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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과제

• 고민첩 ∙ 고적응 로봇 메커니즘의 창의적 위상설계 기술 (삼성전자 ICT 창의과제)
• 극한물성시스템 구현 파동 에너지 제어 기술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기타 현대자동차 고성능 차량 기술 / 로봇 기구 설계 / 경량 차체 분야 다수의 과제 수행

• 1981, 83: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 • 1989: Stanford 박사
• 1991-현재: 서울대 교수, (2021.09~ 석좌교수)   
• 200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상 • 2005: 대한민국기술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2006: 대한기계학회 학술상 • 2007: Emerald-COMPEL Award for Best Paper in ISEF 2007
• 2008: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상, 특허대전 국무총리상
• 2016: ACSMO-ACSMO AWARD 수상 • 2016: WCCM&APCOM-APCOM AWARD 수상
• 2017: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 2019: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 2019: 올해의 기계인 선정 • 2021: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상
• 2009-2016: 서울대학교 차세대자동차센터장,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소장
• 2016-2016: 대한기계학회 회장 • 2016-2020: ASSMO 국제학회 회장
• 2018-2020 한국전산역학회 회장 • 2015-2019: ISSMO 국제학회 부회장

❖ 연구실 구성 및 지도

❖ 연구실 위치 및 연락처

• 301동 1317, 1318호 (880-7130, 1689)
• 정밀기계연구소 313동 324-1호
• 정밀기계연구소 313동 110, 107호 (실험실)

- 교수(포항공대, 한양대, UNIST, 충남대, 네덜란드 Eindhoven University등)

❖ 졸업생 진로 현황

- 국방과학연구소
- 전자부품연구소
- 한국표준과학연구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삼성종합기술원
- 현대기아자동차
- 두산인프라코어
- 한국기계연구원

- 삼성전자
- LG전자
- 삼성리서치
- 기타 전문직

신규 대학원생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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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형 외골격로봇의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Wearable Exoskeletons)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멀티피직스시스템 설계연구실

담당교수 김윤영 교수

⚫ 설계 공간의 제약이 심하고, 인체의
비정형적 움직임을 가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기구 설계가 어려움

⚫ 인체의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기구가 생
성되는 체계적인 설계 방법론 필요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기구의 위상/조인트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 모델링 기법 개발

⚫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위상의
착용형 외골격로봇 설계 완료
(예시: 손가락 재활 기구, 

고관절 및 무릎관절 착용 로봇)

목표
움직임 2

기구설계영역

근위지

중위지

(검지 손가락)

목표움직임 1

조인트 연결 블록 모델링
및 위상/형상 동시 최적설계

상세 설계 및 제작된
최종 기구

: 회전 조인트

: 병진 조인트

: 지면 회전 조인트

문제 설정:
손가락 가이드 모션



모바일 로봇 메커니즘 설계 연구 (Mechanism Synthesis of Mobile Robot)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멀티피직스시스템 설계연구실

담당교수 김윤영 교수

턱 장애물 극복을 위한

변형 바퀴 모바일 로봇

목표 운동을 만족하는

메커니즘 위상/형상 자동 합성

⚫ 서비스용 모바일 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요구 운동 조건을 만족하는 실용적인 로봇

메커니즘 설계 필요성 증대

⚫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바일 로봇(Ex. 

변형 바퀴 로봇)의 메커니즘 위상/형상 자

동 설계 기법 연구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출력부의 각도 및 조인트 타입을 고려한

변형 바퀴 메커니즘 위상 설계 기법 개발

⚫ 창의적 1자유도 기구 합성 성공

기구 위상최적화 기법을 통한

1 자유도 기구 합성 (7R 6절 메커니즘 도출)



1차원 박판 보 구조 해석 및 설계 (Higher-order Beam Theory)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초기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1차원 보 모델링이 유리함

⚫박판 보에서 발생하는 단면
변형을 고려할 수 있는 보 이
론이 필요함

연구 배경

연구 성과

⚫단면 변형을 추가 자유도로
고려하는 고차 보 이론 개발

⚫고차 보 이론을 적용하여 정
확도가 쉘 모델링에 가까운
버스 차체 해석 모델 개발

멀티피직스시스템 설계연구실

담당교수 김윤영 교수

박판 보로 구성된 구조물의 설계

Ground-structure Beam frame structure Vehicle body frame

고차 보 기반 버스 차체 해석 모델 개발



메타-격자를 이용한, 초음파 정밀 제어 기술(Elastic metagrating)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세계최초로 면내에서 탄성 메타그레이팅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구현함

⚫ 메타-격자를 통해 초음파의 크기, 방향 및 모드를
동시에 조절하는 초정밀 제어 기술 개발

⚫ 탄성파에 존재하는 복합모드(종파, 횡파) 및 고차
회절 모드를 통제할 수 있는 메타-격자 연구

⚫ 기존의 초음파 메타-표면으로 불가능했던 낮은
전파 효율을 극복

멀티피직스시스템 설계연구실

담당교수 김윤영 교수



메타물질을 이용한 배관 내 이물질 높이 측정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계공학부 대학원 연구실 소개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모드변환 메타웨지 개발 및 응용하여 배관
내 측정용 초음파 트랜스듀서 개발

⚫ 유속 측정 및 이물질 높이 측정 겸용 트랜스
듀서로 기능 확대

멀티피직스시스템 설계연구실

⚫ 기존 기술로는 배관 검사를 위해서는 파괴적인
방법이나, 배관과 이물질이 완전 접촉이 필요

⚫ 메타웨지를 이용하여 Clamp-on 방식으로 침전
물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높이 측정이 가능

담당교수 김윤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