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용 연료전지의 내구성 강화

정세민

지능형 파워 및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목적 :






수소상용차의 연료전지 내구성 강화를 통한 수소 상용
차의 보급 촉진

필요성 :







연구 내용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
-> 수소차,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



접근 방법 :


각종 저널, 뉴스를 통한 이슈 검색



논문 및 전공 서적을 통한 연료전지 조사

주요 결과 :



2030년 약 10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주행거리가 길수록 수소차의 연료전지 시스템이 유리
-> 승용은 전기, 상용은 수소



상용차의 10년 평균 주행거리는 약 470,000km로,
10년/160,000km인 보증기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





연구 참여 경험


자유 내용



PEMFC는 얇은 고분자 막을 전해질로 사용
PEMFC는 80도의 저온에서 작동
-> 차량용으로 적합
기존의 연료전지는 주로 승용차에 적합
-> 그대로 상용차에 적용하기엔 무리

연료전지 스택의 내구성 요인
-> 연료온도, 부품의 열화, 냉각성능 저하
목표 출력 설정 후, 상용차의 용도에 맞게 최적화
-> 높은 출력, 안정성, 내구성
설계 최적화 시 고려할 요인
-> 연료공급량, 가습량, 공기공급량, 경제성 등

연구 결과의 중요성





화학반응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 효율의 상승



수소상용차의 보급으로 대기오염 감소



연료전지의 종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분류



미래 수소상용차 기술에 대한 주도권



고성능 차량용으로 이용 가능



차량 뿐만 아니라 고출력 장치에도 적용 기대

CFD Modeling and Analysis of SOFC

홍주영

Intelligent Power and Energy System Laboratory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 고효율 SOFC 최적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600~1000도의 고온에
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온에 따른 셀의 열팽창 및 열변
형의 위험성이 있다.
–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셀 성능 향상을 위한 실
험 과정을 줄이고, SOFC 작동 시 최고 온도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 안정성 증가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 내용


접근 방법








메탄 연료의 내부 개질 및 전해질층에서의 전기화학 반
응을 포함한 SOFC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여러 온도, 작동 전압, 연료 조건에서의 SOFC 내의 물
질 전달, 열 분포, 전류밀도 분석

연구 결과의 중요성



Temperature gradient of the fuel cell stack[1]

화학공정 프로그램(aspen plus)를 통한 내부개질 결과
와 CFD 시뮬레이션 내부개질 결과 비교

주요 결과




논문 분석을 통한 지배방정식 확립 및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한 SOFC 성능 예측으로 실험비 절감
다양한 유로 구조에 따른 SOFC 성능 비교 및 최적 유
로 구조 설계에 활용 가능

연구 참여 경험




연료전지라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COMSOL
Multiphyscis라는 전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스로
연료전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했다.
학기 중에 진행되어 더 깊게 알아보기에 시간이 부족
했다.

Anode Channel 내의 mole fraction 분포
[1] Al-Masri, A., et al. "A 3D CFD model for predicting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full scale
APU SOFC short stack under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s." Applied energy 135 (2014): 539-547.

CFD Modeling and Analysis of SOFC

홍주영

Intelligent Power and Energy System Laboratory

연구 과정


SOFC 형상


기계공학부

연구 결과


순수 수소를 사용한 SOFC 모델 결과

5개의 layer와 flow channel, interconnect가 포함된
SOFC 형상

H2 mole fraction at 1.1V, 1.0V,
0.9V, 0.8V, 0.7V





지배방정식


각 layer에서 사용된 물질 전달, 이온 전달, 열전달 등의
지배방정식

메탄 연료의 내부개질


SOFC cell Geometry : front view, side view



Temperature gradient at 0.9V

순수 수소가 아닌 메탄 연료를 SOFC에 공급해주면
Methane steam reforming, Water gas shift reaction이
일어나고 수소가 생성

매니폴드 포함 스택 설계


셀을 60개 이어 붙여 스택을 설계하고 각각의 유로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매니폴드를 설계하였다.

Anode inlet

Applied governing equation at each layer

Velocity gradient of anode inlet

히트펌프를 이용한 건물용 연료전지 성능 향상 시스템 설계
IPES 지능형 파워 및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

연구 주제
• 목적 :

연구 내용
•

– 고온형 PEMFC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하여 삼중열병

기계공학부

접근 방법 :
–

합 발전으로의 활용

심혜은

고온형 연료전지 시스템과 히트펌프 시스
템을 적절히 배치한 복합시스템을 설계한

– 건물용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을 통해 상용화된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 모델

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복합시스템 효

개발

율을 확인하여 접근.

• 필요성 :
– 현재 고온형 PEMFC의 내구성 문제는 냉각시스템 개선 등으로 빠르게 해결되

–

고 있으므로,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로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인에 대해 공부.

– 특히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고온형 PEMFC의 폐열을 활용한 시스템에 대한 설

계는 삼중열병합 발전을 가능하게 함.

연료전지 성능에 영향을 주는 비가역적 요

•

주요 결과 :
–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ASPEN PLUS를 이
용하여, PEMFC의 포트랑 코드를 작성하여
연료전지의 성능을 보여주는 i-V curve를
validation하여 실험값을 뒷받침하는
simulation값을 도출함.

•

연구 결과의 중요성:
–

간단한 시스템의 PEMFC 성능을 ASPEN
PLU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코드를 프로

<Simulation 시스템 및 결과>

그램 내에서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활용하
면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PEMFC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음.

Gear Box – Prototype 21A

원승범

설계 최적화 및 스마트 진단(SDDO) 연구실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 목적

연구 내용
• 연구 단계

– 풍력 발전기에 필요한 기어박스를 직접 설계, 제작
– 기어박스를 통한 rpm 증폭

• 필요성 :
– 기어박스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음
– 설계 시 전반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음
– 제작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깨달을 수 있음

–
–
–
–

Creo 프로그램 연습
기계요소설계 중 기어 파트 학습
Creo를 통한 기어박스 설계
3D 프린터를 통한 기어박스 제작

• 연구 결과:
– 필요 전압: 2V 이상
– 예상 초기 rpm: 120rpm (2Hz)
– 최종 기어비 12.37 : 1

연구 참여 경험
• 연구의 필요성
– 연구 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나?‘,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지’ 같은 고민을 자주하
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느낌

• 추후 계획
– 스퍼기어 이외에도 베벨기어와 유성기어를 활용한 기
어박스 제작
– 변속기를 통한 RC카 속도 제어
– 변속기의 경우 설계도 문제지만 설계보다는 제작에서
의 정밀함을 요하기에 실제 제작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동영상 (필요시)
위치 자유

이준규

3D CNN을 이용한 블랙박스 영상 사고과실 평가 시스템

GLAD(GIST Laboratory for Autonomous Driving)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 목적 :

연구 내용


–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과실의 여부를 판단
– 사고과실이 누구에게 큰 지 정도를 판별(2 classes)

• 필요성 :
–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한 사고과실 협의는 많은 시간, 비
용이 소모됨. 종종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함.
–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공정성 확보





접근 방법 :


YouTube를 통한 데이터 수집(전방 블랙박스 영상)



영상의 중요 부분 5초 추출, 해상도 저감



3D CNN을 이용, 동영상 자료를 training, test 함



Batch size 16, epoch 16, 한 batch 내에는 순서 고정



실제 사용 예를 위한 샘플 동영상 판별

주요 결과 :


Train 30, test 20 -> acc: train 75, test 45, 적용 70 (%)



특정 유형에 대한 판단 정확도 저하



Train 40, test 30 -> 해당 유형 보완 됨

연구 결과의 중요성


연구 참여 경험


논문 리뷰 진행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 CNN 구현 경험



배운 내용 연구실의 예전 과제에 적용 경험

딥러닝 모델을 통한 사고과실 평가의 가능성을 보임으
로써 더 효율적인 사고평가 방법의 가능성 제시
This is my fault

유한요소해석과 모터 해석

정영곤

Electric Mobility Design Optimization Lab.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연구테마 1 : 차체 경량구조
설계

1. 구조해석, 유한요소해석





접근 방법 :

1. 최적설계

2. 구조최적설계, 위상최적설계

1) 유한요소해석 이론 학습

3. 적층제조, FDM

2) COMSOL을 이용한 실습

연구테마 2 : E-mobility 동력장치

3)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1. 전기모터 기초 이해
2. 전기모터 해석

Environment : 환경

2. 전기모터



연구의 필요성

ESG 경영으로 전환 중인 기업
들
Social : 사회적 책임
Governance :지배구조

2) ANSYS를 이용한 실습



E-mobility에 대한 수요증가

주요 결과 :

- 해석 프로그램 사용법 확인
- 설계-해석-제조 체험

연구 참여 경험


1) 전기모터 기초 학습

- 실제 제작물 완성

ME-UP Program에 참가한 이유

- 4학년 학사논문연구 전 연구실 경험
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실제 연구실에서

- 다양한 연구참여 형태 경험
것을 확장시킴

- 수업에서 배운

- 진학/취업/창업



연구 결과의 중요성

설계최적화 및 전동기 모델링 실험

기계공학부
20205102 손정빈

전기동력 모빌리티 설계최적화 연구실

연구 목표






ME-UP 참여 목적


연구 환경 체험 및 연구원과의 교류  연구에 대한 거리감 해소



이론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  지식의 공고화

Stator



구조 유한요소해석, 위상 최적 설계, 전동기 모델링 이론 학습과
실습

N-pole
B+

C-

A-

연구 목표


Maxwell을 이용한 PMSM 모델링
A+

C+

B-

B-

C+
A-

A+
C-

Rotor

B+

 2쌍의 3상(ABC) 전류와 영구 자석으로 모델링한
SPMSM

실험 1) ωrotor = 0  최대 토크일 때 위상(γ) 측정
실험 2) ωrotor = 0, 위상 + γ  토크-시간 그래프
실험 3) ωrotor = ωB  토크-시간, 역기전력-시간 그래
S-pole
프

이론으로 예측한 실험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의 비교에 초점

실습 결과






연구실 소개


연구 대상: E-Mobility (차체와 전동기 최적 설계 중심으로)



연구 분야: Topology Optimization, Electric Motor

Comsol을 이용한 구조 해석 실습


해석 대상: S모양 갈고리  물건을 거는 용도



1N 측면 하중 작용, 한 면 고정

Comsol을 이용한 구조 설계 실습


체적 ∝ 비용 ∝ 무게 ∝ 강성  Vfrac = 0.5



목표: 변형 에너지(≒ 탄성 에너지) 최소화



Psimp = 3, Helmholtz R = mesh size / 4

< 실험 2) 토크-시간 그래프 >

< 실험 3) 토크-시간 그래프 >

Sinusoidal, 최대 토크 1.85 [N·m] at t = 0 평균 토크 = 2.08 [N·m], 토크 리플 = 0.50
[N·m]

결론


시사점


< 구조 해석 결과 >

e.g.) 스포츠(헬멧 등 보호 장비), 일상생활(우산), 항공 우주(우주 탐
사선)



< 위상 최적 설계 결과 >
< 3D printer로 적층 제조한 형
상>

위상 최적 설계  설계 대상을 바꿔 응용 범위 확장

내연 기관에서 전동기로의 전환기  성능(고토크, 고효율, 저소음)에
주목

ME-UP 참여 소감


선행 연구의 난이도 + 짧은 기간 + 학업과 병행

 기간을 늘리고 학점(S/U)을 부여하는 방안


고체역학, 전자기학, 해석학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움  목표
달성

모빌리티 구조 설계 최적화

김민석

전기동력 모빌리티 설계최적화 연구실

기계공학부

모빌리티 최적화

구조유한해석과 위상최적화


구조유한해석: 물리적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의 결과를
매우 작은 요소별로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이 작업
을 진행해야 design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진행


1. 기술동향 조사 및 발표



2. 구조유한요소해석 학습









위상최적화: 수학적 방법을 통해 시간, 자본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구현하도록 모
빌리티를 설계하는 것.





3. 모형구현과 요소를 직접 나눠 하중 적용 후 stress 결
과 파악
4. 위상최적화 학습
5. 최적화 함수를 만든 후 프로그램을 통해 최적 모델
design
6. 3D 프린터의 적층제조형식을 통해 시제 제작

● S모형 모델 구조유한해석 후 위상최적화된 design 제작

3D 프린터를 통해 design한 물체 프린팅

 추후

배운점




및 결과

고등학교시절 기계설비연구에서 경험
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design하며 설계모호함 해소

연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목적성을 가
지는지 경험



응용

Personal mobility에 보완되지 않은 현가장치, 섬
세함이 중요한 의학장비들에 힘을 잘 버티도록
설계 가능

Fabrication of Self Bending DEA

이준혁

Bio-Robotics Lab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목적 : 변형과 힘이 크고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고성능 actuator 제작




최근 인간(생물)의 움직임과 같이 유연하고 세밀한 운
동능력을 가진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bending이 가능한 DEA는 soft robot actuator로 매우
적합하다. 또한 DEA 특성은 display와 solar panel으로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 참여 경험


자유 내용







기계공학 Lab에서 실험/연구하는 방식을 배움
이론/개념적인 내용보다 몸(손)을 사용해 연구하는 시
간이 많았고, 정밀함과 세밀함이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최종 발표 전에 참가자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

접근 방법 :


기존의 DEA는 변형과 힘이 작고 제한된 움직임만이 가
능했기 때문에, 얇지만 변형과 힘이 크고 패턴을 이용
해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self bending DEA를 제작
하고자 하였다.

필요성 : Soft Robot과 display, solar panel
으로의 응용


연구 내용







기초적인 형태의 DEA부터 시작해 규격화되고 정밀한
bending DEA를 제작하였다.

DEA dielectric layer의 재료와 thickness에 따른 움직임
을 연구하였다.

주요 결과 :






DEA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문을 읽고 공부하였다.

Dielectric layer으로 VBH tape, Eco-flex 0030, PDMS +
Eco-flex를 사용한 DEA을 제작하고 구동시켰다.
Dielectric layer의 thickness를 변화시키며 DEA를 제작
하고 구동시켰다.

연구 결과의 중요성






기존의 DEA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actuator를 제작할 수 있다.
Soft robot의 actuator로 응용되었을 때 다양하고 효과
적인 운동이 가능한 robot을 제작할 수 있다.
Robot 뿐만 아니라 display 또는 solar panel로 응용 가
능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효과를 가진다.

Falcon 9 Launch Control System
DCASL

박환용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 목적 :

연구 내용


– Falcon 9 Launch Vehicle에 대한 이해
– Falcon 9 Launch System에 대한 이해






• 필요성 :

접근 방법 :
Launch System Control에 대한 공부
Falcon 9 Launch Vehicle 및 Launch System에 대한 공
부

주요 결과 :


Thrust Vectoring Control

– 차후 더 발전된 Launch system 및
Altitude Control에 제시를 위한 현재
Launch Vehicle 및 Launch System에 대
한 이해 필요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rust_vectoring

연구 참여 경험
랩 세미나 참석을 통한 연구실 연구들에 대한
이해
Falcon 9 Launch System에 대한 이해

Mechanical Deflection
Movable nozzle
Fixed Nozzle ( jet tab, jet vane)
Secondary Fluid Injection
Side jet
Secondary Fluid injection
출처: 최재원, 박명관 (1997). 발사체 추력벡터 제어. 한국정밀공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10-613

자율주행차량의 주행과 영상처리에 대한 공부
자율주행 연구실 (이용구 교수님)

연구 주제


목적 :



Lane Detection





연구 내용


필요성 :


자동차 주행의 기본



머신 러닝 / 딥 러닝의 이해





연구 참여 경험




학부 과정 수업의 직접 적용

(-)


LabVIEW의 정석, 기본편



LabVIEW 기본 예제



유튜브, LabVIEW Master



차량 운행 준비

Lane Detection :

연구실에 대한 인식







(처음으로 진행)

Jupyter Notebook, Python
예제 코드 학습 (Lan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using Cascaded CNNs)
진행 중

기대효과


다소 정돈되지 않은 느낌

A Survey of Motion Planning and
control techniques for Self-Driving Urban
Vehicles





(멀다 -> 가깝다)

Rich feature hierarchies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LabVIEW 학습 :



(+)




논문 발표 :

CNN 발전 -> 영상 처리 향상
(CNN -> 사람/사물 인식, 파생 기술)

박종혁
기계공학부

박창은

흥미로웠던 주제 : 로봇 의족 제어를 중심으로

기초교육학부

Dynamics and Biomechatronics Laboratory(허필원 교수님)

발표 내용

주제 선정 이유






이번 ME-UP 프로젝트에서 체험한 활동은 Journal club,
Robotics와 관련된 간단한 수업, 로봇 제어에 유용한 ROS 체험
으로 나눌 수 있음.





(gait phase estimation) 인간의 걸음걸이를 최대한 완벽히 재현
하 기 위 해 선 인 간 의 기 본 보 행 주 기(Fig. 1 참고) 를 phase
variable을 이용해 그 진행 정도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임.

모든 활동들을 다루기에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에서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각각 한 사람씩 맡아 발표하기로 함.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미국 기준 오전 8시) 텍사스 A&M과 한국
GIST의 HUR group의 구성원들과 함께 본인의 현재 연구 진행
방향, 논문 내용 등을 발표하는 Journal club에 참여함. 그 중,
A&M의 홍우림님께서 발표하신 인간과 유사한 로봇 의족 제어에
관한 개론 발표가 상당히 인상 깊어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하고자 함.

프로젝트 참여 경험





Fig. 1. 보행 주기


(초기 기대) 연구실 환경에 대한 자세한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함. 또한 연구실 내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즉 무언가를 만들거나, 시
뮬레이션을 실행한다는 등의 활동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경험 후 느낌) 매주 화요일 1시간씩 모여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요일마다 Journal Club에 참여하면서 연구실의 분위
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음. 아직 학부를 구체적으로 정하
지 않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상당했는데, 기계 공학, 그중에
서도 로봇 연구라는 다소 두루뭉술했던 개념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봄.
(아쉬웠던 점) 그러나 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지식을 쌓기에는 시간적인 한계에 자주 봉착하였음. 일주일에 1시
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아 연구원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보단, 수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음.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직 연구 분
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한 학기에 한
연구실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연구실을 옮
겨 다니며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었으면 더 좋
을 것이라 보았음.

Phase variable은 보행 주기를 0%부터 100% 사이로 설정하였을
때, 0과 1 사이로 bounded 되어야 하며 monotonic 하게 증가,
사용자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특징 지님. 일반적인 연구에서 사용된
허벅지 각도를 이 Phase variable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각 함수
로 표현되는 허벅지 각도에 관한 함수를 선형화해주는 작업이 필요
함. 여기서 허벅지 각도 함수를 cos, 허벅지 각도 함수에 대한 적분
은 sine 형태로 가정하면, 허벅지 각도와 그 적분 값을 2차원 평면
상에 두었을 때 x축과 이루는 각도 𝛗를 정의 가능함. (Fig 2 참고)

Fig. 2. 2차원 평면상 𝛗의 정
의


실제 측정한 허벅지 각도 함수를 이용해 𝛗를 구하기 위해서는
variable shifting 등의 작업을 통해 이상적인 cos, sine 형태로 변
환해줄 필요 있음. 이렇게 구한 𝛗는 앞서 말한 Phase variable의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됨.

ROS 기초 입문

김경호

Dynamics and Biomechatronics Laboratory (허필원 교수님)

기계공학부

연구 주제




ROS는 Robot Operating System의 약자로, 기기 제어
와 하드웨어 추상화를 비롯한 여러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으며, 노드 간의 통신 및 연결, 패키지 관리 등의 기
능을 제공한다.

연구 내용


라즈베리파이의 환경을 노트북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
해 PuTTY와 VNCViewer를 이용해 연결하였고, 우분투
환경에서 기본 환경설정 및 ROS 설치를 시작으로 터틀
을 통해 ROS의 기본 명령어를 공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 리눅스 환경
에 연결한 후 ROS를 설치하고 실행해 기초적인 기능을
알아보았다. 터틀을 이용해 가시적으로 확인하였고, 로
봇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 경험








MEUP을 통해 연구실의 직접적인 체험과 내 관심 분야
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생생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하였다.



교수님께서 텍사스 대학교에서 오셔서 Journal Club이
라는 이름의 랩미팅을 통해 해외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
의 연구 상황을 접해볼 수 있었다.
로봇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kinematics,
kinetics 등의 기본 지식을 배웠고, 앞으로 더 습득해야
할 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달이 채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으로 인해 연구에 실질
적으로 참여하거나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고 생각한다. 기간에 방학이 포함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로봇을 작동시킬 때 수많은 센서와 액추에이
터를 연결하고 통신하는 방법을 이해했고,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동을 원하는대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익숙하지 않은
우분투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분투 터미널의 명
령어를 익혔고, ROS에서 각 노드에 메시지를 보내는
topic, parameter 등의 방법을 공부했다.
ROS는 로봇 관련 분야에서 점점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
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교육이나 숙련도가 미비
하다. 미래가 유망한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ROS를
다루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MEUP이 끝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ROS에 입문해 단
순한 이족 보행 로봇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싶다는 목표
가 생겼다.
사진출처: 1)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realvnc.viewer.android&start=40&hl=es_NI
2) https://dora-guide.com/putty-%EB%8B%A4%EC%9A%B4%EB%A1%9C%EB%93%9C/
3) https://www.devicemart.co.kr/goods/view?no=1311414&gclid=CjwKCAjww-CGBhALEiwAQzWxO
kArbFhJvJWsrkG8ZqBlRsA0-sij6dnrBlx8YtIG2Pl5RiSiASmjbxoCY20QAvD_BwE
4) https://docs.ros.org/en/galactic/Tutorials/Turtlesim/Introducing-Turtlesim.html

연구 주제: 사람이 걸을때 근육
등의 신체에서 생기는 신호와
자극을 측정, 측정한 값을 역학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의족에
적용하여 제어,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다시 신체 신호들
을 측정하며 의족 개선 (Human
/Robot Interaction, Machine
Learning and Estimation, Ne
uromechanics , Free Energy
Principle)

주활동
•

매주 마다 Journal Club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활
동을 살펴보고, robotics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웠음. 그리고, 로
봇과 컴퓨터 사이에 신호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Robot Operating
System(ROS)에 대한 개념과 실습을 가볍게 해봄.

Robotics control
– Euler-Lagrange Equation 을 통해 robotic equation을 유도하는 과정

Euler-Lagrange Equation

– 발이 땅에 붙어있을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
compassgait model

초기 기대 및 경험 후 느낀점
•

•

우리가 걸을때 우리의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찾아내
고 그 크기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함. 그리고, 이 신체
신호를 받아들이는 로봇을 직접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함.
프로젝트가 끝난 후, 로봇을 실 제작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전에 미
리 숙지해야한 개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낌. 그렇기에 프로젝트 시
작전 본인이 기대한 바를 달성하기엔 3개월은 정말 짧았다는 것을 느
낌. 그래도 ros나 kinematics처럼 robotics와 관련된 정보들을 배우며,
로봇이라는 막연한 분야에 대해 어느정도 큰 틀을 잡을 수 있었다는점
과, 다른 대학원생 분들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정
말 유익했던 시간이라 생각함.

robotic equation

reaction force

Kinetic Energy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