에 사용될 GS의 설계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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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설계는 고정된 풍력하중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실제의 풍력하중은 불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설계된 블레이드는 조기에 피로파괴가 발생해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강건하고 경제적인 

터빈 블레이드를 설계하기 위해 풍력하중 불확실성 모델을 이용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RBDO)를 수행하였다. 풍력하중 불확실성 모델은 미국의 249

개 지역에서 측정된 풍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이러

한 불확실성 모델을 이용하여 20년의 작동 기간 동안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파괴 확률을 예측하였다. 최적화 방법으로는 대리

모델을 이용한 샘플링 기반 방법을 이용하였고 5-MW급의 풍

력 터빈 블레이드의 20년 동안의 파괴확률을 2.275%로 만족시

키기 위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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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상최적화는 재료의 미소단위구조체 설계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확장하여 비선형 역학의 

지배를 받는 물성(Ex. 에너지 흡수)을 갖는 미소단위구조체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비선형성을 갖는 미소단위구조체를 거시

구조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기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미소단위구조체가 유한히 반복한다고 가정하였다. 

제안된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흡수를 최대화하는 재료의 

단위구조체를 설계하였다. 설계 구조가 기존의 벌집모양의 구

조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

였다.

위상최적화 결과는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불규칙한 형상은 제작성이 떨어지고 형상최적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위상최적화 결과에서 CAD 모델을 얻기 위한 기하학적 특징들

을 추출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흑백 이미지인 위상최적화 결

과에서 경계를 추출하기 위해 Active Contour Method가 처음

으로 적용되었다. 추출된 경계의 Roundness와 곡률을 이용해 

선분, 곡선, 원, 필렛 등의 기초적인 기하학적 특징들을 구별해 

내었다.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특징과 실제구조의 에

러를 최소화 하였으며 대리모델에 기반한 형상 최적화를 수행

하여 CAD 모델의 파라메터들을 알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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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기/광학메타물질과의 유사성에 기인해서 음향메타

물질(Acoustic Metamaterial, AMM)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

구들이 발표되고 잇다. 음향메타물질은 인공적으로 설계된 미

소스케일의 구조물을 주기적으로 배열함으로써, 거시적으로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매우 기이한 물성을 갖는 물질이다. 

이러한 음향메타물질의 정확한 해석 및 물리적으로 타당한 설

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의의 형상을 갖는 미소스케일의 음향

메타물질의 등가물성을 추출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등가물

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소위 균질화법(Homogenization)이라

고 한다. 대표적인 균질화법으로는 매질의 산란특성을 이용하

는 S-parameter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현재까지 주파수응답 

해석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부호선택의 모호성이 있다. 이 연구

에서 제안된 경계 장 평균값 기반 균질화법은 간접적으로 매질

을 다루는 S-parameter법 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매질을 표현

하는 지배방정식을 균질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제안된 균질

화법은 주파수해석과 블로흐-모드해석 모두에 동시 적용이 가

능하고, 부호선택의 모호성이 없다. 또한 등가물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전체 영역이 아닌 단지 경계에서의 값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현이 보다 용이하고 간편하다. 제안된 균질화법을 이

용하여 음이 굴절률은 갖는 음향메타물질의 설계 안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설계 안은 다양한 음향시스템에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력과 고유치는 각각 구조물의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대

표하는 설계요인이다. 응력은 구조물의 파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있고 고유치는 공진을 일으켜 원하지 않는 진동을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전의 위상최적화 연구에서는 응력과 고

유치를 각각 따로 고려하여 설계 하였다. 하지만 해양 구조물, 

교량, 빌딩 같은 구조물들은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 모두에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응력과 고유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응력과 고유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 위상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구조물의 해석을 

위해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고, 설

계 민감도는 MATLAB을 이용하여 해석적인 방법으로 계산하

였다. 수치예제를 통해 응력과 고유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위상

최적설계를 증명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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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관소감 

WCSMO-11은 필자 개인적으로 처음 참가한 해외 학술대회

여서 굉장히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연구 하면서 

참고한 논문의 저자들과 실제로 만나서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연구의 발표

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State-of-the-Art Discussion

시간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최적설계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학술대회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 것 이다. 필자가 느끼기

엔 발표자들 중 약 30% 정도가 중국인이었다. 중국의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덴마크, 미국, 호주 등의 대학에서 온 중국인 발표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기술력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는 동기가 되었다. 학회가 

개최된 시드니는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만큼이나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했다. 사람들이 항상 친절히 먼저 인사해주고 서로

를 배려하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외국 도시의 분위기

와 삶의 양식을 경험해 보는 것도 개인적인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번 WCSMO-11에 대해 짧게 요약

하자면 시드니는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학술대회는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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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개요

 미국기계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산하의 IGTI (International Gas Turbine Institute)가 매년 주

최하는 Turbo Expo가 지난해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

올에서 개최되었다. 미국기계학회의 IGTI에서 주관하는 가스

터빈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Turbo Expo 국제학술

대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 국의 가스터빈 전문가

들이 참석하여 학술 및 기술적 주제를 토론하는 Technical 

congress와 산업체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전시회(Exhibition)

가 동시에 개최되어 항공기 엔진 등 가스터빈을 포함한 터보기

계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신 기술에 관한 실무 및 학술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회가 열린 캐나다의 몬트리올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가을날

씨처럼 생활하기에 딱 좋은 기후였다. 학회 첫 날에는 Opening 

Session이 아침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 진행되었다. 

현 IGTI 회장인 서울대학교의 송성진 교수님의 환영사를 시작

으로 keynote session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keynote session

은 "Building on Our Heritage"라는 대주제로 3명의 연사가 

각각 30분씩 발표를 진행하였고, 2000여명이 넘는 참가인원들

이 Opening Session에 참석하여 연사들의 강연 내용에 귀 기

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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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사

� 1)� Welcome� reception

학회 첫 날 Technical Congress를 마친 뒤 학회에서 제공하는 

Welcome reception이 있다. Welcome reception은 저녁 시간

에 진행이 되었는데, 학회 참석자들이 한 곳에 모여 맥주 혹은 

와인을 마시며 연구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관심사가 같은 연구를 수행한 참석자와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

리이기도 하다. 이번 Welcome reception 장소에서는 음악밴드

가 live 연주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서 크게 얘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

� 2)� Facility� tour

학회에서는 학회 개최지 근방의 가스터빈 관련 제조업체를 

견학할 수 있는 Facility tour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올해의 

Facility tour는 GE, SIMENSE, Pratt & Whitney 등 6개의 업

체의 Facility tour를 할 수 있었으나 필자의 발표일정상 

Facility tour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 3)� Exhibition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회장 한 켠에 마련된 장소에서는 가

스터빈 완제품을 제작하는 GE, SIMENSE와 같은 회사들을 비

롯하여 가스터빈의 부품을 개발 및 제작하는 회사, 연구소, 유

체기계 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ANSYS 및 CFTurbo 

등 여러 기관에서 전시회에 참가하여 학회 참가자들에게 눈으

로 보고 직원들의 설명도 들으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3. 주요 논문
ASME Turbo Expo 2015에서는 연구주제별로 41개의 Technical 

Committee로 구성되었고, 총 104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의 관심분야이자 연구분야인 유체기계 Technical Com- 

mittee에서는 총 28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 압축기와 

관련된 논문은 약 100여 편이 발표되었고, 작동 안정성을 증가

시키기 위한 케이싱 트리트먼트 관련 연구와 팁 간극의 크기 

및 형상 등이 압축기의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연구

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 중 몇 편의 논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1)�Effects�of�blade�deformation�on� the�performance�

of� a� high� flow� coefficient� mixed� flow� impeller

-� Hamid� Hazby� (PCA� Engineers� Ltd.,Lincoln� UK)

유체기계 중 압축기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작동 영역을 제한

하는 실속 현상에 대하여 원인 규명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속 현상은 회전하는 날개의 간극

에서 발생하는 누설 와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천음속 영역에서 작동하는 압축기의 경우 유

동에 의한 압력뿐 아니라 충격파 등에 의해 팁 간극의 변화가 

좌우되므로 날개의 형상 변화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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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하여 날개 형상의 변화

에 따른 압축기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수치해석은 상용코드인 

ANSYS-CFX 15.0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날개의 변형을 예측한 압축기의 경우 변형을 예측하지 않은 

압축기보다 압력비와 효율이 각각 1.4% 및 0.38%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치해석 결과, 날개의 변형을 예측한 압축기의 

압력비와 효율이 각각 2.5% 및 0.7%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날개의 변형이 압축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과 수치해

석 결과 모두 설계회전속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저회전

속도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Enhancement�of�centrifugal�compressor�operating�

range�by�control�of� inlet�recirculation�with�inlet�fins.

� � � -� Hideaki� Tamaki� (IHI� Corporation,� Japan)

본 연구는 압축기의 작동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중 

수동적인 방식의 케이싱 트리트먼트(Casing treatment)를 사

용하여 원심 압축기의 공력성능 분석 및 케이싱 트리트먼트의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이사항으로는 원심 압축기 케

이싱 내부에 존재하는 케비티(Cavity)를 활용하여 재순환

(Recirculation) 유동을 형성하여 작동 영역의 향상을 연구한 사

례에 이어 케비티 내에 휜(Fin)을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케비티를 활용하여 재순환 유동을 적용시키면 압축기의 입구

부에 Pre-swirl이 발생하여 쵸킹 질량유량(Choking mass 

flow rate)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케비티 내에 휜을 설치함

으로써 입구부에서의 Pre-swirl을 상쇄시켜줌으로써 이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휜을 

사용하게 되면 압축기 자체의 Work coefficient가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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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vestigation� on� the� impact� of� circumferential�

grooves�on�aerodynamic�centrifugal�compressor�

performance

� � � -�Simon�BareliB�(University�of�stuttgart,�Germany)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케이싱 트리트먼트

를 사용하여 원심 압축기의 공력성능 및 작동 영역을 향상시키고

자 한 논문이다. 원심 압축기의 케이싱 트리트먼트는 케비티를 

활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주방향 그루브(Circumferential 

grooves)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주방향 그루브는 일

반적으로 축류형 압축기의 케이싱 트리트먼트로 활용되고 있으

나 원심 압축기에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임펠러의 중앙부터 후단부(Trailing edge)까지 

원주방향 그루브를 설치하였고, 그루브의 설치 개수에 따른 원심 

압축기의 공력성능을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루브를 설치함으로써 원주방향으로 팁누설 유동이 분배되어 팁

볼텍스(Tip-vortex)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Parametric� study� for� losses� casing� treatment�on�

a� mixed-flow� compressor� rotor�

� � � -� Noureddine� Djeghri� (Ecole� Polytechnique� de�

Montrical,� Canada)�

본 연구에서는 슬롯(Slot)형태의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적용

하여 압축기의 공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변수들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케이싱 트리트먼트는 동익의 팁 

전연부 위쪽에 위치하며 기울어진 반원형태의 슬롯으로 구성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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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상변수는 슬롯의 면적, 기울임 각, 축방

향 길이 및 위치로 총 4가지의 변수를 사용하여 매개변수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상용코드인 ANSYS-CFX를 사용

하였고, 회전 도메인(동익)과 정지 도메인(케이싱 트리트먼

트)의 경계면은 Frozen-rotor 기법을 사용하였다. 각 형상변

수의 영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압축기의 성능인자로 스톨 마진

(Stall margin)과 최고효율(Peak efficiency)를 선정하였다. 각 

형상변수들에 의한 압축기의 공력성능 영향성은 다음과 같다.

a. 슬롯의 면적: 면적이 증가할수록 스톨 마진이 증가하였다.

b. 슬롯의 기울임각: 기울임각이 증가할수록 스톨 마진이 증

가하지만 최고효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c. 슬롯의 축방향 길이: 축방향 길이가 증가할수록 스톨 마진

이 증가하고, 최고효율에 미치는 영향성은 적다.

d. 슬롯의 축방향 위치: 스톨 마진에 미치는 영향성은 적지만 

슬롯이 동익의 하류쪽으로 위치할수록 최고효율이 감소되

는 경향을 보였다.

5)�Aerodynamic� investigation�of�a� single-stage�axial�

compressor�with�a�casing�groove�and� tip� injection�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 � � -�Sang-Bum�Ma�(Inha�University,�Republic�of�Korea)�

필자가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케이싱 트리트먼트와 팁인

젝션을 결합한 축류압축기의 공력성능을 유체-구조 연성해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축류압축기는 천

음속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계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충격파(Shock wave) 및 압력으로 인해 블레이드의 변형이 압

축기의 공력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케이싱 트리트먼트와 

팁인젝션이 결합된 축류 압축기의 경우 기준 형상의 압축기보

다 블레이드의 변형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블레이드의 변형은 엔트로피 상승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적용한 경우 단순 유동해석을 

수행한 결과보다 단열효율 및 전압력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예

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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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alysis� of� turbofan� performance� under� total�

pressure� distortion� at� various� operating� points

� � � -� David� B.� (Weston,Brigham� Young� University)

항공기용 가스터빈에 사용되는 압축기는 항공기의 다양한 운

전상태(이착륙 및 항속운항 등)에 따라 입구부의 유입되는 유

동의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다양한 입구 유동에도 압축기의 

작동 안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입구부의 유동분포

가 유체기계의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홴(Fan)은 Inlet Guide Vane을 포함하

여 3.5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NASA CFD 코드인 OVERFLOW 를 사용하였다. 입구부의 경

계조건은 사인파(Sinusoidal) 형태의 전압력(Total pressure)

분포를 구성하였고, 전온도(Total temperature)는 균일한 분

포로 구성하였다.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부하(Load)는 원주방

향에 따라 불균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입구의 불규칙적인 

유동으로 인해 Swirl 패턴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7) Numerical� analysis� on� axial� compressor� stage�

performance� with� vortex� generators

� � � -�Ruchika�Agarwal�(Honeywell�Technology�Solutions,�

India)

본 연구는 동익의 흡입면에 삼각형 형태의 Vortex generator

를 부착하여 블레이드 표면의 박리되는 유동에 의한 2차 유동

을 제어함으로써 이에 따른 압축기의 공력성능을 분석하였다. 

Vortex generator에 의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용코드인 

ANSYS-CFX14.5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3가지 형

상의 Vortex generator를 사용하여 각각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Vortex generator에 의해서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박리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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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스톨 마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4. 참관 소감 
 

ASME Turbo Expo 2015는 필자의 연구분야인 유체기계 학

회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손에 꼽을만한 큰 

규모의 학회이다. 필자가 첫 해외 발표를 하게 된 학회인지라 

감회가 새로웠다. 이번 학회의 참석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에 대한 자부심과 필요

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필자가 제출한 논문에 인용된 참고

문헌의 저자인 Hathaway로부터 코멘트도 받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Turbo Expo에는 작년

과 비교해 중국 연구자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인상 깊었다. 하

지만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석자가 적어서 안타까웠다. 내년에 개최되는 Turbo Expo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수의 한국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유체기계 기술력 및 수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학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필자의 

지도교수인 김광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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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본 국제학술학회는 European Community on Computational 

Methods in Applied Sciences (ECCOMAS)에서 Multibody 

Dynamics를 주제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로써 현재까지

는 리스본(2003), 마드리드(2005), 밀란(2007) 등을 비롯하여 

총 6회 개최되었으면 2015년 바르셀로나에서 7번째 행사가 진행

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이론,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더불어 

contemporary engineering, aeronautical and space vehicle, 

robotic manipulators, smart structures, biomechanical- 

systems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발표 논문요약

Keynote

- ECCOMAS 2015의 keynote는 총 4가지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차량 진동 소음을 연구하는 alexandre교수의 "use of advanced 

simulation and hybrid tools for chassis development 

process", 동역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Benjamin 교수님의 "design 

of optimal treatments for walking impairments using 

multibody dynamic models", 우주항공 분야에 다물체 동역학

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과 제어의 조화를 주로 연구하는 jozef 

교수의 "perspectives of dynamics in design and control", 

마지막으로 요즘 트렌드인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연구 하시

는 jose L 교수의 "complex mulibody and biomechanical 

interactions in wearable robotics"가 발표 되었다.

최근 동역학 분야는 기계적인 해석 분야를 넘어서 설계, 제어 

분야로의 확장, 우주항공, 로봇, 수중, 플랜트 등의 다양한 분야

로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발표 중 가장 흥미로웠던 발표는 현재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인 SBD의 역할에 대해 소개를 한 jozsef교수의 발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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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zsef 교수는 현대의 기계 구조물들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설

계와 제어 두 분야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설계, 제어, 시뮬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규

명을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들의 개발이 향후 많이 

연구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나에게 희망적인 신호였다. 

- Soft landing mission의 설계를 위해 다물체 동역학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cro polo mission의 결과이며, 

사용되는 해석 모델은 다물체 동역학 모델을 단순화시켜 개발

하였다. 사용한 툴은 DCAP이라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이며, 

DCAP은 ADAMS라는 다물체 동역학 상용 해석 툴과 비교 검증

하였다고 한다. DCAP의 지배 방정식은 kane's method를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ADAMS와 비교 결과 landing mission model

의 해석 속도는 3배 정도 빠르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는 

ADAMS는 일반적인 다물체 동역학 상용 소프트웨어 이지만 

DCAP은 spacecraft를 해석하기 위해 특화된 전용 툴이기 때문

이다.

- 로켓에서는 액화 추진체의 비율이 전체 무게 중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 액화 물질은 thrust vector control의 영향

으로 fuel sloshing effect가 발생하여 로켓의 자세가 실제와 

해석 결과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설계된 로켓의 발사를 시뮬레

이션으로 모사할 때 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sloshing propellant의 해석 및 분석을 위한 동역학 모델이 필요

하지만 액화 물질의 전형적인 해석 방법인 CFD 기법으로 풀 

수가 없어, FSI와 같은 유체-구조 연성해석으로 해결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역학 자체에서 이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sloshing effect는 로켓의 거동 중 

자세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체의 자세 부분에 이 효과가 

인가되도록 제어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물체는 lumped 

mass로 모델링하고 wave-based control을 개발하여 sloshing 

effect가 적용되도록 물체의 자세를 제어하여 로켓의 동적 거

동을 분석한다.

- Rotor와 hub의 설계 및 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FEM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해석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p-Lambda software를 채택하여 유한요소 해석

에 사용하였다. two-bladed의 개념에 대한 기구학적인 검증은 

CAD 툴인 CATIA를 활용하였고 Cp-Lambda에서는 동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 수행 결과 two-bladed

에서는 rotor-bladed의 회전에 의해 hub에서 wobbling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존의 three, four bladed와 사뭇 다른 결과

로 two bladed시 회전에 대한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추후 연구한다고 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 대한 연구는 연비 개선을 위해 최근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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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비 개선을 위해 cam 

shifting system의 최적화를 위한 해석 방법론 개발에 대해 고

찰하였다. Cam shifting system은 pin-groove system, cam 

piece, finger follower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계 장비는 

torque에 의한 회전 운동을 하며, 각각의 기어들이 맞물려 접촉

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다른 물체 전달한다. 따라서 마찰, 

접촉,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 등이 운동 방정식에 표현되어야 

하고, 본 연구에서는 운동방정식을 index-3 DAE를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fluid-solid interaction problem의 해석을 

위한 4가지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유체의 흐름

을 입자의 운동으로 표현하는 SPH 방법은 밀도, 속도, 압력, 

체적력, 점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유체와 고체의 거동을 동시

에 표현할 수 있다. Semi-implicit lagrangian-lagrangian 

method인 constraint fluid는 SPH와 유사한 운동방정식을 갖지

만, constant 밀도를 사용하는 특이점이 있으며, MAC grid와 

projection method를 이용한 방법은 navier-stokes equation

을 extrapolation으로 풀이하는 방법으로 비압축성 유동 문제

까지 특정 가정이 없이 풀 수 있지만, 수렴성이 낮고 마찰과 

접촉, 속도 수준을 이용하는 방법은 contrained newton-euler 

equation과 lagrangian equation을 접합한 방법으로 가장 최

근에 연구되고 있는 입자 동역학 분야이다. 

- 본 연구는 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의 

새로운 제안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 설계를 위

해서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프레

임워크의 역할은 해석 툴과 설계 알고리즘 사이의 설계변수, 

목적함수, 구속조건 등을 입출력 데이터에서 상호 교환해주는 

터널 역할을 한다. 사용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독일 DLR

에서 개발한 RCE이며, RCE에 다물체 동역학 상용 소프트웨어

인 DAFUL과 최적화 솔루션 알고리즘 DAKOTA package를 

연동하여 다물체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 설계를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였다. 예제로는 hit the double target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연관의 위상 최적화 문제였다.

- 본 논문은 Mixed Cartesian coordinate를 이용한 3차원 조향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generalized-alpha 방법과 newmark을 

이용한 적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물체 모델의 효과적인 

해석 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변환

하는 자동 프로그램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 모델을 

HILS에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운용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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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Divide-and-Conquer 알고리즘을 풀기 위하여 

GUP를 이용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N개의 단순 펜듈럼

을 해석하는데 있어 표준 시리얼 CPU를 이용한 해석, OpenMP를 

이용한 병렬화된 CPU 해석, CPU와 GPU를 조합한 해석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GPU를 사용하는 것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 본 논문은 HILS 및 driving simulator를 위한 실시간 차량모

델의 개발에 관한 논문이다. 부분시스템 합성방법을 이용하여 

작은 크기의 운동방정식을 풀어 해석 속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각 부분시스템별로 서로 다른 적분 방법을 사용하였다. 

Low frequency의 응답을 갖는 샤시에는 explicit 적분 방법을, 

high frequency의 응답으로 인해 해의 수렴성이 중요한 현가 

장치에는 implicit 적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OpenMP를 

이용한 병렬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본 논문은 연약지반 환경을 주행하는 달 탐사로봇 rover 

같은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해석과 실험에 관한 논문이

다. 연약지반에 대한 식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실험을 통해 

등판각에 대한 지반 반력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하

였다. 지반 반력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 센서로는 로봇의 충격량, 

주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가속도계, 스트레인 게이지, 카메라 

등이다.

- 본 논문은 두 개의 기계적인 모델이 구속조건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를 나누어 푸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한 

내용이다. 이 논문은 Index-2 수치 해석 방법을 기반으로 joint 

mechanism의 co-simulation에 대한 결과로 기존에 연구되어 

졌던 전역 라그랑지 승수/지역 라그랑지 승수 방법(Olivier A. 

Bauchau, “A parallel, Hierarchical Approach for the Solution 

of Flexible Multibody Dynamics Problems”)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보인다. 두 개의 물체를 연결하는 구속조건을 위치와 

속도 관계에 의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된 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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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을 사용하지 않고 co-simulation을 이용하여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3. 바르셀로나 요약 

바르셀로나는 한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최대 24시간 여의 

여정을 거쳐야 하는 먼 곳에 위치한 스페인의 도시이다. 우리가 

도착한 여름의 바르셀로나는 summer time이 적용되어 밤 10

시가 지나서야 해가 지는 낮이 긴 도시였다. 또한 폭염 경보가 

발령되어 낮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라가는 더위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는 암석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현대

적인 도시였으며, 특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들은 묘한 매력

이 있었다. 1906 ~ 1908년 가량의 같은 시기에 가우디의 건축

물이 대량 완성이 되었지만 건축물 하나하나 특징이 달랐다.

가우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형식의 건물과 대성

당, 마을 등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을 디자인하였지만 그 당시에

는 이해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외면당했었다.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을 비롯한 바르셀로나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석조 양식으

로 스페인, 포르투갈이 광물자원으로 풍부했던 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계기였다.

바르셀로나 하면 가우디와 더불어 유명한 문화는 축구, FC 

바르셀로나이다. FC 바르셀로나의 전용 구장인 캄푸누는 시즌 

중에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시즌이 끝나면 잔디 구장을 

제외한 전 구역이 박물관, 전시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 투어를 

할 수 있다. 캄푸누에 입장하는 순간 한 쪽에 진열된 우승컵들을 

보면 모두 할 말을 잊을 수 밖에 없다. 100여개가 넘는 트로피와 

선수들과 축구단의 역사 우리 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여름 저녁은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밤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면 급격히 어두워 지면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에스파냐 광장을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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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때 가면 음악 분수쇼를 한다. 음악 분수쇼는 에스파냐 광장과 

카탈루나 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분수에서 여러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듯 연주하게 된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스페인 

젊은이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고 얼핏보면 홍대의 불

금과 유사하다. 바르셀로나는 우리나라에서 멀긴 하지만 문화

와 축제의 도시인 만큼 한번쯤은 기회가 될 때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말 멋진 도시였다.

4. 나만의 소감 

ECCOMAS는 다물체 동역학 전문가들을 위한 전통적인 학술

행사로써 해양 분야로 연구 분야를 옮긴 후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같은 곳이었다. 다물체 동역학 분야는 2000년대 들어와서

는 자동차 분야에서 각광받으며 많은 활용이 이루어졌다면 최

근에는 항공, 선박, 우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또한 항공 설계, 해석 및 우주선 설계, 해

석, 로봇의 설계, 해석 등 다양한 새로운 기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었으며, 특히 CFD로 해석이 이루어지던 분야에서도 CFD

와 동역학의 co-simulation 필요성으로 인해 다물체 동역학 

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CFD 분야의 연구진들

이 동역학 분야로 옮기는 이유는 FSI, SPH 등의 유동과 구조물

의 해석을 co-simulation이 아닌 진보된 운동방정식을 구현하

여 동역학 기반으로 유동해석, 입자해석, 열전달 해석 등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 분야는 동역학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학회에서 또한 해양 분야의 사례는 우리

가 전부였다. 해양 분야는 동적인 해석보다는 정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산업 및 선박 산업의 최적화 

설계,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정적인 해석이 아닌 파랑, 해류, 

바람, 기계 장비들의 연성 효과가 고려되는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중심에는 다물체 동역학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동역학 전문가로써 앞으로 해야 할 임무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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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대회 개요

 International Compumag Society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Compumag(Conference on Computation of Electromagnetic 

Fileds)은 2년에 한번, 짝수 해에 열리는 전자기 학회로써, 전자

기기의 수치 해석, 실험, 최적 설계 등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

고, 토론하는 국제 학회이다. 홀수 해에는 CEFC(Conference 

on Electromagnetic Field Computation) 국제학회가 열리고, 

전자기기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위의 두 학회를 매년 

번갈아 가면서 참석하여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올해 Compumag2015는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 열

렸다. 퀘벡 주의 주도인 퀘벡 시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져 

있고, 수도인 오타와의 동쪽 200km에 자리잡고 있다. 몬트리올

은 북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영어 사용자보다도 프랑스어 

사용자가 더욱 많다. 학회가 열린 시기에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즈 페스티벌인, Montreal Jazz 

Festival이 열려, 신나는 관광의 기회도 주어졌다.

몬트리올 안에서 학회가 열린 장소는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이다. 맥길 대학교는 1821년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상인 제임스 맥길의 기부에 의해 최초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에

서 입학 성적이 가장 높고,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이다. 학회는 이 맥길대학교의 

David Lowther교수를 주축으로 그의 동료교수들, 학생들에 의

해서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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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발표 요약 

Compumag2015에서 Oral발표 38편, Poster 발표 396편으로 

총 4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른 학회와 달리 Poster발표

의 편수가 많은 만큼, Poster발표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대부분

의 발표자들이 열의를 다해 설명하고, 질문자들은 자유롭게 질

문하고 토론할 수 있기에 노력하는 만큼 많은 지식을 충당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학회장에서 들은 몇몇 발표들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영구자석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영구자석 동기 모터

의 최적설계는 중요한 이슈이다. 일반적인 최적화를 통하면 개

선된 결과를 얻지만, 그 결과가 제작 공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실제와 무관한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

에서는 affine 분해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해 강건함

(robustification)을 높인 영구자석 동기 모터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전자기 및 열 파라미터의 측면에서, 철도 트랙션 드라이브에 

적용되는 비동기 유도 시스템의 이용은 산업용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그러한 기계들에 있어서 

전자기 및 열적 거동에 대한 다중 최적화는 최근 가장 중요한 

설계이다. 본 논문은 전자기 특성 및 열 특성을 순차적으로 모두 

개선하기 위해, 쿨링을 위한 유체해석을 포함한 파레토 최적 

설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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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폴과 수정된 폴의 조합을 이용해서 축 방향 갭 자기 기어

의 토크 감소 방법을 제안한다.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360N*m 이상의 토크를 가지는 마그네틱 기어의 코깅토크를 

줄인다. 최대 전달토크는 4.4rpm속도에서 300N*m가 된다. 최

종 마그네틱 기어는 3D모터로 제작되고 실험 검증되었다.

고속 동기 발전기에서 아웃오브페이즈로 동작할 때의 모드는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는 고속 발전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 

고속 동기 발전기가 마이크로 격자에서 아웃오브페이즈로 동작

하는 동안의 특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접근방법

은 실험으로 검증되는데, 정확도와 속도측면에서 얼마나 효과

적인지 검증된다.

축 방향 슬릿은 로터 표면 임피던스를 감소시켜 솔리드-로터 

유도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이 슬릿은 끝단 효과를 

변화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이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전류 밀도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 

3-D유한요소방법으로 대리모델을 생성하여 끝단효과를 고려

한다. 그 후 2-D에서 effective conductivity를 이용해 모델링

을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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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속집중기를 사용할 

때 전자기 가열 치료의 조직 온도 응답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 목적이다. 깊이 자리잡은 조직에 적용될 때 가열 치료 

조직의 온도응답은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진다. 1.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힘들다. 2. 조직이 있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기장 강도가 감소한다. 유한요소법은 전자기와 열전달 커플

링 문제에 적합하고, 깊이 있는 조직의 온도 프로파일을 예측하

는 것이 가능하다. 적응 네트워크 퍼지 추론 시스템 모델은 시뮬

레이션에 구축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구현된다. 이를 이용해 실

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공정에서 조직의 최대 동적 온도를 예측

할 수 있고 이는 실험으로 검증된다.

높은 토크 밀도 자기기어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자기장치이다. 영구 자석의 제한된 공급

과 높은 가격 변동 때문에 영구자석의 최적화 및 활용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 논문은 자기 기어의 최대 토크 밀도를 가지도록 

구조 최적화가 수행되었다.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유전알고리

즘이 이용되었고, 각 자기 기어의 비교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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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관소감

15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으로 매우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버

스기사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친절했기에, 그리고 깨끗하

고, 활기찬 거리를 구경하는 재미들 덕분에 처음 선진국을 직접 

접해본 필자에게 몬트리올에서의 1주일은 매우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른 학회는 각자 관심이 있는 세션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지만, Compumag은 시간대별 세션 장소가 나뉘어

져 있지 않고 한 곳에서 진행된다. 100명이상의 인원이 다 같이 

이동하고, 발표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때문에 Oral발표

에서 사람들의 질문과 토론은 더욱 뜨겁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 덕분에 필자도 매우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특히 Piotr Putek교수의 ‘Uncertainty Quantification for 

Robust Topology Optimization of Power Transistor Devices’

의 발표는 인상 깊었다. 구조에서 재료의 변형(Deformation: 

state variable)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던 것이 최근에는 구조에 

작용하는 힘도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iotr Putek교수는 이를 전자기기인 

Power 트랜지스터에 적용하였다. 발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

표 논리와 진행 또한 필자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였다.

Compumag과 CEFC는 학회발표를 통해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저널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필자의 글을 읽는 전기기기와 관련된 연구

자 혹은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길 희망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까지가 CEFC초록 제출 

기한이라 생각된다. 자세한 설명은 CEFC홈페이지

(http://cefc2016.ct.ufrn.br/)에서 얻을 수 있다.

이번 Compumag2015에서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을 직접 뵙

고, 그 분들의 연구를 경청할 수 있는 경험은 필자에게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회 참석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긴 시간 비행하여 모여 서로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연구

자들을 보며 일체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회장에서 

몇몇 연구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고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내년 2016년 7월 12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CEFC2016에서 서

로 더욱 발전된 새로운 연구를 가지고 또 한번 만나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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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ECCOMAS2015(Th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aional Methods in Applied Sciences)

가 IUTAM, IFToMM, JSME, KSME등의 공동후원으로 06월

29일부터 07월 02까지 열렸다. ECCOMAS2015은 유럽 지역의 

다물체동역학 분야를 통합하여 2년마다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올해에 27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7년에는 체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다물체동역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써 4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는 34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총 300여명 정도 참석을 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는 차량 및 철도 시스템, 항공 우주 차량, 로봇 매니퓰레이터, 

메카트로닉스, 생체 역학 시스템 등 현대 공학 분야에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탄

성체 동역학 분야(Flexible multibody systems)가 많긴 하였

지만, 바이오, 차량 및 실시간 효율적인 해석 분야가 많이 발표 

되었다.

학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전과 오후에 각각 2개의 세

션이 있다. 발표시간은 15분, 질의 응답이 5분이었다. 질의 응

답 시간에서 질문자와 발표자 각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이 

계속되었고,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리고 한 세션이 마칠 때 마다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쉬는 곳에서는 먹을 음식과 함께 회사 소개를 위한 공간과 대화

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2. 논문

2012년 IFToMM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Benchmark 

문제를 본 논문에서는 유연체 모델을 고려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

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유연체 빔 formulation은 세가지 벤치마

크 문제들이 비교되어 평가되었다. 첫번째는 Princeton beam 

실험의 단순 캔틸레버 빔에 중력 하중에 의한 정적 큰 변위 및 

회전 동작 부분이다. 두번째는 fourbar 메커니즘에서 회전 조인

트와 연결된 빔 모델 부분에 초점을 둔다. 세번째는 얇은 빔의 

lateral buckling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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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체 관련된 많은 formulation들은 매우 유사한 결과들을 

보였지만, 이들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들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 8가지의 formulation들이 다루

어졌고, 빔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 세션이 지속되어 및 formulation들의 장단점들에 

대한 issue화가 많이 되었으면 한다.

6x6 야지 트럭 차량에 대하여 LMS Imagine.Lab과 Matlab/ 

Simulink이 연동되는 dynamic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은 크게 

두 하부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모델링 되었다. 첫번째로 구동계

로 엔진과 바퀴, 두번째로 차량 샤시와 서스펜션, 노면으로 구

성되었다. 즉, 외부와 내부로 구성하여 모델링 함으로써, 차량 

동역학 해석 및 내부 동력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차량이 언덕에서 주행되었을 때, 차동 기어부에 걸리는 

동력 및 차량 휠 구동을 보여줌으로써 두 하부 시스템 사이에 

정확한 연동과 해석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차량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타이어 모델은 현재 상용 소프트

웨어에서도 온도 영향에 대한 정확도 부분이 한계가 있다. 타이

어는 고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정도에 따라 특성이 

바뀌므로 본 논문에서는 열 모델을 모듈화하여 타이어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기서는 실험으로부터의 물리적 특

성을 잘 표현하는 Magic Formula 타이어와 3차원 구조 모델인 

유한요소 모델을 복합한 타이어 모델에 적용하였다. 열 모델은 

타이어 모델의 접촉면 요소들 사이의 구조적 특성(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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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external air, 타이어 트레드와 아스팔트 노면 사이의 

슬라이딩 영역)으로부터 계산된다. 열 모델로부터 추정된 온도

는 WLF 접근법을 사용하여 온도에 대한 Magic Fomula 타이어 

모델의 마찰 특성에 관련된 계수을 조절한다. 실제 타이어 시험

결과와 검증함으로써 모델의 정확성과 열에 의한 동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차량의 조정 안정성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델링 방법은 다물체 시스템을 단순화 시킨 14자유도 모델 

기반으로 차량의 대표 특성을 나타내는 시험데이터를 적용함으

로써 실제 차량과 유사한 응답을 나타낸다. 이때의 시험데이터

는 SPMD(Suspension Parameter Measurement Device)로부

터 차량의 기구학 특성과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얻어지는 것이

다. 기구학 특성은 차량을 고정시키고 휠의 변위에 대한 차량의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하는 것이고, 컴플라이언스 특성은 동일

한 상태에서 타이어 접촉부분에 각 방향 힘을 가하여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시험들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

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준 시험에 대해서 

연관성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종안정성 해

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향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스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 차

량 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모델링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다.

로봇의 손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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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내용이다. 물체를 잡을 때, 복잡한 동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손 동작은 기존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단순히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ADAMS로 MBD모델

링 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물체를 잡기 위한 접근법을 제안하

였다. 손 로봇의 주요 특징은 revolute joint를 대신하여 rolling 

contact joint를 사용하였다. 모델링 시 rolling contact joint를 

Gear joint를 사용하여 적용하였고, 손가락 운동에 대한 

synergistic 관계를 적용하였다. 잡을 물체의 임의의 mesh 

point를 50개를 선택하고, 잡는 동작을 손바닥 위치를 바꿔주면

서 반복 수행한다. 모든 손바닥 자세에 대해 수행 후 안정적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행 보조 로봇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사람의 걷는 동작

은 여러 조직들의 움직임 조합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메커니즘은 척추 움직임 패턴과 중추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근육-힘줄 시스템의 생체 역학적 특성과 사람의 동적 특

성을 반영하게 되어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한 걷는 동작을 표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처럼 걷기 위한 로봇의 지원 범위와 

로봇 자체의 안정화 정도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기구학적 위치와 구속 관계를 정의하였고, 실제 움직임

을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동적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로봇의 운동 메커니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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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다물체시스템의 동적 응답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연

체의 파라미터인 영율, 밀도 그리고 기하학적 제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재료 불균질성 및 제조공차 등

에 의해 불확실성을 가진다. 특히 유연체의 경우 파라미터는 

불확실성이 랜덤변수가 아닌 랜덤필드의 형태로 존재한다. 랜

덤필드는 랜덤변수의 확장된 개념으로써 랜덤변수가 시간 또는 

공간의 함수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파라미터 불확실성은 유연 

다물체시스템의 동적 응답 불확실성을 야기시켜 시스템 성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신뢰성 저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연 다

물체시스템의 응답 불확실성을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이용하

여 정량화하고 이를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기존

의 다물체시스템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들은 랜덤변수만 고려할 

수 있었지만 유연 다물체시스템의 경우 랜덤필드를 반드시 고

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랜덤필드를 고려한 유연 

다물체시스템의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분야 통합 해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Chrono 의 현재 사용되

는 시뮬레이션 툴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특히 다물체 동역학 

모델링 및 탄성체, 유체-고체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

램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모델링 구성 방법을 자동화하

여 복잡한 모델 생성에 대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병렬 처리 방식으로 DEM(Discrete Element 

Method), 탄성체 해석으로는 ANCF(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유체-고체 상호작용 문

제를 풀기 위해서는 Navier-Stokes 운동량 보존 방정식의 지

배를 받는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를 사용하

였다. 이 방법은 유체 입자들을 한 집합체라 생각하고 입자들에 

대해 유체 방정식을 적용한 방법이다. 기본 물리적 법칙에 따

라, 병렬 처리 해석은 마찰 접촉을 처리하기 위한 DVI 방식에서 

발생하는 최적화 문제, 암시적 수치 적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문제, 유체 - 고체 상호 작용 문제 등을 해결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분산형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병렬 처리 컴

퓨터 환경인 MPI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수백만개의 분자들 

상호 작용 해석을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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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 시스템의 동적 거동에서 발생하는 물체들 사이의 마찰 

접촉은 모든 기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 분석은 접촉 관계와 접촉력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접촉력은 수직력과 접선력으로 구

분되며, 여기서는 접선력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쿨롱 마찰 

모델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마찰 모델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1 자유도 시스템에 대하여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마찰 현상은 동적 시스템 응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고, 적절한 모델의 채택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복잡한 마찰 모델을 갖기 위해서 

물리적은 파라미터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학회 만찬 및 주변안내

1)� Reception

학회 첫날 발표일정을 마치고 학회장 중앙에 휴식시간 공간이

었던 곳에서 Reception이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사람으로 쌓

는 탑을 특별 공연 이벤트를 보여주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리고 무엇보다 학회장에 온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2)� Catalunya� 광장 &� 만찬

학회 셋째날에는 발표일정을 마치고 Catalunya 광장으로 향

했다. 1997년에 UNESCO로 지정된 공연장인 카탈리나 음악당

(Palau de la Musica)을 구경하였다. 이곳은 공연도 멋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조를 나

누어 Modernist 거리를 구경 하였다. 이 거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명성을 떨친 조각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물이 

많아 가우디의 도시라고도 부른다. 건물에는 다양한 곡선과 구

멍 뚫린 천장, 뱀, 용, 독수리 등의 동물 및 악기를 다루는 또는 

초콜릿, 맥주를 만드는 여인들의 형상들이 있어 매우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중 성가족 성당은 가우디가 설계한 도면

대로 현재도 지어지고 있다. 건축 자금을 후원자들의 기부금만

으로 충당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우디 사후 100주년

이 되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외부 모습만 보게 되어 

아쉽지만 2026년에 꼭 다시 한번 와서 완공된 모습과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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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구경을 마친 후 만찬장소로 이동하여 만찬을 즐겼다. 스

페인의 식사 시간이 9시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학회는 만찬 전 

한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휴식 시간 

동안에는 Jazz 공연이 있었고, 학회에 참석자들은 대화의 시간

을 가졌다.

4. 참관 후 느낀 점

학술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어떤 비슷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결코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서로가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음에도 이렇게 깊고 창의적

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은, 세상엔 아직도 우리가 해야할 많은 

일들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

보면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 이는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시야를 넓히고, 새로

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논문에

서만 알 수 있던 연구원들과 서로 관련된 동역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연구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이런 학술대회가 

아니면 기회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참석한 모두에겐 소

중한 자리인 것 같다. 다음번 ECCOMAS 학회는 2017년 체코

에서 열리고, 이와 연관된 학회로 2016 IMSD가 캐나다, ACMD

가 일본에서 열린다. 앞으로도 다물체 동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

들이 많이 모여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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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퍼런스 개요

ISGMA2015(International Symposium on Green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s)는 친환경 재료 및 스마트 재

료/액츄에이터, 에너지 재생 및 재활용 분야 등의 그린 에너지

와 친환경 생산 기술 전반을 다루는 국제학회로 한국정밀공학

회 주도로 2012년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2

년 제주, 2013년 하와이, 2014년 부산 해운대에서의 학회 이후 

올해 ISGMA2015 학회는 중국 칭타오에서 개최되어 국내와 

국외를 격년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ISGMA 학회는 

학회 발표 이후 다양한 SCI(E)급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 학술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그린 에너지 분야에

서 점점 규모가 큰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국내 주도

의 국제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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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 내용

ISGMA2015에서는 150편의 구두 발표와 200여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스마트 재료 및 액츄에이터, 친환경 제조 및 

설계 방법론, 재생 에너지 및 재활용 제조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본인의 관심을 끌었던 몇 개의 논문

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Remanufacturing이란 사용된 부품의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

고 정비함으로써 새 것 수준의 상태로 되돌려 상품화 하는 것으

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그린 산업

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Remanufacturing 시장은 2011년 미국

에서만 430억불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로 유럽, 미국 등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Remanufacturing 연구의 핵심은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

와 보다 효율적인 재생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원과 환경 보호 뿐 아니라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효율

을 갖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형상기억합금(SMA) 와이어를 튜브 형태의 베이스에 나선 형

태로 결합시킨 smart soft composite(SSC)를 활용하여 길이 

방향 회전(비틀림)이 가능한 스마트 액츄에이터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스마트 액츄에이터는 부드럽고 휘어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모터없이 전기적 신호 만으로 각도 제어가 가능

하므로 로봇팔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 손목을 

모사하여 제작된 실험 장치에서도 100g 수준 질량의 물체도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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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표 논문과 비슷한 smart soft composite(SSC)를 활용하

여 굽힘이 가능한 유연 힌지 액츄에이터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능과 구조를 갖는 액츄에이터는 로봇 핸드에 활용이 가능하

며 물건을 집는 그립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구동 

모터없이 재료적 특성만으로 움직임과 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액츄에이터 자체가 유연한 재료이다 보니 더 가볍고 더 작고 

변형도 가능한 많은 장점을 갖는 액츄에이터 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사용 부품을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리사이클링 설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와 관련된 분해 계획 설계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에 대해 기계적인 조립과 

분해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추후 폐기 및 수리 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Minkoski Sum을 이용하여 각 요소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이동 

영역을 생성한 후 최적의 분해 경로가 확보되는 치수로 설계를 

진행한다. 울론 이 방법은 요소의 개수가 매우 많은 기계 부품의 

경우에는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고 해를 찾지 못하는(분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FID Local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플러그인 전기 자동

차를 자동 충전하는 가정용 로봇의 개발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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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충전 위치 정보를 RFID를 활용하여 로봇에게 정확하

게 전달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RFID

의 장점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적은 비용으로 사용

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다.

폐기 후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환경 오염이 없는 바이오매스 

기반 재료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으나 일반 합성 수지에 비해 

강도나 내구성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 분야가 확대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섬유 보강된 바이오매스 복합체 형태의 소재도 개발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 복합재에서 나타나는 유동 거동을 확인

하기 위해 강화 섬유의 배열 형태를 SEM으로 관찰하고 섬유 

배열 구조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복합재 최적 생성 조건을 

도출하였다.

3D프린팅을 활용한 스마트 액츄에이터 제작 방법에 대한 내

용으로 원하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SMA(Shape Memory 

Alloy)와 PLA(Poly Lactic Acid)의 조합 및 배열 형태는 각각

의 경우마다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3D 프린팅의 장점인 맞춤형 즉석 제작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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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고 구동 동작과 조건을 결정하고 여기에 맞는 SMA 배열 

형태를 설계하면 PLA 재료를 3D 프린팅을 통해 기본 틀을 제작

하고 여기에 SMA를 삽입함으로 맞춤형 스마트 액츄에이터 및 

마이크로 액츄에이터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발표하였

다.

3. 정리

이번 학술대회는 ISGMA의 현재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학회였다는 생각이 든

다. 필자가 ISGMA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해 본 관점에

서 기술해 본다면 아직은 주관이 국내 학회 이다보니 국내 참가

자가 대다수일 정도로 국제학술대회 같은 이미지를 주기에는 

조금 약했고 이번 학회도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유로 인해 학회 

발표인원이 한국인과 중국인 만의 학회인가 할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국내 학회 

주도의 국제학술대회가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한 것에는 몇 년간 

학술대회 조직위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향후 그

린 에너지 및 생산기술 분야의 큰 학술대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장소였던 중국 칭타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호텔이 있었던 도심부는 지하철 공사와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며 초고층 빌딩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는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는 대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구시가지 등의 관광지는 오랜 기간 독일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와서 중국같지 않은 이국적인 경관을 많이 보여주어 외국인보

다는 내국인 관광객이, 특히나 결혼사진 촬영객이, 넘쳐나는 

관광지였다. 또한 누구나 알고있는 칭타오 맥주의 생산지로서 

작은 편의점에서도 여러 종류, 다른 맛의 칭타오 맥주를 즐길 

수 있었고 해안 도시이기에 가능한 신선한 해산물 요리는 베이

징이나 상하이와는 다른 중국 음식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점은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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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ICSV(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는 소

음 진동 공학 분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학회로

서 올해 개최지는 이탈리아 피렌체였다. 학술대회에는 전세계

적으로 1628명이 참가하여 961편의 학술대회 논문을 제출하

여 5일간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가 실시되었다. 올해로 22번

째 학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 국의 소음 진동 전문가들이 참석하

여 학술 및 기술적 주제를 토론하는 Scientific Program과 관련 

산업체 및 기업들의 전시회 및 시연회가 함께 개최되어 소음 

진동 공학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2. 주요 논문

ICSV22에서는 크게 14가지 연구주제로 나뉘어 세션이 구성

되었고, 총 96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래 내용은 필자의 

관심 연구 분야인 Acoustical Measur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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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tion (T01)세션과 Aeroacoustics and Aircraft 

Noise and Vibration (T03)세션의 주요 논문에 대한 소개이다.

 스피커를 이용한 어레이 또는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어레이 

시스템은 소음원 추적이나 음원을 분류해내는 등 여러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적용되어 사용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이

크로폰 및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탐지하는 새로운 응용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Inverse 

filtering 기술을 이용하여 음향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복잡한 환경에서의 음향 이미지는 복잡한 

경계조건에 의하여 정확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minimum 

phase components와 inverse filtering 기술을 이용하여 잔향

에 의한 노이즈를 줄이는 연구를 하였다.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inverse filtering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두번째 논문은 INA (Inverse Numerical Acoustic Analysis)

를 이용하여 제트 소음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원을 재현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력 소음에 의한 소음원을 

식별하는 것이며 INA 기술을 이용하여 가시화를 하였다. INA

는 소음원 음압과 소음원 파워와 관련된 acoustic transfer 

function에서 진동하는 속도를 알아내어 가시화하여 나타내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surrounding sound 

pressure는 아음속 제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소음원 주변

의 음압과 관련된 acoustic transfer function은 BEM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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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되어 INA를 이용하여 공간상의 분포를 예상한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 결과 유동의 흐름에서 보텍스가 발생하거나 속

도가 변화하는 부분에서 집중된 분포를 나타내었고, 이를 통하

여 공력 소음원의 공간상의 파워를 정량적으로 결정하는데 응

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 논문은 지상의 항공기 엔진의 위치에 따라 발생되는 음

향 레벨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연구는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수행되었는데 첫번째는 지면에의

한 반사 또는 산란을 갖는 analytical model 두번째는 BEM 해

석방법을 이용한 방법 마지막으로 1/10 모델로 제작된 날개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비행 이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항공기 엔진의 정확한 소음원 위치 관리 

측면에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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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승용차의 side mirror에서 발생되는 외부 소음 및 

내부 소음을 시뮬레이션하고 평가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외부 형상은 공기역학적 성능에 영향을 끼치며 이때 

side mirror는 자동차 전체 항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정된

다. Side mirror의 경우 시속 100km 이상에서 내/외부에서 심

각한 소음이 발생되며 이는 승객 또는 운전자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소음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의 정도를 정량

화 하며 위치를 알아낼 수 있도록 CF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되겠다. 

톱니모양의 뒷전 및 앞전을 갖는 항공기 에어포일의 공기역학

적 성능과 공력소음적인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톱니모양의 에어포일은 다른 종류

의 에어포일에 비하여 유동 소음을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독보

적인 응용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톱니형 앞전이나 뒷전을 갖는 에어포일에서 유동 소음이 줄어

드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유동 소음이 줄어드는 

에어포일에서 발생되는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에 대하여 

NACA0012대칭형 에어포일과 NACA65(12)-10 비대칭형 

에어포일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심도 깊은 고찰을 

하였다. 풍동 실험을 통한 측정 결과 톱니형 뒷전 에어포일의 

공력성능의 경우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톱니형 앞전 에어포일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동 소음의 경우 두가지 모두에서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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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n-duct phased array를 이용하여 Far-field 

광대역 소음 레벨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평가를 위한 실제 

팬 소음의 데이터는 NASA ANCF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였

고, modal transfer function을 ‘plug’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

며, 유동 배기 모델은 ‘GXMunt’ far-field코드와 ‘FLESTURN’

코드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GXMunt 모델보다 FLESTURN

을 사용한 결과가 더욱 실제 분출되는 제트의 유동 및 소음 

분포와 흡사하게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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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FD 해석을 이용하여 ducted-fan에서 발생되는 

공력소음을 예측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보통 회전하는 시스템

의 음장 해석에는 Ffwocs-Williams and Hawkings 방법이 사

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OpenFOAM 프로그램의 finite volume 

solver를 이용하여 비압축성 CFD 해석을 하였고,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음파의 전달 과정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기본적인 CFD 모델을 통한 해석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추후 실제 시스템의 모델링을 통한 CFD 해석을 수행 중에 있다. 

아직 전체 시스템의 해석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3. 참관 소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ICSV22는 필자의 관심분야인 소

음 및 진동공학의 세계적인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 직접 전문가

들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물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한 해외 학술대회였기 때문에 더욱 

더 뿌듯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학회 참관을 통하여 국내 

학회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국외의 여러 전문가와 학술적으

로 또는 인간적으로 교류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특히 학회 세션 발표장에

서 상대방의 발표를 듣고 혹은 나의 발표를 통하여 좌장과 발표

자 그리고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간의 서슴없고 자유로운 논

의와 토론하는 모습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 수 있으므로 서로의 연구를 진행

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학술대

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이탈리아 피렌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소음 진동 공학에 관련된 많은 정보와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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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Inter-Noise 2015 (International Congress and Exposition 

on Noise Control Engineering)는 소음 진동 분야에서 매년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로, 44회째를 맞고 있

다. 이번 학술대회는 Institute of Noise Control Engineer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E/USA)와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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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KSNVE) 공동 

주관으로 8월9일부터 1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학술대회의 테마는 

Implementing Noise Control Technology이다. 1010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으며, 90개의 다양한 소음 진동분야 관련 업체들이 

전시부스를 구성하였다. 발표는5개의 기조강연과 3개의 특별 

섹션 그리고 73개로 구성된 기본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는 KSNVE의 공동주관으로 미국이라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여 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 

발표는 총 18개의 룸에서 이루어 졌으며, 발표 시간은 총 20분

으로 15분동안 발표하고, 2분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3분동안 

다음 발표자 교체 및 준비 시간을 가졌다.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루 두 차례 Refreshment Break 시간을 정해 커피와 차, 쿠키

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회에서 점심식사는 제공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학회장에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해야 했다. 

2. 주요발표 요약

유체기계 흡, 배기 단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음향 소스 임피던스와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circuit analogy를 이용하는 방법과 wave 

decomposition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실제 디

젤 자동차 엔진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비교 결과, 3번째 

harmonics와 8.5 번째 harmonics에서 실험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는 비선형적인 특성 때문이다. 비선형적인 특성

은 linearity index를 측정함으로써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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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에 사용되는 소음기는 광대역 주파수의 소음을 차단하

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광대역 주파수의 복잡한 구조음향을 해석해야 하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분전달함수 합성법

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mixed interface를 다

루기 위하여compound interface treatment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방법은 해석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비교적 

복잡한 구조물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수치예제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장점을 검증하였다. 

소리의 공간감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재현하는 오디오 시스

템의 구현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의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밸런스 노브(balance knob)로부터 찾을 수 있다. 밸런

스 노브와 같이 청취자가 원하는 공간감을 평가하고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Spatial Equalizer 개념을 제안하였다. Spatial 

Equalizer는 공간상에 하나 또는 다수로 나타나는 가상음원을 

조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의 공간감을 가지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음향공간은 청취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오디오 프로그램

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음향공간을 자동차 내부에 적용

시킴으로써 청취자가 좌석에 따라 다른 오디오 컨텐츠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외부에 적용시킴으로써 지향성 

있는 경고음을 보행자에게만 전달하여 주위의 소음 공해를 방

지하였다. 자동차 내부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따른 반향의 영향

이 커서 수정된 제어 방법이 사용되었고, 자동차 외부는 기존의 

제어방법이 사용되었다. 두 제어방법 모두 실험적 검증이 이루

어졌다.



2015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227

음장을 제어하는 방법 중 영역 집중 기술은 다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향학적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형성한다. 이 

중 음향학적 밝은 영역의 목적함수 형태를 밝은 영역의 모든 

지점을 제어하는 형식과 밝은 영역의 평균 응답을 제어하는 

형식으로 나누고 제어 방법들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

로 밝은 영역의 모든 지점을 제어하는 형식이 밝은 영역에서 

고른 응답을, 밝은 영역의 평균 응답을 제어하는 형식은 큰 음압

차를 형성하는데 유리하였다.

음향 블랙 홀(ABH)은 판과 빔에서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passive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실제 항공/우주/수중에서 

사용되기 위해 ABH를 그리드 형태로 구성하고 성능을 비교하

였다. 결과에 의하면 ABH 판의 저주파수 성능은 저차의 ABH 

셀 모드의 영향을 받았다. 구조 인텐시티(SI) 결과는 ABH 셀에

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댐핑층에 의해 어떻게 

소산되는지 보여주었다. 이 결과로 저주파에서는 ABH 셀의 중

앙에 위치한 댐핑층이 효과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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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는 입사파의 에너지를 거의 흡수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

여 공기중의 소리를 흡수하기 위한 ABH를 구성하고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형태에 따라 Linear Acoustic Black Hole 

(LABH)와 Quadratic Acoustic Black Hole (QABH)을 알루미

늄 판을 이용해 제작하고 반사계수를 측정하여 성능을 비교하

였다. 또한 알루미늄 판에 흡음재를 부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

다 . 

방음벽은 교통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방

음벽이 길수록 차음 효과가 크지만 설치 비용과 차광 문제로 

짧게 시공된다. 짧으면서도 차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방음

벽 끝에 흡음과 위상 간섭을 이용한 모서리 장치가 소개되었지

만 크고 복잡하여 시공 비용 문제와 차량에 의한 방음벽 파손 

시 위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방음벽 끝에서 공기입자의 속도가 

증가하는 모서리 효과가 발생한다. 모서리 효과 저감기술을 이

용하면 모서리 장치는 작고 가벼워질 수 있다. 모서리효과 저감

기술을 이용한 모서리 장치를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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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제어와 멤브레인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능동 흡음기는 

멤브레인 공진 주위의 광대역 범위에서 최적의 흡음 성능을 

보여준다. 기존의 스피커의 낮은 공진 주파수를 이용하면 룸에

서 낮은 주파수 모드 감쇠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룸에서의 소리

확산 균일화, 외부 소음 유입과 같은 실생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4개의 프로토타입 능동 흡음기의 성능 평가가 잔향실에

서 이뤄졌다. 전체 벽면의 0.1% 넓이만을 차지하는 4개의 능동 

흡음기가 20Hz에서 100Hz 사이에서는 8dB의 감쇠를, 각 모드

에서는 최대 12dB의 감쇠 효과를 보여줬다. 또한 모달 감쇠시

간의 현저한 저하도 확인되었다. 

3. 참관 소감

이번 학술대회는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국제 학술대회였다. 그래서 다른 국

제학술대회 보다 더 부지런히 발표를 듣고, 다른 학생들과 교류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느끼

는 것은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회에 참석

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목적뿐만 아니라 연구 

교류를 위해 참석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에 열려있고,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준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과 애기를 하면서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꼈지만, 대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내 연구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발표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심리음향 섹션에서 많은 발

표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질문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심리 음

향 섹션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내 연구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전시부스이다. 다른 학

회 참석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전시부스에서

는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잘 하고, 친절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

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계측 센서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시공 

및 재료를 다루는 업체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특히, B&K업체

에서 소음진동 관련된 포켓북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쉬웠던 점은 시차 적응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과 16시간 시차로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 졸음을 참아야 했다. 

시차 적응만 하루 빨리 했어도 더 많은 발표를 집중해서 듣고, 

더 활발히 다른 연구자들과 교류를 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다음 학술대회는 독일 Hamburg에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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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분야 

경 북 대 고 려 대 부 산 대 서 울 대 연 세 대 충 남 대 KAIST 한 양 대 POSTEC 합 계

연도별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4년

8월
2015년

2월

재료 및 파괴부문 2 1 3

고체 및 구조역학 1 2 2 1 6 3 15

동역학 및 제어부문 1 10 5 1 2 2 8 1 1 1 1 33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2 3 2 1 4 5 17 17 5 2 2 7 12 18 2 5 2 5 111

열공학부문 1 4 1 4 3 2 1 3 2 1 1 23

유체공학부문 1 1 1 3 4 1 1 1 3 2 1 2 1 22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1 1 1 1 1 5

정밀 및 특수가공 1 1 1 4 7

마이크로 및 나노 2 1 3

합계 4 3 6 3 10 13 34 30 9 6 3 11 24 40 5 8 5 8 222

<표 1-1> 전공에 따른 국내 9개 대학 기계공학박사학위논문의 경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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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 전공별 연구주제 1)

 기계공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내 9개 대학에

서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에 발표된 총 222편의 기계공학

관련 박사학위논문 초록을 수집하였으며, 전공별 통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초록 정보를 기초로 하여, 222편의 논문

에서 기계공학 분류기준에 따라 9가지 대분류 및 소분류 기준

으로 나누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총 26가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분야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산 및 설계공학, 동역학 에너지 및 설계, 열공학

로봇공학 등의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유체

공학, 고체 및 구조역학 부분도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생산 

및 설계공학 경우 50%를 차지하며 동역학 및 제어(15%), 열공

학(11%), 유체공학(10%), 고체 및 구조역학(7%) 등 다양한 

분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생산 및 설계, 동역학에너지 및 설계, 로봇공학 

부분이 강세였으며 반면 MEMS, 전산유체공학, 진동, 연료 및 

대체에너지 경우 저조하였다.

 2) 대학별 연구주제의 분포 비교

대학별 연구주제 중에서 동역학에너지 및 설계, 고체 및 구조

역학, 로봇공학 부분의 논문이 제일 많았고, MEMS, 전산유체

공학, 진동, 연료 및 대체에너지 분야의 논문이 제일 적게 나왔

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 KAIST,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대학별로는 비교

적 고르게 분야별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 1. 서울대학교 연구분야 

서울대학교는 가장 많은 64편의 박사 학위논문을 배출하였으

며 세부분야 별로는 생산 및 설계공학(53%), 동역학 및 제어

(23%), 유체공학(11%)등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키워드로는 논

문 편수가 많은 만큼 생산 설계, 전산유체, 항공기관 등 다양한 

키워드가 검출되었다.

1) 학술진흥재단의 기계공학 연구분야 분류에 따랐으며, 세부 분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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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IST 연구분야

 KAIST는 모두 64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고 서울대

학교와 마찬가지로 생산 및 설계공학(47%) 박사 논문 분야 중

에서도 가장 많이 편찬했다. 다음으로 동역학 및 제어 16%를 

차지하였고, 고체 및 구조역학(14%) 순이었다. 기타 로봇공학, 

재료 및 파괴, CAD/CAM 등 다양한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그림 3. 한양대학교 연구분야

한양대학교는 모두 27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으며 동

역학 및 제어(29%) 분야가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고체 및 구조역학, 생산 및 설계공학, 열공학 (14%)이 3건씩 

발표되었다. 이 외 에너지 및 재료 및 파괴, 마이크로 및 나노, 

유체공학 등이 발표되었다. 키워드로는 고체역학, 구조시스템, 

복합재료 등이 나타났다.

그림 4. 부산대학교 연구분야

부산대학교는 모두 23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생산 

및 설계공학(39%) 분야가 두드려지는 현상을 관측되었다. 다

음으로 열공학(31%)이 강세를 보였다. 이 외 고체 및 구조역학, 

유체공학, 동역학 및 제어공학 등의 분야가 편찬되었다. 정밀 

및 특수가공, 에너지 및 동력공학 분야는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

다. 키워드로는 로봇공학, 자동차 시스템 등이 나타났다. 

그림 5. 연세대학교 연구분야

연세대학교는 모두 15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으며 마

이크로 및 나노 분야가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동역학 

및 제어(25%), 에너지 및 동력공학(13%), 고체 및 구조역학 

(12%) 나타났다. 키워드로는 나노스케일, 마이크로 전극, 복합

재료 등이 나타났다.

** 박사학위 논문 초록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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