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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장 인사말

  1979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에 KAIST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항공우주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초창기 대학원 과정으로만 운영

되어 오던 학과는 서울 캠퍼스의 대덕 이전을 계기로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 세 분과 1979년 봄학기 입학한 석사과정 20명

으로 출범한 우리 학과는 40년이 지난 지금 열여섯 분의 전임직 교수와 일곱 

분의 명예 교수님, 그리고 학사과정 85명, 석/박사과정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KAIST의 중견 학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과는 설립 이래로 

석·박사 1,400여 명, 학사 4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

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교육·연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매년 100편 이상 논문을 SCIE급 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매년 130억 원에 이르는 연구수탁고를 보일 정도로 외형적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룬 여러 연구성과로 인해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이삼십 명 

정도의 외국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과에 방문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주요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국제 

우수학술대회 핵심 조직위원 등 교수님들의 국제 활동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19년은 학과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학과 40주년을 기념하며 2019년 3월 28(목), 29(금) 

양일간 교내 학술문화관에서 학과 동문들과 산학연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반가운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4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에서 홍창선, 장근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님, 대한항공기술연구원 강종구 원장님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께서 우리나라 항공

우주 주요 사업들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전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

산업 이일우 상무님,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등 우리 학과 동문들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만찬에는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분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님, 한국항공

우주산업 최종호 개발본부장님 등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학과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4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김천곤 교수님)를 발족하고, 그간 흩어졌던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 이렇게 학과 

40년사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선배 교수님들의 수고와 동문 여러분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발간위원회 교수님들께 감사드리

며, 특히 마지막 원고 정리에 힘써주신 이창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는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2040년경 관련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루어 온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학과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들을 배출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성과를 창출하여 KAIST의 비전인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임하신 실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러 신임교수님들을 

포함한 항공우주공학과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 학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장  한 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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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장 인사말

  1979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에 KAIST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항공우주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초창기 대학원 과정으로만 운영

되어 오던 학과는 서울 캠퍼스의 대덕 이전을 계기로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 세 분과 1979년 봄학기 입학한 석사과정 20명

으로 출범한 우리 학과는 40년이 지난 지금 열여섯 분의 전임직 교수와 일곱 

분의 명예 교수님, 그리고 학사과정 85명, 석/박사과정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KAIST의 중견 학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과는 설립 이래로 

석·박사 1,400여 명, 학사 4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

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교육·연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매년 100편 이상 논문을 SCIE급 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매년 130억 원에 이르는 연구수탁고를 보일 정도로 외형적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룬 여러 연구성과로 인해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이삼십 명 

정도의 외국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과에 방문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주요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국제 

우수학술대회 핵심 조직위원 등 교수님들의 국제 활동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19년은 학과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학과 40주년을 기념하며 2019년 3월 28(목), 29(금) 

양일간 교내 학술문화관에서 학과 동문들과 산학연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반가운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4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에서 홍창선, 장근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님, 대한항공기술연구원 강종구 원장님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께서 우리나라 항공

우주 주요 사업들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전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

산업 이일우 상무님,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등 우리 학과 동문들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만찬에는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분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님, 한국항공

우주산업 최종호 개발본부장님 등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학과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4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김천곤 교수님)를 발족하고, 그간 흩어졌던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 이렇게 학과 

40년사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선배 교수님들의 수고와 동문 여러분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발간위원회 교수님들께 감사드리

며, 특히 마지막 원고 정리에 힘써주신 이창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는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2040년경 관련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루어 온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학과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들을 배출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성과를 창출하여 KAIST의 비전인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임하신 실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러 신임교수님들을 

포함한 항공우주공학과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 학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장  한 재 흥

1979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에 KAIST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항공우주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초창기 대학원 과정으로만 운영되어 

오던 학과는 서울 캠퍼스의 대덕 이전을 계기로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 세 분과 1979년 봄학기 입학한 석사과정 20명으로 

출범한 우리 학과는 40년이 지난 지금 열여섯 분의 전임직 교수와 일곱 분의 명예 

교수님, 그리고 학사과정 85명, 석/박사과정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KAIST의 중견 학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과는 설립 이래로 석·박사 1,400여 

명, 학사 4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교육·연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매년 

100편 이상 논문을 SCIE급 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매년 130억 원에 이르는 

연구수탁고를 보일 정도로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룬 여러 연구성과로 인해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이삼십 명 정도의 외국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과에 방문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주요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국제 우수학술대회 핵심 조직위원 등 교수님들의 국제 활동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19년은 학과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학과 40주년을 기념하며 2019년 3월 28(목), 29(금) 양일간 

교내 학술문화관에서 학과 동문들과 산학연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반가운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4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에서 

홍창선, 장근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님, 

대한항공기술연구원 강종구 원장님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께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주요 

사업들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전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일우 

상무님,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등 우리 학과 동문들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만찬에는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분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님, 한국항공우주산업 최종호 

개발본부장님 등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학과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4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김천곤 교수님)를 발족하고, 그간 흩어졌던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 이렇게 학과 40년사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선배 교수님들의 수고와 동문 여러분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발간위원회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마지막 원고 정리에 힘써주신 이창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는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2040년경 

관련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루어 온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학과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들을 배출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성과를 창출하여 KAIST의 비전인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임하신 실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러 신임교수님들을 포함한 항공우주공학과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 

학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장  한 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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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장 인사말

  1979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에 KAIST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항공우주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초창기 대학원 과정으로만 운영

되어 오던 학과는 서울 캠퍼스의 대덕 이전을 계기로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 세 분과 1979년 봄학기 입학한 석사과정 20명

으로 출범한 우리 학과는 40년이 지난 지금 열여섯 분의 전임직 교수와 일곱 

분의 명예 교수님, 그리고 학사과정 85명, 석/박사과정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KAIST의 중견 학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과는 설립 이래로 

석·박사 1,400여 명, 학사 4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

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교육·연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매년 100편 이상 논문을 SCIE급 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매년 130억 원에 이르는 연구수탁고를 보일 정도로 외형적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룬 여러 연구성과로 인해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이삼십 명 

정도의 외국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과에 방문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주요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국제 

우수학술대회 핵심 조직위원 등 교수님들의 국제 활동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19년은 학과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학과 40주년을 기념하며 2019년 3월 28(목), 29(금) 

양일간 교내 학술문화관에서 학과 동문들과 산학연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반가운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4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에서 홍창선, 장근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님, 대한항공기술연구원 강종구 원장님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께서 우리나라 항공

우주 주요 사업들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전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

산업 이일우 상무님,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등 우리 학과 동문들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만찬에는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분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님, 한국항공

우주산업 최종호 개발본부장님 등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학과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4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김천곤 교수님)를 발족하고, 그간 흩어졌던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 이렇게 학과 

40년사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선배 교수님들의 수고와 동문 여러분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발간위원회 교수님들께 감사드리

며, 특히 마지막 원고 정리에 힘써주신 이창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는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2040년경 관련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루어 온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학과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들을 배출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성과를 창출하여 KAIST의 비전인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임하신 실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러 신임교수님들을 

포함한 항공우주공학과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 학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장  한 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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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으로 보는 설립 40주년 기념식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강연 및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초청 연사,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첫째 날에는 국내 항공우주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국내외의 항공기술 

현황과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세션과 만찬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 

오전의 마지막 초청 강연 세션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 첫째 날인 기념 강연회에서는 홍창선, 장근식 명예교수(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리 학과의 설립

과정, 발전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연하였으며, 임철호 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현우 

대표(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종구 원장(대한항공기술연구원) 등 국내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이 

국내 항공우주 사업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학과 동문인 김종성 전 본부장(국방과학연구소), 이일우 

상무(한국항공우주산업), 최재혁 대표(니어스랩)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어진 만찬에는 신성철 총장(KAIST), 채수찬 대외부총장(KAIST), 배충식 공대학장(KAIST), 이두용 

기계공학과장(KAIST), 최성민 원자력및양자공학과장(KAIST), 남세규 소장(국방과학연구소), 최종호 개발

본부장(한국항공우주산업), 강동석 본부장(LIG 넥스원), 김시내 이사(에어버스) 등 KAIST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연구소 및 산업체 주요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의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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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으로 보는 설립 40주년 기념식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강연 및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초청 연사,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첫째 날에는 국내 항공우주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국내외의 항공기술 

현황과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세션과 만찬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 

오전의 마지막 초청 강연 세션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 첫째 날인 기념 강연회에서는 홍창선, 장근식 명예교수(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리 학과의 설립

과정, 발전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연하였으며, 임철호 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현우 

대표(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종구 원장(대한항공기술연구원) 등 국내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이 

국내 항공우주 사업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학과 동문인 김종성 전 본부장(국방과학연구소), 이일우 

상무(한국항공우주산업), 최재혁 대표(니어스랩)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어진 만찬에는 신성철 총장(KAIST), 채수찬 대외부총장(KAIST), 배충식 공대학장(KAIST), 이두용 

기계공학과장(KAIST), 최성민 원자력및양자공학과장(KAIST), 남세규 소장(국방과학연구소), 최종호 개발

본부장(한국항공우주산업), 강동석 본부장(LIG 넥스원), 김시내 이사(에어버스) 등 KAIST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연구소 및 산업체 주요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의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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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으로 보는 설립 40주년 기념식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강연 및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초청 연사,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첫째 날에는 국내 항공우주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국내외의 항공기술 

현황과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세션과 만찬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 

오전의 마지막 초청 강연 세션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 첫째 날인 기념 강연회에서는 홍창선, 장근식 명예교수(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리 학과의 설립

과정, 발전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연하였으며, 임철호 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현우 

대표(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종구 원장(대한항공기술연구원) 등 국내 항공우주분야 주요 기관의 대표들이 

국내 항공우주 사업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학과 동문인 김종성 전 본부장(국방과학연구소), 이일우 

상무(한국항공우주산업), 최재혁 대표(니어스랩)의 발표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어진 만찬에는 신성철 총장(KAIST), 채수찬 대외부총장(KAIST), 배충식 공대학장(KAIST), 이두용 

기계공학과장(KAIST), 최성민 원자력및양자공학과장(KAIST), 남세규 소장(국방과학연구소), 최종호 개발

본부장(한국항공우주산업), 강동석 본부장(LIG 넥스원), 김시내 이사(에어버스) 등 KAIST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연구소 및 산업체 주요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의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4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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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으로 보는 설립 4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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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장(KAIST), 최성민 원자력및양자공학과장(KAIST), 남세규 소장(국방과학연구소), 최종호 개발

본부장(한국항공우주산업), 강동석 본부장(LIG 넥스원), 김시내 이사(에어버스) 등 KAIST 총장 외 교내 주요 

보직자, 연구소 및 산업체 주요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우리 학과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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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극 박사와 학생들

한국과학기술원 현판식 (1981.01.15)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첫 입학식 

  1979년 1월에 첫 입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가 치러졌고 

1979년 봄학기부터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선발된 20명이 

입학하였다.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첫 시험에서 초대 교수

였던 장근식 교수가 유체 및 공기 분야 문제를 출제하였지만, 

구조 분야의 문제를 출제할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연구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1979년 역시 NASA에서 

근무하던 홍창선 교수가 부임하여 유체, 구조 분야를 이끌며 

초기 학과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였다. 설립 초에는 부족한 

교수진을 충원하기 위하여 미 카톨릭 대학 명예 교수였던 

장극 박사가 초빙되었고 장극 박사를 통하여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Gessow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Karamchetti 교수, 

독일 브라운슈바이히 대학의 Hummel 교수, 미국 해군대학원의 Bell 교수 등이 초빙되어 강의를 맡았고 

이후 점차 교수진이 충원되어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생 실험이 교내에서 이루어

지지만 당시에는 교내의 연구 장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학생 실험은 대구 공군 정비창, 대우항공, 삼성항공, 

대한항공 등을 방문하여 수행되었다.

항공우주공학과 발전과정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설설립립  이이후후  변변화화
  1980년 12월 31일 제5공화국에 의해 한국과학원법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이 폐지되어 ‘한국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1981년 1월 15일에 한국과학원이 한국

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 기조가 당시 제 

5공화국의 국외적 타협 등으로 바뀌어 국내의 유수 항공방산 

관련 연구부문이 축소되고, 아울러 1981년 한국과학원 항공

공학과를 KAIST 기계공학과내의 항공공학전공으로 축소 개편

하게 된다. 원래 계획됐던 한국과학원 항공공학과 발전 방향이 

축소되고 교원 수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공학과는 꾸준히 발전해 갔다.

  1981년 1월 한국과학원(KAI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통합으로 탄생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989년에 기존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 (KAIST)로 다시 분리된 후 대덕캠퍼스로 

이전과 함께 특수 학부과정을 운영하던 한국과학기술대학(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KIT)과 통합

됨으로써 학부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 KAIST 기계

공학과 항공전공이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분리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독립적 학과로 운영

하게 되었다.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학학사사과과정정  설설립립
  항공우주공학과의 학사과정 설치는 서울 홍릉에 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덕 이전과 당시 대덕에 설치

되어 있던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홍릉 캠퍼스의 대덕 이전은 1980년대 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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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원 현판식(1976.02.16)

3 항공우주공학과의 역사

항공우주공학과의 설립

  1978년 정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에 발맞추어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에 

항공공학과를 신설하고 현대식 연구 장비를 갖춘 연구실을 꾸미기로 계획했다. 

당시 한국과학원 원장이었던 조순탁 원장과 정부 과기처 과학기술 조정관과의 

논의에서 항공과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설립이 추진되었다. 조순탁 前 원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근무 경험이 있던 장근식 교수를 항공과 설립 준비를 위한 초대 교수로 임명

하고, 장근식 교수와 프랑스, 스페인,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고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Boeing 社를 시찰하고 항공과 설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과학원의 이 같은 항공공학과 설립 계획은 뒤떨어진 국내 항공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었다. 항공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첨단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인력양성이나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었다. 

서울대, 인하대, 항공대 등의 항공공학과 에서 부분적으로 항공공학이 연구되어왔으나 연구비, 연구시설, 

인력 부족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우리나라 항공공학 발전의 핵심체가 

될 것을 기대하여 한국과학원내 항공공학과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양성과 더불어 고도의 정밀기술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항공기 생산기술의 토착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국과학원은 뒤떨어진 항공공학의 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해 설계, 기초연구 대신 생산기술면에서 제작기술을 도입, 소화하고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었다고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국과학원은 항공공학과를 맡을 해외 한국두뇌의 유치를 위해 1979년에는 유치과

학자 8명 외국인교수 4명 등 12명의 교수진을, 1980년에는 17명, 1981년에는 2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야심 찬 계획과 아울러 항공공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천 평 규모의 연구동을 따로 지어 한국

과학원의 항공공학과를 우리나라 항공공학연구의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당시 초기 계획을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8년 9월 18일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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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극 박사와 학생들

한국과학기술원 현판식 (1981.01.15)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첫 입학식 

  1979년 1월에 첫 입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가 치러졌고 

1979년 봄학기부터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선발된 20명이 

입학하였다.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첫 시험에서 초대 교수

였던 장근식 교수가 유체 및 공기 분야 문제를 출제하였지만, 

구조 분야의 문제를 출제할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연구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1979년 역시 NASA에서 

근무하던 홍창선 교수가 부임하여 유체, 구조 분야를 이끌며 

초기 학과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였다. 설립 초에는 부족한 

교수진을 충원하기 위하여 미 카톨릭 대학 명예 교수였던 

장극 박사가 초빙되었고 장극 박사를 통하여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Gessow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Karamchetti 교수, 

독일 브라운슈바이히 대학의 Hummel 교수, 미국 해군대학원의 Bell 교수 등이 초빙되어 강의를 맡았고 

이후 점차 교수진이 충원되어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생 실험이 교내에서 이루어

지지만 당시에는 교내의 연구 장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학생 실험은 대구 공군 정비창, 대우항공, 삼성항공, 

대한항공 등을 방문하여 수행되었다.

항공우주공학과 발전과정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설설립립  이이후후  변변화화
  1980년 12월 31일 제5공화국에 의해 한국과학원법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이 폐지되어 ‘한국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1981년 1월 15일에 한국과학원이 한국

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 기조가 당시 제 

5공화국의 국외적 타협 등으로 바뀌어 국내의 유수 항공방산 

관련 연구부문이 축소되고, 아울러 1981년 한국과학원 항공

공학과를 KAIST 기계공학과내의 항공공학전공으로 축소 개편

하게 된다. 원래 계획됐던 한국과학원 항공공학과 발전 방향이 

축소되고 교원 수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공학과는 꾸준히 발전해 갔다.

  1981년 1월 한국과학원(KAI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통합으로 탄생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989년에 기존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 (KAIST)로 다시 분리된 후 대덕캠퍼스로 

이전과 함께 특수 학부과정을 운영하던 한국과학기술대학(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KIT)과 통합

됨으로써 학부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 KAIST 기계

공학과 항공전공이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분리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독립적 학과로 운영

하게 되었다.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학학사사과과정정  설설립립
  항공우주공학과의 학사과정 설치는 서울 홍릉에 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덕 이전과 당시 대덕에 설치

되어 있던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홍릉 캠퍼스의 대덕 이전은 1980년대 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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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원 현판식(1976.02.16)

3 항공우주공학과의 역사

항공우주공학과의 설립

  1978년 정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에 발맞추어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에 

항공공학과를 신설하고 현대식 연구 장비를 갖춘 연구실을 꾸미기로 계획했다. 

당시 한국과학원 원장이었던 조순탁 원장과 정부 과기처 과학기술 조정관과의 

논의에서 항공과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설립이 추진되었다. 조순탁 前 원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근무 경험이 있던 장근식 교수를 항공과 설립 준비를 위한 초대 교수로 임명

하고, 장근식 교수와 프랑스, 스페인,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고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Boeing 社를 시찰하고 항공과 설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과학원의 이 같은 항공공학과 설립 계획은 뒤떨어진 국내 항공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었다. 항공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첨단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인력양성이나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었다. 

서울대, 인하대, 항공대 등의 항공공학과 에서 부분적으로 항공공학이 연구되어왔으나 연구비, 연구시설, 

인력 부족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우리나라 항공공학 발전의 핵심체가 

될 것을 기대하여 한국과학원내 항공공학과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양성과 더불어 고도의 정밀기술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항공기 생산기술의 토착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국과학원은 뒤떨어진 항공공학의 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해 설계, 기초연구 대신 생산기술면에서 제작기술을 도입, 소화하고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었다고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국과학원은 항공공학과를 맡을 해외 한국두뇌의 유치를 위해 1979년에는 유치과

학자 8명 외국인교수 4명 등 12명의 교수진을, 1980년에는 17명, 1981년에는 2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야심 찬 계획과 아울러 항공공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천 평 규모의 연구동을 따로 지어 한국

과학원의 항공공학과를 우리나라 항공공학연구의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당시 초기 계획을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8년 9월 18일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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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의의  위위상상
  40년 전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그동안 대내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orld 

Top-tier Aerospace Department”로 발전하였다. 우리 학과는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 

최우수학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학과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QS Ranking

에서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 평가에서 2013년 19위를 시작으로 2018년 16위, 국내 1위를 차지하였고, 올해는 

논문 인용 수 산정 방식의 변화로 순위가 23위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상해교통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학술순위에서도 2019년 세계대학 21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연구 성과로 방효충 교수 연구팀이 국내 대학 최초 큐브위성 발사에 성공하였고, 

권세진 교수 연구팀은 우리새-2호 사운딩 로켓 발사에 성공하여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졸업생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같은 국

공립 연구기관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한화, LIG 넥스원 등 항공우주 관련 산업체에 진출

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학과는 최초의 한국인 

Caltech 항공과 교수 및 Purdue, Cranfield, KAIST, UNIST 등 국내외 우수대학 교수를 배출하였으며, 

니어스랩, 자비스앤빌런즈, 페리지항공우주 등과 같은 동문 창업 기업도 배출하였다. 

  이러한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구성원들은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학과는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디자인에 

기초한 실험/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과 전공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 핵심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우주시스템 협업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학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과 동문들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Nearth Lab 

     

Perigee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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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단지 한국과학기술원 기공식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합에 대한 구체적 작업은 

1989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 20년사’에 의하

면 89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개정령이 공포되어 두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통합되었다. 

  서울 캠퍼스의 대덕 이전 당시의 한국과학기술대학에는 

항공공학과가 없었기에, 당연히 우리 학과의 학사과정 설치가 

논의 되었다. 90년에 우리 학과의 ‘학사발전위원회’에서 학사

과정 설치 안을 준비하였으며, 원 전체의 회의를 거쳐 학사

과정 설치가 결정되어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학사과정이 없던 학과는 항공공학 전공(그 

당시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공학과 항공공학 전공이었음), 토목공학과, 핵공학과(지금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및 산업공학과로 총 4개의 학과였다. 이때 이 4개 학과의 학사과정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1983년 3월부터 ‘기계공학과 항공전공’으로 운영되던 학과는 1990년에 ‘항공공학과’로 독립하였다. 학사

과정 설치 시, 학과의 연구 교육활동은 ‘구조 및 구조 동력학 분야’,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분야’, ‘추진 및 연소 

분야’와 ‘비행역학 및 제어 분야’의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91년 학사과정 설치 시, 20여 명의 학사과정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항공우주공학과는 1991년 7월, ‘항공공학과’에서 ‘항공우주공학과’로 개편되어 당시 주목을 받고 있던 우주공학 

분야도 포괄하게 되었다. 학교의 방침에 따라, 93년 봄학기부터는‘학-석사 복합 학위 과정’도 개설되었다.

1981년 원내 체육대회 (석사과정 학생들)

    

KAIST 체육대회

제1회 학사과정 입학생 단체 사진 (계룡산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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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의의  위위상상
  40년 전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그동안 대내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orld 

Top-tier Aerospace Department”로 발전하였다. 우리 학과는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 

최우수학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학과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QS Ranking

에서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 평가에서 2013년 19위를 시작으로 2018년 16위, 국내 1위를 차지하였고, 올해는 

논문 인용 수 산정 방식의 변화로 순위가 23위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상해교통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학술순위에서도 2019년 세계대학 21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연구 성과로 방효충 교수 연구팀이 국내 대학 최초 큐브위성 발사에 성공하였고, 

권세진 교수 연구팀은 우리새-2호 사운딩 로켓 발사에 성공하여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졸업생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같은 국

공립 연구기관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한화, LIG 넥스원 등 항공우주 관련 산업체에 진출

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학과는 최초의 한국인 

Caltech 항공과 교수 및 Purdue, Cranfield, KAIST, UNIST 등 국내외 우수대학 교수를 배출하였으며, 

니어스랩, 자비스앤빌런즈, 페리지항공우주 등과 같은 동문 창업 기업도 배출하였다. 

  이러한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구성원들은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학과는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디자인에 

기초한 실험/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과 전공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 핵심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우주시스템 협업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학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과 동문들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Nearth Lab 

     

Perigee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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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단지 한국과학기술원 기공식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합에 대한 구체적 작업은 

1989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 20년사’에 의하

면 89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개정령이 공포되어 두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통합되었다. 

  서울 캠퍼스의 대덕 이전 당시의 한국과학기술대학에는 

항공공학과가 없었기에, 당연히 우리 학과의 학사과정 설치가 

논의 되었다. 90년에 우리 학과의 ‘학사발전위원회’에서 학사

과정 설치 안을 준비하였으며, 원 전체의 회의를 거쳐 학사

과정 설치가 결정되어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학사과정이 없던 학과는 항공공학 전공(그 

당시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공학과 항공공학 전공이었음), 토목공학과, 핵공학과(지금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및 산업공학과로 총 4개의 학과였다. 이때 이 4개 학과의 학사과정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1983년 3월부터 ‘기계공학과 항공전공’으로 운영되던 학과는 1990년에 ‘항공공학과’로 독립하였다. 학사

과정 설치 시, 학과의 연구 교육활동은 ‘구조 및 구조 동력학 분야’,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분야’, ‘추진 및 연소 

분야’와 ‘비행역학 및 제어 분야’의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91년 학사과정 설치 시, 20여 명의 학사과정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항공우주공학과는 1991년 7월, ‘항공공학과’에서 ‘항공우주공학과’로 개편되어 당시 주목을 받고 있던 우주공학 

분야도 포괄하게 되었다. 학교의 방침에 따라, 93년 봄학기부터는‘학-석사 복합 학위 과정’도 개설되었다.

1981년 원내 체육대회 (석사과정 학생들)

    

KAIST 체육대회

제1회 학사과정 입학생 단체 사진 (계룡산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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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성 명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공기

역학

및

유체

역학

장근식

박승오

권장혁

이덕주

권오준

박기수

이상봉

이동호

구조 

및 

구조

동역학

홍창선

이  인

김 천곤

한재흥

이정률

조한솔

추진 

및 

연소

백승욱

권세진

김규태

신동혁

김기봉

마틴타이마

비행

역학 

및 

제어

탁민제

방효충

이지윤

이창훈

심현철

시스템 
및

IT

최 한 림

안재명

윤효상

최성임

공승현

전임직 교원의 연도별 복무 현황

장근식, 박승오, 김천곤, 권장혁 교수 

(1991년)

  
권세진, 이덕주, 탁민제, 백승욱, 박승오, 권오준, 권장혁, 

한재흥, 이인 교수 (2004년) 

 

이인, 박승오, 홍창선, 권오준, 탁민제, 김천곤 교수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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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민제, 홍창선 교수

학과 역대 학과장 및 교수진 현황

➣➣역역대대  학학과과장장
학과 설립을 주도한 장근식 교수가 1979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수 직무대리란 직책으로 학과장 역할을 시작한 

이래 아래 표에 정리한 것처럼 여러 교수들이 학과장 직을 수행하며 학과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학과 설립 이후 

약 10년간은 장근식, 홍창선 교수가 번갈아 학과장 직을 수행하였다. 학교 조직의 변화에 따라 책임교수, 

주임교수, 학과장 등으로 명칭도 변화하여 왔다. 한동안 2년 임기로 학과 교수들이 돌아가며 학과장직을 수행

하였으나, 서남표 총장 시기에 학과장 중심제 정책에 따라 15대 이덕주 학과장 시기부터는 학과장들이 4년 

이상의 임기를 수행하며 학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번호 교수명 기     간 직  위

1 장근식 1979.03.01. - 1982.02.16. 주임교수 직무대리

2 홍창선 1982.02.17. - 1982.10.11. 주임교수 직무대리

3 장근식 1982.10.12. - 1983.01.24. 주임교수 직무대리

4 홍창선 1983.07.01. - 1985.08.31. 책임교수

5 장근식 1985.09.01. - 1986.08.31. 책임교수

6 홍창선 1986.09.01. - 1990.08.31. 주임교수

7 박승오 1990.09.01. - 1995.02.28. 주임교수

8 백승욱 1995.03.01. - 1996.02.28. 학과장

9 이  인 1996.03.01. - 1999.11.30. 학과장

10 이덕주 1999.12.01. - 2001.08.31. 전공책임교수

11 탁민제 2001.09.01. - 2003.02.28. 전공책임교수

12 권장혁 2003.03.01. - 2005.02.28. 전공책임교수

13 권오준 2005.03.01. - 2007.03.31. 전공책임교수

14 김천곤 2007.04.01. - 2008.09.21. 전공책임교수

15 이덕주 2008.09.22. - 2012.02.05. 전공책임교수

16 방효충 2012.02.06. - 2016.02.02. 학과장

17 한재흥 2016.02.03. - 2020.08.31. 학과장

항공우주공학과 주임교수/학과장/전공책임교수 임직기간

➣➣학학과과  교교수수진진  현현황황
학과 전임직 교원의 복무 년도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학과 설립 초기에는 당시 국내 산업계의 필요에 따라 공기역학 

분야와 구조/구조동역학 분야 교수들을 주로 초빙하였다. 학과 

설립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행역학 및 제어 분야의 첫 번째 교수로 

탁민제 교수가 부임하였다. 이후 꾸준히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공기역학, 구조/구조동역학, 추진 및 연소, 비행역학 및 제어라는 

이른바 4대 역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서남표 총장 시기 융합연구 강화 추세에 따라 시스템 및 IT 분야 

교수들을 초빙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5개의 교육 분야로 학과 교수진을 나누고 있다. 학과 설립 초기 큰 역할을 

하셨던 여러 교원들의 은퇴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홍창선 교수의 은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명이 정년을 맞았고, 

이들의 공백을 메울 우수한 신임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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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성 명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공기

역학

및

유체

역학

장근식

박승오

권장혁

이덕주

권오준

박기수

이상봉

이동호

구조 

및 

구조

동역학

홍창선

이  인

김 천곤

한재흥

이정률

조한솔

추진 

및 

연소

백승욱

권세진

김규태

신동혁

김기봉

마틴타이마

비행

역학 

및 

제어

탁민제

방효충

이지윤

이창훈

심현철

시스템 
및

IT

최 한 림

안재명

윤효상

최성임

공승현

전임직 교원의 연도별 복무 현황

장근식, 박승오, 김천곤, 권장혁 교수 

(1991년)

  
권세진, 이덕주, 탁민제, 백승욱, 박승오, 권오준, 권장혁, 

한재흥, 이인 교수 (2004년) 

 

이인, 박승오, 홍창선, 권오준, 탁민제, 김천곤 교수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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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민제, 홍창선 교수

학과 역대 학과장 및 교수진 현황

➣➣역역대대  학학과과장장
• • • •학과 설립을 주도한 장근식 교수가 1979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수 직무대리란 직책으로 학과장 역할을 시작한 
이래 아래 표에 정리한 것처럼 여러 교수들이 학과장 직을 수행하며 학과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학과 설립 이후 

약 10년간은 장근식, 홍창선 교수가 번갈아 학과장 직을 수행하였다. 학교 조직의 변화에 따라 책임교수, 

주임교수, 학과장 등으로 명칭도 변화하여 왔다. 한동안 2년 임기로 학과 교수들이 돌아가며 학과장직을 수행

하였으나, 서남표 총장 시기에 학과장 중심제 정책에 따라 15대 이덕주 학과장 시기부터는 학과장들이 4년 

이상의 임기를 수행하며 학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번호 교수명 기     간 직  위

1 장근식 1979.03.01. - 1982.02.16. 주임교수 직무대리

2 홍창선 1982.02.17. - 1982.10.11. 주임교수 직무대리

3 장근식 1982.10.12. - 1983.01.24. 주임교수 직무대리

4 홍창선 1983.07.01. - 1985.08.31. 책임교수

5 장근식 1985.09.01. - 1986.08.31. 책임교수

6 홍창선 1986.09.01. - 1990.08.31. 주임교수

7 박승오 1990.09.01. - 1995.02.28. 주임교수

8 백승욱 1995.03.01. - 1996.02.28. 학과장

9 이  인 1996.03.01. - 1999.11.30. 학과장

10 이덕주 1999.12.01. - 2001.08.31. 전공책임교수

11 탁민제 2001.09.01. - 2003.02.28. 전공책임교수

12 권장혁 2003.03.01. - 2005.02.28. 전공책임교수

13 권오준 2005.03.01. - 2007.03.31. 전공책임교수

14 김천곤 2007.04.01. - 2008.09.21. 전공책임교수

15 이덕주 2008.09.22. - 2012.02.05. 전공책임교수

16 방효충 2012.02.06. - 2016.02.02. 학과장

17 한재흥 2016.02.03. - 2020.08.31. 학과장

항공우주공학과 주임교수/학과장/전공책임교수 임직기간

➣➣학학과과  교교수수진진  현현황황
• • • •학과 전임직 교원의 복무 년도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학과 설립 초기에는 당시 국내 산업계의 필요에 따라 공기역학 

분야와 구조/구조동역학 분야 교수들을 주로 초빙하였다. 학과 

설립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행역학 및 제어 분야의 첫 번째 교수로 

탁민제 교수가 부임하였다. 이후 꾸준히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공기역학, 구조/구조동역학, 추진 및 연소, 비행역학 및 제어라는 

이른바 4대 역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서남표 총장 시기 융합연구 강화 추세에 따라 시스템 및 IT 분야 

교수들을 초빙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5개의 교육 분야로 학과 교수진을 나누고 있다. 학과 설립 초기 큰 역할을 

하셨던 여러 교원들의 은퇴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홍창선 교수의 은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명이 정년을 맞았고, 

이들의 공백을 메울 우수한 신임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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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계 워크샵 

   

2018년 학과 송년회 

  또한, 2019년 가을 세 명의 교원이 퇴임 후 명예 교수로 임명되었다. 현재 총 8명의 명예 교수가 임명되었는데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분  야 성  명 최종 출신교 및 학위 재직 기간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장 근 식 Ph.D('77) UC Berkely 1978.09.11. - 2011.08.31.

박 승 오 Ph.D('81) Iowa State Univ. 1983.03.01. - 2016.08.31.

권 장 혁 Ph.D('86) Cornell Univ. 1987.04.01. - 2014.08.31.

이 덕 주 Ph.D('85) Stanford Univ. 1988.01.01. - 2019.08.31.

구조역학 및 구조동역학

홍 창선 Ph.D('77) Penn State Univ. 1979.06.22. - 2009.08.31.

이   인 Ph.D('86) Stanford Univ. 1987.08.17. - 2014.02.28.

추진 및 연소 백 승 욱 Ph.D('85) Univ. of Michigan 1985.10.04. - 2019.08.31.

비행역학 및 제어 탁 민 제 Ph.D('86) Univ. of Texas at Austin 1989.08.07. - 2019.08.31.

학과 명예 교수님 현황

이인 교수 정년 퇴임식 

• • • •

권장혁 교수 정년퇴임 기념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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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림, 안재명, 탁민제, 방효충, 이지윤 교수

       

방효충, 권장혁 교수

  또한 몇몇 교수는 다른 기관 또는 KAIST 내 다른 학과로 이직한 경우도 있음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설립 초기 

전임직 교수로 근무 중 이직한 이동호, 김기봉 교수가 있다. 이동호 교수는 1979년 부임하여 공기역학 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다가 1983년 2월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로 이직하였고, 김기봉 교수는 1983~1985년 재직하며 추진 관련 

강의와 연구를 담당한 바 있다. 김기봉 교수는 현재 미국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에서 consultant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8년 이후 5명의 신임 교원이 부임하여 현재 학과의 전임직 교원은 총 16명으로, 각 교원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분  야 성  명 최종 출신교 및 학위 부임일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권 오 준 Ph.D('88) Georgia Tech. 1994.09.01.

박 기 수 Ph.D('10) Univ. of New South Wales 2014.04.15.

이 상 봉 Ph.D('09) Univ. of Illinois 2019.12.20.

구조역학 및 구조동역학

김 천곤 Ph.D('87) KAIST 1991.09.01.

한 재 흥 Ph.D('98) KAIST 2003.02.01.

이 정 률 Ph.D('04) ENSMSE in France 2015.01.01.

조 한 솔 Ph.D('14) MIT 2018.11.05.

추진 및 연소

권 세 진 Ph.D('91) Univ. of Michigan 1997.03.01.

김 규 태 Ph.D('09) Penn State Univ. 2016.03.01.

신 동 혁 Ph.D('12) Georgia Tech. 2019.07.15.

비행역학 및 제어

방 효 충 Ph.D('92) Texas A&M Univ. 2001.01.01.

이 지 윤 Ph.D('05) Stanford Univ. 2009.07.01.

이 창 훈 Ph.D('13) KAIST 2019.01.28.

시스템 및 IT

최 한 림 Ph.D('09) MIT 2010.03.01.

안 재 명 Ph.D('08) MIT 2010.08.01.

윤 효 상 Ph.D('17) MIT 2019.08.19.

학과의 전임직 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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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수명 재직 기간 직  급

15 임홍근 2004.05.01. - 2005.04.30. 대우교수

2005.03.01. - 2006.02.28. 겸직교수16 정성남

2005.05.01. - 2006.04.30. 겸직교수17 주진

2005.06.25. - 2006.06.24. 초빙교수18 아소

2005.09.01. - 2006.08.31. 겸직교수19 김범수

2005.09.01. - 2007.08.31. 대우교수20 조오지

2007.01.01. - 2007.10.31. 초빙교수21 심성

2007.03.19. - 2009.08.31. 전문교수22 임춘택

2007.04.01. - 2008.01.31. 초빙교수23 김진철

2007.06.01. - 2009.07.31. 겸직교수24 박영준

2007.09.01. - 2017.12.31. 대우교수
25 이훈구

2008.01.01. - 2010.12.31. 겸직교수

2008.09.01. - 2013.08.31. 겸직교수26 이소연

2008.09.01. - 2010.03.31. 대우교수

27 이재명 2010.05.27. - 2010.06.04. 대우교수

2012.01.01. - 2014.12.31. 초빙교수

28 황인석 2009.01.07. - 2009.11.30. 대우교수

29 나라얀 2009.10.19. - 2010.07.03. 연구교수

30 보믹 2013.12.01. - 2014.02.28. 겸직교수

31 김봉전
2014.03.01. - 2014.06.30. 대우교수

2014.08.01. - 2015.07.31. 겸직교수

32 류태규 2015.03.01. - 2015.06.30. 대우교수

33 권기정 2016.06.01. - 2019.05.31. 겸직교수

34 김홍배 2016.06.01. - 2019.05.31. 겸직교수

35 노웅래 2016.06.01. - 2019.05.31. 겸직교수

36 배효길 2016.06.01. - 2019.05.31. 겸직교수

37 용기력 2016.06.01. - 2019.05.31. 겸직교수

38 임종봉 2016.09.01. - 2018.08.31. 겸직교수

39 전혁수 2016.09.01. - 2018.08.31. 겸직교수

2016.09.01. - 2018.08.31. 겸직교수40 조창민

2018.02.26. - 2018.08.31. 대우교수41 이기주

42 박필호 2018.09.01. - 2021.08.31. 겸직교수

2018.09.01. - 2021.08.31. 겸직교수43 박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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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수명 재직 기간 직  급

1 경남호 1992.09.01. - 1992.12.30. 겸직교수

2 윤성호 1998.03.01. - 1998.06.30. 대우교수

3 조옥찬 1998.09.01. - 1998.12.31. 대우교수

4 강위훈 1999.09.01. - 1999.12.31. 대우교수

5 선병찬 2000.09.01. - 2000.12.31. 대우교수

6 안존 2000.10.27. - 2000.12.31. 대우교수

7 레빈 2001.06.01. - 2001.10.18 초빙교수

8 안동만 2002.03.01. - 2004.02.28. 겸직교수

9 최동환 2002.03.01. - 2005.02.28. 겸직교수

10 전승문 2002.09.01. - 2003.12.31. 대우교수

11 박철 2003.03.01. - 2015.02.28. 초빙교수

12 조인정 2003.07.15. - 2004.07.14. 초빙교수

13 쿠마 2003.08.06. - 2005.07.31. 외국인초빙 조교수

14 채연석 2003.09.01. - 2006.08.31. 겸직교수

비전임 교원 현황

(故) 장극 교수

박철 교수

  학과의 전임직 교원뿐 아니라, 여러 비전임직 교원들이 학과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였다. 이 중 학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두 명을 꼽는다면, 장극 교수와 

박철 교수를 들 수 있다. 

   (故) 장극 교수는 1938년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항공공학 학사학위를, 1944년과 

48년에 각각 미국 Harvard Univ., Univ. of Notre Dame에서 항공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전쟁 때는 공군 대위로 임관하여 참전하였다. 학과 설립 초기 

1980년 봄학기에 부임해 강의를 시작하고 1982년도부터 과학기술원 항공공학과 소속 

경비행기 제작팀을 이끌고 국산경비행기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원의 박사 

5명과 위촉 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캐나다 제니어사의 CH300형 3인승 경비

행기와 미벤센사의 오토자이로콥터, 맥새어 스포츠사의 초경량 비행기를 제작하였

고, 해당 연구를 통해 항공기 제작 기술의 취득과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장극 교수는 90년 9월 가

족이 계신 미국으로 돌아갔고, 2008년 2월 29일 작고하셨다.

  박철 교수는 Imperial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에서 64년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극음속 유동 및 충격파실험, 원격 탐사 및 Spectroscopy 분야

의 세계적 석학으로, 200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년간 우리 학과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며 여러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를 지도하였다. 우리 학과 재직 중 

2011년 AIAA에서 Plasmadynamics & Lasers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박철 

교수는 미 항공우주국 에임즈연구센터 연구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독일 슈투트가

르트대 객원교수, 일본 도호쿠(東北)대 교수, AIAA Thermophysics Award 수상 

(1994)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두 명 이외에 여러 비전임직 교원이 학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아쉽게도 1992

년 이후 근무한 교원들만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어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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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였다. 이 중 학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두 명을 꼽는다면, 장극 교수와 

박철 교수를 들 수 있다. 

   (故) 장극 교수는 1938년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항공공학 학사학위를, 1944년과 

48년에 각각 미국 Harvard Univ., Univ. of Notre Dame에서 항공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전쟁 때는 공군 대위로 임관하여 참전하였다. 학과 설립 초기 

1980년 봄학기에 부임해 강의를 시작하고 1982년도부터 과학기술원 항공공학과 소속 

경비행기 제작팀을 이끌고 국산경비행기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원의 박사 

5명과 위촉 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캐나다 제니어사의 CH300형 3인승 경비

행기와 미벤센사의 오토자이로콥터, 맥새어 스포츠사의 초경량 비행기를 제작하였

고, 해당 연구를 통해 항공기 제작 기술의 취득과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장극 교수는 90년 9월 가

족이 계신 미국으로 돌아갔고, 2008년 2월 29일 작고하셨다.

  박철 교수는 Imperial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에서 64년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극음속 유동 및 충격파실험, 원격 탐사 및 Spectroscopy 분야

의 세계적 석학으로, 200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년간 우리 학과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며 여러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를 지도하였다. 우리 학과 재직 중 

2011년 AIAA에서 Plasmadynamics & Lasers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박철 

교수는 미 항공우주국 에임즈연구센터 연구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독일 슈투트가

르트대 객원교수, 일본 도호쿠(東北)대 교수, AIAA Thermophysics Award 수상 

(1994)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두 명 이외에 여러 비전임직 교원이 학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아쉽게도 1992

년 이후 근무한 교원들만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어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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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명 담당 업무 비고

C5
대학원,  외국인 학생 
및 입시 위원회

1. 대학원/외국인 학생 대상 행사

2. 대학원생/외국인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3. 학과 대학원 입시 
(입시 방법 기획 / 입시 제도 안내 홍보)

석,박사과정 교육 및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C6 국제/대외 협력

1. 정규 Workshop

2. 학과 국제협력사업비 배정 및 집행

3. 학과 간 MOU 체결 관리

학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C7
스페이스, 장비 및 
환경개선 위원회

1. 학과 스페이스 배정, 회수, 공간사용료

2. 학과 공용장비 운영
(도입,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학과의 스페이스 관리 및 리모델링 등을 담당
한다.

C8 홍보/기금 위원회

1. 뉴스레터, SNS, 학과모니터 등 홍보

2. 학과홈페이지

3. 학과소개 PPT

4. 학과 브로셔

5. Fund Raising 

다양한 채널의 학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최근 발전기금 모금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C9 우주탐사학제전공 1.우주탐사학제전공 운영
우주탐사학제전공 주임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
하며, 우주탐사학제전공의 교과 등 학사 일체를 
다룬다.

C10
조정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 조정훈 기념사업 추진

학과에서 수여한 상패들

포상 실적

➣➣학학과과에에서서  수수여여한한  상상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1989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 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논문

연구가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

해 왔다. 1989년~1998년까지는 ‘기계계열우수상’ 

이라는 이름으로 석사과정 우수자에게 상을 수여했

으며, 1999년도부터 ‘학사과정 우수상’이 추가되었다. 

이후, 2000년도에 ‘학사과정 모범상’이 추가로 제정

되었고, 2001년부터는 ‘박사과정 우수논문상’이 제정

되었다. 2006년도부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상금을 지원받아 ‘항공우주연구원장상’을 제정하여 박사과정 

논문연구 우수자에게 상을 수여해왔고, 기존에 수여되었던 박사과정 우수논문상은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의 경우,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전임직 교원들이 재원

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2017년에 Air&Space 행사가 시작되면서 박사과정 ‘우수TA상’이 제정되어 지난 1년 동안 조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해 왔다. 이때부터 시상식은 Air&Space 행사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2018년도에는 석사과정 우수상과 별도로 석사과정 재학 시 논문연구가 탁월한 석사과정 학생

에게 ‘석사과정 논문우수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수여해 왔다. 1992년 이후 학과에서 수여한 상 리스트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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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명 담당 업무 비고

C0
교원인사

심의회

1. 교원인사 업무

 - 교원 신규 임용

 - 승진, 승급, 영년직, 재계약

 - 연구연가, 강의면제

 - 비전임직교원 임용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직교수 등)

 - 교원 창업

 - 교원 겸직 근무

 - 석좌교수 임용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주로 학과의 
Senior교수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C1 학사심의위원회 1.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여부 검토
매학기 모든 졸업생들의 졸업 요건 만족 여부
를 최종 검토한다.

C2
안전관리

위원회

1. 안전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2. 매월 안전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3.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4. 안전교육(온라인,정기,특별, 신규채용 
안전교육) 및 안전인증평가 참여 독려

5. 연구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유해인자 현황조사

6.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가입 독려

우리 학과는 자체 Safety Code를 제정하
였으며, 우리 학과 실험에 특화된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3 학사과정위원회 

1. 학사과정 학생 교육, 행사

2. 학사과정 학생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

3. 학생포상, (보잉) 장학금 운영, 장학생 추천

학사 주임교수가 위원장이며, 학사과정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C4 교과과정위원회

1. 교과과정편성

 - 교과목신설/변경/취소

 - 공대 교과위원회 참석

2. 교과과정운영

 - 강의시간표 편성

 - 담당 교수 배정 

 - 4개년 강의 계획

 - syllabus 및 요람

 - 강의평가 (우수강의상) 

 - 우수조교

3. 학과 교과과정 개선/발전을 위한 노력  

교과과정위원회에는 학생대표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과정 개편 
Ad-Hoc 위원회를 임시 운영하기도 하였다.  

학과 위원회 현황 

학과 주요 조직의 발전

➣➣학학과과  위위원원회회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학과 내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은 계속 변모하여왔는데, 최근 몇 년간 운영되어 온 위원회 명칭 및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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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명 담당 업무 비고

C5
대학원,  외국인 학생 
및 입시 위원회

1. 대학원/외국인 학생 대상 행사

2. 대학원생/외국인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3. 학과 대학원 입시 
(입시 방법 기획 / 입시 제도 안내 홍보)

석,박사과정 교육 및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C6 국제/대외 협력

1. 정규 Workshop

2. 학과 국제협력사업비 배정 및 집행

3. 학과 간 MOU 체결 관리

학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C7
스페이스, 장비 및 
환경개선 위원회

1. 학과 스페이스 배정, 회수, 공간사용료

2. 학과 공용장비 운영
(도입,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학과의 스페이스 관리 및 리모델링 등을 담당
한다.

C8 홍보/기금 위원회

1. 뉴스레터, SNS, 학과모니터 등 홍보

2. 학과홈페이지

3. 학과소개 PPT

4. 학과 브로셔

5. Fund Raising 

다양한 채널의 학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최근 발전기금 모금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C9 우주탐사학제전공 1.우주탐사학제전공 운영
우주탐사학제전공 주임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
하며, 우주탐사학제전공의 교과 등 학사 일체를 
다룬다.

C10
조정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 조정훈 기념사업 추진

학과에서 수여한 상패들

포상 실적

➣➣학학과과에에서서  수수여여한한  상상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1989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 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논문

연구가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

해 왔다. 1989년~1998년까지는 ‘기계계열우수상’ 

이라는 이름으로 석사과정 우수자에게 상을 수여했

으며, 1999년도부터 ‘학사과정 우수상’이 추가되었다. 

이후, 2000년도에 ‘학사과정 모범상’이 추가로 제정

되었고, 2001년부터는 ‘박사과정 우수논문상’이 제정

되었다. 2006년도부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상금을 지원받아 ‘항공우주연구원장상’을 제정하여 박사과정 

논문연구 우수자에게 상을 수여해왔고, 기존에 수여되었던 박사과정 우수논문상은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의 경우,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전임직 교원들이 재원

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2017년에 Air&Space 행사가 시작되면서 박사과정 ‘우수TA상’이 제정되어 지난 1년 동안 조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해 왔다. 이때부터 시상식은 Air&Space 행사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2018년도에는 석사과정 우수상과 별도로 석사과정 재학 시 논문연구가 탁월한 석사과정 학생

에게 ‘석사과정 논문우수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수여해 왔다. 1992년 이후 학과에서 수여한 상 리스트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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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명 담당 업무 비고

C0
교원인사

심의회

1. 교원인사 업무

 - 교원 신규 임용

 - 승진, 승급, 영년직, 재계약

 - 연구연가, 강의면제

 - 비전임직교원 임용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직교수 등)

 - 교원 창업

 - 교원 겸직 근무

 - 석좌교수 임용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주로 학과의 
Senior교수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C1 학사심의위원회 1.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여부 검토
매학기 모든 졸업생들의 졸업 요건 만족 여부
를 최종 검토한다.

C2
안전관리

위원회

1. 안전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2. 매월 안전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3.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4. 안전교육(온라인,정기,특별, 신규채용 
안전교육) 및 안전인증평가 참여 독려

5. 연구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유해인자 현황조사

6.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가입 독려

우리 학과는 자체 Safety Code를 제정하
였으며, 우리 학과 실험에 특화된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3 학사과정위원회 

1. 학사과정 학생 교육, 행사

2. 학사과정 학생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

3. 학생포상, (보잉) 장학금 운영, 장학생 추천

학사 주임교수가 위원장이며, 학사과정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C4 교과과정위원회

1. 교과과정편성

 - 교과목신설/변경/취소

 - 공대 교과위원회 참석

2. 교과과정운영

 - 강의시간표 편성

 - 담당 교수 배정 

 - 4개년 강의 계획

 - syllabus 및 요람

 - 강의평가 (우수강의상) 

 - 우수조교

3. 학과 교과과정 개선/발전을 위한 노력  

교과과정위원회에는 학생대표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과정 개편 
Ad-Hoc 위원회를 임시 운영하기도 하였다.  

학과 위원회 현황 

학과 주요 조직의 발전

➣➣학학과과  위위원원회회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학과 내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은 계속 변모하여왔는데, 최근 몇 년간 운영되어 온 위원회 명칭 및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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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년도 수상구분 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제20회 2008

우수상 학사 20040449 이창훈 탁민제

모범상 학사 20040478 장대성 심현철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63176 박동훈 박승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45187 이상종 방효충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55039 김태규 권세진

제21회 2009

우수상 학사 20040221 박재원 방효충 

모범상 학사 20040577 최재훈 권오준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73435 이준성 한재흥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54327 Wong, Zi Jing 김천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55146 진정근 권세진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45027 김명곤 김천곤

제22회 2010

우수상 학사 20064090 이주호 김천곤

모범상 학사 20060128 김윤영 김천곤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83989 이창훈 탁민제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55158 홍윤기 백승욱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65093 안성용 권세진

제23회 2011

우수상 학사 20070631 이주영 탁민제

모범상 학사 20070429 신희민 탁민제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93266 신재환 김천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55826 명현삼 방효충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65067 박익수 탁민제

제24회 2012

우수상 학사 20072010 나형호 백승욱

모범상 학사 20080417 서민국 탁민제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03263 박재원 한재흥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75051 김홍일 한재흥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85243 김승환 탁민제

제25회 2013

우수상 학사 20092060 정용수 권오준

모범상 학사 20090750 이해인 탁민제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13478 이주영 방효충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05152 이창훈 탁민제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75112 유주열 권오준

제26회 2014

우수상 학사 20102040 김태영 방효충

모범상 학사 20091044 홍슬기 방효충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24289 서민국 탁민제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95131 이준성 한재흥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05253 Irfan Javed 백승욱

제27회 2015

우수상 학사 20112045 이은광 권세진

모범상 학사 20091258 장원근 권세진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33564 이해인 탁민제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05122 유동일 심현철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15547 Botchu Vara Siva Jyoti 백승욱

제28회 2016

우수상 학사 20120890 조민현 김천곤

모범상 학사 20110164 강재민 안재명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43611 정우석 권세진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35553 한종섭 한재흥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25088 김진혁 김천곤

제29회 2017

우수상 학사 20130220 노희건 최한림

모범상 학사 20130262 박영진 최한림

우수상 석사 20153051 권현석 김천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25135 방유진 이지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17051 이주호 한재흥

우수TA상 박사 20145284 정우영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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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년도 수상구분 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제4회 1992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01241 서정수 장근식

제5회 1993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11316 선병찬 탁민제

제6회 1994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23437 전성민 이  인

제7회 1995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33378 이용인 탁민제

제8회 1996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43014 강희정 이덕주

제9회 1997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53356 오일권 이  인

제10회 1998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63256 박재현 권세진 

제11회 1999
우수상 학사 950160 김희경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50527 최지훈 이  인 

제12회 2000

우수상 학사 960556 최한림 탁민제

모범상 학사 960032 권규남 권세진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73156 김정덕 박승오

제13회 2001

우수상 학사 970810 나한비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93189 김희경 박승오

우수논문상 박사 965200 성대운 김천곤

제14회 2002

우수상 학사 950249 서지원 권오준

모범상 학사 980802 권혁훈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03567 최한림 탁민제

우수논문상 박사 985145 박재현 백승욱

제15회 2003

우수상 학사 980417 장영환 장근식

모범상 학사 990485 진정근 이덕주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13360 왕태중 백승욱

우수논문상 박사 986167 배재성 이  인

제16회 2004

우수상 학사 20000175 박윤미 백승욱

모범상 학사 20000274 오현동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23948 장영환 이  인

우수논문상 박사 995146 박수형 권장혁

제17회 2005

우수상 학사 20010156 김홍일 한재흥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33680 홍윤기 백승욱

우수논문상 박사 20005034 김대희 권장혁

제18회 2006

우수상 학사 20020176 박동훈 권세진

모범상 학사 990251 신동혁 백승욱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43315 안성용 권세진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25034 김기완 백승욱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25101 노진호 이  인

제19회 2007

우수상 학사 20020396 이준성 한재흥

모범상 학사 20030411 이정섭 권세진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53374 유주열 권오준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15819 김춘택 권세진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25260 장경식 박승오

학과에서 수여한 상 리스트 

 

2012년 기계계열우수상 수상자들 

    

2018년 Air & Space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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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년도 수상구분 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제20회 2008

우수상 학사 20040449 이창훈 탁민제

모범상 학사 20040478 장대성 심현철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63176 박동훈 박승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45187 이상종 방효충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55039 김태규 권세진

제21회 2009

우수상 학사 20040221 박재원 방효충 

모범상 학사 20040577 최재훈 권오준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73435 이준성 한재흥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54327 Wong, Zi Jing 김천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55146 진정근 권세진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45027 김명곤 김천곤

제22회 2010

우수상 학사 20064090 이주호 김천곤

모범상 학사 20060128 김윤영 김천곤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83989 이창훈 탁민제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55158 홍윤기 백승욱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65093 안성용 권세진

제23회 2011

우수상 학사 20070631 이주영 탁민제

모범상 학사 20070429 신희민 탁민제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93266 신재환 김천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55826 명현삼 방효충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65067 박익수 탁민제

제24회 2012

우수상 학사 20072010 나형호 백승욱

모범상 학사 20080417 서민국 탁민제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03263 박재원 한재흥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75051 김홍일 한재흥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85243 김승환 탁민제

제25회 2013

우수상 학사 20092060 정용수 권오준

모범상 학사 20090750 이해인 탁민제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13478 이주영 방효충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05152 이창훈 탁민제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75112 유주열 권오준

제26회 2014

우수상 학사 20102040 김태영 방효충

모범상 학사 20091044 홍슬기 방효충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24289 서민국 탁민제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95131 이준성 한재흥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05253 Irfan Javed 백승욱

제27회 2015

우수상 학사 20112045 이은광 권세진

모범상 학사 20091258 장원근 권세진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33564 이해인 탁민제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05122 유동일 심현철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15547 Botchu Vara Siva Jyoti 백승욱

제28회 2016

우수상 학사 20120890 조민현 김천곤

모범상 학사 20110164 강재민 안재명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143611 정우석 권세진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35553 한종섭 한재흥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25088 김진혁 김천곤

제29회 2017

우수상 학사 20130220 노희건 최한림

모범상 학사 20130262 박영진 최한림

우수상 석사 20153051 권현석 김천곤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25135 방유진 이지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17051 이주호 한재흥

우수TA상 박사 20145284 정우영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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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1992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01241 서정수 장근식

제5회 1993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11316 선병찬 탁민제

제6회 1994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23437 전성민 이  인

제7회 1995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33378 이용인 탁민제

제8회 1996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43014 강희정 이덕주

제9회 1997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53356 오일권 이  인

제10회 1998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63256 박재현 권세진 

제11회 1999
우수상 학사 950160 김희경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50527 최지훈 이  인 

제12회 2000

우수상 학사 960556 최한림 탁민제

모범상 학사 960032 권규남 권세진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73156 김정덕 박승오

제13회 2001

우수상 학사 970810 나한비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993189 김희경 박승오

우수논문상 박사 965200 성대운 김천곤

제14회 2002

우수상 학사 950249 서지원 권오준

모범상 학사 980802 권혁훈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03567 최한림 탁민제

우수논문상 박사 985145 박재현 백승욱

제15회 2003

우수상 학사 980417 장영환 장근식

모범상 학사 990485 진정근 이덕주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13360 왕태중 백승욱

우수논문상 박사 986167 배재성 이  인

제16회 2004

우수상 학사 20000175 박윤미 백승욱

모범상 학사 20000274 오현동 이  인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23948 장영환 이  인

우수논문상 박사 995146 박수형 권장혁

제17회 2005

우수상 학사 20010156 김홍일 한재흥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33680 홍윤기 백승욱

우수논문상 박사 20005034 김대희 권장혁

제18회 2006

우수상 학사 20020176 박동훈 권세진

모범상 학사 990251 신동혁 백승욱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43315 안성용 권세진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25034 김기완 백승욱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25101 노진호 이  인

제19회 2007

우수상 학사 20020396 이준성 한재흥

모범상 학사 20030411 이정섭 권세진

기계계열우수상 석사 20053374 유주열 권오준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015819 김춘택 권세진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025260 장경식 박승오

학과에서 수여한 상 리스트 

 

2012년 기계계열우수상 수상자들 

    

2018년 Air & Space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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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상구분 수상자

2007

과학기술 부총리 표창 방효충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유체공학분야 우수논문상 박승오

제6회 로봇항공기대회 동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200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박승오

한국전산유체공학회 KlSTI 고성능 수치해석상 권오준

제19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김천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이인

한국항공우주학회 미연학술상 탁민제

2009

ICCES Sejong Award 이인

제5회 KAI-KSAS 항공우주 공로상 이인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우광방 학술상 탁민제

제8회 한국로봇항공기대회 대상 팀: HeXUS
(지도교수: 방효충)

제7회 KAI 항공우주논문상 대상 심현철

2010

과학기술포장 박승오

AIAA, Fellow 선정 이인

Nano-Satellite Mission Idea Contest Finalist 팀: LINK
(지도교수: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수상 방효충

2011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장근식

대전광역시 문화상 장근식

Nano-Satellite Constellation Mission Idea Contest Finalist 팀: LINK
(지도교수: 방효충)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공로상 한재흥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활동상 한재흥

Automatica Applications Prize 최한림

IMechE, Part G: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Best Paper Award of the Year 

이원석
(지도교수: 방효충)

2012
제8회 KAI-KSAS 항공우주공로상 박승오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상 이인

2013

Lifetime Achievement Award, ICCES 이인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이인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한국공학한림원 방효충

FAA Recognition Award,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지윤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금곡학술상 탁민제

2014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우광방 학술상 방효충

2015

Life-time achievement award, ARF
(Asia-Australian Rotorcraft Forum) 이덕주

한국항공우주학회 미연학술상 이덕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심현철

Emerging Academic Award,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이정률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박철 공력상 권오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심현철

Young Scientist Award, Sustainable Aviation Research Society 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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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년도 수상구분 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제30회 2018

우수상 학사 20140437 이재호 박기수

모범상 학사 20130545 장광우 권세진

우수상 석사 20164212 Felix Wolff 김천곤

우수논문상 석사
20163697 현종민 이정률

20163480 이주성 안재명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37013 김윤호 김천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35337 하정수 최한림

우수TA상 박사 20165234 이성헌 방효충

제31회 2019

우수상 학사 20140058 김도운 방효충

모범상 학사 20150259 남기훈 이지윤

우수상 석사 20173185 김호준 권오준

우수논문상 석사
20173525 정병학 이정률

20173227 박영진 최한림

항공우주연구원장상 20137053 이진실 이지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47033 방  준 안재명

20155352 최윤실 이정률

우수TA상
석사 20183284 선기영 이지윤

박사 20195230 이태송 김규태

연도 수상구분 수상자

1994 Professional Progress in Engineering Award, Iowa State University 박승오

199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장근식

제6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박승오

1996

제7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이인

제2회 전국대학생 창작 모형항공기 대회 대상 최인호, 김정덕, 허대녕, 최용근
(지도교수: 탁민제)

1999

제10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이인

제10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권장혁

대한기계학회 남헌학술상 백승욱

2001

제2회 전국 Heavy-lift 모형항공기 대회 대상 팀: ICARUS
(지도교수: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이인

한국항공우주학회 우수논문상 김천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5회 젊은 과학자상 방효충

2002 제13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권오준

2003

한국음향학회 학술상 이덕주

제2회 로봇항공기대회 동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2004

제15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방효충

제3회 로봇항공기대회 은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200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이덕주

JSCM Hayashi Memorial International Award 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탁민제

한국전산유체공학회 KISTI 고성능 수치해석상 권오준

제16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김천곤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논문상 특별상 권장혁

2006 제5회 로봇항공기대회 금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외부기관에서 받은 상 리스트

➣➣외외부부기기관관에에서서  받받은은  상상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이래로 학과 전임직 교원들과 학생들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하여 왔다. 상의 종류로는 국가에서 수여한 표창장 및 훈장부터 여러 학회에서 수여한 학술상 및 

공로상, 우수논문발표상, 경연 대회 수상 등이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는 1994년 이후 연도별 주요 수상 

리스트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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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상구분 수상자

2007

과학기술 부총리 표창 방효충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유체공학분야 우수논문상 박승오

제6회 로봇항공기대회 동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200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박승오

한국전산유체공학회 KlSTI 고성능 수치해석상 권오준

제19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김천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이인

한국항공우주학회 미연학술상 탁민제

2009

ICCES Sejong Award 이인

제5회 KAI-KSAS 항공우주 공로상 이인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우광방 학술상 탁민제

제8회 한국로봇항공기대회 대상 팀: HeXUS
(지도교수: 방효충)

제7회 KAI 항공우주논문상 대상 심현철

2010

과학기술포장 박승오

AIAA, Fellow 선정 이인

Nano-Satellite Mission Idea Contest Finalist 팀: LINK
(지도교수: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수상 방효충

2011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장근식

대전광역시 문화상 장근식

Nano-Satellite Constellation Mission Idea Contest Finalist 팀: LINK
(지도교수: 방효충)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공로상 한재흥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활동상 한재흥

Automatica Applications Prize 최한림

IMechE, Part G: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Best Paper Award of the Year 

이원석
(지도교수: 방효충)

2012
제8회 KAI-KSAS 항공우주공로상 박승오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상 이인

2013

Lifetime Achievement Award, ICCES 이인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이인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한국공학한림원 방효충

FAA Recognition Award,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지윤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금곡학술상 탁민제

2014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우광방 학술상 방효충

2015

Life-time achievement award, ARF
(Asia-Australian Rotorcraft Forum) 이덕주

한국항공우주학회 미연학술상 이덕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심현철

Emerging Academic Award,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이정률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박철 공력상 권오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심현철

Young Scientist Award, Sustainable Aviation Research Society 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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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년도 수상구분 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제30회 2018

우수상 학사 20140437 이재호 박기수

모범상 학사 20130545 장광우 권세진

우수상 석사 20164212 Felix Wolff 김천곤

우수논문상 석사
20163697 현종민 이정률

20163480 이주성 안재명

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박사 20137013 김윤호 김천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35337 하정수 최한림

우수TA상 박사 20165234 이성헌 방효충

제31회 2019

우수상 학사 20140058 김도운 방효충

모범상 학사 20150259 남기훈 이지윤

우수상 석사 20173185 김호준 권오준

우수논문상 석사
20173525 정병학 이정률

20173227 박영진 최한림

항공우주연구원장상 20137053 이진실 이지윤

항공우주동문회 우수논문상 박사
20147033 방  준 안재명

20155352 최윤실 이정률

우수TA상
석사 20183284 선기영 이지윤

박사 20195230 이태송 김규태

연도 수상구분 수상자

1994 Professional Progress in Engineering Award, Iowa State University 박승오

199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장근식

제6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박승오

1996

제7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이인

제2회 전국대학생 창작 모형항공기 대회 대상 최인호, 김정덕, 허대녕, 최용근
(지도교수: 탁민제)

1999

제10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이인

제10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권장혁

대한기계학회 남헌학술상 백승욱

2001

제2회 전국 Heavy-lift 모형항공기 대회 대상 팀: ICARUS
(지도교수: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이인

한국항공우주학회 우수논문상 김천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5회 젊은 과학자상 방효충

2002 제13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권오준

2003

한국음향학회 학술상 이덕주

제2회 로봇항공기대회 동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2004

제15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방효충

제3회 로봇항공기대회 은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200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이덕주

JSCM Hayashi Memorial International Award 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탁민제

한국전산유체공학회 KISTI 고성능 수치해석상 권오준

제16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김천곤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논문상 특별상 권장혁

2006 제5회 로봇항공기대회 금상 팀: Highest
(지도교수: 방효충)

외부기관에서 받은 상 리스트

➣➣외외부부기기관관에에서서  받받은은  상상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이래로 학과 전임직 교원들과 학생들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하여 왔다. 상의 종류로는 국가에서 수여한 표창장 및 훈장부터 여러 학회에서 수여한 학술상 및 

공로상, 우수논문발표상, 경연 대회 수상 등이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는 1994년 이후 연도별 주요 수상 

리스트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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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를 마치고 진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상위권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박사과정 학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0~40명의 학생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학사

과정 및 석사과정 졸업생에 비해 박사과정 입학생이 많은 이유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

하고 있어 주변 연구소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입학생 수 

연도별 졸업생 수 

- 22 -

연도 수상구분 수상자

2017

제32회 21세기대상 시상식 – 기술부분대상 이덕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제1회 과학기술논문상 김천곤

한국소음진동학회 진동제어 최우수논문상 한재흥

Autonomous Racing Drone Challenge 1위 (Airbus 주최) 심현철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특집호 공로상 최한림

2025년 대한민국을 이글 100대 기술과 주역 선정, 공학한림원 최한림

항공우주교육상 안재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활동상 이정률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공로상 이정률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우주구조상 김천곤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상 김천곤

한국항공우주학회 공로상 탁민제

제1회 KAL-KSAS 특별공로상 탁민제

큐브위성 경연대회 장관상 방효충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우승 김상현 외 3인
(지도교수: 최한림)

한국복합재료학회 복합재료논문상 이정률

한국복합재료학회 복합재료대상 홍창선

한국복합재료학회 KAL-KSCM상 이 인

2019

한국복합재료학회 기술상 이정률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한재흥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금곡 젊은연구자상 이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19년 학사과정 수석 졸업 김도운

KAI 항공우주논문상 최우수상 임재한
(지도교수: 안재명)

이인 교수 시상식 방효충 교수 시상식

학과의 주요 현황

➣➣연연도도별별  입입학학생생  및및  졸졸업업생생  수수  현현황황
  연도별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진학한 학생 수와 졸업한 학생 수의 현황은 아래 차트와 같다. 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10~2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항공우주공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으며, 전임직 교원 및 학부 재학생을 

비롯한 학과 구성원들은 매년 진입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8년도에는 

31명의 학부새내기과정 학생이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 하였다. 석사과정의 경우 매년 20~30명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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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음진동학회 진동제어 최우수논문상 한재흥

Autonomous Racing Drone Challenge 1위 (Airbus 주최) 심현철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특집호 공로상 최한림

2025년 대한민국을 이글 100대 기술과 주역 선정, 공학한림원 최한림

항공우주교육상 안재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활동상 이정률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공로상 이정률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우주구조상 김천곤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상 김천곤

한국항공우주학회 공로상 탁민제

제1회 KAL-KSAS 특별공로상 탁민제

큐브위성 경연대회 장관상 방효충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우승 김상현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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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합재료학회 KAL-KSCM상 이 인

2019

한국복합재료학회 기술상 이정률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상 한재흥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금곡 젊은연구자상 이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19년 학사과정 수석 졸업 김도운

KAI 항공우주논문상 최우수상 임재한
(지도교수: 안재명)

이인 교수 시상식

• • • • • •
방효충 교수 시상식

• • • •

학과의 주요 현황

➣➣연연도도별별  입입학학생생  및및  졸졸업업생생  수수  현현황황
  연도별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진학한 학생 수와 졸업한 학생 수의 현황은 아래 차트와 같다. 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10~2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항공우주공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으며, 전임직 교원 및 학부 재학생을 

비롯한 학과 구성원들은 매년 진입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8년도에는 

31명의 학부새내기과정 학생이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 하였다. 석사과정의 경우 매년 20~30명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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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도도별별  특특허허  수수  현현황황
  연도별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출원/등록한 특허의 현황은 아래 차트와 같다. 정확한 특허 수 데이터가 존재

하는 1997년 이래로 특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33편의 특허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임직 교원 한 명 당 2편의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과 같으며, 다른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연도별 특허 수

➣➣연연도도별별  과과제제  수수주주액액  현현황황
  연도별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수주한 과제 연구비 총액은 아래 차트와 같다. 연도별 과제 수주액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평균 100억원의 과제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다. 학과 규모에 비해 수주한 연구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주관으로 초고속비행체 특화센터를 유치

하여, 2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연도별 과제 수주액

- 24 -

2010년도 신입생 환영회 2018년도 새내기 대상 학과설명회

2017년도 Hooding Ceremony 2019년도 Hooding Ceremony

➣➣연연도도별별  논논문문  수수  현현황황
1979년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학과 구성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연도별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외 학술지 논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9년 

1편이었던 논문의 수가 2018년 한 해에만 138편의 논문이 국외 우수 저널에 게재되었다. 이는 매년 전임직 교원 

한명 당 8.6편의 국외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것과 같으며, 다른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연도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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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Hooding Ceremony

• • • • • •

2019년도 Hooding Ceremony

• • • • • •

➣➣연연도도별별  논논문문  수수  현현황황
• • • •1979년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학과 구성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연도별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외 학술지 논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9년 

1편이었던 논문의 수가 2018년 한 해에만 138편의 논문이 국외 우수 저널에 게재되었다. 이는 매년 전임직 교원 

한명 당 8.6편의 국외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것과 같으며, 다른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연도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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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뉴스레터 표지 (창간호~제18호)

  2017년부터는 연례 뉴스레터(Annual Newsletter)를 책자 형태로 간행하여 우리학과 동문들에게 1년간 학과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연례 뉴스레터는 학과 주요소식, 월별 학과 소식, 재학생 소식, 

졸업생 소식, 교수님 소식 및 학과발전기금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정률 교수가 편집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도 연례 뉴스레터

• • • • • • • • • •

뉴스레터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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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도도별별  강강의의  개개설설  수수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에서 봄/가을학기에 개설한 강의 수의 현황은 아래 차트와 같다.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있는 

1991년 이후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16개의 강의를 시작으로 전임직 교원이 충원됨에 따라 강의 개설 수가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40여 개의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학과는 항공우주 분야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실험교육을 

추가하여 실무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거의 모든 강의는 KAIST의 세계화 

의제에 맞추어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 봄학기 강의 개설 수

연도별 가을학기 강의 개설 수

➣➣학학과과  정정기기  간간행행물물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2016년 8월 31일부터 학과홍보 및 재학생/졸업생들에게 학과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항공

우주공학과 뉴스레터(News Letter)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학과 주요 소식, 교수님 동정, 실험실 소식, 학부생 

소식, 실험실 소개, 학생들의 에세이(Essay), 기고문, Research Highlight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창기 뉴스

레터는 1년에 2번 책자 형태로 발간되어 오다가, 제20권 이후부터는 뉴스레터 홈페이지(http://aenews.kaist.ac.kr)에 

1년에 4번 웹진(Webzine)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현재까지 34권의 뉴스레터가 발간되었다. 창간호부터 제10권 발행

까지는 한재흥 교수가 편집 책임을 담당하였고, 제11권부터 제19권까지는 심현철 교수가 편집 책임을 맡았다. 이후, 

뉴스레터 웹진의 경우 이정률 교수가 편집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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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iirrbboorrnnee  VVeehhiiccllee  TTeecchhnnoollooggyy  분분야야
  이 연구 분야에서는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체의 공기 역학, 구조 역학, 추진 기술 및 

제어 및 정보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비행체의 공력해석 및 설계부분에서 정렬 격자 및 비정렬 격자 기반 

공력 Solver들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한국형 헬리콥터, 스마트 무인기, 다양한 유도 무기 개발 등 

국가 중요 항공 관련 프로그램 등에 직접 활용되었다. 구조 및 재료 부분에서는 높은 비강성, 비강도 및 우수한 피로 

특성을 갖는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복합재료 구조물의 충격 거동, 충격 손상 및 잔류 강도 

파악을 위한 실험적/해석적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구조건전성 감시, 전자파 흡수 구조, 진동 제어 등의 능력을 갖는 

다양한 스마트 구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학과 공력탄성학 연구팀의 고속 비행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력탄성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은 국내 최초 초음속 항공기인 T-50 개발 당시 별도의 풍동 

시험 없이 당 연구팀의 해석만으로 T-50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비행제어 분야는 항공기, 유도무기 및 기타 

대기권을 비행하는 비행체를 유도하고 제어하여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한다. 추진 분야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연소 불안정을 실험적/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풍동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부상 풍동 및 케이블을 활용한 새로운 풍동장치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중이다.

Airborne Vehicle Technology 연구 분야

➣➣ SSppaaccee  SSyysstteemmss  분분야야
• • • •이 분야의 연구 주제로 대표적으로 소형위성 자세제어 시스템 설계 및 탑재 S/W 개발, 나노위성 시스템 개발이 있다. 
달 탐사 및 심우주 탐사를 위한 유도, 자동 항행 및 제어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달 표면 착륙을 위한 

최적의 궤적 생성 및 유도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달 및 행성 표면에 자동착륙을 위한 카메라 및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유도 기법을 본격 연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인공위성 편대비행을 위한 궤도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학계의 연구실 차원에서 개발한 단일 추진제 추력기를 탑재한 달 착륙선 모델을 개발

하여 실제 작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국가 달탐사 임무 요구 조건을 반영한 추력기 요구 사항을 분석

하고 다양한 단계의 임무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환경 하에서 우주 쓰레기에 의한 충돌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주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고진동 자외선 시설과 함께 우주파편 충돌 시험 시설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위성

항법시스템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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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 및 연구개발 성과

연구 분야

  1991년 학사과정 설치 시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4대 역학을 기초로 하여 ‘구조 및 구조 동력학’,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추진 및 연소’ 와 ‘비행역학 및 제어’라는 4개의 중점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후 서남표 총장 시기 융합

연구 강화 추세에 따라 시스템 및 IT 분야 교수들을 초빙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향후 10여 년간 항공

우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상할 6개의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6개의 중점 연구 분야는 

‘Aerospace Power and Green Energy’, ‘Airborne Vehicles and System’, ‘System of Systems’, 

‘Unmanned Aerial Systems’, ‘Space Systems Engineering’, ‘Aviation and Avionics’ 이다.

6대 핵심 연구 분야 (2015년)

  최근 뉴 스페이스(New Space) 및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산업 및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2019년 7월 핵심 연구 분야를 ‘Airborne 

Vehicle Technology’, ‘Space System’, ‘Propulsion and Energy’, ‘Aerodynamics and Structure’, 

‘Aerospac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등의 5개 분야로 재편하였다.  

5대 핵심 연구 분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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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궤적 생성 및 유도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달 및 행성 표면에 자동착륙을 위한 카메라 및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유도 기법을 본격 연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인공위성 편대비행을 위한 궤도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학계의 연구실 차원에서 개발한 단일 추진제 추력기를 탑재한 달 착륙선 모델을 개발

하여 실제 작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국가 달탐사 임무 요구 조건을 반영한 추력기 요구 사항을 분석

하고 다양한 단계의 임무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환경 하에서 우주 쓰레기에 의한 충돌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주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고진동 자외선 시설과 함께 우주파편 충돌 시험 시설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위성

항법시스템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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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 및 연구개발 성과

연구 분야

  1991년 학사과정 설치 시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4대 역학을 기초로 하여 ‘구조 및 구조 동력학’,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추진 및 연소’ 와 ‘비행역학 및 제어’라는 4개의 중점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후 서남표 총장 시기 융합

연구 강화 추세에 따라 시스템 및 IT 분야 교수들을 초빙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향후 10여 년간 항공

우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상할 6개의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6개의 중점 연구 분야는 

‘Aerospace Power and Green Energy’, ‘Airborne Vehicles and System’, ‘System of Systems’, 

‘Unmanned Aerial Systems’, ‘Space Systems Engineering’, ‘Aviation and Avionics’ 이다.

• •

6대 핵심 연구 분야 (2015년)

  최근 뉴 스페이스(New Space) 및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산업 및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2019년 7월 핵심 연구 분야를 ‘Airborne 

Vehicle Technology’, ‘Space System’, ‘Propulsion and Energy’, ‘Aerodynamics and Structure’, 

‘Aerospac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등의 5개 분야로 재편하였다.  

5대 핵심 연구 분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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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eerrooddyynnaammiiccss  aanndd  SSttrruuccttuurreess  분분야야
  이 연구 분야에서는 유체 및 고체/구조들의 물리적 해석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극한 환경에서 

고체가 변형되어 유체역학적 특성을 띠게 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이론적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날갯짓 

비행체의 공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전산공력음향학을 통해 항공기의 주요 소음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저감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Shock-Tube를 활용하여 극초음속의 공력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Aerodynamics and Structure 연구 분야

➣➣ PPrrooppuullssiioonn  aanndd  EEnneerrggyy  분분야야  
  이 연구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연소 현상 및 로켓 추진, 인공위성 추력기, 고효율의 항공기 엔진 및 차세대 

에너지원인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소 분야의 연구로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된 

산화질소 감소 문제, 디젤 연소 해석 등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급속압축장치를 이용한 

연소현상 해석, 마이크로 스케일의 열전달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로켓 연구는 친환경 추진제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하는 추력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00N, 250N급의 단일 추진제 추력기 등을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다. 최근, 축적된 추력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운딩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항공기 엔진 연구는 기존 엔진의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항공기 엔진의 연소 불안정 현상을 

실험적/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서 최근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풍력 

발전기의 최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레이드 구조물에 대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ropulsion and Energy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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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stems 연구 분야

➣➣ AAeerroossppaaccee  IInnffoorrmmaattiioonn  aanndd  IInntteelllliiggeennccee  분분야야
  이 분야에서는 무인비행체의 유도 및 제어, 항공우주시스템을 위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기법, 궤적/경로 최적화, 

복잡한 시스템의 다학제 최적화 및 표적 추적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비행체에 대한 전통적인 유도 

및 제어 기법의 연구뿐만 아니라, 무인 비행체의 지능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복수 에이전트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수 에이전트 시스템의 임무 할당 및 협업 제어 기법 및 복수 무인기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항공우주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를 위해 다학제 최적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AI/빅데이터 등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학과는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일고 있는 항공교통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충돌방지 시스템, 항공기 최적 도착 스케줄링 알고리즘, 지상과 탑재 장비를 결합한 항공기의 최적 추적 

시스템, 정밀 위성항법을 이용한 안전한 항공기 착륙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erospac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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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eerrooddyynnaammiiccss  aanndd  SSttrruuccttuurreess  분분야야
  이 연구 분야에서는 유체 및 고체/구조들의 물리적 해석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극한 환경에서 

고체가 변형되어 유체역학적 특성을 띠게 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이론적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날갯짓 

비행체의 공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전산공력음향학을 통해 항공기의 주요 소음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저감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Shock-Tube를 활용하여 극초음속의 공력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Aerodynamics and Structure 연구 분야

➣➣ PPrrooppuullssiioonn  aanndd  EEnneerrggyy  분분야야  
  이 연구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연소 현상 및 로켓 추진, 인공위성 추력기, 고효율의 항공기 엔진 및 차세대 

에너지원인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소 분야의 연구로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된 

산화질소 감소 문제, 디젤 연소 해석 등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급속압축장치를 이용한 

연소현상 해석, 마이크로 스케일의 열전달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로켓 연구는 친환경 추진제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하는 추력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00N, 250N급의 단일 추진제 추력기 등을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다. 최근, 축적된 추력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운딩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항공기 엔진 연구는 기존 엔진의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항공기 엔진의 연소 불안정 현상을 

실험적/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서 최근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풍력 

발전기의 최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레이드 구조물에 대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ropulsion and Energy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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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stems 연구 분야

➣➣ AAeerroossppaaccee  IInnffoorrmmaattiioonn  aanndd  IInntteelllliiggeennccee  분분야야
  이 분야에서는 무인비행체의 유도 및 제어, 항공우주시스템을 위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기법, 궤적/경로 최적화, 

복잡한 시스템의 다학제 최적화 및 표적 추적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비행체에 대한 전통적인 유도 

및 제어 기법의 연구뿐만 아니라, 무인 비행체의 지능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복수 에이전트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수 에이전트 시스템의 임무 할당 및 협업 제어 기법 및 복수 무인기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항공우주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를 위해 다학제 최적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AI/빅데이터 등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학과는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일고 있는 항공교통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충돌방지 시스템, 항공기 최적 도착 스케줄링 알고리즘, 지상과 탑재 장비를 결합한 항공기의 최적 추적 

시스템, 정밀 위성항법을 이용한 안전한 항공기 착륙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erospac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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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tudy of Dispersed Gas-Dust-Liquid Multi-Phase Flows in a Venturi Scrubber

  제철 및 화학공장에서 배출하는 분진들을 제거하기 위해 물-제트의 미립자들을 사용하는 Venturi Scrubber 

에는 필연적으로 확산된 gas-dust-liquid의 three-phase flow가 나타난다. Venturi Scrubber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다상유동의 매개변수와 스크러버의 기하학적 형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컴퓨터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as phase 유동에 대해서 Eulerian approach 

로서 Navier Stokes Equations의 수치해를 구하며, dust 와 liquid droplets의 운동에 대해서는 

Lagrangian approach 로서 Basset-Boussinesq-Oseen 방정식을 풀이한다. 계산과정의 매 순간에는 

gas와 dust-liquid droplets 간의 interaction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치정보를 찾는다. 물론 Liquid 

droplets들은 미립화하고, 형상이 변형되고, 파열되고, 서로 간에 충돌하며, dust particle들을 포집한다. 

스크러버의 형상모델로는 축대칭 형의 Pease-Anthony Venturi Scrubber를 사용하였다. 계산된 압력강하와 

포집효율은 선행된 다른 연구자의 실험결과와 만족할 만큼 잘 일치하였다.

- 32 -

대표 학술연구성과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이후 꾸준히 우수한 교원들을 초빙하여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교수진 및 학생들의 탁월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연구성과를 이루었다. 

이 중 각 연구실 별 대표 학술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극극음음속속유유동동  및및  생생체체유유동동  연연구구실실  ((HHyyppeerrssoonniiccss  aanndd  BBiioofflluuiidd  LLaabboorraattoorryy,,  장장근근식식  교교수수))

·Shock Tube Experiment using Laser-Induced Holographic Interferometry

  충격파-와동 간섭현상은 압축성 유동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기본현상이다. 충격파 후류에는 엔트로피 

증가로 인해 와동이 생성되고, 충격파가 와동과 간섭하여 diffraction, reflection, dissipation을 일으킨 

나머지 많은 음향파 잡음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일련의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는데, 충격

파관을 설계 제작하고 고출력 루비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유동의 밀도장을 촬영함으로써 마하수 2.0이하의 

충격파가 다양한 물체를 지나는 동안 와동과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을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또한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실험의 수고로운 반복 횟수를 줄이고, 데이터를 보완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매개변수들에 대하여 

충격파-와동의 복잡한 자연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Computer Study of Two-Phase Supersonic Flows under Shock Wave Impingement

  단상(單相)의 1차원 초음속 충격파 유동의 경우에는 압축성 유체역학 교과서에 그 이론해가 잘 설명되어 있으며, 

2차원 유동이면 실험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二相)의 2차원 초음속 

충격파 유동의 경우에는 실험연구가 쉽지 않았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계산기법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본 일련의 연구에서는 기체 및 액체 미립자가 혼합된 이상(二相)의 초음속 유동들에 대해서, 

두 상(相)을 지배하는 6개의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정보 전달의 속도인 eigenvalue들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Riemann 

해법 계열의 Upwind Numerical Method들을 개발함으로써 유동을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로써 비압축성 유동만을 취급해온 원자력공학의 Critical Flow, 수중 폭발에 의한 cavitation 발생, 순수 

공기가 아닌 다습한 공기 중을 비행하는 비행체의 공력성분 등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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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tudy of Dispersed Gas-Dust-Liquid Multi-Phase Flows in a Venturi Scrubber

  제철 및 화학공장에서 배출하는 분진들을 제거하기 위해 물-제트의 미립자들을 사용하는 Venturi Scrubber 

에는 필연적으로 확산된 gas-dust-liquid의 three-phase flow가 나타난다. Venturi Scrubber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다상유동의 매개변수와 스크러버의 기하학적 형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컴퓨터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as phase 유동에 대해서 Eulerian approach 

로서 Navier Stokes Equations의 수치해를 구하며, dust 와 liquid droplets의 운동에 대해서는 

Lagrangian approach 로서 Basset-Boussinesq-Oseen 방정식을 풀이한다. 계산과정의 매 순간에는 

gas와 dust-liquid droplets 간의 interaction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치정보를 찾는다. 물론 Liquid 

droplets들은 미립화하고, 형상이 변형되고, 파열되고, 서로 간에 충돌하며, dust particle들을 포집한다. 

스크러버의 형상모델로는 축대칭 형의 Pease-Anthony Venturi Scrubber를 사용하였다. 계산된 압력강하와 

포집효율은 선행된 다른 연구자의 실험결과와 만족할 만큼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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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학술연구성과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이후 꾸준히 우수한 교원들을 초빙하여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교수진 및 학생들의 탁월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연구성과를 이루었다. 

이 중 각 연구실 별 대표 학술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극극음음속속유유동동  및및  생생체체유유동동  연연구구실실  ((HHyyppeerrssoonniiccss  aanndd  BBiioofflluuiidd  LLaabboorraattoorryy,,  장장근근식식  교교수수))

·Shock Tube Experiment using Laser-Induced Holographic Interferometry

  충격파-와동 간섭현상은 압축성 유동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기본현상이다. 충격파 후류에는 엔트로피 

증가로 인해 와동이 생성되고, 충격파가 와동과 간섭하여 diffraction, reflection, dissipation을 일으킨 

나머지 많은 음향파 잡음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일련의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는데, 충격

파관을 설계 제작하고 고출력 루비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유동의 밀도장을 촬영함으로써 마하수 2.0이하의 

충격파가 다양한 물체를 지나는 동안 와동과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을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또한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실험의 수고로운 반복 횟수를 줄이고, 데이터를 보완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매개변수들에 대하여 

충격파-와동의 복잡한 자연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Computer Study of Two-Phase Supersonic Flows under Shock Wave Impingement

  단상(單相)의 1차원 초음속 충격파 유동의 경우에는 압축성 유체역학 교과서에 그 이론해가 잘 설명되어 있으며, 

2차원 유동이면 실험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二相)의 2차원 초음속 

충격파 유동의 경우에는 실험연구가 쉽지 않았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계산기법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본 일련의 연구에서는 기체 및 액체 미립자가 혼합된 이상(二相)의 초음속 유동들에 대해서, 

두 상(相)을 지배하는 6개의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정보 전달의 속도인 eigenvalue들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Riemann 

해법 계열의 Upwind Numerical Method들을 개발함으로써 유동을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로써 비압축성 유동만을 취급해온 원자력공학의 Critical Flow, 수중 폭발에 의한 cavitation 발생, 순수 

공기가 아닌 다습한 공기 중을 비행하는 비행체의 공력성분 등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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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Layer Stability

  경계층 유동이 층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천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점성 유동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형 안정성 이론을 넘어서는 비선형적 안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압축성 

유동의 경우와 압축성 유동의 경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PSE (parabolized stability 

equation)를 바탕으로, hump의 존재로 인해 경계층 유동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들을 수행

하였다. 

➣➣공공력력음음향향학학  연연구구실실  ((AAeerrooaaccoouussttiiccss  LLaabboorraattoorryy,,  이이덕덕주주  교교수수))

·Understanding of Rotor Driven Flights; Drone, PAV and Helicopter

  헬리콥터, 드론과 같은 회전익기의 로터 블레이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후류(wake)는 비정상적(unsteady)으로 

회전하는 유동 흐름이며 이는 회전익 비행체의 공력성능뿐만 아니라, 비행 안정성, 소음 발생에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팀에서는 후류의 비정상적인 거동을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와류법 (vortex method) 기반의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헬리콥터, 멀티콥터 드론, 축류팬, 풍력터빈에 대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후류가 하류 방향으로 전파됨에 따라 발생하는 vortex pairing 현상의 메커니즘을 

수치해석을 통해 최초로 규명한 바 있고, 가속 상승 비행 등 헬리콥터의 후류의 거동과 동체 표면 압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최근 로터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비선형적인 공력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수치 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멀티콥터 드론에 적용하여 로터 간의 상호 간섭 효과가 비행체 소음 방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로터에서 방사되는 소음이 동체에 의한 산란 소음장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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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기역역학학  연연구구실실  ((AAeerrooddyynnaammiiccss  LLaabboorraattoorryy,,  박박승승오오  교교수수))

·Experiments on Subsonic, Unsteady, Turbulent Flow 

  공기역학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난류 유동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유동 현상 중의 하나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난류 유동 현상을 잘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익형의 후류에 대한 실험과 3차원적으로 놓인 수직 실린더 위의 유동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Hot-wire를 이용한 유속 측정과 유동현상의 이해를 위한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Turbulence Modeling and Turbulent Flow Simulation

  유체역학에서 필수적인 난류 유동의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난류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어떠한 난류모델이라도 장점

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난류모델에 대한 개선과 적절한 활용은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 난류 모델의 개선, 공학적인 측면에서 비정상적 난류유동 해석에 LES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DES나, PANS(Partially Averaged Navier-Stokes model)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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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Layer Stability

  경계층 유동이 층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천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점성 유동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형 안정성 이론을 넘어서는 비선형적 안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압축성 

유동의 경우와 압축성 유동의 경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PSE (parabolized stability 

equation)를 바탕으로, hump의 존재로 인해 경계층 유동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들을 수행

하였다. 

➣➣공공력력음음향향학학  연연구구실실  ((AAeerrooaaccoouussttiiccss  LLaabboorraattoorryy,,  이이덕덕주주  교교수수))

·Understanding of Rotor Driven Flights; Drone, PAV and Helicopter

  헬리콥터, 드론과 같은 회전익기의 로터 블레이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후류(wake)는 비정상적(unsteady)으로 

회전하는 유동 흐름이며 이는 회전익 비행체의 공력성능뿐만 아니라, 비행 안정성, 소음 발생에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팀에서는 후류의 비정상적인 거동을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와류법 (vortex method) 기반의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헬리콥터, 멀티콥터 드론, 축류팬, 풍력터빈에 대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후류가 하류 방향으로 전파됨에 따라 발생하는 vortex pairing 현상의 메커니즘을 

수치해석을 통해 최초로 규명한 바 있고, 가속 상승 비행 등 헬리콥터의 후류의 거동과 동체 표면 압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최근 로터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비선형적인 공력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수치 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멀티콥터 드론에 적용하여 로터 간의 상호 간섭 효과가 비행체 소음 방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로터에서 방사되는 소음이 동체에 의한 산란 소음장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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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기역역학학  연연구구실실  ((AAeerrooddyynnaammiiccss  LLaabboorraattoorryy,,  박박승승오오  교교수수))

·Experiments on Subsonic, Unsteady, Turbulent Flow 

  공기역학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난류 유동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유동 현상 중의 하나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난류 유동 현상을 잘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익형의 후류에 대한 실험과 3차원적으로 놓인 수직 실린더 위의 유동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Hot-wire를 이용한 유속 측정과 유동현상의 이해를 위한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Turbulence Modeling and Turbulent Flow Simulation

  유체역학에서 필수적인 난류 유동의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난류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어떠한 난류모델이라도 장점

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난류모델에 대한 개선과 적절한 활용은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 난류 모델의 개선, 공학적인 측면에서 비정상적 난류유동 해석에 LES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DES나, PANS(Partially Averaged Navier-Stokes model)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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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Flow-induced Noise

  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 동시에 벽면에서의 소음 반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무향실에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팀에서는 직접 설계한 무향실에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소음, 터보차저 

소음, 에어포일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유동 제어, 저온 초음속 제트 소음 등 다양한 소음 측정 실험을 수행해왔다. 또한 

측정뿐만 아니라 무향실 내에 압력저항을 고려할 수 있는 펜 테스터(Fan tester)를 풍동 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최초로 

팬의 성능과 소음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한편, 발사체의 고속/고온 제트에 의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2010, 2013년 발사)와 국내 순수기술 발사체인 누리호 

시험발사(2018년 발사) 현장에 직접 소음 측정 장비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충격파와 비슷한 형태의 소음인 

N-wave를 측정하였고 수음자 거리 차이에 의한 소음의 비선형적 전파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력력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  및및  시시스스템템  통통합합  설설계계  연연구구실실  ((AAeerrooddyynnaammiicc  SSiimmuullaattiioonn  aanndd  DDeessiiggnn  IInntteeggrraattiioonn  
LLaabboorraattoorryy,,  권권장장혁혁  교교수수))

·Development of Mesh Generation and Visualization Tool: KGRID 

  전산유체역학에서 유동을 해석하는 해석자(solver)도 중요하지만 유한차분법(FDM)이나 유한체적법(FVM)을 이용하는 

전산해석에서 격자 생성은 해석의 정확도와 수렴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본 도구는 격자 생성과 

가시화 통합을 통한 격자 생성 시간 및 노력의 단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O/S로는 UNIX / Linux가 사용되었고 

User-Friendly 환경을 위해 OpenGL, Motif, X11 Library가 사용되었다. 주요 기능으로서 대화 상자를 통한 

편리한 격자 생성 환경 제공, 3차원 격자 요소의 생성/변환 및 가시화, NURBS를 이용한 곡면 상의 표면 격자계 생성, 

Script file을 통한 격자 생성 과정의 저장 및 재현을 들 수 있다. 격자 생성 방법으로는 Algebraic, Elliptic, 

Hyperbolic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O-type, C-type, H-type 격자 생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Multi-block 격자와 Chimera 격자도 생성이 가능하다. KGRID ver 1.0은 S/W 등록이 되었고 KISTI의 

Super-Computing Center에 비치되어 여러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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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al Aeroacoustics and its Application to Jet Noise Simulation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그 크기가 유동에 비해 매우 작으며, 보통의 CFD 기법을 사용하여 이를 해석할 경우 

수치 오차(error)가 소음의 크기보다 크므로 해석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 소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차

(high-order) 및 고해상도(high-resolution) 특성을 가지는 특수한 수치기법이 요구되는데 이를 활용한 분야를 

전산공력음향학(Computational Aeroacoustics)라고 한다. 본 연구팀에서는 수학적인 최적화를 통해 해상도 성능이 

매우 우수한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활용한 제트소음 해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제트 소음의 

성분 중 상향으로 전파되어 구조물의 피로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스크리치톤의 크기, 주파수, 그리고 모드 변화의 메커

니즘을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발사체나 전투기와 같이 고온, 고 마하수의 제트소음을 강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치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여 난류에 의한 광역소음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현재 이를 활용하여 KF-X의 고온 쌍발 

제트 소음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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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산산공공기기역역학학  및및  최최적적설설계계  연연구구실실  ((CCoommppuuttaattiioonnaall  AAeerrooddyynnaammiiccss  aanndd  DDeessiiggnn  OOppttiimmiizzaattii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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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렬 격자계에 기반한 전산유체역학 기법 연구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유동의 지배방정식을 계산하는 전산유체역학 기법은 계산 영역을 이산화하여 격자점을 

분포시키는 격자 형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급속히 계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하고 실제적인 유동 해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격자점 분포의 유연성으로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의 격자 생성이 용이한 비정렬 격자기법이 

이러한 물체 주위의 비정상 유동장 모사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비정렬 격자계에 기반한 전산유체역학 

기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해석자를 이용하여 고정익, 회전익, 수중체 등 다양한 형상 주위의 복잡한 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산유체역학 연계 최적 설계 기법 개발

  과거에는 실험이나 해석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통해 설계를 개선한 후 다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통한 

설계를 하였으나, 이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전산유체역학과 

연계한 형상 최적 설계 기법을 연구하였다. 민감도 분석, 진화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대리 모델을 이용한 효율적인 최적점 탐색 연구 또한 진행하였다. 또한 로터 블레이드, 수중 프로펠러, 풍력 

터빈 블레이드 등의 최적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제시된 조건하에 요구되는 최적의 성능을 내는 형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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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FLOW: Flow Solver 

  유체의 전산해석을 위해서는 빠르게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해석자가 필요하다. KFLOW로는 모든 마하수의 

유체를 해석하기 위해 저속 유동 해석에 필요한 Low Mach No. preconditioning 부터  열화학적 비평형 극초음속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HLLE+ flux scheme 등이 개발되었고 수렴 가속화를 위해 Local Time-Stepping, 

Multigrid Method with Diagonalized-ADI Method, Implicit Preconditioning Method 등이 적용, 

개발되었다. KFLOW는 SW 등록이 되었고 AIAA Drag Reduction WS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발표되었다.

·Shape Design Optimization

  전산유체역학과 최적 이론을 결합하여 형상 최적 설계 연구가 이루어졌다. 빠른 최적 설계가 가능한 Adjoint 

Equation을 이용한 Local Optimization 방법과 Genetic Algorithm 등을 이용한 Global Optimization 

연구가 이루어졌고 좀 더 빠른 수렴을 위해 Tightly Coupled Design Optimization 등이 제안되었고 구조, 소음, 

제어 등 다학제간 최적화(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MDO)와 실제 적용을 위한 Reliability 

Based Optimization 등도 적용되었다. 최적 설계가 적용된 후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고 한 예로 LNG 선박의 

Bulbous Bow 형상 최적 설계로 전체 선박의 항력이 0.5%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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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FLOW: Flow Solver 

  유체의 전산해석을 위해서는 빠르게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해석자가 필요하다. KFLOW로는 모든 마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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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bous Bow 형상 최적 설계로 전체 선박의 항력이 0.5%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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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마마트트구구조조  및및  복복합합재재  연연구구실실  ((SSmmaarrtt  SSttrruuccttuurreess  aanndd  CCoommppoossiitteess,,  홍홍창창선선,,  김김천천곤곤  교교수수))

·Radar Absorbing Structures (RAS)

  스텔스 기술은 항공 무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의 탐지 기술, 특히 레이더에 의한 전자기 

신호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전자기 신호를 최소화하는 기술 중 전자파 흡수 구조 (RA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파 흡수 구조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과 하중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전자파 흡수 

구조는 복합재료에 적절한 전자기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나노 입자를 나노입자에 분산시켜 전자기 물성을 부여한 전자파 흡수 구조 개발, 2) 합재료 표면 또는 내부에 

전도성 재질의 주기 패턴 층 구현을 통한 전자파 흡수 구조 개발, 3) 전도성 재료가 코팅된 유리 섬유를 이용한 전자파 

흡수 구조 개발.

·Composite Structures for Space Application

  우주환경은 우주선에 치명적인 환경(우주 쓰레기와 유성진, 고에너지 원자산소, 우주방사선, 고온-저온 열 사이클, 

자외선, 초고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유해한 우주환경으로부터 우주선과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재 

우주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복합재료 매트릭스에 POSS를 첨가하여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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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역학 연계 상대 운동 모사 연구

  실험을 통한 유동 내에서 자유 운동을 하는 물체와 그 주위의 비정상 유동의 연구는 한계가 있으며, 계산 능력이 발달

함에 따라 복잡한 형상을 가진 다수의 물체들이 상대운동을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유동 내 물체의 상대 운동 모사를 위하여 중첩격자에 기반한 6 자유도 운동 모사법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겹쳐진 로터-동체 간섭, 공중 발사체의 초기 거동 모사, 우주 비행체의 단 분리 시 

유동에 대한 수치적 해석 등을 통해 상대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복잡한 유체역학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극초초음음속속학학  연연구구실실  ((HHyyppeerrssoonniiccss  LLaabboorraattoorryy,,  박박기기수수  교교수수))

·Trajectory and Survivability Estimation of Reentry Space Debris

  우주 파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우주 자산과 지구에 위협이 된다. 파편의 수명은 대기 항력 및 태양 복사 압력과 같은 

섭동으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 대기로 재진입한다. 재진입하는 동안 파편 주위에는 매우 강한 충격파가 

형성되며 충격파를 지난 공기는 고온에 노출되고 삭마, 부서짐 및 열/화학적 비평형 현상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형(예, 표면에서의 산소 원자 재결합 촉매반응 고려) 고온 기체 및 파편의 거동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재진입 궤적 

및 생존성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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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마마트트구구조조  및및  복복합합재재  연연구구실실  ((SSmmaarrtt  SSttrruuccttuurreess  aanndd  CCoommppoossiitteess,,  홍홍창창선선,,  김김천천곤곤  교교수수))

·Radar Absorbing Structures (RAS)

  스텔스 기술은 항공 무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의 탐지 기술, 특히 레이더에 의한 전자기 

신호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전자기 신호를 최소화하는 기술 중 전자파 흡수 구조 (RA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파 흡수 구조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과 하중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전자파 흡수 

구조는 복합재료에 적절한 전자기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나노 입자를 나노입자에 분산시켜 전자기 물성을 부여한 전자파 흡수 구조 개발, 2) 합재료 표면 또는 내부에 

전도성 재질의 주기 패턴 층 구현을 통한 전자파 흡수 구조 개발, 3) 전도성 재료가 코팅된 유리 섬유를 이용한 전자파 

흡수 구조 개발.

·Composite Structures for Space Application

  우주환경은 우주선에 치명적인 환경(우주 쓰레기와 유성진, 고에너지 원자산소, 우주방사선, 고온-저온 열 사이클, 

자외선, 초고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유해한 우주환경으로부터 우주선과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재 

우주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복합재료 매트릭스에 POSS를 첨가하여 원자

- 40 -

·전산유체역학 연계 상대 운동 모사 연구

  실험을 통한 유동 내에서 자유 운동을 하는 물체와 그 주위의 비정상 유동의 연구는 한계가 있으며, 계산 능력이 발달

함에 따라 복잡한 형상을 가진 다수의 물체들이 상대운동을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유동 내 물체의 상대 운동 모사를 위하여 중첩격자에 기반한 6 자유도 운동 모사법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겹쳐진 로터-동체 간섭, 공중 발사체의 초기 거동 모사, 우주 비행체의 단 분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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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jectory and Survivability Estimation of Reentry Space Debris

  우주 파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우주 자산과 지구에 위협이 된다. 파편의 수명은 대기 항력 및 태양 복사 압력과 같은 

섭동으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 대기로 재진입한다. 재진입하는 동안 파편 주위에는 매우 강한 충격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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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능능  시시스스템템  및및  진진동동제제어어  연연구구실실  ((IInntteelllliiggeenntt  SSyysstteemmss  aanndd  VViibbrraattiioonn  CCoonnttrrooll  LLaabboorraattoorryy,,  이이인인  교교수수))

·항공기 구조물의 공력탄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항공기 구조물이 비행 중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이벤트 중 하나로 간주되는 플러터(Flutter)는 구조물을 수 

초 이내에 파괴하기도 한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본 연구실에서는 Euler 방정식, Navier-Stokes 방정식, 난류 

모델, TSD(Transonic Small-Disturbance) 방정식 등을 활용하여 3차원 날개와 구조 비선형성을 갖는 3차원 

날개 모델에 대한 플러터 해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천음속(Transonic) 혹은 초음속(Supersonic) 영역에서의 플러터 

해석은 고등화된 수치분석 기법 중 하나로 상당한 계산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리눅스(Linux) 기반의 고성능 병렬 

컴퓨팅 클러스터(High Performance Computing Cluster)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석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개발된 공력탄성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50 초음속 항공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력탄성학적 문제에 적용

하였으며, T-50 항공기의 성공적인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공기설계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풍동시험을 

하지 않고 해석만으로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전익 항공기와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구조

설계를 위해 공력탄성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차원 비정상 와류 모델(3-D Undteady Wake Model)과 자유

후류(Free-wake) 기법 기반의 공기력 모델을 기하학적 비선형성(Geometrical Nonlinearity)이 고려된 대변형보

(Large-deflection Beam)구조 모델에 연계하여 공력탄성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과 동적 

안정성이 확보된 회전익 항공기 및 풍력 터빈 블레이드 설계에 핵심 기술로 간주된다. 개발된 회전익 공력탄성해석 프로

그램은 한국형 헬리콥터의 구조설계 및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공기 지능 구조물 개발 연구

  항공우주 구조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sense)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능구조물

(intelligent structures)을 연구하였다. 지능구조물에 적용되는 감지기(sensors) 또는 작동기(actuators) 중, 형상

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s: SMAs)은 외부 하중/온도 조건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화는 재료로 정의할 수 

있다. 형상기억효과(shape memory effect)와 초탄성(superelastic) 특성을 가지는 형상기억합금은 큰 작동력을 

유발, 변형된 형상을 복원, 그리고 강성 및 감쇠(damping) 특성 변화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형상 및 진동 제어를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재료이다. 열-기계적 특성이 연성 되어있는 형상기억합금의 구성방정식을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증분 형태로 3차원 구성방정식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 알고리즘을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형상기억합금이 적용된 구조물의 성능특성을 연구하였다. 형상기억합금을 복합재료 구조물에 삽입

시킨 SMAHC(Shape Memory Alloy Hybrid Composite) 구조물을 새롭게 제안하여, 충격을 받는 복합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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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outgassing 저항성을 갖는 복합재료 개발. 2) 자유 구속 조건이 적용된 Whipple shield를 이용하여 우주 

쓰레기를 방호할 수 있는 우주 구조 시스템 개발. 3) 초고속 충돌 저항성을 갖는 드래곤 스킨을 이용해 우주 공간에서 

팽창할 수 있는 확장형 우주 구조물 개발. 4)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를 이용한 우주방사선 및 우주 쓰레기 방호 

시스템 개발.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of Composite Structures

  복합재료는 기지 재료 균열, 섬유 파단, 층간 분리 등 기존의 금속재료와는 다른 손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복합재 

구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한 지속적인 감시 관찰이 필요하다. 다양한 센서 중에

서도 광섬유 센서는 전자기 간섭에 면역이며 복합재 내부로 삽입이 용이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 건전성 감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격자판을 이용한 

광섬유 센서 개발 등 광섬유 기반의 다점 및 다변수 측정 시스템 개발과 응용. 2) 광섬유 센서 기반의 복합재 구조 

저속 충격 감지 및 위치검출, 손상 여부 판단 알고리즘 개발. 3) 광섬유 센서를 기반의 복합재 항공기 구조 건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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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능능  시시스스템템  및및  진진동동제제어어  연연구구실실  ((IInntteelllliiggeenntt  SSyysstteemmss  aanndd  VViibbrraattiioonn  CCoonnttrrooll  LLaabboorraattoorryy,,  이이인인  교교수수))

·항공기 구조물의 공력탄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항공기 구조물이 비행 중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이벤트 중 하나로 간주되는 플러터(Flutter)는 구조물을 수 

초 이내에 파괴하기도 한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본 연구실에서는 Euler 방정식, Navier-Stokes 방정식, 난류 

모델, TSD(Transonic Small-Disturbance) 방정식 등을 활용하여 3차원 날개와 구조 비선형성을 갖는 3차원 

날개 모델에 대한 플러터 해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천음속(Transonic) 혹은 초음속(Supersonic) 영역에서의 플러터 

해석은 고등화된 수치분석 기법 중 하나로 상당한 계산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리눅스(Linux) 기반의 고성능 병렬 

컴퓨팅 클러스터(High Performance Computing Cluster)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석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개발된 공력탄성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50 초음속 항공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력탄성학적 문제에 적용

하였으며, T-50 항공기의 성공적인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공기설계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풍동시험을 

하지 않고 해석만으로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전익 항공기와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구조

설계를 위해 공력탄성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차원 비정상 와류 모델(3-D Undteady Wake Model)과 자유

후류(Free-wake) 기법 기반의 공기력 모델을 기하학적 비선형성(Geometrical Nonlinearity)이 고려된 대변형보

(Large-deflection Beam)구조 모델에 연계하여 공력탄성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과 동적 

안정성이 확보된 회전익 항공기 및 풍력 터빈 블레이드 설계에 핵심 기술로 간주된다. 개발된 회전익 공력탄성해석 프로

그램은 한국형 헬리콥터의 구조설계 및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공기 지능 구조물 개발 연구

  항공우주 구조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sense)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능구조물

(intelligent structures)을 연구하였다. 지능구조물에 적용되는 감지기(sensors) 또는 작동기(actuators) 중, 형상

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s: SMAs)은 외부 하중/온도 조건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화는 재료로 정의할 수 

있다. 형상기억효과(shape memory effect)와 초탄성(superelastic) 특성을 가지는 형상기억합금은 큰 작동력을 

유발, 변형된 형상을 복원, 그리고 강성 및 감쇠(damping) 특성 변화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형상 및 진동 제어를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재료이다. 열-기계적 특성이 연성 되어있는 형상기억합금의 구성방정식을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증분 형태로 3차원 구성방정식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 알고리즘을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형상기억합금이 적용된 구조물의 성능특성을 연구하였다. 형상기억합금을 복합재료 구조물에 삽입

시킨 SMAHC(Shape Memory Alloy Hybrid Composite) 구조물을 새롭게 제안하여, 충격을 받는 복합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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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outgassing 저항성을 갖는 복합재료 개발. 2) 자유 구속 조건이 적용된 Whipple shield를 이용하여 우주 

쓰레기를 방호할 수 있는 우주 구조 시스템 개발. 3) 초고속 충돌 저항성을 갖는 드래곤 스킨을 이용해 우주 공간에서 

팽창할 수 있는 확장형 우주 구조물 개발. 4)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를 이용한 우주방사선 및 우주 쓰레기 방호 

시스템 개발.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of Composite Structures

  복합재료는 기지 재료 균열, 섬유 파단, 층간 분리 등 기존의 금속재료와는 다른 손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복합재 

구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한 지속적인 감시 관찰이 필요하다. 다양한 센서 중에

서도 광섬유 센서는 전자기 간섭에 면역이며 복합재 내부로 삽입이 용이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 건전성 감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격자판을 이용한 

광섬유 센서 개발 등 광섬유 기반의 다점 및 다변수 측정 시스템 개발과 응용. 2) 광섬유 센서 기반의 복합재 구조 

저속 충격 감지 및 위치검출, 손상 여부 판단 알고리즘 개발. 3) 광섬유 센서를 기반의 복합재 항공기 구조 건전성 감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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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Dynamics, Stability, and Control of Bioinspired Ornithopters

  생체모방형 날갯짓 비행체는 제작 및 비행제어가 어렵지만 저속비행이 가능하며 소음이 낮으므로 좁은 영역의 비행과 

전술적 임무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초기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형 수직이착륙 무인비행체 개발에 요구되어지는 생체모방형 날개의 공력특성 및 제어특성을 연구하고 비행모드에 따른 

최적화된 날개 형상 및 제어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 자연계 생물체의 공력특성과 제어특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매우 낮은 불확실도를 갖는 실험모델은 세계 유수의 연구그룹과 비교 우위에 

있으며, 비행동역학과 공력생성량을 커플 시켜 트림 조건을 탐색하는 알고리즘, 다물체 동역학 기반 6자유도 시뮬레이션 

환경 등은 연구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표적 선도결과이다. 

    

·An Innovative Flight Text Environment using Magnetic Levitation

  본 연구에서는 비행동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무인비행체의 비행시험 시 추락 및 파손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자기부상 기반 무인기 비행 시험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안전이 보장된 체계적 비행시험을 통한 불안정한 

무인비행체의 비행동역학적 특성 연구 및 비행 제어 시스템의 정량적 성능 평가 수행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빠른 

응답속도의 대용량 전류 공급 시스템 및 전자석 시스템, 고정밀 위치/자세각 검출 시스템 등 핵심 서브시스템을 개발

하고 통합함으로써 자기부상 기반 무인기 비행 시험 장치를 개발하고 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자기부상 

기반 무인기 비행 시험 장치 내에서 자기구속력 조절을 통한 무인비행체 추락 방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안전이 보장된 

무인기 비행 시험 환경을 구성하며, 이를 활용하여 무인비행체의 정확한 비행 동특성이 반영된 시스템 모델링 방법 구현, 

불안정한 무인비행체에 적용된 비행 제어 시스템의 정량적 성능 평가 방법 적용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44 -

진동을 감쇠 그리고 손상영역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극초음속 항공우주구조물에 SMAHC 구조물을 적용

하기 위해, 공력-열-하중을 받는 쉘(shell) 구조물의 열-좌굴 및 공탄성 특성을 해석하였고, SMAHC 구조물의 효율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적용한 모핑 날개를 제안하고, 연속적인 형상변형을 가지는 플랩(flap)

의 날개구조 해석을 바탕으로, 모핑 날개의 공력향상 특성을 보여주었다. 

 

➣➣스스마마트트  시시스스템템  및및  구구조조  연연구구실실  ((SSmmaarrtt  SSyysstteemm  aanndd  SSttrruuccttuurreess  LLaabboorraattoorryy,,  한한재재흥흥  교교수수))

·Vibration Control of Space Structures: Pyrotechnic Device and Pyroshock 

  파이로 충격은 분리 장치의 폭발로 인해 주변 구조물에 발생하는 고주파수의 큰 천이 응답으로 구조물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주파수 성분에 의해 전자 장비 탑재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나, 파이로 충격의 전파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임무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 중 겪는 파이로 충격이 구조물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충격 

전파 경로에서 파이로 충격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파이로 충격의 전파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10kHz

까지의 고주파 충격이 구조물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선정하고, 감쇠 및 접촉기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구조 연결 부위에서 파이로 충격 전파 실험을 통해 충격 전파 특성을 연구하였다. 파이로 충격을 

기계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계측 장비를 선정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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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Dynamics, Stability, and Control of Bioinspired Ornithopters

  생체모방형 날갯짓 비행체는 제작 및 비행제어가 어렵지만 저속비행이 가능하며 소음이 낮으므로 좁은 영역의 비행과 

전술적 임무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초기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형 수직이착륙 무인비행체 개발에 요구되어지는 생체모방형 날개의 공력특성 및 제어특성을 연구하고 비행모드에 따른 

최적화된 날개 형상 및 제어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 자연계 생물체의 공력특성과 제어특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매우 낮은 불확실도를 갖는 실험모델은 세계 유수의 연구그룹과 비교 우위에 

있으며, 비행동역학과 공력생성량을 커플 시켜 트림 조건을 탐색하는 알고리즘, 다물체 동역학 기반 6자유도 시뮬레이션 

환경 등은 연구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표적 선도결과이다. 

    

·An Innovative Flight Text Environment using Magnetic Levitation

  본 연구에서는 비행동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무인비행체의 비행시험 시 추락 및 파손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자기부상 기반 무인기 비행 시험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안전이 보장된 체계적 비행시험을 통한 불안정한 

무인비행체의 비행동역학적 특성 연구 및 비행 제어 시스템의 정량적 성능 평가 수행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빠른 

응답속도의 대용량 전류 공급 시스템 및 전자석 시스템, 고정밀 위치/자세각 검출 시스템 등 핵심 서브시스템을 개발

하고 통합함으로써 자기부상 기반 무인기 비행 시험 장치를 개발하고 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자기부상 

기반 무인기 비행 시험 장치 내에서 자기구속력 조절을 통한 무인비행체 추락 방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안전이 보장된 

무인기 비행 시험 환경을 구성하며, 이를 활용하여 무인비행체의 정확한 비행 동특성이 반영된 시스템 모델링 방법 구현, 

불안정한 무인비행체에 적용된 비행 제어 시스템의 정량적 성능 평가 방법 적용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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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을 감쇠 그리고 손상영역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극초음속 항공우주구조물에 SMAHC 구조물을 적용

하기 위해, 공력-열-하중을 받는 쉘(shell) 구조물의 열-좌굴 및 공탄성 특성을 해석하였고, SMAHC 구조물의 효율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적용한 모핑 날개를 제안하고, 연속적인 형상변형을 가지는 플랩(flap)

의 날개구조 해석을 바탕으로, 모핑 날개의 공력향상 특성을 보여주었다. 

 

➣➣스스마마트트  시시스스템템  및및  구구조조  연연구구실실  ((SSmmaarrtt  SSyysstteemm  aanndd  SSttrruuccttuurreess  LLaabboorraattoorryy,,  한한재재흥흥  교교수수))

·Vibration Control of Space Structures: Pyrotechnic Device and Pyroshock 

  파이로 충격은 분리 장치의 폭발로 인해 주변 구조물에 발생하는 고주파수의 큰 천이 응답으로 구조물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주파수 성분에 의해 전자 장비 탑재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나, 파이로 충격의 전파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임무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 중 겪는 파이로 충격이 구조물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충격 

전파 경로에서 파이로 충격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파이로 충격의 전파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10kHz

까지의 고주파 충격이 구조물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선정하고, 감쇠 및 접촉기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구조 연결 부위에서 파이로 충격 전파 실험을 통해 충격 전파 특성을 연구하였다. 파이로 충격을 

기계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계측 장비를 선정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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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Artificial Intelligence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

하였다. 먼저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의 손상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비디오스코프 

검사 환경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용접 부위의 결함을 자동으로 진단하고자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데이터와 

방사선 투과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취급

하지만, 신경망의 학습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경망은 데이터의 종류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될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신경망 기반의 진단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해서 축적되는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진단 인공지능의 성능 또한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추추진진  및및  연연소소  연연구구실실  ((PPrrooppuullssiioonn  aanndd  CCoommbbuussttiioonn  LLaabboorraattoorryy,,  백백승승욱욱  교교수수))

·Development of numerical analysis of thermal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mbustion phenomena

  복사 열전달은 고온 물체에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복사열을 방출하여 저온 물체에 충돌함으로써 일부 열을 전달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전도나 대류와는 달리 중간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기 중이나 진공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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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전전구구조조  연연구구실실  ((OOppttoo--EElleeccttrroo--SSttrruuccttuurreess  LLaabboorraattoorryy,,  이이정정률률  교교수수))

·레이저 유도 초음파 기반 구조 건전성 및 비파괴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최근 레이저의 다양한 제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레이저 초음파 분야는 기존 구조 건전성 

관리 및 비파괴 평가 연구에 실용적 적용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레이저 초음파는 나노 초의 

고밀도 레이저 빔 펄스가 구조 표면에 조사되고 조사 영역에서 급격한 열팽창과 수축의 반복으로 열탄성파가 발생하는 

열탄성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다양한 초음파가 발생된다. 다양한 초음파 모드를 활용해 최근 다양한 목적의 구조가 개발

되는 가운데 구조 건전성 관리 및 비파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적용 중심의 시스템 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공군에 모바일 레이저 펄스-에코 초음파 전파 영상화 장치가 납품되면서 공군에서 운용 중인 

실제 항공기에 현장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 중인 발사체 라티스 구조에 대한 검사 기법, 수소탱크 검사 

기법과 같은 검사기법이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에 대해서 레이저 초음파를 적용한 새로운 검사 기법 적용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에 대한 구조 검사 기법 산업 현장에 적용을 위해 로봇팔을 사용한 레이저 초음파 검사 

기법을 연구하면서 현장 적용 중심 시스템 개발 연구에 힘을 싣고 있다.

·스텔스 성능 평가를 위한 스캐닝 자유공간 측정 시스템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시스템에 탐지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하는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전파흡수구조 (Radar 

absorbing structure: RAS)는 스텔스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 전체에 대한 정확한 스텔스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스캐닝 자유공간 측정 시스템 

(Scannning Free-space Measurement System: SFM System)을 개발하였다. 시편 홀더가 적용된 2축 선형 

스테이지가 집중형 혼 안테나 사이에 위치하며, raster 스캔 방법 및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등을 이용

하여 전파흡수구조 전체에 대한 스텔스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측정된 각 지점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스텔스 

성능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캔 영역에서의 각 주파수별 스텔스 성능을 가시화 및 영상화 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표준 시편 등을 통해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다수의 항공 산업에 개발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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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Artificial Intelligence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

하였다. 먼저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의 손상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비디오스코프 

검사 환경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용접 부위의 결함을 자동으로 진단하고자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데이터와 

방사선 투과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취급

하지만, 신경망의 학습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경망은 데이터의 종류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될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신경망 기반의 진단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해서 축적되는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진단 인공지능의 성능 또한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추추진진  및및  연연소소  연연구구실실  ((PPrrooppuullssiioonn  aanndd  CCoommbbuussttiioonn  LLaabboorraattoorryy,,  백백승승욱욱  교교수수))

·Development of numerical analysis of thermal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mbustion phenomena

  복사 열전달은 고온 물체에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복사열을 방출하여 저온 물체에 충돌함으로써 일부 열을 전달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전도나 대류와는 달리 중간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기 중이나 진공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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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전전구구조조  연연구구실실  ((OOppttoo--EElleeccttrroo--SSttrruuccttuurreess  LLaabboorraattoorryy,,  이이정정률률  교교수수))

·레이저 유도 초음파 기반 구조 건전성 및 비파괴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최근 레이저의 다양한 제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레이저 초음파 분야는 기존 구조 건전성 

관리 및 비파괴 평가 연구에 실용적 적용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레이저 초음파는 나노 초의 

고밀도 레이저 빔 펄스가 구조 표면에 조사되고 조사 영역에서 급격한 열팽창과 수축의 반복으로 열탄성파가 발생하는 

열탄성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다양한 초음파가 발생된다. 다양한 초음파 모드를 활용해 최근 다양한 목적의 구조가 개발

되는 가운데 구조 건전성 관리 및 비파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적용 중심의 시스템 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공군에 모바일 레이저 펄스-에코 초음파 전파 영상화 장치가 납품되면서 공군에서 운용 중인 

실제 항공기에 현장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 중인 발사체 라티스 구조에 대한 검사 기법, 수소탱크 검사 

기법과 같은 검사기법이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에 대해서 레이저 초음파를 적용한 새로운 검사 기법 적용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에 대한 구조 검사 기법 산업 현장에 적용을 위해 로봇팔을 사용한 레이저 초음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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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gel propellant for a practical application to rocket fuel

  액체 추진제의 경우 추력 조정이 쉽지만 연료와 산화제의 통제 장치가 복잡하며 휘발성이 강하고 저온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체 추진제의 경우 장치 구조가 간단하며 관리가 쉽지만 추력 조정이 아주 어렵고 연소

시간이 짧으며 액체 추진제에 비하여 출력이 적게 나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차세대 로켓연료로 대체 

가능한 젤 형태 추진제의 제조 개발과 유변학적 특성, 점화 및 연소 특성 규명 외 나노입자 첨가의 연소 영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로로켓켓  연연구구실실  ((RRoocckkeett  LLaabboorraattoorryy,,  권권세세진진  교교수수))

·친환경 단일추진제 추력기 설계 및 검증

  하이드라진 추진제는 인공위성 자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추진제 추력기의 추진제로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이드라진은 맹독성과 발암성을 가진 물질이며 이로 인해 취급 및 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막대한 비용이 발생

한다. 해당 맹독성 추진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고농도 과산화수소 기반의 친환경 단일추진제 추력기 설계 및 연소 시험을 

통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촉매 분해 모델링을 통한 촉매대 설계 최적화와 밸브 변경을 통한 추력 조절 연구도 수행

하였다. 고농도 과산화수소 추진제 이외에도, AND 기반 단일추진제와 같은 고성능 친환경 단일추진제를 사용하는 

추력기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MEMS 기술을 활용하여 초소형 인공위성의 자세제어용 추력기로 사용할 

마이크로 단일추진제 추력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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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복사 열전달 현상의 해석은 항공기나 로켓 엔진의 배기에서 엔진 저부면(base plane)을 가열하여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나 로켓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복사 열전달을 수치 해석 

할 수 있는 컴퓨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항공기 배기에서 infrared radiation signature를 수치 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실험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검증하여 항공기 피탐지 저감을 위한 연구와 복사 열전달을 고려한 연소공학 

분야에 크기 기여하였다. 

·Development of NOx reduction technology 

  최근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연소 기술 개발 및 연소 효율 증대를 통한 화석 연료의 

사용량 저감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소 가스에 의한 대기 환경오염은 세계적

으로 산업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자동차, 선박 매연 등을 통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수치 해석 기법을 이용한 이론 개발 및 실험

결과를 통한 검증을 통해 연소공학에서의 난제인 NOx 저감기술인 fuel reburning 기술과 multi-air staging, 

및 selective non-catalytic reaction기술 개발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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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소소  불불안안정정  및및  레레이이저저진진단단  연연구구실실  ((CCoommbbuussttiioonn  DDyynnaammiiccss  aanndd  DDiiaaggnnoossttiiccss  LLaabboorraattoorryy,,  김김규규태태  교교수수))

·Mutual synchronization of two lean-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s: Phase locking and amplitude death

  산업용 가스터빈은 연소기 이후 터빈 1단 상류 영역에서 크로스톡(cross-talk) 영역을 통해 연소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을 통해 연소기들이 음향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독특한 연소불안정 모드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실제 가스터빈 연소기를 모사하여, 크로스톡 영역으로 연결된 두 개의 연소기에서 대칭/비대칭 음향 경계 조건에 

따른 자발불안정을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 음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연소기는 상호 동조(mutual synchronization)

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였으며, 입구 조건에 따라 압력 섭동이 서로 정위상(in-phase)이나 역위상(out-of-phase)

으로 고정되었다. 특히 음향 경계 조건의 비대칭으로 인해 특정 입구 조건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 진폭이 완전히 억제

되기도 하였으며, 단일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불안정이 인접 연소기로 전파되어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가스터빈 개발 시 연소기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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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원추진제를 적용한 우주추진기관 설계 기법 및 성능 향상 연구

  우주비행체가 궤도천이, 자세제어 등의 기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주추진기관은 고성능인 맹독성 추진제를 현재까지 

사용하여왔다. 맹독성 추진제를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추진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고성능/친환경 우주추진기관을 연구 수행하고 있다. 촉매 분해를 통해 고농도 과산화수소와 

케로신을 자연 점화시켜 연소시키는 이원추진제 우주추진기관을 연구/개발하였으며, 실제 연소시험을 통해 정상 작동함을 

검증하였다. 케로신 인젝터 및 막냉각 연구를 통해 높은 연소효율과 장기작동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연료에 반응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고농도 과산화수소와 접촉 점화성 추진제 조합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500 N 급 

추진기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친환경/저독성 접촉 점화 추진제의 비추력 성능 향상과 점화지연을 낮추는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활용한 하이브리드 로켓의 설계 및 검증

  하이브리드 로켓은 고체와 액체상을 가진 연료와 산화제가 분리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성이 적고, 하나의 추진제 공급 

시스템만으로 추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산화제 유량 제어를 통해 추력조절과 

재점화가 가능하여, 발사체, 준궤도 비행체 등의 메인 및 서브 엔진으로 적용되고 있다. 로켓 연구실에서는 친환경 

추진제인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로켓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촉매 점화 방식의 신뢰성과 90% 이상의 

연소 효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케일 업 및 상사성 연구, 내탄도 해석, 하이퍼골릭 하이브리드 로켓의 기초 

연구, 고내구성 촉매 연구, 멀티포트 고체 연료 및 첨가제를 통한 연소 성능 평가, 추력편향제어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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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소소  불불안안정정  및및  레레이이저저진진단단  연연구구실실  ((CCoommbbuussttiioonn  DDyynnaammiiccss  aanndd  DDiiaaggnnoossttiiccss  LLaabboorraattoorryy,,  김김규규태태  교교수수))

·Mutual synchronization of two lean-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s: Phase locking and amplitude death

  산업용 가스터빈은 연소기 이후 터빈 1단 상류 영역에서 크로스톡(cross-talk) 영역을 통해 연소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을 통해 연소기들이 음향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독특한 연소불안정 모드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실제 가스터빈 연소기를 모사하여, 크로스톡 영역으로 연결된 두 개의 연소기에서 대칭/비대칭 음향 경계 조건에 

따른 자발불안정을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 음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연소기는 상호 동조(mutual synchronization)

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였으며, 입구 조건에 따라 압력 섭동이 서로 정위상(in-phase)이나 역위상(out-of-phase)

으로 고정되었다. 특히 음향 경계 조건의 비대칭으로 인해 특정 입구 조건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 진폭이 완전히 억제

되기도 하였으며, 단일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불안정이 인접 연소기로 전파되어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가스터빈 개발 시 연소기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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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원추진제를 적용한 우주추진기관 설계 기법 및 성능 향상 연구

  우주비행체가 궤도천이, 자세제어 등의 기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주추진기관은 고성능인 맹독성 추진제를 현재까지 

사용하여왔다. 맹독성 추진제를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추진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실에서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고성능/친환경 우주추진기관을 연구 수행하고 있다. 촉매 분해를 통해 고농도 과산화수소와 

케로신을 자연 점화시켜 연소시키는 이원추진제 우주추진기관을 연구/개발하였으며, 실제 연소시험을 통해 정상 작동함을 

검증하였다. 케로신 인젝터 및 막냉각 연구를 통해 높은 연소효율과 장기작동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연료에 반응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고농도 과산화수소와 접촉 점화성 추진제 조합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500 N 급 

추진기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친환경/저독성 접촉 점화 추진제의 비추력 성능 향상과 점화지연을 낮추는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활용한 하이브리드 로켓의 설계 및 검증

  하이브리드 로켓은 고체와 액체상을 가진 연료와 산화제가 분리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성이 적고, 하나의 추진제 공급 

시스템만으로 추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산화제 유량 제어를 통해 추력조절과 

재점화가 가능하여, 발사체, 준궤도 비행체 등의 메인 및 서브 엔진으로 적용되고 있다. 로켓 연구실에서는 친환경 

추진제인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로켓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촉매 점화 방식의 신뢰성과 90% 이상의 

연소 효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케일 업 및 상사성 연구, 내탄도 해석, 하이퍼골릭 하이브리드 로켓의 기초 

연구, 고내구성 촉매 연구, 멀티포트 고체 연료 및 첨가제를 통한 연소 성능 평가, 추력편향제어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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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imilarity of fluid residence time statistics in a turbulent round jet 

  본 연구는 난류 제트에서 유체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이놀즈 수 7,290의 조건의 난류 제트를 

이용하였고, Navier-Stokes 방정식과 유체 체류 시간 수송 방정식을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특히, 수학적으로 안정화된 “질량-가중 체류 시간”에 대한 분포도를 연구

하였다. “질랑-가중 체류 시간”은 유체 체류 시간과 제트 유체 질량 분율의 곱으로, Ghirelli & Leckner (2004, 

JFM)이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NS 데이터를 통하여, 질량-가중 유체 체류

시간은 자기-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횡방향의 함수 모양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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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gered swirler arrangement in two self-excited interacting swirl flames

  가스터빈 업계에서는 강화된 배기배출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당량비가 1미만인 희박(lean) 환경에서 구동되는 가스

터빈 엔진을 개발해왔으며, 희박 환경에서도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소불안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스월 

화염이 서로 간섭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의 화염 간섭 환경을 모사하여 이중 노즐 연소기를 설계

하였고, 화염 간섭 메커니즘에 따른 화염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중 노즐 연소기의 스월러 위치를 각각 독립적

으로 변화시켰다. 실험 결과, 스월러 위치 변화에 따라 와류 섭동의 대류 지연 시간이 변화하면서 연소 진동이 증폭/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월러 위치를 스트로할 수(St)로 무차원화한 경우, 두 노즐의 스트로할 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화염 응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낮은 스트로할 수 조건에서 연소진동이 안정화

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연소불안정 제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연소소  모모델델링링  연연구구실실  ((CCoommbbuussttiioonn  MMooddeelliinngg  LLaabboorraattoorryy,,  신신동동혁혁  교교수수))

·Flame wrinkle destruction processes in harmonically forced, turbulent premixed flames

  이 연구에서 상류 가진 시 나타나는 예혼합 화염의 비선형 역학에 대해 수치적, 이론적 분석 하였고, 상류 가진의 

확률적 변동이 있는 경우 화염 위치의 동역학을 해석하였다. 제안한 연구에서는 3차원 G-equation을 이용하여 순간 

화염 위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평균화하여 계산되며, 이론적 전개를 통하여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화염 주름 진폭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화염 안정자 근처에서 화염에 접하는 속도 변동과 관련된 

랜덤 위상 차이가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염 안정자의 하류에서는 난류 연소 속도가 

화염 주름 진폭의 상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결과는 난류 연소 속도가 상류 가진의 

진폭에 의해 변조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난류 연소속도가 평균 화염 곡률에 반비례하는 것을 관측하였고 

이는 층류 화염에서 관측되는 Markstein length 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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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imilarity of fluid residence time statistics in a turbulent round jet 

  본 연구는 난류 제트에서 유체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이놀즈 수 7,290의 조건의 난류 제트를 

이용하였고, Navier-Stokes 방정식과 유체 체류 시간 수송 방정식을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특히, 수학적으로 안정화된 “질량-가중 체류 시간”에 대한 분포도를 연구

하였다. “질랑-가중 체류 시간”은 유체 체류 시간과 제트 유체 질량 분율의 곱으로, Ghirelli & Leckner (2004, 

JFM)이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NS 데이터를 통하여, 질량-가중 유체 체류

시간은 자기-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횡방향의 함수 모양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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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gered swirler arrangement in two self-excited interacting swirl flames

  가스터빈 업계에서는 강화된 배기배출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당량비가 1미만인 희박(lean) 환경에서 구동되는 가스

터빈 엔진을 개발해왔으며, 희박 환경에서도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소불안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스월 

화염이 서로 간섭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의 화염 간섭 환경을 모사하여 이중 노즐 연소기를 설계

하였고, 화염 간섭 메커니즘에 따른 화염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중 노즐 연소기의 스월러 위치를 각각 독립적

으로 변화시켰다. 실험 결과, 스월러 위치 변화에 따라 와류 섭동의 대류 지연 시간이 변화하면서 연소 진동이 증폭/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월러 위치를 스트로할 수(St)로 무차원화한 경우, 두 노즐의 스트로할 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화염 응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낮은 스트로할 수 조건에서 연소진동이 안정화

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연소불안정 제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연소소  모모델델링링  연연구구실실  ((CCoommbbuussttiioonn  MMooddeelliinngg  LLaabboorraattoorryy,,  신신동동혁혁  교교수수))

·Flame wrinkle destruction processes in harmonically forced, turbulent premixed flames

  이 연구에서 상류 가진 시 나타나는 예혼합 화염의 비선형 역학에 대해 수치적, 이론적 분석 하였고, 상류 가진의 

확률적 변동이 있는 경우 화염 위치의 동역학을 해석하였다. 제안한 연구에서는 3차원 G-equation을 이용하여 순간 

화염 위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평균화하여 계산되며, 이론적 전개를 통하여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화염 주름 진폭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화염 안정자 근처에서 화염에 접하는 속도 변동과 관련된 

랜덤 위상 차이가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염 안정자의 하류에서는 난류 연소 속도가 

화염 주름 진폭의 상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결과는 난류 연소 속도가 상류 가진의 

진폭에 의해 변조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난류 연소속도가 평균 화염 곡률에 반비례하는 것을 관측하였고 

이는 층류 화염에서 관측되는 Markstein length 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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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Time-Control Guidance Law for Anti-Ship Missiles

  이 연구에서는 충돌시간 제약 조건이 있는 새로운 유도문제를 설정하고, 최적제어이론을 바탕으로 충돌시간을 

고려한 최적유도법칙을 도출하였다. 제안한 유도기법은 다수의 함대 미사일의 Salvo Attack에 활용될 수 있는데, 

Salvo Attack이란 함대의 방어 시스템의 부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미사일들의 탄착 시간을 모두 일치시키는 

공격 전략이다. 제안한 유도법칙은 미사일 호밍유도에 널리 활용되는 비례항법유도에 충돌시간 오차의 피드백을 

결합한 형태로 주어진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유도기법의 성능 및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돌시간 구속조건을 처음으로 고려한 유도기법이며, 미사일 유도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충돌시간 유도법칙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항항공공우우주주시시스스템템  및및  제제어어  연연구구실실  ((AAeerroossppaaccee  SSyysstteemmss  aanndd  CCoonnttrrooll  LLaabboorraattoorryy,,  방방효효충충  교교수수))

·Vision-Based Autonomous Landing of a Multi-Copter Unmanned Aerial Vehicle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멀티콥터형 무인 항공기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그중 자동착륙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GPS가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저비용 고효율 멀티콥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상 기반의 자동착륙 유도기법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종래의 규칙 기반 유도 법칙에서 벗어나, 심층신경망을 

통한 강화학습 기반의 자동착륙 유도 기법을 제안하였다.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유도 법칙 검증과 

더불어, 온 보드 그래픽 처리장치에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탑재하여 실험적으로도 영상기반 자동착륙의 검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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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행행역역학학  및및  제제어어  연연구구실실  ((FFlliigghhtt  DDyynnaammiiccss  aanndd  CCoonnttrrooll  LLaabboorraattoorryy,,  탁탁민민제제,,  이이창창훈훈  교교수수))

·Co-Evolutionary Augmented Lagrangian Methods for Constrained Optimization

  본 연구에서는 구속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진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안장점

(saddle poi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지수의 최적화 목적이 다른 두 집단의 진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법에

서는 Augmented Lagrangian Method를 통해 안장점 해를 사용하여 제한된 최적화 문제를 최적화 목적이 다른 

두 집단의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환한 후, 안전전략(security strategy)에 의해 최적해를 찾아가며 진화

하게 된다. 두 집단의 진화는 기존의 진화 연산 및 유전자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각각, 초기화, 자손집단 생성, 시합, 

개체의 성능평가, 선택, 종료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이 

다른 진화 연산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수치 정확도 및 일관된 최적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진화 알고리즘은 실제 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활용되고 있다. 

·Optimal Guidance Laws with Terminal Impact Angle Constraint

  본 연구에서는 전차와 함정과 같이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 충돌각 구속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유도

기법을 제안하였다. 대전차 유도탄의 경우 전차의 장갑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탄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탄착 

순간의 충돌각이 장갑의 평면과 수직을 이루는 게 유리하다. 또한 대함정 유도탄의 경우 함정의 근접방어시스템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 향상을 목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비행경로각을 제어하는 

유도기법이 필요하다. 유도탄의 종말 호밍 유도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례항법유도법칙(PNG)은 표적을 요격

하는 데 효과적이나 충돌각 구속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돌각 구속조건을 

고려한 최적 유도 문제를 설정하고, 최적제어이론을 통해 충돌각 유도법칙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유도탄의 자동조종장치를 일반화된 다이나믹스 형태로 모델링하여, 자동조종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시간지연 효과를 보상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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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Time-Control Guidance Law for Anti-Ship Missiles

  이 연구에서는 충돌시간 제약 조건이 있는 새로운 유도문제를 설정하고, 최적제어이론을 바탕으로 충돌시간을 

고려한 최적유도법칙을 도출하였다. 제안한 유도기법은 다수의 함대 미사일의 Salvo Attack에 활용될 수 있는데, 

Salvo Attack이란 함대의 방어 시스템의 부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미사일들의 탄착 시간을 모두 일치시키는 

공격 전략이다. 제안한 유도법칙은 미사일 호밍유도에 널리 활용되는 비례항법유도에 충돌시간 오차의 피드백을 

결합한 형태로 주어진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유도기법의 성능 및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돌시간 구속조건을 처음으로 고려한 유도기법이며, 미사일 유도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충돌시간 유도법칙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항항공공우우주주시시스스템템  및및  제제어어  연연구구실실  ((AAeerroossppaaccee  SSyysstteemmss  aanndd  CCoonnttrrooll  LLaabboorraattoorryy,,  방방효효충충  교교수수))

·Vision-Based Autonomous Landing of a Multi-Copter Unmanned Aerial Vehicle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멀티콥터형 무인 항공기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그중 자동착륙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GPS가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저비용 고효율 멀티콥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상 기반의 자동착륙 유도기법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종래의 규칙 기반 유도 법칙에서 벗어나, 심층신경망을 

통한 강화학습 기반의 자동착륙 유도 기법을 제안하였다.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유도 법칙 검증과 

더불어, 온 보드 그래픽 처리장치에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탑재하여 실험적으로도 영상기반 자동착륙의 검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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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행행역역학학  및및  제제어어  연연구구실실  ((FFlliigghhtt  DDyynnaammiiccss  aanndd  CCoonnttrrooll  LLaabboorraattoorryy,,  탁탁민민제제,,  이이창창훈훈  교교수수))

·Co-Evolutionary Augmented Lagrangian Methods for Constrained Optimization

  본 연구에서는 구속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진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안장점

(saddle poi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지수의 최적화 목적이 다른 두 집단의 진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법에

서는 Augmented Lagrangian Method를 통해 안장점 해를 사용하여 제한된 최적화 문제를 최적화 목적이 다른 

두 집단의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환한 후, 안전전략(security strategy)에 의해 최적해를 찾아가며 진화

하게 된다. 두 집단의 진화는 기존의 진화 연산 및 유전자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각각, 초기화, 자손집단 생성, 시합, 

개체의 성능평가, 선택, 종료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이 

다른 진화 연산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수치 정확도 및 일관된 최적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진화 알고리즘은 실제 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활용되고 있다. 

·Optimal Guidance Laws with Terminal Impact Angle Constraint

  본 연구에서는 전차와 함정과 같이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 충돌각 구속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유도

기법을 제안하였다. 대전차 유도탄의 경우 전차의 장갑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탄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탄착 

순간의 충돌각이 장갑의 평면과 수직을 이루는 게 유리하다. 또한 대함정 유도탄의 경우 함정의 근접방어시스템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 향상을 목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비행경로각을 제어하는 

유도기법이 필요하다. 유도탄의 종말 호밍 유도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례항법유도법칙(PNG)은 표적을 요격

하는 데 효과적이나 충돌각 구속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돌각 구속조건을 

고려한 최적 유도 문제를 설정하고, 최적제어이론을 통해 충돌각 유도법칙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유도탄의 자동조종장치를 일반화된 다이나믹스 형태로 모델링하여, 자동조종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시간지연 효과를 보상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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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열권 및 이온층 대기를 관측하는 것이며, 2017년 1분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비행모델 개발, OBC(On-board Computer)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구조 설계, /진동/열 진공 

시험 등을 통해 큐브위성 시스템의 통합 개발을 수행하였다.

➣➣위위성성항항법법시시스스템템  연연구구실실  ((GGlloobbaall  NNaavviiggaattiioonn  SSaatteelllliittee  SSyysstteemmss  LLaabboorraattoorryy,,  이이지지윤윤  교교수수))

·Integrity Algorithm of Multi-Sensor Navigation Systems

  최근 자율운행차 및 UAM(Urban Air Mobility) 등 다양한 안전필수분야에서의 융합항법시스템(multi 

-sensor navigation system)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 융합항법시스템의 안전한 항법정보 제공이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NSS), 관성항법시스템(INS) 및 비전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융합됨에 따라 항법해의 정확성 및 강건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다양한 잠재적 센서 고장들에 의해 항법 안전성이 

취약해진다. 따라서, 융합항법시스템의 항법해를 안전필수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법 안전성(integrity)을 

정량화하여 매우 높은 확률로 사용자의 항법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융합항법시스템은 

주로 재귀적(recursive) 필터인 칼만 필터를 통해 항법해가 산출되므로 항법 안전성 정량화 과정에서 센서 

고장의 재귀적 전파영향이 무결성 연구 전반에 걸쳐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필수시스템에 활용되는 다양한 

자율운행체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 56 -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기반의 지형 대조 항법

  무인항공기의 영상 기반 항법은 널리 사용되는 GPS/INS 통합 항법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상기반의 대조 항법은 비행 상황에 강건

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CN을 활용한 의미론적 분할을 통해 항공기에서 획득한 정사

영상에서 기상/계절 등에 강건한 특징을 얻고, 이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 기반의 파티클 필터를 통해 GIS 데이터와 

비교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파티클 필터는 영상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가정하여 둘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항체의 위치를 추정한다.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 

추정 성능을 확인하였다.

·큐브위성 LINK 시스템 개발

  Little Intelligent Nanosatellite of KAIST(LINK)는 카이스트 항공우주 시스템 및 제어연구실(ASCL)

에서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QB50의 일환으로 개발한 2U 크기의 큐브위성이다. QB50 프로젝트의 과학적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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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열권 및 이온층 대기를 관측하는 것이며, 2017년 1분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비행모델 개발, OBC(On-board Computer)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구조 설계, /진동/열 진공 

시험 등을 통해 큐브위성 시스템의 통합 개발을 수행하였다.

➣➣위위성성항항법법시시스스템템  연연구구실실  ((GGlloobbaall  NNaavviiggaattiioonn  SSaatteelllliittee  SSyysstteemmss  LLaabboorraattoorryy,,  이이지지윤윤  교교수수))

·Integrity Algorithm of Multi-Sensor Navigation Systems

  최근 자율운행차 및 UAM(Urban Air Mobility) 등 다양한 안전필수분야에서의 융합항법시스템(multi 

-sensor navigation system)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 융합항법시스템의 안전한 항법정보 제공이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NSS), 관성항법시스템(INS) 및 비전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융합됨에 따라 항법해의 정확성 및 강건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다양한 잠재적 센서 고장들에 의해 항법 안전성이 

취약해진다. 따라서, 융합항법시스템의 항법해를 안전필수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법 안전성(integrity)을 

정량화하여 매우 높은 확률로 사용자의 항법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융합항법시스템은 

주로 재귀적(recursive) 필터인 칼만 필터를 통해 항법해가 산출되므로 항법 안전성 정량화 과정에서 센서 

고장의 재귀적 전파영향이 무결성 연구 전반에 걸쳐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필수시스템에 활용되는 다양한 

자율운행체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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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기반의 지형 대조 항법

  무인항공기의 영상 기반 항법은 널리 사용되는 GPS/INS 통합 항법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상기반의 대조 항법은 비행 상황에 강건

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CN을 활용한 의미론적 분할을 통해 항공기에서 획득한 정사

영상에서 기상/계절 등에 강건한 특징을 얻고, 이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 기반의 파티클 필터를 통해 GIS 데이터와 

비교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파티클 필터는 영상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가정하여 둘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항체의 위치를 추정한다.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 

추정 성능을 확인하였다.

·큐브위성 LINK 시스템 개발

  Little Intelligent Nanosatellite of KAIST(LINK)는 카이스트 항공우주 시스템 및 제어연구실(ASCL)

에서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QB50의 일환으로 개발한 2U 크기의 큐브위성이다. QB50 프로젝트의 과학적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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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ath planning for UAVs to cooperatively localize information sources

  콜로라도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Eric Frew 교수팀과 국제 공동 연구로 여러 협동 UAV에 최적화된 경로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환경의 변화와 미션 진행에 따라 계획된 경로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분산 경로 계획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다수 고정익 UAV를 사용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비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정보 수집 임무를 목

표로 한 UAV의 경로 설계는 경로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의 양을 예측하여야 하고, 경로의 길이, 에너지 소비 및 

장애물 회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decision space의 차원을 크게 증가시키고 control 

problem과 estimation problem의 coupling이 발생한다. 이런 대규모 최적화 문제를 단일 에이전트의 작은 

하위 문제로 변환하여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 (ADMM) 방법을 통해 합의 절차를 

거쳐 하위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onvexity-based sequential track resource allocation for a phased array radar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보내며 빔 방향의 시퀀스를 제어함으로써 수색, 추적 

및 무기 유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레이더 자원 관리 (RRM)는 유한 리소스를 최적 할당하기 위한 방법

으로 에너지, 계산, 시간 등이 레이더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다는 스텔스, NCW능력과 함께 

5세대 전투기의 기본 장비로 AESA 통해 다기능 다중모드 레이다 운용과 복수 표적 정밀 추적 및 교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 파라미터 최적화, 추적 임무 최적 자원 분배, 적응형 파형 운용, 실시간 임무 스케줄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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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and Mitigation of Ionospheric Anomalies for GNSS-Based Safety Critical Systems

  전리층 (ionosphere)은 항공기 정밀접근 및 자동착륙 등과 같은 GNSS 기반 안전필수시스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는 오차요소이다. 현재 단독 GNSS 만으로는 항공기의 수직방향의 유도 및 착륙이 

불가능하므로, 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및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등의 보강항법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보강항법 시스템은 전리층 오차의 보정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전리층 오차의 공간적 비상관성 및 전리층으로 인한 신호 끊김 현상들에 의해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잔류 전리층 위협 요소들에 대한 완화 기법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리층 위협 요소

로부터 높은 확률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리층 모델링, 전리층 위협요소 모니터링 알고리즘 및 전리층 

완화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주기상 예보 정보를 활용하여 최악의 전리층 

위협 모델 예측을 통한 가용성 향상 연구를 수행하였다.

·High-Integrity and Low-Cost Local-Area Differential GNSS for UAV applications

  무인항공시스템 산업의 실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항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성능 항법 기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종래의 무인항공기 항법은 항법 정확도 향상에 집중되어왔으며, 기존의 유인항공기용 

안전성 보장 항법시스템(GBAS 등)은 개발 기간, 가격, 설치환경 면에서 무인항공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개발에서는 기존 GBAS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안전성 보장 중심의 소형 

항법 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다. 안테나 간 설치 거리 축소 및 범용 안테나 사용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상국-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 구조를 통해 복잡한 고장 감시 및 탑재 알고리즘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무인항공기의 비행 및 착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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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ath planning for UAVs to cooperatively localize information sources

  콜로라도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Eric Frew 교수팀과 국제 공동 연구로 여러 협동 UAV에 최적화된 경로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환경의 변화와 미션 진행에 따라 계획된 경로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분산 경로 계획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다수 고정익 UAV를 사용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비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정보 수집 임무를 목

표로 한 UAV의 경로 설계는 경로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의 양을 예측하여야 하고, 경로의 길이, 에너지 소비 및 

장애물 회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decision space의 차원을 크게 증가시키고 control 

problem과 estimation problem의 coupling이 발생한다. 이런 대규모 최적화 문제를 단일 에이전트의 작은 

하위 문제로 변환하여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 (ADMM) 방법을 통해 합의 절차를 

거쳐 하위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onvexity-based sequential track resource allocation for a phased array radar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보내며 빔 방향의 시퀀스를 제어함으로써 수색, 추적 

및 무기 유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레이더 자원 관리 (RRM)는 유한 리소스를 최적 할당하기 위한 방법

으로 에너지, 계산, 시간 등이 레이더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다는 스텔스, NCW능력과 함께 

5세대 전투기의 기본 장비로 AESA 통해 다기능 다중모드 레이다 운용과 복수 표적 정밀 추적 및 교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 파라미터 최적화, 추적 임무 최적 자원 분배, 적응형 파형 운용, 실시간 임무 스케줄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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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and Mitigation of Ionospheric Anomalies for GNSS-Based Safety Critical Systems

  전리층 (ionosphere)은 항공기 정밀접근 및 자동착륙 등과 같은 GNSS 기반 안전필수시스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는 오차요소이다. 현재 단독 GNSS 만으로는 항공기의 수직방향의 유도 및 착륙이 

불가능하므로, 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및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등의 보강항법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보강항법 시스템은 전리층 오차의 보정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전리층 오차의 공간적 비상관성 및 전리층으로 인한 신호 끊김 현상들에 의해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잔류 전리층 위협 요소들에 대한 완화 기법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리층 위협 요소

로부터 높은 확률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리층 모델링, 전리층 위협요소 모니터링 알고리즘 및 전리층 

완화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주기상 예보 정보를 활용하여 최악의 전리층 

위협 모델 예측을 통한 가용성 향상 연구를 수행하였다.

·High-Integrity and Low-Cost Local-Area Differential GNSS for UAV applications

  무인항공시스템 산업의 실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항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성능 항법 기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종래의 무인항공기 항법은 항법 정확도 향상에 집중되어왔으며, 기존의 유인항공기용 

안전성 보장 항법시스템(GBAS 등)은 개발 기간, 가격, 설치환경 면에서 무인항공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개발에서는 기존 GBAS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안전성 보장 중심의 소형 

항법 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다. 안테나 간 설치 거리 축소 및 범용 안테나 사용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상국-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 구조를 통해 복잡한 고장 감시 및 탑재 알고리즘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무인항공기의 비행 및 착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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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변화율로 현재 낙하점과 목표 낙하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따르도록 피드백 형태의 유도 명령을 생성한다. 또한, 

개발된 순간 낙하점 변화 유도 법칙이 특정 목적(엔진의 종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도 가능 시간이 

정해진 경우 그리고 발사장 귀환)을 요구하는 임무에도 응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유도 법칙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Space X 사의 Falcon 9 재사용 발사체의 착륙 유도 사례 연구와 상용 소프트웨어로부터 획득한 최적 

해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개선된 유도 법칙들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Two-phase framework for footprint prediction of space object reentry

  본 연구에서는 비통제 재진입 우주 물체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단계로 구성된 낙하 영역 예측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공기 저항을 고려하기 위해 해석적인 낙하점 민감도 표현과 교정 모델을 

결합한 준 분석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프레임워크의 첫 단계인 준비 단계에서는 위치, 속도, 탄도 계수로 표현

되는 재진입 우주 물체의 다양한 초기 조건에 대한 낙하점 정보를 수치 적분법을 통해 얻은 후,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교정 모델에 사용되는 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재진입 

상황에 실행하는 단계로 준비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종 낙하 영역을 산정한다. 제안된 프레임

워크는 GUI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방법론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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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표적 관리 등을 포함한 적응형 자원관리 기법과 다기능 AESA 레이다 탐지/측정 모델링, 표적 추적 필터 설계, 

전투기 자세 및 궤적 생성, 표적 및 시나리오 생성, GUI 기반 전투기용 AESA 시뮬레이션을 위한 AESA M&S를 

개발하였다.

·Multi- UAV / UGV Cooperative mission planning

  다수 무인이동체 협업 임무 계획의 경우 임무의 복잡성, 무인이동체의 다양성, 정보 공유, 충돌 없는 임무 계획 필요, 

분산된 시스템, 협업을 위한 시간 계획 필요, 급격한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상황 인식 및 상황 변화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복잡한 임무를 다양한 무인이동체 그룹을 이용해 해결하기 위해 임무를 정식화하고, 분산된 시스템의 협업 

임무를 충돌 없이 실시간으로 계획하는 알고리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무를 재계획

하고 임무 수행 가능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내 및 실외 실기체 테스트를 통해 분산 임무 

할당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전전략략적적  항항공공우우주주문문제제  연연구구실실  ((SSttrraatteeggiicc  AAeerroossppaaccee  IInniittiiaattiivvee  LLaabboorraattoorryy,,  안안재재명명  교교수수))

·순간 낙하점 변화 유도와 그 응용

  본 연구에서는 로켓의 순간 낙하점(Instantaneous Impact Point, IIP)을 원하는 지점으로 변경하기 위한 유도 

법칙을 개발하였다. 유도 법칙의 개발을 위해, 순간 낙하점 변화율의 해석적인 수식을 도입함으로써 지구중심 지구고정 

좌표계에서 순간 낙하점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 순간 낙하점의 운동 방정식을 정립하였다. 본 유도 법칙은 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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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변화율로 현재 낙하점과 목표 낙하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따르도록 피드백 형태의 유도 명령을 생성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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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경우 그리고 발사장 귀환)을 요구하는 임무에도 응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유도 법칙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Space X 사의 Falcon 9 재사용 발사체의 착륙 유도 사례 연구와 상용 소프트웨어로부터 획득한 최적 

해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개선된 유도 법칙들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Two-phase framework for footprint prediction of space object reentry

  본 연구에서는 비통제 재진입 우주 물체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단계로 구성된 낙하 영역 예측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공기 저항을 고려하기 위해 해석적인 낙하점 민감도 표현과 교정 모델을 

결합한 준 분석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프레임워크의 첫 단계인 준비 단계에서는 위치, 속도, 탄도 계수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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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교정 모델에 사용되는 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재진입 

상황에 실행하는 단계로 준비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종 낙하 영역을 산정한다. 제안된 프레임

워크는 GUI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방법론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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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전전략략적적  항항공공우우주주문문제제  연연구구실실  ((SSttrraatteeggiicc  AAeerroossppaaccee  IInniittiiaattiivvee  LLaabboorraattoorryy,,  안안재재명명  교교수수))

·순간 낙하점 변화 유도와 그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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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권오준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04)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02-‘08)

한국항공우주학회, 영문국제학술지 담당 편집이사 (‘09-‘11)

한국항공우주학회, 사업이사 (‘12-‘13)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평의원 (‘0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이사 (‘95-98, ‘05-‘06)

한국전산유체공학회, 부회장 (‘09-‘10)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11-‘13)

한국전산유체공학회, 감사 (‘16-‘17)

한국전산역학회, 부회장 (‘12-‘16)

한국유체공학학술회의, 조직위원 (‘03)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조직위원 (‘03, ‘05)

Journal of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Editor (‘08-)

Asia-Pacific Conference on Aerospace Technology and Science, 조직위원 (‘02)

International Forum on Rotorcraft Multidisciplinary Technology, 학술위원장 (‘07)

International Forum on Rotorcraft Multidisciplinary Technology, 조직위원 (‘08)

Asian Congress of Fluid Mechanics, 조직위원 (‘07-‘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rtex Flows and Vortex Models, 조직위원 (‘07-‘08)

박 기 수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위원 (‘16)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이사 (‘17-)

극초음속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장 (‘16)

극초음속연구회, 기획위원/총괄간사 (‘14-‘16)

한국연구재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우주핵심기술분야, 신규과제기획위원회 위원 (‘14)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 시험평가부, 민간전문위원 (‘18)

과기정통부 우주 항공 해양 분야,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18)

한국추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 (‘18)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 (‘17-18)

유체공학학술대회, 조직위원 (‘18)

International Workshop o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Co-Chair (‘18)

김 천 곤

한국복합재료학회 사업이사 (‘00)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이사 (‘01-‘06)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09-‘14)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04)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 및 응용분문 위원회 위원장 (‘09-’14)

한국항공우주학회, Fellow (‘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Materials and Technologies, 자문위원 (‘04)

Journal of Composite Materials, Editor (‘12-)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 (‘17-)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enior Member (‘14-‘15)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Secretary/Session Chair/Proceedings Editor (‘04)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Secretary (‘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Advisory Committee (‘17)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Convener (‘18)

Asian Australasian Association for Composite Materials, Council Member (‘18)

전임직 교원의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 현황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 현황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각 교수진은 활발한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을 통해 KAIST 항공

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쉽게도 1995년 이후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어, 

각 교수진의 주요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학학과과  전전임임직직  교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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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복잡 시스템의 요소 간 의존성 모델링을 위한 양방향 관점의 집단 의사결정 연구

  시스템 요소들 사이의 의존관계에 대한 이해는 시스템의 거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한 요소에 주어지는 변화는 전체 시스템의 거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항공기 

제작 및 관리 체계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특히 많아 요소의 변화 

하나가 큰 작업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 요소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선 Design Structure Matrix (DSM) 기법을 

활용했다. 대다수의 시스템은 인적 요소가 관여되어 두 요소 사이의 작용에서도 영향을 주는 관점과 영향을 받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DSM의 각 Cell을 둘로 나눠 의존성 수준을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요소별로 양 측의 의견 차이가 큰 Cell을 도출해, 이 Cell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합의 절차에 

기반해 의견 차이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DSM을 생성할 수 있다.

➣➣우우주주선선  원원형형개개발발  연연구구실실  ((SSppaacceeccrraafftt  PPrroottoottyyppiinngg  LLaabboorraattoorryy,,  윤윤효효상상  교교수수))

·Single-Frame Rolling Shutter Corrector for Star Trackers 

  현대의 별센서는 주로 CMOS 센서를 사용하는데 CMOS 센서의 영상은 사진을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읽는 

Rolling Shutter로 구현된다. 때문에 위성체가 회전할 경우 영상에 왜곡이 생기게 되어 수 arcsec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둘 이상의 영상을 비교하여 회전속도를 구한 뒤 별 영상을 

보정하고 자세를 추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최적의 인공위성의 자세를 추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Rolling Shutter 별 사진을 동일 시간에 측정된 왜곡된 측정치로 간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른 시간에서 측정된 정상적인 측정치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 CMOS 별센서는 측정치 갱신

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Planet Labs사의 150대 이상의 인공위성에 적용돼 성공

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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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권오준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04)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02-‘08)

한국항공우주학회, 영문국제학술지 담당 편집이사 (‘09-‘11)

한국항공우주학회, 사업이사 (‘12-‘13)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평의원 (‘0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이사 (‘95-98, ‘05-‘06)

한국전산유체공학회, 부회장 (‘09-‘10)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11-‘13)

한국전산유체공학회, 감사 (‘16-‘17)

한국전산역학회, 부회장 (‘12-‘16)

한국유체공학학술회의, 조직위원 (‘03)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조직위원 (‘03, ‘05)

Journal of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Editor (‘08-)

Asia-Pacific Conference on Aerospace Technology and Science, 조직위원 (‘02)

International Forum on Rotorcraft Multidisciplinary Technology, 학술위원장 (‘07)

International Forum on Rotorcraft Multidisciplinary Technology, 조직위원 (‘08)

Asian Congress of Fluid Mechanics, 조직위원 (‘07-‘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rtex Flows and Vortex Models, 조직위원 (‘07-‘08)

박 기 수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위원 (‘16)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이사 (‘17-)

극초음속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장 (‘16)

극초음속연구회, 기획위원/총괄간사 (‘14-‘16)

한국연구재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우주핵심기술분야, 신규과제기획위원회 위원 (‘14)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 시험평가부, 민간전문위원 (‘18)

과기정통부 우주 항공 해양 분야,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18)

한국추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 (‘18)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 (‘17-18)

유체공학학술대회, 조직위원 (‘18)

International Workshop o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Co-Chair (‘18)

김 천 곤

한국복합재료학회 사업이사 (‘00)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이사 (‘01-‘06)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09-‘14)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04)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 및 응용분문 위원회 위원장 (‘09-’14)

한국항공우주학회, Fellow (‘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Materials and Technologies, 자문위원 (‘04)

Journal of Composite Materials, Editor (‘12-)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 (‘17-)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enior Member (‘14-‘15)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Secretary/Session Chair/Proceedings Editor (‘04)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Secretary (‘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Advisory Committee (‘17)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Convener (‘18)

Asian Australasian Association for Composite Materials, Council Member (‘18)

전임직 교원의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 현황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 현황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각 교수진은 활발한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을 통해 KAIST 항공

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쉽게도 1995년 이후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 있어, 

각 교수진의 주요 국내외 학술/대외 활동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학학과과  전전임임직직  교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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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복잡 시스템의 요소 간 의존성 모델링을 위한 양방향 관점의 집단 의사결정 연구

  시스템 요소들 사이의 의존관계에 대한 이해는 시스템의 거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한 요소에 주어지는 변화는 전체 시스템의 거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항공기 

제작 및 관리 체계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특히 많아 요소의 변화 

하나가 큰 작업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 요소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선 Design Structure Matrix (DSM) 기법을 

활용했다. 대다수의 시스템은 인적 요소가 관여되어 두 요소 사이의 작용에서도 영향을 주는 관점과 영향을 받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DSM의 각 Cell을 둘로 나눠 의존성 수준을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요소별로 양 측의 의견 차이가 큰 Cell을 도출해, 이 Cell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합의 절차에 

기반해 의견 차이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DSM을 생성할 수 있다.

➣➣우우주주선선  원원형형개개발발  연연구구실실  ((SSppaacceeccrraafftt  PPrroottoottyyppiinngg  LLaabboorraattoorryy,,  윤윤효효상상  교교수수))

·Single-Frame Rolling Shutter Corrector for Star Trackers 

  현대의 별센서는 주로 CMOS 센서를 사용하는데 CMOS 센서의 영상은 사진을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읽는 

Rolling Shutter로 구현된다. 때문에 위성체가 회전할 경우 영상에 왜곡이 생기게 되어 수 arcsec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둘 이상의 영상을 비교하여 회전속도를 구한 뒤 별 영상을 

보정하고 자세를 추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최적의 인공위성의 자세를 추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Rolling Shutter 별 사진을 동일 시간에 측정된 왜곡된 측정치로 간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른 시간에서 측정된 정상적인 측정치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 CMOS 별센서는 측정치 갱신

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Planet Labs사의 150대 이상의 인공위성에 적용돼 성공

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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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이정률

한국비파괴검사학회, 부편집인 (‘15-)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편집위원 (‘07-)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평의원 (‘17-‘19)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매거진 편집위원 (‘08-)

전북테크노파크, 인사위원 (‘15-)

한국생산제조학회, 이사 (‘16)

한국생산제조학회, 편집이사 (‘18-)

한국생산제조학회, 부편집인 (‘18-)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위원 (‘15-)

한국복합재료학회, 수석총무이사 (‘15-)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 (‘18)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인사위원 (‘1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한림원 회원 (‘18)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12-)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 in Chief (‘18-)

Structural Health Monitoring-An International Journal, Associate Editor (‘16-) 

Measurement Science and Technology, Editorial Board Member (‘16-)

Journal of Nondestructive Evaluation, Diagnostics and Prognostics of Engineering Systems, Advisory 
Board Membe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tructural Health Management and Composite Structures,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5)

Optical fiber sensor-25,  Organizing Committee Member (‘15-‘16)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Program Committee Member (‘15)

Advances in Structural Health Management and Composite Structures, Keynote Speaker (‘16)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Keynote Speaker (‘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tructural Health Management and Composite Structures,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6) 

PIE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XI, Program Committee Member (‘16) 

International Workshop on Active Materials and soft Mechatronics, Program Committee (‘18)

SPIE Smart Structures and NDE for Industry 4.0, Program Committee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Structures and Technologies, Program Chair (‘18)

SPIE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Program Committee (‘18)

조 한 솔
Multiscale Mechanics of Polymers, soft Matter and Network Materials, 9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scale Materials Modeling, Symposium Co-Organizer (‘18)

권 세 진

한국추진공학회지, 편집위원 (‘03-‘06)

한국연소학회, 이사 (‘09,‘13)

한국연소학회, 감사 (‘10)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13)

나노마이크로학회, 이사 (‘13)

KAIST 우주탐사공학학제전공 책임교수 (‘09, ‘15-‘17) 

세트렉아이-KAIST 우주기술프로그램 책임교수 (‘13-‘14)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장 (‘18-)

KMEMS, TPC 위원 (‘09)

Power MEMS, International TPC 위원 (‘09-‘10, ‘13)

APISAT, 한국조직위원회 부위원장 (‘13)

Aerospace Innovation Workshop, Keynote Speaker (‘13)

김 규 태

한국추진공학회 학술이사 (‘18-)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위원 (‘18-)

한국추진공학회지 부편집인 (‘18-)

신 동 혁
한국연소공학회 편집이사 (‘19-)

SIG (Special Interest Group) Leader on Turbulent Free Shear Flows in UK Fluids Network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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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한재흥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편집위원 (‘03-‘14, ‘18)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위원 (‘04-‘10)

한국복합재료학회, 책임편집이사 (‘07-‘10)

한국복합재료학회, 평의원 (‘05-‘10)

한국복합재료학회, 책임총무이사 (‘11, ‘13-‘15)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06-‘12)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매거진 편집위원 (‘07-‘14)

한국항공우주학회, 총무이사 (‘15-‘1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이사 (‘18-)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위원 (‘09-‘1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이사 (‘15-)

한국과학재단우주포럼, 탑재체분과 위원 (‘0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 (‘09)

전일본학생실내비행 로봇 컨테스트, 조직위 해외위원 (‘09)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 (‘15)

세트렉아이-KAIST 우주기술프로그램 책임교수 (‘11-‘13,‘14-‘16)

KAIST 우주탐사공학학제전공 책임교수 (‘18-)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09-‘17)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ssociate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Smart and Nano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09-‘15)

Journal of Intelligent Material Systems and Structures, Associate Editor (‘14-)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Editor (‘13-)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Associate Editor (‘15-‘17)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Technical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Unmanned Systems, Editorial Board Member (‘13-)

Adaptive Structures and Materials Systems Division, Technical Committee Member (‘11-‘12, ‘16)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ssociate Fellow Membership (‘16)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enior Membe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tion and Vibration Control, Conference Program Secretary  (‘06)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f INABIO/SMEBA, Conference Secretary (‘06)

Korea-Japan Young Researchers Workshop on Composite Materials, Co-organizer (‘07)

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Organizing 
Committee (‘07-‘08)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mimetic Complex System Design, Co-organizer (‘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 and Nanotechnology in Engineering, Member of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08-‘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s for Engineering & Biomedical Applications, Member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mmittee (‘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igent Automation and Control, Co-Organizer (‘09-‘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e-Inspired Technology, Local organizing committee (‘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Functional Materials and Structures, Member of Publication 
Committee (‘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e-Inspired Technology, Chair (‘12)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Aeronautical Sciences, Programme Committee Member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s, Structures and Nano technology/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Organizing Committee (‘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15)

Conference SSN03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XI, Co-Chair (‘17)

Asia-Pacifi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erospace Technology, Organizing Committee (‘17) 

Advances in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and Structures, Scientific Committee (‘17)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daptive Structures and Materials System Division, 
Technical Committee Member (‘17)

Conference SSN03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XII, Co-Chair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and Technologies, General Chairs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tion and Vibration Control, Program Committee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Design in Engineering, Local Organizing Committe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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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이정률

한국비파괴검사학회, 부편집인 (‘15-)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편집위원 (‘07-)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평의원 (‘17-‘19)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매거진 편집위원 (‘08-)

전북테크노파크, 인사위원 (‘15-)

한국생산제조학회, 이사 (‘16)

한국생산제조학회, 편집이사 (‘18-)

한국생산제조학회, 부편집인 (‘18-)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위원 (‘15-)

한국복합재료학회, 수석총무이사 (‘15-)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 (‘18)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인사위원 (‘1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한림원 회원 (‘18)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12-)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 in Chief (‘18-)

Structural Health Monitoring-An International Journal, Associate Editor (‘16-) 

Measurement Science and Technology, Editorial Board Member (‘16-)

Journal of Nondestructive Evaluation, Diagnostics and Prognostics of Engineering Systems, Advisory 
Board Membe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tructural Health Management and Composite Structures,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5)

Optical fiber sensor-25,  Organizing Committee Member (‘15-‘16)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Program Committee Member (‘15)

Advances in Structural Health Management and Composite Structures, Keynote Speaker (‘16) 

Asian-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Keynote Speaker (‘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tructural Health Management and Composite Structures,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6) 

PIE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XI, Program Committee Member (‘16) 

International Workshop on Active Materials and soft Mechatronics, Program Committee (‘18)

SPIE Smart Structures and NDE for Industry 4.0, Program Committee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Structures and Technologies, Program Chair (‘18)

SPIE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Program Committee (‘18)

조 한 솔
Multiscale Mechanics of Polymers, soft Matter and Network Materials, 9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scale Materials Modeling, Symposium Co-Organizer (‘18)

권 세 진

한국추진공학회지, 편집위원 (‘03-‘06)

한국연소학회, 이사 (‘09,‘13)

한국연소학회, 감사 (‘10)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13)

나노마이크로학회, 이사 (‘13)

KAIST 우주탐사공학학제전공 책임교수 (‘09, ‘15-‘17) 

세트렉아이-KAIST 우주기술프로그램 책임교수 (‘13-‘14)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장 (‘18-)

KMEMS, TPC 위원 (‘09)

Power MEMS, International TPC 위원 (‘09-‘10, ‘13)

APISAT, 한국조직위원회 부위원장 (‘13)

Aerospace Innovation Workshop, Keynote Speaker (‘13)

김 규 태

한국추진공학회 학술이사 (‘18-)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위원 (‘18-)

한국추진공학회지 부편집인 (‘18-)

신 동 혁
한국연소공학회 편집이사 (‘19-)

SIG (Special Interest Group) Leader on Turbulent Free Shear Flows in UK Fluids Network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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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한재흥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편집위원 (‘03-‘14, ‘18)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위원 (‘04-‘10)

한국복합재료학회, 책임편집이사 (‘07-‘10)

한국복합재료학회, 평의원 (‘05-‘10)

한국복합재료학회, 책임총무이사 (‘11, ‘13-‘15)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06-‘12)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매거진 편집위원 (‘07-‘14)

한국항공우주학회, 총무이사 (‘15-‘1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이사 (‘18-)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위원 (‘09-‘1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이사 (‘15-)

한국과학재단우주포럼, 탑재체분과 위원 (‘0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 (‘09)

전일본학생실내비행 로봇 컨테스트, 조직위 해외위원 (‘09)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 (‘15)

세트렉아이-KAIST 우주기술프로그램 책임교수 (‘11-‘13,‘14-‘16)

KAIST 우주탐사공학학제전공 책임교수 (‘18-)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09-‘17)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ssociate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Smart and Nano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09-‘15)

Journal of Intelligent Material Systems and Structures, Associate Editor (‘14-)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Editor (‘13-)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Associate Editor (‘15-‘17)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Technical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Unmanned Systems, Editorial Board Member (‘13-)

Adaptive Structures and Materials Systems Division, Technical Committee Member (‘11-‘12, ‘16)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ssociate Fellow Membership (‘16)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enior Membe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tion and Vibration Control, Conference Program Secretary  (‘06)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f INABIO/SMEBA, Conference Secretary (‘06)

Korea-Japan Young Researchers Workshop on Composite Materials, Co-organizer (‘07)

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Organizing 
Committee (‘07-‘08)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mimetic Complex System Design, Co-organizer (‘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 and Nanotechnology in Engineering, Member of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08-‘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s for Engineering & Biomedical Applications, Member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mmittee (‘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igent Automation and Control, Co-Organizer (‘09-‘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e-Inspired Technology, Local organizing committee (‘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Functional Materials and Structures, Member of Publication 
Committee (‘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e-Inspired Technology, Chair (‘12)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Aeronautical Sciences, Programme Committee Member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s, Structures and Nano technology/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Organizing Committee (‘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15)

Conference SSN03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XI, Co-Chair (‘17)

Asia-Pacifi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erospace Technology, Organizing Committee (‘17) 

Advances in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and Structures, Scientific Committee (‘17)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daptive Structures and Materials System Division, 
Technical Committee Member (‘17)

Conference SSN03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XII, Co-Chair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and Technologies, General Chairs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tion and Vibration Control, Program Committee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Design in Engineering, Local Organizing Committe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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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최한림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편집위원 (‘18-)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18)

Unmanned Systems, Editor (‘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Associate Editor (‘14-‘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Associate Editor (‘15)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Associate Editor (‘15-)

AIAA Journal of Aerospace Information Systems, Associate Edito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Intelligence Theory and Application, Workshop co-Chair (‘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Robotics, Automation, and Vision, Publicity co-Chair (‘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tributed Autonomous Robotic Systems, Publicity co-Chair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Publication Chai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Program Co-Chair (‘18)

안 재 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11)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이사 (‘16-)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이사 (‘16-)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편집위원 (‘18-)

우주발사체심포지움, 준비위원 (‘10, ‘13-‘15)

한국산업응용수학회 Spring Conference Special Session, 준비위원 (‘14)

KSIAM Journal, Associate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s and Space Sciences, Technical Editor (‘17-)

Systems Engineering, Associate Editor (‘17-)

KAIST-Lockheed Martin Systems Engineering Workshop: Vision for Education Innovation General, 준비
위원 (‘14)

Asia-Pacifi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erospace Technology, Organizing Committee (‘17) 

International Workshop o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Co-Chair (‘18)

이 창 훈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 Associate Editor (‘19-)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Research, Education and Development on Unmanned Aerial Systems, 
International Programme Committee (‘19) 

구조분야 학술대회

   

ACCM-2000 학회 

- 66 -

성명 학회 활동

방효충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편집이사 (‘01-‘03)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교육이사 (‘04-‘05)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01, ‘04-‘07,‘ 10)

한국항공우주학회, 특집논문 편집위원 (‘02-‘03)

한국항공우주학회, 인공위성부문위원회 위원장 (‘10-‘11)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15-‘16)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1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이사 (‘18)

로봇항공기대회, 심사위원 (‘02)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6)

차세대소형위성개발사업, 전담평가위원 (‘12-‘16)

아리랑위성6호 진도관리원회 위원 (‘13-‘16)

국가달탐사계획, 추진위원 (‘16)

국가우주기술로드맵작성, 기획위원(‘16)

KAIST 우주탐사공학학제전공 책임교수 (‘08,‘10-‘14) 

KAIST 초고속비행체특화연구센터 센터장 (‘14-)

KAIST 공과대학 부학장 (‘17-‘19)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17-‘19)

KAIST 안보융합연구원 원장 (‘19-)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ditorial Board (‘06-‘07)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Editorial Board (‘10-‘11)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Associate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Editorial Board (‘10-)

IMechE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Editorial Board (‘11)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PC 위원 (‘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Systems and Control in Aerospace and Astronautics, Organizing Committee 
(‘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Organizing Committee  (‘05)

Society of Instrument and Control Engineers-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Organizing Committee (‘06-‘07)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Technical Committee (‘11-‘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Program Chair (‘11)

IAA conference on Dynamics and Control of Space Systems, Program Committee (‘12-‘13)

International Workshop on Satellite Constellations,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 (‘13)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 Committee Member (‘13)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 Organizing Subcommittee (‘15)

이 지 윤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11-)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13-‘15)

한국우주과학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 (‘14-)

한국우주과학회, 편집위원 (‘16)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편집위원 (‘12-‘16)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이사 (‘18-)

한국항행학회, 이사 (‘14-)

한국방송통신위윈회 전파/위성R&D, 평가위원 (‘11-‘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R&D, 평가위원 (‘12-‘13)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자문위원 (‘11-‘15)

해양수산부 eLoran 사업추진, 자문위원 (‘13)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프로그램위원장 (‘13-‘15)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워크샵, 조직위원 (‘13)

국제민간항공기구, Asia-Pacific ISTF 한국대표 (‘14-‘15)

ION Navigation, Associate Editor (‘16-)

Journal Data, Editorial Board (‘16)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Associate Editor (‘18-)

IEEE Signal Processing Magazine, Guest Editor (‘16-)

ION Satellite Division, International Technical Advisor (‘16)

lonospheric Studies Task Force Meeting, Convener and Co-Chair (‘13)

International Technical Symposium on Navigation and Timing, Co-Chair, Invited Speaker,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7)

Institute of Navigation International Technical Meeting, Program Chair (‘18)

The Institute of Navigation Satellite Division, International Technical Advisor (‘18)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ymposium on Navigation and Timing,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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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최한림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편집위원 (‘18-)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18)

Unmanned Systems, Editor (‘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Associate Editor (‘14-‘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Associate Editor (‘15)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Associate Editor (‘15-)

AIAA Journal of Aerospace Information Systems, Associate Edito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Intelligence Theory and Application, Workshop co-Chair (‘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Robotics, Automation, and Vision, Publicity co-Chair (‘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tributed Autonomous Robotic Systems, Publicity co-Chair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Publication Chair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Program Co-Chair (‘18)

안 재 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11)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이사 (‘16-)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이사 (‘16-)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편집위원 (‘18-)

우주발사체심포지움, 준비위원 (‘10, ‘13-‘15)

한국산업응용수학회 Spring Conference Special Session, 준비위원 (‘14)

KSIAM Journal, Associate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s and Space Sciences, Technical Editor (‘17-)

Systems Engineering, Associate Editor (‘17-)

KAIST-Lockheed Martin Systems Engineering Workshop: Vision for Education Innovation General, 준비
위원 (‘14)

Asia-Pacifi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erospace Technology, Organizing Committee (‘17) 

International Workshop o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Co-Chair (‘18)

이 창 훈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 Associate Editor (‘19-)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Research, Education and Development on Unmanned Aerial Systems, 
International Programme Committee (‘19) 

구조분야 학술대회

   

ACCM-2000 학회 

- 66 -

성명 학회 활동

방효충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편집이사 (‘01-‘03)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교육이사 (‘04-‘05)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01, ‘04-‘07,‘ 10)

한국항공우주학회, 특집논문 편집위원 (‘02-‘03)

한국항공우주학회, 인공위성부문위원회 위원장 (‘10-‘11)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15-‘16)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1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이사 (‘18)

로봇항공기대회, 심사위원 (‘02)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6)

차세대소형위성개발사업, 전담평가위원 (‘12-‘16)

아리랑위성6호 진도관리원회 위원 (‘13-‘16)

국가달탐사계획, 추진위원 (‘16)

국가우주기술로드맵작성, 기획위원(‘16)

KAIST 우주탐사공학학제전공 책임교수 (‘08,‘10-‘14) 

KAIST 초고속비행체특화연구센터 센터장 (‘14-)

KAIST 공과대학 부학장 (‘17-‘19)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17-‘19)

KAIST 안보융합연구원 원장 (‘19-)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ditorial Board (‘06-‘07)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Editorial Board (‘10-‘11)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Associate Editor (‘18-)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Editorial Board (‘10-)

IMechE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Editorial Board (‘11)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PC 위원 (‘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Systems and Control in Aerospace and Astronautics, Organizing Committee 
(‘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Organizing Committee  (‘05)

Society of Instrument and Control Engineers-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Organizing Committee (‘06-‘07)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Technical Committee (‘11-‘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Program Chair (‘11)

IAA conference on Dynamics and Control of Space Systems, Program Committee (‘12-‘13)

International Workshop on Satellite Constellations,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 (‘13)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 Committee Member (‘13)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 Organizing Subcommittee (‘15)

이 지 윤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 (‘11-)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13-‘15)

한국우주과학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 (‘14-)

한국우주과학회, 편집위원 (‘16)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편집위원 (‘12-‘16)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이사 (‘18-)

한국항행학회, 이사 (‘14-)

한국방송통신위윈회 전파/위성R&D, 평가위원 (‘11-‘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R&D, 평가위원 (‘12-‘13)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자문위원 (‘11-‘15)

해양수산부 eLoran 사업추진, 자문위원 (‘13)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프로그램위원장 (‘13-‘15)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워크샵, 조직위원 (‘13)

국제민간항공기구, Asia-Pacific ISTF 한국대표 (‘14-‘15)

ION Navigation, Associate Editor (‘16-)

Journal Data, Editorial Board (‘16)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Associate Editor (‘18-)

IEEE Signal Processing Magazine, Guest Editor (‘16-)

ION Satellite Division, International Technical Advisor (‘16)

lonospheric Studies Task Force Meeting, Convener and Co-Chair (‘13)

International Technical Symposium on Navigation and Timing, Co-Chair, Invited Speaker,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7)

Institute of Navigation International Technical Meeting, Program Chair (‘18)

The Institute of Navigation Satellite Division, International Technical Advisor (‘18)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ymposium on Navigation and Timing, Scientific Committee Mem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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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권장혁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실무 및 전문위원회, 우주 항공 기술 전문 위원 (‘96-‘97)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99-‘00)

한국항공우주학회, 설계 및 시스템 통합기술 부문위원장 (‘02-‘04)

한국항공우주학회, 감사 (‘13)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평의원 (‘99)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위원장 (‘99-‘02)

한국전산유체공학회, 부회장 (‘03-‘0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05-‘06)

한국전산유체공학회, 감사 (‘07-‘08,‘13)

한국 슈퍼 컴퓨팅 협의회, 회장 (‘05-‘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Brain Pool 기계 소재 항공우주분야 위원 (‘06-‘08)

산업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13)

Grid Forum Korea Forum, Committee Member (‘03-04)

International Society of CFD,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 (‘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CFD, Chair (‘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CFD,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Member (‘06-‘08,‘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Member (‘07-‘08)

World Congress on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Organizing Committee (‘07)

이 덕 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송기계 분과위원장 (‘97-‘9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이사 (‘00-‘01, ‘05-‘06)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이사 (‘02-‘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회장 (‘09-‘11)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진익기체계 부문 위원장 (‘06)

한국항공우주학회, 총무이사 (‘02-‘03)

한국항공우주학회, 감사 (‘18)

한국음향학회, 편집이사 (‘04)

한국음향학회, 국제협력이사 (‘05)

한국음향학회, 영문편집위원장 (‘06)

한국회전익기협의회, 회장 (‘02-‘03)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부회장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기술지도자문위원 (‘02-‘04)

산업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03-‘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회의, 조직위원장 (‘09)

제7회 아시아/호주 회전익포럼, 명예 공동대회장 (‘18)

American Helicopter Society, Associate Editor (‘07-‘13)

American Helicopter Society, Acoustic 평의원 (‘97-‘99,‘02-‘05)

American Helicopter Society, Acoustic 한국지부장 (‘14)

American Helicopter Society, 부회장 (‘15-‘16)

Inter-noise, Exhibition Chairman (‘02-‘03)

Fan noise Conference, 자문위원 (‘02-‘03)

Pacific-Asia Acoustic Conference, 학술위원장 (‘04, ‘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rtex Flows and Vortex Models, 조직위원 (‘04-’05,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rtex Flows and Vortex Models, 조직위원장 (‘08)

American Helicopter Society Specialists' Conference, 대회장 (‘09)

Asian/Australian Rotorcraft Forum and Exhibition, 대회장 (‘12)

EEWS International Workshop on Green Technologies in Aeronautics, Co-Chair (‘12-‘13)

Asian Australian Rotorcraft Forum, Executive 위원회 멤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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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장근식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95-‘00)

한국전산유체공학회, 감사 (‘01-‘03, ‘05-‘06)

한국가시화정보학회, 감사 (‘01-‘03, ‘05)

한국순환기질환의공학회, 부회장 (‘02)

한국순환기질환의공학회, 이사장 (‘06-‘07)

한국순환기질환의공학회, 회장 (‘08-‘09)

한국항공우주학회 감사 (‘06-‘09)

특허청 특허기술상, 심사의원(‘00)

한국유체공학학술회의, 조직위원장 (‘08)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상임위원장 (‘09-‘11)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ditorial Advisory Board (‘96-‘00, ‘02-‘03)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ournal, Regional Editor (‘05)

Internal Journal for Vascular Biomedical Engineering, Editor in Chief (‘02-‘04)

Special Issue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ournal, Guest Editor (‘04)

Asia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nference, Chair (‘02-‘03)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ch Reflection Symposium, Chair (‘02-‘04)

International Symposium on Shock Wave,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02-03)

Pacific Symposium On Flow Visualization and Image Processing,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02)

박 승 오

KAIST 학생처장 (‘96-‘98)

KAIST 국제협력처장 (‘00-‘01)

KAIST 교육혁신본부장 (‘06-‘08)

KAIST 공과대학장 (‘08-‘10)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08-‘10)

KAIST 무학과 책임교수 (‘10-‘11)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장 (‘14-‘16)

한국항공우주학회, 재무이사 (‘84-‘88)

한국항공우주학회, 총무이사 (‘96-‘97)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이사 (‘98-‘01)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이사 (‘03-‘0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위원장 (‘05-‘06)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 심사 평가위원 (‘99-‘01)

학술진흥재단, 학연심 평가위원회 공학 분야 위원 (‘02)

과학기술부, 특연사 우주항공기술 전문위원 (‘01-‘02)

과학기술부, 우주개발 전문위원회 위원 (‘04-‘06)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06)

산업자원부, 기술개발기획평가단 위원 (‘98)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00-‘0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항공우주분야 기획단 위원 (‘03)

노동부, 기술자격제도 심의 위원회 항공분야 전문위원 (‘92-‘96)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 위원회 위원 (‘06)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6-‘08)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기술 수준평가 전문위원 (‘10)

기초기술연구회, 제6기 기획 평가위원 (‘09-‘11)

항공우주연구조합,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00-‘03)

항공우주연구조합,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01-‘04)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자문단 위원 (‘05-‘11)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05-‘07)

국방과학연구소, 제 1본부 연구개발 자문위원 (‘09-‘11)

Journal of Aircraft, Editorial Board Member (‘08-‘16)

Asian-Pacific Conference on Aerospace Technology and Science, Organizer (‘06,‘09,‘13)

명예교수의 대내외 학회 활동 현황

➣➣학학과과  명명예예교교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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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권장혁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실무 및 전문위원회, 우주 항공 기술 전문 위원 (‘96-‘97)

한국항공우주학회, 평의원 (‘99-‘00)

한국항공우주학회, 설계 및 시스템 통합기술 부문위원장 (‘02-‘04)

한국항공우주학회, 감사 (‘13)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평의원 (‘99)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위원장 (‘99-‘02)

한국전산유체공학회, 부회장 (‘03-‘0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05-‘06)

한국전산유체공학회, 감사 (‘07-‘08,‘13)

한국 슈퍼 컴퓨팅 협의회, 회장 (‘05-‘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Brain Pool 기계 소재 항공우주분야 위원 (‘06-‘08)

산업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13)

Grid Forum Korea Forum, Committee Member (‘03-04)

International Society of CFD,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 (‘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CFD, Chair (‘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CFD,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Member (‘06-‘08,‘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Member (‘07-‘08)

World Congress on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Organizing Committee (‘07)

이 덕 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송기계 분과위원장 (‘97-‘9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이사 (‘00-‘01, ‘05-‘06)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이사 (‘02-‘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회장 (‘09-‘11)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진익기체계 부문 위원장 (‘06)

한국항공우주학회, 총무이사 (‘02-‘03)

한국항공우주학회, 감사 (‘18)

한국음향학회, 편집이사 (‘04)

한국음향학회, 국제협력이사 (‘05)

한국음향학회, 영문편집위원장 (‘06)

한국회전익기협의회, 회장 (‘02-‘03)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부회장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기술지도자문위원 (‘02-‘04)

산업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03-‘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회의, 조직위원장 (‘09)

제7회 아시아/호주 회전익포럼, 명예 공동대회장 (‘18)

American Helicopter Society, Associate Editor (‘07-‘13)

American Helicopter Society, Acoustic 평의원 (‘97-‘99,‘02-‘05)

American Helicopter Society, Acoustic 한국지부장 (‘14)

American Helicopter Society, 부회장 (‘15-‘16)

Inter-noise, Exhibition Chairman (‘02-‘03)

Fan noise Conference, 자문위원 (‘02-‘03)

Pacific-Asia Acoustic Conference, 학술위원장 (‘04, ‘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rtex Flows and Vortex Models, 조직위원 (‘04-’05,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rtex Flows and Vortex Models, 조직위원장 (‘08)

American Helicopter Society Specialists' Conference, 대회장 (‘09)

Asian/Australian Rotorcraft Forum and Exhibition, 대회장 (‘12)

EEWS International Workshop on Green Technologies in Aeronautics, Co-Chair (‘12-‘13)

Asian Australian Rotorcraft Forum, Executive 위원회 멤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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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장근식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95-‘00)

한국전산유체공학회, 감사 (‘01-‘03, ‘05-‘06)

한국가시화정보학회, 감사 (‘01-‘03, ‘05)

한국순환기질환의공학회, 부회장 (‘02)

한국순환기질환의공학회, 이사장 (‘06-‘07)

한국순환기질환의공학회, 회장 (‘08-‘09)

한국항공우주학회 감사 (‘06-‘09)

특허청 특허기술상, 심사의원(‘00)

한국유체공학학술회의, 조직위원장 (‘08)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상임위원장 (‘09-‘11)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ditorial Advisory Board (‘96-‘00, ‘02-‘03)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ournal, Regional Editor (‘05)

Internal Journal for Vascular Biomedical Engineering, Editor in Chief (‘02-‘04)

Special Issue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ournal, Guest Editor (‘04)

Asia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nference, Chair (‘02-‘03)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ch Reflection Symposium, Chair (‘02-‘04)

International Symposium on Shock Wave,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02-03)

Pacific Symposium On Flow Visualization and Image Processing,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02)

박 승 오

KAIST 학생처장 (‘96-‘98)

KAIST 국제협력처장 (‘00-‘01)

KAIST 교육혁신본부장 (‘06-‘08)

KAIST 공과대학장 (‘08-‘10)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08-‘10)

KAIST 무학과 책임교수 (‘10-‘11)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장 (‘14-‘16)

한국항공우주학회, 재무이사 (‘84-‘88)

한국항공우주학회, 총무이사 (‘96-‘97)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이사 (‘98-‘01)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이사 (‘03-‘0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편집위원장 (‘05-‘06)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 심사 평가위원 (‘99-‘01)

학술진흥재단, 학연심 평가위원회 공학 분야 위원 (‘02)

과학기술부, 특연사 우주항공기술 전문위원 (‘01-‘02)

과학기술부, 우주개발 전문위원회 위원 (‘04-‘06)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06)

산업자원부, 기술개발기획평가단 위원 (‘98)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00-‘0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항공우주분야 기획단 위원 (‘03)

노동부, 기술자격제도 심의 위원회 항공분야 전문위원 (‘92-‘96)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 위원회 위원 (‘06)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6-‘08)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기술 수준평가 전문위원 (‘10)

기초기술연구회, 제6기 기획 평가위원 (‘09-‘11)

항공우주연구조합,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00-‘03)

항공우주연구조합,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01-‘04)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자문단 위원 (‘05-‘11)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05-‘07)

국방과학연구소, 제 1본부 연구개발 자문위원 (‘09-‘11)

Journal of Aircraft, Editorial Board Member (‘08-‘16)

Asian-Pacific Conference on Aerospace Technology and Science, Organizer (‘06,‘09,‘13)

명예교수의 대내외 학회 활동 현황

➣➣학학과과  명명예예교교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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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지식재산권명 출원번호 전체발명자 출원/
등록국가

2000 이덕주
Method for predicting a noise intensity 
emitted from a fan and or a pump

09504956 이덕주 미국

2003

김천곤
Equipment and method for winding 
optical fibre sensor coil of optical 
fibre gyro by quadrupole mode

2003-10121962 김천곤 중국

김천곤
Apparatus and method of winding 

optical fiber sensor coil for fiber optic 
gyroscope

10732772 김천곤 미국

대표적 산학성과(특허) 리스트

성명 학회 활동

백승욱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이사 (‘02-‘06)

한국추진공학회, 이사 (‘96-99, ‘09)

한국추진공학회지, 사업이사 (‘07)

한국추진공학회지, 기술이사 (‘08)

한국연소학회, 기술이사 (‘06-‘09)

한국항공우주학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 (‘00-‘03)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enior Member (‘10-‘11)

International Centre for Heat and Mass Transfer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ve 
transfer(RAD-16), Organizing Committee (‘16)

탁 민 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문논문지 편집이사 (‘00-‘0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평의원 (‘01-‘0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08, ‘10)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이사 (‘02-‘05)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매거진 편집위원장 (‘06)

한국항공우주학회, 영문지 편집이사 (‘03)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06, ‘08)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1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12)

한국항공우주학회, 국제협력이사 (‘15)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이사 (‘04-‘06)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부회장(‘09-‘12)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회장(‘13-‘14)

국가우주위원 (‘13-‘15)

한국연소학회, 감사 (‘15)

우주발사체기술 심포지움, 준비위원 (‘03, ‘06)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11)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비전 2030 위원회 (‘17)

Control Engineering Practice, Associate Editor (‘06)

IEEE Transaction on Aerospace and Electronics System, Associate Editor (‘06-07, ‘11-‘16)

IMechE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Editorial Board (‘07-‘11)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 Editor-in-Chief  (‘15-‘18)

2004 KSAS-JSASS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Program Chairman (‘04)

International Aeronautical Congress, Co-Chair (‘07)

대표적 산학성과(특허/기술이전)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이래로 총 423건의 지식재산권을 산출했다. 연도별 총 특허 리스트 중 해외에 

출원/등록된 주요 특허 리스트만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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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홍창선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94-‘95)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96-‘97)

한국복학재료학회, 부회장 (‘94-‘95, ‘97-‘98)

한국복학재료학회, 회장 (‘98-‘02)

과학기술위원회, 우주전문위원 (‘99-‘03)

통신방송위성개발, 추진위원 (‘00-‘03)

KAIST 교무처장 (‘94-‘96)

KAIST 연구처장 (‘95)

KAIST 기계공학부 학부장 (‘97)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97-‘98)

KAIST 공학부 학부장 (‘97-‘98)

KAIST 제 11대 총장 (‘01-‘04)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02)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04-‘08)

Asian-Australian Association of Composite Materials, President (‘99-‘03)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99-‘03)

이  인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이사 (‘96-‘97)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02-‘05)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장 (‘04-‘05)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06-‘07)

한국복합재료학회, 총무이사 (‘97-‘00)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이사 (‘99-‘00)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01-‘03)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03-‘04)

통신위성 국산화 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위원 (‘01-‘03)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04-‘0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05-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06-현재)

과학기술부 우주사고 조사 위원회 위원장 (‘07-‘08)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1-‘12)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부회장 (‘11-‘13)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장 (‘12-‘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Structures and Technologies,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01-‘02)

Material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 (‘02-‘09)

Journal of Computer Modeling in Engineering & Sciences, Editorial Board Member (‘02-‘11)

Journal of Intelligent Material, Systems and Structures, Guest Editor (‘07-‘08)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07-‘09)

Composites Part A: Applied Science and Manufacturing, Editorial Board Member (‘04-‘11)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lectromagnetics and Mechanics, Guest Editor (‘07-‘08)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lling, Identification and Control, Guest Editor (‘09)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 Editor-in-Chief (‘11-’13)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Fellow (‘05-현재)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Director (‘11-‘13)

Royal Aeronautical Society, Fellow (‘06-‘13)

Asian-Australian Council of Composite Materials Council, Member (‘06-‘13)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rmal Stresses,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02-‘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Chair (‘02-‘03)

International Symposium on Smart Materials for Engineering and Biomedical Applications,  
Intra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02-‘0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tigue of Composites, Intra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02-‘04)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Design and Analysis of Aerospace and Composite Structures 
Workshop, Chair (‘03)

International Workshop 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Workshop, Chiar (‘03)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Composite Materials, Chiar (‘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Structures and Technologies,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04, ‘06)

Korea-China Joint Symposium on composite Materials, Organizer (‘04)

KAIST/Doshisha Univ./Nihon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Composite Materials, Organizer (‘05)

KAIST-Tokyo Tech Joint Workshop on Fracture, Reliability and Advanced materials, Organizer (‘05)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f INABIO / SMEBA, Chair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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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지식재산권명 출원번호 전체발명자 출원/
등록국가

2000 이덕주
Method for predicting a noise intensity 
emitted from a fan and or a pump

09504956 이덕주 미국

2003

김천곤
Equipment and method for winding 
optical fibre sensor coil of optical 
fibre gyro by quadrupole mode

2003-10121962 김천곤 중국

김천곤
Apparatus and method of winding 

optical fiber sensor coil for fiber optic 
gyroscope

10732772 김천곤 미국

대표적 산학성과(특허) 리스트

성명 학회 활동

백승욱

한국추진공학회, 편집이사 (‘02-‘06)

한국추진공학회, 이사 (‘96-99, ‘09)

한국추진공학회지, 사업이사 (‘07)

한국추진공학회지, 기술이사 (‘08)

한국연소학회, 기술이사 (‘06-‘09)

한국항공우주학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 (‘00-‘03)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enior Member (‘10-‘11)

International Centre for Heat and Mass Transfer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ve 
transfer(RAD-16), Organizing Committee (‘16)

탁 민 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문논문지 편집이사 (‘00-‘0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평의원 (‘01-‘0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08, ‘10)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이사 (‘02-‘05)

한국항공우주학회, KSAS 매거진 편집위원장 (‘06)

한국항공우주학회, 영문지 편집이사 (‘03)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06, ‘08)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1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12)

한국항공우주학회, 국제협력이사 (‘15)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이사 (‘04-‘06)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부회장(‘09-‘12)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회장(‘13-‘14)

국가우주위원 (‘13-‘15)

한국연소학회, 감사 (‘15)

우주발사체기술 심포지움, 준비위원 (‘03, ‘06)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11)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비전 2030 위원회 (‘17)

Control Engineering Practice, Associate Editor (‘06)

IEEE Transaction on Aerospace and Electronics System, Associate Editor (‘06-07, ‘11-‘16)

IMechE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Editorial Board (‘07-‘11)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 Editor-in-Chief  (‘15-‘18)

2004 KSAS-JSASS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Program Chairman (‘04)

International Aeronautical Congress, Co-Chair (‘07)

대표적 산학성과(특허/기술이전)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설립 이래로 총 423건의 지식재산권을 산출했다. 연도별 총 특허 리스트 중 해외에 

출원/등록된 주요 특허 리스트만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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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 활동

홍창선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94-‘95)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96-‘97)

한국복학재료학회, 부회장 (‘94-‘95, ‘97-‘98)

한국복학재료학회, 회장 (‘98-‘02)

과학기술위원회, 우주전문위원 (‘99-‘03)

통신방송위성개발, 추진위원 (‘00-‘03)

KAIST 교무처장 (‘94-‘96)

KAIST 연구처장 (‘95)

KAIST 기계공학부 학부장 (‘97)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97-‘98)

KAIST 공학부 학부장 (‘97-‘98)

KAIST 제 11대 총장 (‘01-‘04)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02)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04-‘08)

Asian-Australian Association of Composite Materials, President (‘99-‘03)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99-‘03)

이  인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이사 (‘96-‘97)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02-‘05)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장 (‘04-‘05)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06-‘07)

한국복합재료학회, 총무이사 (‘97-‘00)

한국복합재료학회, 편집이사 (‘99-‘00)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01-‘03)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03-‘04)

통신위성 국산화 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위원 (‘01-‘03)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04-‘0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05-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06-현재)

과학기술부 우주사고 조사 위원회 위원장 (‘07-‘08)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1-‘12)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부회장 (‘11-‘13)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장 (‘12-‘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Structures and Technologies,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01-‘02)

Material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 (‘02-‘09)

Journal of Computer Modeling in Engineering & Sciences, Editorial Board Member (‘02-‘11)

Journal of Intelligent Material, Systems and Structures, Guest Editor (‘07-‘08)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07-‘09)

Composites Part A: Applied Science and Manufacturing, Editorial Board Member (‘04-‘11)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lectromagnetics and Mechanics, Guest Editor (‘07-‘08)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lling, Identification and Control, Guest Editor (‘09)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 Editor-in-Chief (‘11-’13)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Fellow (‘05-현재)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Director (‘11-‘13)

Royal Aeronautical Society, Fellow (‘06-‘13)

Asian-Australian Council of Composite Materials Council, Member (‘06-‘13)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rmal Stresses,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02-‘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Chair (‘02-‘03)

International Symposium on Smart Materials for Engineering and Biomedical Applications,  
Intra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02-‘0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tigue of Composites, Intra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02-‘04)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Design and Analysis of Aerospace and Composite Structures 
Workshop, Chair (‘03)

International Workshop 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Workshop, Chiar (‘03)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Composite Materials, Chiar (‘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aptive Structures and Technologies,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04, ‘06)

Korea-China Joint Symposium on composite Materials, Organizer (‘04)

KAIST/Doshisha Univ./Nihon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Composite Materials, Organizer (‘05)

KAIST-Tokyo Tech Joint Workshop on Fracture, Reliability and Advanced materials, Organizer (‘05)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f INABIO / SMEBA, Chair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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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지식재산권명 출원번호 전체발명자 출원/
등록국가

2009

백승욱
METAL-SUPPORTED SOLID OXIDE 
FUEL CELL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12412243

Bae, Joongmyeon; 
Baek, 

Seung-Wook; 
Lee, Changbo; 
Bae, Gyujong; 
Jeong, Jaehwa; 
Kim, Yu-Mi

미국

백승욱 金属支持体及びそれを含む固体酸化物燃料電池 2009-82184

Bae, Joongmyeon; 
Baek, 

Seung-Wook; 
Lee, ChangBo; 
BAE, GYUJONG; 
KIM, YU-MI; 

JEONG, JAEHWA

일본

권세진 燃料電池用超軽量バイポーラプレート 2009-89770 권세진 일본

권세진
ULTRA-LIGHT BIPOLAR PLATE FOR 

FUEL CELL
12417923 권세진 미국

2010 권세진
HYBRID ROCKET USING CATALYTIC 
DECOMPOSITION OF OXIDIZER

12885940 권세진 미국

2012

방효충 통계학적 데이터를 이용한 별 인식 알고리즘 13/505,047 방효충; 윤효상 미국

김천곤
FIBER OPTIC SENSOR USING 

TRANSMISSIVE GRATING PANEL AND 
MIRROR

13470511

Kim, Chun-Gon; 
LEE, Yeon-Gwan 

; JANG, 
Byeong-Wook ; 
KIM, Jin-Hyuk ; 
KIM, Yoon-Young

미국

한재흥 VIBRATION AND SHOCK ISOLATOR 13708277

Han, Jae-Hung; 
Ho-Kyeong 

Jeong; Se-Hyun 
Yoon; Dae-Oen 

Lee

미국

2016 이정률
전영역 펄스-에코 레이저 초음파전파영상화 

장치
15007413 이정률 미국

2017 김천곤

Electromagnetic Wave Absorbing 
Structures Including Metal-Coated 
Fabric Layer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15809345 김천곤; 남영우; 최재훈 미국

2018

김천곤

ELECTROMAGNETIC WAVE 
ABSORBING STRUCTURES INCLUDING 

METAL-COATED FIBER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15743710
김천곤; 남영우; 
최재훈; 이원준

미국

이지윤
무인항공기 항법지원을 위한 지역보강항법 

시스템
16223270

이지윤; 이진실; 
김민찬; 김동우; 윤문석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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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지식재산권명 출원번호 전체발명자 출원/
등록국가

김천곤
Apparatus and Method of Winding 
Optical Fiber Sensor Coil for Fiber 

Optic Gyroscope
2003-411791 김천곤 일본

한재흥

Patch-type extrinsic Fabry-Perot 
interferometric fiber optic sensor and 

real-time structural vibration 
monitoring method using the same

10892977

Lee, In; Han, 
Jae-Hung; Kim, 
Do-Hyung; Chang, 
Young-Hwan

미국

이정률
FBG 초음파 센서의 피검체로의 설치 구조 및 

설치 방법
2004-268018

Lee, Jung-Ryul; 
Hiroshi Tsuda

일본

2004

방효충
Method for attitude control of 

satellites in elliptic orbits using solar 
radiation pressure

2004-027905

Bang, 
Hyo-Choong; 
Kumar, Krishna 
Dev; Thak, 
Min-Jae

유럽

탁민제
태양 복사압을 이용한 타원궤도상의 위성의 

자세제어 방법
2004-027905

방효충; K.D.Kumar; 
탁민제

유럽

탁민제
Method for attitude control of 

satellites in elliptic orbits using solar 
radiation pressure

2004-027905

Bang, 
Hyo-Choong; 
Kumar, Krishna 
Dev; Thak, 
Min-Jae

유럽

방효충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타원 궤도에 있는 

위성의 자세 제어 방법
2004-346390

방효충; K.D.Kumar; 
탁민제

일본

탁민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타원 궤도에 있는 

위성의 자세 제어 방법
2004-346390

방효충; K.D.Kumar; 
탁민제

일본

방효충
Method for controlling the attitude of 
an satellites in elliptic orbits using 

solar radiation pressure
11011835 Bang, Hyochoong 미국

2006 이정률 Material soundness evaluation device 2006-066290
Lee, Jung-Ryul; 
Hiroshi Tsuda

일본

2008

이정률

AE/ultrasound detection system, and 
materials monitoring apparatu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apparatus 

equipped the system

07016145.0

Lee, Jung-Ryul; 
Tsuda Hiroshi; 

Arakawa Takahiro; 
Nakajima Tomio

독일

이정률

AE/ultrasound detection system, and 
materials monitoring apparatu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apparatus 

equipped the system

2007-889924

Lee, Jung-Ryul; 
Tsuda Hiroshi; 

Arakawa Takahiro; 
Nakajima Tomio

미국

이정률

AE/ultrasound detection system, and 
materials monitoring apparatu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apparatus 

equipped the system

2006-223176

Lee, Jung-Ryul; 
Tsuda Hiroshi; 

Arakawa Takahiro; 
Nakajima Tomio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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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지식재산권명 출원번호 전체발명자 출원/
등록국가

2009

백승욱
METAL-SUPPORTED SOLID OXIDE 
FUEL CELL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12412243

Bae, Joongmyeon; 
Baek, 

Seung-Wook; 
Lee, Changbo; 
Bae, Gyujong; 
Jeong, Jaehwa; 
Kim, Yu-Mi

미국

백승욱 金属支持体及びそれを含む固体酸化物燃料電池 2009-82184

Bae, Joongmyeon; 
Baek, 

Seung-Wook; 
Lee, ChangBo; 
BAE, GYUJONG; 
KIM, YU-MI; 

JEONG, JAEHWA

일본

권세진 燃料電池用超軽量バイポーラプレート 2009-89770 권세진 일본

권세진
ULTRA-LIGHT BIPOLAR PLATE FOR 

FUEL CELL
12417923 권세진 미국

2010 권세진
HYBRID ROCKET USING CATALYTIC 
DECOMPOSITION OF OXIDIZER

12885940 권세진 미국

2012

방효충 통계학적 데이터를 이용한 별 인식 알고리즘 13/505,047 방효충; 윤효상 미국

김천곤
FIBER OPTIC SENSOR USING 

TRANSMISSIVE GRATING PANEL AND 
MIRROR

13470511

Kim, Chun-Gon; 
LEE, Yeon-Gwan 

; JANG, 
Byeong-Wook ; 
KIM, Jin-Hyuk ; 
KIM, Yoon-Young

미국

한재흥 VIBRATION AND SHOCK ISOLATOR 13708277

Han, Jae-Hung; 
Ho-Kyeong 

Jeong; Se-Hyun 
Yoon; Dae-Oen 

Lee

미국

2016 이정률
전영역 펄스-에코 레이저 초음파전파영상화 

장치
15007413 이정률 미국

2017 김천곤

Electromagnetic Wave Absorbing 
Structures Including Metal-Coated 
Fabric Layer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15809345 김천곤; 남영우; 최재훈 미국

2018

김천곤

ELECTROMAGNETIC WAVE 
ABSORBING STRUCTURES INCLUDING 

METAL-COATED FIBER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15743710
김천곤; 남영우; 
최재훈; 이원준

미국

이지윤
무인항공기 항법지원을 위한 지역보강항법 

시스템
16223270

이지윤; 이진실; 
김민찬; 김동우; 윤문석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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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지식재산권명 출원번호 전체발명자 출원/
등록국가

김천곤
Apparatus and Method of Winding 
Optical Fiber Sensor Coil for Fiber 

Optic Gyroscope
2003-411791 김천곤 일본

한재흥

Patch-type extrinsic Fabry-Perot 
interferometric fiber optic sensor and 

real-time structural vibration 
monitoring method using the same

10892977

Lee, In; Han, 
Jae-Hung; Kim, 
Do-Hyung; Chang, 
Young-Hwan

미국

이정률
FBG 초음파 센서의 피검체로의 설치 구조 및 

설치 방법
2004-268018

Lee, Jung-Ryul; 
Hiroshi Tsuda

일본

2004

방효충
Method for attitude control of 

satellites in elliptic orbits using solar 
radiation pressure

2004-027905

Bang, 
Hyo-Choong; 
Kumar, Krishna 
Dev; Thak, 
Min-Jae

유럽

탁민제
태양 복사압을 이용한 타원궤도상의 위성의 

자세제어 방법
2004-027905

방효충; K.D.Kumar; 
탁민제

유럽

탁민제
Method for attitude control of 

satellites in elliptic orbits using solar 
radiation pressure

2004-027905

Bang, 
Hyo-Choong; 
Kumar, Krishna 
Dev; Thak, 
Min-Jae

유럽

방효충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타원 궤도에 있는 

위성의 자세 제어 방법
2004-346390

방효충; K.D.Kumar; 
탁민제

일본

탁민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타원 궤도에 있는 

위성의 자세 제어 방법
2004-346390

방효충; K.D.Kumar; 
탁민제

일본

방효충
Method for controlling the attitude of 
an satellites in elliptic orbits using 

solar radiation pressure
11011835 Bang, Hyochoong 미국

2006 이정률 Material soundness evaluation device 2006-066290
Lee, Jung-Ryul; 
Hiroshi Tsuda

일본

2008

이정률

AE/ultrasound detection system, and 
materials monitoring apparatu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apparatus 

equipped the system

07016145.0

Lee, Jung-Ryul; 
Tsuda Hiroshi; 

Arakawa Takahiro; 
Nakajima Tomio

독일

이정률

AE/ultrasound detection system, and 
materials monitoring apparatu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apparatus 

equipped the system

2007-889924

Lee, Jung-Ryul; 
Tsuda Hiroshi; 

Arakawa Takahiro; 
Nakajima Tomio

미국

이정률

AE/ultrasound detection system, and 
materials monitoring apparatu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apparatus 

equipped the system

2006-223176

Lee, Jung-Ryul; 
Tsuda Hiroshi; 

Arakawa Takahiro; 
Nakajima Tomio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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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관정부부처명 지원사업명 연도 총 연구비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 특화연구실 1단계 국방부 특화연구사업 2015 4,161,294,523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 특화연구실 2단계(2018) 산업체 용역연구사업 2018 2,824,504,553

초고속비행체 특화센터 2단계 운영비 국방부 용역사업 2017 3,921,648,910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운영비) 국방부 특화연구사업 2014 3,385,587,182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 국방부 특화연구사업 2014 28,150,000,000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개발사업 2014 11,590,000,000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2013 9,889,000,000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2012 1,800,000,000

(RCMS)CNT/Polymer 복합섬유 센서네트워크 기반 무인
항공기 SHM 시스템 개발 및 자율 비행/진단 동시 실증
(20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2018 3,780,000,000

(RCMS)CNT/Polymer 복합섬유 센서네트워크 기반 무인
항공기 SHM 시스템 개발 및 자율 비행/진단 동시 실증
(20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2016 4,878,540,000

대형연구센터/대형과제 유치 리스트 

➣➣연연도도별별  대대형형과과제제  전전체체  계계약약건건수수  및및  연연구구개개발발비비
  연도별 대형과제 전체 계약 건수 및 연구개발비는 아래 차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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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분

Hanwha–KAIST Program 산학 협의체

KAI–KAIST Program 산학 협의체

LIG Nex1-KAIST Program 산학 협의체

KAIST-KARI (MOU) 산학 협의체

KAIST-Aero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MOU) 산학 협의체

KAIST-Hyundai-Technion(이스라엘) 산학 협의체

산학 협의체 리스트

협의체 구분

뉴로스 졸업생창업 (코스닥상장)

오팬 졸업생창업

엠케이프리시젼 졸업생창업

바람과소리 학생창업

이노그리드 졸업생창업

위자드윅스 학생창업

아피아엔지니어링 졸업생창업

엔비스 졸업생창업

젠믹스텍 졸업생창업

컴퓨팅브리지 학생창업

네오펙트 졸업생창업

시옷 졸업생창업

스페이스엔디티 교수창업 (당해년도 매출 3억원)

니어스랩 졸업생창업 (당해년도 매출 11.6억원)

자비스앤빌런즈 졸업생창업

두잇나우 학생창업 (스페이스엔디티)

페리지 학생창업 (우주발사체 추진시스템/로켓)

엔젯 졸업생창업

레이저초음파 기술이전, 스페이스엔디티

산학협력 (창업/특허/기술이전) 리스트 

산학협력 협의체 및 센터 연혁

➣➣산산학학협협력력  협협의의체체  및및  센센터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는 총 5건의 산학협력 협의체가 있다. 이 중 3건은 국내 방위산업체와의 협의체

이며, 1건은 국내 연구소와의 협의체이다. 나머지 2건은 해외기관과의 협의체이다. 산학협력 협의체 리스트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산산학학협협력력  ((창창업업//특특허허//기기술술이이전전))
  그 외의 졸업생 창업기업과의 산학협력 현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대형연구센터/대형과제 유치 연혁

➣➣대대형형연연구구센센터터//대대형형과과제제  유유치치  연연혁혁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10건의 대형연구센터 또는 대형과제를 유치하였다. 2012년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 개발’과제를 유치하였으며, 2014년에 국방부로부터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유치하였다. 2015년

에는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 특화연구실’과제를 수주하였으며, 2016년도에 ‘CNT/Polymer 복합섬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무인항공기 SHM 시스템 개발 및 자율 비행/진단 동시 실증’연구 과제를 유치하는데 성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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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관정부부처명 지원사업명 연도 총 연구비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 특화연구실 1단계 국방부 특화연구사업 2015 4,161,294,523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 특화연구실 2단계(2018) 산업체 용역연구사업 2018 2,824,504,553

초고속비행체 특화센터 2단계 운영비 국방부 용역사업 2017 3,921,648,910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운영비) 국방부 특화연구사업 2014 3,385,587,182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 국방부 특화연구사업 2014 28,150,000,000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개발사업 2014 11,590,000,000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2013 9,889,000,000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2012 1,800,000,000

(RCMS)CNT/Polymer 복합섬유 센서네트워크 기반 무인
항공기 SHM 시스템 개발 및 자율 비행/진단 동시 실증
(20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2018 3,780,000,000

(RCMS)CNT/Polymer 복합섬유 센서네트워크 기반 무인
항공기 SHM 시스템 개발 및 자율 비행/진단 동시 실증
(20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2016 4,878,540,000

대형연구센터/대형과제 유치 리스트 

➣➣연연도도별별  대대형형과과제제  전전체체  계계약약건건수수  및및  연연구구개개발발비비
  연도별 대형과제 전체 계약 건수 및 연구개발비는 아래 차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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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분

Hanwha–KAIST Program 산학 협의체

KAI–KAIST Program 산학 협의체

LIG Nex1-KAIST Program 산학 협의체

KAIST-KARI (MOU) 산학 협의체

KAIST-Aero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MOU) 산학 협의체

KAIST-Hyundai-Technion(이스라엘) 산학 협의체

산학 협의체 리스트

협의체 구분

뉴로스 졸업생창업 (코스닥상장)

오팬 졸업생창업

엠케이프리시젼 졸업생창업

바람과소리 학생창업

이노그리드 졸업생창업

위자드윅스 학생창업

아피아엔지니어링 졸업생창업

엔비스 졸업생창업

젠믹스텍 졸업생창업

컴퓨팅브리지 학생창업

네오펙트 졸업생창업

시옷 졸업생창업

스페이스엔디티 교수창업 (당해년도 매출 3억원)

니어스랩 졸업생창업 (당해년도 매출 11.6억원)

자비스앤빌런즈 졸업생창업

두잇나우 학생창업 (스페이스엔디티)

페리지 학생창업 (우주발사체 추진시스템/로켓)

엔젯 졸업생창업

레이저초음파 기술이전, 스페이스엔디티

산학협력 (창업/특허/기술이전) 리스트 

산학협력 협의체 및 센터 연혁

➣➣산산학학협협력력  협협의의체체  및및  센센터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는 총 5건의 산학협력 협의체가 있다. 이 중 3건은 국내 방위산업체와의 협의체

이며, 1건은 국내 연구소와의 협의체이다. 나머지 2건은 해외기관과의 협의체이다. 산학협력 협의체 리스트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산산학학협협력력  ((창창업업//특특허허//기기술술이이전전))
  그 외의 졸업생 창업기업과의 산학협력 현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대형연구센터/대형과제 유치 연혁

➣➣대대형형연연구구센센터터//대대형형과과제제  유유치치  연연혁혁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10건의 대형연구센터 또는 대형과제를 유치하였다. 2012년 차세대 소형위성 시스템 

종합 개발’과제를 유치하였으며, 2014년에 국방부로부터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유치하였다. 2015년

에는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 특화연구실’과제를 수주하였으며, 2016년도에 ‘CNT/Polymer 복합섬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무인항공기 SHM 시스템 개발 및 자율 비행/진단 동시 실증’연구 과제를 유치하는데 성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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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의 교육 프로그램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국내 항공우주공학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 연구, 

다양한 방면으로의 협력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과에서는 미래에 항공우주공학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분야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최고의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션 (Mission)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세계적 수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엔지니어를 육성한다. 

 항공우주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비전 (Vision)

우리는 항공우주 핵심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항공우주 시스템 협업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항공우주공학과를 지향한다.

➣➣시시스스템템  디디자자인인에에  기기초초한한  실실험험교교육육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학부/대학원 교과과정에 다양한 디자인과 실험교육을 추가하여 실무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AE201 기초항공프로젝트

  본 과목은 2005년부터 기존의 이론 중심의 항공우주공학개론을 시스템 디자인에 기초한 실험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개편하여 진행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본 비행원리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LTA(Lighter than 

Air) 설계/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항공기 설계과정을 체험하고 협업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TA 설계 및 제작

      
LTA 비행 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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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회사명 상태 설립자 주요 종목 연간매출
(단위: 백만원)

중소기업 아이티에이치 졸업생 김김범범섭섭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 개발, 소셜미디어마케팅 솔루션 822

중견기업 뉴로스 졸업생 김김승승우우 터보기기 등 31,790

중소기업 바람과소리 졸업생 김김영영남남 유동해석프로그램,유동소음해석프로그램 200

중소기업 컴퓨팅브릿지 졸업생 김김유유진진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통합관제 시스템 외 393

중소기업 오팬 졸업생 김김은은석석 비행선여압조절장치,저소음냉각팬 제조, 서비스 22

중소기업 엠케이프리시젼 졸업생 민민병병광광 기체유량정밀측정기, MFC 제어기 외 9,550

중견기업 엔비스 졸업생 박박진진호호 주방가구, 기기 시공, 유지보수, 판매, 제조 16,725

중소기업 네오펙트 졸업생 반반호호영영 생물학 연구, 개발 271

중소기업 엔젯 졸업생 변변도도영영 반도체 제조용 기계, 나노프린터, 나노코터 677

중소기업 이노그리드 졸업생 성성춘춘호호 그리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2,591

중소기업 젠믹스텍 졸업생 승승성성표표 통신전자제품 제조 2,622

중소기업 신현기계 졸업생 신신동동효효 - -

중소기업 (재)항공안전기술센터 졸업생 이이경경태태 기술 시험,검사,분석 6,265

중소기업 시옷 졸업생 장장지지윤윤 - -

중소기업 씨에프텍 졸업생 정정동동규규 탈황집진장치 6,019

중소기업 아피아엔지니어링 졸업생 하하태태흡흡 항공기부품설계 2,003

중소기업 니어스랩 졸업생 최최재재혁혁 AI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서비스 -　

중소기업 페리지로켓 재학생 신신동동윤윤 초소형 발사체 -

재학생/졸업생 창업 기업 리스트

교원/졸업생 창업 현황

➣➣교교원원  창창업업  현현황황
  현재까지 교원 창업 사례는 2건으로 2012년 5월 장근식 교수가 ‘티투핀골프’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는 

골프퍼터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종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1월 이정률 교수가 구조안정성 모니터링 및 비파괴검사 

토탈 솔루션 개발을 주요 종목으로 하는 ‘스페이스NDT’를 창업하였다. 

회사명 설립자 창업연도 주요 종목 연간매출
(단위: 백만원)

티투핀골프 장근식 2012.05 골프퍼터설계 및 제조 5

스페이스NDT 이정률 2014.01　 SHM 및 NDT 토탈 솔루션 개발 300　

교원 창업 기업 리스트

➣➣재재학학생생//졸졸업업생생  창창업업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졸업생들은 연구소, 회사, 대학 등으로 진출하여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도 늘고 있다. 재학생/졸업생

들의 창업 기업 리스트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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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의 교육 프로그램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국내 항공우주공학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 연구, 

다양한 방면으로의 협력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과에서는 미래에 항공우주공학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분야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최고의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션 (Mission)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세계적 수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엔지니어를 육성한다. 

 항공우주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비전 (Vision)

우리는 항공우주 핵심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항공우주 시스템 협업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항공우주공학과를 지향한다.

➣➣시시스스템템  디디자자인인에에  기기초초한한  실실험험교교육육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학부/대학원 교과과정에 다양한 디자인과 실험교육을 추가하여 실무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AE201 기초항공프로젝트

  본 과목은 2005년부터 기존의 이론 중심의 항공우주공학개론을 시스템 디자인에 기초한 실험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개편하여 진행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본 비행원리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LTA(Lighter than 

Air) 설계/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항공기 설계과정을 체험하고 협업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TA 설계 및 제작

      
LTA 비행 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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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회사명 상태 설립자 주요 종목 연간매출
(단위: 백만원)

중소기업 아이티에이치 졸업생 김김범범섭섭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 개발, 소셜미디어마케팅 솔루션 822

중견기업 뉴로스 졸업생 김김승승우우 터보기기 등 31,790

중소기업 바람과소리 졸업생 김김영영남남 유동해석프로그램,유동소음해석프로그램 200

중소기업 컴퓨팅브릿지 졸업생 김김유유진진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통합관제 시스템 외 393

중소기업 오팬 졸업생 김김은은석석 비행선여압조절장치,저소음냉각팬 제조, 서비스 22

중소기업 엠케이프리시젼 졸업생 민민병병광광 기체유량정밀측정기, MFC 제어기 외 9,550

중견기업 엔비스 졸업생 박박진진호호 주방가구, 기기 시공, 유지보수, 판매, 제조 16,725

중소기업 네오펙트 졸업생 반반호호영영 생물학 연구, 개발 271

중소기업 엔젯 졸업생 변변도도영영 반도체 제조용 기계, 나노프린터, 나노코터 677

중소기업 이노그리드 졸업생 성성춘춘호호 그리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2,591

중소기업 젠믹스텍 졸업생 승승성성표표 통신전자제품 제조 2,622

중소기업 신현기계 졸업생 신신동동효효 - -

중소기업 (재)항공안전기술센터 졸업생 이이경경태태 기술 시험,검사,분석 6,265

중소기업 시옷 졸업생 장장지지윤윤 - -

중소기업 씨에프텍 졸업생 정정동동규규 탈황집진장치 6,019

중소기업 아피아엔지니어링 졸업생 하하태태흡흡 항공기부품설계 2,003

중소기업 니어스랩 졸업생 최최재재혁혁 AI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서비스 -　

중소기업 페리지로켓 재학생 신신동동윤윤 초소형 발사체 -

재학생/졸업생 창업 기업 리스트

교원/졸업생 창업 현황

➣➣교교원원  창창업업  현현황황
  현재까지 교원 창업 사례는 2건으로 2012년 5월 장근식 교수가 ‘티투핀골프’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는 

골프퍼터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종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1월 이정률 교수가 구조안정성 모니터링 및 비파괴검사 

토탈 솔루션 개발을 주요 종목으로 하는 ‘스페이스NDT’를 창업하였다. 

회사명 설립자 창업연도 주요 종목 연간매출
(단위: 백만원)

티투핀골프 장근식 2012.05 골프퍼터설계 및 제조 5

스페이스NDT 이정률 2014.01　 SHM 및 NDT 토탈 솔루션 개발 300　

교원 창업 기업 리스트

➣➣재재학학생생//졸졸업업생생  창창업업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졸업생들은 연구소, 회사, 대학 등으로 진출하여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도 늘고 있다. 재학생/졸업생

들의 창업 기업 리스트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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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설계

5) AE500 통합적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

  본 과목에서는 대형, 복잡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다루고,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V”모델의 각 요소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시스템 designer/engineer

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와 공동으로 개설, 강의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시스템 공학의 활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모델

       
Quality Function Development

   
6) AE501 항공우주 시스템의 다분야 최적 설계

  본 과목에서는 복잡 시스템의 설계 최적화 방법 이론과 실제 응용을 다룬다. 최적화 문제의 수학적 모델링(디자인 

공간의 변수화, 목적함수, 조건함수 정의), 민감도 해석기법, 구배 기반 혹은 무기반 최적화 기법, 휴리스틱 

기법, 이산 최적 설계 기법, 근사 모델 기법, 다목적 최적 설계 기법, 다분야 디자인 문제의 분해 기법 등을 학생

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의 및 항공우주 시스템의 사례 연구가 예제되어지고, 최적화 이론이 과제 및 

과목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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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E200 기초우주프로젝트

  본 과목은 “AE201 기초항공프로젝트”가 항공기의 기본 비행원리 및 항공기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본 교과목은 우주 시스템의 기초적인 운용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캔 위성(CanSat) 설계/제작/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우주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nSat 제작

     

CanSat 시험

3) AE400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I

  본 과목은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프로세스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적인 설계 절차가 확립된 유인/무인 

항공기 설계과정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항공기 시스템의 요소 기술 분야인 공기역학, 항공기 성능, 안정성 및 

제어, 구조 및 추진장치의 관련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항공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공학설계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ief Good Transportation 설계
  

Personal Air Vehicle 설계
 

4) AE401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II

  본 과목은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I”에서 공부한 표준화된 설계 방법과 기타 전공과목을 통하여 습득한 공학적 

원리를 실제 우주발사체 설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설계 결과의 성능평가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항공우주공학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여, 저학년에서 공부한 

원리가 실제 설계과정에 적용되는 예를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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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와 홍콩과기대는 초소형 위성발사체 설계를, RMIT에서는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 강의 모듈 및 최종 발표물을 공유하고, Review Session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국제 공동 설계 경험을 제공하며, 

다분야 국제협력의 확장 기회로 삼고 있다. 

Course Introduction

    

Final Presentation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학제 간 교육 및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2011년부터 

“AE500 통합적항공우주시스템설계” 과목을 산업공학과와 공동으로 개설하여 원 내 다양한 학과의 체계공학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AE590 항공우주응용 인공지능기법” 과목을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우리 학과 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AI 기술을 항공우주 분야에 접목시키는 융합

연구 아이디어 도출에 기여하고 있다. 

학제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현황

➣➣실실무무능능력력향향상상  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습득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2018년
부터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과학 로켓 기술 교류 프로그램, 

아두이노로 바르게 배우는 드론 제어, 로켓의 구조해석 기초, 항공우주분야의 AI, ANSYS Workbench 

Mechanical Tutorial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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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 Magnetic Launcher 시스템의 다분야 최적 설계

➣➣교교육육협협력력  프프로로그그램램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시스템 디자인에 기초한 실험/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과 전공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 핵심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전략 방향에 맞추어 우리 학과는 단지 내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AE200 기초우주프로젝트” 과목에서는 KAIST 내 인공위성연구소와 협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캔위성 제작 및 실험 자문에 도움을 받고 있다. “AE401 항공우주시스템설계 II” 과목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현장 연구자를 통해 발사체 해석 실무에 관한 교육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E890 우주탑재기기” 과목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협업하여 교과목 개발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 내 연구기관과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해외 유수 대학과 국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AE401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II” 과목에서는 홍콩과기대(HKUST)와 호주 RMIT 대학과 우주 시스템 설계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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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에어쇼 
 

사프란 박물관
 

보잉

➣➣ AAiirr  &&  SSppaaccee  KKAAIISSTT  대대학학원원  워워크크샵샵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학과 연구그룹 간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들의 연구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자 “Air&Space KAIST”라는 대학원 워크샵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각 연구실 별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시간과 석사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만찬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논문연구가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석/박사과정 학생에게 상을 시상하고 있다. 

Air&Space KAIST 2018 행사

• • • • • •

Air&Space KAIST 2019 행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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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로켓 기술 교류 프로그램

  

아두이노로 바르게 배우는 드론 제어

로켓의 구조해석 기초

  

항공우주분야의 AI

ANSYS Workbench Mechanical Tutorial 

  

 
➣➣보보잉잉  장장학학금금((BBooeeiinngg  SScchhoollaarrsshhiipp))  해해외외  탐탐방방  프프로로그그램램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2013년부터 Boeing Korea로부터 산-학 협력 활성화 및 우호증진의 목적으로 

매년 USD 50,000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Boeing Scholarship”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생들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항공우주와 관련된 탐방 활동의 주제 및 국가를 직접 선정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Boeing, NASA Ames Center, ESA, Airbus, DRL, 스탠포드 대학, 뮌헨 공대 등 다양한 해외 기관을 방문

하였다. 앞으로도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Boeing Scholarship 해외연수 장학금과 같이 학부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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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에어쇼 
 

사프란 박물관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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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pace KAIST 2018 행사

Air&Space KAIST 2019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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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부부생생  산산업업체체  견견학학  프프로로그그램램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학부생들에게 연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구소 또는 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연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 동문 선배들의 도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나로우주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을 견학하였으며, 

항공우주공학도로서 의미 있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견학

   

고흥나로우주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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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5. 국제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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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장기발전 계획보고 (2001년)

• • • • • •

➣➣ 22000033년년
  2003년도 학과운영 결과 평가 보고서에서는 당시 국제협력 및 국제화 활성화 자체평가 및 향후 협력계획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03년까지 학과에서 진행한 교환학생 및 방문연구는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학과 차원의 파급효과가 크지 못하였다. BK21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미시간 대학과 국제협력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개별적인 방문연구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학과차원에서 중국, 일본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할 예정 (BUAA, Kyushu University)이며 MOU도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중국, 일본은 

비영어권 국가이므로 현재 간헐적으로 학생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의 RMIT와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Cranfield 대학, 프랑스의 SUPAERO, 독일의 Berlin 공대 등 항공우주공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의 대학과도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었다.

➣➣ 22000066  ~~  22001133년년
  2단계 BK21 사업단이 시작하는 2006년부터 대학원생의 국제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업단을 중심으로 복수공동학위 프로그램(Dual Degree Program)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MOU를 맺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 2008년 이수학점 인정 및 학생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이후 2009년에 본격적으로 학생교환이 진행되었다. 우리 학과 또한 BK21 사업단의 추진계획과 맞물려, BK21 

사업 기간 내에 복수공동학위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2001133년년  이이후후
  국제공동연구 및 복수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과 Long-term Vision Report 참고), 

중국, 일본 우수 대학 간 공동 워크숍 및 심포지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항공우주공학과 소속 학생들의 

국제경진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7년 미국 NASA의 Space Mission 설계 

Competition인 RASC-AL에서 “Best in Theme Award”를 수여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일한 대회의 

Finalist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전 세계 115개 팀이 참가하는 로켓 경진대회인 IREC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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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변천사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World Class 학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자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학과의 발전을 도모

하였으며, 40여 년 동안 학과가 성장해 가는 동안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전략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 11999977년년
  1997년 학과운영 결과 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학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전략은 크게 국내외 지명도(visibility) 

향상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학과 교원의 우수 국제 학술회의 유치 및 대학교, 연구소의 초청 연사로 강연 적극 권장

 외국대학 및 연구소 산업체와의 교류협정 및 국제공동연구 지속 추진

 해외 저명과학자 초빙활용 및 산업체/연구소 공동 활용

 해외 기업 및 연구소 전문기술자 유치 활용 (미국, 러시아 및 선진국 등과 교류). 

 국제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학부 및 대학원생의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공동연구 참여, 국제학술회의 참가 권장 

 박사 후 해외연수 적극 권장

➣➣ 22000011년년
  우리 학과는 당시 KAIST 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VISION 2010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장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우리 학과의 VISION 2010은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활동의 질적 성장을 통해 World Class 연구 대학 수준에 도달”이라는 2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항공우주공학과의 VISION 2010 계획에는 국내외 항공우주 동향 및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우리 학과의 자체 

SWOT 분석 및 세부 목표 및 실천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화 전략으로는 아래와 같은 계획 등이 수립

되었다. 

주요 내용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홍보 강화

 석박사 과정 학생의 해외 학술회의 참가율 증대

 BK21 국제교류 적극 참여

 외국인 교수 임용 적극 추진

 Post Doc 해외파견 활성화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학술회의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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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07년 MOU를 맺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 2008년 이수학점 인정 및 학생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이후 2009년에 본격적으로 학생교환이 진행되었다. 우리 학과 또한 BK21 사업단의 추진계획과 맞물려, BK21 

사업 기간 내에 복수공동학위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2001133년년  이이후후
  국제공동연구 및 복수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과 Long-term Vision Report 참고), 

중국, 일본 우수 대학 간 공동 워크숍 및 심포지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항공우주공학과 소속 학생들의 

국제경진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7년 미국 NASA의 Space Mission 설계 

Competition인 RASC-AL에서 “Best in Theme Award”를 수여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일한 대회의 

Finalist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전 세계 115개 팀이 참가하는 로켓 경진대회인 IREC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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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011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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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내용 기간 자문위원 소속

2007 제1회 GAB Meeting 11.25~11.27

Prof. Wesley Harris MIT

Prof. Sung Lee Univ. of Maryland

Prof. Shinji Suzuki Univ. of Tokyo

2009 제2회 GAB Meeting 05.18~05.19

Prof. Rinze Benedictus TU Delft

Prof. Wesley Harris MIT

Dr.Charles Smith NASA Ames Research Center

Prof. Vigor Ya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11 제3회 GAB Meeting 05.22~05.24

Prof. Wesley L. Harris, MIT

Prof. Jacco Hoekstra TU Delft

Prof. Sung W. Lee Univ. of Maryland

Prof. Wei Shyy HKUST

Dr. Pierre Vialles EADS

2016 제4회 GAB Meeting 09.23~09.26

Prof.D.Kuelaer DLR

J.W.Shin NASA HQ

Prof. Wei Shyy HKUST

Prof. Pier Marzaocca RMIT

Prof. S.Suzuki Univ. of Tokyo

GAB Meeting 개최 현황

 

제1회 GAB Meeting (2007)

• • • • • •

제2회 GAB Meeting (2009)

제3회 GAB Meeting (2011)

• • • • • •

제4회 GAB Meet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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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UU  체체결결  리리스스트트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1999년 University of Sydney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개의 해외 기관과 MOU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학과의 국제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다. 

번호 대학명 국가명 협정종류 체결일자

1 University of Sydney 호주 학생교류 1999.06.30

2 Beihang University 중국 학생교류 2003.03.14

3 Purdue University 미국 일반협정 2005.10.01

4 Cranfield University 영국 일반협정 2005.11.14

5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독일 일반협정 2006.03.07

6 University of Sydney 호주 학생교류 2006.01.05

7 Kyushu University 일본 학생교류 2006.02.25

8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 일반협정 2006.12.19

9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 학생교류 2007.01.07

10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중국 일반협정 2008.04.10

11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HKUST) 
홍콩 복수공동학위 2008.11.28

12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프랑스 복수공동학위 2009.04.23

13 Iowa State University 미국 복수공동학위 2009.05.22

14 University of Cambridge 영국 연구협력 2009.07.13

15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Kyushu University

연합 학생교류 2010.04.28

16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미국 학생교류 2011.05.11

17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독일 복수공동학위 2011.12.14

18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네덜란드 학생교류 2012.02.10

19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프랑스 복수공동학위 2012.04.03

20 Beihang University 중국 학생교류 2013.11.28

21 Xi'an Jiaotong University 중국 일반협력 2013.12.24

22 University of Maryland 미국 일반협력 2014.07.29

23
Deutsches Zentrum fuer Luft- und 

Raumfahrt e. V. (DLR)
독일 일반협력 2014.12.24

24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네덜란드 학생교류 2015.02.27

25 IMT Lille Douai 프랑스 박사복수학위 2017.11.08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 현황

교수 중심의 국제교류 현황

➣➣GGAABB  ((GGlloobbaall  AAddvviissoorryy  BBooaarrdd  MMeemmbbeerr))
  KAIST에서는 학교의 글로벌화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EAC(External Advisory Committ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GAB(Global Advisory Board)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GAB 미팅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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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 (2010, NUAA)

•• •• ••

제4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11, KAIST)

제5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 (2012, NUAA)

•• •• ••

제6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13, KAIST)

제7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 (2014, NUAA)

• • • • • •

제8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16, KAIST)

➣➣학학과과  해해외외  교교류류사사업업  현현황황
  학과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개별 교수들이 주관하는 해외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되어왔다.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학생교류,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국제협력들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 89 -

➣➣ KKAAIISSTT--NNUUAAAA  JJooiinntt  SSyymmppoossiiuumm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중국 내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 활동 및 연구 교류활동, 학생 

국제화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되어 있는 NUAA 대학과 2008년부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현재까지 

총 8회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양 학교의 학술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연도 사업내용 기간 장소

2008
The 1st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2.21~12.24 중국, NUAA

2009
The 2nd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4.22~04.24 한국, KAIST

2010
The 3rd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0.24~10.27 중국, NUAA

2011
The 4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0.28~10.29 한국, KAIST

2012
The 5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9.19~09.22 중국, NUAA

2013
The 6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1.16~11.17 한국, KAIST

2014
The 7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1.28~11.29 중국, NUAA

2016
The 8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6.07~06.09 한국, KAIST

2018
The 9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6.15~06.16 중국, NUAA

KAIST-NUAA Joint Symposium 개최 현황

제1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08, NUAA) 제2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09,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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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pace Engineering
10.24~10.27 중국, NUAA

2011
The 4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0.28~10.29 한국, KAIST

2012
The 5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9.19~09.22 중국, NUAA

2013
The 6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1.16~11.17 한국, KAIST

2014
The 7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11.28~11.29 중국, NUAA

2016
The 8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6.07~06.09 한국, KAIST

2018
The 9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06.15~06.16 중국, NUAA

KAIST-NUAA Joint Symposium 개최 현황

제1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08, NUAA)

•• •• ••

제2회 KAIST-NUAA 공동 심포지엄(2009,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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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학명/국가 사업내용 주관교수 기간 장소

2008

NUAA/China
Collaboration MOU between 

NUAA
이  인 04.10~04.11 KAIST

Univ.of Tokyo/Japan
제3회 전일본학생 

실내비행로봇콘테스트참가
한재흥 03.20~03.23 동경,일본

ITB/인도네시아 국제협력,연구협의 권오준 06.09~06.13 인도네시아

KAIST/Waseda/Nihon
/Doshisha 
Univ.(Japan)

Korea-Japan Young 
Researchers Workshop 

on Composites Materials
이  인 11.28~11.29 KAIST

2009

NUAA/China
Collaboration MOU between 

NUAA
책임교수 04.22~04.24 KAIST

Univ. of Tokyo / 
Japan

국제 무인항공기대회 참가(제5회 
전일본학생실내비행로봇컨테스트)

한재흥 09.18~09.21 일본

Kyushu University
제 4차 KAIST-Kyushu Univ. 
Student Workshop 개최

권장혁 12.03~12.05 대전

NUAA / CHina
제 2차 KAIST-NUAA Student 
Joint Workshop on AE

이인 11.16~11.17 대전

IAC
국제우주학회(IAC) 내 
국제우주청년회의 개최

탁민제 10.08~10.10 대전

2010 NUAA/China
The 3rd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인 10.24~10.27 중국 난징

2011

NUAA/China
 제4차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인 10.28~10.29 KAIST

Kyushu University

  제5차 KAIST-KYUSHU Univ. 
Joint Workshop on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권장혁 11.24~11.26 일본

2012

NUAA/China
The 5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인 09.19~09.22 중국 난징

ITB Indonesia
인도네시아 ITB 국제 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국제 학술 세미나 및 

WORKSHOP 개최
방효충

04.15 KAIST

06.01~06.02 인도네시아 반둥

2013

NUAA/China
제 6 차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인 11.16~11.17 KAIST

BUAA/China
Beihang University 

항공우주공학과와의 국제협력사업 박승오,안재명 07.29~08.31 중국

Kyushu University
제 6 차  KAIST-KYUSHU Univ.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권장혁

이지윤
11.28~11.30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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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학명/국가 사업내용 주관교수 기간 장소

2004 일본 Kyushu 대학 큐슈대학 교류 사업 권장혁 11.09 일본

2005

일본 Kyushu 대학
KAIST-Kyushu U.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권장혁 11.25~11.27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동경공대(Tokyo Institute of 
Tehcnology) - KAIST 

Workshop
박승오 05.17~05.19 KAIST

2006

일본 Kyushu 대학
The 2nd Student Joint 

Workshop
권장혁 11.30~12.02 KAIST

독일 뮌헨공대 교환학생 협의 및 연구협력 한재흥 07.07~07.12 뮌헨공대

일본 Tohoku 대학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한재흥 11.07~11.11
Tohoku

대학

미국 Michigan 대학 국제협력 기계과 공동주관 12.14~12.20 Hawaii

베트남 VNU, Hanoi 복합재료연구협력 김천곤 11.26~12.03 베트남

2007

Kyushu University/

Aerospace 
Engineering

Joint Student Workshop 및 
논문발표

권장혁 11.29~12.02 Kyushu Univ.

NUAA
KAIST-NUAA

국제협력
이  인 12.27~12.31 KAIST

Technion-Israel/

Aerospace 
Engineering

KAiST-Technion Exchange 
program

권세진 10.22~10.25 KAIST

Poitiers University/

Chemistry Dept.
학생파견, 교류협의 권세진 09.13~09.17 KAIST

Nagoya University/

Dept. of Aeronautics
학생파견, 교류협의 권세진 08.22~08.24 KAIST

USC/Dept.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학생파견, 교류협의 권세진 06.04 KAIST

Tohoku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

학생파견, 교류협의 권세진 03.29~03.21 KAIST

KAIST/TIT/Tohoku 
Univ./HIT Joint 
Workshop on 
Multidisciplinary 
Design Problems

Joint Student Workshop 및 
논문발표

이  인 12.07~12.10 KAIST

해외 교류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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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학명/국가 사업내용 주관교수 기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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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의 국제교류 현황

➣➣파파견견  교교환환학학생생  현현황황
  학과운용 평가 보고서 및 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DB)를 보면,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24년간 총 95명의 

학생을 해외 우수 대학 40곳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95명의 학생 중 학사가 80명(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석·박사는 각각 6명(6%), 9명(10%)로 확인되었다. 해외파견 교환학생 수의 연도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 가장 많은 인원 10명을 파견하였으며, 이 중 5명은 독일의 뮌헨공대 측에 파견하였다.

파견 교환학생 변동 추이

지역별 교환학생 파견 비율

  지역별로 파견 교환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학과는 유럽지역(53%)에 가장 많은 학생을 파견하였으며, 

다음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25%) 그리고 미주(2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지역에서는 뮌헨공대(15명)를 

중심으로 파견교환 학생 중 가장 많은 20명을 독일에 파견하였다. 그 외의 자세한 파견사항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 93 -

연도 대학명/국가 사업내용 주관교수 기간 장소

2014

NUAA/China
The 7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최한림 11.28~11.29 중국

BUAA/China
KAIST-Beihang 제1회 항공우주 

학술 교류 워크숍
안재명 10.06~10.10 KAIST

ITB

The 9th KAIST-ITB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ndonesia) Joint Workshop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Engineering

한재흥 12.17~12.18 인도네시아

2015

BUAA/China
KAIST-Beihang 제2회 항공우주 

학술 교류 워크숍
안재명 11.26~11.28 중국

Kyushu Univ.

7th KAIST-KYUSHU Univ. 
Joint Workshop on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이지윤 12.10~12.12 일본

2016

호주 외 7개국 제1회 극초음속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박기수 11.27~11.29 KAIST

Kyushu U.

The 8th KAIST-KYUSHU Univ. 
Joint Workshop on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이지윤 10.13~10.15 KAIST

NUAA/China
The 8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최한림 06.07~06.09 KAIST

2017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TUB)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TUB)과 소형위성개발 공동 

연구
한재흥 12.18~12.21 독일

Kyushu U.
9th KAIST-KYUSHU Univ. 
Joint Work 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지윤 12.07~12.09 일본

RMIT,HKUST
RMIT-HKUST-KAIST 

Workshop 
한재흥 05.21~05.23 홍콩

2018

NUAA/China
The 9th KAIST-NUAA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최한림 06.15~06.16 중국 난징

RMIT,HKUST
RMIT-HKUST-KAIST 

Workshop 
한재흥 11.22~11.23 홍콩

Kyushu U.
10th KAIST-KYUSHU Univ. 
Joint Work 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지윤 12.06~12.1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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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흥 11.22~11.23 홍콩

Kyushu U.
10th KAIST-KYUSHU Univ. 
Joint Work 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이지윤 12.06~12.1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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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치치  교교환환학학생생  현현황황
  최근 6년간 우리 학과에서 유치한 국외 타 대학 교환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36개 대학에서 138명을 유치

하였다. 2017년을 제외하고 우리 학과는 매년 20명 이상의 교환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유치 교환학생 현황

  지역별로 유치 교환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 지역(60%) 특히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가장 

많은 52명의 학생을 유치하였다. 다음으로는 유럽 지역 (35%) 그리고 북미/남미 (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 

지역에서는 프랑스 17명, 독일 및 이탈리아 12명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환학생 지역별(국적 기준) 유치 현황

  그 외의 자세한 유치사항은 아래 표에 지역별 파견현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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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대학 인원(명)

유럽

독일

Technical University Munich 15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1

Hochschule Furtwangen University 1

Technical University of Dortmund 1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2

프랑스

INSA Lyon 10

INSA Toulouse 1

University of Technology of Troyes 2

스위스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3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6

핀란드 Aalto University 1

덴마크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1

스웨덴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6

총합 50

미주

미국

Olin College of Engineering 3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1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3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1

Texas A&M University 1

University of Michigan 2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

University of Iowa 2

University of Florida 1

University of Minnesota 1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1

Purdue University 1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1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

총합 21

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University of Sydney 7

RMIT 3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

Tohoku University 2

Kyushu University 2

Waseda University 1

The University of Tokyo 1

중국
Nanjing University 1

Tsinghua University 1

홍콩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

총합 24

총합 95

지역별 교환학생 파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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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총 17명을 NUAA에 파견하였다. 17명의 학생들은 약 4주 기간 동안 항공우주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체험 과목까지 수강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2016년, 2017년 및 2019년 여름에 각각 학부생 9명, 

2명, 5명을 파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연도 사업내용 기간 장소 참가인원

2006

NUAA Summer School

07.06~08.16

중국, NUAA

학부 17명

2016 06.27~07.22 학부 9명

2017 06.19~07.14 학부 2명

2019 06.15~07.07 학부 5명

NUAA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2006 NUAA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

•• ••

2016 NUAA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 •• ••

2017 NUAA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2019 NUAA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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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대학 인원(명)

유럽

독일

RWTH Aachen University 3

Technical University Munich 4

University of Stuttgart 3

프랑스

Arts et Métiers ParisTech 3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de Saint-Etienne 4

INSA Rennes 1

INSA Rouen 1

University of Technology at Belfort-Montbéliard 4

University of Technology of Compiègne 1

ISAE-SUPAERO 2

MINES ST-ETIENNE 1

University of Technology of Troyes 1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6

University of Twente 4

핀란드 Aalto University 3

덴마크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6

스위스 ETH Zurich 1

스웨덴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1

체코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1

이탈리아

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 2

Politecnico Di Torino 4

Polytechnic University of Turin 2

총합 58

북미/남미

미국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1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

캐나다
Ecole de Technologie Superieure 2

Ecole Polytechnique de Montreal 2

브라질 Polytechnic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ao Paulo 2

총합 8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호주

University of Sydney 1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1

Monash University 1

중국

Beihang University 12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5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6

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1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42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1

터키
Bahcesehir University 1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1

총합 79

총합 283

항공우주공학과 교환학생 유치 현황

➣➣ NNUUAAAA  하하계계  단단기기연연수수  프프로로그그램램
  2006년에는 KAIST 차원에서 중국대학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학과에서는 중국 소재 

남경항공항천대학(NUAA)과 하계단기연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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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 •• ••

제3회 KAIST-KYUSHU 워크샵(Kyushu Univ.)

제4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 •• ••

제6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제6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 •• ••

제9회 KAIST-KYUSHU 워크샵(Kyushu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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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bound 
(NUAA, Kyushu Univ. -> KAIST)

Outbound 
(KAIST-> NUAA,Kyushu Univ.)

총합

파견

인원

NUAA Kyushu Univ. Kyushu Univ. NUAA 

9 5 2 1 17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교류 현황

연도 사업내용 기간 장소

2005
제1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1.25~11.27 일본, Kyushu Univ.

2006
제2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1.30~12.02 한국, KAIST

2007
제3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1.29~12.02 일본, Kyushu Univ.

2009
제4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2.03~12.05 한국, KAIST

2011
제5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1.24~11.26 일본, Kyushu Univ.

2013
제6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1.28~11.30 한국, KAIST

2015
제7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2.10~12.12 일본, Kyushu Univ.

2016
제8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0.13~10.15 한국, KAIST

2017
제9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2.07~12.09 일본, Kyushu Univ.

2018
제10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2.06~12.08 한국, KAIST

2019
제11차 KAIST-Kyushu Univ. Student Joint 
Workshop on Aerospace Engineering

12.05~12.06 일본, Kyushu Univ.

KAIST-Kyushu Student Joint Workshop 개최 현황

➣➣한한··중중··일일  대대학학생생  교교류류  프프로로그그램램  시시범범  사사업업
  정부 주도의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우리 학과 이인 교수의 교류 사업이 선정되어,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약 2학기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과목수강 및 학점 취득

(기초한국어 수업 수강 등)뿐만 아니라, 정기적 공동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3개국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 KKAAIISSTT--KKyyuusshhuu  대대학학생생  교교류류사사업업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2005년부터 권장혁 교수의 주도하에 일본 Kyushu 대학 항공우주공학과와 정기적

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공동 워크숍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항공우주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을 발표하며 일본 학생들과의 학술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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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제3회 KAIST-KYUSHU 워크샵(Kyushu Univ.)

제4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제6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제6회 KAIST-KYUSHU 워크샵(KAIST) 제9회 KAIST-KYUSHU 워크샵(Kyushu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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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Kyushu Student Joint Workshop 개최 현황

➣➣한한··중중··일일  대대학학생생  교교류류  프프로로그그램램  시시범범  사사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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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AIISSTT--KKyyuusshhuu  대대학학생생  교교류류사사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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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AASSAA  JJaammeess  WWeebbbb  우우주주망망원원경경  교교육육행행사사
  우리 학과에서는 11월 8일 허블망원경을 대체할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James Webb) 우주망원경을 

개발 중인 NASA 엔지니어들을 모시고 교육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육행사는 1부 “Into the Unknown”영상 

상영회와 2부 개발자들과의 토론회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차세대 망원경의 제작 배경부터 건설

과정까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교육행사 사진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발전현황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은 BK21 사업의 2단계 기간(2006년~2011년)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 

MOU를 맺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해왔으며, 2008년에는 이수학점 인정과 학생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고, 2009년에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면서 학생교환이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2019년 까지 복수

학위제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리스트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번호 연도 체결기관 국가 협정체결일

1 2008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HKUST) 

홍콩 11.28

2

2009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프랑스 04.23

2014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연장 프랑스 04.03

3 2009 Iowa State University 미국 05.22

4 2011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독일 12.14

5 2017 IMT Lille Douai 프랑스 11.08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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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B885500  큐큐브브셋셋((LLIINNKK))개개발발  국국제제공공동동프프로로젝젝트트
  우리 학과 항공우주시스템 및 제어연구실(방효충 교수)의 KR01 팀이 QB850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큐브셋 LINK를 실은 Atlas-V가 2017년 4월 18일 오전 11시 11분(미 동부시)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

으며 이후 5월 18일 오후 11시 5분 큐브셋 LINK의 비콘 신호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였다.

큐브셋(Link)을 실은 Atlas-V 발사 장면 큐브셋(Link) 미션 프로파일

➣➣ NNAASSAA  RRAASSCC--AALL  ((우우주주임임무무  설설계계대대회회))
  2002년부터 NASA가 개최해 온 혁신적 우주임무 설계대회인 RASCAL(Revolutionary Aerospace 

Systems Concepts-Academic Linkage)에서 우리 학과 팀이 호주 RMIT, 미국 TTU와 연합팀으로 참가해 

“유인 달 탐사 미션용 물자 수송을 위한 시스템 및 수송 계획” 부문 Best in Theme Award를 수상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최종발표회에는 많은 참가 희망팀 중 1차/2차 심사를 통과한 Finalist 14개 팀이 참가

하였다. KAIST팀은 두 종류의 모듈을 구성하고, 복수 출발 궤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킨 설계를 수행하여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국내 최초 수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대회 참가 개요

 일일시시  및및  장장소소  : 2017년 5월 30일(화) ~ 6월 3일(수), 미국 플로리다 

 주주최최  : 미국 항공우주국(NASA)

 분분야야  : 장기간 유인 달 탐사를 위한 물자 전송 시스템 설계 

 수수상상자자  : 서종은(박사과정), 이주성(석사과정), 고재열(석사과정), 

최석민(석사과정), 이은광(졸업생)

 지지도도교교수수  : 안재명 

RASC-AL 대회 참가 사진 RASC-AL 대회 수상 사진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113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 102 -

➣➣ NNAASSAA  JJaammeess  WWeebbbb  우우주주망망원원경경  교교육육행행사사
  우리 학과에서는 11월 8일 허블망원경을 대체할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James Webb) 우주망원경을 

개발 중인 NASA 엔지니어들을 모시고 교육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육행사는 1부 “Into the Unknown”영상 

상영회와 2부 개발자들과의 토론회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차세대 망원경의 제작 배경부터 건설

과정까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교육행사 사진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발전현황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은 BK21 사업의 2단계 기간(2006년~2011년)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 

MOU를 맺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해왔으며, 2008년에는 이수학점 인정과 학생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고, 2009년에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면서 학생교환이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2019년 까지 복수

학위제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리스트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번호 연도 체결기관 국가 협정체결일

1 2008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HKUST) 

홍콩 11.28

2

2009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프랑스 04.23

2014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연장 프랑스 04.03

3 2009 Iowa State University 미국 05.22

4 2011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독일 12.14

5 2017 IMT Lille Douai 프랑스 11.08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체결 현황

- 101 -

➣➣QQBB885500  큐큐브브셋셋((LLIINNKK))개개발발  국국제제공공동동프프로로젝젝트트
  우리 학과 항공우주시스템 및 제어연구실(방효충 교수)의 KR01 팀이 QB850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큐브셋 LINK를 실은 Atlas-V가 2017년 4월 18일 오전 11시 11분(미 동부시)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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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큐브셋(Link) 미션 프로파일

➣➣ NNAASSAA  RRAASSCC--AALL  ((우우주주임임무무  설설계계대대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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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최종발표회에는 많은 참가 희망팀 중 1차/2차 심사를 통과한 Finalist 14개 팀이 참가

하였다. KAIST팀은 두 종류의 모듈을 구성하고, 복수 출발 궤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킨 설계를 수행하여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국내 최초 수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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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C-AL 대회 참가 사진

•• •• ••

RASC-AL 대회 수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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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주제 공동연구기관 담당교수

1995
복합재료 구조물 설계 제작을 위한 Concurrent Engineering 
System 개발

UCLA, (Prof. H.T. 
Hahn)

홍창선

2000
고기능 복합재료로 보강된 대형 구조물의 신뢰성과 내구성 진달을 위한 
광섬유 변형률 센서에 관한 연구

UCB Lyon, France / 
Prof. Hamlin

홍창선

2007 한.불 과학기술협력기금사업(STAR)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de Saint-Etienne

이인

2008
마이크로 위성 탑재용 과산화수소 추력기용 고성능 촉매의 합성 및 특성 
평가(1 차/2 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사업 권세진

2009
마이크로 위성 탑재용 과산화수소 추력기용 고성능 촉매의 합성 및 
특성평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사업 권세진

2009 형상기억합금을 응용한 지능구조물 연구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이인

2009
Research on Stability and Controllability Improvements 
of Bio-Inspired UAVs Using a Pseudo Flight 
Environment

University of Cambridge 한재흥

2010 Multi-agent system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최한림

2010 Hydrogen Generator for Mobile Power Source LABOR Srl 권세진

2010 형상기억합금을 응용한 지능구조물 연구(2 차/2 년)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이인

2010 GNS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Stanford University 이지윤

2011 Solar thermal generation system Khalifa University 백승욱

2011 전투기 공중 전투 기동 및 화력제어 논리 개발 연구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이덕주

2011 연료전지 항공기 및 고고도 무인기 액체 수소 탱크 연구개발
Polytechnic University 

of Turin
박철

2012 무인항공기 공중전 알고리즘 개발
Naval Postgraduate 

School
심현철

2012
SLAM using Omni-VISER(3D Omni Vision-Laser 
Scann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방효충

2012 Nano-Satellite International Progrmal(QB-50)
Von Karman Institute 
for Fluid Dynamics

방효충

2012 Fluid SLAM 기반 로봇 활용 국소 기상현상 재현 기법 연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최한림

2012
Fluid SLAM and the Robotic Reconstruction of Localized 
Atmospheric Phenomen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최한림

2012 수소연료전지비행기 개발
Polytechnic University 

of Turin
박철

국제공동연구 과제수주 현황

국제 공동연구 / 과제 수주 현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World Class 학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전략 수립 이래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제협력 DB에 수록된 우리 학과의 국제 공동 연구의 

과제 수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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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제 체결 합의서

학과 방문 해외 석학 현황

• •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설립 이래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405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학과를 방문하여 수준 
높은 세미나를 제공하여 주었다.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는 199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과 방문 해외 석학의 

수는 아래 차트와 같다. 매년 10명 정도의 해외 석학이 학과를 방문해 주셨으며,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한해

에만 무려 40여 명의 해외 석학이 학과를 방문해 주셨다. 

연도별 학과 방문 해외 석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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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ulti-agent system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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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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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과제수주 현황

국제 공동연구 / 과제 수주 현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World Class 학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전략 수립 이래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제협력 DB에 수록된 우리 학과의 국제 공동 연구의 

과제 수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103 -

복수학위제 체결 합의서

학과 방문 해외 석학 현황 • • • •

• •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설립 이래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405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학과를 방문하여 수준 
높은 세미나를 제공하여 주었다.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는 199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과 방문 해외 석학의 

수는 아래 차트와 같다. 매년 10명 정도의 해외 석학이 학과를 방문해 주셨으며,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한해

에만 무려 40여 명의 해외 석학이 학과를 방문해 주셨다. 

연도별 학과 방문 해외 석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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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ccaaddeemmiicc  RRaannkkiinngg  ooff  WWoorrlldd  UUnniivveerrssiittiieess  ((항항공공  분분야야))  
  세계대학학술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는 2003년부터 상해교통대학 교육대학원

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항공분야만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표는 2017년 처음 발표되었다.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2019년 세계대학 21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순위 대학명 국가

1 Beihang University 중국

2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3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중국

4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중국

5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6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미국

… … …

21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ACRW-Aerospace Engineering 세계대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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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주제 공동연구기관 담당교수

2012 공항 터미널 공역에서 비행 이격 관리기법 개발 Boeing Company 탁민제

2012 Flight separation control in airport terminal airspace Boeing Company 최성임

2012
Performance Enhancement of Smart Synchronized 
Position Hold, Engage, Reorient, Experimental Satellites 
(SPHERES)

NASA Ames Research 
Center

심현철

2012 공항 터미널 공역에서의 비행 이격 관리기법 개발 Boeing Company 최성임

2013 이산화탄소 젤화
Aramco Overseas 

Company
백승욱

2013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월성 센터 - 1 단계: 과제 도출
Lockheed Martin 
Aeronautics

안재명

2013 우주용 복합재
Amrita Vishwa 
Vidyapeetham

김천곤

2014
Scalable Gaussian Process Enabled Bayesian Inference 
for Sensor Networks in Smart Buildings

MicroSoft 최한림

2014
Droplet Combustion of Nanofluid Fuels at Elevated 
Pressures and Temperatures

Lockheed Martin 
Aeronautics

백승욱

2018
Real-Time Non-Contact Damage Visual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omposite Aircraft Structures 

Boeing 이정률

QS 랭킹 변화 추이

➣➣QQSS  RRaannkkiinngg  bbyy  SSuubbjjeecctt  ((기기계계&&항항공공  분분야야))    
  QS Ranking by subject는 2011년부터 각 학문 분야별로 세계대학순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기계&항공 분야의 세계대학 순위는 2013년부터 QS Ranking을 매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다. 우리 학과가 

소속된 KAIST 기계항공공학부는 2013년 세계대학순위 19위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16위, 국내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KAIST 기계항공공학부 QS 랭킹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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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현황

➣➣서서울울  캠캠퍼퍼스스  ((11997733년년))
  한국과학원은 1973년 9월 서울 홍릉에서 약 170,000m² 부지에 설립되었으며 항공공학과는 1979년 3월 1일 

신설되었다.

서울 캠퍼스 시설 개요

 부부지지  면면적적  : 170,000m² (약 51,800평)

 가가용용  면면적적  : 66,000m²  (약 20,000평)

 시시설설  규규모모  : 41,000m²  (약 12,400평)

 착착공공년년월월  : 1971년 4월

 준준공공년년월월  : 1973년 9월

 건건물물  구구성성  : 강당, 도서실, 학생회관, 컴퓨터실, 산업과학, 기초과학, 재료과학연구동, 화학과학, 생물과학연구동, 기계과학, 전기

과학 연구동 및 공작실, 기숙사, 수영장, 농구장 등

  1971년 3월 8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의 홍릉 답사 이후, 한국과학원의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상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러 명의 건축가로 구성된 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스터 플랜 작성이 진행

되었다. 1971년 3월 28일 총 부지 면적 170,000m²에 시설 규모 41,000m²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었다. 

1971년 4월 14일 홍릉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3개 

기관의 합동기공식이 거행되었으며 1973년 9월 준공되었다.

한국과학원 배치도

• •

한국과학원 전경

➣➣대대전전  캠캠퍼퍼스스로로  이이전전  ((11999900년년))
  70년대부터 한국과학원은 재학생 수가 날로 증가해 서울 홍릉캠퍼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80년대

부터 새로운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0년에 이르러 대전으로 이전이 본격화되었다. 이 무렵 

항공공학과도 서울 홍릉 캠퍼스에서 대전 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캠퍼스의 한계를 서울에서 극복하고자 

인근 임업시험장을 광릉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 대전으로 이전한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정부의 수도권개발 억제 정책과 대상기관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고, 한국과학원 내의 부지는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도 불가능했다. 이 결과 나온 대안이 대덕으로의 

이전인데, 80년대 초 정치적인 격변기를 맞아 잠시 주춤했던 이 계획은 84년 4월 다시 등장했다. 이후 과학기술

진흥협의회에서 KAIST의 대덕이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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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 및 스페이스

발전기금 현황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기기부부자자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1979년 설립 이래 항공우주공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내외 항공우주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적으로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의 기반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한 학과 발전기금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동문 및 동문가족, 재학생, 교원들의 

기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도 3월 기준 우수 기부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발발전전기기금금  현현황황
  현재 학과의 시급한 현안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발전기금의 주요 

목표이다. 이 목표는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 2017년도까지 모인 기금은 

아래와 같으며, 2019년 말 현재는 기금이 더 증가하였다. 

기금명 금액(원)

조정훈 항공우주공학 학술기금 532,714,000

항공우주공학과 발전기금 194,308,405

총합계 727,022,405

발전기금 현황 (2019년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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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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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데, 80년대 초 정치적인 격변기를 맞아 잠시 주춤했던 이 계획은 84년 4월 다시 등장했다. 이후 과학기술

진흥협의회에서 KAIST의 대덕이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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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 및 스페이스

발전기금 현황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기기부부자자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1979년 설립 이래 항공우주공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내외 항공우주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적으로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의 기반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한 학과 발전기금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동문 및 동문가족, 재학생, 교원들의 

기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도 3월 기준 우수 기부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발발전전기기금금  현현황황
  현재 학과의 시급한 현안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발전기금의 주요 

목표이다. 이 목표는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 2017년도까지 모인 기금은 

아래와 같으며, 2019년 말 현재는 기금이 더 증가하였다. 

기금명 금액(원)

조정훈 항공우주공학 학술기금 532,714,000

항공우주공학과 발전기금 194,308,405

총합계 727,022,405

발전기금 현황 (2019년도 말 기준)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22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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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준공식

  준공식 행사는 새롭게 증축된 4층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총장님, 부총장님을 비롯하여 KAIST 직원들과 

증축기금 납부기업체 관계자, 증축기금 기부자, 시공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시설팀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하였고, 총장님도 축사를 해주셨다. 이어서 증축 관련 공로패 전달식, 

기부자 명패 제막식을 가진 후, 이번 준공식 행사를 마쳤다.

증축 기금 모금 결과

 총총  모모금금액액  : 264,789 천원

 교교수수  : 16명(116,353천원)

 재재학학생생  : 74명(19,250천원)

 졸졸업업생생  : 149명(100,310천원)

 기기타타((학학부부모모  포포함함))  : 10,200천원

 기기금금운운용용수수익익  : 18,676천원

증축기금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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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당시 대덕캠퍼스 전경 이전 당시 기계공학동 전경

  그러나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9년 2월, 전학제 원장의 후임으로 이상수 한국과학원 초대 원장이기

부터는 대덕캠퍼스에서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90년 1월부터 대덕캠퍼스에서 원장 업무를 보기제6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덕단지로의 이전은 점점 가시화되었다. 이상수 원장은 결국 1990년 3월 신학 시작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에는 현판식과 신입생 입학식이 대덕캠퍼스에서 열렸고, 4월에는 서울에 있었던 많은 부서가 

대덕으로 이전해 본격적인 대덕캠퍼스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그러나 서울 홍릉의 시설과 장비를 대덕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에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NN77--22))  증증축축  ((22000077년년)
  2007년 12월 17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기계동 N7-2 건물에 대한 1개 층 증축이 완료되어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2007년 3월 19일부터 약 9개월간 진행된 공사로 약 255평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다.

증축 공사 개요 

 증증축축  범범위위  : 1개 층 (3층→4층) 약 255평 증가

 실실구구성성  : 실험실(약 17평) 5개, 세미나실(약 25평) 1개, 교수연구실(약 8평) 7개로 구성

 사사업업비비  예예산산  : 총 9억원 (Globalization Project 6억 / 학과부담 3억)

 설설계계  : 대성설계사무소

 시시공공  : 기림건설

 감감리리  : 에이앤엘

증축 조감도 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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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당시 기계공학동 전경

  그러나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9년 2월, 전학제 원장의 후임으로 이상수 한국과학원 초대 원장이기

부터는 대덕캠퍼스에서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90년 1월부터 대덕캠퍼스에서 원장 업무를 보기제6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덕단지로의 이전은 점점 가시화되었다. 이상수 원장은 결국 1990년 3월 신학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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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룸 평면도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개개선선  공공사사  ((22001144년년))
  풍동실험동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2014년 12월경 마무리되었다. 공과대학 학·처장 예산 

워크숍에서 약 5,200만 원가량 지원을 통해 학과 자체예산 4,200만 원 등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약 553m² 개선공사를 통해 대형 풍동장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공사 완료 사진

➣➣ CCOOSSDDAA  공공간간  구구축축  ((22001155년년))
  2015년도 학·처장 예산 워크숍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의 시스템 중심 설계 교육을 위한 

상호작용 교육 컨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COSDA(COllaborative System Design Arena) 공간을 녹색

교통대학원(N7-5) 303호에 구축하였다.

COSDA 내부사진  COSDA 내부사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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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기기술술창창업업관관((현현  유유레레카카관관//NN2277))으으로로의의  확확장장  ((22001100년년))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학과의 교육 및 연구시설의 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무처로부터 신기술창업관

(현 유레카관/N27) 건물을 새로 부임하는 신임교원 연구실 및 실험실 용도로 제공받았다.

신기술창업관(N27) 시설 개요

 규규모모 : 지하1층, 지상7층

 연연면면적적 : 5,957m²(1,803평)

 전전용용면면적적  : 3,448m² (1,043평)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배배정정 : 4층, 501.3m²(151.9평)

 실실구구성성 : 보육시설(68실, 831평), 지원시설(10실, 135평), 회의실(4실, 77평)

  우리 학과에서 사용 중이던 산업경영학동 1층 실험 실습실은 지식서비스공학과에 이양하였으며, 배정받은 신기술

창업관 4층 및 (구)자동차기술대학원(N7-5) 건물 일부로 이전하게 되었다. (구)자동차기술대학원 건물은 Green 

Transportation 관련 연구/교육공간으로 활용하되, 항공우주공학과와 기계공학과 중심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구)자동차기술대학원(N7-5) 건물 유레카관(N27) 건물

➣➣학학부부생생실실((다다빈빈치치룸룸))  ((22001122년년))  
  학부생들을 위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학부생 공간이 ‘다빈치룸(Da Vinci Room)’으로 

재탄생했다. 약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20평에 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학부생

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하여 새로운 복층형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다. 2012년 

11월 27일에는 학생들과 방효충 학과장, 안재명 교수, 홍슬기 학생대표 및 학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Opening Ceremony를 가졌다. 이 공간은 기존에 답답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빈치룸 준공식 공사 완료 사진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125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 112 -

다빈치룸 평면도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개개선선  공공사사  ((22001144년년))
  풍동실험동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2014년 12월경 마무리되었다. 공과대학 학·처장 예산 

워크숍에서 약 5,200만 원가량 지원을 통해 학과 자체예산 4,200만 원 등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약 553m² 개선공사를 통해 대형 풍동장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공사 완료 사진

➣➣ CCOOSSDDAA  공공간간  구구축축  ((22001155년년))
  2015년도 학·처장 예산 워크숍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의 시스템 중심 설계 교육을 위한 

상호작용 교육 컨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COSDA(COllaborative System Design Arena) 공간을 녹색

교통대학원(N7-5) 303호에 구축하였다.

COSDA 내부사진  COSDA 내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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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기기술술창창업업관관((현현  유유레레카카관관//NN2277))으으로로의의  확확장장  ((22001100년년))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학과의 교육 및 연구시설의 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무처로부터 신기술창업관

(현 유레카관/N27) 건물을 새로 부임하는 신임교원 연구실 및 실험실 용도로 제공받았다.

신기술창업관(N27) 시설 개요

 규규모모 : 지하1층, 지상7층

 연연면면적적 : 5,957m²(1,803평)

 전전용용면면적적  : 3,448m² (1,043평)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배배정정 : 4층, 501.3m²(151.9평)

 실실구구성성 : 보육시설(68실, 831평), 지원시설(10실, 135평), 회의실(4실, 77평)

  우리 학과에서 사용 중이던 산업경영학동 1층 실험 실습실은 지식서비스공학과에 이양하였으며, 배정받은 신기술

창업관 4층 및 (구)자동차기술대학원(N7-5) 건물 일부로 이전하게 되었다. (구)자동차기술대학원 건물은 Green 

Transportation 관련 연구/교육공간으로 활용하되, 항공우주공학과와 기계공학과 중심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구)자동차기술대학원(N7-5) 건물 유레카관(N27) 건물

➣➣학학부부생생실실((다다빈빈치치룸룸))  ((22001122년년))  
  학부생들을 위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학부생 공간이 ‘다빈치룸(Da Vinci Room)’으로 

재탄생했다. 약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20평에 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학부생

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하여 새로운 복층형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다. 2012년 

11월 27일에는 학생들과 방효충 학과장, 안재명 교수, 홍슬기 학생대표 및 학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Opening Ceremony를 가졌다. 이 공간은 기존에 답답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빈치룸 준공식

•• ••
공사 완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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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속 풍동장비 개요

 시시험험부부 : 1,016mm x 712mm

 작작동동방방식식 : open loop, suction type

 수수축축비비 : 7.2:1

 속속도도  운운용용  범범위위 : 10~70m/sec

 팬팬  : 150HP(112KW)

 속속도도  제제어어  방방식식 : vane control system(reactor type) 

  아음속 풍동장비는 노후화된 아날로그타입의 풍속제어장치, 데이터 처리장비로 운용 중이나, 지상시험용 공간 

확보, 장비 운영 시스템 자동화 풍동장비 보수/개선 등이 수행되었다. 장비 개보수를 통해 풍동시험부 안전망 

후방 및 정체실망, 허니콤 등을 교체하였으며, 가시화창을 확장하였다. 또한 빗물받이를 개조하여 외부에서 나뭇잎,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풍동제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RPM을 조절하여 풍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날개각도 조절장치는 수동으로 작업 시 볼륨을 이용하여 조절을 하였지만 인버터를 통한 RPM 

조절 시에는 날개를 완전히 개방하여 인버터를 통해 모터의 RPM 조절로 풍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설계안은 시제품 제작실(N5, 2207호)에서 가공 및 3D 프린팅을 통해 구조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

우주공학과에서는 아이디어 도출부터 제품화 이전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세스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음속 풍동장비 활용 계획

➣➣ EEdduuccaattiioonn  33..00  강강의의실실  설설치치  ((22001166년년))
  교육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인 Education 3.0의 흐름이 항공우주공학과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주기 위해 2320호에 glass board를 3면에 걸쳐 확보하였고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쓰거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의 일대 다 방식의 강의에서 벗어나 그룹 단위 수업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TV를 3면에 설치하였고 각기 다른 노트북에 연결하여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두었다. 

Education 3.0 강의실은 항공우주열역학(AE210), 로켓시스템공학(AE516)등을 중심으로 점차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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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System Design-Centric Education’ 이라는 학과의 교육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협업적 시스템 설계 교육을 위한 개방형 공간 확보 및 통합적 시스템 설계 교육을 위한 H/W, S/W 교육 컨텐츠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격회의시스템 및 프로젝터, 스위칭 허브, 등 H/W를 통해 통합적 시스템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시스템 설계 중심의 교육혁신 비전을 달성

하고, 창의적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Lockheed 

Martin Systems Engineering 센터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및 구조설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적 설계과정에 참여를 유도하여 시스템 설계 일련의 과정에 노출되어 시스템 설계

공학자로서의 핵심역량을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아아음음속속  풍풍동동장장비비  개개보보수수  ((22001166년년))
  2016년도 기획 사업으로 창의/혁신적 드론 연구를 위한 DTF(Design/Test/Flight) 교육 허브 구축사업이 

완료되었다. 해당 사업으로 시스템 개념 도출 및 설계(Design), 해당 기체에 대한 지상시험(Test), 그리고 비행

시험(Flight)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DTF 허브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음속 풍동장비 개보수 전 아음속 풍동장비 개보수 후

아음속 풍동장비 활용사례 아음속 풍동장비 활용사례

•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제1회 무인기 미션공모전(DMIC)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하였다. 수상작은 포토존 드론과 스피커 드론, 제설제 살포드론, 충돌회피 기능을 

탑재한 무인기, 스트로보스코픽 음향 전단간섭계가 내장된 무인기를 활용한 시설 검사, OLEV와 드론을 이용한 

교내 정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향상된 아음속풍동장비를 활용해 설계 검증 및 여러 환경모사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아음속 풍동

장비는 1981년도 구입한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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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속 풍동장비 개요

 시시험험부부 : 1,016mm x 712mm

 작작동동방방식식 : open loop, suction type

 수수축축비비 : 7.2:1

 속속도도  운운용용  범범위위 : 10~70m/sec

 팬팬  : 150HP(112KW)

 속속도도  제제어어  방방식식 : vane control system(reactor type) 

  아음속 풍동장비는 노후화된 아날로그타입의 풍속제어장치, 데이터 처리장비로 운용 중이나, 지상시험용 공간 

확보, 장비 운영 시스템 자동화 풍동장비 보수/개선 등이 수행되었다. 장비 개보수를 통해 풍동시험부 안전망 

후방 및 정체실망, 허니콤 등을 교체하였으며, 가시화창을 확장하였다. 또한 빗물받이를 개조하여 외부에서 나뭇잎,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풍동제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RPM을 조절하여 풍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날개각도 조절장치는 수동으로 작업 시 볼륨을 이용하여 조절을 하였지만 인버터를 통한 RPM 

조절 시에는 날개를 완전히 개방하여 인버터를 통해 모터의 RPM 조절로 풍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설계안은 시제품 제작실(N5, 2207호)에서 가공 및 3D 프린팅을 통해 구조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

우주공학과에서는 아이디어 도출부터 제품화 이전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세스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음속 풍동장비 활용 계획

➣➣ EEdduuccaattiioonn  33..00  강강의의실실  설설치치  ((22001166년년))
  교육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인 Education 3.0의 흐름이 항공우주공학과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주기 위해 2320호에 glass board를 3면에 걸쳐 확보하였고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쓰거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의 일대 다 방식의 강의에서 벗어나 그룹 단위 수업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TV를 3면에 설치하였고 각기 다른 노트북에 연결하여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두었다. 

Education 3.0 강의실은 항공우주열역학(AE210), 로켓시스템공학(AE516)등을 중심으로 점차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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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System Design-Centric Education’ 이라는 학과의 교육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협업적 시스템 설계 교육을 위한 개방형 공간 확보 및 통합적 시스템 설계 교육을 위한 H/W, S/W 교육 컨텐츠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격회의시스템 및 프로젝터, 스위칭 허브, 등 H/W를 통해 통합적 시스템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시스템 설계 중심의 교육혁신 비전을 달성

하고, 창의적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Lockheed 

Martin Systems Engineering 센터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및 구조설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적 설계과정에 참여를 유도하여 시스템 설계 일련의 과정에 노출되어 시스템 설계

공학자로서의 핵심역량을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아아음음속속  풍풍동동장장비비  개개보보수수  ((22001166년년))
  2016년도 기획 사업으로 창의/혁신적 드론 연구를 위한 DTF(Design/Test/Flight) 교육 허브 구축사업이 

완료되었다. 해당 사업으로 시스템 개념 도출 및 설계(Design), 해당 기체에 대한 지상시험(Test), 그리고 비행

시험(Flight)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DTF 허브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음속 풍동장비 개보수 전

• • • • • •

아음속 풍동장비 개보수 후

• • • • • • • •

아음속 풍동장비 활용사례

• • • • • •
아음속 풍동장비 활용사례

•• •• ••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제1회 무인기 미션공모전(DMIC)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하였다. 수상작은 포토존 드론과 스피커 드론, 제설제 살포드론, 충돌회피 기능을 

탑재한 무인기, 스트로보스코픽 음향 전단간섭계가 내장된 무인기를 활용한 시설 검사, OLEV와 드론을 이용한 

교내 정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향상된 아음속풍동장비를 활용해 설계 검증 및 여러 환경모사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아음속 풍동

장비는 1981년도 구입한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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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환경 속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차 증축공사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공동 및 협업 연구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풍동실험동 증축 전 풍동실험동 1차 증축 완료

➣➣실실외외  DDFFZZ((DDrroonnee  FFllyyiinngg  ZZoonnee))  구구축축  ((22001199년년))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드론과 관련된 연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내 드론 전용 비행공간의 

부재로 관련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공대혁신 사업비와 학과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2019년 11월 

21일 N7-5(구 자동차기술대학원) 건물 옥상에 다양한 드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실외 DFZ(Drone Flying 

Zone)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등록하여 드론 관련 협업 허브(hub)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우리 학과는 캠퍼스 내 전용 드론 비행 인프라 구축을 통해 드론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교육 및 연구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DFZ 외부 전경

       

DFZ 내부 전경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환환경경개개선선사사업업
1) 1층 로비,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009년)

  항공우주공학과 1층 로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출입구 통로가 한층 쾌적하고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인지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0인치 DID패널 9대를 결합한 대형 멀티비젼

(Tiled Display)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학과의 각종 연구성과들을 비롯한 행사 및 랩 소개 등 다양한 영상 상영이 

가능하여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층 샤워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2009년 5월에 완료되어 그동안 

이용에 불편했던 사항들이 해소되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420리터 대용량 온수기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샤워실 및 탈의실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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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계계공공학학동동  리리모모델델링링  공공사사  ((22001166년년))
  2015년도 12월부터 진행되어온 기계공학동 리모델링 공사가 약 1년간의 공정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이 리모델링은 

외관 개선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건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 및 

에너지 절감을 주된 개선사항으로 진행해왔고, 국내 최초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을 받으며 2016년 12월 12일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은 연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의 20% 이상 개선한 녹색 건축물에 

국토교통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기계공학동 리모델링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의 32% 절감효과를 인정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12월 9일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을 받게 되었다.

기계공학동 리모델링 조감도 리모델링 이후 기계공학동 전경

  항공우주공학과가 위치한 기계공학동은 지상 7층, 지하 1층(연면적 30,387.3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 101억원이 투입하여 에너지 절감형 기술과 제품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요소를 구축했다. 공동강의실 등 

공용실의 조명기구를 LED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벽 및 옥상 단열 보강과 고효율 2중 창호를 설치해 단열 기능을 

높여 에너지소비를 줄였다. 특히 노후 개별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한곳에서 통합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에너지 소비량과 설비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로 인해 외관만 화려해진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풍동실험동 1차 증축 공사 개요

 공공사사내내용용 : 연소불안정 및 레이저진단 실험실 증축

 공공사사기기간간 : 2016. 10. 22. ~ 2016. 12. 21.

 증증축축면면적적 : 95.79m²/단층

 투투입입예예산산 : 총 147,246,230원 투입

              - 학과 발전기금(원본집행사업) : 70,000,000원

              - 학과 교육연구혁신지원비 : 77,246,230원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11차차  증증축축  공공사사  ((22001166년년))
  풍동실험동(W10)은 항공우주공학과의 연소, 추진 및 고속공기역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공간

이다. 또한 실험환경 특성상 길이가 긴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장변형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2016년도 연소 

추진 분야 신임교원(김규태 교수)의 실험실을 확보하고자 풍동실험실을 급하게 학과 재원을 투입하여 증축하였다. 

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어 12월 21일 준공되었고 총 1억 4,700만원 가량의 학과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총 증축면적은 95.79m²(약 29평)으로 약 19.7m²(5.97평)는 수직연소실험(권세진 교수 

연구실)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76.09m²(23.03평)는 연소불안정 및 레이저진단 실험실(김규태 교수)로 사용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연소 추진 분야에서 관련 장비 및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공간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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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환경 속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차 증축공사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공동 및 협업 연구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풍동실험동 증축 전 풍동실험동 1차 증축 완료

➣➣실실외외  DDFFZZ((DDrroonnee  FFllyyiinngg  ZZoonnee))  구구축축  ((22001199년년))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드론과 관련된 연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내 드론 전용 비행공간의 

부재로 관련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공대혁신 사업비와 학과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2019년 11월 

21일 N7-5(구 자동차기술대학원) 건물 옥상에 다양한 드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실외 DFZ(Drone Flying 

Zone)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등록하여 드론 관련 협업 허브(hub)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우리 학과는 캠퍼스 내 전용 드론 비행 인프라 구축을 통해 드론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교육 및 연구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DFZ 외부 전경

       

DFZ 내부 전경

➣➣항항공공우우주주공공학학과과  환환경경개개선선사사업업
1) 1층 로비,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009년)

  항공우주공학과 1층 로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출입구 통로가 한층 쾌적하고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인지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0인치 DID패널 9대를 결합한 대형 멀티비젼

(Tiled Display)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학과의 각종 연구성과들을 비롯한 행사 및 랩 소개 등 다양한 영상 상영이 

가능하여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층 샤워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2009년 5월에 완료되어 그동안 

이용에 불편했던 사항들이 해소되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420리터 대용량 온수기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샤워실 및 탈의실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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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계계공공학학동동  리리모모델델링링  공공사사  ((22001166년년))
  2015년도 12월부터 진행되어온 기계공학동 리모델링 공사가 약 1년간의 공정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이 리모델링은 

외관 개선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건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 및 

에너지 절감을 주된 개선사항으로 진행해왔고, 국내 최초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을 받으며 2016년 12월 12일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은 연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의 20% 이상 개선한 녹색 건축물에 

국토교통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기계공학동 리모델링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의 32% 절감효과를 인정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12월 9일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을 받게 되었다.

기계공학동 리모델링 조감도 리모델링 이후 기계공학동 전경

  항공우주공학과가 위치한 기계공학동은 지상 7층, 지하 1층(연면적 30,387.3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 101억원이 투입하여 에너지 절감형 기술과 제품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요소를 구축했다. 공동강의실 등 

공용실의 조명기구를 LED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벽 및 옥상 단열 보강과 고효율 2중 창호를 설치해 단열 기능을 

높여 에너지소비를 줄였다. 특히 노후 개별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한곳에서 통합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에너지 소비량과 설비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로 인해 외관만 화려해진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풍동실험동 1차 증축 공사 개요

 공공사사내내용용 : 연소불안정 및 레이저진단 실험실 증축

 공공사사기기간간 : 2016. 10. 22. ~ 2016. 12. 21.

 증증축축면면적적 : 95.79m²/단층

 투투입입예예산산 : 총 147,246,230원 투입

              - 학과 발전기금(원본집행사업) : 70,000,000원

              - 학과 교육연구혁신지원비 : 77,246,230원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11차차  증증축축  공공사사  ((22001166년년))
  풍동실험동(W10)은 항공우주공학과의 연소, 추진 및 고속공기역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공간

이다. 또한 실험환경 특성상 길이가 긴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장변형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2016년도 연소 

추진 분야 신임교원(김규태 교수)의 실험실을 확보하고자 풍동실험실을 급하게 학과 재원을 투입하여 증축하였다. 

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어 12월 21일 준공되었고 총 1억 4,700만원 가량의 학과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총 증축면적은 95.79m²(약 29평)으로 약 19.7m²(5.97평)는 수직연소실험(권세진 교수 

연구실)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76.09m²(23.03평)는 연소불안정 및 레이저진단 실험실(김규태 교수)로 사용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연소 추진 분야에서 관련 장비 및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공간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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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번 학사 기부자 명단

강길모, 김광연, 박동훈, 박우주, 박현춘, 백광열, 변찬, 원대연, 이용우, 이준성, 이진영, 이태승, 장병욱, 장지성, 정은상

• • • •

• • • • • •

4) 풍동실험동(W10) 외벽 방수공사 (2011년)

  풍동실험동은 대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건축된 이후에 별도 보수공사가 없었던 건물로, 노후화로 천장 누수 및 

벽면 크랙이 일부 발생하였다. 또한 풍동실험동에서는 항온항습을 필요로 하는 MEMS 실험실 및 무향풍동실험실, 

연소실험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 및 실험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용한다. 풍동실험동 내 공용

공간에는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계절에 따라 높고 낮은 온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풍동실험동 외벽 균열
• • • • • • • • • • • • • •

균열 보수 및 도장 완료

  이를 위해 풍동실험동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총 1,167만원의 비용(공대:1,000만원/도장공사:167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공사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공사를 통해 

태양의 복사열 90% 반사, 자외선 100% 차단으로 건물 부식을 예방하여 유지보수비 절감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건물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5) 4층 옥상정원 구축 (2019년)

  2019년 12월 26일 N7-2건물 4층에 옥상정원 구축이 완료되었다. 데크 및 파고라 설치, 조경 및 관수시설 

공사에 약 5,7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4층 옥상정원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의 대기공간 역할로 활용될 예정이다.      

4층 옥상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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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멀티 비젼 설치 리모델링 후 1층 로비

2) 2층 강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009년)

  2층 강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다. 문서회의 시 문서 전송 및 수신화면의 HD 화질이 구현 가능

하며, HD 일체형 카메라로 12X 광학 줌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카메라 제어기능도 가지고 있어 상대편 카메라 

통제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원격으로 다양한 회의 및 의견 교류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강의에도 폭넓게 활용

될 예정이다. 

2320호 Station 2320호 화상회의 시스템

3) 3층 옥외 휴게공간 캐노피 설치 (2010년)

  6월 중순, 3층 항공우주공학과와 원자력공학과 연결통로 옥상에 캐노피가 설치되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휴게

공간인 이곳은 비가 오면 이용에 제약이 있어 항공우주공학과 2002학번 동기생들이 학부과정을 졸업하면서 학과 

발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기금과 학과 기금을 더해 캐노피를 시공하게 되었다. 의자 등을 

추가로 비치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되었다.

캐노피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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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번 학사 기부자 명단

강길모, 김광연, 박동훈, 박우주, 박현춘, 백광열, 변찬, 원대연, 이용우, 이준성, 이진영, 이태승, 장병욱, 장지성, 정은상

4) 풍동실험동(W10) 외벽 방수공사 (2011년)

  풍동실험동은 대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건축된 이후에 별도 보수공사가 없었던 건물로, 노후화로 천장 누수 및 

벽면 크랙이 일부 발생하였다. 또한 풍동실험동에서는 항온항습을 필요로 하는 MEMS 실험실 및 무향풍동실험실, 

연소실험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 및 실험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용한다. 풍동실험동 내 공용

공간에는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계절에 따라 높고 낮은 온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풍동실험동 외벽 균열 균열 보수 및 도장 완료

  이를 위해 풍동실험동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총 1,167만원의 비용(공대:1,000만원/도장공사:167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공사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공사를 통해 

태양의 복사열 90% 반사, 자외선 100% 차단으로 건물 부식을 예방하여 유지보수비 절감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건물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5) 4층 옥상정원 구축 (2019년)

  2019년 12월 26일 N7-2건물 4층에 옥상정원 구축이 완료되었다. 데크 및 파고라 설치, 조경 및 관수시설 

공사에 약 5,7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4층 옥상정원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의 대기공간 역할로 활용될 예정이다.      

4층 옥상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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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멀티 비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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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1층 로비

2) 2층 강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009년)

  2층 강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다. 문서회의 시 문서 전송 및 수신화면의 HD 화질이 구현 가능

하며, HD 일체형 카메라로 12X 광학 줌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카메라 제어기능도 가지고 있어 상대편 카메라 

통제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원격으로 다양한 회의 및 의견 교류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강의에도 폭넓게 활용

될 예정이다. 

2320호 Station 

•• •• •• ••
2320호 화상회의 시스템

3) 3층 옥외 휴게공간 캐노피 설치 (2010년)

  6월 중순, 3층 항공우주공학과와 원자력공학과 연결통로 옥상에 캐노피가 설치되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휴게

공간인 이곳은 비가 오면 이용에 제약이 있어 항공우주공학과 2002학번 동기생들이 학부과정을 졸업하면서 학과 

발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기금과 학과 기금을 더해 캐노피를 시공하게 되었다. 의자 등을 

추가로 비치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되었다.

캐노피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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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금성 36 박우상 62 윤효상 88 장광우 114 홍순미

11 김대연 37 박진우 63 윤효흠 89 정나현 115 홍승찬

12 김도운 38 박창수 64 은희광 90 정병학 116 황대현

13 김상현 39 박태희 65 이덕주 91 정석용 117 황동혁

14 김상화 40 박  혁 66 이동규 92 정우석 118 김경환

15 김선진 41 방효충 67 이동욱 93 정지원 119 김두환

16 김시내 42 배재성 68 이성헌 94 정현문 120 김태현

17 김영주 43 서민국 69 이소정 95 조민현 121 안지형

18 김용운 44 서종은 70 이승호 96 조성욱 122 엄수현

19 김용호 45 선강민 71 이은광 97 조수빈 123 이  슬

20 김윤호 46 성열훈 72 이의렬 98 조영민 124 표재찬

21 김주원 47 송재봉 73 이재호 99 채혁주 125 비행동역학실험실

22 김준성 48 신동윤 74 이정률 100 최영인 126 ㈜스페이스엔디티

23 김준홍 49 신소민 75 이정신 101 최윤실 127

24 김천곤 50 신재성 76 이주성 102 최의환 128

25 김태호 51 신혜진 77 이주호 103 최재용 129

26 김현중 52 신효상 78 이지윤 104 최충현 130

한편 현재까지 모금된 발전기금은 항공우주공학과 주 건물인 기계공학동 N7-2 4층 증축 및 풍동실험동 확장 

공사 등에 활용되었다. 우리 학과는 노후화된 풍동실험동을 증개축하여, 항공우주공학 대표적인 실험동으로 학과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본설계 결과 약 28억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학과에서 최소 

5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배들이 더 이상 하루 종일 작은 책상에서 연구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공간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Team KAIST AE member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동참하는 마음이 더욱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발전기금

위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학교를 찾았을 때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세계적으로 더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학과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Team KAIST member가 되기 위해서는 간략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학과발전기금 담당자(홍순미 선임행정원

/T.3704)에게 제출하거나 발전재단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법이 있다.

2) 장학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장학기금 운영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에게 혜택을 전달해줄 수 있는 토대 마련하여 주체적으로 이어가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3) 기부문화 운영 및 활성화

  영국의 Pink Day(학생, 선생님들이 핑크색을 입고 오는 날을 지정하여 해당 날에는 1,2파운드를 기부하는 행사)

처럼 기부의 날을 제정하여 학과 구성원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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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함 No. 성함 No. 성함 No. 성함 No. 성함

1 강우람 27 김형진 53 심태민 79 이지호 105 최한림

2 고효상 28 김호연 54 안재명 80 이진숙 106 탁민제

3 곽필원 29 김호영 55 양주석 81 이진실 107 한재성

4 곽현덕 30 김호현 56 양태호 82 이창훈 108 한재흥

5 권오준 31 류근숙 57 오승훈 83 이충관 109 한종섭

6 권재욱 32 문건희 58 오현동 84 이학진 110 허선욱

7 권혁준 33 문정호 59 용기력 85 이진숙 111 현성윤

8 김경희 34 박미영 60 윤도희 86 임승한 112 현은정

9 김근태 35 박민준 61 윤진영 87 임이랑 113 현종민

TEAM KAIST AE 200 멤버 리스트 (2019년 12월 기준)

학과 발전기금 모금방안

학과 발전모금 방안 

 
  

  ●●목목표표  

 발전기금 모금의 활성화 및 지속성 유지

 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학과 장기 비전 수립

 학과 구성원(졸업생)의 고른 참여를 통한 학과 단합 도모

 학과 공간부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계기 마련

   ●●현현황황

 산발적인 개별 모금

 산학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모금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 부족

 체계적인 관리 미흡

➣➣발발전전기기금금  모모금금  활활성성화화  방방안안
1) Team KAIST AE member campaign 운영

  항공우주공학과 발전기금위원회에서는 정기 소액기부자 증대를 위해 학과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월 1만원 이상 2년 이상 약정자를 Team KAIST AE member로 명명하고, 2019년도 하반기까지 

200명의 참여자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에서 2019년 발표한 학문분야별 순위에서 KAIST 기계항공공학부는 2019년 

세계 23위로 선정되었는데, 향후 세계 10위권 내의 학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시설의 신축 등 하드웨어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졸업생들을 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친 결과, 2019년도 12월말 현재 126인의 

기부자가 Team KAIST AE에 참여중이며, 월 만원에서 5만원, 기간은 2년에서 평생약정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2019년 12월 기준의 Team KAIST AE member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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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금성 36 박우상 62 윤효상 88 장광우 114 홍순미

11 김대연 37 박진우 63 윤효흠 89 정나현 115 홍승찬

12 김도운 38 박창수 64 은희광 90 정병학 116 황대현

13 김상현 39 박태희 65 이덕주 91 정석용 117 황동혁

14 김상화 40 박  혁 66 이동규 92 정우석 118 김경환

15 김선진 41 방효충 67 이동욱 93 정지원 119 김두환

16 김시내 42 배재성 68 이성헌 94 정현문 120 김태현

17 김영주 43 서민국 69 이소정 95 조민현 121 안지형

18 김용운 44 서종은 70 이승호 96 조성욱 122 엄수현

19 김용호 45 선강민 71 이은광 97 조수빈 123 이  슬

20 김윤호 46 성열훈 72 이의렬 98 조영민 124 표재찬

21 김주원 47 송재봉 73 이재호 99 채혁주 125 비행동역학실험실

22 김준성 48 신동윤 74 이정률 100 최영인 126 ㈜스페이스엔디티

23 김준홍 49 신소민 75 이정신 101 최윤실 127

24 김천곤 50 신재성 76 이주성 102 최의환 128

25 김태호 51 신혜진 77 이주호 103 최재용 129

26 김현중 52 신효상 78 이지윤 104 최충현 130

한편 현재까지 모금된 발전기금은 항공우주공학과 주 건물인 기계공학동 N7-2 4층 증축 및 풍동실험동 확장 

공사 등에 활용되었다. 우리 학과는 노후화된 풍동실험동을 증개축하여, 항공우주공학 대표적인 실험동으로 학과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본설계 결과 약 28억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학과에서 최소 

5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배들이 더 이상 하루 종일 작은 책상에서 연구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공간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Team KAIST AE member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동참하는 마음이 더욱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발전기금

위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학교를 찾았을 때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세계적으로 더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학과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Team KAIST member가 되기 위해서는 간략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학과발전기금 담당자(홍순미 선임행정원

/T.3704)에게 제출하거나 발전재단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법이 있다.

2) 장학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장학기금 운영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에게 혜택을 전달해줄 수 있는 토대 마련하여 주체적으로 이어가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3) 기부문화 운영 및 활성화

  영국의 Pink Day(학생, 선생님들이 핑크색을 입고 오는 날을 지정하여 해당 날에는 1,2파운드를 기부하는 행사)

처럼 기부의 날을 제정하여 학과 구성원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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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함 No. 성함 No. 성함 No. 성함 No. 성함

1 강우람 27 김형진 53 심태민 79 이지호 105 최한림

2 고효상 28 김호연 54 안재명 80 이진숙 106 탁민제

3 곽필원 29 김호영 55 양주석 81 이진실 107 한재성

4 곽현덕 30 김호현 56 양태호 82 이창훈 108 한재흥

5 권오준 31 류근숙 57 오승훈 83 이충관 109 한종섭

6 권재욱 32 문건희 58 오현동 84 이학진 110 허선욱

7 권혁준 33 문정호 59 용기력 85 이진숙 111 현성윤

8 김경희 34 박미영 60 윤도희 86 임승한 112 현은정

9 김근태 35 박민준 61 윤진영 87 임이랑 113 현종민

TEAM KAIST AE 200 멤버 리스트 (2019년 12월 기준)

학과 발전기금 모금방안

학과 발전모금 방안 

 
  

  ●●목목표표  

 발전기금 모금의 활성화 및 지속성 유지

 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학과 장기 비전 수립

 학과 구성원(졸업생)의 고른 참여를 통한 학과 단합 도모

 학과 공간부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계기 마련

   ●●현현황황

 산발적인 개별 모금

 산학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모금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 부족

 체계적인 관리 미흡

➣➣발발전전기기금금  모모금금  활활성성화화  방방안안
1) Team KAIST AE member campaign 운영

  항공우주공학과 발전기금위원회에서는 정기 소액기부자 증대를 위해 학과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월 1만원 이상 2년 이상 약정자를 Team KAIST AE member로 명명하고, 2019년도 하반기까지 

200명의 참여자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에서 2019년 발표한 학문분야별 순위에서 KAIST 기계항공공학부는 2019년 

세계 23위로 선정되었는데, 향후 세계 10위권 내의 학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시설의 신축 등 하드웨어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졸업생들을 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친 결과, 2019년도 12월말 현재 126인의 

기부자가 Team KAIST AE에 참여중이며, 월 만원에서 5만원, 기간은 2년에서 평생약정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2019년 12월 기준의 Team KAIST AE member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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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동 내부 복층 계획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 12월경 학과 재원 약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증축공사를 진행하

였다. 그러나 1단계 증축만으로는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제약이 있었고, 항공우주분야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도 학·처장 예산 워크숍에서 풍동

실험동 증축 계획안을 제출하여 3,000만원의 풍동실험동 설계비를 확보하였다. 항공우주공학과는 전문 설계업체

(토토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통해 증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해낸 세 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1안은 내부를 복층화하여 단층인 건물을 2개 층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총 536.55m² 면적을 확보하고 투입액은 

약 12억 9천만 원 가량 예상된다. 높은 층고의 장점을 활용한 계획안으로 동시에 경제성도 고려할 수 있다. 복층

공간 구성 시 아트리움을 통해 채광효과를 높이고 부족했던 연구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증축을 통해 확보된 필로티 

공간은 주차 및 야외실험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실험도 오픈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2안은 부족한 내부공간을 증축을 통해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이며 총 3층으로 계획되었다. 증축 확보

면적은 1245.88m² 이며 약 28억 8천만원이 투입예상 된다. 1~2층에는 역시 아트리움을 통해 채광효과를 높이고 

3층은 대형 공간이 확보되어 다양한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증축됨에 따라 입면도 확장되어 두 가지 

재료 이상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입면 계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3안 역시 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3층 평면에 반야외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증축면적은 총 940.4m² 이며 투입예상액은 약 21억 9천만원 정도이다. 3안은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다양한 평면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내부 복층구조를 통해 연구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1층 필로티 

공간과 3층 휴게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내부의 천편일률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구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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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부부자자  예예우우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구성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보여주고자 지속적

으로 현황을 최신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등급을 4가지(플래티늄/골드/실버/브론즈)로 구분

하여 실버와 브론즈 등급에는 기부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즉각 게재하고 감사편지 및 브로셔, 뉴스레터 등을 보낸다. 

또한 플래티늄 및 골드 등급에는 학과 주요행사를 안내하며, 고액 증축기금 기부 시 협의하에 건물 동판 네이밍도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기부자들에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과의 비전을 향해 동행하고 있음을 

알린다.  

➣➣홍홍보보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과 페이스북, 홈페이지, 웹진, 홍보 모니터에 기부자 

명단 및 기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연례 뉴스레터에도 기부금 현황과 매년 기부금이 학과 발전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기부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학과 스페이스 증/개축 계획

➣➣풍풍동동실실험험동동((WW1100))  증증축축  계계획획

풍동실험동 증축 투시도

  풍동실험동(W10)은 항공우주공학과 연소 및 추진, 고속공기역학 실험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 이곳에서는 기계

공학동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장비들을 활용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풍동실험동 내에서도 점차 대형 장비를 위한 

장변형 공간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공간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되어 천이음속(transonic) 시험용 루드윅관 등 주요 

장비를 기증받았으나 설치할 공간이 부재한 상황에 이르렀다.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135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 122 -

풍동실험동 내부 복층 계획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 12월경 학과 재원 약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증축공사를 진행하

였다. 그러나 1단계 증축만으로는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제약이 있었고, 항공우주분야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도 학·처장 예산 워크숍에서 풍동

실험동 증축 계획안을 제출하여 3,000만원의 풍동실험동 설계비를 확보하였다. 항공우주공학과는 전문 설계업체

(토토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통해 증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해낸 세 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1안은 내부를 복층화하여 단층인 건물을 2개 층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총 536.55m² 면적을 확보하고 투입액은 

약 12억 9천만 원 가량 예상된다. 높은 층고의 장점을 활용한 계획안으로 동시에 경제성도 고려할 수 있다. 복층

공간 구성 시 아트리움을 통해 채광효과를 높이고 부족했던 연구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증축을 통해 확보된 필로티 

공간은 주차 및 야외실험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실험도 오픈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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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부부자자  예예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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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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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관 신축공사 개요

건축면적 577.84㎡ (175평) 규 모/구 조 지상 3층 / 최고 11.5M /R.C 구조

연 면 적 900.24㎡ (273평)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THK 28 로이삼중복층유리 

구분 용     도 면 적

1 층 대회의실(155석), 카페, 화장실 459.24㎡ (139평)

2 층 중회의실(82석), 소회의실(16석)×2개실, 화장실 415.72㎡ (126평)

3 층 계단실 25.28㎡ (  8평)

계 900.24㎡ (273평)

층별 개요 

  1층에는 큰 대회의실 공간을 구축하고 기존 N7 로비에 있던 카페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공용공간을 계획하였다. 

대회의실은 약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층의 

경우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배치하여 가능한 다양한 규모의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중회의실의 경우 계단식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약 80여 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이다. 소회의실의 경우에는 

1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가변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규모에 따라 두 회의실을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별개의 공간으로도 구획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외관 재료는 건물 배치의 특성상 일조권 확보에 최적화된 

커튼월을 사용하였다. 중앙회의관은 항공우주공학과 건물(N7-2), 기계공학과 건물(N7-4) 사이에 있는 중정에 

배치되었다. 일조권 확보가 어려운 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약점을 재료를 통해 보완해내었다. 또한 1층과 2층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데크를 두어서 건물의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만들고, 구성원들이 더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

하도록 동선을 유도하였다.

  전체 공사비는 약 17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원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해동정보 발전 구축

기금에서 약 2억 7천만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다.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증축기금 및 학과 예산을 투입하여 약 

1억 7천여만 원 등을 집행하고 기계공학과에서는 발전기금 등으로 약 7억 5천만 원 등을 신축비로 사용한다. 

2019년 12월 17일 중앙회의관 공사가 완료되어 기계공학동 내부에 대형 강의실 및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

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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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도면 장단점

기존 현황

1안

장점

◦ 복층구조를 통한 연구공간 확보

◦ 필로티 공간 확보
(주차장/야외실험공간 활용가능)

단점 ◦ 공간활용 극대화에 제한적

2안

장점
◦ 증축면적 최대화

◦ 필로티 구조를 통한 반야외공간 확보

단점 ◦ 공사비 증대

3안

장점

◦ 3층 공간활용 유연도 증가
(반야외 휴게공간 확보)

◦ 복층 및 필로티 공간 확보

단점 ◦ 3층 실험실 면적 감소(2안대비)

풍동실험동 증축 계획안

➣➣중중앙앙회회의의관관  신신축축  계계획획
  기계공학동의 내부에 대형 강의실 및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항공우주공학과 건물(N7-2)와 기계공학과 

건물(N7-4) 사이에 중앙회의관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층 규모의 약 270평 정도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 4월 15일 총장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중앙

회의관 신축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4월 27일 1차 건설위원회 심의 후 2016년 7월 5일 2차 건설위원회

에서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다. 2016년도 8월 18일부터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11월 16일까지 수차례 협의 단계를 거쳐 설계안이 작성되었다.

  작성된 설계안을 토대로 2017년도 설계사무소, 건설팀과 함께 약 3차례 정도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실질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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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관 전경 

   

1층 대회의실

2층 해동정보실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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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관 전경 

   

1층 대회의실

2층 해동정보실

• • • • •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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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업무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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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박자영 행정원 2013.09.01 2018.03.31

김숙경 선임행정원 2015.04.01 -

양상열 기술원 2016.04.01 -

문인철 행정원 2017.07.24 -

홍순미 선임행정원 2018.04.01 -

박종일 행정원 2018.12.01 -

나아라 학연행정원 2020.01.01 -

김정신 위촉사무원
2002.07.01 2002.07.31

2014.01.01 -

최혜원 위촉연구원 2005.12.05 -

이필춘 위촉연구원 2009.06.01 -

윤현수 위촉연구원 2011.06.01 -

김민선 위촉연구원 2012.03.12 -

정선영 시간제위촉연구원 2015.04.01 -

김은영 위촉연구원 2017.06.01 -

정준호 부직학생 2018.08.06 -

맹미영 사환 1991.02.01 1993.12.31

한희숙 위촉사무원 1991.12.01 1992.04.18

정소영 위촉사무원 1992.01.01 1992.02.29

강경아 위촉사무원 1992.03.01 1993.08.31

김상희 위촉사무원 1992.03.01 1993.02.28

노은옥 위촉사무원 1992.06.01 1992.09.30

황윤경 위촉연구원 1993.09.01 1994.02.28

오은희 사환 1994.01.01 1995.11.30

김지형 시간제위촉사무원 1996.06.01 1999.05.31

신혜림 사환 1998.03.01 2000.07.31

박선미 시간제위촉사무원 1999.11.01 1999.11.30

박지혜 시간제위촉사무원 2000.01.01 2000.12.31

신진아 시간제위촉연구원 2004.04.01 2000.08.31

이유경 시간제위촉사무원 2000.05.01 2000.05.31

한나영 사환 2000.10.01 2001.05.16

장영아 위촉사무원 2002.10.16 2006.12.04

김은하 위촉사무원 2006.09.04 2006.10.23

우보림 위촉사무원 2006.09.04 2006.10.23

김명자 위촉사무원 2006.11.08 2007.12.31

김유미 위촉연구원 2007.03.01 2008.01.31

한송희 위촉사무원 2007.04.01 2008.09.30

이 진 시간제위촉사무원 2007.05.14 2007.08.31

송채경 위촉사무원 2007.11.01 2008.08.31

양선미 위촉사무원 2007.11.19 2013.06.30

당윤아 위촉사무원 2008.02.11 2008.09.08

고희연 위촉연구원 2008.03.01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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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송인경 사무원 1991.02.01 1999.05.31

김용엽 기능원 1995.03.06 1999.11.30

박희선 사무원 1999.06.28 2006.04.06

이경아 사무원 1999.12.01 2002.08.31

김미희 사무원 2002.09.01 2004.08.23

양재명 행정원 2004.08.24 2009.04.30

정경자 행정원 2006.04.07 2015.03.31

이문현 책임행정원 2009.05.01 2011.08.31

손지수 행정원 2010.03.18 2013.08.31

손훈기 책임기술원 2011.09.01 2015.12.31

지광만 책임행정원 2011.09.01 2017.03.31

학과 행정직원 현황

학과 발전에 도움을 주신 행정 직원분들

7 행정업무 및 기타

학과 행정직원 및 조직 현황 

➣➣학학과과  행행정정직직원원  현현황황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40여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과의 행정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행정직원들이 학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데이터가 남아 있는 1992년 이후 근무 직원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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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위촉사무원 2006.09.04 2006.10.23

우보림 위촉사무원 2006.09.04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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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 위촉사무원 2007.11.01 2008.08.31

양선미 위촉사무원 2007.11.19 2013.06.30

당윤아 위촉사무원 2008.02.11 2008.09.08

고희연 위촉연구원 2008.03.01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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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40여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과의 행정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행정직원들이 학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데이터가 남아 있는 1992년 이후 근무 직원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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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업무 세부 업무

 석·박사과정 지원

 입시 지원

 문서 관리

◦ 석석··박박사사과과정정  업업무무: 지도교수 배정, 학적, 예비사정, 장학금, 조교배정, 논문심사, 자격시험, 졸업, TA 
업무, 학생 및 취업현황, 대학원 관련 자료관리

◦ 입입시시업업무무: 학사, 석·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외국인전형, K-School 

◦ 문문서서관관리리: 전자문서 담당(공람 및 자료 제출)

◦ 기기계계항항공공세세미미나나: 연사 초청 및 준비

◦ 행행사사: 후딩식, Air&Space 워크샵

◦ 별별정정직직  고고용용관관리리: (행정직, 기술직, 연수연구원, 연구직 별정 직원) 신규, 재계약, 계약변경 등

 교원인사

 발전기금

 대외업무

 예산관리

◦ 교교원원업업무무: 승진, 승급, 영년직, 재계약, 명예교수, 신규임용, 비전임직 교원 임용 및 관리(연구교수, 초빙
교수, 겸직교수 등), 연구연가/강의면제, 교원 겸직근무, 교원 통계 자료 작성, 인사 자료 관리, 교원 
연봉제 평가, RIMS(논문관리) 등

◦ 학학과과  기기획획  및및  자자료료: 학과 비전 등 기획 업무, 학과평가, 각종 통계 자료, 연례보고서 작성 등

◦ 회회의의: 월례 교수회의, 공대 학과장 회의 준비 등

◦ 발발전전기기금금: 발전기금 모금 관리 및 관련 행사 준비 등

◦ 산산학학협협력력: 기술자문료 관리, MOU 체결 및 행사, 자료 작성 등

◦ 대대외외업업무무: 국내외자문회의 GAB/IAB 등

◦ 예예산산관관리리: 학과 예산계획 수립 관리

◦ 행행사사: 학과 교수 Workshop, 조정훈 학술상 등

 학사과정 지원

 국제협력

 교과과정

 홍보

◦ 학학사사과과정정  업업무무: 수강, 성적, 예비/졸업사정, 학부생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 변경, 인턴십 프로그램, 
학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산업체 견학, 학과설명회, 개강파티, Happy Hour, MT 지원 등 학부생 행사, 
학부생 자료관리(학생 및 취업현황 및 통계자료)

◦ 국국제제협협력력  업업무무: 교환학생 관리, 해외인턴학생 지원, 국제협력사업비 집행 및 관리, 국제협력사업 실적
자료 작성 지원, 외국대학 협정 (MOU) 체결 및 관리, 외국인신입생 행사 지원 등

◦ 교교과과과과정정  업업무무: 교과위원회 준비, 교과목 폐지 신설 및 변경, 개설과목 및 시간표 작성, 강의계획서 관리, 
시험시간 확인 등

◦ 우우주주탐탐사사  학학제제전전공공  겸겸직직  업업무무: 입시, 교과목, 학적, 논문, 졸업 등

학과 행정 업무 분장표

➣➣학학과과  행행정정  업업무무  분분장장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행정팀은 학과 내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분장하여, 

행정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전문성/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행정 업무 분장은 계속 변모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운영되어 온 행정 업무 분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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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전희정 위촉사무원 2008.03.01 2009.04.30

이현희 위촉사무원 2008.04.01 2009.04.30

홍윤식 위촉연구원 2008.05.01 2009.04.30

김현진 시간제위촉사무원 2008.09.01 2009.10.15

김혜인 위촉사무원 2008.10.01 2009.05.31

박나래 시간제위촉연구원 2009.03.01 2009.07.31

이수정 위촉행정원 2009.05.01 2010.08.04

강지혜 위촉연구원 2009.06.09 2013.02.28

김현정 위촉사무원 2009.07.22 2010.02.21

한명희 위촉행정원 2010.02.01 2011.04.30

나지우 위촉사무원 2010.03.01 2010.06.06

방지연 위촉행정원 2010.03.09 2012.02.29

박지나 위촉행정원 2010.04.01 2010.08.03

진희정 부직학생 2010.04.01 2010.06.24

염경아 위촉연구원 2010.05.01 2013.01.31

강요미 부직학생 2010.07.01 2010.10.31

김나영 위촉연구원 2010.07.01 2010.09.30

이수정 위촉연구원 2010.08.05 2012.02.29

최은희 부직학생 2010.11.01 2011.08.31

박희진 시간제위촉사무원 2010.12.30 2011.01.29

이호정 시간제위촉사무원 2010.12.30 2011.01.29

김소해 위촉연구원 2011.02.01 2011.04.30

전혜원 위촉사무원 2011.02.01 2013.08.31

박진주 위촉연구원 2011.03.01 2012.02.29

우연주 위촉행정원 2011.08.09 2013.12.31

고진주 부직학생 2011.09.01 2012.10.31

이유정 위촉연구원 2011.09.01 2017.05.31

이운경 시간제위촉행정원 2012.03.01 2015.03.31

최지영 위촉연구원 2012.03.06 2012.08.31

임가혜 시간제위촉연구원 2012.05.07 2012.05.31

조영호 부직학생 2012.11.01 2013.12.31

유연경 시간제위촉연구원 2013.02.01 2013.05.31

이지숙 시간제위촉연구원 2013.03.01 2013.04.30

최윤정 시간제위촉연구원 2013.03.01 2013.04.05

문예진 위촉연구원 2013.07.01 2019.01.31

정승회 부직학생 2014.01.01 2015.08.31

송재현 위촉행정원 2014.03.01 2015.05.31

장영아 위촉연구원 2015.04.01 2016.08.15

김응진 부직학생 2015.09.01 2015.12.28

김민지 위촉기술원 2016.01.01 2016.04.20

김윤송 부직학생 2016.01.01 2016.08.07

안지호 시간제위촉기능원 2016.07.01 2016.08.31

오건영 부직학생 2016.08.05 2018.08.05

우윤지 시간제위촉기능원 2017.03.14 2017.08.25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143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 129 -

분장 업무 세부 업무

 석·박사과정 지원

 입시 지원

 문서 관리

◦ 석석··박박사사과과정정  업업무무: 지도교수 배정, 학적, 예비사정, 장학금, 조교배정, 논문심사, 자격시험, 졸업, TA 
업무, 학생 및 취업현황, 대학원 관련 자료관리

◦ 입입시시업업무무: 학사, 석·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외국인전형, K-School 

◦ 문문서서관관리리: 전자문서 담당(공람 및 자료 제출)

◦ 기기계계항항공공세세미미나나: 연사 초청 및 준비

◦ 행행사사: 후딩식, Air&Space 워크샵

◦ 별별정정직직  고고용용관관리리: (행정직, 기술직, 연수연구원, 연구직 별정 직원) 신규, 재계약, 계약변경 등

 교원인사

 발전기금

 대외업무

 예산관리

◦ 교교원원업업무무: 승진, 승급, 영년직, 재계약, 명예교수, 신규임용, 비전임직 교원 임용 및 관리(연구교수, 초빙
교수, 겸직교수 등), 연구연가/강의면제, 교원 겸직근무, 교원 통계 자료 작성, 인사 자료 관리, 교원 
연봉제 평가, RIMS(논문관리) 등

◦ 학학과과  기기획획  및및  자자료료: 학과 비전 등 기획 업무, 학과평가, 각종 통계 자료, 연례보고서 작성 등

◦ 회회의의: 월례 교수회의, 공대 학과장 회의 준비 등

◦ 발발전전기기금금: 발전기금 모금 관리 및 관련 행사 준비 등

◦ 산산학학협협력력: 기술자문료 관리, MOU 체결 및 행사, 자료 작성 등

◦ 대대외외업업무무: 국내외자문회의 GAB/IAB 등

◦ 예예산산관관리리: 학과 예산계획 수립 관리

◦ 행행사사: 학과 교수 Workshop, 조정훈 학술상 등

 학사과정 지원

 국제협력

 교과과정

 홍보

◦ 학학사사과과정정  업업무무: 수강, 성적, 예비/졸업사정, 학부생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 변경, 인턴십 프로그램, 
학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산업체 견학, 학과설명회, 개강파티, Happy Hour, MT 지원 등 학부생 행사, 
학부생 자료관리(학생 및 취업현황 및 통계자료)

◦ 국국제제협협력력  업업무무: 교환학생 관리, 해외인턴학생 지원, 국제협력사업비 집행 및 관리, 국제협력사업 실적
자료 작성 지원, 외국대학 협정 (MOU) 체결 및 관리, 외국인신입생 행사 지원 등

◦ 교교과과과과정정  업업무무: 교과위원회 준비, 교과목 폐지 신설 및 변경, 개설과목 및 시간표 작성, 강의계획서 관리, 
시험시간 확인 등

◦ 우우주주탐탐사사  학학제제전전공공  겸겸직직  업업무무: 입시, 교과목, 학적, 논문, 졸업 등

학과 행정 업무 분장표

➣➣학학과과  행행정정  업업무무  분분장장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행정팀은 학과 내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분장하여, 

행정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전문성/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행정 업무 분장은 계속 변모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운영되어 온 행정 업무 분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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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전희정 위촉사무원 2008.03.01 2009.04.30

이현희 위촉사무원 2008.04.01 2009.04.30

홍윤식 위촉연구원 2008.05.01 2009.04.30

김현진 시간제위촉사무원 2008.09.01 2009.10.15

김혜인 위촉사무원 2008.10.01 2009.05.31

박나래 시간제위촉연구원 2009.03.01 2009.07.31

이수정 위촉행정원 2009.05.01 2010.08.04

강지혜 위촉연구원 2009.06.09 2013.02.28

김현정 위촉사무원 2009.07.22 2010.02.21

한명희 위촉행정원 2010.02.01 2011.04.30

나지우 위촉사무원 2010.03.01 2010.06.06

방지연 위촉행정원 2010.03.09 2012.02.29

박지나 위촉행정원 2010.04.01 2010.08.03

진희정 부직학생 2010.04.01 2010.06.24

염경아 위촉연구원 2010.05.01 2013.01.31

강요미 부직학생 2010.07.01 2010.10.31

김나영 위촉연구원 2010.07.01 2010.09.30

이수정 위촉연구원 2010.08.05 2012.02.29

최은희 부직학생 2010.11.01 2011.08.31

박희진 시간제위촉사무원 2010.12.30 2011.01.29

이호정 시간제위촉사무원 2010.12.30 2011.01.29

김소해 위촉연구원 2011.02.01 2011.04.30

전혜원 위촉사무원 2011.02.01 2013.08.31

박진주 위촉연구원 2011.03.01 2012.02.29

우연주 위촉행정원 2011.08.09 2013.12.31

고진주 부직학생 2011.09.01 2012.10.31

이유정 위촉연구원 2011.09.01 2017.05.31

이운경 시간제위촉행정원 2012.03.01 2015.03.31

최지영 위촉연구원 2012.03.06 2012.08.31

임가혜 시간제위촉연구원 2012.05.07 2012.05.31

조영호 부직학생 2012.11.01 2013.12.31

유연경 시간제위촉연구원 2013.02.01 2013.05.31

이지숙 시간제위촉연구원 2013.03.01 2013.04.30

최윤정 시간제위촉연구원 2013.03.01 2013.04.05

문예진 위촉연구원 2013.07.01 2019.01.31

정승회 부직학생 2014.01.01 2015.08.31

송재현 위촉행정원 2014.03.01 2015.05.31

장영아 위촉연구원 2015.04.01 2016.08.15

김응진 부직학생 2015.09.01 2015.12.28

김민지 위촉기술원 2016.01.01 2016.04.20

김윤송 부직학생 2016.01.01 2016.08.07

안지호 시간제위촉기능원 2016.07.01 2016.08.31

오건영 부직학생 2016.08.05 2018.08.05

우윤지 시간제위촉기능원 2017.03.14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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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업무 세부 업무

 ERP 재무관리

 명예교수 담당

 전문연구요원관리

 산학협력 지원

 학과행사 지원

◦ 홍홍보보: 홈페이지 관리 및 내용 업데이트, 책자물 제작 등

◦ 연연구구관관련련  업업무무: ERP 재무관련 발의(일반비용, 직구매, 참여연구원 등록/변경, 계정대체, 연구비카드, 
연구비 정산 등)

◦ 명명예예교교수수: 행정업무 지원

◦ 신신임임교교수수: 행정업무 지원

◦ 교교원원  및및  학학생생  국국내내․․외외  출출장장  관관리리: 출장서류검토 및 증빙 관리, 출장현황관리

◦ 전전문문가가활활용용  업업무무: 전문가 활용 내용 검토 및 현황관리

◦ 전전문문연연구구요요원원  관관리리: 전문연구요원 복무 교육관리, 병무청 복무관리 실태조사 시 지원, 편입, 임용신청, 
해외파견 업무 등

◦ 연연구구과과제제  및및  연연구구비비  현현황황  정정리리  및및  관관리리

◦ 조조정정훈훈  학학술술상상: 전반전인 실무 행정 업

◦ 학학과과  행행사사  지지원원: 후딩식, AMEC 등 지원

◦ 교교수수  기기본본연연구구비비  관관리리,,  학학위위논논문문연연구구비비

◦ 기기타타: BK자료 작성 및 제출

 기술실 제반 업무

 스페이스 및 환경 관리

 장비 및 시설 관리

 안전 관리

◦ 스스페페이이스스: 스페이스위원회, 공간사용승인서 관리, 공동학생연구실/연구교수실 배정 담당

◦ 환환경경개개선선  관관련련  업업무무: 공사(신축,증축,리모델링) 발주, 공용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추진 

◦ 공공동동장장비비  관관리리업업무무: 공동장비 관리, 장비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자산관리, 공동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

◦ 유유지지보보수수  업업무무: 영선팀 업무협조, 기계․설비 등 시설물 관리학과 시설TA 보조 및 후속조치, 명판 최신화.

◦ 안안전전업업무무: 안전관리위원회, Safety Day 준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후속조치 지원, 안전점검
(화기 및 위험물포함), 실험실안전담당자 관리

◦ 보보안안업업무무: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자체 점검 실시, 공용공간 백신 및 윈도우 업데이트 실시, IP발급 지원

◦ 구구매매요요청청((내내․․외외자자)): NTIS(3,000만원 이상)장비 구매의뢰 및 NTIS장비 등록 및 관리

◦ 기기타타: 시설팀, 정보통신팀, 안전팀, 교무팀 등 유관부서 및 학과 교수, 학생 지원,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추진  

 강의실 관리

 우편물 접수

 멀티디스플레이

 게시판 관리

◦ 강강의의실실  관관리리: 강의실/세미나실 예약, 열쇠 관리 

◦ 우우편편물물  접접수수  및및  정정리리  

◦ 멀멀티티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홍보동영상 및 멀티디스플레이 운영  

◦ 홈홈페페이이지지  관관리리: 학과행사 등의 내용 업데이트 

◦ 기기타타: 학과게시판 관리,  FAX관리, 사무실 환경 미화, 주차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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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업무 세부 업무

 ERP 재무관리

 명예교수 담당

 전문연구요원관리

 산학협력 지원

 학과행사 지원

◦ 홍홍보보: 홈페이지 관리 및 내용 업데이트, 책자물 제작 등

◦ 연연구구관관련련  업업무무: ERP 재무관련 발의(일반비용, 직구매, 참여연구원 등록/변경, 계정대체, 연구비카드, 
연구비 정산 등)

◦ 명명예예교교수수: 행정업무 지원

◦ 신신임임교교수수: 행정업무 지원

◦ 교교원원  및및  학학생생  국국내내․․외외  출출장장  관관리리: 출장서류검토 및 증빙 관리, 출장현황관리

◦ 전전문문가가활활용용  업업무무: 전문가 활용 내용 검토 및 현황관리

◦ 전전문문연연구구요요원원  관관리리: 전문연구요원 복무 교육관리, 병무청 복무관리 실태조사 시 지원, 편입, 임용신청, 
해외파견 업무 등

◦ 연연구구과과제제  및및  연연구구비비  현현황황  정정리리  및및  관관리리

◦ 조조정정훈훈  학학술술상상: 전반전인 실무 행정 업

◦ 학학과과  행행사사  지지원원: 후딩식, AMEC 등 지원

◦ 교교수수  기기본본연연구구비비  관관리리,,  학학위위논논문문연연구구비비

◦ 기기타타: BK자료 작성 및 제출

 기술실 제반 업무

 스페이스 및 환경 관리

 장비 및 시설 관리

 안전 관리

◦ 스스페페이이스스: 스페이스위원회, 공간사용승인서 관리, 공동학생연구실/연구교수실 배정 담당

◦ 환환경경개개선선  관관련련  업업무무: 공사(신축,증축,리모델링) 발주, 공용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추진 

◦ 공공동동장장비비  관관리리업업무무: 공동장비 관리, 장비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자산관리, 공동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

◦ 유유지지보보수수  업업무무: 영선팀 업무협조, 기계․설비 등 시설물 관리학과 시설TA 보조 및 후속조치, 명판 최신화.

◦ 안안전전업업무무: 안전관리위원회, Safety Day 준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후속조치 지원, 안전점검
(화기 및 위험물포함), 실험실안전담당자 관리

◦ 보보안안업업무무: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자체 점검 실시, 공용공간 백신 및 윈도우 업데이트 실시, IP발급 지원

◦ 구구매매요요청청((내내․․외외자자)): NTIS(3,000만원 이상)장비 구매의뢰 및 NTIS장비 등록 및 관리

◦ 기기타타: 시설팀, 정보통신팀, 안전팀, 교무팀 등 유관부서 및 학과 교수, 학생 지원,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추진  

 강의실 관리

 우편물 접수

 멀티디스플레이

 게시판 관리

◦ 강강의의실실  관관리리: 강의실/세미나실 예약, 열쇠 관리 

◦ 우우편편물물  접접수수  및및  정정리리  

◦ 멀멀티티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홍보동영상 및 멀티디스플레이 운영  

◦ 홈홈페페이이지지  관관리리: 학과행사 등의 내용 업데이트 

◦ 기기타타: 학과게시판 관리,  FAX관리, 사무실 환경 미화, 주차관리  등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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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박노성(1996) 김천곤 김익상(1998) 이덕주

장정훈(1998) 이  인 박재진(2000) 권장혁

권지훈(1998) 권장혁 염기태(2000) 권장혁

김구현(1998) 탁민제 이철권(2000) 백승욱

김태형(1998) 박승오 강상국(2000) 김천곤

송운형(1998) 홍창선 강현구(2000) 이덕주

심달회(1998) 김천곤 공미선(2000) 권세진

이상익(1998) 김천곤 권규남(2000) 탁민제

이승희(1998) 이덕주 김동준(2000) 권세진

최용근(1998) 탁민제 김범섭(2000) 이덕주

강경민(1998) 탁민제 김형준(2000) 권세진

강동훈(1998) 이  인 박  훤(2000) 이  인

강상훈(1998) 권오준 신원호(2000) 이  인

강지훈(1998) 권오준 양진규(2000) 이  인

구근모(1998) 박승오 이민호(2000) 박승오

구본용(1998) 홍창선 이은석(2000) 박승오

김도운(1998) 탁민제 이정민(2000) 권장혁

김철웅(1998) 박승오 장경식(2000) 박승오

박승경(1998) 홍창선 장태진(2000) 이  인

송인수(1998) 홍창선 정재권(2000) 박승오

양승만(1998) 이  인 최한림(2000) 탁민제

이명섭(1998) 탁민제 형승용(2000) 탁민제

이희준(1998) 권장혁 김영범(2000) 이  인

전원주(1998) 이덕주 박수동(2001) 장근식

정순조(1998) 장근식 김형석(2001) 탁민제

주철민(1998) 김천곤 김대홍(2001) 이덕주

최한림(1998) 홍창선 김  선(2001) 탁민제

전영호(1999) 권오준 노성철(2001) 탁민제

강희엽(1999) 박승오 박상욱(2001) 탁민제

김병일(1999) 백승욱 김수현(2001) 김천곤

김성겸(1999) 박승오 김종윤(2001) 이  인

남화진(1999) 권오준 김현철(2001) 백승욱

신봉룡(1999) 박승오 명현삼(2001) 권장혁

양석준(1999) 권장혁 백상근(2001) 박승오

최성주(1999) 탁민제 신승환(2001) 권세진

김세훈(1999) 권오준 윤영하(2001) 홍창선

김수환(1999) 권장혁 이인철(2001) 박승오

김용제(1999) 이덕주 정지영(2001) 이덕주

김종한(1999) 권장혁 나한비(2001) 이  인

김형순(1999) 박승오 이기훈(2001) 김천곤

김흥식(1999) 백승욱 백경훈(2002) 권장혁

김희경(1999) 이  인 서지원(2002) 권오준

문경규(1999) 박승오 소한조(2002) 권장혁

박준성(1999) 이덕주 이인수(2002) 방효충

심기섭(1999) 탁민제 이수진(2002) 탁민제

유재한(1999) 이덕주 김근태(2002) 방효충

지효선(1999) 이  인 김동민(2002) 김천곤

최권형(1999) 탁민제 김지연(2002) 방효충

최준호(1999) 박승오 박기연(2002)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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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박상옥(1994) 김천곤 박수형(1996) 권장혁

지준호(1994) 김천곤 박재현(1996) 백승욱

김영관(1994) 권장혁 원재호(1996) 백승욱

장성진(1994) 권장혁 정기훈(1996) 권장혁

강희정(1994) 장근식 정의헌(1996) 권장혁

구자춘(1994) 홍창선 고범용(1996) 박승오

김우태(1994) 탁민제 김대상(1996) 권오준

김재욱(1994) 이덕주 김민규(1996) 이  인

김혜영(1994) 이  인 김선갑(1996) 김천곤

박재성(1994) 권장혁 김윤호(1996) 이덕주

박정호(1994) 탁민제 김지한(1996) 탁민제

변도영(1994) 장근식 박정응(1996) 장근식

성춘호(1994) 탁민제 박종훈(1996) 백승욱

오영택(1994) 홍창선 박창수(1996) 권장혁

우현욱(1994) 박승오 심인보(1996) 김천곤

윤형주(1994) 이덕주 안무영(1996) 박승오

이준화(1994) 이  인 양희돈(1996) 장근식

이창배(1994) 권장혁 오정훈(1996) 홍창선

이호정(1994) 탁민제 박병준(1997) 권장혁

장세명(1994) 장근식 김수복(1997) 백승욱

장진혁(1994) 홍창선 김도형(1997) 박승오

정용운(1994) 이덕주 김상진(1997) 탁민제

조미옥(1994) 권장혁 김원준(1997) 백승욱

조승민(1994) 이  인 홍문근(1997) 이  인

조주형(1994) 김천곤 김수정(1997) 이덕주

황태원(1994) 탁민제 김영호(1997) 홍창선

박창환(1995) 장근식 송우용(1997) 탁민제

강현규(1995) 홍창선 강지호(1997) 탁민제

김균석(1995) 권장혁 김대현(1997) 홍창선

김명효(1995) 김천곤 김원중(1997) 김천곤

김용석(1995) 이  인 김정덕(1997) 이덕주

백경욱(1995) 이덕주 김제겸(1997) 장근식

손영민(1995) 장근식 유대성(1997) 장근식

송은정(1995) 권장혁 이대훈(1997) 권오준

오재석(1995) 박승오 최인호(1997) 김천곤

우성현(1995) 박승오 최지훈(1997) 박승오

이진규(1995) 백승욱 한지훈(1997) 권장혁

조병규(1995) 홍창선 허대녕(1997) 김천곤

황민기(1995) 이덕주 김도형(1998) 이  인

주동하(1996) 권장혁 박성진(1998) 장근식

김재욱(1996) 박승오 신민석(1998) 장근식

학사과정 졸업생 명단

9 부록 – 졸업생 명단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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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박노성(1996) 김천곤 김익상(1998) 이덕주

장정훈(1998) 이  인 박재진(2000) 권장혁

권지훈(1998) 권장혁 염기태(2000) 권장혁

김구현(1998) 탁민제 이철권(2000) 백승욱

김태형(1998) 박승오 강상국(2000) 김천곤

송운형(1998) 홍창선 강현구(2000) 이덕주

심달회(1998) 김천곤 공미선(2000) 권세진

이상익(1998) 김천곤 권규남(2000) 탁민제

이승희(1998) 이덕주 김동준(2000) 권세진

최용근(1998) 탁민제 김범섭(2000) 이덕주

강경민(1998) 탁민제 김형준(2000) 권세진

강동훈(1998) 이  인 박  훤(2000) 이  인

강상훈(1998) 권오준 신원호(2000) 이  인

강지훈(1998) 권오준 양진규(2000) 이  인

구근모(1998) 박승오 이민호(2000) 박승오

구본용(1998) 홍창선 이은석(2000) 박승오

김도운(1998) 탁민제 이정민(2000) 권장혁

김철웅(1998) 박승오 장경식(2000) 박승오

박승경(1998) 홍창선 장태진(2000) 이  인

송인수(1998) 홍창선 정재권(2000) 박승오

양승만(1998) 이  인 최한림(2000) 탁민제

이명섭(1998) 탁민제 형승용(2000) 탁민제

이희준(1998) 권장혁 김영범(2000) 이  인

전원주(1998) 이덕주 박수동(2001) 장근식

정순조(1998) 장근식 김형석(2001) 탁민제

주철민(1998) 김천곤 김대홍(2001) 이덕주

최한림(1998) 홍창선 김  선(2001) 탁민제

전영호(1999) 권오준 노성철(2001) 탁민제

강희엽(1999) 박승오 박상욱(2001) 탁민제

김병일(1999) 백승욱 김수현(2001) 김천곤

김성겸(1999) 박승오 김종윤(2001) 이  인

남화진(1999) 권오준 김현철(2001) 백승욱

신봉룡(1999) 박승오 명현삼(2001) 권장혁

양석준(1999) 권장혁 백상근(2001) 박승오

최성주(1999) 탁민제 신승환(2001) 권세진

김세훈(1999) 권오준 윤영하(2001) 홍창선

김수환(1999) 권장혁 이인철(2001) 박승오

김용제(1999) 이덕주 정지영(2001) 이덕주

김종한(1999) 권장혁 나한비(2001) 이  인

김형순(1999) 박승오 이기훈(2001) 김천곤

김흥식(1999) 백승욱 백경훈(2002) 권장혁

김희경(1999) 이  인 서지원(2002) 권오준

문경규(1999) 박승오 소한조(2002) 권장혁

박준성(1999) 이덕주 이인수(2002) 방효충

심기섭(1999) 탁민제 이수진(2002) 탁민제

유재한(1999) 이덕주 김근태(2002) 방효충

지효선(1999) 이  인 김동민(2002) 김천곤

최권형(1999) 탁민제 김지연(2002) 방효충

최준호(1999) 박승오 박기연(2002) 방효충

- 157 -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박상옥(1994) 김천곤 박수형(1996) 권장혁

지준호(1994) 김천곤 박재현(1996) 백승욱

김영관(1994) 권장혁 원재호(1996) 백승욱

장성진(1994) 권장혁 정기훈(1996) 권장혁

강희정(1994) 장근식 정의헌(1996) 권장혁

구자춘(1994) 홍창선 고범용(1996) 박승오

김우태(1994) 탁민제 김대상(1996) 권오준

김재욱(1994) 이덕주 김민규(1996) 이  인

김혜영(1994) 이  인 김선갑(1996) 김천곤

박재성(1994) 권장혁 김윤호(1996) 이덕주

박정호(1994) 탁민제 김지한(1996) 탁민제

변도영(1994) 장근식 박정응(1996) 장근식

성춘호(1994) 탁민제 박종훈(1996) 백승욱

오영택(1994) 홍창선 박창수(1996) 권장혁

우현욱(1994) 박승오 심인보(1996) 김천곤

윤형주(1994) 이덕주 안무영(1996) 박승오

이준화(1994) 이  인 양희돈(1996) 장근식

이창배(1994) 권장혁 오정훈(1996) 홍창선

이호정(1994) 탁민제 박병준(1997) 권장혁

장세명(1994) 장근식 김수복(1997) 백승욱

장진혁(1994) 홍창선 김도형(1997) 박승오

정용운(1994) 이덕주 김상진(1997) 탁민제

조미옥(1994) 권장혁 김원준(1997) 백승욱

조승민(1994) 이  인 홍문근(1997) 이  인

조주형(1994) 김천곤 김수정(1997) 이덕주

황태원(1994) 탁민제 김영호(1997) 홍창선

박창환(1995) 장근식 송우용(1997) 탁민제

강현규(1995) 홍창선 강지호(1997) 탁민제

김균석(1995) 권장혁 김대현(1997) 홍창선

김명효(1995) 김천곤 김원중(1997) 김천곤

김용석(1995) 이  인 김정덕(1997) 이덕주

백경욱(1995) 이덕주 김제겸(1997) 장근식

손영민(1995) 장근식 유대성(1997) 장근식

송은정(1995) 권장혁 이대훈(1997) 권오준

오재석(1995) 박승오 최인호(1997) 김천곤

우성현(1995) 박승오 최지훈(1997) 박승오

이진규(1995) 백승욱 한지훈(1997) 권장혁

조병규(1995) 홍창선 허대녕(1997) 김천곤

황민기(1995) 이덕주 김도형(1998) 이  인

주동하(1996) 권장혁 박성진(1998) 장근식

김재욱(1996) 박승오 신민석(1998) 장근식

학사과정 졸업생 명단

9 부록 – 졸업생 명단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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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장지성(2006) 한재흥 김윤영(2010) 김천곤

강길모(2007) 이덕주 이주호(2010) 김천곤

박현춘(2007) 백승욱 임세실(2010) 김천곤

이용우(2007) 한재흥 최재혁(2010) 김천곤

이준성(2007) 한재흥 김혜민(2010) 김천곤

조성은(2010) 김천곤 Alzhan T.(2013) 백승욱

장지윤(2011) 최한림 Sirichot P.(2013) 최한림

전종혁(2011) 이덕주 Sujariyakul S.(2013) 심현철

김영주(2011) 김천곤 김기덕(2013) 방효충

박유림(2011) 김천곤 김동우(2013) 이지윤

양정호(2011) 김천곤 이수관(2013) 심현철

서정재(2011) 방효충 이영희(2013) 권세진

성열훈(2011) 한재흥 박태희(2014) 김천곤

신희민(2011) 탁민제 김태호(2014) 탁민제

이주영(2011) 탁민제 박우상(2014) 백승욱

Absalyamov Y.(2011) 탁민제 정우석(2014) 권세진

Kadyr A.(2011) 탁민제 한진수(2014) 심현철

나윤주(2011) 방효충 T.Barhoumi(2014) 김천곤

나형호(2011) 백승욱 장원근(2014) 이덕주

황기원(2011) 탁민제 최재훈(2014) 권오준

유민상(2011) 백승욱 권하(2014) 김천곤

김재황(2012) 권오준 김준홍(2014) 최한림

전지수(2012) 방효충 박상하(2014) 이덕주

문형빈(2012) 안재명 박성연(2014) 심현철

안지혜(2012) 권세진 이동경(2014) 최한림

이돈구(2012) 안재명 nouma ab.(2014) 권세진

최승원(2012) 방효충 김태영(2014) 방효충

전병주(2012) 탁민제 최민규(2015) 백승욱

구성모(2012) 방효충 고재열(2015) 최한림

김정운(2012) 심현철 정석우(2015) 심현철

김호영(2012) 한재흥 최의환(2015) 방효충

박현준(2012) 백승욱 최필훈(2015) 최한림

변수영(2012) 백승욱 한준영(2015) 박승오

서민국(2012) 탁민제 현은정(2015) 이덕주

양태호(2012) 백승욱 홍창민(2015) 이덕주

이동기(2012) 백승욱 윤준태(2015) 안재명

박현진(2012) 안재명 박철우(2015) 김천곤

김윤호(2012) 김천곤 김민기(2015) 방효충

류초롱(2012) 이지윤 박상현(2015) 권오준

유민석(2012) 최성임 박재윤(2015) 김천곤

이민우(2012) 권세진 심태민(2015) 심현철

정용수(2012) 권오준 이상훈(2015) 박승오

김찬호(2013) 심현철 제갈현욱(2015) 안재명

박장호(2013) 최성임 채혁주(2015) 권세진

권혁구(2013) 안재명 한승엽(2015) 방효충

김해솔(2013) 최한림 박현욱(2015) 김천곤

성태현(2013) 안재명 이은광(2015) 권세진

장일지(2013) 탁민제 이재진(2016) 방효충

손샤론(2013) 안재명 조봉주(2016)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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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훈(1999) 박승오 박성종(2002) 이덕주

한승진(1999) 이덕주 안영환(2002) 권장혁

심재완(1999) 탁민제 은연주(2002) 탁민제

장영환(2002) 장근식 이진영(2007) 한재흥

권혁훈(2002) 이  인 정은상(2007) 권세진

박규정(2003) 박승오 남현재(2007) 권세진

고봉수(2003) 탁민제 박정우(2007) 권세진

반호영(2003) 방효충 이규만(2007) 권세진

최원영(2003) 권세진 이정섭(2007) 권세진

이일형(2003) 백승욱 박지용(2008) 권세진

이기홍(2003) 권오준 김동훈(2008) 권세진

김소영(2003) 백승욱 김민구(2008) 권세진

김준영(2003) 권오준 박준호(2008) 이덕주

김태규(2003) 박승오 윤효상(2008) 방효충

나채진(2003) 이덕주 이동규(2008) 한재흥

이상엽(2003) 백승욱 정유연(2008) 권세진

진정근(2003) 이덕주 김보근(2008) 방효충

윤승호(2004) 방효충 목성훈(2008) 방효충

최태훈(2004) 김천곤 박재원(2008) 방효충

랑성민(2004) 박승오 박종성(2008) 방효충

박윤미(2004) 백승욱 이범석(2008) 방효충

반동현(2004) 권장혁 이창훈(2008) 방효충

오승훈(2004) 이덕주 장대성(2008) 방효충

오현동(2004) 이  인 정승미(2008) 방효충

위성용(2004) 김천곤 정연득(2008) 심현철

유은정(2004) 권오준 최광록(2008) 방효충

이민수(2004) 박승오 Sanchit(2008) 방효충

이치헌(2004) 이덕주 이성익(2009) 권세진

최윤혁(2004) 권오준 류선미(2009) 탁민제

허윤정(2004) 권세진 박세환(2009) 이덕주

강민수(2005) 백승욱 신재환(2009) 방효충

전인규(2005) 이  인 최재훈(2009) 방효충

정서영(2005) 장근식 피재환(2009) 방효충

이동헌(2005) 권세진 임이랑(2009) 방효충

이준석(2005) 권세진 문상우(2009) 심현철

조  권(2005) 이  인 장동욱(2009) 권오준

김정무(2005) 방효충 조수장(2009) 권오준

김홍일(2005) 권세진 한현학(2009) 권오준

윤승현(2005) 권세진 최원섭(2009) 권오준

장경돈(2006) 권장혁 정영석(2009) 김천곤

신동혁(2006) 백승욱 백승욱(2010) 권세진

이정수(2006) 백승욱 이강재(2010) 김천곤

김광연(2006) 한재흥 이창관(2010) 권세진

박동훈(2006) 권세진 손길상(2010) 방효충

백광열(2006) 한재흥 김권호(2010) 권오준

변  찬(2006) 한재흥 심상욱(2010) 권오준

원대연(2006) 탁민제 이자영(2010) 권오준

이태승(2006) 한재흥 전진아(2010) 권오준

장병욱(2006) 김천곤 김금성(2010)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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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장지성(2006) 한재흥 김윤영(2010) 김천곤

강길모(2007) 이덕주 이주호(2010) 김천곤

박현춘(2007) 백승욱 임세실(2010) 김천곤

이용우(2007) 한재흥 최재혁(2010) 김천곤

이준성(2007) 한재흥 김혜민(2010) 김천곤

조성은(2010) 김천곤 Alzhan T.(2013) 백승욱

장지윤(2011) 최한림 Sirichot P.(2013) 최한림

전종혁(2011) 이덕주 Sujariyakul S.(2013) 심현철

김영주(2011) 김천곤 김기덕(2013) 방효충

박유림(2011) 김천곤 김동우(2013) 이지윤

양정호(2011) 김천곤 이수관(2013) 심현철

서정재(2011) 방효충 이영희(2013) 권세진

성열훈(2011) 한재흥 박태희(2014) 김천곤

신희민(2011) 탁민제 김태호(2014) 탁민제

이주영(2011) 탁민제 박우상(2014) 백승욱

Absalyamov Y.(2011) 탁민제 정우석(2014) 권세진

Kadyr A.(2011) 탁민제 한진수(2014) 심현철

나윤주(2011) 방효충 T.Barhoumi(2014) 김천곤

나형호(2011) 백승욱 장원근(2014) 이덕주

황기원(2011) 탁민제 최재훈(2014) 권오준

유민상(2011) 백승욱 권하(2014) 김천곤

김재황(2012) 권오준 김준홍(2014) 최한림

전지수(2012) 방효충 박상하(2014) 이덕주

문형빈(2012) 안재명 박성연(2014) 심현철

안지혜(2012) 권세진 이동경(2014) 최한림

이돈구(2012) 안재명 nouma ab.(2014) 권세진

최승원(2012) 방효충 김태영(2014) 방효충

전병주(2012) 탁민제 최민규(2015) 백승욱

구성모(2012) 방효충 고재열(2015) 최한림

김정운(2012) 심현철 정석우(2015) 심현철

김호영(2012) 한재흥 최의환(2015) 방효충

박현준(2012) 백승욱 최필훈(2015) 최한림

변수영(2012) 백승욱 한준영(2015) 박승오

서민국(2012) 탁민제 현은정(2015) 이덕주

양태호(2012) 백승욱 홍창민(2015) 이덕주

이동기(2012) 백승욱 윤준태(2015) 안재명

박현진(2012) 안재명 박철우(2015) 김천곤

김윤호(2012) 김천곤 김민기(2015) 방효충

류초롱(2012) 이지윤 박상현(2015) 권오준

유민석(2012) 최성임 박재윤(2015) 김천곤

이민우(2012) 권세진 심태민(2015) 심현철

정용수(2012) 권오준 이상훈(2015) 박승오

김찬호(2013) 심현철 제갈현욱(2015) 안재명

박장호(2013) 최성임 채혁주(2015) 권세진

권혁구(2013) 안재명 한승엽(2015) 방효충

김해솔(2013) 최한림 박현욱(2015) 김천곤

성태현(2013) 안재명 이은광(2015) 권세진

장일지(2013) 탁민제 이재진(2016) 방효충

손샤론(2013) 안재명 조봉주(2016)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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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최지훈(1999) 박승오 박성종(2002) 이덕주

한승진(1999) 이덕주 안영환(2002) 권장혁

심재완(1999) 탁민제 은연주(2002) 탁민제

장영환(2002) 장근식 이진영(2007) 한재흥

권혁훈(2002) 이  인 정은상(2007) 권세진

박규정(2003) 박승오 남현재(2007) 권세진

고봉수(2003) 탁민제 박정우(2007) 권세진

반호영(2003) 방효충 이규만(2007) 권세진

최원영(2003) 권세진 이정섭(2007) 권세진

이일형(2003) 백승욱 박지용(2008) 권세진

이기홍(2003) 권오준 김동훈(2008) 권세진

김소영(2003) 백승욱 김민구(2008) 권세진

김준영(2003) 권오준 박준호(2008) 이덕주

김태규(2003) 박승오 윤효상(2008) 방효충

나채진(2003) 이덕주 이동규(2008) 한재흥

이상엽(2003) 백승욱 정유연(2008) 권세진

진정근(2003) 이덕주 김보근(2008) 방효충

윤승호(2004) 방효충 목성훈(2008) 방효충

최태훈(2004) 김천곤 박재원(2008) 방효충

랑성민(2004) 박승오 박종성(2008) 방효충

박윤미(2004) 백승욱 이범석(2008) 방효충

반동현(2004) 권장혁 이창훈(2008) 방효충

오승훈(2004) 이덕주 장대성(2008) 방효충

오현동(2004) 이  인 정승미(2008) 방효충

위성용(2004) 김천곤 정연득(2008) 심현철

유은정(2004) 권오준 최광록(2008) 방효충

이민수(2004) 박승오 Sanchit(2008) 방효충

이치헌(2004) 이덕주 이성익(2009) 권세진

최윤혁(2004) 권오준 류선미(2009) 탁민제

허윤정(2004) 권세진 박세환(2009) 이덕주

강민수(2005) 백승욱 신재환(2009) 방효충

전인규(2005) 이  인 최재훈(2009) 방효충

정서영(2005) 장근식 피재환(2009) 방효충

이동헌(2005) 권세진 임이랑(2009) 방효충

이준석(2005) 권세진 문상우(2009) 심현철

조  권(2005) 이  인 장동욱(2009) 권오준

김정무(2005) 방효충 조수장(2009) 권오준

김홍일(2005) 권세진 한현학(2009) 권오준

윤승현(2005) 권세진 최원섭(2009) 권오준

장경돈(2006) 권장혁 정영석(2009) 김천곤

신동혁(2006) 백승욱 백승욱(2010) 권세진

이정수(2006) 백승욱 이강재(2010) 김천곤

김광연(2006) 한재흥 이창관(2010) 권세진

박동훈(2006) 권세진 손길상(2010) 방효충

백광열(2006) 한재흥 김권호(2010) 권오준

변  찬(2006) 한재흥 심상욱(2010) 권오준

원대연(2006) 탁민제 이자영(2010) 권오준

이태승(2006) 한재흥 전진아(2010) 권오준

장병욱(2006) 김천곤 김금성(2010)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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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1 권오준 파형벽면을 흐르는 천음속 포렌셜 유동의 수치적 해 장근식

1981 김군재 2차원, 아음속, 비점성, 비압축성 캐스캐이드 주위의 유동에 대한 수치적 해와 전장과의 상사를 이용한 실험적
해의 비교연구 이동호

1981 김학봉 광각의 디퓨저 내에서 경사진 스크린을 이용한 유동의 박리의 제어 이동호

1981 도영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Angle-Ply Laminate 에서의 파괴 특성 김호철

1981 문성기 파형벽면 위를 흐르는 아음속 포텐셜 유동 김문언

1981 박석주 광탄성을 이용한 원형구멍근처의 대칭형 edge 균열의 응력확대계수의 결정 홍창선

1981 박찬우 3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복합 적층판의 층간 열응력 해석 홍창선

1981 양진석 경계층 효과를 고려한 초음속 노즐의 설계 이동호

1981 염영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적층보에 있어서의 이방성 해석 김호철

1981 오태식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물고기의 수력학적 성능에 대한 이차원적 해석 장근식

1981 우경수 2차원 터빈 캐스케이드 형상의 항공역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 이동호

1981 이목인 등각사상법을 이용한 익형주위에 흐르는 비압축성 포텐셜 유동의 해석 장근식

1981 이성만 원통 주위의 비압축성 난류 코안다 유동에 대한 해석 장  극

1981 전창수 가스 제너레이터의 기본설계 및 오프-디자인 성능 해석 이동호

1981 조창열 특이점 분포를 이용한 익형 해석의 수치적 계산에 대한 연구 장  극

1981 주석재 핀을 통해 하중을 받는 원공의 균열에 대한 응력확대계수의 광탄성 측정 홍창선

1981 하태흡 박리와 재부착을 포함하는 비압축성 층류 경계층특성의 역방법에 의한 계산 이동호

1981 허  경 항공기용 가스 터어빈 연소기의 기본적 설계에 관한 연구 이동호

1981 현광수 2차원 표면과 축대칭 물체 주위의 비압축성 층류유동의 박리에 관한 해석 장극

1982 김동환 축대칭 비행체의 전방동체부를 흐르는 천음속 유동 장근식

1982 김명식 광각디퓨저에서 스크린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호

1982 김승우 박리를 수반하는 캐스 캐이드 유동에서 프레드홀름 적분 방정식을 이용한 양력 계산 장  극

1982 김정엽 유한요소법에 의한 원공을 갖는 복합 적층판의 열-구조 해석 홍창선

1982 김종철 델타형 날개 주위의 초음속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2 김천곤 비틀림이 없는 회전날개의 휨에 대한 실험적 응력해석 홍창선

1982 신동효 Heterogeneous Reaction을 고려한 Composite 고체추진제의 연소모델에 관한 연구 신현동

1982 오정권 삼각형의 단면 굴곡을 갖는 반무한 표면 위에서의 3차원 층류 경계층 유동 장근식

1982 이경태 후퇴각이 앞전 박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호

1982 이장희 평판에서 막냉각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호

1982 이진우 광탄성법에 의한 굽힘을 받는 HONEYCOMB SANDWICH 판의 원공주위의 응력해석 홍창선

1982 임진식 압축기내 압축비 배분이 다축 터보팬 엔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정명균

1982 최광윤 BVLR 방법을 이용한 둔각의 물체주위를 흐르는 초음속 유동에 대한 수치적 해 장근식

1982 최병철 특이점 분포에 의한 날개꼴에 대한 지면의 효과 장  극

1982 최항철 아음속 유동에서 박리를 동반한 익형의 플랩의 영향을 고려한 양력과 피칭모멘트 해석 장  극

1982 홍철희 풍동 수축부의 간결한 최적 설계 방법 장근식

1983 강범수 핀을 통해 하중을 받는 원공의 균열에 대한 응력확대계수의 CLEARANCE 및 INTERFERENCE 영향 홍창선

1983 구삼옥 순환 제어 날개꼴의 둥근 뒷전 위에서의 접선분출에 의한 양력 증대에 대한 해석 장  극

1983 김귀순 제트 플랩을 갖는 천음속 익형에 관한 Euler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3 김선덕 경계 적분법을 이용한 V-노치 평판의 응력확대계수 계산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83 김응태 초기 조건변화가 코안다 노즐 제트 특성에 주는 영향 이동호

1983 김재수 비정상 층류 경계층 유동의 수치해석 장근식

1983 노세근 저속 대칭 익형에서 앞전 박리 기포가 뒷전박리에 미치는 영향 이동호

1983 박원규 2차원 및 축대칭 압축형 층류에서 벽면온도, 프란틀 계수와 마흐수가 박리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  극

1983 박원택 플라즈마 추진기의 전류 분포에 대한 유한 압력효과 최덕인

석사과정 졸업생 명단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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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윤종민(2013) 최한림 박광석(2016) 탁민제

조두현(2013) 최한림 조  윤(2016) 권오준

박현주(2013) 탁민제 서준호(2016) 심현철

방  준(2013) 방효충 이정연(2016) 한재흥

이중현(2013) 탁민제 이주성(2016) 안재명

이해인(2013) 탁민제 김소희(2016) 권오준

홍슬기(2013) 방효충 김영일(2016) 권세진

양정은(2016) 백승욱 홍성식(2018) 권세진

강승체(2016) 안재명 안형주(2018) 방효충

강재민(2016) 안재명 이동욱(2018) 탁민제

김시우(2016) 최한림 임재한(2018) 이덕주

김용호(2016) 최한림 장광우(2018) 권세진

박준우(2016) 박승오 표재찬(2018) 권오준

홍경우(2016) 탁민제 고효상(2018) 이정률

박경근(2016) 안재명 김선진(2018) 이정률

박진우(2016) 이덕주 선강민(2018) 이정률

심한슬(2016) 박승오 이승호(2018) 박기수

장혜연(2016) 이지윤 이재호(2018) 박기수

조민현(2016) 김천곤 김우성(2018) 권세진

최석민(2016) 이덕주 손병욱(2019) 백승욱

홍기선(2016) 탁민제 우윤지(2019) 이정률

방기수(2017) 안재명 유재승(2019) 최한림

오정환(2017) 안재명 권혁준(2019) 방효충

김성중(2017) 권오준 최의현(2019) 안재명

구자헌(2017) 탁민제 김도운(2019) 방효충

송재봉(2017) 탁민제 김민찬(2019) 이지윤

이지호(2017) 한재흥 남기훈(2019) 이지윤

이태송(2017) 권오준 문민기(2019) 한재흥

김대연(2017) 최한림 문채환(2019) 김천곤

배지훈(2017) 최한림 이재준(2019) 이지윤

송하균(2017) 박기수 이  슬(2019) 이지윤

이동호(2017) 백승욱 이준민(2019) 이정률

조준희(2017) 김천곤 조호형(2020) 방효충

한종운(2017) 김규태 이영준(2020) 권세진

김경환(2017) 권오준 이민준(2020) 권세진

김근영(2017) 김천곤 장기원(2020) 김규태

김주원(2017) 권세진 양윤목(2020) 한재흥

김호준(2017) 백승욱 이선호(2020) 이지윤

노희건(2017) 최한림 노준영(2020) 최한림

박영진(2017) 최한림 신창교(2020) 김천곤

박태우(2017) 심현철 이병호(2020) 박기수

선기영(2017) 이지윤 정현우(2020) 김규태

양민영(2017) 한재흥 김준성(2020) 이창훈

이호형(2017) 심현철 정현문(2020) 이정률

이장원(2017) 박기수 최민준(2020) 김규태

남궁혁(2018)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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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1 권오준 파형벽면을 흐르는 천음속 포렌셜 유동의 수치적 해 장근식

1981 김군재 2차원, 아음속, 비점성, 비압축성 캐스캐이드 주위의 유동에 대한 수치적 해와 전장과의 상사를 이용한 실험적
해의 비교연구 이동호

1981 김학봉 광각의 디퓨저 내에서 경사진 스크린을 이용한 유동의 박리의 제어 이동호

1981 도영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Angle-Ply Laminate 에서의 파괴 특성 김호철

1981 문성기 파형벽면 위를 흐르는 아음속 포텐셜 유동 김문언

1981 박석주 광탄성을 이용한 원형구멍근처의 대칭형 edge 균열의 응력확대계수의 결정 홍창선

1981 박찬우 3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복합 적층판의 층간 열응력 해석 홍창선

1981 양진석 경계층 효과를 고려한 초음속 노즐의 설계 이동호

1981 염영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적층보에 있어서의 이방성 해석 김호철

1981 오태식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물고기의 수력학적 성능에 대한 이차원적 해석 장근식

1981 우경수 2차원 터빈 캐스케이드 형상의 항공역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 이동호

1981 이목인 등각사상법을 이용한 익형주위에 흐르는 비압축성 포텐셜 유동의 해석 장근식

1981 이성만 원통 주위의 비압축성 난류 코안다 유동에 대한 해석 장  극

1981 전창수 가스 제너레이터의 기본설계 및 오프-디자인 성능 해석 이동호

1981 조창열 특이점 분포를 이용한 익형 해석의 수치적 계산에 대한 연구 장  극

1981 주석재 핀을 통해 하중을 받는 원공의 균열에 대한 응력확대계수의 광탄성 측정 홍창선

1981 하태흡 박리와 재부착을 포함하는 비압축성 층류 경계층특성의 역방법에 의한 계산 이동호

1981 허  경 항공기용 가스 터어빈 연소기의 기본적 설계에 관한 연구 이동호

1981 현광수 2차원 표면과 축대칭 물체 주위의 비압축성 층류유동의 박리에 관한 해석 장극

1982 김동환 축대칭 비행체의 전방동체부를 흐르는 천음속 유동 장근식

1982 김명식 광각디퓨저에서 스크린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호

1982 김승우 박리를 수반하는 캐스 캐이드 유동에서 프레드홀름 적분 방정식을 이용한 양력 계산 장  극

1982 김정엽 유한요소법에 의한 원공을 갖는 복합 적층판의 열-구조 해석 홍창선

1982 김종철 델타형 날개 주위의 초음속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2 김천곤 비틀림이 없는 회전날개의 휨에 대한 실험적 응력해석 홍창선

1982 신동효 Heterogeneous Reaction을 고려한 Composite 고체추진제의 연소모델에 관한 연구 신현동

1982 오정권 삼각형의 단면 굴곡을 갖는 반무한 표면 위에서의 3차원 층류 경계층 유동 장근식

1982 이경태 후퇴각이 앞전 박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호

1982 이장희 평판에서 막냉각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호

1982 이진우 광탄성법에 의한 굽힘을 받는 HONEYCOMB SANDWICH 판의 원공주위의 응력해석 홍창선

1982 임진식 압축기내 압축비 배분이 다축 터보팬 엔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정명균

1982 최광윤 BVLR 방법을 이용한 둔각의 물체주위를 흐르는 초음속 유동에 대한 수치적 해 장근식

1982 최병철 특이점 분포에 의한 날개꼴에 대한 지면의 효과 장  극

1982 최항철 아음속 유동에서 박리를 동반한 익형의 플랩의 영향을 고려한 양력과 피칭모멘트 해석 장  극

1982 홍철희 풍동 수축부의 간결한 최적 설계 방법 장근식

1983 강범수 핀을 통해 하중을 받는 원공의 균열에 대한 응력확대계수의 CLEARANCE 및 INTERFERENCE 영향 홍창선

1983 구삼옥 순환 제어 날개꼴의 둥근 뒷전 위에서의 접선분출에 의한 양력 증대에 대한 해석 장  극

1983 김귀순 제트 플랩을 갖는 천음속 익형에 관한 Euler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3 김선덕 경계 적분법을 이용한 V-노치 평판의 응력확대계수 계산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83 김응태 초기 조건변화가 코안다 노즐 제트 특성에 주는 영향 이동호

1983 김재수 비정상 층류 경계층 유동의 수치해석 장근식

1983 노세근 저속 대칭 익형에서 앞전 박리 기포가 뒷전박리에 미치는 영향 이동호

1983 박원규 2차원 및 축대칭 압축형 층류에서 벽면온도, 프란틀 계수와 마흐수가 박리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  극

1983 박원택 플라즈마 추진기의 전류 분포에 대한 유한 압력효과 최덕인

석사과정 졸업생 명단

석사과정  

- 161 -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성명(졸업년도) 지도교수

윤종민(2013) 최한림 박광석(2016) 탁민제

조두현(2013) 최한림 조  윤(2016) 권오준

박현주(2013) 탁민제 서준호(2016) 심현철

방  준(2013) 방효충 이정연(2016) 한재흥

이중현(2013) 탁민제 이주성(2016) 안재명

이해인(2013) 탁민제 김소희(2016) 권오준

홍슬기(2013) 방효충 김영일(2016) 권세진

양정은(2016) 백승욱 홍성식(2018) 권세진

강승체(2016) 안재명 안형주(2018) 방효충

강재민(2016) 안재명 이동욱(2018) 탁민제

김시우(2016) 최한림 임재한(2018) 이덕주

김용호(2016) 최한림 장광우(2018) 권세진

박준우(2016) 박승오 표재찬(2018) 권오준

홍경우(2016) 탁민제 고효상(2018) 이정률

박경근(2016) 안재명 김선진(2018) 이정률

박진우(2016) 이덕주 선강민(2018) 이정률

심한슬(2016) 박승오 이승호(2018) 박기수

장혜연(2016) 이지윤 이재호(2018) 박기수

조민현(2016) 김천곤 김우성(2018) 권세진

최석민(2016) 이덕주 손병욱(2019) 백승욱

홍기선(2016) 탁민제 우윤지(2019) 이정률

방기수(2017) 안재명 유재승(2019) 최한림

오정환(2017) 안재명 권혁준(2019) 방효충

김성중(2017) 권오준 최의현(2019) 안재명

구자헌(2017) 탁민제 김도운(2019) 방효충

송재봉(2017) 탁민제 김민찬(2019) 이지윤

이지호(2017) 한재흥 남기훈(2019) 이지윤

이태송(2017) 권오준 문민기(2019) 한재흥

김대연(2017) 최한림 문채환(2019) 김천곤

배지훈(2017) 최한림 이재준(2019) 이지윤

송하균(2017) 박기수 이  슬(2019) 이지윤

이동호(2017) 백승욱 이준민(2019) 이정률

조준희(2017) 김천곤 조호형(2020) 방효충

한종운(2017) 김규태 이영준(2020) 권세진

김경환(2017) 권오준 이민준(2020) 권세진

김근영(2017) 김천곤 장기원(2020) 김규태

김주원(2017) 권세진 양윤목(2020) 한재흥

김호준(2017) 백승욱 이선호(2020) 이지윤

노희건(2017) 최한림 노준영(2020) 최한림

박영진(2017) 최한림 신창교(2020) 김천곤

박태우(2017) 심현철 이병호(2020) 박기수

선기영(2017) 이지윤 정현우(2020) 김규태

양민영(2017) 한재흥 김준성(2020) 이창훈

이호형(2017) 심현철 정현문(2020) 이정률

이장원(2017) 박기수 최민준(2020) 김규태

남궁혁(2018)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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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6 박진구 여러가지 받음각을 갖는 타원형 실린더 주위의 층류 비정상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1986 송창준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곡관에서의 3차원 비압축성 층류 입구 유동 장근식

1986 심현성 후면 벽 유동과 wake 의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86 이일우 Vortex generators를 이용한 두꺼운 익형 대칭면에서의 아음속 박리 완화에 대한 연구 장  극

1986 장병희 장애물과 간섭하는 고압 고속 비정상 개스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6 최병인 1차원 화염구조에 관한 수치적 연구 신현동

1986 정동규 고체추진 로켓의 노즐 이차원 이상유동 해석 정명균

1986 안창범 반잠수 쌍동선 조종 운동시의 운동 이력 효과 박승오

1987 권태순 환형 제트의 coherent structure 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87 김정수 다단 추진체 주위를 흐르는 천음속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7 박종원 로켓노즐에서의 난류 경계층 전개 및 열전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정명균

1987 배귀남 노치-백 자동차의 공기 역학적 특성 박승오

1987 변성훈 균일한 유동장내에서 자전하는 Rotor 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명균

1987 성기정 Vortex generator를 이용한 두꺼운 날개에서 3차원 아음속 박리 완화에 대한 연구 장  극

1987 오범석 문이 달린 직각 공동을 지나는 난류 흐름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  극

1987 윤길원 석탄 입자와 공기 혼합물에서의 화염 전파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87 이부일 진동하는 익형의 후류 측정 : 평균 받음각의 효과 박승오

1987 이재화 [90°/45°/0°/-45°]4s 탄소 섬유 강화 적층판의 피로 손상 진전에 관한 연구 송지호

1987 전재수 횡 하중을 받는 사각형 복합재료 적층판 강성의 최적화 곽병만

1987 이수용 XT-1 항공기의 종방향에 대한 안정성 및 조종성 해석연구 강위훈

1988 강인모 천음속 유동 해석을 위한 유한체적 방법들의 비교 장근식

1988 김남효 평판 경계층속에 놓인 Vortex generators 주위의 비점성, 비압축성 흐름에 대한 수치적 해석 장  극

1988 김의택 임의의 단면을 갖는 유로의 비압축성 3차원 유동해석 박승오

1988 손현우 홈이 있는 전단 시편을 이용한 두꺼운 섬유강화 복합 적층판의 횡 전단 강도 홍창선

1988 승성표 탄소입자와 기체의 혼합물에 있어서의 이상폭발현상구조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88 심재열 ENF 실험을 이용한 탄소섬유 강화 복합적층판의 층간전단 파괴인성치 특성 홍창선

1988 이광섭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흡입구의 천음속 유동해석 박승오

1988 이세영 섬유방향 파손이 있는 [90n/0m]s 복합적층판의 층간분리 홍창선

1988 이  찬 복사매개체 내에서의 화염면과 연료표면 사이의 열전달에 관한 매개변수 연구 백승욱

1988 이형석 제트 엔진 흡입구 내의 천음속 유동해를 위한 수치적 점성-비점성 결합작용 장근식

1988 조인현 층류 박리 기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  극

1988 최성욱 박층 난류 Navier-stokes 식과 euler식을 이용한 boattail형 발사체의 축대칭 천음속 유동 연구 장  극

1988 한정호 대처짐을 고려한 복합적층판의 저속 충격거동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88 황태경 반사식 광탄성법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변형도 해석 홍창선

1988 박흥준 규격부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최적설계 프로그램 개발 홍창선

1988 안성호 정상 및 비정상 고속기체 유동 문제를 위한 TVD Euler 해법의 비교 연구 장근식

1988 이희철 이차원 제트 엔진 흡입구 주위의 천음속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9 고홍만 환형 제트에서 봉쇄율이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덕주

1989 권상룡 반사식 광탄성법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응력강도계수 결정 홍창선

1989 권일범 복합재료 면재를 갖는 샌드위치 평판의 최적화 홍창선

1989 권진회 원통형 복합적층 판넬의 좌굴거동에 관한 실험 및 이론 해석 홍창선

1989 김경호 T.V.D. 해법을 이용한 Shock focusing 현상의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89 김승호 여러 형상의 복합재료 날개에 대한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1989 김영남 웨지형 모서리와 와류의 상호작용에 대한 Fast vortex method의 적용 이덕주

1989 김형문 공기 연료증기 및 액적 혼합물에서의 비정상 화염전파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89 김형준 복합재료의 혼합모우드 층간파괴인성치의 실험적 평가 홍창선

1989 신승주 코너에서의 난류 유동에 관한 수치 계산 이덕주

1989 유기완 와류와 타원형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비정상 압력변화 및 음향학적 파동 발생 이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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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3 안이기 두 개의 벽으로 형성된 고립 순환류 바닥면에서의 열전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  극

1983 양정승 초음속 유동에서 축대칭 물체 표면의 압축성 난류 경계층 계산 이동호

1983 이진균 막냉각시 초기 혼합 영역내 난류특성의 연구 이동호

1983 전승문 유한요소법에 의한 분포하중을 받는 고정 지지된 Honeycomb Sandwich 평판의 응력해석 홍창선

1983 전완주 잔류 응력으로 인한 비대칭 복합 적층판의 Warping 해석 홍창선

1983 최장수 Surface-Singularity 방법을 이용한 비행체 주위의 유동 해석 장근식

1983 최종수 타원형 단면을 갖는 비틀린 관속에서의 유동 및 열전달 장근식

1984 강해구 모퉁이 초음속 난류 흐름에서 경계층과 충격파의 상호작용에서 유도된 압력분포의 이론적 해석 장  극

1984 고대우 유한 요소법에 의한 복합적층된 원통쉘의 좌굴 해석 홍창선

1984 권세진 비압축성 층류 경계층 유동에 의한 대칭형 공동의 수치적 연구 장  극

1984 김문상 원통면을 지나는 2차원 코안다 노즐 제트의 실험적 고찰 박승오

1984 김종성 진동하는 익형의 후류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84 박영호 회전 실린더를 뒷전으로 하는 순환제어 날개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84 박정주 Finite Volume Method 를 이용한 타원 익형 주위의 천음속 유동장 해석 장근식

1984 신동희 압축 하중을 받는 복합재료 원통 쉘의 좌굴 해석 홍창선

1984 유동희 층간 전단 하중을 받는 복합적 층판의 균열에 대한 간헐적인 층간결합의 영향 홍창선

1984 유천종 불연속 와류 모델을 이용한 비압축성 2차원 비정상 박리 유동 특성의 근사적 수치해석 장근식

1984 이수원 경계층 내에서의 확산화염 구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현동

1984 임승규 간헐적인 층간접착면 형상이 Gr/Ep 복합재료의 파괴인성과 파괴인성 기구에 미치는 영향 홍창선

1984 임용택 76°델타익에서 Upper vortex flap 의 효과에 대한 실험 장근식

1984 장한수 역 계산법에 의한 압축성 난류 경계층의 수치해석 박승오

1984 조영석 내부 질량과 모멘텀 휠을 사용한 인공위성 자세 제어 조형석

1984 한태식 연소 가스-공기의 이차원 혼합 영역에서의 coherent 구조 생성특성에 관한 연구 신현동

1984 홍석길 Gr/Ep 복합재료의 적층 사이의 폴리에스터 필름이 층간파괴인성치에 미치는 영향 홍창선

1985 구형모 STEP 형상의 연소실내에서 예혼합 개스의 난류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기봉

1985 김상준 균일전단류가 원통형 실린더 주변의 압력및 표면 마찰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정명균

1985 김성초 직각 공동 위를 흐르는 비압축성 난류 유동 장  극

1985 라승호 후방 계단 뒤 난류 재부착 흐름의 흐름방향 압력구배의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장  극

1985 민대기 선회화염의 유동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현동

1985 박정선 보-트러스 복합구조물의 최적 설계 유영면

1985 사종엽 와환의 벽면 반사 최도형

1985 손창현 충격파에 의해 폭발물에 일어나는 화학반응 진행모델 김기봉

1985 우성구 광학적 방법에 의한 K₂SO₄ 의 부착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상수

1985 윤성호 균열면에서의 섬유 방향이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층간 파괴인성치에 미치는 영향 홍창선

1985 윤희권 낮은 레이놀즈수를 갖는 익형 뒤의 와류특성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85 이응호 비점성 박리 모델을 이용한 받음각을 갖는 회전체 주위에서의 유동장 계산 최도형

1985 전재영 응력동결-광탄성법을 이용한 3차원 균열의 응력확대계수 결정 홍창선

1985 정재화 폭발물의 민감도 실험결과의 콤퓨터 수치해석 김기봉

1985 조창민 유한 요소법에 의한 복합적층된 이방성 쉘 구조물의 해석 홍창선

1985 하지수 수정된 Random vortex method 를 이용한 난류유동의 수치적 해석 김기봉

1985 김건훈 정지.전진비행사의 힌지가 없는 회전익의 공탄성적 안정성 해석 김원배

1985 이원용 모형 실험에 의한 소수력용 튜브라 수차의 성능해석 김원배

1985 최기혁 원심압축기설계 최동환

1986 김동민 통합-세부 변분 모델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층간응력 해석 및 층간분리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86 김효진 Graphite/epoxy 로 적층된 복합재료의 모우드 I 층간 파괴 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86 류호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곡면 벽 제트의 상호작용 박승오

1986 박준상 타원 양력 분포를 갖는 날개 뒤의 plateau 영역에서 vortex core 모형의 순환 속도 분포와 roll-up 효과에 
대한 해석 장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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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6 박진구 여러가지 받음각을 갖는 타원형 실린더 주위의 층류 비정상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1986 송창준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곡관에서의 3차원 비압축성 층류 입구 유동 장근식

1986 심현성 후면 벽 유동과 wake 의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86 이일우 Vortex generators를 이용한 두꺼운 익형 대칭면에서의 아음속 박리 완화에 대한 연구 장  극

1986 장병희 장애물과 간섭하는 고압 고속 비정상 개스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6 최병인 1차원 화염구조에 관한 수치적 연구 신현동

1986 정동규 고체추진 로켓의 노즐 이차원 이상유동 해석 정명균

1986 안창범 반잠수 쌍동선 조종 운동시의 운동 이력 효과 박승오

1987 권태순 환형 제트의 coherent structure 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87 김정수 다단 추진체 주위를 흐르는 천음속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7 박종원 로켓노즐에서의 난류 경계층 전개 및 열전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정명균

1987 배귀남 노치-백 자동차의 공기 역학적 특성 박승오

1987 변성훈 균일한 유동장내에서 자전하는 Rotor 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명균

1987 성기정 Vortex generator를 이용한 두꺼운 날개에서 3차원 아음속 박리 완화에 대한 연구 장  극

1987 오범석 문이 달린 직각 공동을 지나는 난류 흐름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  극

1987 윤길원 석탄 입자와 공기 혼합물에서의 화염 전파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87 이부일 진동하는 익형의 후류 측정 : 평균 받음각의 효과 박승오

1987 이재화 [90°/45°/0°/-45°]4s 탄소 섬유 강화 적층판의 피로 손상 진전에 관한 연구 송지호

1987 전재수 횡 하중을 받는 사각형 복합재료 적층판 강성의 최적화 곽병만

1987 이수용 XT-1 항공기의 종방향에 대한 안정성 및 조종성 해석연구 강위훈

1988 강인모 천음속 유동 해석을 위한 유한체적 방법들의 비교 장근식

1988 김남효 평판 경계층속에 놓인 Vortex generators 주위의 비점성, 비압축성 흐름에 대한 수치적 해석 장  극

1988 김의택 임의의 단면을 갖는 유로의 비압축성 3차원 유동해석 박승오

1988 손현우 홈이 있는 전단 시편을 이용한 두꺼운 섬유강화 복합 적층판의 횡 전단 강도 홍창선

1988 승성표 탄소입자와 기체의 혼합물에 있어서의 이상폭발현상구조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88 심재열 ENF 실험을 이용한 탄소섬유 강화 복합적층판의 층간전단 파괴인성치 특성 홍창선

1988 이광섭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흡입구의 천음속 유동해석 박승오

1988 이세영 섬유방향 파손이 있는 [90n/0m]s 복합적층판의 층간분리 홍창선

1988 이  찬 복사매개체 내에서의 화염면과 연료표면 사이의 열전달에 관한 매개변수 연구 백승욱

1988 이형석 제트 엔진 흡입구 내의 천음속 유동해를 위한 수치적 점성-비점성 결합작용 장근식

1988 조인현 층류 박리 기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  극

1988 최성욱 박층 난류 Navier-stokes 식과 euler식을 이용한 boattail형 발사체의 축대칭 천음속 유동 연구 장  극

1988 한정호 대처짐을 고려한 복합적층판의 저속 충격거동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88 황태경 반사식 광탄성법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변형도 해석 홍창선

1988 박흥준 규격부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최적설계 프로그램 개발 홍창선

1988 안성호 정상 및 비정상 고속기체 유동 문제를 위한 TVD Euler 해법의 비교 연구 장근식

1988 이희철 이차원 제트 엔진 흡입구 주위의 천음속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9 고홍만 환형 제트에서 봉쇄율이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덕주

1989 권상룡 반사식 광탄성법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응력강도계수 결정 홍창선

1989 권일범 복합재료 면재를 갖는 샌드위치 평판의 최적화 홍창선

1989 권진회 원통형 복합적층 판넬의 좌굴거동에 관한 실험 및 이론 해석 홍창선

1989 김경호 T.V.D. 해법을 이용한 Shock focusing 현상의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89 김승호 여러 형상의 복합재료 날개에 대한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1989 김영남 웨지형 모서리와 와류의 상호작용에 대한 Fast vortex method의 적용 이덕주

1989 김형문 공기 연료증기 및 액적 혼합물에서의 비정상 화염전파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89 김형준 복합재료의 혼합모우드 층간파괴인성치의 실험적 평가 홍창선

1989 신승주 코너에서의 난류 유동에 관한 수치 계산 이덕주

1989 유기완 와류와 타원형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비정상 압력변화 및 음향학적 파동 발생 이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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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3 안이기 두 개의 벽으로 형성된 고립 순환류 바닥면에서의 열전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  극

1983 양정승 초음속 유동에서 축대칭 물체 표면의 압축성 난류 경계층 계산 이동호

1983 이진균 막냉각시 초기 혼합 영역내 난류특성의 연구 이동호

1983 전승문 유한요소법에 의한 분포하중을 받는 고정 지지된 Honeycomb Sandwich 평판의 응력해석 홍창선

1983 전완주 잔류 응력으로 인한 비대칭 복합 적층판의 Warping 해석 홍창선

1983 최장수 Surface-Singularity 방법을 이용한 비행체 주위의 유동 해석 장근식

1983 최종수 타원형 단면을 갖는 비틀린 관속에서의 유동 및 열전달 장근식

1984 강해구 모퉁이 초음속 난류 흐름에서 경계층과 충격파의 상호작용에서 유도된 압력분포의 이론적 해석 장  극

1984 고대우 유한 요소법에 의한 복합적층된 원통쉘의 좌굴 해석 홍창선

1984 권세진 비압축성 층류 경계층 유동에 의한 대칭형 공동의 수치적 연구 장  극

1984 김문상 원통면을 지나는 2차원 코안다 노즐 제트의 실험적 고찰 박승오

1984 김종성 진동하는 익형의 후류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84 박영호 회전 실린더를 뒷전으로 하는 순환제어 날개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84 박정주 Finite Volume Method 를 이용한 타원 익형 주위의 천음속 유동장 해석 장근식

1984 신동희 압축 하중을 받는 복합재료 원통 쉘의 좌굴 해석 홍창선

1984 유동희 층간 전단 하중을 받는 복합적 층판의 균열에 대한 간헐적인 층간결합의 영향 홍창선

1984 유천종 불연속 와류 모델을 이용한 비압축성 2차원 비정상 박리 유동 특성의 근사적 수치해석 장근식

1984 이수원 경계층 내에서의 확산화염 구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현동

1984 임승규 간헐적인 층간접착면 형상이 Gr/Ep 복합재료의 파괴인성과 파괴인성 기구에 미치는 영향 홍창선

1984 임용택 76°델타익에서 Upper vortex flap 의 효과에 대한 실험 장근식

1984 장한수 역 계산법에 의한 압축성 난류 경계층의 수치해석 박승오

1984 조영석 내부 질량과 모멘텀 휠을 사용한 인공위성 자세 제어 조형석

1984 한태식 연소 가스-공기의 이차원 혼합 영역에서의 coherent 구조 생성특성에 관한 연구 신현동

1984 홍석길 Gr/Ep 복합재료의 적층 사이의 폴리에스터 필름이 층간파괴인성치에 미치는 영향 홍창선

1985 구형모 STEP 형상의 연소실내에서 예혼합 개스의 난류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기봉

1985 김상준 균일전단류가 원통형 실린더 주변의 압력및 표면 마찰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정명균

1985 김성초 직각 공동 위를 흐르는 비압축성 난류 유동 장  극

1985 라승호 후방 계단 뒤 난류 재부착 흐름의 흐름방향 압력구배의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장  극

1985 민대기 선회화염의 유동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현동

1985 박정선 보-트러스 복합구조물의 최적 설계 유영면

1985 사종엽 와환의 벽면 반사 최도형

1985 손창현 충격파에 의해 폭발물에 일어나는 화학반응 진행모델 김기봉

1985 우성구 광학적 방법에 의한 K₂SO₄ 의 부착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상수

1985 윤성호 균열면에서의 섬유 방향이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층간 파괴인성치에 미치는 영향 홍창선

1985 윤희권 낮은 레이놀즈수를 갖는 익형 뒤의 와류특성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85 이응호 비점성 박리 모델을 이용한 받음각을 갖는 회전체 주위에서의 유동장 계산 최도형

1985 전재영 응력동결-광탄성법을 이용한 3차원 균열의 응력확대계수 결정 홍창선

1985 정재화 폭발물의 민감도 실험결과의 콤퓨터 수치해석 김기봉

1985 조창민 유한 요소법에 의한 복합적층된 이방성 쉘 구조물의 해석 홍창선

1985 하지수 수정된 Random vortex method 를 이용한 난류유동의 수치적 해석 김기봉

1985 김건훈 정지.전진비행사의 힌지가 없는 회전익의 공탄성적 안정성 해석 김원배

1985 이원용 모형 실험에 의한 소수력용 튜브라 수차의 성능해석 김원배

1985 최기혁 원심압축기설계 최동환

1986 김동민 통합-세부 변분 모델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층간응력 해석 및 층간분리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86 김효진 Graphite/epoxy 로 적층된 복합재료의 모우드 I 층간 파괴 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86 류호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곡면 벽 제트의 상호작용 박승오

1986 박준상 타원 양력 분포를 갖는 날개 뒤의 plateau 영역에서 vortex core 모형의 순환 속도 분포와 roll-up 효과에 
대한 해석 장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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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2 서정수 비압축성 점성 유동해석을 위한 비정렬 격자 유한 요소법의 연구 장근식

1992 송주봉 무유도 세장형 로켓 비행체에 대한 다이버젼스 해석 이  인

1992 오동철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위한 LU-ADI 방법과 LU-SGS 방법의 비교연구 장근식

1992 위관식 최대공산법을 이용한 공력계수 식별 탁민제

1992 유명종 PISO 방법을 이용한 압축성 내부유동의 해석 박승오

1992 윤주식 패널법을 이용한 정상상태 팬 / 프로펠러의 해석 장근식

1992 이동환 초음속 복합재료 날개에 대한 플러터 해석 이  인

1992 이성직 Graphite/PEEK 복합적층판의 저속충격손상 홍창선

1992 임하영 지수가중함수를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UPWIND 유한요소해석 권장혁

1992 정나현 Graphite/PEEK 복합재료의 균열 진전 특성에 관한 고찰 홍창선

1992 정춘면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이 헬리콥터의 성능과 소음에 미치는 영향 이덕주

1992 정희권 Cascade 천음속 유동장 해석을 위한 적응격자형성에 관한 연구 권장혁

1992 진재현 다단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비행궤적 해석: 궤적 최적화와 유도 궤적 최적화와 유도 탁민제

1993 고현진 복사열전달을 고려한 수직평판의 자연대류 경계층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3 강인준 u-v-p-T 수식화에 의한 압축성, 비압축성 내부 유동장의 수치해석 연구 박승오

1993 경우민 전단변형이론에 따른 복합재 적층구조물의 층간분리좌굴과 성장해석 김천곤

1993 김병노 AS4/PEEK 복합재료의 진동 및 감쇠특성 이  인

1993 김영호 신경회로망 퍼지제어기를 이용한 틸트로터 항공기의 헬리콥터 모드 제어 탁민제

1993 나선욱 순차적 시간 적분 자유 후류법에 의한 헬리콥터 정지 비행시의 후류 형상 및 공기력 예측 이덕주

1993 박봉규 입력 추정 필터를 이용한 기동 표적의 추적 기법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3 박진모 H-P적응을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유한요소해석 장근식

1993 박태상 노즐 내부 유동 및 온도 분포 해석 권장혁

1993 백승길 동적강성을 갖는 비행체 조종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3 선병찬 공력 계수 불확정성을 고려한 강인 비행제어 설계기법 연구 탁민제

1993 신동익 모재균열에 의해 발생되는 층간분리 해석 홍창선

1993 이재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도관 내부 및 외부 음향장 해석 이덕주

1993 정은환 3차원 레이저 유속계를 이용한 환형제트의 재순환 유동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3 주상건 원공이 존재하는 필라멘트 와인딩 압력용기의 거동해석 홍창선

1993 지선구 최적가중함수를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Upwind 유한요소해석 권장혁

1993 최윤록 저속충격을 받은 Graphite/Epoxy 및 Graphite/PEEK 복합적층판의 잔류 압축강도 홍창선

1993 최창은 내부 온도분포를 고려한 Coal-Water Mixture 의 점화 현상에 관한 이론적 해석 백승욱

1993 한상헌 구형 복사 매질에서의 비정상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3 한재흥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갖는 유연한 평면 다물체계의 운동 해석 이  인

1994 이인원 보존형을 이용한 이차원 비정상 천음속 유동 계산 이덕주

1994 이호일 특이섭동법을 이용한 미사일 비행궤적 최적화 탁민제

1994 정상영 조종면이 있는 아음속 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4 최경용 전파유도 방식에 의한 저고도 위성용 발사체의 유도 탁민제

1994 곽승철 Chimera grid scheme을 이용한 복잡한 물체나 서로 상대 운동이 있는 경우의 정상, 비정상 유동장 해석 이덕주

1994 권동진 KAIST shock tube장치를 이용한 충격파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장근식

1994 김광수 보강된 복합 적층 평판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해석 홍창선

1994 김만영 후향계단을 갖는 원통형 연소기내의 유동장 해석 백승욱

1994 김성준 샌드위치구조를 이용한 충격손상방지 구조물 김천곤

1994 김성호 비정렬 격자를 이용한 euler code의 병렬처리 기법 권장혁

1994 김요섭 BTT 미사일의 최적유도법칙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4 김정석 압전재료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진동 및 충격거동해석 김천곤

1994 김태한 초음속 비행체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4 김호상 Cubic-B-spline 함수를 이용한 최적지형 추종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94 박중완 광섬유센서를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변형률 측정 홍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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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9 이영집 원통형 연소실내의 액적군에서의 화염전파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89 조덕형 복합재료 날개의 진동특성 이  인

1989 차호철 복합재료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동적 특성 이  인

1989 채강석 와류 입자 방법을 이용한 와류와 날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이덕주

1989 최익현 복합적층판의 저속 충격거동에 대한 비선형 해석 홍창선

1989 백낙곤 동축 난류 확산 화염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0 고종인 저속충격에 의한 복합적층판의 손상 해석 홍창선

1990 권기훈 밀폐된 연소기내에서의 비정상 분무 연소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90 김경환 압축하중을 받는 복합적층판 자유경계단에서 층간분리모우드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90 김광로 두꺼운 복합적층 링의 열 잔류응력 거동 홍창선

1990 김은석 복합재료 날개의 하중 재분포 및 조종면 리버설 특성에 대한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1990 김종관 Finite volume nodal scheme에 의한 euler 방정식의 해석 백승욱

1990 박기철 비점성 천음속 유동해석을 위한 다중격자 유한요소법의 연구 백승욱

1990 박승철 로터 소음에 있어서의 위상간섭 영향 이덕주

1990 박진호 외부 유동장에 놓인 평판 위에서의 점성 유동에 대한 hybrid random vortex method의 적용 이덕주

1990 백기영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2차원 및 3차원 원형 풍동의 공진 해석 이  인

1990 양성모 등방성 및 복합재료 평판 날개의 정적 공탄성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  인

1990 이세규 표면결함이 있는 복합적층 시편의 강도 홍창선

1990 이인철 원통형 복합적층 판넬의 좌굴거동에 관한 실험 해석 홍창선

1990 이정진 익단 질량을 갖는 복합재료 날개의 진동특성 이  인

1990 이종석 열하중에 의한 복합적층판의 좌굴 홍창선

1990 정안균 수정된 ENF 시편을 이용한 복합재료 혼합 모우드 층간파괴인성치 평가 홍창선

1990 정인재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3차원 와류-날개의 상호작용에대한 계산 이덕주

1990 조맹효 복합재료 평판의 초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1990 조성호 대수응력모형을 이용한 직관에서의 난류 유동장의 해석 이덕주

1991 고성모 Delaunay 삼각화를 이용한 유한 요소 유동 해석 장근식

1991 곽재우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초음속 기저 유동의 수치적 연구 박승오

1991 류창경 비행후 데이타 해석을 통한 항공기 공력계수의 식별 탁민제

1991 류  혁 수동형 호우밍 미사일의 요격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 단속기동 탁민제

1991 민병광 Euler 방정식을 위한 다차원 upwind 방법의 적용 장근식

1991 박경하 면재하중을 받는 보강된 복합적층판의 진동해석 이  인

1991 박은성 고온벽면에 의한 수소-공기 예혼합기체의 자연발화에 관한 수치적 해석 백승욱

1991 박지상 내압을 받는 원통 복합재 구조물의 볼트 체결 부위 응력 해석 홍창선

1991 엄용성 조종면이 있는 아음속 복합재료 날개의 다이버젼스 해석 이  인

1991 오세영 3차원 난류 후방계단흐름의 가시화 박승오

1991 유창선 저고도 인공 위성의 발사 궤적 최적화 탁민제

1991 이강덕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향 산란 및 방사특성 연구 이덕주

1991 이병은 적응격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스크램제트 입구 유동 해석 장근식

1991 정훈희 저속충격을 받은 복합적층판의 잔류 압축강도 홍창선

1991 황창전 LU-ADI 법에 의한 2차원 비점성 압축성 유동의 해석 이덕주

1992 강원구 FW 압력용기의 비선형 해석 홍창선

1992 고덕곤 고차 해상도와 비진동 특성을 가진 Euler 방정식 수치해법 연구 이덕주

1992 고상호 단순화된 트랙터-트레일러의 압력저항 감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2 구훤준 틸트로터 항공기의 동역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 탁민제

1992 김민환 LU-SGS 방법에 의한 노즐유동의 해석 박승오

1992 김우겸 3차원 항공기 날개의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1992 박병용 측면 공기 유입이 있는 액적 분무 연소기에 관한 수치적 해석 박승오

1992 박정연 두꺼운 복합적층 쉘의 볼트 체결부위 파손해석 홍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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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2 서정수 비압축성 점성 유동해석을 위한 비정렬 격자 유한 요소법의 연구 장근식

1992 송주봉 무유도 세장형 로켓 비행체에 대한 다이버젼스 해석 이  인

1992 오동철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위한 LU-ADI 방법과 LU-SGS 방법의 비교연구 장근식

1992 위관식 최대공산법을 이용한 공력계수 식별 탁민제

1992 유명종 PISO 방법을 이용한 압축성 내부유동의 해석 박승오

1992 윤주식 패널법을 이용한 정상상태 팬 / 프로펠러의 해석 장근식

1992 이동환 초음속 복합재료 날개에 대한 플러터 해석 이  인

1992 이성직 Graphite/PEEK 복합적층판의 저속충격손상 홍창선

1992 임하영 지수가중함수를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UPWIND 유한요소해석 권장혁

1992 정나현 Graphite/PEEK 복합재료의 균열 진전 특성에 관한 고찰 홍창선

1992 정춘면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이 헬리콥터의 성능과 소음에 미치는 영향 이덕주

1992 정희권 Cascade 천음속 유동장 해석을 위한 적응격자형성에 관한 연구 권장혁

1992 진재현 다단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비행궤적 해석: 궤적 최적화와 유도 궤적 최적화와 유도 탁민제

1993 고현진 복사열전달을 고려한 수직평판의 자연대류 경계층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3 강인준 u-v-p-T 수식화에 의한 압축성, 비압축성 내부 유동장의 수치해석 연구 박승오

1993 경우민 전단변형이론에 따른 복합재 적층구조물의 층간분리좌굴과 성장해석 김천곤

1993 김병노 AS4/PEEK 복합재료의 진동 및 감쇠특성 이  인

1993 김영호 신경회로망 퍼지제어기를 이용한 틸트로터 항공기의 헬리콥터 모드 제어 탁민제

1993 나선욱 순차적 시간 적분 자유 후류법에 의한 헬리콥터 정지 비행시의 후류 형상 및 공기력 예측 이덕주

1993 박봉규 입력 추정 필터를 이용한 기동 표적의 추적 기법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3 박진모 H-P적응을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유한요소해석 장근식

1993 박태상 노즐 내부 유동 및 온도 분포 해석 권장혁

1993 백승길 동적강성을 갖는 비행체 조종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3 선병찬 공력 계수 불확정성을 고려한 강인 비행제어 설계기법 연구 탁민제

1993 신동익 모재균열에 의해 발생되는 층간분리 해석 홍창선

1993 이재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도관 내부 및 외부 음향장 해석 이덕주

1993 정은환 3차원 레이저 유속계를 이용한 환형제트의 재순환 유동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3 주상건 원공이 존재하는 필라멘트 와인딩 압력용기의 거동해석 홍창선

1993 지선구 최적가중함수를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Upwind 유한요소해석 권장혁

1993 최윤록 저속충격을 받은 Graphite/Epoxy 및 Graphite/PEEK 복합적층판의 잔류 압축강도 홍창선

1993 최창은 내부 온도분포를 고려한 Coal-Water Mixture 의 점화 현상에 관한 이론적 해석 백승욱

1993 한상헌 구형 복사 매질에서의 비정상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3 한재흥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갖는 유연한 평면 다물체계의 운동 해석 이  인

1994 이인원 보존형을 이용한 이차원 비정상 천음속 유동 계산 이덕주

1994 이호일 특이섭동법을 이용한 미사일 비행궤적 최적화 탁민제

1994 정상영 조종면이 있는 아음속 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4 최경용 전파유도 방식에 의한 저고도 위성용 발사체의 유도 탁민제

1994 곽승철 Chimera grid scheme을 이용한 복잡한 물체나 서로 상대 운동이 있는 경우의 정상, 비정상 유동장 해석 이덕주

1994 권동진 KAIST shock tube장치를 이용한 충격파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장근식

1994 김광수 보강된 복합 적층 평판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해석 홍창선

1994 김만영 후향계단을 갖는 원통형 연소기내의 유동장 해석 백승욱

1994 김성준 샌드위치구조를 이용한 충격손상방지 구조물 김천곤

1994 김성호 비정렬 격자를 이용한 euler code의 병렬처리 기법 권장혁

1994 김요섭 BTT 미사일의 최적유도법칙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4 김정석 압전재료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진동 및 충격거동해석 김천곤

1994 김태한 초음속 비행체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4 김호상 Cubic-B-spline 함수를 이용한 최적지형 추종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94 박중완 광섬유센서를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변형률 측정 홍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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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9 이영집 원통형 연소실내의 액적군에서의 화염전파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89 조덕형 복합재료 날개의 진동특성 이  인

1989 차호철 복합재료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동적 특성 이  인

1989 채강석 와류 입자 방법을 이용한 와류와 날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이덕주

1989 최익현 복합적층판의 저속 충격거동에 대한 비선형 해석 홍창선

1989 백낙곤 동축 난류 확산 화염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0 고종인 저속충격에 의한 복합적층판의 손상 해석 홍창선

1990 권기훈 밀폐된 연소기내에서의 비정상 분무 연소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90 김경환 압축하중을 받는 복합적층판 자유경계단에서 층간분리모우드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90 김광로 두꺼운 복합적층 링의 열 잔류응력 거동 홍창선

1990 김은석 복합재료 날개의 하중 재분포 및 조종면 리버설 특성에 대한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1990 김종관 Finite volume nodal scheme에 의한 euler 방정식의 해석 백승욱

1990 박기철 비점성 천음속 유동해석을 위한 다중격자 유한요소법의 연구 백승욱

1990 박승철 로터 소음에 있어서의 위상간섭 영향 이덕주

1990 박진호 외부 유동장에 놓인 평판 위에서의 점성 유동에 대한 hybrid random vortex method의 적용 이덕주

1990 백기영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2차원 및 3차원 원형 풍동의 공진 해석 이  인

1990 양성모 등방성 및 복합재료 평판 날개의 정적 공탄성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  인

1990 이세규 표면결함이 있는 복합적층 시편의 강도 홍창선

1990 이인철 원통형 복합적층 판넬의 좌굴거동에 관한 실험 해석 홍창선

1990 이정진 익단 질량을 갖는 복합재료 날개의 진동특성 이  인

1990 이종석 열하중에 의한 복합적층판의 좌굴 홍창선

1990 정안균 수정된 ENF 시편을 이용한 복합재료 혼합 모우드 층간파괴인성치 평가 홍창선

1990 정인재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3차원 와류-날개의 상호작용에대한 계산 이덕주

1990 조맹효 복합재료 평판의 초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1990 조성호 대수응력모형을 이용한 직관에서의 난류 유동장의 해석 이덕주

1991 고성모 Delaunay 삼각화를 이용한 유한 요소 유동 해석 장근식

1991 곽재우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초음속 기저 유동의 수치적 연구 박승오

1991 류창경 비행후 데이타 해석을 통한 항공기 공력계수의 식별 탁민제

1991 류  혁 수동형 호우밍 미사일의 요격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 단속기동 탁민제

1991 민병광 Euler 방정식을 위한 다차원 upwind 방법의 적용 장근식

1991 박경하 면재하중을 받는 보강된 복합적층판의 진동해석 이  인

1991 박은성 고온벽면에 의한 수소-공기 예혼합기체의 자연발화에 관한 수치적 해석 백승욱

1991 박지상 내압을 받는 원통 복합재 구조물의 볼트 체결 부위 응력 해석 홍창선

1991 엄용성 조종면이 있는 아음속 복합재료 날개의 다이버젼스 해석 이  인

1991 오세영 3차원 난류 후방계단흐름의 가시화 박승오

1991 유창선 저고도 인공 위성의 발사 궤적 최적화 탁민제

1991 이강덕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향 산란 및 방사특성 연구 이덕주

1991 이병은 적응격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스크램제트 입구 유동 해석 장근식

1991 정훈희 저속충격을 받은 복합적층판의 잔류 압축강도 홍창선

1991 황창전 LU-ADI 법에 의한 2차원 비점성 압축성 유동의 해석 이덕주

1992 강원구 FW 압력용기의 비선형 해석 홍창선

1992 고덕곤 고차 해상도와 비진동 특성을 가진 Euler 방정식 수치해법 연구 이덕주

1992 고상호 단순화된 트랙터-트레일러의 압력저항 감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2 구훤준 틸트로터 항공기의 동역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 탁민제

1992 김민환 LU-SGS 방법에 의한 노즐유동의 해석 박승오

1992 김우겸 3차원 항공기 날개의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1992 박병용 측면 공기 유입이 있는 액적 분무 연소기에 관한 수치적 해석 박승오

1992 박정연 두꺼운 복합적층 쉘의 볼트 체결부위 파손해석 홍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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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7 강현규 광섬유 센서 신호의 실시간 디지탈 처리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변형률 측정 홍창선

1997 김균석 천음속 점성 유동장에서 목적 압력 분포의 최적화를 이용한 날개 날면 설계 방법 권장혁

1997 김명효 열복사에 의한 고체연료 점화 연구 백승욱

1997 김용석 엔진 흡기계의 소음발생, 전파 및 방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이덕주

1997 노용규 평판 경계층의 자연 천이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7 류진훈 출력재정의를 통한 플랜트 역변환의 미사일 오토파일롯 응용 탁민제

1997 박영민 이차원과 삼차원 비정렬 점성격자 생성기법 개발 권오준

1997 박창환 웨이브릿 해석을 이용한 난류 신호의 분석 박승오

1997 백경욱 비정렬 동적 격자를 이용한 상대운동이 있는 물체 주위의 2차원 비정상 유동해석 권오준

1997 선  철 그래픽 환경을 이용한 상호 대화 방식의 2차원 격자 생성 프로그램 개발 권장혁

1997 손영민 기체복사를 고려한 밀폐공간내 고체연료의 점화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7 손진욱 농도 구배가 있는 수소/공기 예혼합 기체에서의 화염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7 송은정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온라인 근최적 중기유도기법 탁민제

1997 안진수 Shadow moire 기법을 이용한  층간분리가 존재하는 복합재 평판의 좌굴 거동 연구 김천곤

1997 오일권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복합적층 패널의 공력열탄성 해석 이  인

1997 우성현 대변형 보이론과 압축성 보정을 사용한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정지비행시 공탄성 해석 이  인

1997 유재석 탄소/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1997 이진규 중첩된 격자계를 사용한 고형물체의 공기역학적 운동 예측 장근식

1997 조재헌 축소모형으로 제작된 복합재 Wing box의 구조시험 및 해석 홍창선

1997 황대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축대칭 도관에서의 음의 전파 및 방사 특성 해석 이덕주

1997 황민기 Weighted Average Flux 기법을 이용한 이탈피 주위의 유동 예측 장근식

1998 고범용 사다리꼴 단면 항력 계수 측정 박승오

1998 권태훈 초음파 탐상법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저속충격손상 평가 홍창선

1998 김대상 진동하는 날개단면 주위의 비점성/점성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1998 김민규 비정렬격자를 사용한 2차원 유동의 직접모사법 개발 권오준

1998 김선갑 강인 제로 동역학에 기초한 출력재정의 기법 탁민제

1998 김윤식 그래픽 환경을 이용한 상호 대화 방식의 3차원 격자 생성 프로그램 개발 권장혁

1998 박대인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 적층판의 변형률 측정 홍창선

1998 박재현 복사효과를 고려한 기체-입자 직접접촉식 열교환기 해석 권세진

1998 박종훈 중첩 격자계에서의 새로운 탐색 알고리즘 개발 권장혁

1998 박창수 공동 진화 연산을 이용한 미니맥스 문제의 수치해법 탁민제

1998 배재성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한 2차원 캐스케이드 플러터 해석 이  인

1998 심인보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항공기 팬 소음의 근거리 방사 연구 이덕주

1998 안무영 ENO 스킴을 이용한 BGK 방정식의 solver 개발 장근식

1998 양희돈 이동 충격파의 공동형상으로의 입사에 관한 연구 장근식

1998 오정훈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복합재 적층판의 충격위치 검출 김천곤

1998 윤세현 신경망 제어기를 이용한 지능 복합재 구조물의 적응 진동 제어 이  인

1998 정기훈 관절형 로터 운동방정식과 연계된 시간적분 자유후류 예측 기법 개발 이덕주

1998 정용현 유압식 크레인 붐의 단면 최적화에 관한 연구 이  인

1998 정의헌 체적팽창이 예혼합화염 전파에 미치는 효과 권세진

1998 홍성혁 가속노화시험을 이용한 복합재료의 환경영향에 대한 장기간 성능 예측 김천곤

1999 박정응 비정상 압축성 램프 유동의 2차원 Navier-Stokes 계산 박승오

1999 정희화 다중 슬릿으로부터 방출된 충격파들의 간섭현상 장근식

1999 강지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압축 하중을 받는 보강된 복합적층판의 최적 설계 홍창선

1999 김대현 복합재료 파손모드에 따른 광섬유 센서의 신호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9 김덕연 복사효과를 고려한 수소/공기/불활성입자 혼합물에서의 화염전파에 대한 연구 백승욱

1999 김재욱 선형 비연관 방정식과 등각 변환법을 이용한 3차원 격자 구성 기법 연구 권장혁

1999 김제겸 제한된 추적-회피자 게임에 대한 직접적 수치해법 탁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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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4 유충근 날개단면의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1994 이교우 제트 확산화염의 연소특성과 매연생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4 이훈구 비행체 비선형 제어를 위한 비선형 상태변수 관측기 설계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4 임예훈 적응격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압축성 점성유동의 해석 장근식

1994 전성민 대변형 보이론에 의한 복합재료 보의 정적 및 동적 해석 이  인

1994 전완호 이산와류법을 이용한 비정상상태 원심형 터보기계 해석 이덕주

1994 최한준 푸셔형 항공기의 세로 방향 공력 특성에 미치는 동력 효과에 대한 연구 박승오

1994 황인석 유연구조를 갖는 인공위성의 자세제어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5 공철원 원공이 있는 복합적층 평판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 홍창선

1995 김경희 Carbon/Carbon brake disk의 3차원 파손 해석 김천곤

1995 김동현 포텐셜 방정식을 이용한 천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1995 김형욱 압축성 점성유동장 해석을 위한 내율적 비정렬 적응격자 유한요소 해법 장근식

1995 남궁호웅 레이저간섭계를 이용한 표면마찰력 특정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95 류치영 광섬유센서를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모재균열 검출 홍창선

1995 박금용 천음속 미소교란 방정식을 이용한 플러터 해석 이  인

1995 박영웅 수직발사체의 초기 안정성 및 제어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5 신광복 광탄성 기법을 이용한 터빈로터 퍼트리 부의 응력해석 김천곤

1995 위상권 내율적 풍향 비정렬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압축성 비점성 및 점성유동의 해석 장근식

1995 이동은 Pool 화염에 관한 수치해석 백승욱

1995 이용인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BTT 미사일 유도 법칙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5 조금원 압축성유동 영역에서 Upwind 유한요소 방법들의 비교 연구 권장혁

1995 조태환 평판에서의 압력변화에 의한 유체소음에 관한 연구 이덕주

1995 진태길 대규모 유동징후를 갖는 난류신호의 처리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95 차희범 저 소음, 낮은 난류 강도를 갖는 음향 풍동의 설계 이덕주

1995 한조영 열복사에 의한 수직 연료면의 점화현상 해석 백승욱

1996 강희정 엔진 배기계의 소음발생에 관한 수치연구 이덕주

1996 구자춘 3차원 공기력근사법을 이용한 천음속 플러터해석 이  인

1996 김영관 밀폐공간내 복사에 의한 고체연료 점화의 실험적 연구 백승욱

1996 김재욱 수치적 공력음향 해석을 위해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법의 개발 이덕주

1996 김진봉 항공기용 브레이크 시스템의 과도기 열탄성 해석 김천곤

1996 김태훈 구멍이 있는 복합적층 원통형 판넬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해석 홍창선

1996 박재성 열경화성 수지 복합재 구조물의 성형 후 변형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6 변도영 Al/액체연료 슬러리 액적의 연소와 미세폭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1996 성대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복합재 보의 손상 검출 김천곤

1996 성춘호 비정렬 적응격자를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최적가중함수 유한요소해석과 고해상도 기법에 관한 연구 권장혁

1996 손혜종 경계층 펌프 회전차의 유동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96 오영택 목적 압력분포의 최적화를 이용한 천음속 영역에서의 날개단면 설계 권장혁

1996 우현욱 저궤도 위성의 궤도 예측 및 결정 탁민제

1996 윤형주 쿼터니언을 이용한 인공위성 자세제어기법 연구 탁민제

1996 이준화 동적격자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주위의 비점성 유동장 해석 이덕주

1996 이창배 압전재료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 진동 제어 이  인

1996 장세명 앞이 무딘 물체를 지나서 전파되는 충격파에 대한 연구 장근식

1996 장진혁 평판 천이 경계층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6 정구창 Chimera 격자기법을 이용한 다중익 주위의 유동장 해석 장근식

1996 정용운 적응 난류 필터를 이용한 에어포일 후류의 유동장 측정 연구 박승오

1996 조승민 KAICUBE/HANBIT 1호를 이용한 Euler Code의 병렬화 박승오

1996 조주형 슬러리 액적의 미소 폭발 현상에 관한 이론적 해석 백승욱

1996 황태원 END GAME 의 수치해법적 연구 탁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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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7 강현규 광섬유 센서 신호의 실시간 디지탈 처리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변형률 측정 홍창선

1997 김균석 천음속 점성 유동장에서 목적 압력 분포의 최적화를 이용한 날개 날면 설계 방법 권장혁

1997 김명효 열복사에 의한 고체연료 점화 연구 백승욱

1997 김용석 엔진 흡기계의 소음발생, 전파 및 방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이덕주

1997 노용규 평판 경계층의 자연 천이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7 류진훈 출력재정의를 통한 플랜트 역변환의 미사일 오토파일롯 응용 탁민제

1997 박영민 이차원과 삼차원 비정렬 점성격자 생성기법 개발 권오준

1997 박창환 웨이브릿 해석을 이용한 난류 신호의 분석 박승오

1997 백경욱 비정렬 동적 격자를 이용한 상대운동이 있는 물체 주위의 2차원 비정상 유동해석 권오준

1997 선  철 그래픽 환경을 이용한 상호 대화 방식의 2차원 격자 생성 프로그램 개발 권장혁

1997 손영민 기체복사를 고려한 밀폐공간내 고체연료의 점화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7 손진욱 농도 구배가 있는 수소/공기 예혼합 기체에서의 화염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7 송은정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온라인 근최적 중기유도기법 탁민제

1997 안진수 Shadow moire 기법을 이용한  층간분리가 존재하는 복합재 평판의 좌굴 거동 연구 김천곤

1997 오일권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복합적층 패널의 공력열탄성 해석 이  인

1997 우성현 대변형 보이론과 압축성 보정을 사용한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정지비행시 공탄성 해석 이  인

1997 유재석 탄소/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1997 이진규 중첩된 격자계를 사용한 고형물체의 공기역학적 운동 예측 장근식

1997 조재헌 축소모형으로 제작된 복합재 Wing box의 구조시험 및 해석 홍창선

1997 황대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축대칭 도관에서의 음의 전파 및 방사 특성 해석 이덕주

1997 황민기 Weighted Average Flux 기법을 이용한 이탈피 주위의 유동 예측 장근식

1998 고범용 사다리꼴 단면 항력 계수 측정 박승오

1998 권태훈 초음파 탐상법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저속충격손상 평가 홍창선

1998 김대상 진동하는 날개단면 주위의 비점성/점성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1998 김민규 비정렬격자를 사용한 2차원 유동의 직접모사법 개발 권오준

1998 김선갑 강인 제로 동역학에 기초한 출력재정의 기법 탁민제

1998 김윤식 그래픽 환경을 이용한 상호 대화 방식의 3차원 격자 생성 프로그램 개발 권장혁

1998 박대인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 적층판의 변형률 측정 홍창선

1998 박재현 복사효과를 고려한 기체-입자 직접접촉식 열교환기 해석 권세진

1998 박종훈 중첩 격자계에서의 새로운 탐색 알고리즘 개발 권장혁

1998 박창수 공동 진화 연산을 이용한 미니맥스 문제의 수치해법 탁민제

1998 배재성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한 2차원 캐스케이드 플러터 해석 이  인

1998 심인보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항공기 팬 소음의 근거리 방사 연구 이덕주

1998 안무영 ENO 스킴을 이용한 BGK 방정식의 solver 개발 장근식

1998 양희돈 이동 충격파의 공동형상으로의 입사에 관한 연구 장근식

1998 오정훈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복합재 적층판의 충격위치 검출 김천곤

1998 윤세현 신경망 제어기를 이용한 지능 복합재 구조물의 적응 진동 제어 이  인

1998 정기훈 관절형 로터 운동방정식과 연계된 시간적분 자유후류 예측 기법 개발 이덕주

1998 정용현 유압식 크레인 붐의 단면 최적화에 관한 연구 이  인

1998 정의헌 체적팽창이 예혼합화염 전파에 미치는 효과 권세진

1998 홍성혁 가속노화시험을 이용한 복합재료의 환경영향에 대한 장기간 성능 예측 김천곤

1999 박정응 비정상 압축성 램프 유동의 2차원 Navier-Stokes 계산 박승오

1999 정희화 다중 슬릿으로부터 방출된 충격파들의 간섭현상 장근식

1999 강지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압축 하중을 받는 보강된 복합적층판의 최적 설계 홍창선

1999 김대현 복합재료 파손모드에 따른 광섬유 센서의 신호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9 김덕연 복사효과를 고려한 수소/공기/불활성입자 혼합물에서의 화염전파에 대한 연구 백승욱

1999 김재욱 선형 비연관 방정식과 등각 변환법을 이용한 3차원 격자 구성 기법 연구 권장혁

1999 김제겸 제한된 추적-회피자 게임에 대한 직접적 수치해법 탁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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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4 유충근 날개단면의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1994 이교우 제트 확산화염의 연소특성과 매연생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4 이훈구 비행체 비선형 제어를 위한 비선형 상태변수 관측기 설계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4 임예훈 적응격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압축성 점성유동의 해석 장근식

1994 전성민 대변형 보이론에 의한 복합재료 보의 정적 및 동적 해석 이  인

1994 전완호 이산와류법을 이용한 비정상상태 원심형 터보기계 해석 이덕주

1994 최한준 푸셔형 항공기의 세로 방향 공력 특성에 미치는 동력 효과에 대한 연구 박승오

1994 황인석 유연구조를 갖는 인공위성의 자세제어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5 공철원 원공이 있는 복합적층 평판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 홍창선

1995 김경희 Carbon/Carbon brake disk의 3차원 파손 해석 김천곤

1995 김동현 포텐셜 방정식을 이용한 천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1995 김형욱 압축성 점성유동장 해석을 위한 내율적 비정렬 적응격자 유한요소 해법 장근식

1995 남궁호웅 레이저간섭계를 이용한 표면마찰력 특정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95 류치영 광섬유센서를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모재균열 검출 홍창선

1995 박금용 천음속 미소교란 방정식을 이용한 플러터 해석 이  인

1995 박영웅 수직발사체의 초기 안정성 및 제어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5 신광복 광탄성 기법을 이용한 터빈로터 퍼트리 부의 응력해석 김천곤

1995 위상권 내율적 풍향 비정렬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압축성 비점성 및 점성유동의 해석 장근식

1995 이동은 Pool 화염에 관한 수치해석 백승욱

1995 이용인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BTT 미사일 유도 법칙에 관한 연구 탁민제

1995 조금원 압축성유동 영역에서 Upwind 유한요소 방법들의 비교 연구 권장혁

1995 조태환 평판에서의 압력변화에 의한 유체소음에 관한 연구 이덕주

1995 진태길 대규모 유동징후를 갖는 난류신호의 처리에 관한 연구 박승오

1995 차희범 저 소음, 낮은 난류 강도를 갖는 음향 풍동의 설계 이덕주

1995 한조영 열복사에 의한 수직 연료면의 점화현상 해석 백승욱

1996 강희정 엔진 배기계의 소음발생에 관한 수치연구 이덕주

1996 구자춘 3차원 공기력근사법을 이용한 천음속 플러터해석 이  인

1996 김영관 밀폐공간내 복사에 의한 고체연료 점화의 실험적 연구 백승욱

1996 김재욱 수치적 공력음향 해석을 위해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법의 개발 이덕주

1996 김진봉 항공기용 브레이크 시스템의 과도기 열탄성 해석 김천곤

1996 김태훈 구멍이 있는 복합적층 원통형 판넬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해석 홍창선

1996 박재성 열경화성 수지 복합재 구조물의 성형 후 변형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6 변도영 Al/액체연료 슬러리 액적의 연소와 미세폭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1996 성대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복합재 보의 손상 검출 김천곤

1996 성춘호 비정렬 적응격자를 이용한 압축성 유동의 최적가중함수 유한요소해석과 고해상도 기법에 관한 연구 권장혁

1996 손혜종 경계층 펌프 회전차의 유동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96 오영택 목적 압력분포의 최적화를 이용한 천음속 영역에서의 날개단면 설계 권장혁

1996 우현욱 저궤도 위성의 궤도 예측 및 결정 탁민제

1996 윤형주 쿼터니언을 이용한 인공위성 자세제어기법 연구 탁민제

1996 이준화 동적격자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주위의 비점성 유동장 해석 이덕주

1996 이창배 압전재료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 진동 제어 이  인

1996 장세명 앞이 무딘 물체를 지나서 전파되는 충격파에 대한 연구 장근식

1996 장진혁 평판 천이 경계층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6 정구창 Chimera 격자기법을 이용한 다중익 주위의 유동장 해석 장근식

1996 정용운 적응 난류 필터를 이용한 에어포일 후류의 유동장 측정 연구 박승오

1996 조승민 KAICUBE/HANBIT 1호를 이용한 Euler Code의 병렬화 박승오

1996 조주형 슬러리 액적의 미소 폭발 현상에 관한 이론적 해석 백승욱

1996 황태원 END GAME 의 수치해법적 연구 탁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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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1 박준성 탄소 입자·기체 혼합물의 충격파에 의한 점화 현상 백승욱

2001 방형준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실시간 파손감지 및 변형률 측정 홍창선

2001 유재한 받음각 및 조종면 변위가 있는 날개의 천음속 공탄성 해석 이  인

2001 이기수 공력 간섭효과를 고려한 Wing/Tail 형상에 대한 비선형 공탄성 해석 이  인

2001 이상의 다방향으로 입체 보강된 복합재의 열물성치 예측 김천곤

2001 이정률 복합재 구조물에 삽입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센서의 신호 특성과 동적 변형률 측정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1 임종우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날개 기본 형상설계 권장혁

2001 지효선 펄스 플라즈마 추력기를 이용한 인공위성 자세제어 기법 연구 탁민제

2001 한승진 축대칭 휘슬의 소음발생에 관한 수치적 시뮬레이션 이덕주

2002 최권형 초소형 연소기에서의 연소 및 열 손실 특성에 관한 연구 권세진

2002 강상국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우주환경에서 복합재료 적층시편의 노화에 따른 열팽창계수변화 측정 김천곤

2002 강현구 혈류 유동 내에서 인공 심장 판막의 개폐운동 장근식

2002 권규남 두꺼운 복합재 평판의 기공에 의한 기계적 물성 저하와 비파괴적 평가 김천곤

2002 김규영 회전익에서 난류 경계층에 의한 광역 소음 예측 이덕주

2002 김범섭 로터 후류와 동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2 김유진 미소유동해석을 위해 내재적 경계조건을 이용한 효율적인 DSMC 기법 개발 권장혁

2002 김중주 고체 입자첨가의 수소 화염에 대한 영향 백승욱

2002 모세준 로켓 이상 배기 플룸과 노즐 기저부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02 신원호 점탄성 감쇠층이 내삽된 원통형 복합 적층 패널의 동특성 연구 이  인

2002 윤혁진 편광 유지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하중과 횡방향 변형률의 측정 홍창선

2002 이은석 협착부 후방의 전단응력이 낮은 혈관부위에서 백혈구의 유체운동에 대하여 장근식

2002 장경식 열린공동 유동해석과 제어 박승오

2002 정재권 2차원 수중 초음속 제트의 가시화 및 불안정성 관찰 박승오

2002 조규원 비정렬 적응격자를 이용한 블레이드-와류 간섭에 따른 공탄성 변형 예측 권오준

2002 최한림 추적-회피 게임의 해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02 임형근 GUI환경을 갖는 증기 터빈 회전익의 설계 패키지 개발 연구 장근식

2002 장태진 2차원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유체유발 진동 해석 이  인

2002 조병규 3차원 공기력을 이용한 복합재 힌지없는 로우터 블레이드의 제자리 비행시 공탄성 해석 이  인

2003 김형준 부스팅 노즐에 의한 초음속 캐비티 압력 변화에 관한 연구 권세진

2003 김대관 비선형 힌지를 갖는 접는 미사일 조종날개에 대한 모델 수립 및 동적 특성 이  인

2003 김수현 복합재료 링크의 해석 및 최적화 김천곤

2003 김종윤 항공기의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에 대한 공탄성 해석 이  인

2003 김현철 탄소나노튜브를 첨가한 나노 복합재료의 기계적/물리적 특성 변화 연구 김천곤

2003 나한비 초소형 정적연소실내에서의 화염 전파의 측정과 해석 권세진

2003 명현삼 외란 환경 하에서 인공위성의 비선형 예측 자세제어 기법 연구 방효충

2003 박상욱 광섬유 EFPI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고정밀 변위 측정 홍창선

2003 송지수 전진하는 2차원 moonpool 의 유동 해석 박승오

2003 오충석 2축 회전 실험장치를 이용한 인공위성 지상자세제어 실험연구 방효충

2003 왕태중 고압에서의 분무의 증발 및 연소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3 이기훈 생존성 향상을 위한 미사일의 전술 회피기동 탁민제

2003 이인철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 수치기법을 이용한 초음속 제트의 Screech Tone 해석 이덕주

2003 이재훈 메타모델을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 설계 홍창선

2003 이희동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한 와류 고리 상태 유동 해석 권오준

2003 정재우 별센서를 이용한 독립항법 시스템 연구 탁민제

2003 최준원 이산화탄소(CO2)가 수소-산소부화 화염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2004 서영진 터보 펌프 터빈 구동시 비정상 천이 열유동 해석 및 구조 해석 이  인

2004 가재도 메타모델을 이용한 2차원 날개 형상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4 강상규 시스템 저항을 고려한 팬 성능 해석 기법 개발 이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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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9 김주성 2차원 비정렬격자를 사용한 유동계산의 수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권오준

1999 노희석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적층판의 충격 및 좌굴거동 모니터링 홍창선

1999 박노성 최적화된 집적 유한차분법을 위한 내재적 시간전진 기법의 특성 연구 이덕주

1999 박수형 Upwind 방법을 이용한 극초음속 유동장 해석 권장혁

1999 배효길 Adjoint 방정식을 이용한 날개 형상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1999 이대훈 난류예혼합 화염이 미연가스 영역의 난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승오

1999 이재명 Crossflow analogy를 이용한 미사일 동체의 공력 특성 예측 박승오

1999 이종국 비정렬 격자를 사용한 로터-동체 상호간섭효과 해석 권오준

1999 이형주 기체-입자 2상 매질에서의 복합 열전달 해석 백승욱

1999 최인호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2차원 익형의 공탄성 해석 이  인

1999 최지훈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한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정지비행시 정적 공탄성해석 이  인

1999 최지훈 원통형 분무 연소기 내에서의 자연발화 백승욱

1999 한지훈 등가 구조 모델을 이용한 항공기 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9 허대녕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 수치기법을 위한 예조건화와 난류모델에 대한 연구 이덕주

1999 황재원 공동진화연산의 증대된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한 자동 조종 장치 설계 탁민제

2000 김정덕 ENO Scheme을 이용한 Forward-Facing Cavity Flow 해석 박승오

2000 정상준 외부장착물이 존재하는 항공기 날개의 아음속 플러터 특성 연구 이  인

2000 강경민 2차원 초음속 비정상 압축성 램프 유동의 해석 박승오

2000 강동훈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열변형 및 온도 측정 홍창선

2000 강상훈 고압에서의 액적의 증발 및 연소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0 강지훈 얇은 층류 화염편 영역에서 화염과 와동의 상호 작용 권세진

2000 구본용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동적 변형률 측정 홍창선

2000 권혁준 복합재료 로우터 블레이드에 대한 공력탄성학적 최적설계 이  인

2000 김대희 상대운동이 있는 물체주위의 유동장 해석을 위한 적응격자기법 연구 권장혁

2000 김도형 ER 유체를 이용한 반능동 완충장치의 동적 특성 이  인

2000 김철웅 두께 방향의 와인딩 각도 변화를 고려한 필라멘트 와인딩 된 압력탱크의 해석 홍창선

2000 박승경 표면장력효과 항이 포함된 이차원 이유체 이상유동 모델방정식을 이용한 캐비테이션 문제의 수치적 해석 장근식

2000 송운형 복합재료의 전자기파 반사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및 해석 홍창선

2000 송인수 멀티모달 함수의 최적화를 위한 멘델연산 유전자 알고리즘 탁민제

2000 양승만 신경망 제어기를 이용한 지능 복합재 구조물의 다중 모드 진동 제어 이  인

2000 오세희 접촉문제를 고려한 탄소/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3차원 파손해석 및 설계 김천곤

2000 이명섭 마하수 5에서 회전하는 blunt body의 유동 및 열전달에 관한 수치해석 박승오

2000 이상욱 선형 격자 형성 방정식을 이용한 직교 격자 형성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00 이희준 충격파관에서 정상 초음속 Blunt-Body 유동장이 확립되는 과정에 관한 실험연구 및 수치적 시뮬레이션 장근식

2000 전원주 3-part 혼합 경계치 문제를 위한 독립된 적분방정식의 수립 이덕주

2000 조석범 열-진공 챔버를 이용한 우주환경하에서의 복합재료의 물성 저하 연구 김천곤

2000 최한림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원의 자유음장 복원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1 구근모 퍼지논리제어와 LMI 기법을 이용한 강인 게인 스케쥴링 탁민제

2001 강희엽 초음파 탐상법을 이용한 두꺼운 직조 S2-글라스/폴리에스터 복합재의 결함 검출 및 강도 저하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1 김세훈 이차원 초음속 풍동의 설계와 성능평가 및 과도현상 관찰 권세진

2001 김수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2차원 날개 형상 최적화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1 김용제 최적화된 집적유한차분을 이용한 고차의 정확도와 고해상도를 갖는 유한 체적법의 연구 이덕주

2001 김종한 가속화된 공진화 기법 및 유연구조 인공위성 자세제어계 설계 응용 탁민제

2001 김형순 격자중심기법을 사용한 효율적인 직접모사법 개발 권오준

2001 김흥식 액적배열연소의 상호간섭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01 김희경 압력비에 따른 박리 노즐 유동의 수치적 해석 박승오

2001 남화진 비정렬 격자계에서의 예조건화를 이용한 비점성 비정상 유동해석 기법 권오준

2001 박동균 압축성 강화를 위한 Hartmann-Sprenger 관의 설계 장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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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1 박준성 탄소 입자·기체 혼합물의 충격파에 의한 점화 현상 백승욱

2001 방형준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실시간 파손감지 및 변형률 측정 홍창선

2001 유재한 받음각 및 조종면 변위가 있는 날개의 천음속 공탄성 해석 이  인

2001 이기수 공력 간섭효과를 고려한 Wing/Tail 형상에 대한 비선형 공탄성 해석 이  인

2001 이상의 다방향으로 입체 보강된 복합재의 열물성치 예측 김천곤

2001 이정률 복합재 구조물에 삽입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센서의 신호 특성과 동적 변형률 측정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1 임종우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날개 기본 형상설계 권장혁

2001 지효선 펄스 플라즈마 추력기를 이용한 인공위성 자세제어 기법 연구 탁민제

2001 한승진 축대칭 휘슬의 소음발생에 관한 수치적 시뮬레이션 이덕주

2002 최권형 초소형 연소기에서의 연소 및 열 손실 특성에 관한 연구 권세진

2002 강상국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우주환경에서 복합재료 적층시편의 노화에 따른 열팽창계수변화 측정 김천곤

2002 강현구 혈류 유동 내에서 인공 심장 판막의 개폐운동 장근식

2002 권규남 두꺼운 복합재 평판의 기공에 의한 기계적 물성 저하와 비파괴적 평가 김천곤

2002 김규영 회전익에서 난류 경계층에 의한 광역 소음 예측 이덕주

2002 김범섭 로터 후류와 동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2 김유진 미소유동해석을 위해 내재적 경계조건을 이용한 효율적인 DSMC 기법 개발 권장혁

2002 김중주 고체 입자첨가의 수소 화염에 대한 영향 백승욱

2002 모세준 로켓 이상 배기 플룸과 노즐 기저부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02 신원호 점탄성 감쇠층이 내삽된 원통형 복합 적층 패널의 동특성 연구 이  인

2002 윤혁진 편광 유지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하중과 횡방향 변형률의 측정 홍창선

2002 이은석 협착부 후방의 전단응력이 낮은 혈관부위에서 백혈구의 유체운동에 대하여 장근식

2002 장경식 열린공동 유동해석과 제어 박승오

2002 정재권 2차원 수중 초음속 제트의 가시화 및 불안정성 관찰 박승오

2002 조규원 비정렬 적응격자를 이용한 블레이드-와류 간섭에 따른 공탄성 변형 예측 권오준

2002 최한림 추적-회피 게임의 해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02 임형근 GUI환경을 갖는 증기 터빈 회전익의 설계 패키지 개발 연구 장근식

2002 장태진 2차원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유체유발 진동 해석 이  인

2002 조병규 3차원 공기력을 이용한 복합재 힌지없는 로우터 블레이드의 제자리 비행시 공탄성 해석 이  인

2003 김형준 부스팅 노즐에 의한 초음속 캐비티 압력 변화에 관한 연구 권세진

2003 김대관 비선형 힌지를 갖는 접는 미사일 조종날개에 대한 모델 수립 및 동적 특성 이  인

2003 김수현 복합재료 링크의 해석 및 최적화 김천곤

2003 김종윤 항공기의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에 대한 공탄성 해석 이  인

2003 김현철 탄소나노튜브를 첨가한 나노 복합재료의 기계적/물리적 특성 변화 연구 김천곤

2003 나한비 초소형 정적연소실내에서의 화염 전파의 측정과 해석 권세진

2003 명현삼 외란 환경 하에서 인공위성의 비선형 예측 자세제어 기법 연구 방효충

2003 박상욱 광섬유 EFPI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고정밀 변위 측정 홍창선

2003 송지수 전진하는 2차원 moonpool 의 유동 해석 박승오

2003 오충석 2축 회전 실험장치를 이용한 인공위성 지상자세제어 실험연구 방효충

2003 왕태중 고압에서의 분무의 증발 및 연소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3 이기훈 생존성 향상을 위한 미사일의 전술 회피기동 탁민제

2003 이인철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 수치기법을 이용한 초음속 제트의 Screech Tone 해석 이덕주

2003 이재훈 메타모델을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 설계 홍창선

2003 이희동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한 와류 고리 상태 유동 해석 권오준

2003 정재우 별센서를 이용한 독립항법 시스템 연구 탁민제

2003 최준원 이산화탄소(CO2)가 수소-산소부화 화염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2004 서영진 터보 펌프 터빈 구동시 비정상 천이 열유동 해석 및 구조 해석 이  인

2004 가재도 메타모델을 이용한 2차원 날개 형상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4 강상규 시스템 저항을 고려한 팬 성능 해석 기법 개발 이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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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9 김주성 2차원 비정렬격자를 사용한 유동계산의 수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권오준

1999 노희석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적층판의 충격 및 좌굴거동 모니터링 홍창선

1999 박노성 최적화된 집적 유한차분법을 위한 내재적 시간전진 기법의 특성 연구 이덕주

1999 박수형 Upwind 방법을 이용한 극초음속 유동장 해석 권장혁

1999 배효길 Adjoint 방정식을 이용한 날개 형상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1999 이대훈 난류예혼합 화염이 미연가스 영역의 난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승오

1999 이재명 Crossflow analogy를 이용한 미사일 동체의 공력 특성 예측 박승오

1999 이종국 비정렬 격자를 사용한 로터-동체 상호간섭효과 해석 권오준

1999 이형주 기체-입자 2상 매질에서의 복합 열전달 해석 백승욱

1999 최인호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2차원 익형의 공탄성 해석 이  인

1999 최지훈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한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정지비행시 정적 공탄성해석 이  인

1999 최지훈 원통형 분무 연소기 내에서의 자연발화 백승욱

1999 한지훈 등가 구조 모델을 이용한 항공기 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9 허대녕 최적화된 집적 유한 차분 수치기법을 위한 예조건화와 난류모델에 대한 연구 이덕주

1999 황재원 공동진화연산의 증대된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한 자동 조종 장치 설계 탁민제

2000 김정덕 ENO Scheme을 이용한 Forward-Facing Cavity Flow 해석 박승오

2000 정상준 외부장착물이 존재하는 항공기 날개의 아음속 플러터 특성 연구 이  인

2000 강경민 2차원 초음속 비정상 압축성 램프 유동의 해석 박승오

2000 강동훈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열변형 및 온도 측정 홍창선

2000 강상훈 고압에서의 액적의 증발 및 연소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0 강지훈 얇은 층류 화염편 영역에서 화염과 와동의 상호 작용 권세진

2000 구본용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동적 변형률 측정 홍창선

2000 권혁준 복합재료 로우터 블레이드에 대한 공력탄성학적 최적설계 이  인

2000 김대희 상대운동이 있는 물체주위의 유동장 해석을 위한 적응격자기법 연구 권장혁

2000 김도형 ER 유체를 이용한 반능동 완충장치의 동적 특성 이  인

2000 김철웅 두께 방향의 와인딩 각도 변화를 고려한 필라멘트 와인딩 된 압력탱크의 해석 홍창선

2000 박승경 표면장력효과 항이 포함된 이차원 이유체 이상유동 모델방정식을 이용한 캐비테이션 문제의 수치적 해석 장근식

2000 송운형 복합재료의 전자기파 반사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및 해석 홍창선

2000 송인수 멀티모달 함수의 최적화를 위한 멘델연산 유전자 알고리즘 탁민제

2000 양승만 신경망 제어기를 이용한 지능 복합재 구조물의 다중 모드 진동 제어 이  인

2000 오세희 접촉문제를 고려한 탄소/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3차원 파손해석 및 설계 김천곤

2000 이명섭 마하수 5에서 회전하는 blunt body의 유동 및 열전달에 관한 수치해석 박승오

2000 이상욱 선형 격자 형성 방정식을 이용한 직교 격자 형성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00 이희준 충격파관에서 정상 초음속 Blunt-Body 유동장이 확립되는 과정에 관한 실험연구 및 수치적 시뮬레이션 장근식

2000 전원주 3-part 혼합 경계치 문제를 위한 독립된 적분방정식의 수립 이덕주

2000 조석범 열-진공 챔버를 이용한 우주환경하에서의 복합재료의 물성 저하 연구 김천곤

2000 최한림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원의 자유음장 복원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1 구근모 퍼지논리제어와 LMI 기법을 이용한 강인 게인 스케쥴링 탁민제

2001 강희엽 초음파 탐상법을 이용한 두꺼운 직조 S2-글라스/폴리에스터 복합재의 결함 검출 및 강도 저하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1 김세훈 이차원 초음속 풍동의 설계와 성능평가 및 과도현상 관찰 권세진

2001 김수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2차원 날개 형상 최적화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1 김용제 최적화된 집적유한차분을 이용한 고차의 정확도와 고해상도를 갖는 유한 체적법의 연구 이덕주

2001 김종한 가속화된 공진화 기법 및 유연구조 인공위성 자세제어계 설계 응용 탁민제

2001 김형순 격자중심기법을 사용한 효율적인 직접모사법 개발 권오준

2001 김흥식 액적배열연소의 상호간섭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01 김희경 압력비에 따른 박리 노즐 유동의 수치적 해석 박승오

2001 남화진 비정렬 격자계에서의 예조건화를 이용한 비점성 비정상 유동해석 기법 권오준

2001 박동균 압축성 강화를 위한 Hartmann-Sprenger 관의 설계 장근식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88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 172 -

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6 김혁수 공기 다단 연소기에서 재연소 과정의 NOx 저감 효과 백승욱

2006 랑성민 과산화수소 기화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스발생기 권세진

2006 박연정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끝단 와류 형성에 슬롯이 주는 효과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6 송지용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날개 모델의 저주파 및 고주파 동적 변형률의 동시 측정 김천곤

2006 신승윤 지면 효과를 받는 날개의 공력 특성 연구 권장혁

2006 신효상 NMPC를 이용한 무인 항공기 편대비행 유도 탁민제

2006 안상준 비정렬 중첩격자계를 이용한 서로 겹쳐진 물체들 간의 상대운동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06 안성용 마이크로 단일 추진제 추력기를 위한 촉매 반응기의 설계 및 가공 권세진

2006 위성용 자유 후류법과 와류 중첩법을 이용한 블레이드와 와류의 상호간섭에 관한 수치적 연구 이덕주

2006 유은정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팽창형 붐 구조물의 성능 향상 기법 한재흥

2006 이무근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강 적층된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설계 김천곤

2006 이민수 판토그라프 틸팅 구조물의 모델 수립 및 동적 특성 한재흥

2006 이승준 조종면 및 외부 장착물을 갖는 2차원 날개의 천음속 플러터 억제 이  인

2006 이한걸 직물복합재료를 기반으로 한 막 구조물의 정적/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6 장대수 퍼지로직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충돌 회피 탁민제

2006 장제선 -Method를 이용한 압축성 경계층의 천이 예측 박승오

2006 조신제 무인항공기를 위한 차세대 충돌회피기법 연구 탁민제

2006 최윤혁 입력 잡음을 줄이기 위한 반작용 휠의 제어 분배 방효충

2006 홍중식 극저온에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미소균열에 대한 저항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6 오승훈 압전 작동기를 이용한 복합재료 쉘 구조물의 스냅스루 현상 억제 이  인

2006 조동현 전기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소형 위성의 궤도천이에 대한 최적화 궤적 탁민제

2006 SureshKumar 비정렬 격자계에서 효율적인 비압축성 유동 해석 기법 개발 권오준

2006 Farook 일반적인 조종성능 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최적화기법을 사용한 비행제어시스템의 최적화 탁민제

2007 강석원 산소 및 이산화탄소 센서를 이용한 인체 호흡 기능의 계측 장근식

2007 김사지 Stabilized 유한요소법과 Segregated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동해석 장근식

2007 김영삼 조종성이 구속조건으로 부가된 비행제어 시스템의 최적화 기법 연구 탁민제

2007 김영화 로터의 영향을 고려한 틸트로터기 주익의 공력해석 박승오

2007 김용대 준능동형 로터를 이용한 마이크로 혼합기의 혼합성능 향상 권세진

2007 김충기 마이크로 촉매 연소기의 가공과 성능 검증 권세진

2007 김태훈 비행성 성능평가에 기준한 항공기의 제어시스템 설계 및 분석 탁민제

2007 김홍일 IPMC를 이용한 플래핑 작동기 모듈 연구 한재흥

2007 문진범 유해환경요소를 고려한 일체형 복합재 연료탱크의 해석 김천곤

2007 유승재 자유 후류 기법을 이용한 복합재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제자리 비행시의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2007 유주열 병렬화된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통한 로터-기체간 간섭현상의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7 이동헌 저추력기를 이용한 연료 최적 지구 탈출/달 진입 궤도 설계 연구 방효충

2007 이성남 예조건화를 적용한 고체 로켓 모타 내부 화학반응 유동장 해석연구 백승욱

2007 이승열 음향장내에서 단일 액적의 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7 이원석 덕티드 팬 무인기 시스템 분석 및 퍼지 제어기 구성 방효충

2007 이준석 전산공력음향학을 위한 적응 이동 중첩격자기법 개발 이덕주

2007 임동균 2차원 Euler/N-S 방정식에 대한 민감도 해석 기법의 성능 비교 연구 권장혁

2007 조성각 형상기억합금이 삽입된 원통형 복합 적층 쉘 구조의 플러터 해석 이  인

2007 최성희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굴절률 측정 김천곤

2007 홍진성 비전센서를 이용한 무인 헬리콥터의 자동착륙 연구 방효충

2008 Wong,Zi Jing 전자기 유도 기반의 삽입 적용이 가능한 무선 변형률 센서 김천곤

2008 김광연 3차원 일대일 충돌 감지 및 회피 실시간 알고리즘 탁민제

2008 김민재 전투기 형상의 외부 장착물과 꼬리날개 공력간섭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8 김은호 형상기억합금이 삽입된 복합재료 구조물의 저속충격해석 이  인

2008 김학영 연료희박 재연소 시스템에서 NOX 저감과 CO 발생에 관한 연구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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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4 김근태 시각 기반의 자동 우주 비행체 도킹 연구 및 응용 방효충

2004 김동민 초음속 연소에서의 2차원 2단 혼합층에 관한 수치해석 백승욱

2004 김명곤 극저온 환경에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인장 물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4 김병주 성능과 소음을 고려한 축류팬의 설계 프로그램 개발 이덕주

2004 김상진 진화적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력 및 RCS 최적화 날개 형상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04 김윤환 생존성 증대를 위한 3차원 회피기동 탁민제

2004 문치명 관내 낮은 레이놀즈 수 난류 유동의 대류 열전달 계산 박승오

2004 박기연 샌드위치 구조를 갖는 전자기파 흡수체에 관한 연구 이  인

2004 박성종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교량 구조물의 유체유발 진동해석 이  인

2004 은연주 다중 무인 전투기의 협동 제어 방효충

2004 이성규 개선된 패널과 시간 전진 자유 후류 연계 방법을 통한 로터 및 덕트팬의 공력 해석 이덕주

2004 이수진 상단 자세제어 시스템의 고장 검출 탁민제

2004 이신구 소각로 내에서의 NOx 생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4 이원준 사출 성형에 의해 제작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PMMA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4 이인수 제자리비행 로터 주위 유동장 수치 해석 권장혁

2004 이종광 마이크로 고체 추진제 추력기 요소의 성능 평가 권세진

2004 이창엽 기체 및 고체입자에 의한 화염의 억제 및 소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백승욱

2004 임인규 복합재료 무베어링 로우터 시스템의 정지 비행시 공탄성 해석 이  인

2004 정문승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한 병렬화된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 개발 권오준

2004 최미진 측면제트 유동에서 난류 모델 개선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4 장영환 패치형 스마트 감지작동기 개발 이  인

2004 Khan,QasimSar 이산화탄소(CO2)가 프로판-공기 확산 화염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2005 이정신 협력 게임 이론을 이용한 CMGs 특이점 회피 구동 법칙 방효충

2005 강래형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배열을 이용한 구조물의 변형 형상 예측 한재흥

2005 강명선 3차원 재생냉각 열해석을 위한 2차원 축대칭 재생냉각 모델 연구 박승오

2005 권혁모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개발을 위한 촉매 분해 반응 연구 권세진

2005 권혁훈 출력재정의를 통한 고기동 미사일의 자동 조종 장치 설계 탁민제

2005 김경석 플러터 예측을 위한 다중블록 기법을 이용한 수직 및 수평 미익의 천음속 공기력 해석 이  인

2005 김명섭 MWNT가 첨가된 유리섬유 직물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5 김원식 Multiple Time-Scale k-e  난류 모형을 이용한   경계층 천이 예측 박승오

2005 김재강 비평형 상태 해석을 위한 효율적인 직접 모사법 개발 권오준

2005 김준영 IKONOS 데이터를 이용한 Crown Closure 계산 및 평가 장근식

2005 김태규 마이크로 연료 개질을 위한 촉매 반응기의 설계,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05 박상오 복합재 구조에 삽입된 광섬유 센서의 개선된 ingress/egress 기법 개발 김천곤

2005 백경환 저속에서 뒷전 플랩을 가지는 날개의 병렬 와류 날개  상호작용   연구 이덕주

2005 신승주 헬리콥터 비행조건의 변화에 따른 조종 및 동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5 오세붕 적응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위성 진동 제어 기법 연구 방효충

2005 이상엽 체결압이 고분자막 연료전지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2005 이재은 저속 압축성 유동에서 예조건화 방법을 이용한 수렴성 증진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5 조성봉 호밍 미사일의 최적 회피 기동 전략 탁민제

2005 진정근 주유동 기체의 물리적 특성이 초음속 이젝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05 한수철 비례항법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의 최적 충돌 회피 기동 방효충

2005 홍윤기 덕트 내의 이상 유동에 대한 역열전달 해석 백승욱

2005 나채진 Unscented Kalman Filter를 이용한 헬리콥터 모델의 변수 식별 방효충

2005 최원영 마이크로 스케일 촉매 연소기에서의 수소-공기 예혼합 가스의 연소 특성 권세진

2005 Kannan. S. 백스텝핑을 이용한 소형 무인회전익 항공기의 비선형 제어기 설계 방효충

2006 김규태 화염-표면 상호작용에 의한 열적 화학적 효과가 화염의 소염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06 김부성 무인 항공기 자동 경로설계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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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6 김혁수 공기 다단 연소기에서 재연소 과정의 NOx 저감 효과 백승욱

2006 랑성민 과산화수소 기화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스발생기 권세진

2006 박연정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끝단 와류 형성에 슬롯이 주는 효과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6 송지용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날개 모델의 저주파 및 고주파 동적 변형률의 동시 측정 김천곤

2006 신승윤 지면 효과를 받는 날개의 공력 특성 연구 권장혁

2006 신효상 NMPC를 이용한 무인 항공기 편대비행 유도 탁민제

2006 안상준 비정렬 중첩격자계를 이용한 서로 겹쳐진 물체들 간의 상대운동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06 안성용 마이크로 단일 추진제 추력기를 위한 촉매 반응기의 설계 및 가공 권세진

2006 위성용 자유 후류법과 와류 중첩법을 이용한 블레이드와 와류의 상호간섭에 관한 수치적 연구 이덕주

2006 유은정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팽창형 붐 구조물의 성능 향상 기법 한재흥

2006 이무근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강 적층된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설계 김천곤

2006 이민수 판토그라프 틸팅 구조물의 모델 수립 및 동적 특성 한재흥

2006 이승준 조종면 및 외부 장착물을 갖는 2차원 날개의 천음속 플러터 억제 이  인

2006 이한걸 직물복합재료를 기반으로 한 막 구조물의 정적/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6 장대수 퍼지로직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충돌 회피 탁민제

2006 장제선 -Method를 이용한 압축성 경계층의 천이 예측 박승오

2006 조신제 무인항공기를 위한 차세대 충돌회피기법 연구 탁민제

2006 최윤혁 입력 잡음을 줄이기 위한 반작용 휠의 제어 분배 방효충

2006 홍중식 극저온에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미소균열에 대한 저항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6 오승훈 압전 작동기를 이용한 복합재료 쉘 구조물의 스냅스루 현상 억제 이  인

2006 조동현 전기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소형 위성의 궤도천이에 대한 최적화 궤적 탁민제

2006 SureshKumar 비정렬 격자계에서 효율적인 비압축성 유동 해석 기법 개발 권오준

2006 Farook 일반적인 조종성능 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최적화기법을 사용한 비행제어시스템의 최적화 탁민제

2007 강석원 산소 및 이산화탄소 센서를 이용한 인체 호흡 기능의 계측 장근식

2007 김사지 Stabilized 유한요소법과 Segregated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동해석 장근식

2007 김영삼 조종성이 구속조건으로 부가된 비행제어 시스템의 최적화 기법 연구 탁민제

2007 김영화 로터의 영향을 고려한 틸트로터기 주익의 공력해석 박승오

2007 김용대 준능동형 로터를 이용한 마이크로 혼합기의 혼합성능 향상 권세진

2007 김충기 마이크로 촉매 연소기의 가공과 성능 검증 권세진

2007 김태훈 비행성 성능평가에 기준한 항공기의 제어시스템 설계 및 분석 탁민제

2007 김홍일 IPMC를 이용한 플래핑 작동기 모듈 연구 한재흥

2007 문진범 유해환경요소를 고려한 일체형 복합재 연료탱크의 해석 김천곤

2007 유승재 자유 후류 기법을 이용한 복합재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제자리 비행시의 정적 공탄성 해석 이  인

2007 유주열 병렬화된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통한 로터-기체간 간섭현상의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7 이동헌 저추력기를 이용한 연료 최적 지구 탈출/달 진입 궤도 설계 연구 방효충

2007 이성남 예조건화를 적용한 고체 로켓 모타 내부 화학반응 유동장 해석연구 백승욱

2007 이승열 음향장내에서 단일 액적의 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7 이원석 덕티드 팬 무인기 시스템 분석 및 퍼지 제어기 구성 방효충

2007 이준석 전산공력음향학을 위한 적응 이동 중첩격자기법 개발 이덕주

2007 임동균 2차원 Euler/N-S 방정식에 대한 민감도 해석 기법의 성능 비교 연구 권장혁

2007 조성각 형상기억합금이 삽입된 원통형 복합 적층 쉘 구조의 플러터 해석 이  인

2007 최성희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굴절률 측정 김천곤

2007 홍진성 비전센서를 이용한 무인 헬리콥터의 자동착륙 연구 방효충

2008 Wong,Zi Jing 전자기 유도 기반의 삽입 적용이 가능한 무선 변형률 센서 김천곤

2008 김광연 3차원 일대일 충돌 감지 및 회피 실시간 알고리즘 탁민제

2008 김민재 전투기 형상의 외부 장착물과 꼬리날개 공력간섭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8 김은호 형상기억합금이 삽입된 복합재료 구조물의 저속충격해석 이  인

2008 김학영 연료희박 재연소 시스템에서 NOX 저감과 CO 발생에 관한 연구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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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4 김근태 시각 기반의 자동 우주 비행체 도킹 연구 및 응용 방효충

2004 김동민 초음속 연소에서의 2차원 2단 혼합층에 관한 수치해석 백승욱

2004 김명곤 극저온 환경에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인장 물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4 김병주 성능과 소음을 고려한 축류팬의 설계 프로그램 개발 이덕주

2004 김상진 진화적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력 및 RCS 최적화 날개 형상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04 김윤환 생존성 증대를 위한 3차원 회피기동 탁민제

2004 문치명 관내 낮은 레이놀즈 수 난류 유동의 대류 열전달 계산 박승오

2004 박기연 샌드위치 구조를 갖는 전자기파 흡수체에 관한 연구 이  인

2004 박성종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교량 구조물의 유체유발 진동해석 이  인

2004 은연주 다중 무인 전투기의 협동 제어 방효충

2004 이성규 개선된 패널과 시간 전진 자유 후류 연계 방법을 통한 로터 및 덕트팬의 공력 해석 이덕주

2004 이수진 상단 자세제어 시스템의 고장 검출 탁민제

2004 이신구 소각로 내에서의 NOx 생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4 이원준 사출 성형에 의해 제작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PMMA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4 이인수 제자리비행 로터 주위 유동장 수치 해석 권장혁

2004 이종광 마이크로 고체 추진제 추력기 요소의 성능 평가 권세진

2004 이창엽 기체 및 고체입자에 의한 화염의 억제 및 소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백승욱

2004 임인규 복합재료 무베어링 로우터 시스템의 정지 비행시 공탄성 해석 이  인

2004 정문승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한 병렬화된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 개발 권오준

2004 최미진 측면제트 유동에서 난류 모델 개선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4 장영환 패치형 스마트 감지작동기 개발 이  인

2004 Khan,QasimSar 이산화탄소(CO2)가 프로판-공기 확산 화염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2005 이정신 협력 게임 이론을 이용한 CMGs 특이점 회피 구동 법칙 방효충

2005 강래형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배열을 이용한 구조물의 변형 형상 예측 한재흥

2005 강명선 3차원 재생냉각 열해석을 위한 2차원 축대칭 재생냉각 모델 연구 박승오

2005 권혁모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개발을 위한 촉매 분해 반응 연구 권세진

2005 권혁훈 출력재정의를 통한 고기동 미사일의 자동 조종 장치 설계 탁민제

2005 김경석 플러터 예측을 위한 다중블록 기법을 이용한 수직 및 수평 미익의 천음속 공기력 해석 이  인

2005 김명섭 MWNT가 첨가된 유리섬유 직물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5 김원식 Multiple Time-Scale k-e  난류 모형을 이용한   경계층 천이 예측 박승오

2005 김재강 비평형 상태 해석을 위한 효율적인 직접 모사법 개발 권오준

2005 김준영 IKONOS 데이터를 이용한 Crown Closure 계산 및 평가 장근식

2005 김태규 마이크로 연료 개질을 위한 촉매 반응기의 설계,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05 박상오 복합재 구조에 삽입된 광섬유 센서의 개선된 ingress/egress 기법 개발 김천곤

2005 백경환 저속에서 뒷전 플랩을 가지는 날개의 병렬 와류 날개  상호작용   연구 이덕주

2005 신승주 헬리콥터 비행조건의 변화에 따른 조종 및 동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5 오세붕 적응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위성 진동 제어 기법 연구 방효충

2005 이상엽 체결압이 고분자막 연료전지에 미치는 영향 백승욱

2005 이재은 저속 압축성 유동에서 예조건화 방법을 이용한 수렴성 증진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5 조성봉 호밍 미사일의 최적 회피 기동 전략 탁민제

2005 진정근 주유동 기체의 물리적 특성이 초음속 이젝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05 한수철 비례항법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의 최적 충돌 회피 기동 방효충

2005 홍윤기 덕트 내의 이상 유동에 대한 역열전달 해석 백승욱

2005 나채진 Unscented Kalman Filter를 이용한 헬리콥터 모델의 변수 식별 방효충

2005 최원영 마이크로 스케일 촉매 연소기에서의 수소-공기 예혼합 가스의 연소 특성 권세진

2005 Kannan. S. 백스텝핑을 이용한 소형 무인회전익 항공기의 비선형 제어기 설계 방효충

2006 김규태 화염-표면 상호작용에 의한 열적 화학적 효과가 화염의 소염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06 김부성 무인 항공기 자동 경로설계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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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0 목성훈 궤도 에너지를 이용한 위성 정렬 비행 제어 방효충

2010 박봉균 착륙지점을 고려한 달 착륙선의 궤적 최적화 탁민제

2010 백상욱 민감도 기법을 이용한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 형상 최적화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10 오현동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실내용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항법 연구 탁민제

2010 유동옥 구조 변형을 고려한 HARTⅡ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해석 권오준

2010 유동일 초소형 비행체 시스템 개발 및 자동 편대 비행 구현 심현철

2010 윤효상 동적 환경에서의 별 인식 알고리즘 방효충

2010 이대은 통계적 에너지 해석 기법과 가상 모드 합성 기법을 활용한 저궤도 지구관측위성의 음향-진동 및 충격 응답 해석 한재흥

2010 이동규 자기 부상 비접촉식 밸런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초소형 비행체의 시스템 식별 방법론 한재흥

2010 이동훈 우주용 복합재료의 열팽창에 의한 변형 정밀 측정 한재흥

2010 이범석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로켓에 작용하는 로터내림 효과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0 정민수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대형 풍력터빈 복합재 블레이드의 공탄성 해석 이인

2010 정보영 정밀 행성 착륙을 위한 지형 보조 관성 항법 연구 방효충

2010 정승미 추진제 농도의 과산화수소 증류 조건 확립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0 정연득 테일 시터 무인항공기의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설계 연구 심현철

2010 조성인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FBG 센서의 변형률 전달 특성 실험 연구 이  인

2010 황창환 MILD Combustion 의 열적 및 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10 Son Nguyen 복합재 튜브를 이용한 한국형 TTX의 에너지 흡수장치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김천곤

2010 이창훈 스트랩다운 영상탐색기를 장착한 유도 무기의 유도 법칙 설계 및 유도 루프 해석 탁민제

2011 권형일 수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풍력 터빈 블레이드 단면의 공력 최적 설계 권오준

2011 김상우 매설형 FBG 센서를 이용한 풍력 터빈 블레이드 내부 접착제 층의 접착분리 모니터링 이  인

2011 김중관 유체-구조 연계를 고려한 날갯짓 비행체의 세로 방향 비행 안정성 및 제어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1 김희철 탄소나노튜브가 분산된 평직 탄소 섬유 / 에폭시 복합재료의 감쇠특성 이  인

2011 남경모 Partially Integrated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경계층 천이의 예측 박승오

2011 류선미 수직 발사 유도탄의 공력 및 추력 혼용 제어 시스템 설계 탁민제

2011 문상우 복수 무인항공기의 계층적인 군집지능 시스템 연구 심현철

2011 문용준 달 탐사 임무 설계 권세진

2011 박세환 천음속 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한 2차원 패널/Navier-Stokes 연계 해석기법 개발 이덕주

2011 박현철 미세 동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매립형 열전대 개발 권세진

2011 서대반 히터 접촉식 점화기를 이용한 초소형 고체 추진제 추력기의 점화특성과 점화안정성 향상 권세진

2011 손유나 우주용 하이브리드 샌드위치 쉴딩 시스템의 초고속 충돌 해석 김천곤

2011 신재환 탄소나노입자가 첨가된 케블라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RAS 설계 및 제작 김천곤

2011 오택현 NaBH4 가수분해를 위한 Co-P/Ni foam 촉매의 제작 절차 확립 및 수소 발생 시스템의 성능 평가 권세진

2011 유동완 멀티-로터 무인항공기의 제어시스템 설계 및 영상 기반 충돌회피 기법 연구 탁민제

2011 윤재산 위성 카메라용 복합재료의 Out-gassing에 의한 변형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1 이동협 UML을 이용한 헬리콥터 교전 모델링 연구 탁민제

2011 이웅희 신경망을 이용한 삼륜형 착륙 장치의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 시스템 설계 연구 심현철

2011 임  건 저궤도 우주환경하 탄소섬유강화수지의 충격 특성 및 Whipple Shield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1 정영석 달 탐사 임무의 궤도 보정을 위한 B-평면 조준법 개선 방안 연구 방효충

2011 조수장 MRP기반 비선형 관측기를 이용한 자이로스코프 보정 및 자세제어 연구 방효충

2011 최재훈 비정렬 격자계에서 고차정확도 불연속 갤러킨 기법을 이용한 Navier-Stokes 유동 해석자 개발 권오준

2011 피재환 위성간 각도정보를 활용한 인공위성의 상대운동 항법 연구 방효충

2011 Y.Temirbolatov 관측 벡터만을 이용한 인공 위성의 자세 및 각속도 추정 연구 방효충

2011 A.Kosdauletov 단일 추진제 추력기 개발을 위한 N2O 촉매 분해 특성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2 강신재 1 N 급 이온성 액체 단일추진제 추력기를 위한 촉매 분해 성능 평가 권세진

2012 김금성 초음속 엔진 비행체의 상승궤적 유도 알고리즘 탁민제

2012 김재원 촉매벽 효과를 고려한 무딘 물체 주위의 열화학적 비평형 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2 김진혁 가속도 센서를 위한 감쇠 시스템 개발 및 측정범위 확장에 대한 연구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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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8 노은정 행성간 임무에서의 궤적 보정 기동을 위한 제어 법칙 설계 방효충

2008 박동훈 선형 안정성 이론을 이용한 압축성 축 대칭 원뿔 경계층의 천이 지점 예측 박승오

2008 박종익 평판형 MEMS 고체 추진제 추력기 요소 제작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08 백광열 무인 항공기 영상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 방효충

2008 우지혜 층별 변위장 이론을 이용한 복합재료 원뿔형 쉘 구조물의 열 좌굴 후 거동 해석 이  인

2008 원대연 쿼드 로터 무인항공기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설계 연구 탁민제

2008 윤선혜 플래핑 에어포일의 최대 추력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08 이경주 켤레구배법을 이용한 2차원 비직교 형상에서의 역복사 해석 백승욱

2008 이동진 강화학습을 이용한 무인 헬리콥터 오토로테이션 방효충

2008 이성현 나노 실리카 분산계가 함침된 고강도 섬유의 마찰효과가 방탄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천곤

2008 이영구 칼만 필터 및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인공위성 편대비행 상대 위치 및 자세 추정 방효충

2008 이종원 Pre-stress를 이용한 대변형 벤더형 압전 작동기 연구 한재흥

2008 이태승 비선형 와류격자법을 이용한 낮은 종횡비 날개의 공력특성 예측 박승오

2008 이현창 고압에서의 액적의 증발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8 장병욱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샌드위치 구조의 굽힘 물성치 저하 예측 김천곤

2008 장지성 국부적으로 기울어진 지면을 고려한 비정상 제자리비행 로터 실험장치 개발 이덕주

2008 장홍규 레이더 반사면적 감소 기술이 적용된 구조체 안테나의 설계 및 제작 김천곤

2008 정민규 직교격자를 이용한 유동 해석 기법 개발 권오준

2008 조성권 다공성 촉매지지체를 이용한 수소제거 반응기의 성능향상 권세진

2008 Zhao Lihao 날개 형상이 천이, 경계층 배제두께 광역소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8 Rehan 형상기억합금이 삽입된 복합재료 쉘 구조물의 진동 및 열탄성 해석 이  인

2009 김재관 재연소를 이용한 NOx 저감 기법의 FLUENT를 이용한 수치적 연구 및 검증 백승욱

2009 남현재 6자유도 운동방정식과 공기역학적 특성을 연계한 채프의 궤적 모사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09 박정우 Pseudo-Spectral 방법을 이용한 램제트 미사일의 궤적최적화 탁민제

2009 박현춘 파라핀-왁스 기반 하이브리드로켓 연소실의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백승욱

2009 설안숙 직교격자계를 사용한 2차원 압축성 비점성유동의 개선된 가상경계법 권장혁

2009 이연관 가속도계 적용을 위한 반사형 격자판-광섬유 센서 시스템의 특성 김천곤

2009 이정섭 초소형 과산화수소 추력기용 촉매의 성능 평가 권세진

2009 이종혁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통한 동축반전 로터의 간섭현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9 이준성 저 레이놀즈 수 영역에서 플래핑 날개 공력모델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재흥

2009 이지석 틸트 덕티드 프롭 비행체의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설계 연구 탁민제

2009 이진영 날갯짓 비행체의 세로 비행 동역학 모델링 한재흥

2009 이현기 기하학적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큰 가로세로비 날개의 동적 공탄성 해석 이  인

2009 임승한 정보정찰감시를 위한 협력 무인기 경로점 유도 방효충

2009 정은상 휴대용 PEM 연료전지 구동을 위한 메탄올-과산화수소 자열 개질 반응 권세진

2009 최대형 쿼드로터 무인항공기 설계 및 제어기법 연구 탁민제

2009 하현석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요소간 공력간섭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9 허성식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자동착륙 연구 심현철

2009 이준호 Control Moment Gyroscope와 추력기를 이용한 소형위성의 자세 기동 방효충

2009 임미선 형상기억합금을 삽입한 복합 재료 구조물의 저속 충격 특성 이  인

2010 박대종 터빈 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 개발 및 평가 권세진

2010 강태화 유도필터를 이용한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지상표적 추적시스템 방효충

2010 김경환 공기불요 연료전지 구동을 위한 NH3BH3 열분해 특성 평가 권세진

2010 김기인 무인기 구동을 위한 PEM 연료전지의 금속 분리판 제작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0 김다정 이동형 폐포 호흡가스 분압 예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근식

2010 김다혜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이용한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공력 해석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0 김동훈 연료전지 차량의 재순환 시스템용 이젝터 박승오

2010 김일진 Flattened Roll Design과 SiO2 전단농화유체 함침 직물을 적용한 방탄성능 향상 연구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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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0 목성훈 궤도 에너지를 이용한 위성 정렬 비행 제어 방효충

2010 박봉균 착륙지점을 고려한 달 착륙선의 궤적 최적화 탁민제

2010 백상욱 민감도 기법을 이용한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 형상 최적화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10 오현동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실내용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항법 연구 탁민제

2010 유동옥 구조 변형을 고려한 HARTⅡ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해석 권오준

2010 유동일 초소형 비행체 시스템 개발 및 자동 편대 비행 구현 심현철

2010 윤효상 동적 환경에서의 별 인식 알고리즘 방효충

2010 이대은 통계적 에너지 해석 기법과 가상 모드 합성 기법을 활용한 저궤도 지구관측위성의 음향-진동 및 충격 응답 해석 한재흥

2010 이동규 자기 부상 비접촉식 밸런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초소형 비행체의 시스템 식별 방법론 한재흥

2010 이동훈 우주용 복합재료의 열팽창에 의한 변형 정밀 측정 한재흥

2010 이범석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로켓에 작용하는 로터내림 효과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0 정민수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대형 풍력터빈 복합재 블레이드의 공탄성 해석 이인

2010 정보영 정밀 행성 착륙을 위한 지형 보조 관성 항법 연구 방효충

2010 정승미 추진제 농도의 과산화수소 증류 조건 확립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0 정연득 테일 시터 무인항공기의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설계 연구 심현철

2010 조성인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FBG 센서의 변형률 전달 특성 실험 연구 이  인

2010 황창환 MILD Combustion 의 열적 및 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10 Son Nguyen 복합재 튜브를 이용한 한국형 TTX의 에너지 흡수장치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김천곤

2010 이창훈 스트랩다운 영상탐색기를 장착한 유도 무기의 유도 법칙 설계 및 유도 루프 해석 탁민제

2011 권형일 수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풍력 터빈 블레이드 단면의 공력 최적 설계 권오준

2011 김상우 매설형 FBG 센서를 이용한 풍력 터빈 블레이드 내부 접착제 층의 접착분리 모니터링 이  인

2011 김중관 유체-구조 연계를 고려한 날갯짓 비행체의 세로 방향 비행 안정성 및 제어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1 김희철 탄소나노튜브가 분산된 평직 탄소 섬유 / 에폭시 복합재료의 감쇠특성 이  인

2011 남경모 Partially Integrated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경계층 천이의 예측 박승오

2011 류선미 수직 발사 유도탄의 공력 및 추력 혼용 제어 시스템 설계 탁민제

2011 문상우 복수 무인항공기의 계층적인 군집지능 시스템 연구 심현철

2011 문용준 달 탐사 임무 설계 권세진

2011 박세환 천음속 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한 2차원 패널/Navier-Stokes 연계 해석기법 개발 이덕주

2011 박현철 미세 동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매립형 열전대 개발 권세진

2011 서대반 히터 접촉식 점화기를 이용한 초소형 고체 추진제 추력기의 점화특성과 점화안정성 향상 권세진

2011 손유나 우주용 하이브리드 샌드위치 쉴딩 시스템의 초고속 충돌 해석 김천곤

2011 신재환 탄소나노입자가 첨가된 케블라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RAS 설계 및 제작 김천곤

2011 오택현 NaBH4 가수분해를 위한 Co-P/Ni foam 촉매의 제작 절차 확립 및 수소 발생 시스템의 성능 평가 권세진

2011 유동완 멀티-로터 무인항공기의 제어시스템 설계 및 영상 기반 충돌회피 기법 연구 탁민제

2011 윤재산 위성 카메라용 복합재료의 Out-gassing에 의한 변형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1 이동협 UML을 이용한 헬리콥터 교전 모델링 연구 탁민제

2011 이웅희 신경망을 이용한 삼륜형 착륙 장치의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 시스템 설계 연구 심현철

2011 임  건 저궤도 우주환경하 탄소섬유강화수지의 충격 특성 및 Whipple Shield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1 정영석 달 탐사 임무의 궤도 보정을 위한 B-평면 조준법 개선 방안 연구 방효충

2011 조수장 MRP기반 비선형 관측기를 이용한 자이로스코프 보정 및 자세제어 연구 방효충

2011 최재훈 비정렬 격자계에서 고차정확도 불연속 갤러킨 기법을 이용한 Navier-Stokes 유동 해석자 개발 권오준

2011 피재환 위성간 각도정보를 활용한 인공위성의 상대운동 항법 연구 방효충

2011 Y.Temirbolatov 관측 벡터만을 이용한 인공 위성의 자세 및 각속도 추정 연구 방효충

2011 A.Kosdauletov 단일 추진제 추력기 개발을 위한 N2O 촉매 분해 특성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2 강신재 1 N 급 이온성 액체 단일추진제 추력기를 위한 촉매 분해 성능 평가 권세진

2012 김금성 초음속 엔진 비행체의 상승궤적 유도 알고리즘 탁민제

2012 김재원 촉매벽 효과를 고려한 무딘 물체 주위의 열화학적 비평형 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2 김진혁 가속도 센서를 위한 감쇠 시스템 개발 및 측정범위 확장에 대한 연구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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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8 노은정 행성간 임무에서의 궤적 보정 기동을 위한 제어 법칙 설계 방효충

2008 박동훈 선형 안정성 이론을 이용한 압축성 축 대칭 원뿔 경계층의 천이 지점 예측 박승오

2008 박종익 평판형 MEMS 고체 추진제 추력기 요소 제작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08 백광열 무인 항공기 영상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 방효충

2008 우지혜 층별 변위장 이론을 이용한 복합재료 원뿔형 쉘 구조물의 열 좌굴 후 거동 해석 이  인

2008 원대연 쿼드 로터 무인항공기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설계 연구 탁민제

2008 윤선혜 플래핑 에어포일의 최대 추력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08 이경주 켤레구배법을 이용한 2차원 비직교 형상에서의 역복사 해석 백승욱

2008 이동진 강화학습을 이용한 무인 헬리콥터 오토로테이션 방효충

2008 이성현 나노 실리카 분산계가 함침된 고강도 섬유의 마찰효과가 방탄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천곤

2008 이영구 칼만 필터 및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인공위성 편대비행 상대 위치 및 자세 추정 방효충

2008 이종원 Pre-stress를 이용한 대변형 벤더형 압전 작동기 연구 한재흥

2008 이태승 비선형 와류격자법을 이용한 낮은 종횡비 날개의 공력특성 예측 박승오

2008 이현창 고압에서의 액적의 증발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8 장병욱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샌드위치 구조의 굽힘 물성치 저하 예측 김천곤

2008 장지성 국부적으로 기울어진 지면을 고려한 비정상 제자리비행 로터 실험장치 개발 이덕주

2008 장홍규 레이더 반사면적 감소 기술이 적용된 구조체 안테나의 설계 및 제작 김천곤

2008 정민규 직교격자를 이용한 유동 해석 기법 개발 권오준

2008 조성권 다공성 촉매지지체를 이용한 수소제거 반응기의 성능향상 권세진

2008 Zhao Lihao 날개 형상이 천이, 경계층 배제두께 광역소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8 Rehan 형상기억합금이 삽입된 복합재료 쉘 구조물의 진동 및 열탄성 해석 이  인

2009 김재관 재연소를 이용한 NOx 저감 기법의 FLUENT를 이용한 수치적 연구 및 검증 백승욱

2009 남현재 6자유도 운동방정식과 공기역학적 특성을 연계한 채프의 궤적 모사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09 박정우 Pseudo-Spectral 방법을 이용한 램제트 미사일의 궤적최적화 탁민제

2009 박현춘 파라핀-왁스 기반 하이브리드로켓 연소실의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백승욱

2009 설안숙 직교격자계를 사용한 2차원 압축성 비점성유동의 개선된 가상경계법 권장혁

2009 이연관 가속도계 적용을 위한 반사형 격자판-광섬유 센서 시스템의 특성 김천곤

2009 이정섭 초소형 과산화수소 추력기용 촉매의 성능 평가 권세진

2009 이종혁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통한 동축반전 로터의 간섭현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9 이준성 저 레이놀즈 수 영역에서 플래핑 날개 공력모델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재흥

2009 이지석 틸트 덕티드 프롭 비행체의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설계 연구 탁민제

2009 이진영 날갯짓 비행체의 세로 비행 동역학 모델링 한재흥

2009 이현기 기하학적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큰 가로세로비 날개의 동적 공탄성 해석 이  인

2009 임승한 정보정찰감시를 위한 협력 무인기 경로점 유도 방효충

2009 정은상 휴대용 PEM 연료전지 구동을 위한 메탄올-과산화수소 자열 개질 반응 권세진

2009 최대형 쿼드로터 무인항공기 설계 및 제어기법 연구 탁민제

2009 하현석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요소간 공력간섭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9 허성식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자동착륙 연구 심현철

2009 이준호 Control Moment Gyroscope와 추력기를 이용한 소형위성의 자세 기동 방효충

2009 임미선 형상기억합금을 삽입한 복합 재료 구조물의 저속 충격 특성 이  인

2010 박대종 터빈 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 개발 및 평가 권세진

2010 강태화 유도필터를 이용한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지상표적 추적시스템 방효충

2010 김경환 공기불요 연료전지 구동을 위한 NH3BH3 열분해 특성 평가 권세진

2010 김기인 무인기 구동을 위한 PEM 연료전지의 금속 분리판 제작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0 김다정 이동형 폐포 호흡가스 분압 예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근식

2010 김다혜 비정렬 중첩 격자기법을 이용한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공력 해석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0 김동훈 연료전지 차량의 재순환 시스템용 이젝터 박승오

2010 김일진 Flattened Roll Design과 SiO2 전단농화유체 함침 직물을 적용한 방탄성능 향상 연구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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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4 양태호 천이 영역 유동 해석을 위한 비정렬 격자 기반의 Gas-Kinetic BGK 해석자 개발 권오준

2014 윤문석 한반도 지역의 중규모 이동성 전리층 교란 특성 분석 연구 이지윤

2014 이동기 에탄올 젤 추진제의 특성 연구 백승욱

2014 이학진 유동 간섭 효과를 고려한 Wing-Sails의 공력 해석과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14 전병주 저가 관성 항법 장치와 스트랩다운 영상 탐색기를 장착한 비행체의 영상 정보를 이용한 표적 추적 기법 연구 탁민제

2014 정병민 MDP 기반 다수무인기 감시 정찰 임무 계획 최한림

2014 정순조 공항접근영역의 Dispatching 기법 기반 항공교통 스케줄링 연구 최한림

2014 정우영 무인기 제어를 위한 3차원 벡터 필드 유도기법 연구 방효충

2014 정지원 과도한 불안정성을 갖는 무인전투기의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심현철

2014 차명찬 유체-구조 연계 기법을 이용한 조류력 터빈의 성능 최적 설계 이  인

2014 곽영출 저장성 추진제를 이용한 이원추진제 로켓엔진의 막냉각 특성 권세진

2014 서민국 시선각 측정을 통한 레이돔 오차 추정 및 표적 추적 기법 연구 탁민제

2014 유민석 Joined Wing UAV의 다분야 최적 설계 권장혁

2014 RASHED MEMS 기반 자세 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최적화 방효충

2014 김대영 이론 및 반경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도폭탄의 공력 성능 예측 박승오

2014 박현진 복수 무인기 시스템을 위한 복수 임무 모델 시뮬레이션 안재명

2014 이민우 관측 로켓을 위한 과산화수소 산화제 하이브리드 추력기의 개발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4 정용수 큰 가로세로비를 갖는 유연 날개의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및 최적설계 연구 권오준

2014 허선욱 드리블 볼륨이 단일추진제 추력기의 응답특성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14 TANIA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성군의 그리드 커버리지 최적 설계 연구 방효충

2014 Yao, Min Development of a Three-dimensional High-order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Flow 
Solver on Unstructured Meshes 권오준

2015 김윤영 기준신호 데이터를 이용한 보강된 복합재 구조물에서의 저속 충격위치 탐색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5 강홍재 친환경 접촉점화성 이원추진제 추력기 개발 권세진

2015 김기덕 고리 투영 변환과 벡터 합을 이용한 새로운 별 인식 알고리즘 방효충

2015 김석현 CO/NOx를 첨가한 혼합연료의 점화지연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5 김찬호 회전에 강인한 무인항공기의 교육 기반 목표물 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 방효충

2015 김현탁 시동 특성을 고려한 500 W급 NaBH4 촉매 반응기의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15 노재영 저궤도 우주환경하의 그래핀 나노 복합재료의 물성특성 연구 김천곤

2015 박한택 고차-고해상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비행효과에 따른 초음속 제트 스크리치 톤 특성 연구 이덕주

2015 서민원 다항 제곱 합 기반 미사일의 안정성 분석 및 제어기 설계 최한림

2015 원종한 알루미늄을 이용한 Hydro-Reactive 엔진의 연소 및 성능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5 이다솔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Bidirectional Spline-RRT* 기반 경로계획 심현철

2015 이수관 Threat Plane Method를 이용한 다수의 대함미사일에 대한 대공 방어 체계의 최적 운용 규칙 설계 안재명

2015 이영희 태양 돛 인공위성 2점 경계치 문제의 초기값 추정을 위한 유전자 기법과 지역 탐색 기법 융합 알고리즘의 적용 방효충

2015 이학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로터 블레이드 공력 최적설계 권오준

2015 이해인 복수 무인기 현수 운송 시스템의 모델링 및 변수 강건 제어기 설계 탁민제

2015 조두현 가변 SNR인 확장 표적의 비선형 추적필터 연구 최한림

2015 조재현 공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미사일 궤적 예측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5 추연복 제자리 회전 기동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의 공력 및 동역학적 특성 연구 이덕주

2015 홍성민 활강 유도탄의 초기궤적 최적화 및 경로 추종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5 황제영 비정렬 혼합격자계 유동 해석자를 이용한 끝단 형상에 따른 로터 공력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5 YUPITER K 고체 입자를 추가한 확산 화염의 수치해석 백승욱

2015 김동우 ARAIM을 위한 GNSS 궤도력 오차 특성분석 및 오버바운딩 기법 이지윤

2015 박현주 미분 게임 기반 무인 전투기 기동 알고리즘 탁민제

2015 성태현 궤도상 연료 재보급 기지를 활용한 이중 모드 재해 모니터링 위성군의 운용에 관한 연구 안재명

2015 안명환 고속 유동에서의 효과적인 충격파 예측을 위한 고차-고해상도 수치기법 개발 이덕주

2015 최충현 Z형 직물의 고속 충격 에너지 흡수 특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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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2 김혜민 RCM의 구동조건에 따른 단일 액적의 증발 및 연소 현상 백승욱

2012 박미영 탄소섬유 및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구조전지의 전기적 특성과 활용가능성 김천곤

2012 박재원 압전 분기 진동 감쇠기의 강건성 연구 한재흥

2012 방유진 지상기반 보강시스템을 위한 자동화된 전리층 경사면 속도 추정 알고리즘 이지윤

2012 손길상 저궤도 우주환경에 적합한 고분자 기지재료 김천곤

2012 신은경 OLEV 차량의 통합 열관리 시스템 설계 박승오

2012 심상욱 탐지 전 추적 기법을 위한 조세 단계 파티클 필터 연구 탁민제

2012 오은미 고세장비 유연 날개 비행체의 서보공탄성 모델링 및 자세 추종 제어 시스템 설계 심현철

2012 이동우 PEM 연료전지의 경량화를 위한 마그네슘 분리판 개발 권세진

2012 이성구 과산화수소 터보펌프 시스템  설계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2 전진아 고속 다중극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원형 실린더에 의한 음원의 음향 산란 연구 이덕주

2012 조성욱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충돌회피 연구 심현철

2012 최문천 실시간 운용을 위한 지형 추종/지형 회피 비행 궤적 연구 방효충

2012 최재혁 무인헬리콥터의  영상기반 이동표적 자동착륙 시스템 방효충

2012 한혜현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 대한 GPS 신호의 시간지연 탐지 기술 성능 비교 분석 공승현

2012 Shanti VEM 재료를 이용한 미소진동 절연장치 한재흥

2012 Shehryar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자세추정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3 구본찬 회전효과가 고려된 혼합형 고체 추진제 로켓 연소 현상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13 김권호 PSO 기법을 이용한 히트파이프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3 김덕현 비정렬 격자기법을 이용한 내부 무장창의 유동 특성과 무장 분리 운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3 김상현 AESA 레이더를 이용한 다중-모델 기반 표적 추적 기법 연구 최한림

2013 김영주 지형 고도 데이터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 항법 연구 방효충

2013 김진규 MWNT 첨가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료 이용한 RAS의 유해환경하 성능 연구 김천곤

2013 나윤주 나노위성을 위한 소형 반작용 휠 개발 및 자세제어시스템 연구 방효충

2013 박유림 전단농화유체 함침된 케블라 섬유의 초고속 충격 에너지 흡수 특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3 박장성 무인기의 편대비행 및 공중급유를 위한 영상기반 상대 항법 방효충

2013 서정재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발사체 순간낙하점의 오차 보정 연구 안재명

2013 신희민 수직 이착륙기의 자동 함상 착륙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심현철

2013 이규란 TSTO 발사체의 단분리 시 발생하는 공력간섭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3 이병윤 쿼드-로터 무인항공기의 제어시스템 설계 및 고기동 기법 연구 탁민제

2013 이상협 큰 뒤젖힘각을 갖는 BWB 항공기의 안정성 증대 제어 심현철

2013 이슬기 고효율 EAV 프로펠러의 다분야 최적설계 최성임

2013 이주영 소천체 탐사 임무에서의 자율 착륙 유도 방효충

2013 전종혁 주로터 제자리 및 수직 기동 비행시 후류 형상 변화 연구 이덕주

2013 조소희 장애물이 있는 수평관에서의 폭굉 현상에 대한 수치연구 백승욱

2013 최윤정 CAT-I GBAS 운용을 위한 한반도 전리층 이상현상 연구 이지윤

2013 김성훈 경로에 따른 획득 정보량 보상을 위한 분산형 임무 재할당 방법 최한림

2013 Pratik 접는 날개의 플러터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13 나형호 복수 함정 방어 유도탄 운용 전략의 평가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안재명

2013 Marshal 위성 단 분리 폭발 장치의 충격 생성 및 전파에 대한 수치적 연구 한재흥

2013 Nikesh 비평형 와점성 모형을 이용한Micro-Vortex Generator후류의 수치 모사 박승오

2014 구성모 빠르게 수렴하는 진화 뉴랄 네트워크를 이용한 태양광 우주선 경로 최적화 연구 방효충

2014 김정운 쿼드로터 무인기의 영상 기반 목표물 추적 및 착륙 제어 심현철

2014 김태희 항공기 날개 형상 설계를 위한 distributed design의 적용 권장혁

2014 류초롱 ARAIM 을 위한 GPS Signal-In-Space 오차의 통계적 특성 분석 및 무결성 파라미터 결정 기법 연구 이지윤

2014 문건희 다수 무인기 화물 운송 시스템의 임무 할당을 위한 공동 구매 알고리즘 탁민제

2014 문성현 해면 클러터를 고려한 적외선 영상 센서 모델링 최한림

2014 변수영 섭동을 고려한 최적 폐회로 우주발사체 유도 및 제어기법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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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4 양태호 천이 영역 유동 해석을 위한 비정렬 격자 기반의 Gas-Kinetic BGK 해석자 개발 권오준

2014 윤문석 한반도 지역의 중규모 이동성 전리층 교란 특성 분석 연구 이지윤

2014 이동기 에탄올 젤 추진제의 특성 연구 백승욱

2014 이학진 유동 간섭 효과를 고려한 Wing-Sails의 공력 해석과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14 전병주 저가 관성 항법 장치와 스트랩다운 영상 탐색기를 장착한 비행체의 영상 정보를 이용한 표적 추적 기법 연구 탁민제

2014 정병민 MDP 기반 다수무인기 감시 정찰 임무 계획 최한림

2014 정순조 공항접근영역의 Dispatching 기법 기반 항공교통 스케줄링 연구 최한림

2014 정우영 무인기 제어를 위한 3차원 벡터 필드 유도기법 연구 방효충

2014 정지원 과도한 불안정성을 갖는 무인전투기의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심현철

2014 차명찬 유체-구조 연계 기법을 이용한 조류력 터빈의 성능 최적 설계 이  인

2014 곽영출 저장성 추진제를 이용한 이원추진제 로켓엔진의 막냉각 특성 권세진

2014 서민국 시선각 측정을 통한 레이돔 오차 추정 및 표적 추적 기법 연구 탁민제

2014 유민석 Joined Wing UAV의 다분야 최적 설계 권장혁

2014 RASHED MEMS 기반 자세 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최적화 방효충

2014 김대영 이론 및 반경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도폭탄의 공력 성능 예측 박승오

2014 박현진 복수 무인기 시스템을 위한 복수 임무 모델 시뮬레이션 안재명

2014 이민우 관측 로켓을 위한 과산화수소 산화제 하이브리드 추력기의 개발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4 정용수 큰 가로세로비를 갖는 유연 날개의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및 최적설계 연구 권오준

2014 허선욱 드리블 볼륨이 단일추진제 추력기의 응답특성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14 TANIA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성군의 그리드 커버리지 최적 설계 연구 방효충

2014 Yao, Min Development of a Three-dimensional High-order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Flow 
Solver on Unstructured Meshes 권오준

2015 김윤영 기준신호 데이터를 이용한 보강된 복합재 구조물에서의 저속 충격위치 탐색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5 강홍재 친환경 접촉점화성 이원추진제 추력기 개발 권세진

2015 김기덕 고리 투영 변환과 벡터 합을 이용한 새로운 별 인식 알고리즘 방효충

2015 김석현 CO/NOx를 첨가한 혼합연료의 점화지연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5 김찬호 회전에 강인한 무인항공기의 교육 기반 목표물 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 방효충

2015 김현탁 시동 특성을 고려한 500 W급 NaBH4 촉매 반응기의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15 노재영 저궤도 우주환경하의 그래핀 나노 복합재료의 물성특성 연구 김천곤

2015 박한택 고차-고해상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비행효과에 따른 초음속 제트 스크리치 톤 특성 연구 이덕주

2015 서민원 다항 제곱 합 기반 미사일의 안정성 분석 및 제어기 설계 최한림

2015 원종한 알루미늄을 이용한 Hydro-Reactive 엔진의 연소 및 성능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5 이다솔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Bidirectional Spline-RRT* 기반 경로계획 심현철

2015 이수관 Threat Plane Method를 이용한 다수의 대함미사일에 대한 대공 방어 체계의 최적 운용 규칙 설계 안재명

2015 이영희 태양 돛 인공위성 2점 경계치 문제의 초기값 추정을 위한 유전자 기법과 지역 탐색 기법 융합 알고리즘의 적용 방효충

2015 이학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로터 블레이드 공력 최적설계 권오준

2015 이해인 복수 무인기 현수 운송 시스템의 모델링 및 변수 강건 제어기 설계 탁민제

2015 조두현 가변 SNR인 확장 표적의 비선형 추적필터 연구 최한림

2015 조재현 공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미사일 궤적 예측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5 추연복 제자리 회전 기동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의 공력 및 동역학적 특성 연구 이덕주

2015 홍성민 활강 유도탄의 초기궤적 최적화 및 경로 추종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5 황제영 비정렬 혼합격자계 유동 해석자를 이용한 끝단 형상에 따른 로터 공력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5 YUPITER K 고체 입자를 추가한 확산 화염의 수치해석 백승욱

2015 김동우 ARAIM을 위한 GNSS 궤도력 오차 특성분석 및 오버바운딩 기법 이지윤

2015 박현주 미분 게임 기반 무인 전투기 기동 알고리즘 탁민제

2015 성태현 궤도상 연료 재보급 기지를 활용한 이중 모드 재해 모니터링 위성군의 운용에 관한 연구 안재명

2015 안명환 고속 유동에서의 효과적인 충격파 예측을 위한 고차-고해상도 수치기법 개발 이덕주

2015 최충현 Z형 직물의 고속 충격 에너지 흡수 특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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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2 김혜민 RCM의 구동조건에 따른 단일 액적의 증발 및 연소 현상 백승욱

2012 박미영 탄소섬유 및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구조전지의 전기적 특성과 활용가능성 김천곤

2012 박재원 압전 분기 진동 감쇠기의 강건성 연구 한재흥

2012 방유진 지상기반 보강시스템을 위한 자동화된 전리층 경사면 속도 추정 알고리즘 이지윤

2012 손길상 저궤도 우주환경에 적합한 고분자 기지재료 김천곤

2012 신은경 OLEV 차량의 통합 열관리 시스템 설계 박승오

2012 심상욱 탐지 전 추적 기법을 위한 조세 단계 파티클 필터 연구 탁민제

2012 오은미 고세장비 유연 날개 비행체의 서보공탄성 모델링 및 자세 추종 제어 시스템 설계 심현철

2012 이동우 PEM 연료전지의 경량화를 위한 마그네슘 분리판 개발 권세진

2012 이성구 과산화수소 터보펌프 시스템  설계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2 전진아 고속 다중극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원형 실린더에 의한 음원의 음향 산란 연구 이덕주

2012 조성욱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충돌회피 연구 심현철

2012 최문천 실시간 운용을 위한 지형 추종/지형 회피 비행 궤적 연구 방효충

2012 최재혁 무인헬리콥터의  영상기반 이동표적 자동착륙 시스템 방효충

2012 한혜현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 대한 GPS 신호의 시간지연 탐지 기술 성능 비교 분석 공승현

2012 Shanti VEM 재료를 이용한 미소진동 절연장치 한재흥

2012 Shehryar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자세추정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3 구본찬 회전효과가 고려된 혼합형 고체 추진제 로켓 연소 현상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13 김권호 PSO 기법을 이용한 히트파이프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3 김덕현 비정렬 격자기법을 이용한 내부 무장창의 유동 특성과 무장 분리 운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3 김상현 AESA 레이더를 이용한 다중-모델 기반 표적 추적 기법 연구 최한림

2013 김영주 지형 고도 데이터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 항법 연구 방효충

2013 김진규 MWNT 첨가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료 이용한 RAS의 유해환경하 성능 연구 김천곤

2013 나윤주 나노위성을 위한 소형 반작용 휠 개발 및 자세제어시스템 연구 방효충

2013 박유림 전단농화유체 함침된 케블라 섬유의 초고속 충격 에너지 흡수 특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3 박장성 무인기의 편대비행 및 공중급유를 위한 영상기반 상대 항법 방효충

2013 서정재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발사체 순간낙하점의 오차 보정 연구 안재명

2013 신희민 수직 이착륙기의 자동 함상 착륙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심현철

2013 이규란 TSTO 발사체의 단분리 시 발생하는 공력간섭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3 이병윤 쿼드-로터 무인항공기의 제어시스템 설계 및 고기동 기법 연구 탁민제

2013 이상협 큰 뒤젖힘각을 갖는 BWB 항공기의 안정성 증대 제어 심현철

2013 이슬기 고효율 EAV 프로펠러의 다분야 최적설계 최성임

2013 이주영 소천체 탐사 임무에서의 자율 착륙 유도 방효충

2013 전종혁 주로터 제자리 및 수직 기동 비행시 후류 형상 변화 연구 이덕주

2013 조소희 장애물이 있는 수평관에서의 폭굉 현상에 대한 수치연구 백승욱

2013 최윤정 CAT-I GBAS 운용을 위한 한반도 전리층 이상현상 연구 이지윤

2013 김성훈 경로에 따른 획득 정보량 보상을 위한 분산형 임무 재할당 방법 최한림

2013 Pratik 접는 날개의 플러터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13 나형호 복수 함정 방어 유도탄 운용 전략의 평가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안재명

2013 Marshal 위성 단 분리 폭발 장치의 충격 생성 및 전파에 대한 수치적 연구 한재흥

2013 Nikesh 비평형 와점성 모형을 이용한Micro-Vortex Generator후류의 수치 모사 박승오

2014 구성모 빠르게 수렴하는 진화 뉴랄 네트워크를 이용한 태양광 우주선 경로 최적화 연구 방효충

2014 김정운 쿼드로터 무인기의 영상 기반 목표물 추적 및 착륙 제어 심현철

2014 김태희 항공기 날개 형상 설계를 위한 distributed design의 적용 권장혁

2014 류초롱 ARAIM 을 위한 GPS Signal-In-Space 오차의 통계적 특성 분석 및 무결성 파라미터 결정 기법 연구 이지윤

2014 문건희 다수 무인기 화물 운송 시스템의 임무 할당을 위한 공동 구매 알고리즘 탁민제

2014 문성현 해면 클러터를 고려한 적외선 영상 센서 모델링 최한림

2014 변수영 섭동을 고려한 최적 폐회로 우주발사체 유도 및 제어기법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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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7 김호연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대응 합의 알고리즘 최한림

2017 박우상 정밀한 달 착륙을 위한 크레이터 매칭 알고리즘 기반의 지형상대항법 지상검증 방효충

2017 박태희 강체모드가 연속 돌풍 응답에 미치는 영향 한재흥

2017 박현욱 하중지지형 분리막이 적용된 구조전지 셀 조립 및 평가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7 서종은 쌍안정성을 적용한 전개형 트러스 구조물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7 신재성 유리섬유 분리막 인장이 미치는 구조전지의 전기적 영향 연구 김천곤

2017 심태민 벡터 필드 유도 기법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이동 목표 자동   착륙 연구 방효충

2017 이우철 분산형 다중 레이다 융합 시스템을 위한 추적 관리 구조 선정 최한림

2017 이은광 액체 주입을 통한 하이브리드 로켓의 추력편향제어 권세진

2017 이종완 공진을 이용한 날갯짓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재흥

2017 이한섭 베이지안 위치 예측 기반 고기동 비행체 추적 시스템 설계 심현철

2017 정상우 친환경 단일추진제 촉매분해 모델링을 이용한 추력기 촉매대 설계 최적화 권세진

2017 정석우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를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환경 인지 시스템 개발 심현철

2017 정성문 플룸에 의한 발사체 기저부로의 열 전달 현상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7 채혁주 다수 무인전투기의 시계내 교전을 위한 게임이론 기반 전술 알고리즘 최한림

2017 최의환 Markov Decision Process 기반의  자율 무인기   임무 계획 안재명

2017 한승엽 추력기를 이용한 무인기의 수직 착륙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7 한재성 제자리 비행 시 탭 형상에 따른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7 현은정 RAIM 알고리즘을 이용한 GNSS/기압고도계 센서 융합 항법의 무결성 감시 이지윤

2017 황민철 영상 기반 다수 표적에 대한 탐지 전 추적 기법 연구 탁민제

2017 박성훈 주로터-꼬리로터의 후류 간섭효과로 인한 공력 및 공력소음 실험과 예측에 관한 연구 이덕주

2017 CHRISTOPHER 슐리렌 사진 및 적합직교분해법을 통한 초음속 공동 유동의 주파수 예측 이덕주

2017 MAXIME 솔젤 지지체를 이용한 친환경 고에너지 단일추진제 촉매 점화 권세진

2017 김용운 레이저 유도 충격파의 파이로 충격파 전달 평가 및 저감 설계 활용 이정률

2017 박재윤 초음파전파영상화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재 격자 구조체 비파괴평가 기술 연구 이정률

2017 이상훈 충격파 터널에서의 다중 온도 기반 유동 해석 박기수

2017
ABETEW  
AYALSEW 
DAGNEW

비파괴 검사 적용을 위한 레이저 유도 펄스-에코 초음파의 인자 연구 이정률

2017 ADDO-AKOTO 
REYNOLDS 스냅-스루 효과를 이용한 밀리미터급  소형 쌍안정 구동기 개발 한재흥

2017 Saxena  
Vertika 분석적 모델을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 불안정 예측 김규태

2017 KIM DELIYA 표면 위상 효과를 고려한 무딘 물체의 열전달 예측에 대한 연구 박기수

2018 한준영 저고도 드론 운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비행 기술 오차 모델링 기법 연구 이지윤

2018 변세범 비행궤적 최적화를 통한 활공탄약의 사거리 증대 연구 탁민제

2018 강동훈 고받음각에서의 수직 미익 버펫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8 강재민 Temporal RRT*를 이용한 다중 에이전트 경로 계획 심현철

2018 고재열 복수 이해관계자 관점을 고려한 Vehicle Routing Problem의 파레토 프론트 생성 안재명

2018 김성진 재난 대응을 위한 다수 무인 이동체 분산 작업 계획 기법 연구 최한림

2018 김용호 Study on In-field Diagnosis of Blades in High Pressure Compressor of  Engine based 
on Videoscope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이정률

2018 김준규 물체가 있는 경우 와류입자 속도를 구하기 위한 속도포아송방정식에서의 잠입경계법과 고속포아송 해석자의 적
용 이덕주

2018 김현기 강화학습기반 자율공중교전 알고리즘 연구 심현철

2018 김호현 가변형 붙임각 와류 발생기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8 박경근 궤도 공분산과 충돌 확률을 고려한 우주 감시 레이더의 스케줄링 기법 최한림

2018 박상현 비정렬 혼합격자계 유동 해석을 위한 고차-고해상도 수치기법 개발 권오준

2018 박준우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를 이용한 지형 참조 항법/관성 항법의 통합 항법 방효충

2018 이소정 충격 전파 실험을 위한 파이로 충격 모사장비 개발 한재흥

2018 이주성 시간 확장 네트워크 및 모듈화 설계를 이용한 우주 물류의 최적 임무 설계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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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5 JERIN JOHN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위한 금속화/비금속화 된 에탄올 기반의 고체 추진제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6 성열훈 스테레오 영상 기반 위치 측정 기법 적용을 통한 자기 부상 풍동의 성능 향상 한재흥

2016 김주훈 SPH 기법을 이용한 조류 모델링 연구 및 조류 충돌 해석 김천곤

2016 권창범 자기 부상 장치를 활용한 동적 풍동 실험 방법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6 권희중 FBG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접합 구조물의 번형률 기반 손상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6 김영원 종말 속도 예측 기법을 이용한 무인기의 무동력 착륙 경로점 설계 연구 탁민제

2016 김윤영 케이블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수송 시스템의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연구 탁민제

2016 김익현 초음속 이중 압축램프 앞전 곡률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기수

2016 김태영 다중 별 시선벡터 기반의 강결합 구조 SDINS/별센서 보정항법 알고리즘 방효충

2016 박성연 소형 무인항공기를 위한 깊이 영상 기반 실시간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알고리즘 연구 심현철

2016 박순서 고속 표적 대응을 위한 다중 레이다 시스템 자원활용 기법 연구 최한림

2016 송한준 조종사 로봇 설계 및 제어 알고리즘 연구 심현철

2016 안형진 RCM조건에서 탄소나노입자를 첨가한 단일 액적 연료의 증발 및 연소 특성 백승욱

2016 이다혜 과산화수소 산화제 하이브리드 로켓 노즐의 삭마 특성 권세진

2016 이단일 통신이 고려된 다수 미사일의 협업공격을 위한 충돌각제어 유도법칙 최한림

2016 이동경 이동형 DGNSS 지원을 위한 고속 실측위치측위 기법 이지윤

2016 이동연 변수 최적화를 이용한 연료 움직임의 유체 모델링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6 이성헌 저고도 지형추종비행을 위한 예측형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방효충

2016 이준용 대 탄도탄 시스템의 중기유도를 위한 요격점 예측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6 정우석 고체 연료 램젯 엔진 연소실의 점화조건 권세진

2016 조민우 Navier-Stokes 유동 해석자의 천이 영역 확장을 위한 Kinetic BGK 기법 개선 연구 권오준

2016 조성민 비행체 배기플룸의 적외선 복사 해석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6 조평기 항공기 배기 플룸의 적외선 신호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백승욱

2016 진  현 적응적 실험계획법의 풍동실험 적용방안 연구 안재명

2016 최상연 이득 스케줄 LQR 제어기를 이용한 생체 모방 날갯짓 비행체의 천이비행 제어 한재흥

2016 최재훈 반도체 섬유 전자파 흡수 구조의 RCS 감소 효과 김천곤

2016 탁기현 멀티로터를 이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목표물 인식 및 추적, 위치추정 시스템의 검증 방효충

2016 홍슬기 최적제어기법을 이용한 우주시스템의 동적 기술포트폴리오 최적화 안재명

2016 황대현 저충격 분리볼트에 대한 동적 분리 거동해석 및 수학적 모델링 한재흥

2016 백창훈 현수 방식 화물수송 무인헬기의 비행성 및 감항인증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6 박성현 작은 우주쓰레기의 재진입 궤적 및 생존성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박기수

2016 신인선 부분 선형 근사 기법을 이용한  정적 무장 할당 연구 탁민제

2016 윤지수 고압환경에서의 케로신/나노알루미늄 액적의 증발현상 백승욱

2016 장원근 충격파 터널을 이용한 에틸렌 화염유지 연구 박기수

2016 전다형 유인헬리콥터 무인화를 위한 운동 모델링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심현철

2016 Dhital  
Kailash 초음속 플러터 모사를 위한 분포 공력의 집중하중 근사 한재흥

2016 Saatchi 
Daniel 플랩 소음 예측 기법 개발을 위한 수치적 / 실험적 연구 이덕주

2016

Sathish 
Kumar  
Sarath  
Kumar

우주환경적용을 위한 폴리벤즈이미다졸(PBI) 필름이 초고속 내충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6 Jurado Edwin 환원된 산화 그래핀이 첨가된 저궤도 우주환경용 나노복합재료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6 김민기 차세대 공대공 유도탄의 유도 조종 기법 연구 탁민제

2017 이상훈 상용 항공기 좌석 경량화를 위한 소재 대체 설계 기술 연구 김천곤

2017 박상하 꼬리 로터의 형식 및 회전 방향을 고려한 헬리콥터 제자리 운동의 공력적 실험 연구 이덕주

2017 한진수 쿼드로터 볼 저글링 기법 연구 최한림

2017 권현석 접착 길이와 하중 형태가 표면 부착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의 변형률 전달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7 김준홍 3차원 영상 획득을 위한 다수 위성의 스케줄링 최적화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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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7 김호연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대응 합의 알고리즘 최한림

2017 박우상 정밀한 달 착륙을 위한 크레이터 매칭 알고리즘 기반의 지형상대항법 지상검증 방효충

2017 박태희 강체모드가 연속 돌풍 응답에 미치는 영향 한재흥

2017 박현욱 하중지지형 분리막이 적용된 구조전지 셀 조립 및 평가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7 서종은 쌍안정성을 적용한 전개형 트러스 구조물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7 신재성 유리섬유 분리막 인장이 미치는 구조전지의 전기적 영향 연구 김천곤

2017 심태민 벡터 필드 유도 기법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이동 목표 자동   착륙 연구 방효충

2017 이우철 분산형 다중 레이다 융합 시스템을 위한 추적 관리 구조 선정 최한림

2017 이은광 액체 주입을 통한 하이브리드 로켓의 추력편향제어 권세진

2017 이종완 공진을 이용한 날갯짓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재흥

2017 이한섭 베이지안 위치 예측 기반 고기동 비행체 추적 시스템 설계 심현철

2017 정상우 친환경 단일추진제 촉매분해 모델링을 이용한 추력기 촉매대 설계 최적화 권세진

2017 정석우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를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환경 인지 시스템 개발 심현철

2017 정성문 플룸에 의한 발사체 기저부로의 열 전달 현상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7 채혁주 다수 무인전투기의 시계내 교전을 위한 게임이론 기반 전술 알고리즘 최한림

2017 최의환 Markov Decision Process 기반의  자율 무인기   임무 계획 안재명

2017 한승엽 추력기를 이용한 무인기의 수직 착륙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7 한재성 제자리 비행 시 탭 형상에 따른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7 현은정 RAIM 알고리즘을 이용한 GNSS/기압고도계 센서 융합 항법의 무결성 감시 이지윤

2017 황민철 영상 기반 다수 표적에 대한 탐지 전 추적 기법 연구 탁민제

2017 박성훈 주로터-꼬리로터의 후류 간섭효과로 인한 공력 및 공력소음 실험과 예측에 관한 연구 이덕주

2017 CHRISTOPHER 슐리렌 사진 및 적합직교분해법을 통한 초음속 공동 유동의 주파수 예측 이덕주

2017 MAXIME 솔젤 지지체를 이용한 친환경 고에너지 단일추진제 촉매 점화 권세진

2017 김용운 레이저 유도 충격파의 파이로 충격파 전달 평가 및 저감 설계 활용 이정률

2017 박재윤 초음파전파영상화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재 격자 구조체 비파괴평가 기술 연구 이정률

2017 이상훈 충격파 터널에서의 다중 온도 기반 유동 해석 박기수

2017
ABETEW  
AYALSEW 
DAGNEW

비파괴 검사 적용을 위한 레이저 유도 펄스-에코 초음파의 인자 연구 이정률

2017 ADDO-AKOTO 
REYNOLDS 스냅-스루 효과를 이용한 밀리미터급  소형 쌍안정 구동기 개발 한재흥

2017 Saxena  
Vertika 분석적 모델을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 불안정 예측 김규태

2017 KIM DELIYA 표면 위상 효과를 고려한 무딘 물체의 열전달 예측에 대한 연구 박기수

2018 한준영 저고도 드론 운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비행 기술 오차 모델링 기법 연구 이지윤

2018 변세범 비행궤적 최적화를 통한 활공탄약의 사거리 증대 연구 탁민제

2018 강동훈 고받음각에서의 수직 미익 버펫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8 강재민 Temporal RRT*를 이용한 다중 에이전트 경로 계획 심현철

2018 고재열 복수 이해관계자 관점을 고려한 Vehicle Routing Problem의 파레토 프론트 생성 안재명

2018 김성진 재난 대응을 위한 다수 무인 이동체 분산 작업 계획 기법 연구 최한림

2018 김용호 Study on In-field Diagnosis of Blades in High Pressure Compressor of  Engine based 
on Videoscope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이정률

2018 김준규 물체가 있는 경우 와류입자 속도를 구하기 위한 속도포아송방정식에서의 잠입경계법과 고속포아송 해석자의 적
용 이덕주

2018 김현기 강화학습기반 자율공중교전 알고리즘 연구 심현철

2018 김호현 가변형 붙임각 와류 발생기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8 박경근 궤도 공분산과 충돌 확률을 고려한 우주 감시 레이더의 스케줄링 기법 최한림

2018 박상현 비정렬 혼합격자계 유동 해석을 위한 고차-고해상도 수치기법 개발 권오준

2018 박준우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를 이용한 지형 참조 항법/관성 항법의 통합 항법 방효충

2018 이소정 충격 전파 실험을 위한 파이로 충격 모사장비 개발 한재흥

2018 이주성 시간 확장 네트워크 및 모듈화 설계를 이용한 우주 물류의 최적 임무 설계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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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5 JERIN JOHN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위한 금속화/비금속화 된 에탄올 기반의 고체 추진제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6 성열훈 스테레오 영상 기반 위치 측정 기법 적용을 통한 자기 부상 풍동의 성능 향상 한재흥

2016 김주훈 SPH 기법을 이용한 조류 모델링 연구 및 조류 충돌 해석 김천곤

2016 권창범 자기 부상 장치를 활용한 동적 풍동 실험 방법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6 권희중 FBG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접합 구조물의 번형률 기반 손상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6 김영원 종말 속도 예측 기법을 이용한 무인기의 무동력 착륙 경로점 설계 연구 탁민제

2016 김윤영 케이블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수송 시스템의 모델링 및 제어시스템 연구 탁민제

2016 김익현 초음속 이중 압축램프 앞전 곡률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기수

2016 김태영 다중 별 시선벡터 기반의 강결합 구조 SDINS/별센서 보정항법 알고리즘 방효충

2016 박성연 소형 무인항공기를 위한 깊이 영상 기반 실시간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알고리즘 연구 심현철

2016 박순서 고속 표적 대응을 위한 다중 레이다 시스템 자원활용 기법 연구 최한림

2016 송한준 조종사 로봇 설계 및 제어 알고리즘 연구 심현철

2016 안형진 RCM조건에서 탄소나노입자를 첨가한 단일 액적 연료의 증발 및 연소 특성 백승욱

2016 이다혜 과산화수소 산화제 하이브리드 로켓 노즐의 삭마 특성 권세진

2016 이단일 통신이 고려된 다수 미사일의 협업공격을 위한 충돌각제어 유도법칙 최한림

2016 이동경 이동형 DGNSS 지원을 위한 고속 실측위치측위 기법 이지윤

2016 이동연 변수 최적화를 이용한 연료 움직임의 유체 모델링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6 이성헌 저고도 지형추종비행을 위한 예측형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방효충

2016 이준용 대 탄도탄 시스템의 중기유도를 위한 요격점 예측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6 정우석 고체 연료 램젯 엔진 연소실의 점화조건 권세진

2016 조민우 Navier-Stokes 유동 해석자의 천이 영역 확장을 위한 Kinetic BGK 기법 개선 연구 권오준

2016 조성민 비행체 배기플룸의 적외선 복사 해석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6 조평기 항공기 배기 플룸의 적외선 신호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백승욱

2016 진  현 적응적 실험계획법의 풍동실험 적용방안 연구 안재명

2016 최상연 이득 스케줄 LQR 제어기를 이용한 생체 모방 날갯짓 비행체의 천이비행 제어 한재흥

2016 최재훈 반도체 섬유 전자파 흡수 구조의 RCS 감소 효과 김천곤

2016 탁기현 멀티로터를 이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목표물 인식 및 추적, 위치추정 시스템의 검증 방효충

2016 홍슬기 최적제어기법을 이용한 우주시스템의 동적 기술포트폴리오 최적화 안재명

2016 황대현 저충격 분리볼트에 대한 동적 분리 거동해석 및 수학적 모델링 한재흥

2016 백창훈 현수 방식 화물수송 무인헬기의 비행성 및 감항인증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16 박성현 작은 우주쓰레기의 재진입 궤적 및 생존성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박기수

2016 신인선 부분 선형 근사 기법을 이용한  정적 무장 할당 연구 탁민제

2016 윤지수 고압환경에서의 케로신/나노알루미늄 액적의 증발현상 백승욱

2016 장원근 충격파 터널을 이용한 에틸렌 화염유지 연구 박기수

2016 전다형 유인헬리콥터 무인화를 위한 운동 모델링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심현철

2016 Dhital  
Kailash 초음속 플러터 모사를 위한 분포 공력의 집중하중 근사 한재흥

2016 Saatchi 
Daniel 플랩 소음 예측 기법 개발을 위한 수치적 / 실험적 연구 이덕주

2016

Sathish 
Kumar  
Sarath  
Kumar

우주환경적용을 위한 폴리벤즈이미다졸(PBI) 필름이 초고속 내충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6 Jurado Edwin 환원된 산화 그래핀이 첨가된 저궤도 우주환경용 나노복합재료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6 김민기 차세대 공대공 유도탄의 유도 조종 기법 연구 탁민제

2017 이상훈 상용 항공기 좌석 경량화를 위한 소재 대체 설계 기술 연구 김천곤

2017 박상하 꼬리 로터의 형식 및 회전 방향을 고려한 헬리콥터 제자리 운동의 공력적 실험 연구 이덕주

2017 한진수 쿼드로터 볼 저글링 기법 연구 최한림

2017 권현석 접착 길이와 하중 형태가 표면 부착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의 변형률 전달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7 김준홍 3차원 영상 획득을 위한 다수 위성의 스케줄링 최적화 안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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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20 고효상 스크램제트 비행체 모델링과  iLQR기반 제어기법 연구 최한림

2020 구자헌 모델 희박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의 저선회 화염 동역학 김규태

2020 김경록 Ablation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Flying Aluminum Alloy Wing 박기수

2020 김태현 평면 형태로 접을 수 있는 전개형 트러스 붐 구조물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20 김한빛 프로펠러 손실을 고려한 쿼드로터 안전착륙 경로계획 최한림

2020 문기훈 다중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크로스톡을 통한 음향 상호작용 김규태

2020 박현수 허니컴 패널 용 충격 저감 인서트 개발 한재흥

2020 선기영 전리권 신틸레이션 하의 이중주파수 GNSS 기반 항행 시스템의 가용성 평가 기법 연구 이지윤

2020 안형주 포인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멀티로터의 이동 구간 모션 플래닝 연구 방효충

2020 이동욱 하이브리드 추진을 이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예인선 개념 설계 안재명

2020 이재호 레이저 초음파 기반 판재의 두께방향 및 면내방향 탄성계수 측정법 개발 이정률

2020 임재한 내쉬 균형 개념을 응용한 분산형 자율운행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안재명

2020 장광우 쿼드-틸트로터 UAV의 천이비행 모드 자세 제어 기법 설계 방효충

2020 장우혁 RAS와 PEC 불연속면에 의한 RCS 감소 김천곤

2020 정준영 과산화수소 하이브리드 로켓을 위한 접촉점화성 고체 연료 개발 및 검증 권세진

2020 표재찬 중공 실린더 형상 복합재료 구조 전지 김천곤

2020 Muhammad 
Hamza 조류형 날갯짓 무인비행체 개발 한재흥

2020 Hsiu-Hsuan 
Huang 구름 차폐 불확실성을 고려한 GPU 기반의 큐브 위성 군집 가속 최적화 기법 연구 방효충

2020 이승호 과산화수소 단일추진제 추력기를 이용하는 큐브위성 추진 시스템 설계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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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8 장민수 전자파 흡수 구조의 구조적 성능에 낙뢰가 미치는 영향 김천곤

2018 제갈현욱 메탄 화염에서의 난류-복사 상호작용 연구 백승욱

2018 조민현 도플러 레이다의 표적 추적을 위한 이득보정 의사측정 필터 설계 탁민제

2018 최석민 Pulse Modulation Throttling of Hydrogen Peroxide Monopropellant Thruster 권세진

2018 현종민 스텔스 전자기적 특성 평가를 위한 전영역 스캐닝 자유공간 측정 시스템 개발 이정률

2018 홍경우 GPU 가속 파티클 필터를 위한 파티클 재추출 병렬화 알고리즘 연구 방효충

2018 이선호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 다수 대상체 추적 최한림

2018 Ardhianto  
Kurniawan 디벤질리덴소르비톨을 이용한 케로신 젤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8 Lim Ming 
Chong 상호간 제약조건하의 임무 할당을 위한 게임 이론적 접근법 최한림

2018 Wolff  Felix 초임계 용매화분해를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재활용 김천곤

2018 김대건 상호작용하는 두 스월 안정화 화염의 연소불안정 제어를 위한 대칭성 붕괴 기법 김규태

2018 박진우 변형률 및 음향초음파 센싱 무선 SHM 노드 연구 이정률

2018 심한슬 충격파관에서의 극초음속 정체 유동 특성 연구 박기수

2018 황선유 무인 항공기의 충돌 회피를 위한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영상 기반 비행체 검출 심현철

2018
ANKEM  
VENKAT 
AKHIL

항공우주 구조물의 면내 전단하중 모핑을 위한 유연한 스킨 구조 김천곤

2019 이상헌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자동착륙 정확도 향상을 위한 플레어 경로 생성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9 홍기선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을 위한 안전분리거리 결정 이지윤

2019 곽필원 자동 표적 인식을 위한 기계 학습 연구 방효충

2019 김경환 탄소나노튜브 복합 섬유 센서를 이용한 유리섬유 복합재 구조에서의 변형률 및 층간분리 검출에 관한 연구 이정률

2019 김규섭 초고온 세라믹스 기반 소재의 로켓 노즐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열적 거동 분석 권세진

2019 김근영 충격파 터널을 이용한 에틸렌 연료 모델 스크램제트의 연소 특성 연구 박기수

2019 김대연 인공위성 SAR 안테나 전개형 반사면의 진동제어에 대한 연구 한재흥

2019 김성중 지형 분류를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지도참조 항법 방효충

2019 김시우 재진입 우주 물체의 낙하 영역 예측을 위한 두 단계 프레임워크 안재명

2019 김주원 테트라글라임 연료를 이용한 ADN 기반 단일추진제 개발 및 평가 권세진

2019 김호준 Cross Flow 천이를 고려한 Hybrid RANS/LES 기법에 대한 수치적인 연구 권오준

2019 노희건 순차 컨벡스 계획법을 이용한 호밍 미사일의 충돌 각 및 충돌 시간 제어 유도 탁민제

2019 민동찬 반송파 기반 DGNSS 시스템을 위한 신경망 기반 다중 경로 오차 완화 기법 연구 이지윤

2019 박영진 베이지안 비모수적 상태공간 모델의 설명가능 비지도 학습 기법 최한림

2019 배지훈 항공용 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의 구조 변형 및 진동 추정 전달 정렬 칼만 필터 설계 탁민제

2019 송재봉 공기 흡입식 극초음속 비행체의 하이브리드 제어 기반 궤적 최적화 연구 최한림

2019 송하균 Background-Oriented Schlieren 공광학 기법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기수

2019 윤도희 점탄성 재료를 이용한 제어 모멘트 자이로 용 진동절연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9 이장원 지형을 고려한 행성 표면 샘플 채취 임무를 위한 호퍼와 로버 시스템의 트레이드 스터디 안재명

2019 이정재 공기 충돌형 노즐을 장착한 액체 연료 연소기의 저주파 연소불안정 모드 분석 김규태

2019 이지호 희박 예혼합 모델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스월유동 특성이 화염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규태

2019 이태송 다중 노즐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음향/대류 파동 간섭 메커니즘 김규태

2019 정병학 복잡한 구조에서 레이저 훈련 기반 음향방출 위치표정 및 손상 누적 가시화 이정률

2019 정연수 ADN 단일 추진제 추력기를 위한 고내열성 촉매 연구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9 차지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지구 저궤도 우주 구조물의 우주 방사선 및 초고속 충돌 쉴딩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9 박재민 전투기의 무추력 접근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 최적 조종기법 탁민제

2019 THAI  MAI 
THANH 다기능 초음파 컨디셔닝 기술의 계층적 검사 및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기법에서의 검증 이정률

2019 오영재 순차 컨벡스 계획법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실시간 궤적 최적화 탁민제

2019 윤성진 고고도 방어 유도탄의 자세유지 비례항법 성능 분석 탁민제

2019 조준희 후판 복합재 검사를 위한 레이저 초음파 기법 비교 및 신호 잔향을 이용한 결함 가시화 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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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20 고효상 스크램제트 비행체 모델링과  iLQR기반 제어기법 연구 최한림

2020 구자헌 모델 희박 예혼합 가스터빈 연소기의 저선회 화염 동역학 김규태

2020 김경록 Ablation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Flying Aluminum Alloy Wing 박기수

2020 김태현 평면 형태로 접을 수 있는 전개형 트러스 붐 구조물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20 김한빛 프로펠러 손실을 고려한 쿼드로터 안전착륙 경로계획 최한림

2020 문기훈 다중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크로스톡을 통한 음향 상호작용 김규태

2020 박현수 허니컴 패널 용 충격 저감 인서트 개발 한재흥

2020 선기영 전리권 신틸레이션 하의 이중주파수 GNSS 기반 항행 시스템의 가용성 평가 기법 연구 이지윤

2020 안형주 포인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멀티로터의 이동 구간 모션 플래닝 연구 방효충

2020 이동욱 하이브리드 추진을 이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예인선 개념 설계 안재명

2020 이재호 레이저 초음파 기반 판재의 두께방향 및 면내방향 탄성계수 측정법 개발 이정률

2020 임재한 내쉬 균형 개념을 응용한 분산형 자율운행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안재명

2020 장광우 쿼드-틸트로터 UAV의 천이비행 모드 자세 제어 기법 설계 방효충

2020 장우혁 RAS와 PEC 불연속면에 의한 RCS 감소 김천곤

2020 정준영 과산화수소 하이브리드 로켓을 위한 접촉점화성 고체 연료 개발 및 검증 권세진

2020 표재찬 중공 실린더 형상 복합재료 구조 전지 김천곤

2020 Muhammad 
Hamza 조류형 날갯짓 무인비행체 개발 한재흥

2020 Hsiu-Hsuan 
Huang 구름 차폐 불확실성을 고려한 GPU 기반의 큐브 위성 군집 가속 최적화 기법 연구 방효충

2020 이승호 과산화수소 단일추진제 추력기를 이용하는 큐브위성 추진 시스템 설계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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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8 장민수 전자파 흡수 구조의 구조적 성능에 낙뢰가 미치는 영향 김천곤

2018 제갈현욱 메탄 화염에서의 난류-복사 상호작용 연구 백승욱

2018 조민현 도플러 레이다의 표적 추적을 위한 이득보정 의사측정 필터 설계 탁민제

2018 최석민 Pulse Modulation Throttling of Hydrogen Peroxide Monopropellant Thruster 권세진

2018 현종민 스텔스 전자기적 특성 평가를 위한 전영역 스캐닝 자유공간 측정 시스템 개발 이정률

2018 홍경우 GPU 가속 파티클 필터를 위한 파티클 재추출 병렬화 알고리즘 연구 방효충

2018 이선호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 다수 대상체 추적 최한림

2018 Ardhianto  
Kurniawan 디벤질리덴소르비톨을 이용한 케로신 젤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8 Lim Ming 
Chong 상호간 제약조건하의 임무 할당을 위한 게임 이론적 접근법 최한림

2018 Wolff  Felix 초임계 용매화분해를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재활용 김천곤

2018 김대건 상호작용하는 두 스월 안정화 화염의 연소불안정 제어를 위한 대칭성 붕괴 기법 김규태

2018 박진우 변형률 및 음향초음파 센싱 무선 SHM 노드 연구 이정률

2018 심한슬 충격파관에서의 극초음속 정체 유동 특성 연구 박기수

2018 황선유 무인 항공기의 충돌 회피를 위한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영상 기반 비행체 검출 심현철

2018
ANKEM  
VENKAT 
AKHIL

항공우주 구조물의 면내 전단하중 모핑을 위한 유연한 스킨 구조 김천곤

2019 이상헌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자동착륙 정확도 향상을 위한 플레어 경로 생성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9 홍기선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을 위한 안전분리거리 결정 이지윤

2019 곽필원 자동 표적 인식을 위한 기계 학습 연구 방효충

2019 김경환 탄소나노튜브 복합 섬유 센서를 이용한 유리섬유 복합재 구조에서의 변형률 및 층간분리 검출에 관한 연구 이정률

2019 김규섭 초고온 세라믹스 기반 소재의 로켓 노즐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열적 거동 분석 권세진

2019 김근영 충격파 터널을 이용한 에틸렌 연료 모델 스크램제트의 연소 특성 연구 박기수

2019 김대연 인공위성 SAR 안테나 전개형 반사면의 진동제어에 대한 연구 한재흥

2019 김성중 지형 분류를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영상기반 지도참조 항법 방효충

2019 김시우 재진입 우주 물체의 낙하 영역 예측을 위한 두 단계 프레임워크 안재명

2019 김주원 테트라글라임 연료를 이용한 ADN 기반 단일추진제 개발 및 평가 권세진

2019 김호준 Cross Flow 천이를 고려한 Hybrid RANS/LES 기법에 대한 수치적인 연구 권오준

2019 노희건 순차 컨벡스 계획법을 이용한 호밍 미사일의 충돌 각 및 충돌 시간 제어 유도 탁민제

2019 민동찬 반송파 기반 DGNSS 시스템을 위한 신경망 기반 다중 경로 오차 완화 기법 연구 이지윤

2019 박영진 베이지안 비모수적 상태공간 모델의 설명가능 비지도 학습 기법 최한림

2019 배지훈 항공용 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의 구조 변형 및 진동 추정 전달 정렬 칼만 필터 설계 탁민제

2019 송재봉 공기 흡입식 극초음속 비행체의 하이브리드 제어 기반 궤적 최적화 연구 최한림

2019 송하균 Background-Oriented Schlieren 공광학 기법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기수

2019 윤도희 점탄성 재료를 이용한 제어 모멘트 자이로 용 진동절연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9 이장원 지형을 고려한 행성 표면 샘플 채취 임무를 위한 호퍼와 로버 시스템의 트레이드 스터디 안재명

2019 이정재 공기 충돌형 노즐을 장착한 액체 연료 연소기의 저주파 연소불안정 모드 분석 김규태

2019 이지호 희박 예혼합 모델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스월유동 특성이 화염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규태

2019 이태송 다중 노즐 모형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음향/대류 파동 간섭 메커니즘 김규태

2019 정병학 복잡한 구조에서 레이저 훈련 기반 음향방출 위치표정 및 손상 누적 가시화 이정률

2019 정연수 ADN 단일 추진제 추력기를 위한 고내열성 촉매 연구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9 차지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지구 저궤도 우주 구조물의 우주 방사선 및 초고속 충돌 쉴딩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9 박재민 전투기의 무추력 접근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 최적 조종기법 탁민제

2019 THAI  MAI 
THANH 다기능 초음파 컨디셔닝 기술의 계층적 검사 및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기법에서의 검증 이정률

2019 오영재 순차 컨벡스 계획법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실시간 궤적 최적화 탁민제

2019 윤성진 고고도 방어 유도탄의 자세유지 비례항법 성능 분석 탁민제

2019 조준희 후판 복합재 검사를 위한 레이저 초음파 기법 비교 및 신호 잔향을 이용한 결함 가시화 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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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4 심재열 복합적층보를 이용한 층간파괴인성 특성연구 홍창선

1994 김승호 구조적 비선형성이 있는 비행체 조종날개의 공탄성 해석 이  인

1994 최익현 저속충격을 받는 복합적층판의 거동과 손상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94 김종관 복잡한 3차원 압축성 유동문제를 위한 효율적인 비정렬 적응격자기법의 개발 장근식

1994 조맹효 정교한 구조 및 공기력 모델을 사용한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에 대한 공탄성 해석 이  인

1994 구교남 복합적층 구조물의 진동 및 감쇠 특성 이  인

1995 김학봉 작은 원봉에 의한 원주와유동의 변형에 관한 연구 장근식

1995 도영대 복합재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비선형및 재료 비선형 해석 홍창선

1995 구삼옥 비정상 와류 유동에 의한 음향장의 수치적 연구 이덕주

1995 안이기 비정상 박리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5 이응호 이 방정식 난류모델과 새로운 천이기준을 이용한 천이 박리기포 해석 최도형

1995 이형연 간접 경계적분식과 가중함수를 이용한 응력강도계수의 계산 홍창선

1995 손현우 탄소/탄소 복합재 브레이크  디스크의 열탄성 연구 홍창선

1995 김조권 스트링거 보강 복합적층 원통 판넬의 좌굴후 거동 해석 홍창선

1995 박진호 와류와 웨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연구 이덕주

1995 이인철 보강된 복합적층 판넬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 홍창선

1995 박지상 적층 복합재 구조물에 대한 확률유한요소법과 시스템 신뢰도 해석 홍창선

1995 황창전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한 시간영역에서의 비선형 음향파 방사 및 감소 해석 이덕주

1996 장병희 풍동시험부의 벽면간섭 및 적응벽면 모형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96 양성모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한 비행체 날개의 천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1996 이강덕 일반 경계조건을 가진 얇은 물체에 대한 직접 음향 경계요소법의 개발 이덕주

1996 유동영 미사일 다이내믹스를 고려한 호우밍 유도 루우프의 안정성 해석 탁민제

1996 이동민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한 보강된 복합적층 평판의 진동 및 플러터 특성 이  인

1997 조성호 충돌하는 제트로 인한 합성 제트 유동장에 관한 수치 연구 박승오

1997 고성모 비정렬적응사변형격자와 고해상도 기법을 사용한 비정상 충격파 연구 장근식

1997 김상수 고체추진 램젯엔진 연소실내의 화학반응 유동장 수치해석 백승욱

1997 민병광 비정상 비압축성 Navier-Stokes 유동을 위한 시간 정확성 모멘텀-연합 알고리즘 장근식

1997 고덕곤 고해상도와 고차정확도를 갖는 선형 및 비선형 파동방정식의 수치해석기법 개발 이덕주

1997 유기완 3차원 고리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정상 와류유동장 및 음향장의 수치적 연구 이덕주

1997 정희권 Covariant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한 경계에 근사적으로 직교하는 삼차원 격자형성 방법 개발 권장혁

1997 진재현 미지입력관측기의 설계와 비행제어시스템의 고장모니터링에의 응용 탁민제

1997 권일범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보의 변형률 측정 및 파손 검출 홍창선

1997 조인현 복사 효과를 고려한 축 대칭 고체 로켓 모터의 점화 현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97 선병찬 새로운 불변항을 이용한 소인수분해 제어기 축소 탁민제

1997 최창은 분무식 연소기내의 비회색체 복사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8 이성재 표면장력효과를 고려한 이상유동의 쌍곡형 해법 장근식

1998 김민환 초음속 난류 전단유동의 수치적 모사 박승오

1998 경우민 여러층의 층간분리가 있는 복합재 적층판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 김천곤

1998 라선욱 헬리콥터 로터의 후류 형상 및 성능 예측을 위한 순차적 시간 적분 자유 후류법 개발 이덕주

1998 박태상 2차 upwind TVD 기법을 위한 개선된 다단계 시간 전진 기법 권장혁

1998 백승길 롤 운동을 고려한 발사체 곡면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8 한재흥 지능 복합재 구조의 진동 제어에 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이  인

1998 지선구 비정렬 격자에서의 단조유선 상류차분법을 이용한 비압축성 유동의 유한요소 해석 권장혁

1999 장조원 진동하는 3차원 날개의 tip vortex roll-up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9 신영석 축약모델을 이용한 등가시스템 구성 및 동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1999 김만영 열복사를 고려한 3차원 연소기 내의 연소 특성 백승욱

1999 김성호 비정렬 격자를 사용한 병렬 전산 유체 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 권장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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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7 김천곤 복합재료 면재를 갖는 샌드위치 평판의 탄성 및 점탄성 해석 홍창선

1987 김재수 비정상층류 경계층 유동을 위한 비축자적 유한차분법 장근식

1987 박원택 플라즈마 추진을 위한 MPD 아크의 수치적 해석 최덕인

1988 임진식 축류압축기의 설계 최적화 정명균

1988 전승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원통형 복합적층 판넬의 비선형좌굴해석 홍창선

1988 임승규 Cross-ply 복합적층구조의 섬유방향 파손 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88 유원재 자동차 현가장치에의 응용을 위한 이중 테이퍼를 갖는 섬유강화복합재 판스프링 김호철

1989 염영진 중앙에 균열이 있는 복합재료 유한평판의 파괴해석 홍창선

1989 전완주 비대칭 복합적층평판의 경화된 형상에 대한 비선형 워핑해석 홍창선

1989 김종성 진동하는 날개의 후류에 관한 실험 연구 박승오

1989 박정주 파형벽면에 관한 압축성 난류 Navier-stokes 유동의 해석 장근식

1989 김성초 후향 계단에서 재부착하고 재전개하는 2차원 비압축성 흐름 해석 박승오

1989 사종엽 원주의 층류 근접 후류 와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9 임경식 3차원 후방 계단 흐름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1990 이성만 실시간 최적 지형 추종 시스템 변증남

1990 주석재 Jk 적분을 이용한 이방성 복합적층판에 대한 혼합모우드 균열문제의 해석 홍창선

1990 라승호 흐름방향 압력구배가 후방계단 뒤 난류 재부착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0 민대기 격자형 세라믹 내에서의 층류 예혼합 연소 신현동

1990 윤성호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혼합모우드 층간파괴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0 박준상 고속 회전하는 원통내의 압축성유체의 과도유동 현재민

1990 류호선 원통 주위의 두 곡면벽제트의 상호작용 박승오

1990 박진구 고속회전 원통내에서의 열적으로 일어나는 개스의유동 현재민

1990 송창준 두 원형 실린더 후류의 상관성 와동 장근식

1991 김승우 입자 부상 기체 매질에서의 충격파 역학 장근식

1991 김정엽 두꺼운 복합적층판의 층간응력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 홍창선

1991 구형모 비등방성 난류모델을 이용한 난류 전단류의 해석 박승오

1991 하지수 유동 박리의 유무에 따른 평판 경계층 확산화염의 구조에 관한 연구 신현동

1991 김동민 고등 복합재료 적층판의 자유경계단 층간분리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91 강인모 회전익-고정익 상호간섭 및 블레이드 진동의 영향이 있는 축류 압축기내에서의 비정상 천음속 유동 장근식

1991 이  찬 축류압축기 설계를 위한 관통유동 해석 방법의 개선과 광역소음 해석모형의 개발 정명균

1992 최낙윤 접촉을 고려한 원호계면균열의 해석 및 응력강도계수 계산 엄윤용

1992 김용완 복합재 구조물의 초기파손후의 거동 해석 홍창선

1992 정재화 만곡이 있는 관로내부의 삼차원 대류열전달의 수치적 연구 현재민

1992 김정수 고체연료의 연소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92 이재화 복합재료 직교적층판의 모재균열 증가와 강성저하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2 전재수 단축방향으로 두께변화가 있는 이방성 샌드위치 구조물의 해석 홍창선

1993 이부일 진동하는 익형 후류의 레이놀즈 응력 측정 박승오

1993 권진회 복합적층 원통판넬의 좌굴후 거동 해석 홍창선

1993 김경호 장애물에 분사되는 초음속 젯트 유동의 수치적 해석 장근식

1993 김택영 복사와 대류에 의한 사각 밀폐공간내 고체연료의 점화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4 김효진 층간분리가 존재하는 복합재 적층판의 좌굴 및 좌굴후거동 해석 홍창선

1994 정동규 초음속 화학반응유동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94 박종원 주위류를 갖는 난류확산 부상화염의 구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현동

1994 배귀남 반도체 웨이퍼상의 입자 침착속도의 측정 및 제어 박승오

박사과정 졸업생 명단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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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4 심재열 복합적층보를 이용한 층간파괴인성 특성연구 홍창선

1994 김승호 구조적 비선형성이 있는 비행체 조종날개의 공탄성 해석 이  인

1994 최익현 저속충격을 받는 복합적층판의 거동과 손상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94 김종관 복잡한 3차원 압축성 유동문제를 위한 효율적인 비정렬 적응격자기법의 개발 장근식

1994 조맹효 정교한 구조 및 공기력 모델을 사용한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에 대한 공탄성 해석 이  인

1994 구교남 복합적층 구조물의 진동 및 감쇠 특성 이  인

1995 김학봉 작은 원봉에 의한 원주와유동의 변형에 관한 연구 장근식

1995 도영대 복합재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비선형및 재료 비선형 해석 홍창선

1995 구삼옥 비정상 와류 유동에 의한 음향장의 수치적 연구 이덕주

1995 안이기 비정상 박리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5 이응호 이 방정식 난류모델과 새로운 천이기준을 이용한 천이 박리기포 해석 최도형

1995 이형연 간접 경계적분식과 가중함수를 이용한 응력강도계수의 계산 홍창선

1995 손현우 탄소/탄소 복합재 브레이크  디스크의 열탄성 연구 홍창선

1995 김조권 스트링거 보강 복합적층 원통 판넬의 좌굴후 거동 해석 홍창선

1995 박진호 와류와 웨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연구 이덕주

1995 이인철 보강된 복합적층 판넬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 홍창선

1995 박지상 적층 복합재 구조물에 대한 확률유한요소법과 시스템 신뢰도 해석 홍창선

1995 황창전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한 시간영역에서의 비선형 음향파 방사 및 감소 해석 이덕주

1996 장병희 풍동시험부의 벽면간섭 및 적응벽면 모형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96 양성모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한 비행체 날개의 천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1996 이강덕 일반 경계조건을 가진 얇은 물체에 대한 직접 음향 경계요소법의 개발 이덕주

1996 유동영 미사일 다이내믹스를 고려한 호우밍 유도 루우프의 안정성 해석 탁민제

1996 이동민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한 보강된 복합적층 평판의 진동 및 플러터 특성 이  인

1997 조성호 충돌하는 제트로 인한 합성 제트 유동장에 관한 수치 연구 박승오

1997 고성모 비정렬적응사변형격자와 고해상도 기법을 사용한 비정상 충격파 연구 장근식

1997 김상수 고체추진 램젯엔진 연소실내의 화학반응 유동장 수치해석 백승욱

1997 민병광 비정상 비압축성 Navier-Stokes 유동을 위한 시간 정확성 모멘텀-연합 알고리즘 장근식

1997 고덕곤 고해상도와 고차정확도를 갖는 선형 및 비선형 파동방정식의 수치해석기법 개발 이덕주

1997 유기완 3차원 고리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정상 와류유동장 및 음향장의 수치적 연구 이덕주

1997 정희권 Covariant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한 경계에 근사적으로 직교하는 삼차원 격자형성 방법 개발 권장혁

1997 진재현 미지입력관측기의 설계와 비행제어시스템의 고장모니터링에의 응용 탁민제

1997 권일범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보의 변형률 측정 및 파손 검출 홍창선

1997 조인현 복사 효과를 고려한 축 대칭 고체 로켓 모터의 점화 현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97 선병찬 새로운 불변항을 이용한 소인수분해 제어기 축소 탁민제

1997 최창은 분무식 연소기내의 비회색체 복사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8 이성재 표면장력효과를 고려한 이상유동의 쌍곡형 해법 장근식

1998 김민환 초음속 난류 전단유동의 수치적 모사 박승오

1998 경우민 여러층의 층간분리가 있는 복합재 적층판의 좌굴 및 좌굴후 거동 김천곤

1998 라선욱 헬리콥터 로터의 후류 형상 및 성능 예측을 위한 순차적 시간 적분 자유 후류법 개발 이덕주

1998 박태상 2차 upwind TVD 기법을 위한 개선된 다단계 시간 전진 기법 권장혁

1998 백승길 롤 운동을 고려한 발사체 곡면날개의 플러터 해석 이  인

1998 한재흥 지능 복합재 구조의 진동 제어에 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이  인

1998 지선구 비정렬 격자에서의 단조유선 상류차분법을 이용한 비압축성 유동의 유한요소 해석 권장혁

1999 장조원 진동하는 3차원 날개의 tip vortex roll-up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9 신영석 축약모델을 이용한 등가시스템 구성 및 동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1999 김만영 열복사를 고려한 3차원 연소기 내의 연소 특성 백승욱

1999 김성호 비정렬 격자를 사용한 병렬 전산 유체 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 권장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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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87 김천곤 복합재료 면재를 갖는 샌드위치 평판의 탄성 및 점탄성 해석 홍창선

1987 김재수 비정상층류 경계층 유동을 위한 비축자적 유한차분법 장근식

1987 박원택 플라즈마 추진을 위한 MPD 아크의 수치적 해석 최덕인

1988 임진식 축류압축기의 설계 최적화 정명균

1988 전승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원통형 복합적층 판넬의 비선형좌굴해석 홍창선

1988 임승규 Cross-ply 복합적층구조의 섬유방향 파손 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88 유원재 자동차 현가장치에의 응용을 위한 이중 테이퍼를 갖는 섬유강화복합재 판스프링 김호철

1989 염영진 중앙에 균열이 있는 복합재료 유한평판의 파괴해석 홍창선

1989 전완주 비대칭 복합적층평판의 경화된 형상에 대한 비선형 워핑해석 홍창선

1989 김종성 진동하는 날개의 후류에 관한 실험 연구 박승오

1989 박정주 파형벽면에 관한 압축성 난류 Navier-stokes 유동의 해석 장근식

1989 김성초 후향 계단에서 재부착하고 재전개하는 2차원 비압축성 흐름 해석 박승오

1989 사종엽 원주의 층류 근접 후류 와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89 임경식 3차원 후방 계단 흐름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1990 이성만 실시간 최적 지형 추종 시스템 변증남

1990 주석재 Jk 적분을 이용한 이방성 복합적층판에 대한 혼합모우드 균열문제의 해석 홍창선

1990 라승호 흐름방향 압력구배가 후방계단 뒤 난류 재부착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1990 민대기 격자형 세라믹 내에서의 층류 예혼합 연소 신현동

1990 윤성호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혼합모우드 층간파괴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0 박준상 고속 회전하는 원통내의 압축성유체의 과도유동 현재민

1990 류호선 원통 주위의 두 곡면벽제트의 상호작용 박승오

1990 박진구 고속회전 원통내에서의 열적으로 일어나는 개스의유동 현재민

1990 송창준 두 원형 실린더 후류의 상관성 와동 장근식

1991 김승우 입자 부상 기체 매질에서의 충격파 역학 장근식

1991 김정엽 두꺼운 복합적층판의 층간응력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 홍창선

1991 구형모 비등방성 난류모델을 이용한 난류 전단류의 해석 박승오

1991 하지수 유동 박리의 유무에 따른 평판 경계층 확산화염의 구조에 관한 연구 신현동

1991 김동민 고등 복합재료 적층판의 자유경계단 층간분리에 대한 연구 홍창선

1991 강인모 회전익-고정익 상호간섭 및 블레이드 진동의 영향이 있는 축류 압축기내에서의 비정상 천음속 유동 장근식

1991 이  찬 축류압축기 설계를 위한 관통유동 해석 방법의 개선과 광역소음 해석모형의 개발 정명균

1992 최낙윤 접촉을 고려한 원호계면균열의 해석 및 응력강도계수 계산 엄윤용

1992 김용완 복합재 구조물의 초기파손후의 거동 해석 홍창선

1992 정재화 만곡이 있는 관로내부의 삼차원 대류열전달의 수치적 연구 현재민

1992 김정수 고체연료의 연소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1992 이재화 복합재료 직교적층판의 모재균열 증가와 강성저하에 관한 연구 홍창선

1992 전재수 단축방향으로 두께변화가 있는 이방성 샌드위치 구조물의 해석 홍창선

1993 이부일 진동하는 익형 후류의 레이놀즈 응력 측정 박승오

1993 권진회 복합적층 원통판넬의 좌굴후 거동 해석 홍창선

1993 김경호 장애물에 분사되는 초음속 젯트 유동의 수치적 해석 장근식

1993 김택영 복사와 대류에 의한 사각 밀폐공간내 고체연료의 점화에 관한 연구 백승욱

1994 김효진 층간분리가 존재하는 복합재 적층판의 좌굴 및 좌굴후거동 해석 홍창선

1994 정동규 초음속 화학반응유동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1994 박종원 주위류를 갖는 난류확산 부상화염의 구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현동

1994 배귀남 반도체 웨이퍼상의 입자 침착속도의 측정 및 제어 박승오

박사과정 졸업생 명단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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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2 박재현 복사효과를 고려한 연속체 및 분자류 영역에서의 음파의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2 배재성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공탄성 특성 및 플러터 억제 이  인

2003 안성호 Navier-Stokes 해법을 이용한 차등회전 발사체의 Magnus 효과 연구 장근식

2003 정용운 진동하는 에어포일의 근접후류 측정 연구 박승오

2003 박영민 비정렬 적응격자계를 이용한 효율적인 비정상 유동계산 기법개발 권오준

2003 이진규 추력벡터제어를 위한 이차 분사유동이 있는 2DCD 노즐 내부의 입자-기체유동 상호작용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3 심인보 천음속 유동장을 고려한 굴곡형 흡입관에서의 소음 방사 해석 이덕주

2003 오정훈 복합재 적층판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 구조체의 설계 김천곤

2003 이광섭 수직발사체계 설계를 위한 초음속 충돌제트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2003 정기훈 로터 후류 불안정성의 현상규명 및 능동제어 이덕주

2003 박수형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한 동안정 미계수 예측 기법 권장혁

2003 이대훈 초소형 동력원을 위한 열화학 반응의 측정과 해석 권세진

2003 최지훈 마찰 접촉 시 디스크 브레이크의 열탄성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3 황태경 필라멘트 와인딩 복합재 압력 용기의 확률 변형및 강도 예측 홍창선

2004 신승주 Back shooting 잉크젯 프린트헤드의 토출 주파수 향상 박승오

2004 허종 쌍행렬 공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인 제어기 설계 탁민제

2004 김영한 판파와 압전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손상평가 김천곤

2004 김윤식 다중 격자 기법을 위한 Navier-Stokes Solver의 수렴 특성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4 안무영 쌍곡형 방정식을 위한 Upwind Point Collocation Meshfree Method의 개발 장근식

2004 김대현 복합재료 손상검출을 위한 EFPI 센서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4 허대녕 공동에서 발생하는 유동과 소음의 되먹임 특성 해석 이덕주

2004 강동훈 복합재 구조에 삽입된 FBG 센서의 신호 및 기계적 특성 연구 홍창선

2004 강상훈 협소한 채널 내에서의 연소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4 김도형 광섬유 센서와 압전 작동기를 이용한 스마트 구조물의 진동 제어 이  인

2004 김철웅 준측지궤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필라멘트 와인딩 된 복합재 축대칭 구조물의 최적설계 홍창선

2004 박봉규 정지위성 탑재용 위치유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탁민제

2004 박연묵 퍼지 시스템의 최적 제어 설계 탁민제

2004 고종인 복합재 구조물의 변형률과 고주파 진동의 동시 측정을 위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시스템의 개발 홍창선

2005 홍영석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속화된 공진화 알고리즘 및 최적화 응용 탁민제

2005 박창환 압축성 난류 모형에 대한 연구: 제한자와 압력-변형률 모델 박승오

2005 강승희 폐쇄형 풍동 시험부내의 정상 및 비정상 박리 흐름에 대한 Blockage 보정 기법 연구 권오준

2005 김민규 병렬화된 직접모사법을 이용한 극음속 외부 대기와 측면 제트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05 박창수 자동 편대 비행을 위한 유도 법칙 연구 탁민제

2005 한정호 복합적층판의 두께변화가 램파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 김천곤

2005 강지호 복합재 적층 보강 구조물의 최적설계를 위한 개량 유전자 알고리즘의 개발 김천곤

2005 박영근 천음속 영역에서 유격을 고려한 날개의 공탄성 특성 이  인

2005 김대희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한 고차 정확도 수치기법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5 김성인 초음속 충돌 제트 유동의 진동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2005 양승만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스마트 구조의 형상 제어에 관한 연구 이  인

2005 오세희 효율적인 메타모델 기법을 적용한 복합재료 구조물의 최적설계 김천곤

2005 권혁준 비정상 공기력 축약 모델을 이용한 플러터 안정성 예측 연구 이  인

2005 박순일 벤츄리 스크러버 집진장치의 삼상 유동에 대한 수치 모델링과 성능해석 장근식

2005 박준성 불화중수소 화학레이저의 밀도반전 및 레이저 발진에 대한 연구 백승욱

2005 방형준 안정화된 FBG 센서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충격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5 김광수 접합된 복합재료 적층 구조물의 분리 파손 특성 연구 김천곤

2005 한주현 나노필러가 강화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지구 저궤도 우주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6 김주성 비정렬 격자계에서 point Gauss-Seidel 방법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건한 내재적 연산자 개발 권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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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9 김정석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설계 김천곤

1999 오범석 로켓동체 주위의 초음속유동과 측면제트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장혁

1999 이훈구 기동하는 표적의 추적 알고리즘 탁민제

1999 전성민 정지 및 전진 비행시 복합재료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공탄성   해석 이  인

1999 전완호 원심팬 소음의 발생 및 덮개를 통한 방사 해석 이덕주

2000 유명종 열복사를 고려한 미분탄의 연소 및 NOx 배출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0 전종국 고정 격자계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평면 상변화 열전달 해석 박승오

2000 주상건 3차원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복합재 적층판의 점진적인 파손해석 홍창선

2000 박중완 복합재료의 모재파손 시 광섬유센서의 신호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0 임예훈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지면효과 날개의 해석 장근식

2000 공철원 손상허용을 고려한 복합재 보강 구조물의 구조거동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0 김동현 조종면 및 외부 장착물이 있는 날개의 천음속/초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2000 류  혁 정량적 추적-회피 게임의 직접적 수치해석방법 탁민제

2000 박기철 비정형 적응격자를 사용한 천음속 캐스캐이드 내부의 이상유동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0 신광복 지상환경과 우주환경하의 복합재료의 특성 및 수명예측 연구 김천곤

2000 정문선 새로운 2-유체 모델 및 고차 정확도 Upwind 해법을 이용한 이상유동해석 장근식

2000 조금원 상대운동이 있는 3차원 비정상 유동해석을 위한 효율적인 중첩 격자계 개발 권장혁

2000 한조영 원형공간내 열분해 연료의 점화 및 화염전파 백승욱

2000 김재욱 비정상 압축성 유동의 공력음향 해석을 위한 고차-고해상도 수치해법 및 일반적 특성치 경계조건 연구 이덕주

2000 변도영 액체연료 로켓 엔진 내의 막냉각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0 성춘호 Adjoint 방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공력 최적 설계 권장혁

2000 장세명 압축성 전단층에서의 이동 충격파-와동 상호 간섭 연구 장근식

2000 조기대 점탄성 재료 및 ER 유체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진동 저감 이  인

2000 최성욱 움직이는 조종면의 천이적 공력거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0 송은정 미사일 중기유도법칙의 실시간 구현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01 이창호 극초음속 유동계산을 위한 유속분할기법 수정과 열전달 해석에의 응용 박승오

2001 류치영 다중화 기법에 의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복합재 구조물의 변형률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1 정춘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다중 실린더의 유동장 및 소음 해석 이덕주

2001 강희정 비정렬 적응 격자계를 이용한 정지비행 로터 공력의 수치적 모사 권오준

2001 권기훈 사각 밀폐 공간 내에서 열복사에 의한 고체 연료 점화에 관한 연구:실험 과 수치 해석 백승욱

2001 류근호 압전 재료를 이용한 지능 복합재 구조물의 적응 진동 제어 이  인

2001 성대운 신경회로망과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스마트 복합적층판의 충격 모니터링 연구 김천곤

2001 이정진 복합적층 쉘의 비선형 정적/동적 불안정성 및 진동 특성 연구 이  인

2001 채강석 개선된 경계조건을 이용한 내연기관 덕트 유동과 음향파 거동의 시간영역 해석 이덕주

2001 강현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복합재 구조물의 다중 파라메터 동시 측정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1 김용석 고해상도 기법을 이용한 덕트 내부 유동과 외부 제트에 의한 방사소음 해석 이덕주

2001 오우섭 비정렬 적응격자를 이용한 에어포일 주위의 비정상 유동 해석 권오준

2001 오일권 층별변위 비선형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압전복합적층 구조물의 열탄성 및 공력탄성 안정성 해석 이  인

2001 이호일 수동형 호밍유도탄의 실용적인 이중제어 유도기법 탁민제

2002 윤주식 익단 틈새를 포함한 3 차원 터보기계 이상유동장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2 노성철 평판에 부착된 유한 실린더 상면부 유동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2002 박재성 필라멘트 와인딩된 압력 탱크의 점진적 파손 해석 및 설계 홍창선

2002 김경무 초음속 공기유동으로의 연료분사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02 손영민 복잡한 형상 내 고체 연료의 연소 현상 해석 백승욱

2002 유재석 다방향으로 입체 보강된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치 예측 김천곤

2002 정인재 정상 박층 Navier-Stokes Solver를 이용한 천음속 충격파 버펫 발단 예측 이덕주

2002 김한석 공기 다단 연소기의 NOx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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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2 박재현 복사효과를 고려한 연속체 및 분자류 영역에서의 음파의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2 배재성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공탄성 특성 및 플러터 억제 이  인

2003 안성호 Navier-Stokes 해법을 이용한 차등회전 발사체의 Magnus 효과 연구 장근식

2003 정용운 진동하는 에어포일의 근접후류 측정 연구 박승오

2003 박영민 비정렬 적응격자계를 이용한 효율적인 비정상 유동계산 기법개발 권오준

2003 이진규 추력벡터제어를 위한 이차 분사유동이 있는 2DCD 노즐 내부의 입자-기체유동 상호작용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3 심인보 천음속 유동장을 고려한 굴곡형 흡입관에서의 소음 방사 해석 이덕주

2003 오정훈 복합재 적층판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 구조체의 설계 김천곤

2003 이광섭 수직발사체계 설계를 위한 초음속 충돌제트에 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2003 정기훈 로터 후류 불안정성의 현상규명 및 능동제어 이덕주

2003 박수형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한 동안정 미계수 예측 기법 권장혁

2003 이대훈 초소형 동력원을 위한 열화학 반응의 측정과 해석 권세진

2003 최지훈 마찰 접촉 시 디스크 브레이크의 열탄성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3 황태경 필라멘트 와인딩 복합재 압력 용기의 확률 변형및 강도 예측 홍창선

2004 신승주 Back shooting 잉크젯 프린트헤드의 토출 주파수 향상 박승오

2004 허종 쌍행렬 공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인 제어기 설계 탁민제

2004 김영한 판파와 압전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손상평가 김천곤

2004 김윤식 다중 격자 기법을 위한 Navier-Stokes Solver의 수렴 특성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4 안무영 쌍곡형 방정식을 위한 Upwind Point Collocation Meshfree Method의 개발 장근식

2004 김대현 복합재료 손상검출을 위한 EFPI 센서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4 허대녕 공동에서 발생하는 유동과 소음의 되먹임 특성 해석 이덕주

2004 강동훈 복합재 구조에 삽입된 FBG 센서의 신호 및 기계적 특성 연구 홍창선

2004 강상훈 협소한 채널 내에서의 연소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4 김도형 광섬유 센서와 압전 작동기를 이용한 스마트 구조물의 진동 제어 이  인

2004 김철웅 준측지궤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필라멘트 와인딩 된 복합재 축대칭 구조물의 최적설계 홍창선

2004 박봉규 정지위성 탑재용 위치유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탁민제

2004 박연묵 퍼지 시스템의 최적 제어 설계 탁민제

2004 고종인 복합재 구조물의 변형률과 고주파 진동의 동시 측정을 위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 시스템의 개발 홍창선

2005 홍영석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속화된 공진화 알고리즘 및 최적화 응용 탁민제

2005 박창환 압축성 난류 모형에 대한 연구: 제한자와 압력-변형률 모델 박승오

2005 강승희 폐쇄형 풍동 시험부내의 정상 및 비정상 박리 흐름에 대한 Blockage 보정 기법 연구 권오준

2005 김민규 병렬화된 직접모사법을 이용한 극음속 외부 대기와 측면 제트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05 박창수 자동 편대 비행을 위한 유도 법칙 연구 탁민제

2005 한정호 복합적층판의 두께변화가 램파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 김천곤

2005 강지호 복합재 적층 보강 구조물의 최적설계를 위한 개량 유전자 알고리즘의 개발 김천곤

2005 박영근 천음속 영역에서 유격을 고려한 날개의 공탄성 특성 이  인

2005 김대희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한 고차 정확도 수치기법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5 김성인 초음속 충돌 제트 유동의 진동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2005 양승만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스마트 구조의 형상 제어에 관한 연구 이  인

2005 오세희 효율적인 메타모델 기법을 적용한 복합재료 구조물의 최적설계 김천곤

2005 권혁준 비정상 공기력 축약 모델을 이용한 플러터 안정성 예측 연구 이  인

2005 박순일 벤츄리 스크러버 집진장치의 삼상 유동에 대한 수치 모델링과 성능해석 장근식

2005 박준성 불화중수소 화학레이저의 밀도반전 및 레이저 발진에 대한 연구 백승욱

2005 방형준 안정화된 FBG 센서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충격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5 김광수 접합된 복합재료 적층 구조물의 분리 파손 특성 연구 김천곤

2005 한주현 나노필러가 강화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지구 저궤도 우주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6 김주성 비정렬 격자계에서 point Gauss-Seidel 방법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건한 내재적 연산자 개발 권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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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1999 김정석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설계 김천곤

1999 오범석 로켓동체 주위의 초음속유동과 측면제트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장혁

1999 이훈구 기동하는 표적의 추적 알고리즘 탁민제

1999 전성민 정지 및 전진 비행시 복합재료 무힌지 로우터 블레이드의  공탄성   해석 이  인

1999 전완호 원심팬 소음의 발생 및 덮개를 통한 방사 해석 이덕주

2000 유명종 열복사를 고려한 미분탄의 연소 및 NOx 배출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0 전종국 고정 격자계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평면 상변화 열전달 해석 박승오

2000 주상건 3차원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복합재 적층판의 점진적인 파손해석 홍창선

2000 박중완 복합재료의 모재파손 시 광섬유센서의 신호특성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0 임예훈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지면효과 날개의 해석 장근식

2000 공철원 손상허용을 고려한 복합재 보강 구조물의 구조거동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0 김동현 조종면 및 외부 장착물이 있는 날개의 천음속/초음속 플러터 해석 이 인

2000 류  혁 정량적 추적-회피 게임의 직접적 수치해석방법 탁민제

2000 박기철 비정형 적응격자를 사용한 천음속 캐스캐이드 내부의 이상유동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0 신광복 지상환경과 우주환경하의 복합재료의 특성 및 수명예측 연구 김천곤

2000 정문선 새로운 2-유체 모델 및 고차 정확도 Upwind 해법을 이용한 이상유동해석 장근식

2000 조금원 상대운동이 있는 3차원 비정상 유동해석을 위한 효율적인 중첩 격자계 개발 권장혁

2000 한조영 원형공간내 열분해 연료의 점화 및 화염전파 백승욱

2000 김재욱 비정상 압축성 유동의 공력음향 해석을 위한 고차-고해상도 수치해법 및 일반적 특성치 경계조건 연구 이덕주

2000 변도영 액체연료 로켓 엔진 내의 막냉각 현상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0 성춘호 Adjoint 방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공력 최적 설계 권장혁

2000 장세명 압축성 전단층에서의 이동 충격파-와동 상호 간섭 연구 장근식

2000 조기대 점탄성 재료 및 ER 유체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진동 저감 이  인

2000 최성욱 움직이는 조종면의 천이적 공력거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0 송은정 미사일 중기유도법칙의 실시간 구현에 관한 연구 탁민제

2001 이창호 극초음속 유동계산을 위한 유속분할기법 수정과 열전달 해석에의 응용 박승오

2001 류치영 다중화 기법에 의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복합재 구조물의 변형률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1 정춘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다중 실린더의 유동장 및 소음 해석 이덕주

2001 강희정 비정렬 적응 격자계를 이용한 정지비행 로터 공력의 수치적 모사 권오준

2001 권기훈 사각 밀폐 공간 내에서 열복사에 의한 고체 연료 점화에 관한 연구:실험 과 수치 해석 백승욱

2001 류근호 압전 재료를 이용한 지능 복합재 구조물의 적응 진동 제어 이  인

2001 성대운 신경회로망과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스마트 복합적층판의 충격 모니터링 연구 김천곤

2001 이정진 복합적층 쉘의 비선형 정적/동적 불안정성 및 진동 특성 연구 이  인

2001 채강석 개선된 경계조건을 이용한 내연기관 덕트 유동과 음향파 거동의 시간영역 해석 이덕주

2001 강현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복합재 구조물의 다중 파라메터 동시 측정에 관한 연구 홍창선

2001 김용석 고해상도 기법을 이용한 덕트 내부 유동과 외부 제트에 의한 방사소음 해석 이덕주

2001 오우섭 비정렬 적응격자를 이용한 에어포일 주위의 비정상 유동 해석 권오준

2001 오일권 층별변위 비선형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압전복합적층 구조물의 열탄성 및 공력탄성 안정성 해석 이  인

2001 이호일 수동형 호밍유도탄의 실용적인 이중제어 유도기법 탁민제

2002 윤주식 익단 틈새를 포함한 3 차원 터보기계 이상유동장의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2 노성철 평판에 부착된 유한 실린더 상면부 유동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2002 박재성 필라멘트 와인딩된 압력 탱크의 점진적 파손 해석 및 설계 홍창선

2002 김경무 초음속 공기유동으로의 연료분사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백승욱

2002 손영민 복잡한 형상 내 고체 연료의 연소 현상 해석 백승욱

2002 유재석 다방향으로 입체 보강된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치 예측 김천곤

2002 정인재 정상 박층 Navier-Stokes Solver를 이용한 천음속 충격파 버펫 발단 예측 이덕주

2002 김한석 공기 다단 연소기의 NOx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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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8 이창엽 고급 재연소 시스템의 NOx 저감 및 열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08 임인규 뒷전 플랩을 갖는 무베어링 로우터 시스템의 공력탄성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8 서인호 뉴럴네트웍을 이용한 Gyrostat 위성의 모멘텀 전달 제어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08 왕태중 디젤 유해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산화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선택적환원촉매에 대한 연구 백승욱

2008 이원준 주기 격자 패턴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 구조체의 설계 김천곤

2008 김태규 초소형 PEM 연료전지 동력원을 위한 MEMS 메탄올 개질 시스템 권세진

2009 김학윤 전진 비행하는 로터의 자동회전 범위와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2009 김형준 점성포텐셜이론을 이용한 열 및 물질전달이 있는 이상유체 계면의 안정성 연구 권세진

2009 양준서 초소형 고체추진제 추력기의 내탄도 모델링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09 임형철 추력기 불확실성을 가지는 인공위성 편대비행의 적응제어 연구 방효충

2009 송지수 PANS를 이용한 사각실린더 주변의 유동장 해석 박승오

2009 이재훈 유연성을 고려한 날개 표면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연구 권장혁

2009 김명곤 탄소나노튜브 강화를 통한 복합재의 극저온 층간파괴인성 향상 연구 김천곤

2009 김윤환 대함 유도탄의 회피기동을 위한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09 박기연 유전성 및 자성 손실재를 함유한 광대역 전자기파 흡수 복합재료의 실험적 연구 한재흥

2009 박문수 하이브리드 수치최적화 기법을 위한 진화기반 헤시안 추정 탁민제

2009 이종광 MEMS 고체 추진제 로켓의 내탄도 설계와 가공 공정 확립 권세진

2009 정태규 액체 추진제 로켓엔진의 혼합비 안정기 설계와 특성 연구 권세진

2009 현성윤 복사 코드 SPRADIAN07과 응용 장근식

2009 김해동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성군집궤도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09 나재정 열복사-대류 연계를 고려한 대기권 재진입시의 극음속 경계층 유동 해석 장근식

2009 오세윤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후방 동체-핀 왜곡모형의 보정 박승오

2009 이균호 원통형 연소기내 확산지배 난류 연소현상의 역해석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9 진정근 촉매 반응기를 열원으로 한 소형 열전발전 모듈 권세진

2009 홍윤기 얼음 입자와 복합재료의 충돌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9 김재강 분자 충돌 해석을 통한 충돌단면 및 비평형 상태 해석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09 이복원 나노 SiO2 분산계 함침 직물의 방탄특성 및 방호시스템 적용을 위한 연구 김천곤

2010 조태환 풍동시험에서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실속 전 공력성능 보정기법 및 공력소음원 측정기법 연구 이덕주

2010 김유진 증가계수의 직접 계산법을 이용한 항공기 유동장내의 분리효과 예측 권장혁

2010 박영웅 회피 제한조건을 고려한 정지궤도 위성의 궤도 비행체 추적 자세제어기 연구 방효충

2010 이광현 다중 비행조종 시스템의 재형상 제어기 설계연구 방효충

2010 신상훈 전도성 혼합 섬유를 이용한 직물형 밀리미터파 흡수체 설계 김천곤

2010 정문승 비정렬 격자계에서 격자간 경계 재연결에 의한 보존적 중첩 격자기법 개발 권오준

2010 서영진 다중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미사일 조종날개의 공탄성 해석 이  인

2010 윤세현 형상기억합금 의탄성 효과 기반 파이로 충격 저감용 메쉬 절연계 개발 한재흥

2010 강래형 초기 응력이 가해진 기저 구조물을 이용한 압전 유니모프의 개발 한재흥

2010 김경석 큰 가로세로비 날개의 공력탄성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10 김준영 Gradient 마하수를 고려한 압축성 난류 모형의 개발 박승오

2010 양계병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항공기 비상동력장치용 가스발생기 설계와 성능시험 권세진

2010 정경진 고 세장비 날개에 대한 정밀 유체-구조 연계기법 연구 권장혁

2010 박상오 저궤도 우주환경하에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김천곤

2010 은연주 공항근처 공역에서의 도착비행 최적 스케줄링 방효충

2010 상대규 수동형 탐색기를 이용한 동시공격 구현 방법 연구 탁민제

2010 송찬이 점성유동에서 탄성캡슐의 동적 유체-구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장근식

2010 안성용 응답 특성을 고려한 자세제어용 과산화수소 단일추진제 추력기 설계 권세진

2010 위성용 로터 성능을 위한 시간전진 자유후류법과 Navier-Stokes Solver를 연계한 해석 기법 개발 이덕주

2010 이승준 다상연계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공탄성 해석 기법 개발 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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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6 이상욱 Adjoint 민감도 해석 기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로터의 공력형상 최적설계 권오준

2006 최한림 유한한 길이를 갖는 얇은 탄성도관 안의 회전하는 이극소음원에 의한 방사 이덕주

2006 권기정 타원 익형 공력 및 유동장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2006 전원주 유동장 내의 유한한 Strip에 의한 음파 회절의 이론적 연구 이덕주

2006 김세훈 수축-팽창 디퓨저를 갖는 환형 분사 초음속 이젝터 성능 특성 권세진

2006 김수환 불확실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력 형상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6 유재한 마찰 감쇠기가 있는 블레이드 디스크의 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6 이상의 주파수 선택적인 직물 복합재료를 갖는 전자파 흡수 구조체의 제작 및 설계 김천곤

2006 김기완 축대칭 원통형상 및 동심 환형관에서의 역열전달 해석 백승욱

2006 노진호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팽창형 구조물의 표면 형상 제어 연구 이  인

2006 윤혁진 강도가 향상된 FBG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온도와 변형률 동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6 이진익 유도탄 생존성 향상을 위한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06 안중기 불확실요소들을 고려한 다분야 통합시스템의 최적설계 기법 연구 권장혁

2006 염금수 근사 Jacobian 행렬법을 이용한 수중 충격파와 캐비테이션 문제의 이차원 이유체 이상유동 해석 장근식

2006 유창경 최적 표적입사각 제어 법칙을 이용한 경로점 유도기법 탁민제

2007 우현욱 진화연산의 가속기법 연구 탁민제

2007 고범용 AUSM 기법을 이용한 난류 채널 유동 해석의 내재적 대와류 모사 박승오

2007 차홍석 마이크로 연료 전지의 연료 개질을 위한 MEMS 촉매 반응기 권세진

2007 김춘택 초소형 MHD 펌프 성능에 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권세진

2007 강상국 복합재의 극저온 특성 및 극저온 추진제 탱크 적용을 위한 연구 김천곤

2007 김경수 터보기기 응용을 위한 공기 포일 추력 베어링의 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  인

2007 신원호 구조비선형을 고려한 미사일 조종날개의 서보 공탄성 해석 이  인

2007 이은석 수소 고압부를 가진 충격관을 이용한 화성탐사체 열복사환경의 실험 및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7 이현재 CMG의 최적 구동 법칙 연구 방효충

2007 임종봉 교란을 포함하는 고리와들의 개구리뜀 거동 및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덕주

2007 장경식 LES와 DES를 이용한 비압축성 열린 공동 유동의 수치적 모사 박승오

2007 황태원 공역학적 불확실성과 구동기 포화 및 고장을 고려한 유도탄 제어 탁민제

2007 오충석 외란하에서 적응제어기를 이용한 유연 우주비행체 자세제어 방효충

2007 임하영 비예열 시동 특성을 갖는 이원 촉매 베드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권세진

2007 전인수 다수 유도탄의 협력 공격을 위한 충돌시간제어 유도법칙 탁민제

2007 한상헌 가열로 내 연소현상 및 슬랩 가열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7 Khan,QasimSar 고온고압에서 다성분 연료 액적의 증발 및 점화, 연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08 배  황 폐포와 혼합정맥혈의 호흡가스 분압 예측을 위한 최소침습법 연구 장근식

2008 남화진 탄성 변형 효과를 고려한 전진 비행하는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 공기역학 해석 권오준

2008 강왕구 32m 에어로스탯 돌풍응답 해석연구 이  인

2008 강현구 혈액유동에 대한 혈관내피세포 칼슘반응의 복합물리적 해석 장근식

2008 최성윤 항공기 익형 공력특성 향상을 위한 유동제어 기법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8 김규영 Shroud Fan 광역 소음 예측 기법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8 김수현 접착요소와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복합재 보강 패널의 최적설계 김천곤

2008 김종윤 공기역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항공기 날개의 천음속 공탄성 해석 이  인

2008 김진봉 복소 유전율 모델을 활용한 전자파 흡수 복합재료 적층판 설계 김천곤

2008 박상욱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김천곤

2008 이인철 고차 고해상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초음속 스크리치톤의 메커니즘 연구 이덕주

2008 김대관 유연한 플래핑 날개의 공탄성 특성 및 유체-구조 연계해석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08 박근홍 H2O2-케로젠 로켓을 초기 가속장치로 갖는 새로운 램젯 추진기관 권세진

2008 Gao,Bing PSE방법의 이완기법과 Hump를 지나는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   에대한 적용 박승오

2008 이상종 성층권비행선의 궤적 최적화 및 비선형 추종제어기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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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8 이창엽 고급 재연소 시스템의 NOx 저감 및 열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08 임인규 뒷전 플랩을 갖는 무베어링 로우터 시스템의 공력탄성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8 서인호 뉴럴네트웍을 이용한 Gyrostat 위성의 모멘텀 전달 제어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08 왕태중 디젤 유해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산화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선택적환원촉매에 대한 연구 백승욱

2008 이원준 주기 격자 패턴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 구조체의 설계 김천곤

2008 김태규 초소형 PEM 연료전지 동력원을 위한 MEMS 메탄올 개질 시스템 권세진

2009 김학윤 전진 비행하는 로터의 자동회전 범위와 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승오

2009 김형준 점성포텐셜이론을 이용한 열 및 물질전달이 있는 이상유체 계면의 안정성 연구 권세진

2009 양준서 초소형 고체추진제 추력기의 내탄도 모델링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09 임형철 추력기 불확실성을 가지는 인공위성 편대비행의 적응제어 연구 방효충

2009 송지수 PANS를 이용한 사각실린더 주변의 유동장 해석 박승오

2009 이재훈 유연성을 고려한 날개 표면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연구 권장혁

2009 김명곤 탄소나노튜브 강화를 통한 복합재의 극저온 층간파괴인성 향상 연구 김천곤

2009 김윤환 대함 유도탄의 회피기동을 위한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09 박기연 유전성 및 자성 손실재를 함유한 광대역 전자기파 흡수 복합재료의 실험적 연구 한재흥

2009 박문수 하이브리드 수치최적화 기법을 위한 진화기반 헤시안 추정 탁민제

2009 이종광 MEMS 고체 추진제 로켓의 내탄도 설계와 가공 공정 확립 권세진

2009 정태규 액체 추진제 로켓엔진의 혼합비 안정기 설계와 특성 연구 권세진

2009 현성윤 복사 코드 SPRADIAN07과 응용 장근식

2009 김해동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성군집궤도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09 나재정 열복사-대류 연계를 고려한 대기권 재진입시의 극음속 경계층 유동 해석 장근식

2009 오세윤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후방 동체-핀 왜곡모형의 보정 박승오

2009 이균호 원통형 연소기내 확산지배 난류 연소현상의 역해석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9 진정근 촉매 반응기를 열원으로 한 소형 열전발전 모듈 권세진

2009 홍윤기 얼음 입자와 복합재료의 충돌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9 김재강 분자 충돌 해석을 통한 충돌단면 및 비평형 상태 해석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09 이복원 나노 SiO2 분산계 함침 직물의 방탄특성 및 방호시스템 적용을 위한 연구 김천곤

2010 조태환 풍동시험에서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실속 전 공력성능 보정기법 및 공력소음원 측정기법 연구 이덕주

2010 김유진 증가계수의 직접 계산법을 이용한 항공기 유동장내의 분리효과 예측 권장혁

2010 박영웅 회피 제한조건을 고려한 정지궤도 위성의 궤도 비행체 추적 자세제어기 연구 방효충

2010 이광현 다중 비행조종 시스템의 재형상 제어기 설계연구 방효충

2010 신상훈 전도성 혼합 섬유를 이용한 직물형 밀리미터파 흡수체 설계 김천곤

2010 정문승 비정렬 격자계에서 격자간 경계 재연결에 의한 보존적 중첩 격자기법 개발 권오준

2010 서영진 다중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한 미사일 조종날개의 공탄성 해석 이  인

2010 윤세현 형상기억합금 의탄성 효과 기반 파이로 충격 저감용 메쉬 절연계 개발 한재흥

2010 강래형 초기 응력이 가해진 기저 구조물을 이용한 압전 유니모프의 개발 한재흥

2010 김경석 큰 가로세로비 날개의 공력탄성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10 김준영 Gradient 마하수를 고려한 압축성 난류 모형의 개발 박승오

2010 양계병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항공기 비상동력장치용 가스발생기 설계와 성능시험 권세진

2010 정경진 고 세장비 날개에 대한 정밀 유체-구조 연계기법 연구 권장혁

2010 박상오 저궤도 우주환경하에서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김천곤

2010 은연주 공항근처 공역에서의 도착비행 최적 스케줄링 방효충

2010 상대규 수동형 탐색기를 이용한 동시공격 구현 방법 연구 탁민제

2010 송찬이 점성유동에서 탄성캡슐의 동적 유체-구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장근식

2010 안성용 응답 특성을 고려한 자세제어용 과산화수소 단일추진제 추력기 설계 권세진

2010 위성용 로터 성능을 위한 시간전진 자유후류법과 Navier-Stokes Solver를 연계한 해석 기법 개발 이덕주

2010 이승준 다상연계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공탄성 해석 기법 개발 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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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06 이상욱 Adjoint 민감도 해석 기법을 이용한 헬리콥터 로터의 공력형상 최적설계 권오준

2006 최한림 유한한 길이를 갖는 얇은 탄성도관 안의 회전하는 이극소음원에 의한 방사 이덕주

2006 권기정 타원 익형 공력 및 유동장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승오

2006 전원주 유동장 내의 유한한 Strip에 의한 음파 회절의 이론적 연구 이덕주

2006 김세훈 수축-팽창 디퓨저를 갖는 환형 분사 초음속 이젝터 성능 특성 권세진

2006 김수환 불확실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력 형상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06 유재한 마찰 감쇠기가 있는 블레이드 디스크의 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인

2006 이상의 주파수 선택적인 직물 복합재료를 갖는 전자파 흡수 구조체의 제작 및 설계 김천곤

2006 김기완 축대칭 원통형상 및 동심 환형관에서의 역열전달 해석 백승욱

2006 노진호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팽창형 구조물의 표면 형상 제어 연구 이  인

2006 윤혁진 강도가 향상된 FBG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온도와 변형률 동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06 이진익 유도탄 생존성 향상을 위한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06 안중기 불확실요소들을 고려한 다분야 통합시스템의 최적설계 기법 연구 권장혁

2006 염금수 근사 Jacobian 행렬법을 이용한 수중 충격파와 캐비테이션 문제의 이차원 이유체 이상유동 해석 장근식

2006 유창경 최적 표적입사각 제어 법칙을 이용한 경로점 유도기법 탁민제

2007 우현욱 진화연산의 가속기법 연구 탁민제

2007 고범용 AUSM 기법을 이용한 난류 채널 유동 해석의 내재적 대와류 모사 박승오

2007 차홍석 마이크로 연료 전지의 연료 개질을 위한 MEMS 촉매 반응기 권세진

2007 김춘택 초소형 MHD 펌프 성능에 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권세진

2007 강상국 복합재의 극저온 특성 및 극저온 추진제 탱크 적용을 위한 연구 김천곤

2007 김경수 터보기기 응용을 위한 공기 포일 추력 베어링의 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  인

2007 신원호 구조비선형을 고려한 미사일 조종날개의 서보 공탄성 해석 이  인

2007 이은석 수소 고압부를 가진 충격관을 이용한 화성탐사체 열복사환경의 실험 및 수치적 연구 장근식

2007 이현재 CMG의 최적 구동 법칙 연구 방효충

2007 임종봉 교란을 포함하는 고리와들의 개구리뜀 거동 및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덕주

2007 장경식 LES와 DES를 이용한 비압축성 열린 공동 유동의 수치적 모사 박승오

2007 황태원 공역학적 불확실성과 구동기 포화 및 고장을 고려한 유도탄 제어 탁민제

2007 오충석 외란하에서 적응제어기를 이용한 유연 우주비행체 자세제어 방효충

2007 임하영 비예열 시동 특성을 갖는 이원 촉매 베드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 권세진

2007 전인수 다수 유도탄의 협력 공격을 위한 충돌시간제어 유도법칙 탁민제

2007 한상헌 가열로 내 연소현상 및 슬랩 가열 특성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07 Khan,QasimSar 고온고압에서 다성분 연료 액적의 증발 및 점화, 연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08 배  황 폐포와 혼합정맥혈의 호흡가스 분압 예측을 위한 최소침습법 연구 장근식

2008 남화진 탄성 변형 효과를 고려한 전진 비행하는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 공기역학 해석 권오준

2008 강왕구 32m 에어로스탯 돌풍응답 해석연구 이  인

2008 강현구 혈액유동에 대한 혈관내피세포 칼슘반응의 복합물리적 해석 장근식

2008 최성윤 항공기 익형 공력특성 향상을 위한 유동제어 기법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08 김규영 Shroud Fan 광역 소음 예측 기법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08 김수현 접착요소와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복합재 보강 패널의 최적설계 김천곤

2008 김종윤 공기역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항공기 날개의 천음속 공탄성 해석 이  인

2008 김진봉 복소 유전율 모델을 활용한 전자파 흡수 복합재료 적층판 설계 김천곤

2008 박상욱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김천곤

2008 이인철 고차 고해상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초음속 스크리치톤의 메커니즘 연구 이덕주

2008 김대관 유연한 플래핑 날개의 공탄성 특성 및 유체-구조 연계해석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08 박근홍 H2O2-케로젠 로켓을 초기 가속장치로 갖는 새로운 램젯 추진기관 권세진

2008 Gao,Bing PSE방법의 이완기법과 Hump를 지나는 경계층의  안정성 해석   에대한 적용 박승오

2008 이상종 성층권비행선의 궤적 최적화 및 비선형 추종제어기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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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3 박동훈 PSE 기법을 이용한 Hump 위 경계층의 선형 및 비선형 안정성 해석 박승오

2013 백광열 비선형 추정을 위한 Adaptive Sparse Grid Quadrature Filter 연구 방효충

2013 이동진 무인항공기 영상기반 지형참조항법 알고리즘 연구 방효충

2013 이종원 뒷전 플랩을 이용한 대형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능동 하중 제어 한재흥

2013 장지성 로터 후류가 있을 때 포아송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물체 표면압력 예측기법 개발 이덕주

2013 설안숙 압축성 점성 유동에서의 가상경계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13 이연관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변위-변형률 기반의 다점 및 다변수 측정 광섬유 센서 통합 시스템 개발과 
응용 김천곤

2013 이정섭 블렌딩 기법을 통한 소형 과산화수소 추력기의 성능 향상 권세진

2013 이준성 생체모방 날갯짓비행체의 비행 동역학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3 임승한 벡터필드를 이용한 무인기의 도달 각도, 시간 및 속력 제어를 위한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3 정은상 MEMS 기술을 이용한 메탄올 - 과산화수소 자열 개질 반응 권세진

2013 김건홍 압축성 난류 유동의 수치적 해석을 위한 대수 응력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승오

2013 김경환 소형 무인 항공기의 체공 성능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권세진

2013 박봉균 탐색기의 시야각 제한을 고려한 충돌각 제어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3 이경재 공동형 보염기를 갖는 수소연료 스크램제트 연소기의 연소성능 권세진

2013 이창훈 일반화 된 가중함수를 이용한 최적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3 Irfan Javed 나노입자를 포함한 연료 액적의 연소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3 전대근 비동기 다중 센서를 이용한 비선형 모델 기반 타겟 추적 연구 방효충

2013 오택현 항공우주시스템용 직접 NaBH4/H2O2 연료전지의 개발 및 검증 권세진

2014 민병문 리아프노프 안정성 정리를 이용한 종말시간 구속조건을 갖는 유도법칙 설계 탁민제

2014 우성현 유사 통계적에너지해석 기법과 가상모드합성법을 활용한 중고주파수 대역의 충격 응답 해석 한재흥

2014 김광수 모델 불확실성 및 물리적 제약을 갖는 재사용 우주비행체의 종축 운동제어를 위한 비선형 적응제어 연구 방효충

2014 이경주 항공기 생존성 향상을 위한 후방동체 온도 저감 및 IR 신호 연구 백승욱

2014 정민규 비정렬 혼합격자계에서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한 고차정확도 해석 기법 연구 권오준

2014 강춘길 Bi-stable 작동기 기반의 항력판을 이용한 탄도 수정 한재흥

2014 허성식 무인항공기의 실내외 비행을 위한 영상 및 LIDAR 기반의 자율항법시스템 연구 심현철

2014 윤상열 Mobile Robot의 Kinematics 및 형상을 고려한 Grid Search 기반의 경로 생성에 관한 연구 심현철

2014 임미선 형상 기억 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가변 형상 날개 개발 및 형상 제어 이  인

2014 임병준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이용한 천음속 축류 압축기 안정성 향상 권세진

2014 이용우 균일 유동장 내 회전 공력 소음원 해석을 위한 시간영역/주파수영역 경계요소법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14 목성훈 궤도 표류를 고려한 위성 정렬 비행의 임펄스 제어 기법 방효충

2014 박대종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를 이용하는 래디얼 가스터빈에 의한 펌프 구동 시스템 설계 및 시험 권세진

2014 유동일 무인전투기를 위한 가상 추적점 기반 공중 교전 유도 법칙 설계 심현철

2014 정민수 후류 효과를 고려한 수평축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공탄성 특성 연구 이  인

2014 정연득 테일 시터 방식 무인항공기의 다중 비행 모드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험 심현철

2014 조성인 새로운 Hybrid Wavelet Network 시스템 판별법을 이용한 저차 축약 모델기반 난류 제어기 개발 이  인

2014 황창환 단일추진제 추력기 시스템의 촉매반응 연구 백승욱

2014 정호경 형상기억합금 기반 가변 강성 메쉬 절연계 개발 한재흥

2014 진승보 실란처리된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한 저궤도 우주환경용 고분자 복합재료의 내구성 향상 김천곤

2014 최원호 날개 전방부 적용을 위한 전자파 흡수체 연구 김천곤

2014 칸 우주 구조물의 보호를 위한 수직-경사 복합재료 쉴딩(NOACoS)시스템 개발 김천곤

2014 권형일 비정상 유동 하의 강건 최적 설계를 위한 기법과 그 응용 연구 권장혁

2014 김상우 금속 코팅된 광섬유 센서의 기억 효과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충격 손상 평가 이  인

2014 문용준 우주 탐사용 액체 로켓의 단일 밸브 기반 광범위 추력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4 박현철 독립 회전체 감시 시스템용 진동형 전자기 유도방식 에너지 수집장치 권세진

2014 서대반 성능 재연성이 향상된 MEMS 고체 추진제 추력기 배열체의 개발 권세진

2014 유동완 무인 항공기의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위한 최적 자원 분배 알고리즘 탁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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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0 최윤혁 궤도 에너지와 각운동량 벡터를 이용한 위성 정렬 비행 제어 방효충

2010 김용대 구조물의 변형률 측정을 위한 MEMS 박막 실리콘 스트레인 게이지 권세진

2010 이동헌 저추력기를 이용한 연료 최적의 지구-달 천이 궤적 설계 연구 방효충

2011 신성식 적응 체비셰프 함수근사기를 이용한 개선 비행제어 탁민제

2011 이정석 램파기반 구조건전성모니터링의 상대기준법을 이용한 실시간 손상평가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1 김응현 자장토커의 간섭효과를 고려한 자세정보 없는 자기장센서 보정 연구 방효충

2011 이재은 압축성 점성 유동에서의 국소 예조건화 기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11 김덕관 헬리콥터 무힌지 로터시스템의 복합재료 적용을 통한 구조동역학 특성 향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  인

2011 명현삼 스핀 안정화 인공위성의 뉴테이션 및 스핀 반전 제어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1 박익수 램제트 엔진의 초임계 운전 모델링 및 제어기법 연구 탁민제

2011 강명구 효율적인 SMA 모델링 및 SMAHC의 동적/음향 특성 이  인

2011 문진범 우주구조물의 혼합 복합소재를 이용한 충격 방어 시스템 개발 김천곤

2011 유승재 후류 효과를 고려한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공탄성 특성 이  인

2011 이성남 고체 로켓 모타 내의 연소현상에 관한 수치해석 백승욱

2011 이원석 목표물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한 다수 무인기의 협업 유도 방효충

2011 선  철 플레어가 부착된 발사체의 저면 항력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11 최형식 UAV 모델 기반 설계를 위한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모델 불확실성에 강건한 적응형 제어기법 연구 심현철

2011 김학영 가스연료를 이용한 연소장에서 NOx 저감을 위한 연료희박 재연소 기법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2 김영남 음향장과 유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진유동 현상의 수치해석 모델 개발 이덕주

2012 이일형 환영기 생성을 위한 무인기의 시선지령식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2 용기력 자세제어계 센서 및 위성 동력학 파라미터 통합 추정 연구 방효충

2012 최인호 쿼드로터 무인기를 위한 비선형 적응 비행제어기 설계 방효충

2012 김영화 로터-기체 간섭작용의 수치적 모사 : 모멘텀 소스 기법 및 난류 모형의 효과 박승오

2012 김홍일 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변형률 기반 실시간 회전 구조물의 변형 예측 한재흥

2012 임동균 대각 내재적 조화 균형법을 이용한 비정상 유동 해석 권장혁

2012 조동현 개선된 B평면 조준법을 이용한 인공위성의 궤적보정기동 설계 방효충

2012 김태훈 종말 구속조건을 고려한 일반화된 Time-to-go 다항식 유도법칙의 설계 탁민제

2012 이승열 CPF 및 LNT에서의 디젤 유해 물질 저감 특성에 관한 모델링 연구 백승욱

2012 김은호 연속체 손상 역학에 기초한 복합재료 손상모델 개발 및 저속 충격을 받는 복합재료 구조물의 손상 해석 이  인

2012 원대연 복수-모델 방식을 이용한 비행체 강인제어시스템 설계 탁민제

2012 장병욱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날개 구조물의 충격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2 김승환 고기동 STT 유도탄의 오토파일롯 설계기법 연구 탁민제

2012 김정영 공력탄성학적 구조 변형을 고려한 회전 곡면날개 발사체의 플러터 특성 연구 이  인

2012 배효길 공력 최적설계를 위한 EGO 방법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12 이용인 일반화된 충돌각 제어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2 장홍규 PEDOT:PSS 기반 전도성 페이스트 이용 주기패턴표면을 갖는 얇고 가벼운 전자파 흡수구조 김천곤

2012 조성권 저장성 추진제를 이용한 이원추진제 로켓 엔진의 설계와 검증 권세진

2012 박정우 램제트 엔진의 초임계 운전을 위한 종말 수직 충격파의 유도 및 제어 알고리즘 탁민제

2012 이종국 Shock Tunnel에서의 Throat Plug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2 이창혁 기대함수 평가 기준을 적용한 효율적인 전역 최적설계기법 연구 권장혁

2012 정연규 ESWT의 충격파 집속에 대한 수치적 연구 최성임

2013 이희동 비정렬 격자계에서 불연속 갤러킨 기법을 이용한 hp 적응 고차 정확도 유동 해석 기법 연구 권오준

2013 김요섭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성숙도 개선을 위한 예측형 개선 전략 기초모델 및 그 응용 탁민제

2013 조치훈 유동이 없는 조건에서 공명형 음향라이너의 비선형 전파 및 비선형 임피던스 특성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13 유주열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한 Hybrid RANS/LES와 Correlation 기반 천이모델의 혼합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3 이명규 나셀에 고정되는 보조날개를 이용한 틸트로터 성능 및 훨플러터 안정성 향상 연구 이  인

2013 장성호 틸트로터 무인기 천이비행의 동적 특성 해석 및 퍼지제어기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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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3 박동훈 PSE 기법을 이용한 Hump 위 경계층의 선형 및 비선형 안정성 해석 박승오

2013 백광열 비선형 추정을 위한 Adaptive Sparse Grid Quadrature Filter 연구 방효충

2013 이동진 무인항공기 영상기반 지형참조항법 알고리즘 연구 방효충

2013 이종원 뒷전 플랩을 이용한 대형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능동 하중 제어 한재흥

2013 장지성 로터 후류가 있을 때 포아송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물체 표면압력 예측기법 개발 이덕주

2013 설안숙 압축성 점성 유동에서의 가상경계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13 이연관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변위-변형률 기반의 다점 및 다변수 측정 광섬유 센서 통합 시스템 개발과 
응용 김천곤

2013 이정섭 블렌딩 기법을 통한 소형 과산화수소 추력기의 성능 향상 권세진

2013 이준성 생체모방 날갯짓비행체의 비행 동역학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3 임승한 벡터필드를 이용한 무인기의 도달 각도, 시간 및 속력 제어를 위한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3 정은상 MEMS 기술을 이용한 메탄올 - 과산화수소 자열 개질 반응 권세진

2013 김건홍 압축성 난류 유동의 수치적 해석을 위한 대수 응력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승오

2013 김경환 소형 무인 항공기의 체공 성능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권세진

2013 박봉균 탐색기의 시야각 제한을 고려한 충돌각 제어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3 이경재 공동형 보염기를 갖는 수소연료 스크램제트 연소기의 연소성능 권세진

2013 이창훈 일반화 된 가중함수를 이용한 최적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3 Irfan Javed 나노입자를 포함한 연료 액적의 연소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3 전대근 비동기 다중 센서를 이용한 비선형 모델 기반 타겟 추적 연구 방효충

2013 오택현 항공우주시스템용 직접 NaBH4/H2O2 연료전지의 개발 및 검증 권세진

2014 민병문 리아프노프 안정성 정리를 이용한 종말시간 구속조건을 갖는 유도법칙 설계 탁민제

2014 우성현 유사 통계적에너지해석 기법과 가상모드합성법을 활용한 중고주파수 대역의 충격 응답 해석 한재흥

2014 김광수 모델 불확실성 및 물리적 제약을 갖는 재사용 우주비행체의 종축 운동제어를 위한 비선형 적응제어 연구 방효충

2014 이경주 항공기 생존성 향상을 위한 후방동체 온도 저감 및 IR 신호 연구 백승욱

2014 정민규 비정렬 혼합격자계에서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한 고차정확도 해석 기법 연구 권오준

2014 강춘길 Bi-stable 작동기 기반의 항력판을 이용한 탄도 수정 한재흥

2014 허성식 무인항공기의 실내외 비행을 위한 영상 및 LIDAR 기반의 자율항법시스템 연구 심현철

2014 윤상열 Mobile Robot의 Kinematics 및 형상을 고려한 Grid Search 기반의 경로 생성에 관한 연구 심현철

2014 임미선 형상 기억 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가변 형상 날개 개발 및 형상 제어 이  인

2014 임병준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이용한 천음속 축류 압축기 안정성 향상 권세진

2014 이용우 균일 유동장 내 회전 공력 소음원 해석을 위한 시간영역/주파수영역 경계요소법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14 목성훈 궤도 표류를 고려한 위성 정렬 비행의 임펄스 제어 기법 방효충

2014 박대종 과산화수소 가스발생기를 이용하는 래디얼 가스터빈에 의한 펌프 구동 시스템 설계 및 시험 권세진

2014 유동일 무인전투기를 위한 가상 추적점 기반 공중 교전 유도 법칙 설계 심현철

2014 정민수 후류 효과를 고려한 수평축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공탄성 특성 연구 이  인

2014 정연득 테일 시터 방식 무인항공기의 다중 비행 모드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험 심현철

2014 조성인 새로운 Hybrid Wavelet Network 시스템 판별법을 이용한 저차 축약 모델기반 난류 제어기 개발 이  인

2014 황창환 단일추진제 추력기 시스템의 촉매반응 연구 백승욱

2014 정호경 형상기억합금 기반 가변 강성 메쉬 절연계 개발 한재흥

2014 진승보 실란처리된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한 저궤도 우주환경용 고분자 복합재료의 내구성 향상 김천곤

2014 최원호 날개 전방부 적용을 위한 전자파 흡수체 연구 김천곤

2014 칸 우주 구조물의 보호를 위한 수직-경사 복합재료 쉴딩(NOACoS)시스템 개발 김천곤

2014 권형일 비정상 유동 하의 강건 최적 설계를 위한 기법과 그 응용 연구 권장혁

2014 김상우 금속 코팅된 광섬유 센서의 기억 효과를 이용한 복합재 구조물의 충격 손상 평가 이  인

2014 문용준 우주 탐사용 액체 로켓의 단일 밸브 기반 광범위 추력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4 박현철 독립 회전체 감시 시스템용 진동형 전자기 유도방식 에너지 수집장치 권세진

2014 서대반 성능 재연성이 향상된 MEMS 고체 추진제 추력기 배열체의 개발 권세진

2014 유동완 무인 항공기의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위한 최적 자원 분배 알고리즘 탁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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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0 최윤혁 궤도 에너지와 각운동량 벡터를 이용한 위성 정렬 비행 제어 방효충

2010 김용대 구조물의 변형률 측정을 위한 MEMS 박막 실리콘 스트레인 게이지 권세진

2010 이동헌 저추력기를 이용한 연료 최적의 지구-달 천이 궤적 설계 연구 방효충

2011 신성식 적응 체비셰프 함수근사기를 이용한 개선 비행제어 탁민제

2011 이정석 램파기반 구조건전성모니터링의 상대기준법을 이용한 실시간 손상평가에 대한 연구 김천곤

2011 김응현 자장토커의 간섭효과를 고려한 자세정보 없는 자기장센서 보정 연구 방효충

2011 이재은 압축성 점성 유동에서의 국소 예조건화 기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11 김덕관 헬리콥터 무힌지 로터시스템의 복합재료 적용을 통한 구조동역학 특성 향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  인

2011 명현삼 스핀 안정화 인공위성의 뉴테이션 및 스핀 반전 제어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1 박익수 램제트 엔진의 초임계 운전 모델링 및 제어기법 연구 탁민제

2011 강명구 효율적인 SMA 모델링 및 SMAHC의 동적/음향 특성 이  인

2011 문진범 우주구조물의 혼합 복합소재를 이용한 충격 방어 시스템 개발 김천곤

2011 유승재 후류 효과를 고려한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공탄성 특성 이  인

2011 이성남 고체 로켓 모타 내의 연소현상에 관한 수치해석 백승욱

2011 이원석 목표물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한 다수 무인기의 협업 유도 방효충

2011 선  철 플레어가 부착된 발사체의 저면 항력에 관한 연구 권장혁

2011 최형식 UAV 모델 기반 설계를 위한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모델 불확실성에 강건한 적응형 제어기법 연구 심현철

2011 김학영 가스연료를 이용한 연소장에서 NOx 저감을 위한 연료희박 재연소 기법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2 김영남 음향장과 유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진유동 현상의 수치해석 모델 개발 이덕주

2012 이일형 환영기 생성을 위한 무인기의 시선지령식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2 용기력 자세제어계 센서 및 위성 동력학 파라미터 통합 추정 연구 방효충

2012 최인호 쿼드로터 무인기를 위한 비선형 적응 비행제어기 설계 방효충

2012 김영화 로터-기체 간섭작용의 수치적 모사 : 모멘텀 소스 기법 및 난류 모형의 효과 박승오

2012 김홍일 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변형률 기반 실시간 회전 구조물의 변형 예측 한재흥

2012 임동균 대각 내재적 조화 균형법을 이용한 비정상 유동 해석 권장혁

2012 조동현 개선된 B평면 조준법을 이용한 인공위성의 궤적보정기동 설계 방효충

2012 김태훈 종말 구속조건을 고려한 일반화된 Time-to-go 다항식 유도법칙의 설계 탁민제

2012 이승열 CPF 및 LNT에서의 디젤 유해 물질 저감 특성에 관한 모델링 연구 백승욱

2012 김은호 연속체 손상 역학에 기초한 복합재료 손상모델 개발 및 저속 충격을 받는 복합재료 구조물의 손상 해석 이  인

2012 원대연 복수-모델 방식을 이용한 비행체 강인제어시스템 설계 탁민제

2012 장병욱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복합재 날개 구조물의 충격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2 김승환 고기동 STT 유도탄의 오토파일롯 설계기법 연구 탁민제

2012 김정영 공력탄성학적 구조 변형을 고려한 회전 곡면날개 발사체의 플러터 특성 연구 이  인

2012 배효길 공력 최적설계를 위한 EGO 방법에 대한 연구 권장혁

2012 이용인 일반화된 충돌각 제어 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2 장홍규 PEDOT:PSS 기반 전도성 페이스트 이용 주기패턴표면을 갖는 얇고 가벼운 전자파 흡수구조 김천곤

2012 조성권 저장성 추진제를 이용한 이원추진제 로켓 엔진의 설계와 검증 권세진

2012 박정우 램제트 엔진의 초임계 운전을 위한 종말 수직 충격파의 유도 및 제어 알고리즘 탁민제

2012 이종국 Shock Tunnel에서의 Throat Plug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2 이창혁 기대함수 평가 기준을 적용한 효율적인 전역 최적설계기법 연구 권장혁

2012 정연규 ESWT의 충격파 집속에 대한 수치적 연구 최성임

2013 이희동 비정렬 격자계에서 불연속 갤러킨 기법을 이용한 hp 적응 고차 정확도 유동 해석 기법 연구 권오준

2013 김요섭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성숙도 개선을 위한 예측형 개선 전략 기초모델 및 그 응용 탁민제

2013 조치훈 유동이 없는 조건에서 공명형 음향라이너의 비선형 전파 및 비선형 임피던스 특성에 대한 연구 이덕주

2013 유주열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한 Hybrid RANS/LES와 Correlation 기반 천이모델의 혼합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3 이명규 나셀에 고정되는 보조날개를 이용한 틸트로터 성능 및 훨플러터 안정성 향상 연구 이  인

2013 장성호 틸트로터 무인기 천이비행의 동적 특성 해석 및 퍼지제어기 연구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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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6 이보화 무인기용 액티브 전력제어장치 개발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6 김상화 유도탄 구동장치의 동강성 및 서보 제어에 대한 실험 연구 탁민제

2016 한종섭 곤충형 플래핑 날개의 세로방향 공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재흥

2016 허정무 나노 인공위성 적용을 위한 50mN급 마이크로 액체 추력기 개발 및 성능 개선 권세진

2017 나형진 유격 비선형을 고려한 회전 곡면날개의 공탄성 해석 김천곤

2017 김동훈 대형 압축 착화 엔진에서 가솔린 적용을 통한 저부하 영역 연소 개선 배충식

2017 이웅희 차선 인식 기반의 도심형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심현철

2017 강상욱 화성동력하강착륙을 위한 적응 백스테핑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망 제어 방효충

2017 방유진 위성기반 보강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 연구: 시공간적 확장형 전리층 지연 추정 및 바운딩 기법 이지윤

2017 윤남경 비행 안전을 고려한 재사용 가능 발사체의 궤적 최적화 및 착륙 유도 안재명

2017 조성욱 비행 매니퓰레이션을 고려한 영상기반 비주얼 서보잉 프레임워크 연구 심현철

2017 조성은 편광 변조 포켈스 셀과 마이크로 편광자 CCD 카메라를 사용하는 고 해상도 및 거리 정밀도를 갖는 3차원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 개발  및 분석 방효충

2017 김형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우주 처분을 위한 시스템 개념설계 및 안전성 평가 권오준

2017 백승윤 터보 냉각 사이클의 고도 모사를 위한 지상 시험 권세진

2017 오현식 리더 조향 방법에 기반한 다중 비행체 슬렁로드 운송시스템의 유도조종기법 연구 탁민제

2017 이수진 포텐셜 게임을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계획 문제 최한림

2017 이장호 멀티콥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작동기 고장허용 적응제어기법 연구 심현철

2017 Pratik 
Shrestha 오차 아웃라이어 기법을 이용한 광섬유 FBG 센서 기반의 복합재료 날개 구조물 실시간 충격 모니터링 김천곤

2017 김종범 자장토커 만을 이용한 소형 위성의 자세 제어 방효충

2017 Nguyen Anh 
Tua 동체 공기력과 날개 유연도가 곤충형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의 비행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재흥

2017 이돈구 시스템 구성 및 다수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한 행성 표면 탐사 로버 경로 결정 문제 안재명

2017 나한비 열을 발생하는 용융물에 대한 냉각전략의 비교연구 권세진

2017 서민국 속도 변화를 고려한 유도탄의 유도기법 연구 탁민제

2017 김지훈 축소형 코일건의 모델링 및 최적화 안재명

2017 이상일 성능 비교 도표를 이용한 람버트 알고리즘의 동적 선택 안재명

2017 강홍재 저독성 하이퍼골릭 추진의 점화 및 연소 특성 권세진

2017 MUHAMMAD 
SHOAI 에탄올 젤 추진제의 자동점화성 연구 백승욱

2018 임이랑 강건 모델 예측 제어방식과 이심율/경사각 벡터 분리에 기반한 위성 편대비행 연구 방효충

2018 박세환 주로터-꼬리로터 간섭현상을 위한  다중 시간 와류입자법 개발 이덕주

2018 강우람 움직이는 날개 플랩의 공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수치적 연구 이덕주

2018 김금성 통신을 고려한 환경에서의 그룹 기반 분산 임무 할당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최한림

2018 김재원 흡입구 연료분사 방식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료-공기 혼합 및 성능 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8 박미영 섬유계 직물기판의 탄소나노튜브 전극과 직물 분리막을 이용한 구조전지 김천곤

2018 심상욱 잔여비행시간 예측식을 이용한 충돌시간제어 유도법칙에 대한 연구 탁민제

2018 송재훈 집합 분할을 활용한 분지평가 해법 기반의 항공기 도착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 최한림

2018 홍진성 Navigation 함수를 이용한 다수 무인기의 원 형태 목표물 추종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8 김민찬 무인항공기의 항법 지원을 위한 지역보강 위성항법시스템 설계 연구 이지윤

2018 조영민 실용적인 공력 최적설계를 위한 다신뢰도 기반 선택적 설계기법 및 공력 해석기법 개발 이덕주

2018 박민준 시스템 저항에서 팬 소음 측정을 위한 음향 팬 테스터 설계 이덕주

2018 구본찬 마이크로 터빈 엔진의 적외선 신호 특성 및 감소 기술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8 김상현 단안 비전 센서를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보조 표적 추적 필터 최한림

2018 신희민 기본 전투 기동과 강화 학습 기반 자율 공중 교전 알고리즘 설계 심현철

2018 이병윤 슬렁로드 수송 시스템의 화물 안정화를 위한 모델링 및 제어 기법 연구 탁민제

2018 하정수 고차원 로봇 시스템의 최적 제어 및 계획을 위한 다중 스케일 기법 최한림

2018 김영주 지형참조항법 파티클 필터의 불분명한 측정치 갱신 방효충

2018 장석원 등고선 모델 기반 지형참조항법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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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4 이양지 추력 노즐 변화에 따른 수소 스크램제트 엔진 특성 권세진

2014 강영신 나셀장착 확장날개를 가진 틸트로터 무인기의 신경망 제어를 이용한 자동조종장치 설계 탁민제

2014 김희경 노드 기반의 위성방열판 설계의 최적화 박승오

2014 박토순 무인기용 경량 PEM 연료전지의 마그네슘 분리판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14 홍승범 유연 아키텍처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궤도상 연료 재보급 기술의 분석 연구 안재명

2015 남현재 Line by Line 방법에 기반한 적외선 복사 모델링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5 안상준 비정렬 격자계에서 형상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유체기계의 캐비테이션 저감 연구 권오준

2015 유동옥 로터 블레이드에 대한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코드 개발 권오준

2015 이동규 비행체 제어시스템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자기부상 기반 유사비행환경 한재흥

2015 Waheed 
Khalid 랩스케일 연소로 내 나노 입자 첨가에 의한 열복사 특성 연구 백승욱

2015 이대은 반작용휠 진동 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절연 장치 한재흥

2015 이동일 복합식 태양열 발전 시스템 연구 백승욱

2015 주정민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위한 이온층 보정 및 상태감시 기법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5 권창섭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예인되는 부유체의 침로 안정성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5 김중관 곤충형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의 제자리 비행 및 전진 비행 시 동적 안정성 한재흥

2015 신재환 비행체 구조 적용을 위한 전파흡수구조 제작 및 환경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5 심호준 와류 발생기 후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응용 박승오

2015 윤재산 플라즈마 구동기를 이용한 저 레이놀즈 수 영역에서의 유동제어 연구 한재흥

2015 장보선 무산소 환경 NaBH4/H2O2 직접 연료전지의 친수성 전극 제작과 안정제 농도에 따른 장기 성능 권세진

2015 조수장 별 추적기 관측만을 이용한 우주비행체의 각속도 최적 추정 연구 방효충

2015 피재환 위성간 각도정보를 활용한 상대 항법에서의 가관측성 향상 궤적 설계 방효충

2015 김종헌 용접 금속재 물탱크의 수압램 해석과 시험을 통한 구조생존성 방법론 연구 김천곤

2015 변종열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의 연소 및 성능 특성 연구 권오준

2015 요티보추바라시바 친환경 이원 젤 추진 시스템의 합성과 유변학적 특성분석 백승욱

2015 송태훈 전자파흡수 복합재구조의 흡수 성능 향상을 위한 제작 공정 연구 김천곤

2015 장대성 기하 덮개 문제의 이산화와 그 응용 최한림

2015 장동욱 과산화수소/케로신 이원추진제 추력기의 장기 연소를 위한 촉매 반응기 개선 권세진

2015 김혜민 급속압축장치 조건에서 다양한 연료 성분 단일 액적의 증발 및 연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5 류무용 시스템 지연을 고려한 일반화된 가중함수의 최적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5 김지현 직접NaBH4/H2O2 연료전지용 금도금 마그네슘 분리판의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16 김동민 고온고압에서 나노입자를 포함한 연료 액적의 증발 및 점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6 신효상 초기 방향각 오차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종말 유도법칙 탁민제

2016 은세원 복합재 전자파 흡수 구조에서의 층간분리에 따른 현상 김천곤

2016 김경희 외란과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가지는 인공위성 상대운동의 운동역학 및 적응제어 연구 방효충

2016 채종원 DSMC 기법을 이용한 추력기 플룸의 인공위성 탑재체에 대한 영향 해석 백승욱

2016 전우진 고도별 로켓 플룸 유동 해석 백승욱

2016 최재훈 삼차원 경계층 모사를 위한 Correlation 기반 천이모델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6 박지용 인공위성의 효율적인 지터 시험을 위한 반작용 휠 미소진동 에뮬레이터 개발 한재흥

2016 이주호 파이로 분리장치의 분리 메커니즘, 파이로충격 생성 및 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6 권재욱 듀얼쿼터니언 기반 가상궤적을 적용한 달 착륙제어기술 연구 방효충

2016 김진혁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항공기 날개 구조물의 충격위치 검출 및 비행 중 변형률 측정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6 박병섭 모바일 연료전지 시스템용 메탄올-과산화수소 산화수증기개질의 특성 권세진

2016 손길상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와 나노실리카를 이용한 고분자 기지 복합재료의 저궤도 우주환경 저항성 개선 김천곤

2016 정유연 모델예측제어방식에 기반한 화성정밀착륙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6 김현중 구속조건 문제에 대한 하이브리드 최적화 기법 탁민제

2016 강병규 연료전지 배터리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인기용 복합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권세진

2016 강신재 고농도 과산화수소 하이브리드 로켓 설계 및 성능 평가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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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6 이보화 무인기용 액티브 전력제어장치 개발 및 성능 평가 권세진

2016 김상화 유도탄 구동장치의 동강성 및 서보 제어에 대한 실험 연구 탁민제

2016 한종섭 곤충형 플래핑 날개의 세로방향 공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재흥

2016 허정무 나노 인공위성 적용을 위한 50mN급 마이크로 액체 추력기 개발 및 성능 개선 권세진

2017 나형진 유격 비선형을 고려한 회전 곡면날개의 공탄성 해석 김천곤

2017 김동훈 대형 압축 착화 엔진에서 가솔린 적용을 통한 저부하 영역 연소 개선 배충식

2017 이웅희 차선 인식 기반의 도심형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심현철

2017 강상욱 화성동력하강착륙을 위한 적응 백스테핑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망 제어 방효충

2017 방유진 위성기반 보강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 연구: 시공간적 확장형 전리층 지연 추정 및 바운딩 기법 이지윤

2017 윤남경 비행 안전을 고려한 재사용 가능 발사체의 궤적 최적화 및 착륙 유도 안재명

2017 조성욱 비행 매니퓰레이션을 고려한 영상기반 비주얼 서보잉 프레임워크 연구 심현철

2017 조성은 편광 변조 포켈스 셀과 마이크로 편광자 CCD 카메라를 사용하는 고 해상도 및 거리 정밀도를 갖는 3차원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 개발  및 분석 방효충

2017 김형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우주 처분을 위한 시스템 개념설계 및 안전성 평가 권오준

2017 백승윤 터보 냉각 사이클의 고도 모사를 위한 지상 시험 권세진

2017 오현식 리더 조향 방법에 기반한 다중 비행체 슬렁로드 운송시스템의 유도조종기법 연구 탁민제

2017 이수진 포텐셜 게임을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계획 문제 최한림

2017 이장호 멀티콥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작동기 고장허용 적응제어기법 연구 심현철

2017 Pratik 
Shrestha 오차 아웃라이어 기법을 이용한 광섬유 FBG 센서 기반의 복합재료 날개 구조물 실시간 충격 모니터링 김천곤

2017 김종범 자장토커 만을 이용한 소형 위성의 자세 제어 방효충

2017 Nguyen Anh 
Tua 동체 공기력과 날개 유연도가 곤충형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의 비행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재흥

2017 이돈구 시스템 구성 및 다수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한 행성 표면 탐사 로버 경로 결정 문제 안재명

2017 나한비 열을 발생하는 용융물에 대한 냉각전략의 비교연구 권세진

2017 서민국 속도 변화를 고려한 유도탄의 유도기법 연구 탁민제

2017 김지훈 축소형 코일건의 모델링 및 최적화 안재명

2017 이상일 성능 비교 도표를 이용한 람버트 알고리즘의 동적 선택 안재명

2017 강홍재 저독성 하이퍼골릭 추진의 점화 및 연소 특성 권세진

2017 MUHAMMAD 
SHOAI 에탄올 젤 추진제의 자동점화성 연구 백승욱

2018 임이랑 강건 모델 예측 제어방식과 이심율/경사각 벡터 분리에 기반한 위성 편대비행 연구 방효충

2018 박세환 주로터-꼬리로터 간섭현상을 위한  다중 시간 와류입자법 개발 이덕주

2018 강우람 움직이는 날개 플랩의 공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수치적 연구 이덕주

2018 김금성 통신을 고려한 환경에서의 그룹 기반 분산 임무 할당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최한림

2018 김재원 흡입구 연료분사 방식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료-공기 혼합 및 성능 특성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8 박미영 섬유계 직물기판의 탄소나노튜브 전극과 직물 분리막을 이용한 구조전지 김천곤

2018 심상욱 잔여비행시간 예측식을 이용한 충돌시간제어 유도법칙에 대한 연구 탁민제

2018 송재훈 집합 분할을 활용한 분지평가 해법 기반의 항공기 도착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 최한림

2018 홍진성 Navigation 함수를 이용한 다수 무인기의 원 형태 목표물 추종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8 김민찬 무인항공기의 항법 지원을 위한 지역보강 위성항법시스템 설계 연구 이지윤

2018 조영민 실용적인 공력 최적설계를 위한 다신뢰도 기반 선택적 설계기법 및 공력 해석기법 개발 이덕주

2018 박민준 시스템 저항에서 팬 소음 측정을 위한 음향 팬 테스터 설계 이덕주

2018 구본찬 마이크로 터빈 엔진의 적외선 신호 특성 및 감소 기술에 관한 연구 백승욱

2018 김상현 단안 비전 센서를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보조 표적 추적 필터 최한림

2018 신희민 기본 전투 기동과 강화 학습 기반 자율 공중 교전 알고리즘 설계 심현철

2018 이병윤 슬렁로드 수송 시스템의 화물 안정화를 위한 모델링 및 제어 기법 연구 탁민제

2018 하정수 고차원 로봇 시스템의 최적 제어 및 계획을 위한 다중 스케일 기법 최한림

2018 김영주 지형참조항법 파티클 필터의 불분명한 측정치 갱신 방효충

2018 장석원 등고선 모델 기반 지형참조항법 방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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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4 이양지 추력 노즐 변화에 따른 수소 스크램제트 엔진 특성 권세진

2014 강영신 나셀장착 확장날개를 가진 틸트로터 무인기의 신경망 제어를 이용한 자동조종장치 설계 탁민제

2014 김희경 노드 기반의 위성방열판 설계의 최적화 박승오

2014 박토순 무인기용 경량 PEM 연료전지의 마그네슘 분리판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14 홍승범 유연 아키텍처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궤도상 연료 재보급 기술의 분석 연구 안재명

2015 남현재 Line by Line 방법에 기반한 적외선 복사 모델링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5 안상준 비정렬 격자계에서 형상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유체기계의 캐비테이션 저감 연구 권오준

2015 유동옥 로터 블레이드에 대한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코드 개발 권오준

2015 이동규 비행체 제어시스템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자기부상 기반 유사비행환경 한재흥

2015 Waheed 
Khalid 랩스케일 연소로 내 나노 입자 첨가에 의한 열복사 특성 연구 백승욱

2015 이대은 반작용휠 진동 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절연 장치 한재흥

2015 이동일 복합식 태양열 발전 시스템 연구 백승욱

2015 주정민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위한 이온층 보정 및 상태감시 기법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5 권창섭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예인되는 부유체의 침로 안정성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5 김중관 곤충형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의 제자리 비행 및 전진 비행 시 동적 안정성 한재흥

2015 신재환 비행체 구조 적용을 위한 전파흡수구조 제작 및 환경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5 심호준 와류 발생기 후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응용 박승오

2015 윤재산 플라즈마 구동기를 이용한 저 레이놀즈 수 영역에서의 유동제어 연구 한재흥

2015 장보선 무산소 환경 NaBH4/H2O2 직접 연료전지의 친수성 전극 제작과 안정제 농도에 따른 장기 성능 권세진

2015 조수장 별 추적기 관측만을 이용한 우주비행체의 각속도 최적 추정 연구 방효충

2015 피재환 위성간 각도정보를 활용한 상대 항법에서의 가관측성 향상 궤적 설계 방효충

2015 김종헌 용접 금속재 물탱크의 수압램 해석과 시험을 통한 구조생존성 방법론 연구 김천곤

2015 변종열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의 연소 및 성능 특성 연구 권오준

2015 요티보추바라시바 친환경 이원 젤 추진 시스템의 합성과 유변학적 특성분석 백승욱

2015 송태훈 전자파흡수 복합재구조의 흡수 성능 향상을 위한 제작 공정 연구 김천곤

2015 장대성 기하 덮개 문제의 이산화와 그 응용 최한림

2015 장동욱 과산화수소/케로신 이원추진제 추력기의 장기 연소를 위한 촉매 반응기 개선 권세진

2015 김혜민 급속압축장치 조건에서 다양한 연료 성분 단일 액적의 증발 및 연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5 류무용 시스템 지연을 고려한 일반화된 가중함수의 최적유도법칙 연구 탁민제

2015 김지현 직접NaBH4/H2O2 연료전지용 금도금 마그네슘 분리판의 제작 및 성능평가 권세진

2016 김동민 고온고압에서 나노입자를 포함한 연료 액적의 증발 및 점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6 신효상 초기 방향각 오차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종말 유도법칙 탁민제

2016 은세원 복합재 전자파 흡수 구조에서의 층간분리에 따른 현상 김천곤

2016 김경희 외란과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가지는 인공위성 상대운동의 운동역학 및 적응제어 연구 방효충

2016 채종원 DSMC 기법을 이용한 추력기 플룸의 인공위성 탑재체에 대한 영향 해석 백승욱

2016 전우진 고도별 로켓 플룸 유동 해석 백승욱

2016 최재훈 삼차원 경계층 모사를 위한 Correlation 기반 천이모델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6 박지용 인공위성의 효율적인 지터 시험을 위한 반작용 휠 미소진동 에뮬레이터 개발 한재흥

2016 이주호 파이로 분리장치의 분리 메커니즘, 파이로충격 생성 및 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 한재흥

2016 권재욱 듀얼쿼터니언 기반 가상궤적을 적용한 달 착륙제어기술 연구 방효충

2016 김진혁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를 이용한 항공기 날개 구조물의 충격위치 검출 및 비행 중 변형률 측정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6 박병섭 모바일 연료전지 시스템용 메탄올-과산화수소 산화수증기개질의 특성 권세진

2016 손길상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와 나노실리카를 이용한 고분자 기지 복합재료의 저궤도 우주환경 저항성 개선 김천곤

2016 정유연 모델예측제어방식에 기반한 화성정밀착륙 유도법칙 연구 방효충

2016 김현중 구속조건 문제에 대한 하이브리드 최적화 기법 탁민제

2016 강병규 연료전지 배터리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인기용 복합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권세진

2016 강신재 고농도 과산화수소 하이브리드 로켓 설계 및 성능 평가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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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9 정우석 고에너지 연료 첨가제를 통한 고체 연료 램젯 연소기의 성능 향상 권세진

2019 조병운 순간 낙하점 변화 유도와 그 응용 안재명

2019 이영준 후판 곡면 복합재 구조물의 레이저 초음파 검사를 위한 회전식 스캐닝 기법 이정률

2019 고주용 알루미나 입자의 광학물성이 고체로켓 플룸에 의한 복사가열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19 박성현 동적 분리 과정을 고려한 우주파편의 재진입 분석 및 실험 박기수

2019 백승관 우주 추진용 고성능 친환경 단일추진제 추력기 개발 권세진

2020 정성균 위성항법 보강시스템을 위한 다중 검사 및 누적합 기법 기반의 기만 검출 알고리즘 연구 이지윤

2020 권혁훈 컨벡스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의 중기궤적 최적화 연구 최한림

2020 문성현 행성 반사율을 고려한 다중 이미지 기반 고해상도 수치 표고 모델의 복원 최한림

2020 김영진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에 대한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기법 개발 권오준

2020 윤종민 지상 진동 시험 기법을 활용한 공력 탄성학적 플러터 모사 실험 한재흥

2020 김현탁 단독 추력제어 요소로써의 저독성 접촉점화성 추력기용 핀틀 인젝터의 설계 가능성 검증 권세진

2020 이학민 공력 형상 최적화를 이용한 수평축 풍력터빈 로터 블레이드 성능 향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20 홍성민 중기 유도를 고려한 대탄도미사일의 단 최적화 및 PIP 예측에 관한 연구 이창훈

2020 이재현 무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위한 충돌회피기술 개발 및 비행시험 심현철

2020 정성구 Aerial Robot을 이용한 미지환경 탐색을 위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Motion Planner 연구 심현철

2020 조성민 충돌-복사 모델을 이용한 고엔탈피 공기 플라즈마의 비평형 상태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20 황대현 저충격 파이로 분리장치 최적화 및 탄성파 굴절을 통한 충격 저감기법에 대한 연구 한재흥

2020 Hasan 
Ahmed

로봇암 레이저도플러진동계와 각스캔 Q스위치레이저 기반 3차원 피검체를 위한 레이저 펄스에코 초음파 
시스템 개발 이정률

2020 김지훈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 완화 전략을 위한 콘크리트 삭마 분석 연구 권세진

2020 안효정 심층신경망 기반 항공우주시스템 이상진단모델 연구 최한림

2020 이정신 기계 학습을 이용한 3차원 지형대조항법 알고리즘 연구 방효충

2020 김주형 지능형 레이더 시스템의 탄도 표적에 대한 정보 처리 및 자원 할당에 관한 연구 최한림

2020 안병욱 액체 연료 파일롯 확산 화염의 저주파 연소 불안정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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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8 최영인 기술성숙도를 고려한 복잡 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연구 안재명

2018 Amelda 
Dianne 저 레이놀즈 수에서의 NACA0015 익형의 이산 소음 연구 이덕주

2018 김윤호 확장형 우주구조물을 위한  유연한 초고속 충돌 보호 시스템 김천곤

2018 남영우 금속 코팅된 유전체 섬유를 활용한 전자파 흡수 구조물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8 윤문석 GNSS 기반 착륙 시스템의 전 지구적 운용을 위한 저위도 지역의 전리층 위협 모델링 및 확률적 무결성 
평가 기법 연구 이지윤

2018 PURUSHOTHA 에탄올 젤 액적의 실험적 유변학 및 충돌 거동 연구 백승욱

2018 YOGASWARA YONI 개선된 포텐셜 함수를 기반으로 한 요격 미사일에 대한 회피 기동 유도 기법 연구 탁민제

2018 허선욱 과산화수소/케로신 이원추진제 추력기의 요소설계 및 검증 권세진

2018 Lemma 
Lebsewor 가상 물리 시스템에 대한 강인한 네트워킹 및 가상 공격 탐지 최한림

2018 방준 우주 파편 능동 제거를 위한 다수 대상체 랑데부 최적 계획 안재명

2018 이기훈 대칭적 시공간 적응 신호처리 및 시간지연 보상을 통한 GNSS 항재밍 배열안테나의 성능 향상 연구 이지윤

2018 이성민 지상시험을 통한 우주발사체의 공력특성 연구 박기수

2018 이항기 초음속 충동형 터빈의 부분 분사가 터빈 성능과 진동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18 JERIN JOHN 하이브리드 로켓용 고형화된 에탄올의 유변학적 및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9 유정민 TMEDA를 기반한 이온성 액체 추진제의 증발 및 자동 점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9 곽현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펌프 사이클 로켓 엔진 권세진

2019 문정호 무인항공기의 Hybrid DWA 충돌회피 기법 연구 탁민제

2019 Sony 음향 모드와 비압축성 유동 결합 기반의 열-음향 불안정성 예측 기법 개발 및 적용 이덕주

2019 나윤주 인공위성의 위치-자세 결합 운동을 위한 듀얼 쿼터니언 기반 상대항법 연구 방효충

2019 김호영 수조 상사 실험 기반 날갯짓 최적화 및 강화학습을 통한 날갯짓 비행체의 제자리 비행 제어 한재흥

2019 이진실 위성항법/관성항법 융합시스템의 무결성 아키텍쳐 설계 연구 이지윤

2019 최영재 천이영역 유동 해석을 위한 CFD-DSMC 혼합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9 문건희 예측 기반 종말속도제어 유도 기법 탁민제

2019 양태호 비정렬 격자계에서 희박기체 유동과 연속체 유동 해석을 위한 통합 유동 해석자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9 윤진영 발사시스템의 열 방호를 위한 밀도구배 탄소-탄소 복합재의 제조 및 성능 연구 김천곤

2019 이학진 풍력터빈 성능과 후류 구조 예측을 위한 비선형 와류 격자법 개발 이덕주

2019 서동호 물체표면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대한 대와류모사 모델에 관한 연구 이덕주

2019 이동기 에탄올-메틸셀룰로오스 젤의 자발화 및 연소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9 황동혁 부정합 불확실성을 갖는 유도탄에 대한 강인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탁민제

2019 김동훈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지구 자기장 정합 항법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9 안지연 궤적 오차 성형을 이용한 탄도수정탄 유도기법 연구 탁민제

2019 원종한 물-디젤 에멀젼 연료의 단일 액적 증발 및 연소 특성 연구 백승욱

2019 조두현 비홀로노믹 복수 이종 센서 플랫폼의 경로 생성 최한림

2019 최윤실 복합재 구조의 레이저 NDE/SHM을 위한 다중 압전 센서의 직/병렬 센싱 이정률

2019 최충현 OG POSS의 적용을 통한 복합재료의 원자산소 저항성의 향상 김천곤

2019 황제영 비정렬 혼합 격자계 유동 해석자를 이용한 헬리콥터 블레이드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9 SYED HAIDER 회전체 진동 및 회전스캔 펄스-에코 초음파 센싱을 위한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의 고속 스캐닝 연구 이정률

2019 UMAR 팔각형 태양돛 우주선 설계 및 자세제어 방효충

2019 김상민 전기장 제어 확산 화염의 연소 특성 연구 백승욱

2019 김영삼 무인항공기 엔진 정지 시 자동착륙 유도에 대한 연구 탁민제

2019 안명환 정확하고 강건한 고해상도 집적 단조성-보존 기법 개발 및 초음속 제트 소음 예측에의 응용 이덕주

2019 이다솔 밀도제어 기반 드론 군집을 위한 경로계획 알고리즘 심현철

2019 정영숙 탄도탄방어 유도탄의 속도제어 기반 호밍유도법칙 탁민제

2019 홍승찬 Q-스위치 레이저 및 LDV를 사용한 펄스-에코 초음파 검사 기법 이정률

2019 김익현 충격파 관을 이용한 산소 촉매 재결합 현상의 실험적 연구 박기수

2019 이도윤 고성능 암모늄 디나이트라마이드 단일추진제를 이용한 마이크로 추력기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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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9 정우석 고에너지 연료 첨가제를 통한 고체 연료 램젯 연소기의 성능 향상 권세진

2019 조병운 순간 낙하점 변화 유도와 그 응용 안재명

2019 이영준 후판 곡면 복합재 구조물의 레이저 초음파 검사를 위한 회전식 스캐닝 기법 이정률

2019 고주용 알루미나 입자의 광학물성이 고체로켓 플룸에 의한 복사가열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19 박성현 동적 분리 과정을 고려한 우주파편의 재진입 분석 및 실험 박기수

2019 백승관 우주 추진용 고성능 친환경 단일추진제 추력기 개발 권세진

2020 정성균 위성항법 보강시스템을 위한 다중 검사 및 누적합 기법 기반의 기만 검출 알고리즘 연구 이지윤

2020 권혁훈 컨벡스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의 중기궤적 최적화 연구 최한림

2020 문성현 행성 반사율을 고려한 다중 이미지 기반 고해상도 수치 표고 모델의 복원 최한림

2020 김영진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에 대한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기법 개발 권오준

2020 윤종민 지상 진동 시험 기법을 활용한 공력 탄성학적 플러터 모사 실험 한재흥

2020 김현탁 단독 추력제어 요소로써의 저독성 접촉점화성 추력기용 핀틀 인젝터의 설계 가능성 검증 권세진

2020 이학민 공력 형상 최적화를 이용한 수평축 풍력터빈 로터 블레이드 성능 향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20 홍성민 중기 유도를 고려한 대탄도미사일의 단 최적화 및 PIP 예측에 관한 연구 이창훈

2020 이재현 무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위한 충돌회피기술 개발 및 비행시험 심현철

2020 정성구 Aerial Robot을 이용한 미지환경 탐색을 위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Motion Planner 연구 심현철

2020 조성민 충돌-복사 모델을 이용한 고엔탈피 공기 플라즈마의 비평형 상태에 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20 황대현 저충격 파이로 분리장치 최적화 및 탄성파 굴절을 통한 충격 저감기법에 대한 연구 한재흥

2020 Hasan 
Ahmed

로봇암 레이저도플러진동계와 각스캔 Q스위치레이저 기반 3차원 피검체를 위한 레이저 펄스에코 초음파 
시스템 개발 이정률

2020 김지훈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 완화 전략을 위한 콘크리트 삭마 분석 연구 권세진

2020 안효정 심층신경망 기반 항공우주시스템 이상진단모델 연구 최한림

2020 이정신 기계 학습을 이용한 3차원 지형대조항법 알고리즘 연구 방효충

2020 김주형 지능형 레이더 시스템의 탄도 표적에 대한 정보 처리 및 자원 할당에 관한 연구 최한림

2020 안병욱 액체 연료 파일롯 확산 화염의 저주파 연소 불안정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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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성명 논문명
지도
교수

2018 최영인 기술성숙도를 고려한 복잡 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연구 안재명

2018 Amelda 
Dianne 저 레이놀즈 수에서의 NACA0015 익형의 이산 소음 연구 이덕주

2018 김윤호 확장형 우주구조물을 위한  유연한 초고속 충돌 보호 시스템 김천곤

2018 남영우 금속 코팅된 유전체 섬유를 활용한 전자파 흡수 구조물에 관한 연구 김천곤

2018 윤문석 GNSS 기반 착륙 시스템의 전 지구적 운용을 위한 저위도 지역의 전리층 위협 모델링 및 확률적 무결성 
평가 기법 연구 이지윤

2018 PURUSHOTHA 에탄올 젤 액적의 실험적 유변학 및 충돌 거동 연구 백승욱

2018 YOGASWARA YONI 개선된 포텐셜 함수를 기반으로 한 요격 미사일에 대한 회피 기동 유도 기법 연구 탁민제

2018 허선욱 과산화수소/케로신 이원추진제 추력기의 요소설계 및 검증 권세진

2018 Lemma 
Lebsewor 가상 물리 시스템에 대한 강인한 네트워킹 및 가상 공격 탐지 최한림

2018 방준 우주 파편 능동 제거를 위한 다수 대상체 랑데부 최적 계획 안재명

2018 이기훈 대칭적 시공간 적응 신호처리 및 시간지연 보상을 통한 GNSS 항재밍 배열안테나의 성능 향상 연구 이지윤

2018 이성민 지상시험을 통한 우주발사체의 공력특성 연구 박기수

2018 이항기 초음속 충동형 터빈의 부분 분사가 터빈 성능과 진동에 미치는 영향 권세진

2018 JERIN JOHN 하이브리드 로켓용 고형화된 에탄올의 유변학적 및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9 유정민 TMEDA를 기반한 이온성 액체 추진제의 증발 및 자동 점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9 곽현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펌프 사이클 로켓 엔진 권세진

2019 문정호 무인항공기의 Hybrid DWA 충돌회피 기법 연구 탁민제

2019 Sony 음향 모드와 비압축성 유동 결합 기반의 열-음향 불안정성 예측 기법 개발 및 적용 이덕주

2019 나윤주 인공위성의 위치-자세 결합 운동을 위한 듀얼 쿼터니언 기반 상대항법 연구 방효충

2019 김호영 수조 상사 실험 기반 날갯짓 최적화 및 강화학습을 통한 날갯짓 비행체의 제자리 비행 제어 한재흥

2019 이진실 위성항법/관성항법 융합시스템의 무결성 아키텍쳐 설계 연구 이지윤

2019 최영재 천이영역 유동 해석을 위한 CFD-DSMC 혼합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권오준

2019 문건희 예측 기반 종말속도제어 유도 기법 탁민제

2019 양태호 비정렬 격자계에서 희박기체 유동과 연속체 유동 해석을 위한 통합 유동 해석자에 대한 연구 권오준

2019 윤진영 발사시스템의 열 방호를 위한 밀도구배 탄소-탄소 복합재의 제조 및 성능 연구 김천곤

2019 이학진 풍력터빈 성능과 후류 구조 예측을 위한 비선형 와류 격자법 개발 이덕주

2019 서동호 물체표면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대한 대와류모사 모델에 관한 연구 이덕주

2019 이동기 에탄올-메틸셀룰로오스 젤의 자발화 및 연소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승욱

2019 황동혁 부정합 불확실성을 갖는 유도탄에 대한 강인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탁민제

2019 김동훈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지구 자기장 정합 항법에 관한 연구 방효충

2019 안지연 궤적 오차 성형을 이용한 탄도수정탄 유도기법 연구 탁민제

2019 원종한 물-디젤 에멀젼 연료의 단일 액적 증발 및 연소 특성 연구 백승욱

2019 조두현 비홀로노믹 복수 이종 센서 플랫폼의 경로 생성 최한림

2019 최윤실 복합재 구조의 레이저 NDE/SHM을 위한 다중 압전 센서의 직/병렬 센싱 이정률

2019 최충현 OG POSS의 적용을 통한 복합재료의 원자산소 저항성의 향상 김천곤

2019 황제영 비정렬 혼합 격자계 유동 해석자를 이용한 헬리콥터 블레이드에 대한 수치적 연구 권오준

2019 SYED HAIDER 회전체 진동 및 회전스캔 펄스-에코 초음파 센싱을 위한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의 고속 스캐닝 연구 이정률

2019 UMAR 팔각형 태양돛 우주선 설계 및 자세제어 방효충

2019 김상민 전기장 제어 확산 화염의 연소 특성 연구 백승욱

2019 김영삼 무인항공기 엔진 정지 시 자동착륙 유도에 대한 연구 탁민제

2019 안명환 정확하고 강건한 고해상도 집적 단조성-보존 기법 개발 및 초음속 제트 소음 예측에의 응용 이덕주

2019 이다솔 밀도제어 기반 드론 군집을 위한 경로계획 알고리즘 심현철

2019 정영숙 탄도탄방어 유도탄의 속도제어 기반 호밍유도법칙 탁민제

2019 홍승찬 Q-스위치 레이저 및 LDV를 사용한 펄스-에코 초음파 검사 기법 이정률

2019 김익현 충격파 관을 이용한 산소 촉매 재결합 현상의 실험적 연구 박기수

2019 이도윤 고성능 암모늄 디나이트라마이드 단일추진제를 이용한 마이크로 추력기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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