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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Ontact' Industries through PHM

학술대회 안내

PHM Korea 2021 COVID-19 예방 수칙

매일 입장 전
체온 체크 및 출입 관리

확인 스티커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마스크 착용 의무

2m 이상 거리두기

손 소독

방역 물품 필요 시
등록대에 문의

행사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의심 증상 있을 시
참가 자제

49인까지만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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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전체 참가자에게 등록
된 휴대폰 번호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 안내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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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66

▶ 제주국제공항 출발
총 거리 3.8km l 약 10분 소요 l 택시 이용 시 5,000원 내외 소요
용문로타리 방면 → 한천교 → 서문시장 → 서문사거리에서 좌회전 → 탑동로 방향으로 직진

▶ 제주항 출발
총 거리 2.2km l 약 6분 소요
임항로에서 좌회전 → 용두암/탑동 방면으로 우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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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사 개최지인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9인까지 참가가 가능은
하지만 참가자 분들의 안전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긴밀한 논의 끝에
온/오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참가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두 발표자 위주
로 현장 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두 발표자는 현장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상 온라인 발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합니다.
포스터 발표자와 일반 참가자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가를 권장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는 현장 전시 대신 홈페이지에 기관 홍보 영상
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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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 Korea 2021 조직위원장

박 종 찬

사단법인 한국PHM학회 회장

이 종 수

온라인 참가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 www.phm.or.kr/phmkorea2021/

온라인 참가 방법
줌으로 요일별 및 세션장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이어서 시청이 가능하고 줌으로 시청 못하고 지나간 발표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구두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실시간 줌 채팅창으로 가능하고 포스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유튜브 댓글로 참가 가능합니다.

주

의

▶ 현장 참가 인원 제한으로 입장이 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사장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 학술대회 기간 내내 줌은 녹화됩니다. 참가자 얼굴이나 배경 등 녹화될 수 있으니 비디오 on / off 아이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줌에 입장 시 참가자 실명으로 입장 및 항상 음소거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시간대의 줌 1개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발표 자료 녹화, 촬영, 무단 배포 등을 금지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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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등록 안내
구 분

사 전 (2021년 8월 6일까지)

일 반 (2021년 8월 7일부터)

회 원

30만 원

35만 원

비회원

36만 원

41만 원

회 원

20만 원

25만 원

비회원

24만 원

29만 원

일 반

학 생

* 학생등록자는 명찰 수령 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원의 경우 연회비 납부 후 회원가를 적용합니다.
* 비회원 등록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1년간 회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 취소 및 환불 : 2021년 8월 6일(금)까지 100% 환불

기타 안내
개회식

-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10~10:30
- 장 소 : Tamna Hall (8F) 및 온라인

시상식

-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7:40~
- 장 소 : Tamna Hall (8F)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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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포스터발표
※ 발표별 시간 안내
- 기 조 강 연 : 50분 (강연 40분 + 질의응답 10분)
- 초 청 강 연 : 30분 (강연 20분 + 질의응답 10분)
- 구 두 발 표 : 20분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포스터발표 : 60분 (9월 9일(목) 16:40~17:40)

▶ 구두발표
1. 모든 구두발표자는 프로그램상의 각 발표자별 시간표를 참조하여 발표 세션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2. 한 편의 구두발표에 할당된 시간은 질의응답(5분) 포함하여 20분이므로 15분 내에 발표를 종료해야 합니다.
3. 오프라인 발표는 발표자석 노트북에 설치된 줌을 통해 발표자 얼굴과 발표 자료가 송출됩니다. 발표 후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과 줌 채팅창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온라인 발표(사전영상)는 사전에 제출하신 발표 영상을 현장에서 줌을 통해 송출합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발표자
는 줌에 접속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과 줌 채팅창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온라인 발표(실시간 줌)는 당일 줌에 접속하여 실시간 발표 및 질의응답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포스터발표
1. 포스터 발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2. 사전에 제출하신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며 참가자가 댓글로 남긴 질문에 일정 기간 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발표 영상과 질의응답을 참고로 우수포스터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4. 발표 영상 게시 중단을 원하시면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수포스터상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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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좌장 안내 및 시간표
1. 본 프로그램의 좌장별 시간표를 참조하여 담당 세션의 시간과 발표장을 미리 확인하신 후, 세션 시작 전 발표장에
입장하여 모든 발표자의 출석을 확인하여 진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발표별 시간 안내
▷ 기 조 강 연 : 50분 (강연 40분 + 질의응답 10분)
▷ 초 청 강 연 : 30분 (강연 20분 + 질의응답 10분)
▷ 구 두 발 표 : 20분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포스터발표 : 60분 (9월 9일(목) 16:40~17:40)
3. 발표자 중에서 우수발표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세션 종료 후 등록처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No.

성 명

일 자

시 간

세션장

1

박흥근(현대두산인프라코어)

2021. 9. 8.(수)

10:30~12:00

Tamna Hall

2

강창수(파웰이엔지)

2021. 9. 8.(수)

10:30~12:00

Halla Hall

스마트제조 1

3

이재훈(동국대학교)

2021. 9. 8.(수)

10:30~12:00

Ara Hall

항공/솔루션

4

배석주(한양대학교)

2021. 9. 8.(수)

13:00~14:30

Tamna Hall

5

최해진(중앙대학교)

2021. 9. 8.(수)

13:00~14:30

Halla Hall

스마트제조 2

6

최선락(국방부)

2021. 9. 8.(수)

13:00~14:30

Ara Hall

SS. 무기체계 PHM구현 방안

7

박기호(LG전자)

2021. 9. 8.(수)

14:50~16:20

Tamna Hall

8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2021. 9. 8.(수)

14:50~16:20

Halla Hall

SS. PHM BOK (Body of Knowledge)

9

전홍배(홍익대학교)

2021. 9. 8.(수)

14:50~16:20

Ara Hall

SS. PHM 기술과 정책의 융합 - 연구 생태계

10

김주형(인하대학교)

2021. 9. 9.(목)

09:00~09:50

Tamna Hall

기조강연

11

김주형(인하대학교)

2021. 9. 9.(목)

10:10~11:00

Tamna Hall

패널토의 I

12

성대운(현대자동차)

2021. 9. 9.(목)

11:10~12:00

Tamna Hall

패널토의 II

13

김흥수(동국대학교)

2021. 9. 9.(목)

13:00~14:30

Tamna Hall

SS. 유망과학자

14

허장욱(금오공과대학교)

2021. 9. 9.(목)

13:00~14:30

Halla Hall

발전전력/플랜트

15

오기용(한양대학교)

2021. 9. 9.(목)

13:00~14:30

Ara Hall

SS. EV PHM

2021. 9. 9.(목)

14:50~16:20

Tamna Hall

2021. 9. 9.(목)

14:50~16:20

Halla Hall

반도체/전자

2021. 9. 9.(목)

14:50~16:20

Ara Hall

전동화 시스템

16 최종성(한국뉴욕주립대학교)
17

이영준(인하대학교)

18 홍영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션명
SS. 건설장비 PHM기술

SS.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Ⅰ

SS.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Ⅱ

PHM 확산적용

19

김주형(인하대학교)

2021. 9. 10.(금)

08:40~10:10

Tamna Hall

20

윤길호(한양대학교)

2021. 9. 10.(금)

08:40~10:10

Halla Hall

SS. 원자력발전 인공지능적용
PHM 이론

21 천성일(한국전자기술연구원) 2021. 9. 10.(금)

08:40~10:10

Ara Hall

SS. 신뢰성

22

김남수(건국대학교)

2021. 9. 10.(금)

10:30~12:00

Tamna Hall

23

성시일(경기대학교)

2021. 9. 10.(금)

10:30~12:00

Halla Hall

PHM Data

24

임대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1. 9. 10.(금)

10:30~12:00

Ara Hall

SS. 스마트팜

25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2021. 9. 10.(금)

10:30~12:00

Ora Hall

의료/인체

18

자동차

행사장 배치도

#BORVFU-PCCZ

5BNOB)BMM

&MFWBUPS
)BMMB)BMM
,JUDIFO

"SB)BMM
0SB)BMM

'
)BMMB)BMM
5BNOB)BMM
0SB)BMM
"SB)BMM

▶ Tamna Hall : 기조강연, 패널토의, 구두발표
▶ Halla Hall : 구두발표
▶ Ara Hall : 구두발표
▶ Ora Hall : 구두발표
▶ Banquet Lobby : 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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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전시 참가 업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로 현장 전시 대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 사 명
대 표 자

윤병동

내

서울대학교 시스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연구실 홍보

용

담 당 자

회 사 명

김형민

홈 페 이 지

960802@snu.ac.kr

홈 페 이 지

http://www.kostech.co.kr/

한국시뮬레이션기술㈜
이형주

내

LS-DYNA, ANSYS, Digimat, AxSTREAM, J-OCTA

용

회 사 명
대 표 자

내

용

담 당 자

회 사 명

https://www.snu.ac.kr/

이메일/연락처

대 표 자

담 당 자

이수지 사원

이메일/연락처

sjlee@kostech.co.kr

홈 페 이 지

http://www.katech.re.kr/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기계자동차분야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홍보 및 상담
자동차항공분야 산업혁신기술지원사업 홍보 및 상담
이상훈 책임연구원

이메일/연락처

shlee2@katech.re.kr

홈 페 이 지

www.infaith.kr

㈜인페이스

대 표 자

정주택

내

무선 3축 진동 및 온도 센서 (Wireless Tri-vibration & Temp. Sensor & Data Logger)
스마트 올인원 모니터링 시스템 (Smart All-In-One Monitoring System)
진동 시각화 시스템 (Vibration Visualization & Motion Amplification)

용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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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조정현 부장

이메일/연락처

jhcho@infaith.kr

회 사 명
대 표 자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김영기

홈 페 이 지

https://smins.co.kr/

1. 초음파 카메라
모 델 명: BATCAM
제품 설명 :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스 누설 및 아크 소음을 즉시 감지하여 보여주는 초음파 카메라

내

용

2. 휴대용 음향 카메라
모 델 명: SeeSV-S206W>
제품 설명: FPGA 기술 및 고속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여 작은 소음도 즉시 감지하여 보여주는 휴대용 음향카메라

3. Condition Monitoring System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 부품의 상태를 감시, 분석 및 예측

담 당 자

송수영 사원

이메일/연락처

suyoung@sm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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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NA Hall

9월 8일(수)
HALLA Hall

ARA Hall

[ 등록 ]
(09:00~, 8층 로비)

SS. 건설장비 PHM기술

[ 개회식 ]
(10:10~10:30, TAMNA Hall)
스마트제조1

항공/솔루션

51이승철(Invited)
포항공대

08이재민(Invited)
현대자동차

15하종문(Invited)
표준과학연구원

52박병화(Oral)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3조승연(Oral)
중앙대

21이두열(Oral)
공군항공기술연

53선경호(Oral)
KIMM

77최해진(Oral)
중앙대

20권철(Oral)
LIG넥스원

54이철훈(Oral)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4정성민(Oral)
공주대

36정화용(Oral)
서울대

[ 점심 ]
(12:00~13:00)

SS.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Ⅰ
99배석주(Invited)
한양대

100강창수(Invited)
파웰이엔지

SS. 무기체계 PHM
구현 방안
103최선락(Invited)
국방부

59최주호(Oral)
한국항공대

12이지웅(Oral)
성균관대

63정도현(Oral)
아주대

60권대일(Oral)
성균관대

07심형섭(Oral)
인하대

62이승상(Oral)
LIG넥스원

101양재혁(Oral)
한국항공대

76최해진(Oral)
중앙대

104오세준(Oral)
국방과학연

SS.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Ⅱ
58박기호(Invited)
LG전자

Coffee Break
(14:30~14:50)
SS. PHM BOK
(Body of Knowledge)
69최주호(Oral)
한국항공대

55심진우(Oral)
한국항공대
57민진홍(Oral)
한국항공대
56장재원(Oral)
한국항공대

스마트제조2

68주성철(Oral)
원프레딕트

SS. PHM 기술과 정책의 융합
- 연구 생태계
96김용(Oral)국방부
98황윤영(Oral)
KISTI
97이종수(Oral)
연세대

89김주형(Oral)
인하대

Coffee Break
(16:20~17:00)

[ 한국PHM학회 2021년도 제9차 회장단 회의 및 제5차 이사회 ]
(17:00~18:00, TAMN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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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NA Hall

9월 9일(목)
HALLA Hall

ARA Hall

[ 등록 ]
(08:30~, 8층 로비)
[ 기조강연 ] (09:00~09:50, TAMNA Hall)
이안성 박사 (KIMM)
'A Status of ISO Machine Standards en Route to PHM'
Coffee Break
(09:50~10:10)

[ 패널토의1 산업분야전반 ]
(10:10~11:00, TAMNA Hall)

[ 패널토의2 자동차 ]
(11:10~12:00, TAMNA Hall)

[ 점심 ]
(12:00~13:00)

SS. 유망과학자

발전전력/플랜트

88허균영(Oral)
경희대

03황진상(Invited)
부품디비

87선경호(Oral)
KIMM
86권대일(Oral)
성균관대

02고진욱(Oral)
서울대
05오규식(Oral)
경희대
46권재언(Oral)
금오공과대

SS. EV PHM
67오기용(Invited)
한양대
66박상준(Oral)
KITECH
64김승욱(Oral)
포항공대
65홍영선(Oral)
KITECH

Coffee Break
(14:30~14:50)
PHM확산적용

반도체/전자

84황경정(Invited)
현대자동차

27권형안(Oral)
엑슬리트엣지

85최종성(Invited)
뉴욕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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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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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문정준(Oral)
앤시스

Coffee Break
(16:20~16:40)

[ 포스터 발표 ]
(16:40~17:40)

[ 시상식 ]
(17:40~, TAMNA Hall)

전동화시스템
74윤준영(Invited)
연세대
48김도완(Oral)
서울대
28김형민(Oral)
서울대

시간/장소
08:30~08:40
08:40~08:50
08:50~09:00
09:00~09:10
09:10~09:20
09:20~09:30
09:30~09:40
09:40~09:50
09:50~10:00
10:00~10:10
10:10~10:20
10:20~10:30
10:30~10:40
10:40~10:50
10:50~11:00
11:00~11:10
11:10~11:20
11:20~11:30
11:30~11:40
11:40~11:50
11:50~12:00
12:00~12:10

9월 10일(금)
TAMNA Hall

HALLA Hall

ARA Hall

SS. 원자력발전 인공지능적용
91김주식(Oral)
한국수력원자력

PHM이론
50성시일(Invited)
경기대

SS. 신뢰성
95천성일(Invited)
전자기술연

92신기철(Oral)
인하대

31구교범(Oral)
한양대

72마병진(Oral)
전자기술연

93장서현(Oral)
인하대

30우연준(Oral)
한양대

94알폰(Oral)
네모시스

33정도연(Oral)
KIST

71김규리(Oral)
한양대

ORA Hall

Coffee Break
(10:10~10:30)
자동차
24김남수(Invited)
건국대
73홍종섭(Invited)
연세대
102백경욱(Oral)
현대자동차
22유영민(Oral)
연세대

PHM Data
16오봉식(Invited)
아주대

SS. 스마트팜
78장인훈(Invited)
한경대

의료/인체
18임주현(Oral)
서울대

49정준하(Oral)
KIMM

79양승환(Oral)
KITECH

17권현중(Oral)
인하대

47Solichin(Oral)
부산대

80고광은(Oral)
KITECH

32심성규(Oral)
한양대

29Akpudo(Oral)
금오공과대

81임대영(Oral)
KITECH

40김진영(Oral)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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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9월 9일(목) 16:40~17:40
장 소: 온라인 홈페이지
#

논문번호

성함

소속

SS.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P-01

210061

김정영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제조
P-02

210009

곽명선

연세대학교

P-03

210010

김민관

중앙대학교

P-04

210075

최해진

중앙대학교

발전전력
P-05

210001

예석

인하대학교

플랜트
P-06

210004

임성진

대한검사기술㈜

P-07

210006

박승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PHM이론
P-08

210034

임창현

모아소프트

P-09

210035

박서구

동국대학교

SS. 신뢰성
P-10

210070

도재혁

경상국립대학교

자동차
P-11

210023

오재욱

건국대학교

P-12

210025

이준호

건국대학교

P-13

210041

이수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마트팜
P-14

210082

양승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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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210037

박혜원

인하대학교

P-16

210038

김태훈

한양대학교

P-17

210039

최영훈

한양대학교

P-18

210042

양다빈

연세대학교

P-19

210043

강예진

연세대학교

P-20

210044

변은석

연세대학교

P-21

210045

유영민

연세대학교

주요 프로그램
기조강연

9월 9일(목) 09:00~09:50 ㅣ Tamna Hall (8F)

A Status of ISO Machine Standards en Route to PHM (PHM으로 가는 여정에서 ISO 기계 표준의 현황)
이안성 책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1994. 03. ~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2009. 07. ~ 현재 방위사업청 함정 가스터빈 추진축계 진동전문가그룹 위원
▶ 2012. 02. ~ 현재 국가기술표준원, ISO TC/108 KS표준 제정 전문위원회/대표전문위원
▶ 2015. 10. ~ 현재 인하대 발전플랜트연구센터, 발전플랜트 전문가과정 가스/
스팀터빈 로터다이나믹스 강사
▶ 2019. 01. ~ 현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ISO TC/108 Mechanical Vibration,
Shock and Condition Monitoring 전문위원회 회장
Key Words: ISO/TC 108, ISO Machine Standards(STDs), Condition Monitoring, Prognostics

PHM은 20여년 전 태동 이래 비교적 서서히 발전하다가 최근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되면서, 특히, Prognostics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는 계속 진행중(Ongoing)의 실용 공학 분야이다. 대상 기계류, 산업 분야 그리고 학문적 배등에
따라서 지향하는 PHM의 미래 모습은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자 한다. PHM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감시
(CM, Condition Monitoring)은 ISO/TC 108 - Mechanical Vibration, Shock and Condition Monitoring이 주관하고 있는 ISO
기계 표준(Machine STDs)에 잘 정립되어 있어, 이의 기술적 현황을 현 시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함이라는 종합 플랜트에서 핵심 기계 장비인 스팀터빈, 가스터빈, 압축기 그리고 펌프 등의 상시 준비 상태가 중요했던 미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들 기계들에 대한 진동 관리기준을 설정한 것이 CM 또는 나아가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의 시작이다. 관련 MIL STDs에 기초하여, 특히, 발전 및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진동 관리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 운영
하였으며, 이를 ISO/TC 108에서 ISO STDs 7919/10816 또는 20816 Series로 제정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석유협회에서
는 관련 해당 기계별로 Rotor Dynamics 설계 사양을 추가 차별화하여 국제 API STDs를 제정 발전시키고 있다. 1980 ~ 90년대에
걸쳐 진동 감시에 기반을 둔 VMS(Vibration Monitoring System, 발전 플랜트용) 및 CBM(Condition Monitoring System,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용)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며, ISO/TC 108에서도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상태감시 및
진단(Diagnostics)를 포함한 ISO 17359, 13373 series 및 18436 series를 제정 발전시키고 있다. ISO 13373 series는 상태감시
및 진단을 위한 진동 신호측정, 데이터 수집, 변환기 종류, 진동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그리고 진동 진단 기술의 선정 및 적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저자는 현장에서 스팀 터빈, 가스 터빈 그리고 프로세스 압축기에 대한 진동 감시와 분석 진단이 거의 완성 단계
에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ISO 18436 series는 진동 분석요원의 교육 및 인증을 다루고 있으며, 상태감시에 기존의 진동에 더하여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열화상(Thermograph), 초음파(Ultrasound)를 포함하고 있다. 예후(Prognostics) 관련한 ISO 표준
으로 현재 ISO 13381-1, Part 1: General guidelines가 제정되어 있으며, Part 2: Performance based approaches, Part 3:
Cyclic-driven life usage techniques, Part 4: Useful-life-remaining prediction models는 제목만 정해진 상태로 앞으로 표준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깊은 학문적 고찰의 배경 혹은 역사가 부족한 기계 또는 적용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Baseline Signals와
Current Signals의 AI(또는 Big Data) 비교분석에 의한 Diagnostics & Prognostics가 시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문헌
(1) ISO 7919, 10816, 20816 series, Mechanical vibration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achine vibration
(2) ISO 17359: 2018,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s of machines – General guidelines
(3) ISO 13373 series,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s of machines – Vibration condition monitoring
(4) ISO 18436 series,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s of machines –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and assessment of personnel
(5) ISO 13381-1: 2015/2021,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s of machines – Prognostics – General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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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패널토의1 [산업분야전반]

9월 9일(목) 10:10~11:00 | Tamna Hall (8F)

▶ 4차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산업기술, PHM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가?
최근 4차산업의 파급효과가 산업계전반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학문분야에서도 기존의 교육방식을 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기술적 변곡점시대에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산업생태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상생활을 넘어 새로운 기술시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존의 data를 기반으로 소재/설계/제작/운영 등의
단계적 업무영역을 넘어서 제어/측정/보수 등이 한데 어우러져 big data와 digital transformation, IoT로 가는 기술들이 융합
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G,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지능형 공장, 입는 로봇 등 많은 기술
들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PHM은 예지진단을 넘어서 기술적인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각각의
산업-연구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적 적용가능성과 실천적 방법, 또한 한계성을 중심으로 의견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좌장
김 주 형 교수 <인하대학교>
▶ 삼성 SDI 중앙연구소 책임과학자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책임과학자
▶ 조선대 교수 , 인하대 교수
▶ TC 108 기계상태감시 기술표준원 전문위원

▶ 패널리스트1 [기계]
김 남 진 교수 <제주대학교>
▶ 1995.01-1997.08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 2011.03-2021.02
유타대학교 기계공학과 초빙연구원
▶ 2018.09-현재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장

▶ 패널리스트3 [웨어러블로봇, VR재활훈련]

김 규 석 실장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 패널리스트2 [음향진동, 소음진동]

임 강 민 대표 <㈜ATG>
▶ ㈜ATG 대표
▶ 음향진동 부문 공학박사
▶ 소음진동 기술사

▶ 패널리스트4 [컴퓨터공학]
권 장 우 교수 <인하대학교>
▶ 인하대학교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 한국정밀공학회 기획이사

▶ 200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양성단 단장

▶ 대한생체역학회 기획이사

▶ 1998.03.-2009.12.
동명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위원

▶ 1996-1998 특허청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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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2 [자동차]

9월 9일(목) 11:10~12:00 | Tamna Hall (8F)

▶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PHM 기술 개발 방향
미래 모빌리티 (Future Mobility)는 PBV, UAM 처럼 새로운 이동 수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공유차, 로보택시 등의 다양한 개념
도 해당됩니다. 또한 HUB 와 같이 개인이 이동을 위해 잠시 머무는 공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
차량 진단 (SVM, Smart Vehicle Monitoring) 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는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폭넓은 기술 협업이 필요
합니다. 본 세션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PHM 기술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하고 토의하고자
합니다.

▶ 좌장

▶ 패널리스트1 [차량 부품 이상진단 및 수명예지 기술]
성 대 운 연구위원 <현대자동차>
▶ 2001년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입사
▶ 2015년 현대자동차 내구기술팀
글로벌R&D마스터
▶ 2020년 현대자동차 차량성능열화리서치랩
연구위원

▶ 패널리스트2 [예지보전, 상태기반 보전]

강 종 수 센터장 <한국자동차연구원>
▶ 2006.04 ~ 현 재 :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2004.07 ~ 2006.03 : 현대위아㈜, 대리
▶ 1998.03 ~ 2004.06 : 삼성항공㈜, 주임

▶ 패널리스트3 [고체역학, 피로 및 파괴]
이 경 우 책임연구원 <현대자동차>

전 홍 배 교수 <홍익대학교>
▶ 2003 KAIST 산업공학과 박사
▶ 2004~2008 스위스 로잔공대 박사후 연구원
▶ 2008~ 현재 홍익대학교 산업·데이터공학과 교수

▶ 패널리스트4 [설비 제어부문 점검 및 고장 예방]
김 병 화 팀장 <현대자동차>
▶ 1996 ~2007년 설비 자동화 제어 설계&시운전
▶ 2009년 H/KMC제어판넬 표준 확립, 전공장 적용
▶ 2010년~ 설비 예방진단 업무
▶ 2020년 설비제어기술1팀장

▶ 2001. 4 ~ 현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 2011. 1 ~ 현재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 부문 이사회 임원
▶ 2000. 2
KAIST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공학박사

▶ 패널리스트5 [항공기 인증]
황 경 정 파트장 <현대자동차>
▶ 2020~현재
현대자동차 UAM사업부 체계개발파트장
▶ 2020~현재
국토부 K-UAM 기술로드맵 워킹그룹 위원
▶ 2011~2020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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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초청강연
▶ 9월 8일(수)
건설장비 분야에서의 PHM 기술 트랜드와 적용 방향성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10:30~11:00

Tamna Hall (8F)

자동차 생산설비 PHM 기술 적용사례 공유
이재민(현대자동차)

10:30~11:00

Halla Hall (8F)

오토엔코더 기반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통한 표면 근접 결함 자동 진단
하종문(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30~11:00

Ara Hall (8F)

생산장비 건전성 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배석주(한양대학교)

13:00~13:30

Tamna Hall (8F)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예지보전(PHM) 현재와 미래
강창수(파웰이엔지)

13:00~13:30

Halla Hall (8F)

군수 D.N.A 생태계 추진
최선락(국방부)

13:00~13:30

Ara Hall (8F)

회전축 균열감지: 센서별 기술동향 및 방법론 리뷰
박기호(LG전자)

14:50~15:20

Tamna Hall (8F)

플랜트 생애주기 통합정보 기반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 사례
황진상(부품디비)

13:00~13:30

Halla Hall (8F)

Integrated framework of SOH prediction for lithium-ion batteries with
multiphysics feature
오기용(한양대학교)

13:00~13:30

Ara Hall (8F)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PHM의 적용
황경정(현대자동차)

14:50~15:20

Tamna Hall (8F)

반도체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모터 기술
윤준영(연세대학교)

14:50~15:20

Ara Hall (8F)

대용량 시각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어플리케이션
최종성(한국뉴욕주립대학교)

15:20~15:50

Tamna Hall (8F)

차량 PHM 적용을 위한 Digital Twin 기술 연구
장홍석(현대자동차)

15:50~16:20

Tamna Hall (8F)

▶ 9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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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금)
부분가속시험을 통한 신뢰성 시험의 전략적 접근
성시일(경기대학교)

08:40~09:10

Halla Hall (8F)

고장 메커니즘기반 태양광 셀단위 PID 가속시험법 개발 및 검증
천성일(한국전자기술연구원)

08:40~09:10

Ara Hall (8F)

에지 컴퓨팅 기반의 전동화차량 동력시스템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관리 기술
김남수(건국대학교)

10:30~11:00

Tamna Hall (8F)

수소충전소 신호분석 기반 다중 진단알고리즘 유효성 분석을 통한
건전성모니터링(PHM) 적용방안
오봉식(아주대학교)

10:30~11:00

Halla Hall (8F)

인공지능 기반의 재배모니터링 및 수확로봇 기술 개발
장인훈(한경대학교)

10:30~11:00

Ara Hall (8F)

다중 물리 모델 기반의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건전성 예측
홍종섭(연세대학교)

11:00~11:30

Tamna Hall (8F)

원자력 사고 예지기반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탐색기 연구
허균영(경희대학교)

13:00~13:30

Tamna Hall (8F)

다이나믹 영상진단 기술과 응용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13:30~14:00

Tamna Hall (8F)

전자부품 및 시스템 PHM 연구 방향 및 전망
권대일(성균관대학교)

14:00~14:30

Tamna Hall (8F)

유망과학자
▶ 9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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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Ontact' Industries through PHM

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33

포스터발표 일정 46

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9월 8일(수)

Tamna Hall (8F)
10:10~10:30

개회식

Tamna Hall (8F)
9월 8일(수) 10:30~12:00 | Tamna Hall (8F)
[특별세션] 건설장비 PHM기술

좌장: 박흥근(현대두산인프라코어)

10:30~11:00 초 [210051] 건설장비 분야에서의 PHM 기술 트랜드와 적용 방향성
청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98p

11:00~11:20

99p

[210052] 건설장비 구조물의 실사용률 기반 수명 예측 기술
박병화(현대두산인프라코어)

11:20~11:40

[210053] 굴착기 유압펌프 및 모터 진단 기술 개발

100p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김병옥(한국기계연구원), 전병찬(한국기계연구원),
임원종(현대두산인프라코어), 김건(현대두산인프라코어)
11:40~12:00

[210054] 굴착기 선회 감속기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모델 기반의 잔여 수명 예측 기술

101p

이철훈(현대두산인프라코어), 임원종(현대두산인프라코어)
12:00~13:00

중식

9월 8일(수) 13:00~14:30 | Tamna Hall (8F)
[특별세션]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Ⅰ

좌장: 배석주(한양대학교)

13:00~13:30 초 [210099] 생산장비 건전성 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청 배석주(한양대학교)

146p

13:30~13:50

106p

[210059] 시스템 레벨 PHM이란? 생산장비의 스마트화 위한 핵심 아키텍처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김석구(University of Florida), 김남호(University of Florida)

13:50~14:10

[210060] 생산장비의 성능 열화가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

107p

권대일(성균관대학교), 이중언(성균관대학교), 강문식(성균관대학교)
14:10~14:30

[210101] 웨이퍼 이송 로봇 고장진단을 위한 데이터기반 및 모델기반 접근법 연구			

148p

양재혁(한국항공대학교), 박형준(한국항공대학교), 장재원(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14:30~14:50

휴식

33

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9월 8일(수) 14:50~16:20 | Tamna Hall (8F)
[특별세션]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Ⅱ

좌장: 박기호(LG전자)

14:50~15:20 초 [210058] 회전축 균열감지: 센서별 기술동향 및 방법론 리뷰
청

105p

박기호(LG전자), 김대환(LG전자), 김창희(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우진호(Integrity Diagnostics Korea), 김종철(한국기계연구원), 장영규(한국기계연구원)

15:20~15:40

[210055] 변동운전조건에 강건한 베어링 건전성 예측 모델 개발

102p

심진우(한국항공대학교), 김석구(플로리다 대학교), 이석우(일진글로벌),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15:40~16:00

[210057] 파이썬을 이용한 PHM 튜토리얼: 신호처리에서 진단/예지까지			

104p

민진홍(한국항공대학교), 심진우(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16:00~16:20

[210056] 엔코더 신호를 이용한 왕복조건 하의 유성감속기 고장진단 연구			

103p

장재원(한국항공대학교), 박형준(한국항공대학교), 김석구(플로리다 대학교), 장경환(LIG 넥스원),
권준용(국방과학연구소),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Halla Hall (8F)
9월 8일(수) 10:30~12:00 | Halla Hall (8F)
스마트제조1

좌장: 강창수(파웰이엔지)

10:30~11:00 초 [210008] 자동차 생산설비 PHM 기술 적용사례 공유
청

11:00~11:20

57p

이재민(현대자동차)
[210013] 진동 신호를 이용한 산업용 로봇 구동부 고장 진단 모델 개발

61p

조승연(중앙대학교), 한순영(중앙대학교), 이재민(현대자동차), 김병화(현대자동차), 최해진(중앙대학교)
11:20~11:40

[210077] 전이학습을 이용한 제조용 로봇의 전극 마모 진단 정확도 향상

125p

최해진(중앙대학교), 한순영(중앙대학교), 이기훈(중앙대학교), 조승연(중앙대학교),
이지웅(성균관대학교), 노인웅(성균관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11:40~12:00

[210014] 칼만필터를 활용한 음향방출 신호에서의 파손 감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		
정성민(공주대학교), 오종석(공주대학교)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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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

9월 8일(수) 13:00~14:30 | Halla Hall (8F)
스마트제조2

좌장: 최해진(중앙대학교)

13:00~13:30 초 [210100]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예지보전(PHM) 현재와 미래
청

13:30~13:50

147p

강창수(파웰이엔지)
[210012] 설명 가능한 결함 진단 모델을 위한 센서 데이터 이미지화 기법 개발			

60p

이지웅(성균관대학교), 노인웅(성균관대학교), Jihyun Lee(University of Calgary),
이상원(성균관대학교)
13:50~14:10

[210007] PEEK 재료 특성을 고려한 3D 프린팅 열변형 보정 연구

56p

심형섭(인하대학교), 박상록(인하대학교), 이선곤(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14:10~14:30

[210076] 다중 비디오 신호를 이용한 신호 업샘플링 방법

124p

최해진(중앙대학교), 한순영(중앙대학교), 팜반후안(중앙대학교)
14:30~14:50

휴식

9월 8일(수) 14:50~16:20 | Halla Hall (8F)
[특별세션] PHM BOK (Body of Knowledge)
14:50~15:20

[210069] 산업 중심 PHM 교육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좌장: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117p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15:20~15:50

[210068] 건전성 예측·관리 가이드북 발간 기획(PHM Body of Knowledge)

116p

주성철(원프레딕트)

15:50~16:20

[210089] PHMBOK-PHM기반의 기술표준과 인증

137p

김주형(인하대학교)

35

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Ara Hall (8F)
9월 8일(수) 10:30~12:00 | Ara Hall (8F)
항공/솔루션

좌장: 이재훈(동국대학교)

10:30~11:00 초 [210015] 오토엔코더 기반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통한 표면 근접 결함 자동 진단
청 하종문(한국표준과학연구원), 승홍민(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원재(한국표준과학연구원)

63p

11:00~11:20

68p

[210021] 피로균열이 발생한 항공기 론저론 수리 후 파괴 위험평가
이두열(공군항공기술연구소), 김화수(공군항공기술연구소), 백세일(공군항공기술연구소)

11:20~11:40

[210020] MDT 최소화하기 위해 CBM+를 적용된 무기체계의 가용도 분석 방법

67p

권철(LIG넥스원), 현도경(LIG넥스원), 김재황(LIG넥스원)
11:40~12:00

[210036] 진입-이탈현상 기반 구름 베어링의 고장 크기 추정 연구

83p

정화용(서울대학교), 김수지(서울대학교), 윤헌준(숭실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원프레딕트)
12:00~13:00

중식

9월 8일(수) 13:00~14:30 | Ara Hall (8F)
[특별세션] 무기체계 PHM구현 방안

좌장: 최선락(국방부)

13:00~13:30 초 [210103] 군수 D.N.A 생태계 추진
청 최선락(국방부)

150p

13:30~13:50

110p

[210063] 기동장비의 엔진오일 실시간 수명예측에 관한 연구
정도현(아주대학교), 정성필(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국방부)

13:50~14:10

[210062] 레이더 시스템의 실시간 RAM 모니터링 및 잔여수명 예측 기법

109p

이승상(LIG넥스원), 박연경(LIG넥스원)
14:10~14:30

[210104] 국방분야 PHM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오세준(국방과학연구소), 강슬기(국방과학연구소), 김기덕(국방과학연구소)

14:3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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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p

9월 8일(수) 14:50~15:50 | Ara Hall (8F)
[특별세션] PHM 기술과 정책의 융합 - 연구 생태계
14:50~15:10

좌장: 전홍배(홍익대학교)

[210096] 국방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143p

김용(국방부)
15:10~15:30

[210098]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맵 구축 방법

145p

황윤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30~15:50

[210097] 국방생태계연구조성을 위한 PHM기술의 학술적 접근방안		

144p

이종수(연세대학교), 배석주(한양대학교), 전홍배(홍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권대일(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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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목)

Tamna Hall (8F)
09:00~09:50

[기조강연] A Status of ISO Machine Standards en Route to PHM
이안성 박사(한국기계연구원)

09:50~10:10

휴식

10:10~11:00

[패널세션I] 4차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산업기술, PHM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가?
사회: 김주형(인하대학교),
패널: 김남진(제주대학교), 임강민(㈜ATG), 김규석(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권장우(인하대학교)

11:00~11:10

휴식

11:10~12:00

[패널세션II]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PHM 기술 개발 방향
사회: 성대운(현대자동차),
패널: 강종수(한국자동차연구원), 전홍배(홍익대학교), 이경우(현대자동차), 김병화(현대자동차),
황경정(현대자동차)

12:00~13:00

중식

Tamna Hall (8F)
9월 9일(목) 13:00~14:30 | Tamna Hall (8F)
[특별세션] 유망과학자
13:00~13:30

[210088] 원자력 사고 예지기반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탐색기 연구

좌장: 김흥수(동국대학교)
136p

허균영(경희대학교)
13:30~14:00

[210087] 다이나믹 영상진단 기술과 응용

135p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김병옥(한국기계연구원),
이동현(한국기계연구원), 전병찬(한국기계연구원)
14:00~14:30

[210086] 전자부품 및 시스템 PHM 연구 방향 및 전망
권대일(성균관대학교)

14:3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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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p

9월 9일(목) 14:50~16:20 | Tamna Hall (8F)
PHM확산적용

좌장: 최종성(한국뉴욕주립대학교)

14:50~15:20 초 [210084]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PHM의 적용
청

132p

황경정(현대자동차)

15:20~15:50 초 [210085] 대용량 시각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어플리케이션
청 최종성(한국뉴욕주립대학교)

133p

15:50~16:20 초 [210083] 차량 PHM 적용을 위한 Digital Twin 기술 연구
청 장홍석(현대자동차)

131p

16:20~16:40

휴식

16:40~17:40

포스터 발표(온라인으로만 진행)

17:40~

시상식(Tamna Hall 및 온라인)

Halla Hall (8F)
9월 9일(목) 13:00~14:30 | Halla Hall (8F)
발전전력/플랜트

좌장: 허장욱(금오공과대학교)

13:00~13:30 초 [210003] 플랜트 생애주기 통합정보 기반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 사례
청 황진상(부품디비), 하창수(부품디비), 전홍배(홍익대학교)

52p

13:30~13:50

51p

[210002] 동적 기준치 설정을 통한 증기 터빈 이상 감지
고진욱(서울대학교), 나규민(서울대학교), 김형민(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원프레딕트)

13:50~14:10

[210005] 데이터조율 알고리즘을 이용한 원자로 PHM 응용

54p

오규식(경희대학교), 박상준(한국원자력연구원), 허균영(경희대학교)
14:10~14:30

[210046] EKF 기반 데이터 융합과 Bi-LSTM을 통한 SMPS의 잔여 유효수명 예측

93p

권재언(금오공과대학교), 허장욱(금오공과대학교)
14:30~14:5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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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목) 14:50~15:50 | Halla Hall (8F)
반도체/전자
14:50~15:10

좌장: 이영준(인하대학교)
[210027] 전자제품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PHM

74p

권형안(엑슬리트엣지), Thanh Long Nguyen(엑슬리트엣지)
15:10~15:30

[210026] 딥러닝 기반 진동 신호 분석을 이용한 반도체 설비 상태 진단

73p

신우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윤종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종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수(포항공과대학교), 손지훈((주)케이씨텍), 이태경(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도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한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30~15:50

[210106] 신뢰성물리학분석(Reliability Physics Analysis, RPA)을 통한 PCB품질 신뢰성 평가

152p

문정준(앤시스), 최원석(앤시스)
15:50~16:40

휴식

16:40~17:40

포스터 발표(온라인으로만 진행)

17:40~

시상식(Tamna Hall 및 온라인)

Ara Hall (8F)
9월 9일(목) 13:00~14:30 | Ara Hall (8F)
[특별세션] EV PHM

좌장: 오기용(한양대학교)

13:00~13:30 초 [210067]
청 Integrated framework of SOH prediction for lithium-ion batteries with multiphysics feature

115p

오기용(한양대학교), 손세호(중앙대학교), 정시헌(중앙대학교), 곽은지(중앙대학교), 김준형(중앙대학교)
13:30~13:50

[210066] 전기차 배터리 수명 최적화를 위한 SOH 구간별 방전심도 특성 및 제어 전략

114p

박상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병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우중(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호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영선(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50~14:10

[210064] 리튬이온 전지의 상태 진단을 위한 물리 주입식 데이터 기반 예측 기법

111p

김승욱(포항공과대학교), 오기용(한양대학교),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14:10~14:30

[210065]
Sub-band averaging kurtogram과 wavelet packet transform 기반 베어링 조기 고장진단 기법
홍영선(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우중(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상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병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3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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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p

9월 9일(목) 14:50~16:00 | Ara Hall (8F)
전동화시스템

좌장: 홍영선(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50~15:20 초 [210074] 반도체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모터 기술

122p

청 윤준영(연세대학교)

15:20~15:40

[210048]

95p

모터 전류신호분석을 이용한 다양한 동작 프로파일에서의 산업용 로봇 기어박스 고장감지
김도완(서울대학교), 박종민(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원프레딕트)
15:40~16:00

[210128]

75p

변속 상황에서 산업용 전동기의 딥러닝 기반 고장 진단을 위한 전류 신호 리샘플링 기법
김형민(서울대학교), 박찬희(서울대학교), 서채현(서울대학교), 채민석(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원프레딕트), 윤헌준(숭실대학교)
16:00~16:40

휴식

16:40~17:40

포스터 발표(온라인으로만 진행)

17:40~

시상식(Tamna Hall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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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9월 10일(금)

Tamna Hall (8F)
9월 10일(금) 08:40~09:40 | Tamna Hall (8F)
[특별세션] 원자력발전 인공지능적용
08:40~09:00

좌장: 김주형(인하대학교)

[210091] 대형 회전설비 예측진단을 위한 진동데이터 활용방안

138p

김주식(한국수력원자력㈜), 조성환(한국수력원자력㈜), 이준수(인하대학교)
09:00-09:20

[210092] 온도값 기반 특징 재구성을 통한 열화상 이미지에서의 딥러닝 탐지 성능 향상

139p

신기철(인하대학교), 이준수(인하대학교), 권장우(인하대학교)
09:20-09:40

[210093] 보편적인 이상 발열탐지를 위한 열화상 이미지 미분

140p

장서현(인하대학교), 이준수(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09:40~10:30

휴식

9월 10일(금) 10:30~12:10 | Tamna Hall (8F)
자동차

좌장: 김남수(건국대학교)

10:30~11:00 초 [210024] 에지 컴퓨팅 기반의 전동화차량 동력시스템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관리 기술		
청 김남수(건국대학교), 이영훈(건국대학교), 김인환(건국대학교), 오재욱(건국대학교),

71p

이준호(건국대학교), 장홍석(현대자동차), 박종찬(현대자동차)
11:00~11:30 초 [210073] 다중 물리 모델 기반의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건전성 예측			
청 홍종섭(연세대학교), 김대훈(연세대학교), 김민욱(연세대학교), 이준수(연세대학교),

121p

전재영(연세대학교)
11:30~11:50

[210102] 전기화학모델링 활용 리튬이온배터리 열화예측 방법 연구

149p

백경욱(현대자동차), 박만재(현대자동차), 차석원(서울대학교)
11:50~12:10

[210022] 자율주행 차량의 기능 안전 강화를 위한 진단 및 예지
유영민(연세대학교), 한용하(현대자동차), 성대운(현대자동차), 이경우(현대자동차),
남윤식(현대자동차), 이종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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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p

Halla Hall (8F)
9월 10일(금) 08:40~10:10 | Halla Hall (8F)
PHM이론

좌장: 윤길호(한양대학교)

08:40~09:10 초 [210050] 부분가속시험을 통한 신뢰성 시험의 전략적 접근
청 성시일(경기대학교)

97p

09:10~09:30

78p

[210031] 구조물의 손상탐지를 위한 통계적 위상최적설계 기법
구교범(한양대학교), 김준환(한양대학교), 윤길호(한양대학교)

09:30~09:50

[210030] 비선형 매핑을 이용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복합재 박리 진단 연구

77p

우연준(한양대학교), 심성규(한양대학교), 김동윤(한양대학교), 윤길호(한양대학교)
09:50~10:10

[210033]

80p

주기적 하중을 받는 CFRP 의 손상 평가를 위한 acoustic emission 의 Ib- and Cb-value 분석
정도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원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0~10:30

휴식

9월 10일(금) 10:30~12:00 | Halla Hall (8F)
PHM Data

좌장: 성시일(경기대학교)

10:30~11:00 초 [210016]
청 수소충전소 신호분석 기반 다중 진단알고리즘 유효성 분석을 통한 건전성모니터링(PHM) 적용방안

64p

오봉식(아주대학교), 박상철(아주대학교), 장중순(아주대학교)
11:00~11:20

[210049] 유도 전동기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96p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전병찬(한국기계연구원),
김병옥(한국기계연구원), 이동현(한국기계연구원)
11:20~11:40

[210047]

94p

Multi-label Classification of Compressor Diagnosis Using Hybrid Feature Selection Method
Solichin Mochammad(부산대학교), 노유정(부산대학교), 김승일(부산대학교),
강영진(부산대학교)
11:40~12:00

[210029] Investigating Prognosibility of Fusion Algorithms for Optimal Failure Prognostics

76p

Akpudo U.E.(금오공과대학교), 허장욱(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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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Ara Hall (8F)
9월 10일(금) 08:40~10:10 | Ara Hall (8F)
[특별세션] 신뢰성

좌장: 천성일(한국전자기술연구원)

08:40~09:10 초 [210095] 고장 메커니즘기반 태양광 셀단위 PID 가속시험법 개발 및 검증
청 천성일(한국전자기술연구원), 오경석(한국전자기술연구원)

142p

09:10~09:30

120p

[210072] 반도체 패키지의 비파괴 고장 모니터링을 위한 열 구조함수 분석 기술
마병진(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태희(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성순(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관훈(한국전자기술연구원)

09:30~09:50

[210094] 철도차량의 고무 타이어의 유지보수 의사결정 지원 모델 개발

141p

엔드하르타 알폰수스 주란토(네모시스), 김종운(네모시스)
09:50~10:10

[210071] 비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한 C-반응 단백 농도 예측 모형

119p

김규리(한양대학교), 채선규(한양대학교), 김이석(한양대학교), 배석주(한양대학교)
10:10~10:30

휴식

9월 10일(금) 10:30~12:00| Ara Hall (8F)
[특별세션] 스마트팜

좌장: 임대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30~11:00 초 [210078] 인공지능 기반의 재배모니터링 및 수확로봇 기술 개발
청 장인훈(한경대학교), 박장현(한경대학교), 최현석(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p

11:00~11:20

127p

[210079] 아이스플랜트 생산량 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시스템
양승환(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덕근(전남대학교), 손현식(부산대학교)

11:20~11:40

[210080] 농작물 수확 자동화를 위한 심층강화학습 기반 매니퓰레이터 제어기술

128p

고광은(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40~12:00

[210081] 스마트팜용 모바일 로봇 플랫폼 개발
임대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원석(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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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p

Ora Hall (8F)
9월 10일(금) 10:30~11:50 | Ora Hall (8F)
의료/인체
10:30-10:50

좌장: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210018] 1차원 합성곱 신경망 기반 복부 대동맥류 진단

66p

임주현(서울대학교), 김수호(원프레딕트), 이인찬(서울대학교), 한진오(University of Maryland),
윤병동(서울대학교/원프레딕트)
10:50-11:10

[210017] 통합 센싱 시스템을 이용한 인간 걸음걸이 패턴 분석

65p

권현중(인하대학교), 신경호(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11:10-11:30

[210032] 횡 진동 신호를 이용한 골절 진단 시스템 분석

79p

심성규(한양대학교), 우연준(한양대학교), 김동윤(한양대학교),
황세진(한양대학교), 윤길호(한양대학교)
11:30-11:50

[210040] 신호처리 기반 비정형 데이터 전처리 및 소음 평가

87p

김진영(연세대학교), 이종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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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포스터발표 일정

9월 9일(목)
9월 9일(목) 16:40~17:40 | 온라인 홈페이지

좌장: 오기용(한양대학교),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허균영(경희대학교), 마병진(한국전자기술연구원)
특별세션: 생산장비 건전성관리 및 예지보전 방법론
P-01

[210061]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관시스템 보조기기의 상태진단 및 고장예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8p

김정영(한국기계연구원), 이종직(한국기계연구원), 이송호(한국기계연구원), 김용진(한국기계연구원),
이태현(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제조
P-02

[210009] 누적 손상 결함 산포 예측 기술 적용 방안 연구

58p

곽명선(연세대학교), 이한빛(연세대학교), 이종수(연세대학교)

P-03

[210010] Intelligent patrol robot system for inspection of underground transmission systems

59p

김민관(중앙대학교), 함지완(중앙대학교), 정시헌(중앙대학교), 오기용(한양대학교)

P-04

[210075] 스테레오 비전과 다점 마커를 이용한 원격 데이터 수집

123p

최해진(중앙대학교), 한순영(중앙대학교), 도민득(중앙대학교)

발전전력
P-05

[21001]

50p

Classification and Monitoring for Degradation of Solar Photovoltaic Devices : A Review
예석(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김지현(인하대학교)

플랜트
P-06

[210004] 9% Ni LNG 저장탱크 위상배열 자동 초음파검사 통합시스템 개발

53p

임성진(대한검사기술㈜), 이광권(대한검사기술㈜), 정인곤(대한검사기술㈜)

P-07

[210006]
온도 사이클 환경에서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수지그림자와 솔더층 크랙의 상호연관관계 연구
박승일(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수연(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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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p

9월 9일(목) 16:40~17:40 | 온라인 홈페이지
PHM이론
P-08

[210034] Data driven approach in PHM without practical fault data

81p

임창현(모아소프트), 류인수(모아소프트), 박상건(모아소프트)

P-09

[210035] 가상 센서 기반 데이터 증강을 통한 다중 결함 회전 기계의 손상 평가

82p

박서구(동국대학교), Asif Khan(동국대학교), 김흥수(동국대학교)

특별세션: 신뢰성
P-10

[210070] 볼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CNN 기반 신뢰성 평가

118p

도재혁(경상국립대학교), 문현철(경상국립대학교), 노우승(경상국립대학교), 유현승(경상국립대학교),
곽태수(경상국립대학교), 이종수(연세대학교)

자동차
P-11

[210023] 시스템 수준 측정값을 이용한 모터 구동 시스템 내 IGBT 개방 고장 진단 기법

70p

오재욱(건국대학교), 김인환(건국대학교), 황인혁(건국대학교), 김남수(건국대학교)

P-12

[210025] 연선형 권선을 가진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권선 단락 고장 진단

72p

이준호(건국대학교), 이영훈(건국대학교), 오재욱(건국대학교), 김남수(건국대학교)

P-13

[210041] 저온에서의 오일 압력에 관한 신뢰성 향상 연구

88p

이수연(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박승일(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마트팜
P-14

[210082] 딥러닝을 이용한 스마트팜 이동로봇의 사람 추종제어

130p

양승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손현식(부산대학교), 김덕근(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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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포스터발표 일정
9월 9일(목) 16:40~17:40 | 온라인 홈페이지
기타
P-15

[210037] 표면 탄성파 센서의 화학작용제 탐지 성능에 감지물질 작용기가 미치는 영향

84p

박혜원(인하대학교), 배봉규(인하대학교), 이영준(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P-16

[210038]

85p

ABAQU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투사체의 입자성 물질 위로의 자유낙하 시뮬레이션 실험
김태훈(한양대학교), 신다연(한양대학교), 김대혁(한양대학교), 윤길호(한양대학교)

P-17

[210039] 다중구조물의 연결성을 고려한 위상최적설계 기법 개발

86p

최영훈(한양대학교), 김준환(한양대학교), 윤길호(한양대학교)

P-18

[210042] 유체 진동에 의한 고압 천연가스배관 피로도 모델링 및 결함인자 영향분석

89p

양다빈(연세대학교), 천석훈(한국가스공사), 김도언(한국가스공사), 이종수(연세대학교)

P-19

[210043] 다양한 길이의 시계열데이터를 분류하는 신경망 설계

90p

강예진(연세대학교), 김주인(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박동철(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이종수(연세대학교)

P-20

[210044] 1D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호버바이크 틸팅 메커니즘 해석 및 조향 장치 설계

91p

변은석(연세대학교), 이종수(연세대학교)

P-21

[210045] 산업 인공지능 기반 진단 및 건전성 예지를 위한 데이터 증강 및 전이 학습
유영민(연세대학교), 이종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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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