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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韓醫) 의료기기 개발현황

12

•맥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KIOM 연구 개발 현황

월

•한방 의료기기 요구사항 및 개발동향

)

•설진기의 개발 동향

한 의 韓( 醫 의
) 료기기 개발현황

•한방 의료기기 표준화 동향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의 개발 동향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 개발 및 목관절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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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 납부 및 유효기간
2017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6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2017년도 회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2017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에 한합니다.
평생회원님 및 이미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께서는 학회에서 정리관계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이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요.
◆ 2017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회 원： 70,000원 (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입회비 면제)
•평생회원： 700,000원
- 평생회비 할인 제도 : 학회 홈페이지 안내 참조
- 평생회비 분납 제도(1년 한) : 평생회비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회원 담당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비의 납부방법
신용카드(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 (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다년 학생회원 가입 및 회비 할인 제도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7년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3년 90,000원(1년당 30,000원) → 3년 70,000원(22.2% 할인)
4년 120,000원(1년당 30,000원) → 4년 90,000원(25% 할인)
5년 150,000원(1년당 30,000원) → 5년 110,000원(26.7% 할인)

5. IEEE 회비 10% 할인(Due 해당액)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IEEE와 MOU체결을 통해 우리학회 회원의 경우 IEEE 회비의 할인(Due 금액의 10%)이 가능하오니, IEEE에 신규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실 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 https://www.ieee.org/membership-catalog/index.html?N=0

6. 문의처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김천일 과장(회원담당)
(02-553-0255(내선 1번)) / E-mail : webmaster@theieie.org

대한전자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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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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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ngineers

우리 학회는 1968년부터 매년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전자공학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에게
학회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26일(토) 대구 EXCO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대한전자공학대상]

[공로상 단체 ]

[기술혁신상 시상]

[논문상 단체]

대한전자공학대상

김 기 남 사장 (삼성전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1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3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 석사

•1994

UCLA 전자공학 박사

•2003~현재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Fellow

•2010~현재

The President's Council, Olin College 회원

•2011~현재

한국인쇄전자협회 회장

•2012~현재

미국공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7~2009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 DRAM 개발실장(부사장)

•2010~2012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사장)

•2012~2013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

•2014~현재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총괄 사장
삼성전자 DS부문 System LSI 사업부장

l 주요업적 l
김기남 사장은 2015년 세계 최초 3세대 48단 Vertical NAND Flash 메모리 양산 및 2014년
20나노 DRAM 양산 성공 등 30년이상 반도체 고집적화 분야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이
메모리 산업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5년 세계
최초로 모바일향 14나노 핀펫 공정과 기반 SOC 양산 및 독자 개발한 커스텀 64bit CPU 코어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통합칩(SOC + LTE 모뎀) 제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뒤진
한국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개발 및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인쇄전자협회 회장 등을 맡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전자산업 경쟁력 제고 및 IT 산업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이 3년 연속 국가 수출품목 1위 및 2014년에는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
억불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는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이공대 학생 육성을 위해 유수
연구대학 및 반도체 학회에서 다수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 대학과의 전략산학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대한전자공학회 기술혁신상

손 영 석 연구소장 (실리콘웍스)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90~1994

경북 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4~1996

포항 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4~2008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96~2001

Hynix 반도체 주임연구원

•2002~2004

삼성전자 LSI 사업부 책임 연구원

•2005~현재

(주) 실리콘웍스 연구소장

l 주요업적 l
㈜실리콘웍스 손영석 연구소장은 analog system 반도체 분야에서 flat panel display (AMLCD
및 AMOLED) 응용 chip set인 source driver IC, PMIC, LED driver IC등의 핵심 IP 및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양산하여 국내 design house의 제품 기술을 높이고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display 산업의 시장 선도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Display 분야의 system
반도체로 연구와 개발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반드시 개척/진출하여야 하는
자동차 분야 및 다양한 기능의 system 반도체를 기획/연구/개발하고 있다. 기여하여온 system
반도체 분야는 flat panel display, motor, power, LED, 자동차, 센서 분야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로써 시장을 개척하여 왔다.
특히, 자동차 응용 분야의 system 반도체는 국내 자동차 산업 대비 국산화 정도가 전무할 정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며, 미국, 일본, 유럽 3개 지역의 제품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 원인이 반도체
핵심 설계 기술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임을 직시하고 2012년부터 자동차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요소, 핵심 기술을 정의하고 축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일환으로 직접적인 기술 및 제품 개발 이외에 정의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개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여러 산학 과제를 기안하고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개발에 기초가 되는 신뢰성 기술과 안전 기능 구현(ISO26262)
기술을 leading하고 있다.
상술한 노력은 (주)실리콘웍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esign house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모지와 다름이 없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이 국/내외의 차량에
양산되고 있거나 양산 예정인 결과로 이어 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대부분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방어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섀시 반도체 분야 및 파워 트레인 분야의 제품 개발의 성공은 국내 최초의 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l 주요 개발 성공 제품 군 l
•BLU LED Driver IC - 10 여종, 누적 판매 ~ 1억개
•BLDC Motor Driver IC - Multi-channel BLDC motor driver, 양산 중
•Li-ion Battery 관련 IC 기술/제품 개발 - 1종 양산 및 다수 개발 중
•LED lighting driver IC - 5종 양산 중
•Automotive(자동차) 응용 각종 반도체 제품 - 1종 양산 및 다수 양산 예정

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상
l 통신분야 l

윤 지 훈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96~2000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공학사
•2000~2002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석사
•2002~2007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박사
•2007~2009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책임연구원
•2009~2010
미시건대학교 박사후연구원
•2010~2012
금오공과대학교 조교수
•20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l 주요업적 l
윤지훈 교수는 이동통신망 및 비면허대역 통신에서 무선자원관리 및 MAC 기법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펨토셀의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펨토셀의 간섭 관리에 대한 핵심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모바일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ACM MobiCom에서 발표하였고,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160회 이상이 인용되었다. 또, 면허/비면허대역
통신을 위한 MAC 설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MAC 설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미래
MAC 기술 구현에 공헌하였다.

l 반도체분야 l

선우명훈 교수 (아주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0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졸업
•1982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 석사 졸업
•1982~1985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ETRI) 연구원
Univ. of Texas at Austin 전기 및 컴퓨터공학 박사
•1985~1990
•1990~1992
Motorola, DSP Chip Division(미국, Austin)
•1992~현재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2008
대한전자공학회 SoC 설계연구회 위원장
•2011~현재
IEEE Fellow Member
IEEE CASS (Circuits and Systems Society) Board of Governors (BoG)
•2011~현재
•2009~2010
IEEE CASS Distinguished Lecturer
•2012
ISCAS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General Chair
•2012~2013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소사이어티 회장
아주대학교 ITRC 센터장
•2016~현재
l 주요업적 l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반도체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우수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연구기반을 강화시켰으며, 400여 편의 국내외 논문, 70여 건의 과제 수행, 기술이전 6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75건, 등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 Society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IEEE Fellow 멤버, IEEE CASS BoG
(Board of Governors) 2회 연속 당선,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설계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2012년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 and Systems 2012의 General Chair으로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
및 개최하여 한국 반도체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반도체산업기반을 강화시켰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아주대학교 ITRC 초소형 체내외 진단 지능형 디바이스 연구 및 인력양성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상
l 컴퓨터분야 l

박 수 현 교수 (국민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4~1988
•1988~1990
•1995~1998
•1990~1999
•2014~현재
•2013~현재
•2002~현재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전산학전공 이학석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학박사
LG전자(주)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ISO/IEC JTC1 UWASN Project Leader / Editor
TTA(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PG 903 WG1 의장
국민대학교 교수

l 주요업적 l
박수현 교수는 수중음파통신(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및 Underwater Io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국내외 저널에 양질의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수중음파통신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uWNET
Conference에서 Best Demo Award를 여러 차례 공동수상한 바 있음. 나아가 수중음파통신의 표준 프로젝트 리더 및 과제
에디터로서 ISO/IEC 및 TTA에서 국내외 표준을 주도하는 등 수중음파통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l 신호처리분야 l

김 창 익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5~1989
•1989~1991
•1997~2000
•1991~1997
•2000~2005
•2005~2009
•2009~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
워싱턴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주)SKC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엡슨팔로알토연구소 책임연구원
ICU 부교수
카이스트 교수

l 주요업적 l
김창익 교수는 영상처리 및 이해 분야에서 27년간의 연구를 통해 영상의 전경객체 추출, 저작권 보호기술, 변분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영상분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얻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100회 이상의 피인용 논문을 7개
(이 중 주저 논문 5개) 보유하고 있으며 도합 5800회가 넘는 논문 피인용횟수와 19개의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상
l 시스템 및 제어분야 l

양 연 모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6~199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사

•2001~2005

광주과학기술원(GIST) 정보기전공학부 공학박사

•1990~2000

엘지 산전/정밀 선임 연구원 (유도무기, 로봇 분야)

•2005~2006

미국노스캘롤라이나(NCSU) 주립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2006~2008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제 책임자(PL)

•2008~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l 주요업적 l
양연모 교수는 통계적 신호 처리 및 패턴 인식 관련하여 브레인 컴퓨터 접속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분야에서
아이겐 페이스 기반 영상 신호 처리 개념을 도입하고 정확한 뇌 신호 분류 기법을 제안하여 관련 분야 활성화에 기여했다.
수중 무선 통신 분야에서 직교하는 2중 센서 개념(DoSS)을 제안하여 이를 기반으로 비 가우시안 잡음이 존재하는 3차원
공간에서 수중 무인 자율 주행 기술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를 통해 수중
환경에서 위치 인식 성능 개선 및 구현에 공헌하였다.

l 산업전자분야 l

이 용 구 교수 (한림성심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3~1987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1987~1993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1993~1997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13~2016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 이학사

•1998~2005

한림성심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2005~2007

한림성심대학교 의료기기정보(의용정보)과 부교수

•2007~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l 주요업적 l
이용구 교수는 의학영상의 평가기준에 의한 주관적 평가기법, 주관적 평가기법에 의한 영상복원 및 영상처리 후 평가,
X-ray 영상을 위한 조사조건설정, 흉부 촬영용 디지털 단층영상합성 시스템의 재구성 알고리즘개발, 화질과 선량평가를
통해 의료영상복원 및 영상처리 후 진단능 평가, 최적의 촬영조건 설정 및 X-ray 영상 중첩현상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높은 선량의 문제점 해결을 통하여 관련 논문이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방향과 통찰력을 주었으며, 또한 연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자분야와 의료영상시스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산업전자 발전에 공헌하였다.

대한전자공학회 감사패
상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감사패

강기원

단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계 산기평과제워크샵개최 지원

대한전자공학회 공로상
상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공로상

권혁인

교수

중앙대학교

총무간사

공로상

김경기

교수

대구대학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워크샵 및 세미나 지원

공로상

김동순

책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워크샵 및 세미나 지원

공로상

김동현

사장

㈜아이씨티케이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김성진

교수

경남대학교

전임지부장(부산.경남.울산)

공로상

김승천

교수

한성대학교

ICGHIT2016 Organizing Chair

공로상

김용신

교수

고려대학교

총무간사

공로상

김재현

교수

아주대학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김 짐

선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계 산기평과제워크샵개최 지원

공로상

김태원

교수

상지영서대학교

학술세미나 지원

공로상

박덕규

교수

목원대학교

전임지부장(대전.충남)

공로상

박민식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전임지부장(전북)

공로상

박종선

교수

고려대학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박준희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70주년 기념행사 지원

공로상

박현창

교수

동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

공로상

범진욱

교수

서강대학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서춘원

교수

김포대학교

학술세미나 및 경지대회 지원

공로상

선우경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70주년 기념행사 지원

공로상

송상헌

교수

중앙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

공로상

신미정

팀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추계 산기평과제워크샵개최 지원

공로상

안병구

교수

홍익대학교

ICGHIT2016 General Chair

공로상

윤석현

교수

단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

공로상

윤지훈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

공로상

윤한오

교수

동국대학교

학술세미나 지원

공로상

이강윤

교수

성균관대학교

SPC영문지 최다논문제출

공로상

이건재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하계 산기평과제워크샵개최 지원

공로상

이덕진

교수

군산대학교

정보 및 제어 심포지움 프로그램위원

공로상

이승호

교수

한밭대학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이우규

대표이사

㈜시솔

워크샵 및 세미나 지원

공로상

임기택

센터장

전자부품연구원

워크샵 및 세미나 지원

공로상

전병우

교수

성균관대학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정원영

교수

인제대학교

PCB&Package연구회 활성화

공로상

정종문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협력에 기여

공로상

정종척

사장

아이디어㈜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조명진

박사

네이버

연구실분야 DB구축

공로상

최강선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SPC영문지 편집위원

공로상

한영선

교수

경일대학교

SPC영문지 편집위원

공로상

허재두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학회 발전에 기여

공로상

황인철

교수

강원대학교

하계 프로그램위원장

대한전자공학회

2016 해동상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대한전자공학회가 주관하고 해동과학문화재단(김정식 이사장, 사진)이 후원하는 제26
회 해동학술상 수상자로 권오경 한양대 교수, 해동기술상 수상자로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그리고 해동젊은공학인상으로 성균관대 박진홍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권오경 교수는 디스플레이 구동기술 및 센서감지, 배터리관리, 초음파 영상용 IC설계
분야의 탁월한 연구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고,
박성욱 대표이사는 반도체 기억소자 분야의 연구개발은 물론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산학연 상호협력과 인재양성, 대중소
상생협력 등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박진홍 교수는 그래핀금속 접촉 저항 최소화 기술 개발 등 나노 반도체 소자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활동이 높이

김 정 식 이사장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동과학문화재단)

해동상은 1965년 대덕전자㈜를 설립하여 48년간 PCB사업에 전념하여 오신 창업주
김정식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크게 업적을
쌓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해동상은 1991년 설립된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대한전자공학회 해동상>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시행하여 왔고, 2005년부터는 시상영역을 확대하여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공학한림원을 포함해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총 268명에게 해동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대한전자공학회 해동상>은 해동상 설립 초기부터 시상하여 현재 학술상, 기술상,
젊은공학인상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학문 및 기술업적이 탁월한
분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해동학술상

권 오 경 교수 (한양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74~1978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83~1986

Stanford University 전기공학 석사

•1986~1988

Stanford University 전기공학 박사

•1987~1992

Texas instruments Inc. Senior Group Member of Technical Staff

•1992~현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2005~2007

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2008~2011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장

•2010~2011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2011~2013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

•2011~2014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2012~현재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Fellow

•2014~현재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부회장 및 Brain Pool운영위원장

•2015~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

•2016~현재

IET Electronics Letters, Associate Editor

l 주요업적 l
권오경 교수는 평판 디스플레이 구동기술 및 다양한 핵심 반도체 회로설계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자공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고해상도 대면적 TFT-LCD의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charge sharing 구동기술과
backlight dimming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였으며, 모바일용 AMOLED의 내부보상 화소구조와 구동방식을 구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AMOLED를 양산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AMOLED TV의 외부보상 화소구조와 구동방식의 개발은
세계최초 AMOLED TV를 양산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CMOS 이미지 센서, touch 센서, 초음파 구동 및 readout IC
기술, 전원관리기술, energy harvesting 기술 등의 반도체 회로설계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를 하고 있다. 특히 대형 평판 X-ray 디텍터 기술을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하여
국산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권오경 교수는 대한전자공학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등의 국내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IEEE, SID, IET
등의 국외 학술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서는 공과대학장 및 교학부총장을 역임하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우수한 학술 업적에 대한 공로로 최우수 교수상, HYU석학교수상, 백남석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앞에서 열거한 주요 연구 실적과 함께 125편의 SCI저널논문 게재 및 228건의 미국특허 등록 등의 업적을 이루었으며,
대내외 세미나 및 강의, 그리고 자문교수 및 사외이사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 보급 및 후진 양성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해동기술상

박 성 욱 대표이사 (SK하이닉스㈜)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82~1984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 석사

•1988~1992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 박사

•2003~2004

메모리연구소 소장

•2004~2007

개발생산총괄 연구소 소장

•2007~2008

CTO 연구소 소장

•2008~2009

연구개발제조총괄 연구소 소장

•2009~2010

연구소 소장

•2010~2012

연구개발제조총괄 본부장

•2012~2013

연구개발총괄

•2013~현재

SK하이닉스㈜ 사장

•2015~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협회장

•2004

기업연구소 1만개 시대 과학기술포장 수상

•2010

발명의 날 유공자 동탑산업훈장 수상

•2015

일자리창출 유공자 금탑산업훈장 수상

l 주요업적 l
박성욱 대표이사는 1984년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산업)에 입사하여 ‘03년 메모리연구소장, ’10년 CTO 등 약 30년동안
반도체 기억소자(Memory) 연구 및 제품 개발 분야에 종사하며, 당사의 주력 품목인 DRAM, NAND Flash 기술 개발을
주도하였음. ‘13년 CEO로 취임하면서 반도체 산업 재편과 미세공정의 한계, 차세대 메모리 개발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강력한 기술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재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갖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음.
- 2013년

세계 최소 2ynm 4G DDR3 DRAM 개발로 기존 2xnm 대비 41%의 Net Die 증대를 달성하여 원가 경쟁력 강화 기여
- 2013년 세계 최초 20나노급 TSV 기술 기반의 HBM 개발로 높은 사양의 그래픽 시장 선점을 시작으로 수퍼컴퓨터, 서버 등 응용
시장 확대 기여
- 2014년 세계 최초 128GB DDR4 서버용 DRAM 모듈 개발로 초고속 서버 시장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글로벌 반도체 선두기업으로써의 위상 확보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15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3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과 ‘15년 국가 수출 품목 1위, 국내 단일 품목 사상 최초 600억불 시대 개척 등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였음.
- ‘15년 매출액 18조 8천억원, 영업이익 5조 3천억원 달성
- ‘15년 글로벌 반도체 업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계 2위

상기인은 최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출 선언 등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당국의
반도체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16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협회장으로서 우수 인재 양성과 산/학/연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대중소 상생협력 국책과제 추진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 세계반도체협의회) 창립 20주년 서울 총회의
의장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 반도체업계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서울선언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와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반도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상생협력 임금 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하였음. 그간 일부 기업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는 있었으나, 임금 인상의 일정액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 시도된 것으로 모든 산업계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를 인정받아
‘15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상격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해동젊은공학인상

박 진 홍 교수 (성균관대학교)
l 주요 양력 및 이력 l
•1997. 3~2004. 2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사)

•2004. 9~2009. 6	미국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 전자공학과
(공학석사/박사)
•2009. 8~2010. 7

미국 IBM T. J. Watson 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2010. 9~2011. 8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조교수)

•2011. 9.~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조교수/부교수)

l 주요업적 l
박진홍 교수는 그래핀 n형 도핑기술과 1차원 모서리 접촉 설계를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의 그래핀-금속 접촉저항(상온에서
약 23Ω-μm)을 확보하였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그래핀-페로브스카이트 하이브리드 구조체 기반 고성능 광검출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발표된 접촉저항은 최근 동종 분야 세계 수준의 연구들에서 확보된 수치와 비교해 약 5배 이상
개선된 굉장히 우수한 결과로 차세대 플렉서블 스마트 기기 및 OLED 투명전극, 슈퍼 커패시터, 터치패널 등 다양한 그래핀
응용분야에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연구결과는 Advanced Materials지 (IF: 18.960) 2016년 2월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으며 연합뉴스/매일경제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그 우수성이 보도되었다.
그 외에도 박진홍 교수는 2차원 반도체 물질을 활용하여 고성능 광검출기 및 이종접합 수직형 트랜지스터, 부성저항특성
다치소자/회로 등의 다양한 전자소자를 개발해 미래 스마트/초저절전 기기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2차원
나노 반도체 소자분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기술들의 개발을 통해 최근 4년간 IF 10 이상의 최우수 논문 13편을
포함하여 총 70 편의 논문(총 IF합: 356.947, 주저자 50편, 공저자 20편) 및 총 24건의 특허(국내 출원/등록 12/5건, 국외
출원/등록 12/9건)를 발표하였으며, 우수한 관련 전문연구인력 또한 학계 및 산업계에 활발히 배출하였다.

채용분야

응시자격

Display Analog설계

▷ Analog설계 회로 경력자(2년이상)
▷ Display Driver IC 개발 경력자(2년이상)
▷ RF IC개발 신입(관련 전공자)/경력자
▷ 전문연구요원

Display Digital 설계

▷ Display IC(T-con)개발 신입/경력자(2년이상)

신호처리 개발
디바이스 FW 개발

▷ 신호처리관련/생체신호 처리 석사 이상
▷ 관련 경력 1년 이상자 우대
▷ 전자/전산/컴퓨터 계열 학사 이상
▷ 관련 경력 2년 이상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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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 총괄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 총괄
구 원 모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박 청 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양 웅 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 재 욱 (노키아티엠씨 명예회장)		
천 경 준 (㈜씨젠 회장)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회원, 지부, 표준화
안 승 권 (LG전자㈜ 사장) - 산학연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 기획, 국문논문편집, 교육/홍보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 컴퓨터소사이어티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전 영 현 (삼성전자㈜ 사장) - 반도체소사이어티
김 창 용 (삼성전자㈜ DMC연구소장)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 사업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유 회 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전 성 호 (㈜솔루엠 대표이사)		
정 은 승 (삼성전자㈜ 부사장)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 국제협력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 총무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 SPC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사업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 재무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기획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 표준화		
고 요 환 (㈜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김 진 선 (SK이노베이션 전무)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박 동 일 (현대자동차㈜ 전무)		
송 창 현 (네이버 CTO)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정 한 욱 (㈜MOS 강남 대표이사)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 총무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기 남 (삼성전자(주) 사장)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이 상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 희 국 (㈜LG 상근고문)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 하계, 영문논문편집, 회지편집, 국제협력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사업, 추계, 재무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 통신소사이어티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 신호처리소사이어티
박 성 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성 하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 사업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 사업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산학연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민 경 오 (LG전자㈜ 부사장)
손 광 준 (산업통상자원부 PD)
오 의 열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조 영 민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사장)
차 종 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 ICCE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업
김 대 환 (국민대학교 교수) - 표준화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사업

협 동 이 사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회지편집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 기획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 총무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사업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학술(하계)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 사업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 기획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총무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 산학연/학술(추계)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 기획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 산학연 		
이 호 진 (숭실대학교 교수) - 표준화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사업		
정 의 영 (연세대학교 교수) - ICCE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ICCE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산학연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 ICCE		
강 석 형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 회지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 학술(하계)		
김 승 구 (충북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김 영 희 (창원대학교 교수) - 회원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사업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 SPC		
남 대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업		
류 수 정 (삼성전자(주) 상무) - 국제협력		
박 승 영 (강원대학교 교수) - 회지		
박 주 현 (픽셀플러스 실장) - 산학연		
박 천 수 (세종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변 철 우 (원광대학교 교수) - 회원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 사업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안 길 초 (서강대학교 교수) - 사업		
유 경 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이 석 필 (상명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 기획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 사업		
전 문 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기획		
전 준 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 학술(추계)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논문		
조 수 현 (홍익대학교 교수) - 총무		
최 윤 경 (삼성전자(주) 마스터) - 총무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 회지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실장) - 학술(하계)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논문편집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 기획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회지편집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 SPC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이 윤 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SPC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 재무
한 재 호 (고려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고 윤 호 (충남대학교 교수) - 산학연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 사업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 회원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영 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회지
김 윤 희 (경희대학교 교수) - 재무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 기획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 표준화
박 재 형 (전남대학교 교수) - 회원
박 준 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기획
변 대 석 (삼성전자(주) 마스터) - 국제협력
서 진 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사업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기획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 표준화
이 가 원 (충남대학교 교수) - 논문
이 기 성 (고려대학교 교수) - ICEIC
이 민 영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 산학연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논문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 논문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 논문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 회지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 기획
조 명 진 (네이버 박사) - 학술(하계)
최 병 덕 (한양대학교 교수) - 표준화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지부장 명단
강 원 지 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울산지부
제 주 지 부
호 서 지 부
미 국 지 부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박 정 일 (영남대학교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광주·전남지부
대전·충남지부
전 북 지 부
충 북 지 부
일 본 지 부

이 배 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조 경 주 (원광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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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박 진 옥 (명예회장)
김 영 권 (명예회장)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충 웅 (명예회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홍 승 홍 (명예회장)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수 중 (명예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변 증 남 (명예회장)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성 한 (명예회장)
서 정 욱 (명예회장)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정 정 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기획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박 준 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최 준 원 (한양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 하계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 경 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추계
구 형 일 (아주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실장)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박 상 윤 (명지대학교 교수)
박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제 민 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명 진 (네이버 박사)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논문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진 성 (선문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재 성 (교통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김 훈 (Synopsys Korea 이사)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이 영 주 (광운대학교 교수)
정 재 웅 (Atto Research CEO)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류 현 석 (삼성전자 마스터)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 진 섭 (Innowireless SVP)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박 주 현 (픽셀플러스 실장)
이 민 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제 민 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국제협력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남 병 규 (충남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조 상 연 (삼성전자 상무)

산학연협동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고 윤 호 (충남대학교 교수)
남 병 규 (충남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창 석 (한밭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원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승 구 (충북대학교 교수)
박 천 수 (세종대학교 교수)
한 재 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승 영 (강원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영 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백 동 현 (중앙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채 관 엽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조 제 광 (LG전자 책임연구원)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고 균 병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남 대 경 (전자부품연구원 팀장)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강 령 (동국대학교 교수)
서 인 식 (라이트웍스 대표이사)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안 길 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교수)
조 면 균 (세명대학교 교수)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최 진 호 (LG전자 수석연구원)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 중 혁 (중앙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정 욱 (연세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서 진 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신 현 출 (숭실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윤 재 철 (삼성전자 수석)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조 제 광 (LG전자 박사)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회지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사업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교육홍보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이 석 필 (상명대학교 교수)
김 정 구 (부산대학교 교수)
이 동 훈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김 준 태 (건국대학교 교수)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류 시 복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종 호 (서울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표준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구 정 래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팀장)
김 대 환 (국민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옥 수 (인피니언코리아 이사)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박 주 현 (픽셀플러스 실장)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윤 대 원 (법무법인 다래 이사)
이 상 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상 미 (IITP 팀장)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종 묵 (SOL 대표)
장 미 혜 (연세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병 덕 (한양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병 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 종 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신 성 호 (우석대학교 교수)
이 민 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 교수)
이 호 진 (숭실대학교 교수)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 태 수 (국가기술표준원/표준협회 표준코디)

정보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승 구 (충북대학교 교수)
박 천 수 (세종대학교 교수)
한 재 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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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 정 일 (영남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조 경 주 (원광대학교 교수)
최 조 천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 기 성 (고려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선거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포상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재정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인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SPC위원회
위 원 장
자 문 위 원

위

원

JSTS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Hoi-Jun Yoo (KAIST)
Dim-Lee Kwong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yung-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Chang sik Yoo (Hanyang Univ.)
Deog-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Eun Sok Kim (USC)
Hi-Deok Lee (Chungnam Univ.)
Hyoung sub Kim (Sungkyunkwan Univ.)
Jamal Deen (McMaster University, Canada)
Jong-Uk Bu (Sen Plus)
Kofi Makinwa (Delft Univ. of Technology)
Min-kyu Song (Dongguk Univ.)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Rino Choi (Inha Univ.)
Sang-Sik Park (Sejong Iniv.)
Shen-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Tadahiro Kuroda (Keio Univ.)
Tsu-Jae King Liu (UC Berkeley)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Yang-Kyu Choi (KAIST)
Yong-Bin Kim (Northeastern Univ.)

Byeong-Gyu Nam (Chungnam National Univ.)
Cary Y. Yang (Santa Clara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ong June Park (POSTECH)
Hyun-Kyu Yu (ETRI)
Jin wook Burm (Sogang Univ.)
Jun young Park (UX Factory)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oon-Ho Jo (POSTECH)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Sang-Hun Song (Chung-Ang Univ.)
Seung-Hoon Lee (Sogang Univ.)
Shi ho Kim (Yonsei Univ.)
Sung Woo Hwang (Korea Univ.)
Tae-Song Kim (KIST)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oo geun Rhee (Tsinghua Univ.)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uhua Cheng (Peki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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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사이어티
회
장
부 회 장
감
사
협동부회장

이

사

연구회위원장

간

사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 사업 이 흥 노 (광주과기원 교수) - 학술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연 은 (㈜브르던 대표이사)
김 용 석 (㈜답스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 통신연구회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 스위칭 및 라우팅연구회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연구회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보보안시스템연구회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연구회
- 방송ㆍ통신융합기술연구회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무선 PAN/BAN연구회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연구회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 재무/편집
김 영 한 (숭실대학교 교수)
류 승 문 (㈜카서 대표이사)
연 철 흠 (LGT 상무)
정 진 섭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장 병 수 (KT 상무)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수석부회장
연구담당부회장
사업담당부회장
학술담당부회장
총 무 이 사
편 집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재 무 이 사
회 원 이 사
연구회위원장

간

사

전 영 현 (삼성전자 사장)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강 태 원 (넥셀 사장)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준 석 (ADT 사장)
김 한 기 (코아로직 사장)
손 보 익 (LG전자 전무)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안 흥 식 (Xilinx Korea 지사장)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이 윤 종 (동부하이텍 상무)
이 종 열 (FCI 부사장)
정 희 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태 제 (삼성전자 마스터)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종 찬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황 규 철 (삼성전자 상무)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 반도체.재료부품연구회
오 민 철 (부산대학교 교수) - 광파및양자전자공학 연구회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 SoC설계연구회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 RF집적회로연구회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 PCB&Package연구회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어 영 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신 윤 승 (삼성전자 고문)
임 형 규 (SK하이닉스 부회장)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달 수 (TLI 대표이사)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양 영 인 (멘토 사장)
이 도 영 (옵토레인 대표)
정 해 수 (Synopsys 사장)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전 경 구 (인천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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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사이어티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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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협동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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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논문편집위원장
연구회위원장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교수)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임 기 욱 (선문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임 병 민 (㈜Agerigna Co.,Ltd 회장)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김 진 홍 (한성대학교 교수)
이 기 영 (을지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
강 병 권 (순천향대학교 교수)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손 경 락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성 로 (목포대학교 교수)
허 준 (경민대학교 교수)
김 종 윤 (경동대학교 교수)
김 홍 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김 대 휘 (㈜경봉 대표이사)
김 성 길 (㈜K4M 이사)
노 소 영 (월송출판 대표이사)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오 승 훈 (LG C&S 과장)
유 성 철 (LG히다찌 산학협력팀장)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연구회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 연구회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멀티미디어연구회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 유비쿼터스시스템연구회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 연구회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천 식 (세종대학교 교수)
조 병 순 (㈜시엔시 인스트루먼트 사장)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박 세 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 종 국 (㈜이로젠 대표)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신호처리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감
부

회

사
장

협동부회장

이

사

협 동 이 사

연구회위원장

총 무 간 사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강 동 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강 제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용 환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 상 윤 (명지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서 영 호 (광운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양 현 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종 설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창 우 (카톨릭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준 원 (한양대학교 교수)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 음향및신호처리연구회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영상신호처리연구회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 영상이해연구회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바이오영상신호처리연구회
허 용 석 (아주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지 인 호 (홍익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장 길 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구 형 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 현 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자 문 위 원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장)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감
사
총 무 이 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편 집 이 사
기 획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홍 보 이 사
회 원 이 사
연구회위원장

김 영 진 (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남 기 창 (연세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준 식 (KIST 박사)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남 기 창 (연세대학교 교수)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최 현 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강 대 희 (유도㈜ 박사)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 수 희 (POSTECH 교수) - 제어계측연구회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및시스템연구회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연구회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연구회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 지능로봇연구회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 국방정보및제어연구회
- 자동차전자연구회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의료영상시스템연구회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 스마트팩토리연구회

박 재 흥 (서울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양 연 모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문 정 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산업전자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부

회

장

감
사
협동부회장

이

사

협 동 이 사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강 현 웅 (핸즈온테크놀로지 대표)
김 영 주 (훼스텍 상무)
김 종 인 (LG엔시스 본부장)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이 영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한 성 준 (아이티센 부사장)
강 민 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권 오 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윤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송 정 태 (동서울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규 희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재능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종 용 (광운대학교 교수)
장 기 동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최 선 정 (국제대학교 교수)
허 윤 석 (충청대학교 교수)
강 현 석 (로보웰코리아 대표)
김 세 종 (SJ정보통신 부사장)
김 태 웅 (윕스 부장)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오 승 훈 (LG-CNS 과장)
유 성 철 (LG히다찌 산학팀장)
이 요 한 (유성SDS 대표)
이 현 성 (한국마케팅 대표)
조 병 영 (태진인포텍 전무)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최 영 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곽 은 식 (경봉 부사장)
김 응 연 (인터그래택 대표)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대표)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성 재 용 (오픈링크시스템 대표)
장 철 (LG히타찌 본부장)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덕 영 (부천대학교 교수)
김 영 우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박 성 욱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반 기 종 (부천대학교 교수)
배 효 관 (동원대학교 교수)
서 병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손 병 희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신 진 섭 (경민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 교수)
윤 중 현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 승 우 (동원대학교 교수)
이 종 근 (부천대학교 교수)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장 성 석 (영진전문대학 교수)
조 경 식 (국제대학교 교수)
최 의 선 (폴리텍아산 교수)
황 수 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고 강 일 (핸즈온테크놀로지 부장)
김 순 식 (청파이엠티 이사)
박 정 민 (오므론 과장)
신 우 현 (경봉 상무)
오 재 곤 (세인 부사장)
유 제 욱 (한빛아카데미 부장)
이 재 준 (한백전자 부장)
장 대 현 (지에스비텍 상무)
조 한 일 (투데이게이트 이사)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한 오 (동국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김 대 휘 (한국정보기술 대표)
김 정 석 (ODA테크롤로지 대표)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박 용 후 (이디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권 오 복 (국제대학교 교수)
김 남 섭 (서일대학교 교수)
김 상 범 (폴리텍인천 교수)
김 영 준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박 종 우 (재능대학교 교수)
방 경 호 (명지전문대학 교수)
백 승 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신 철 기 (부천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용 승 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명 문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종 성 (부천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전 종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최 현 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김 민 준 (베리타스 부장)
김 연 길 (대보정보통신 본부장)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양 영 규 (아이지 상무)
원 우 연 (이디 부장)
이 성 대 (비츠로시스 이사)
이 진 우 (글로벌이링크 대표)
조 규 남 (로봇신문사 대표)
한 상 우 (인터그래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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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고 윤 호 (충남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실장)
김 선 일 (한양대학교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김 준 모 (KAIST 교수)
김 진 선 (SK이노베이션 전무)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광 석 (서울대학교 교수)
박 래 홍 (서강대학교 교수)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정 일 (영남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현 욱 (KAIST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변 증 남 (명예회장)
서 진 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 하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손 광 훈 (연세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송 창 현 (네이버 CTO)
신 현 동 (경희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오 민 철 (부산대학교 교수)
오 의 열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고 현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김 기 남 (삼성전자 사장)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영 권 (명예회장)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 창 용 (삼성전자 DMC 연구소장)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도 양 회 (제주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민 경 오 (LG전자 부사장)
박 규 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승 권 (LG전자 사장)
양 일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장)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유 경 식 (KAIST 교수)

강 석 형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고 요 환 (㈜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대 환 (국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문 철 (KAIST 교수)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영 희 (창원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윤 희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김 창 익 (KAIST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현 철 (울산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나 정 웅 (명예회장)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박 동 일 (현대자동차㈜ 전무)
박 성 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박 주 현 (영남대학교 교수)
박 항 구 (명예회장)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 정 욱 (명예회장)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성 굉 모 (명예회장)
손 광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안 길 초 (서강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예 종 철 (KAIST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윤 일 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가 원 (충남대학교 교수)
이 광 만 (제주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신 섭 (프라임에어웨이브 대표이사)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명예회장)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희 국 (㈜LG 상근고문)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임 제 탁 (명예회장)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준 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정 은 승 (삼성전자 부사장)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차 형 우 (청주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한 수 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배 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호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장 영 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전 창 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정 의 영 (연세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한 유 (부산대학교 교수)
조 경 주 (원광대학교 교수)
조 명 진 (네이버 연구원)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최 윤 식 (연세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홍 유 식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이안순 부장 - 국내학술대회, 총무, 포상, 임원관련, 컴퓨터(소)
배지영 차장 - 국문논문, JSTS, 시스템및제어(소)
배기동 차장 - 사업, 표준화, 용역, 반도체(소)
변은정 과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학회지, 산업전자(소)
김천일 과장 - 정보화, 교육/홍보, 회원, 홈페이지, 통신(소)
장다희 서기 - 국제학술대회, SPC, 국제협력, 신호처리(소)

유 창 동 (KAIST 교수)
유 회 준 (KAIST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민 영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종 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이 천 희 ((전)청주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영 현 (삼성전자 사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정 정 화 (명예회장)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조 성 환 (KAIST 교수)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차 종 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천 경 준 (㈜씨젠 회장)
최 병 덕 (한양대학교 교수)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우 영 (서강대학교 교수)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홍 규 식 (삼성전자 상무)
홍 승 홍 (명예회장)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11월 25일(금) ~ 26일(토) 양일간에 걸쳐 5개 소사이어티 주관으로
대구 EXCO에서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 연구한 총 404편의 학
술논문을 발표하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대행사로 산업기
술평가관리원의 기술교류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발표하였
으며, 이와 병행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와 금년도 학회
를 위해 수고하거나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들에게 학회상을 수여
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한 해 추진된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2016도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7년도 임원
선출 보고 등의 안건이 승인되었다.
추계학술대회 - 구두논문발표장

추계학술대회 - 구용서 학회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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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 포스터 논문 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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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 만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학회 명예회장 및 임원 기념사진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동 및 터치 센싱 기술
워크샵
반도체소사이어티(워크샵 프로그램위원장 : 최윤경 마스터(삼성전
자))에서는 11월 17일(목)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 205
호에서 “2016년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동 및 터치 센싱 기술 워크샵”
를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에서는 디스플레이 및 터치 센싱 분야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에서 연구되고 있는 최신기술 동향 및 research topic을 공유하고 미
래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강연이 진행되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교류회

정기총회 – 구용서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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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스플레이 구동 및 터치 센싱 기술 워크샵

전자공학회지 2016. 12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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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워크샵

시상식이 개최되었고 2부로 가수 김수희씨의 공연이 있은 후, 직원
표창, 각종 게임과 퀴즈, 그리고 경품 추첨등이 진행되었다.

사업위원회(위원장 : 홍대식 수석부회장(연세대))에서 11월 29일(화)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워크샵” 를 연세대학교 공학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은 5G 및 Beyond 시스템에 관한 표준 및 발전 동향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요소 기술인 다중접속, 전송 및 Waveform에 관
한 튜토리얼 세션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산업
체 및 연구소의 연구자 등 이동통신기술 및 진화 방향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고 결실 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경품 1등상 – 55인치 FULL HD TV 55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워크샵

2016년도 송년회 개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12월 9일(금)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에서 1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로 해동상

20년 근속 표창 – 배지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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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가입현황
(2016년 11월 9일 - 2016년 12월 12일)
정회원
권순철(광운대학교), 권영규(부산가톨릭대학교), 김기두(서울
시립대학교), 김덕규((주)IT스노우볼), 김창일(한국승강기대학교),
김한진(부산대학교), 류인철(한국오므론전장(주)), 문성용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문영래(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상현(한양대학교의료원), 박호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배지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동근(동서대학교), 서봉진((주)코코넷),
양윤정((주)인스페이스), 원유집(한양대학교), 유병규(공주대학교),
유호영(충남대학교), 이민식(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이상목
(동부하이텍), 이성진(한양대학교), 이인재(한양대의료원), 이주연
(제이라이텍), 임원봉(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임정환(쿤텍주식회사),
임종천(한양대학교병원), 전경한(대구가톨릭대학교), 정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봉두((주)휴먼아이티솔루션), 최연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추우성(부산대학교)
이상 31명

학생회원
강태규(성균관대학교), 김기쁨(금오공과대학교), 김수진(동국대학교),
김영웅(금오공과대학교), 김영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용준(인하
대학교), 김용희(성균관대학교), 김윤식(서울대학교), 김정호(광운
대학교), 김희수(서울대학교), 노동인(인하대학교), 노승국(전북
대학교), 박미선(한양대학교), 박병관(금오공과대학교), 박우찬(부산
가톨릭대학교), 박형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범명(고려대학교),
손지수(금오공과대학교), 신용구(고려대학교), 양우진(서울대학교),
원규섭(성균관대학교), 유동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은선(가천
대학교), 유진수(한양대학교 대학원), 이강운(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민석(연세대학교), 이상호(고려대학교), 이상훈(서울대학교), 이정권
(서울대학교), 이진형(부산대학교), 임현준(연세대학교), 장영균(서울
대학교), 장재희(성균관대학교), 장정근(아주대학교), 장준영(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전희경(서경대학교), 정영훈(가천대학교), 정진영(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조용범 (가천대학교), 진동한(인천대학교), 최상미
(광운대학교), 최세진(서경대학교), 최윤창(고려대학교), 최은진(숭실
대학교), 한경민(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한진수(동국대학교),
허서윤(보건 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황원준(중앙대학교)
이상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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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지
www.theieie.org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2016년 11월 17일 ~ 2016년 12월 16일

1. 회의 개최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주요 안건

제 1차 ITC-CSCC 2017 조직위원회

11.21
(7:30)

서울 엠배서더
강남 쏘도베

- ITC-CSCC 2017 위원 상견례 및 학술대회 개최
논의 외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이사회

12.2
(17:00)

학회 회의실

-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사업계획 논의 외

제1차 재정위원회의

12.6
(8:00)

제 2차 ITC-CSCC 2017 조직위원회

12.12
(7:30)

JW메리어트 호텔 2층
- 학회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외
The Cafe
서울 엠배서더
강남 쏘도베

- ITC-CSCC 2017 슬로건 및 학술대회 세부사항
논의 외

2. 행사 개최
행사 명칭

일시

장소

주관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동 및 터치
센싱 기술 워크샵

11.17

경희대학교

반도체소사이어티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1.25~26

대구 EXCO

5개 소사이어티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워크샵

11.29

연세대학교

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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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韓醫) 의료기기 개발 현황

2014년 말에 국무조정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식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의사가 영상의학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 범
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 권한에 대한 마찰이 또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의학분야
에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객관화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특화된 의료기기가 개발되어왔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관련 학계,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들의 논
문을 통해 한의 의료기기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한의 의료기기 시장과 관련 기술 현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해
김수찬 편집위원
(한경대학교)

결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한의 의료기기의 요구사항과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한방의료기기의 대표격인 맥진단 방법에 대해서 관련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하
고, 맥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 예방 의학의 진단 도구로서의 가치를 타
진해 보았다.
세 번째로는 혀를 이용하여 신체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설진기의 원리와 최근의 기술 동향
을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기는 각국에서 의료기기법 등의 기술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체에 사
용되므로 안전성 확보 및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필수성능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한방 의료기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로는 맥진은 한의학의 중요한 진단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대규모 임상 실험이 필
요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심장과 혈관계의 관점에서 개발된 심혈관계 시뮬레이터를 고찰해 보
았다.
마지막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서 관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성측정 장치를 이용한 동작 분석 장치의 종류를 개괄하고 이를 이용한 동작 분석
장치 및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과 및 연차 보고서와 실적 평가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집
호에 관심을 갖고 원고를 준비해 주신 모든 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특집호가 한의관련 다
양한 의료기기는 다룰 수는 없었지만 대표적인 한방 의료기기와 그 기술/연구 동향을 통해 우
리나라 한의 관련 의료 기기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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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기 요구사항 및 개발동향

한방 의료기기 요구사항 및
개발동향

Ⅰ. 서 론
한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우선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
본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한의학에서 인체의 건강상태를 진단(診斷)하
기 위해서 망(望)·문(聞)·문(問)·절(切)의 네 가지 진찰(診察)법을 사
용한다. 이와 같은 망·문·문·절의 사진(四診)에 의해 찾아낸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과정을 추적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여기서, 사진법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패턴을 나누는 방법을 변증(辨證), 변증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논치(論治)라고 한다[1].
망진은 의사의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신(神-정
신과 의식활동), 색(色-혈색, 얼굴색, 피부의 윤기와 광택 등), 형태(形
態-형체와 동태)를 통해 질병상태를 이해하는 진찰법이다. 문진(聞診)
은 청각과 취각을 통해 환자의 말소리를 비롯하여 몸에서 나는 여러 가
지 소리와 냄새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또한, 문진(問診)은
의사가 환자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질병의 상태와 정도를 살펴보는 것
으로, 환자의 생활습관, 기호, 주위 환경 및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상, 질병의 발생 상태와 경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진
(切診)은 손의 감각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맥진(脈診)과 안진
(按診)으로 나뉜다. 맥진은 환자의 동맥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고, 안진
은 환자의 피부, 손발, 가슴, 배 및 기타부위를 만져 보거나 눌러보아서
병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찰법이다.
사진법에 의해 취합된 정보를 분석하여 변증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
게 되는데, 치료 방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약물(韓藥)요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법, 침구(鍼灸: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요법(마사지, 지압, 온열, 운동
요법)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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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방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참조문헌 [2]에서 발췌)

<그림 1> 한의학의 전통적 치료법

이러한 진단과 치료 기술을 공학기술과 접목하여 객관
적 데이터 기반의 진단, 치료기기로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u-healthcare, 모바일 헬스케어, 또
는 홈케어 등의 자가 건강관리형 미래 의료 패러다임 선
도기술로 진화시킬 수 있다. 협소한 의미에서에서 한방

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하다는 것

진단기기는 한의사의 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을 알 수 있다.

의한 진단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기기이고, 한방

종합적으로 보면, (1)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에 의

치료기기는 한의사의 침, 뜸, 부항, 물리 치료 요법, 약

한 진료비율이 현저히 낮고, (2) 의료기기 품목이 침, 랜

물 등을 사용한 치료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기기

싯, 부항기, 온구기 등 저사양의 일회용 의료기기에 의존

를 말한다. 좀 더 포괄적으로 분류하면, 한방 진단과 치료

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과 의료기

에 임상적 해석과 효과를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료기

기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한의사를 대상

기를 총칭한다. 본 고에서는 한방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으로 한 한방의료기기 보유 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한 설

간단히 소개하고, 한의 임상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문조사 내용을 요약한다.

요구사항, 그리고 한방 의료기기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

Ⅲ. 한방 의료기기 보유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한다.

Ⅱ. 한방 의료기기 시장
본 장의 내용은 2013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
국내 한방 의료기기 시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약

사 협회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4-5].

1.5%를 차지하며,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장규
모(생산액 기준)는 2012년 약 579억원인데, 생산액 기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이 침으로 약 133억원
(22.9%)이고, 다음으로 저주파자극기로 110억원 (19%)
[2]

1.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보유현황 및 기존
한방의료기기의 문제점 조사
한의사협회 회원 899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

를 차지한다 . 한편,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수는 2015년

를 얻었다.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13,873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

기기 품목별로 물리치료기기가 30.5%, 진단용 의료기기

는 비중으로 15.7%를 차지하고,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27.8%, 침 치료기기 19.1%, 한약 관련 기기 14.8%, 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약 2.4조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으로 나왔다.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저주파치료기

[3]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약 4.1%이다 . <표 1>에서 보

와 간섭파치료기 (이상 물리치료기 품목), 체성분분석기

면, 우리나라 한방의료산업 생산규모 및 시장규모가 지속

와 경락기능진단기 (이상 진단기 품목), 전기침 (침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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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들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임상시험을 통한 유
효성 검증, 표준화, 법 제도 정비를 통한 활용도 증진 등
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았다.

2. 한방 의료기기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
한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에 있어서는 새로
운 진단기기가 개발될 경우 93%, 새로운 치료기기가 개
발될 경우 87%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였다. 항목별 우선순
위에 있어서는 진단기기에 있어서는 <그림 3>과 같이, 치
료기기에 있어서는 <그림 4>와 같이 조사되었다. 먼저,
한방용 진단기기의 구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림 3>
<그림 2> 한방의료기관 보유 의료기기 현황 (참조문헌 [4]에서 발췌)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상진단기기, 근골격계 진단기
기, 통증 진단기기, 말초순환장애 진단기기에 대한 등의

기 품목), 약탕기 (한약 관련 기기 품목) 등이 상위에 위

순서로 구매의사를 밝혔다. 한방용 치료기기의 구매 우선

치하고 있다.

순위에 있어서는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골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단용 한방 의료기기가 진료시 차

계 질환 치료기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구매의사 결

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 42.8%, “보통”

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다빈도 상병

26.4%, “중요하지 않다” 18.7%로 조사되었고, 치료용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기준으로 한방 다빈도

한방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중요” 67.4%, “보통” 25.4%,

상병 순위가 등통증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중요하지 않다” 5.7%로 조사되었다. 요약하자면, 진단

> 염좌 및 긴장 > 어깨 병변 > 근육 장애 > 무릅관절증 >

기기와 치료기기 공통으로 중요하다고 조사되었고, 진단

목부위 이상 > 근골결계 및 결합조직 질환 > 소화불량 순

기기 보다는 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진단기기와 치료기기가 중요하다고 인식함
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는 이유로,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단 결과의 낮은 신뢰도, 환
자 설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성능, 유효성 검증
<표 2> 한방의료기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방의료기기의 문제점
순위

항목

응답률(%)

1

진단결과의 낮은 신뢰도 및 재현성

24.8

2

진단의 보조 또는 환자 설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성능

20.5

3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검증 부족

17.1

<그림 3> 진단기기 구매 우선 순위

한방의료기기 문제점의 해결방안
순위

항목

응답률(%)

1

한방의료기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관련법 정비
(제도 마련)

26.6

2

한방임상시험을 통한 의료기기의 유효성 검증

26.2

3

한방의료기기의 표준화 확립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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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의료행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 이러한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으로 도움이 되는 변증은

근골격계 및 통증 관련 진단기기와 치료기기의 개발에 대

장부변증(28%), 팔강변증(20%), 병인변증(15%) 순서로

한 수요가 높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타났고, 질환명으로는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변증 기준으로는 장부변증, 팔강변증, 체질변증 순으
로 의료기기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 변증 순서로 나타났으

근골격계 질환(38%), 부인과 질환(13%), 심혈관계 질환
(11%)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며, 제시된 항목의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험수가
는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이 적당할 것 같다는 응답
률이 가장 높게 (36.3%)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적정

Ⅳ. KIOM에서의 한방 의료기기 개발
로드맵과 개발 현황

작동시간으로 5분 이상~10분 미만이 37.8%로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의료기기의 성능만 보장된다면 작
동시간은 무관하다는 답변도 22.5%으로 성능을 우선적
으로 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본 장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에서의 한방 의
료기기 개발 로드맵과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KIOM은 국내 유일의 한의학연구종합 정부출연기관이

마지막으로, 영상 진단장비와 같은 현대의료기기에 대

고 한방 의료기기의 본격적인 개발은 2006년 산업통상자

한 한방적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초음파

원부 지원의 “고령친화형 사상체질기반 진단/치료기 개

에 기반을 둔 진단기나 치료기, X-ray, MRI, CT, DITI,

발”(과제책임자 김종열박사) 부터이다. 이 과제는 한방에

내시경 등에 대에서 중요한 진단장비로서 조사되었다. 사

서는 최초의 대규모 기기개발 과제였고, KIOM, 한국전

용 목적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수단”

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세대학교, ㈜솔고바이

(19%)과 “환자의 상태 평가”(18%)가 높은 응답율을 보였

오메디칼, ㈜휴비딕 등이 중심이 되어 맥진기, 피부진단

<그림 5> 한방 의료기기를 통해 보고자하는 변증 우선순위

<그림 6>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보고자 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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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상체질기반 통합 진단/치료자극 기기

<그림 8> 망(望)·문(聞)·절(切)·문(問)으로 분류된 진단기기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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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의공학 기술 분류표

<그림 9> 한방 치료기기를 모사하는 의료기기 개발 예시 (위에서부터 자
기자극기, 레이저자극기, RF 열자극기, 초음파 뜸모사기)

로 (1) 한의 신의료기기 개발 기술, (2) 현대의료기기 활
기, 침술모사 레이저 자극기, 자기장 자극기와 뜸 모사 전

용 기술, (3) 의료 산업화 기술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술

자기장 자극기 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의

들을 다시 소분류로 나누어 한의 신의료기기 개발 기술

융합으로 2013년 사상체질기반 진단과 치료자극이 가능

분야는 다시 (a) 전통 진단/치료 기술(맥진, 설진, 복진,

한 기기(<그림 7>)가 최종 산물로 개발된 바 있다.

체질진단, 침, 뜸, 부항, 치료기술 등)과 (b) 신개념의 진

이 사업은 KIOM의 의공학기술개발팀의 모체가 되었고

단/치료 기술(전기, 자기, 전자기파, 플라즈마, 생체장

현재는 박사급 14명을 포함한 약 30명 정도의 연구개발

등)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의료기기 활용 기술에 있어서는

인력을 보유한 한의계 최대 규모의 의공학관련 연구진을

(a) 현대 치료기기 활용 기술(IR, IPL, PDT, 초음파 치료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활발하게 개발중인 한방 전통 진

기기 등)과 (b) 현대 영상진단 활용 기술(적외선 체열, 초

단기기로서는 맥진기, 설진기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한방

음파진단, MRI, CT, PET, X-ray, 내시경 등)으로 분

의 기 개념의 현대적 대응 기술인 생체장 원천기술 개발,

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산업화 기술은 (a) 의료 보조

대사성질환의 체질맞춤 솔루션 개발, 복진기반 한양방 융

기 및 의료환경 기술(침/뜸 시술 보조장치, 추나 시술 보

합 기능성소화불량 진단기기 개발, 어혈 진단키트 개발

조장치, 침구 좌훈/좌욕 장치, 스마트한약장 기술 등)과,

등의 진단기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기기로서

(b) 약재 성분검출/분류 제조 기술(약탕/환 제조 자동화

는 온침기, 전기침, 일회용 부항기, 초음파 뜸 모사기, 스

기술, 약재 자동 분류 기술, 농약 검출/제거 기술 등)으로

마트 부항 등을 개발해 왔다(<그림 9>). 이 중에서 맥진기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와 앞 장에서 기술된 한의

와 설진기, 그리고 맥파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해서는 본

사 의료기기 개발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향후 개발하고자

특별호에서 소개하고 다른 의료기기들의 개발 현황은 다

하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의공학기술개발 로드

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한다.

맵을 만들었다.

한방 의료기기 품목 분류가 지식경제부 2012년 산업기
술로드맵에 나와 있다[4]. 하지만, 그 분류의 층차 및 핵심

Ⅴ. 향후 연구 및 결론

기술과 기술분류의 모호성 등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KIOM에서는 2013년 측정 카테고리별, 측

지금까지 한방 의료기기 개발에 관한 한의사들의 요구

정 도구별, 질병별, 변증별 재분류작업을 하여 체계화 작

사항 및 KIOM에서의 개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하여 <그림 10>와 같이

요구사항의 요지는 환자에게 설명이 가능하고 임상적 신

한의공학 기술 분류표를 만들었다. 우선, 기술의 대분류

뢰성을 갖춘 진단 성능 확보와, 한방 다빈도 질환인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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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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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KIOM 연구 개발 현황

맥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KIOM 연구 개발 현황

Ⅰ. 서 론
2010년 맥진단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특집호를
게재한 지 6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호에서 강[1] 등은 한의학의 진단
법을 소개하고, 이 중 절진의 꽃이라 불리는 맥진의 종류와 쓰임새를 고
문헌을 통해 풀이하였다. 또한 맥진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핵심
요소기술들을 센서, 측정, 신호분석, 진단연계, 임상시험 및 성능시험
기술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2] 등
은 맥진을 객관화하는 구체적인 요소기술로서 맥진 알고리즘 개발에 관
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였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맥상을 물리량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주요 10대 맥상을 판단하기 위한 시공간적 특징들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였다.
현재, 여전히 맥진단 기술은 한방의 중요 진단지표이며 동시에 심혈
관계 관련 질환 예측을 위한 비관혈적 지표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Kim[3] 등은 지난 40여년동안 발전해온 맥진단 객관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리뷰하고, 앞으로의 맥진단 기술이 진일보하기 위한 기
김영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술적 제안을 센서 및 액츄에이터 개발, 물리량 연구, 미래형 건강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임상 연구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센서 및 액츄
에이터 개발에 있어서는 측정 정밀도 확보를 위한 측정 부위의 인체공
학적 해석 및 첨단 로봇 및 센서 기술의 융합 등이 제안되었고, 물리량
연구에 있어서는 한양방에서 사용되는 심혈관 지표와의 비교연구를 통
한 맥진단 지표의 타당성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
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이 대체의학적 측면에서 맥진단기술 활용의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한양방 융합형 의료
기술 개발로의 연구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맥진단
기술은 이제 고도화 즉, 기술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미래형 의료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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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상업적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지난 5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에서는 그간의 맥

인체의 여러 부위별 혈류 변화가 요골동맥의 맥진 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다.

진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이를 위해, 본 혈류역학 연구팀에서는 체순환시스템 전

대표적으로 맥의 혈류역학적 기전 연구, 맥측정기술의 고

체를 모델링하는 연구와 MRI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한

도화, 맥상 과학화, 한양방을 아우르는 질환 관련 지표 발

왼팔-동맥 순환계를 재구성하는 연구의 두 접근법을 사

굴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

용하여 오고 있다. 체순환시스템 전체 모델링 연구에 있

켜왔다. 본지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맥

어서 수치해석적 접근법은 인체 순환계의 복잡성 때문에

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 예방 의

사실적인 3차원적 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1

학의 진단 도구로서의 가치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차원적 혈관모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심혈관계를

2장 1절에서는 맥의 혈류역학적 해석을 통해 맥진의 과

모사하는 시뮬레이터에 기반한 연구도 본 연구진에서 진

학적 이해를 돕고자하고, 2절에서는 맥측정의 정밀도 향

행해 오고 있는데. 맥진 시뮬레이터 개발의 동향과 연계

상에 필요한 기술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로봇 및

하여 본 특별호의 양과 신[5]의 논문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센싱 기술을 소개한다. 3절에서는 전통적 맥상을 객관화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밀 왼

하기 위한 전문가 총의 도출 방법론 및 분석 결과를 소개

팔-동맥 순환계 수치해석 연구 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 4절에서는 맥진단의 현대적 해석과 임상 활용 가능

한다.

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임상 연구에

왼팔-동맥 순환계 수치해석 연구는 실제 맥진을 하는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결론 및 연구방향으

부위인 요골동맥에 대한 정밀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을 만

로 끝을 맺는다.

들어서, (1) 상완동맥 부위의 혈류와 압력맥파의 경계조건
의 변동이 요골동맥에서의 혈류와 압력맥파의 성질을 어

Ⅱ. 맥진단 고도화 기술

떠한 식으로 변동시키는지와, 장기적으로는 (2) 3차원 수
치해석 모델을 심장 부위와 이를 넘는 오장육부 부위까지

1. 맥의 혈류역학적 이해
맥진은 요골 동맥 상의 이웃하는 세 지점인 촌(寸), 관
(關), 척(尺) 세 부위의 압력맥파의 특성을 감지하고 분석

확장해 나아가 장부에서의 생리적 또는 병리적 변화가 야
기시키는 혈류역학적 변동 특히 요골동맥과 경동맥에서의
변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서 진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맥진에서 중요한 제 1차

왼팔-동맥계의 3차원적인 구조 획득을 위해, 한국기

적인 생체정보는 혈관을 타고 전달되는 심혈관계의 정보

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한 3T Human MRI(Philips,

이다. 따라서, 맥진의 과학화와 원리규명을 위해서는 혈

Netherland)를 이용하여 건강한 20대 남성의 왼팔 혈

류역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혈류역학적인 접근법은 임
상연구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 임상 윤리적 문제 등에 구
애받지 않고 혈류의 변인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혈류역학은 혈액 순환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심박출 특성, 혈관 저항, 혈액 점도 등의 변화가 혈
류와 혈관을 따라 흐르는 압력맥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다[4]. 기존의 혈류역학적 연구는 심장의 기능문제, 뇌
졸중, 협착증 문제 등과 같이 특정 부위의 임상적 문제의
기전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맥진의 과학화를 위
해서는 인체 체순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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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RI 이미지로부터 3차원적인 수치해석 모델을 재구성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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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손목에서 상완까지 2차례 나누어서 촬영하여 얻

비해 요골동맥에서 압력맥파가 0.02초 정도 지연 효과가

은 데이터로 <그림 1>과 같은 3차원 수치해석 모델

있음이 관찰되었다.

을 제작하였다. 왼팔에 특화된 MRI 이미지를 얻기 위

현재까지의 3차원적인 수치해석 모델 연구 결과, 맥진

해 심장코일을 사용하였고, 획득된 MRA 데이터는

의 기전연구를 위한 정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

MIMICS(Materialize Co., Belgium)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나,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접근법

여 0.9mm 이상의 혈관구조의 3차원 모델을 제작하였다.

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전체 순환계에 대한 3차

수치해석은 상용코드인 ICEM-CFD(ANSYS Co., USA)

원 수치해석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수퍼컴퓨터에 기반한

을 이용하였고, 수치격자는 혈관 벽 근처에는 5개의 평행

컴퓨팅 파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상완에서 손

[6]

사변형 격자층을, 내부에는 4면체 격자를 형성하였다 .

까지의 간단한 3차원 수치모델이 상용 PC에서 3주 내외

수치해석은 층류유동을 지배하는 연속방정식과

의 계산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신 순환계로의 확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혈액의 특성 모

장 모델에서는 컴퓨팅 파워의 개선과 더불어, 전신 모델

델링을 위해 (1) 뉴턴유체 모델과 (2) 비뉴턴유체 모델

을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 모델화하고 이웃하는 부분 모델

(Casson Model)을 사용하였고, 혈관의 특성 모델링을 위

들의 경계조건들을 일치시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해 (3) Rigid Body 모델과 (4) 탄성모델(Fluid-Structure

한, 인체의 전신 순환계의 전체 3차원 모델 개발이 기술

Interactio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혈류와 압력맥파의

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적인 접근법으로서 3

경계조건으로 입구(상완)에서는 인체의 알려진 평균 값들

차원모델에 1차원 모델을 잘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려하

을 사용하였고, 출구에서는 (5) 손가락 끝의 작은 혈관의

여 계산 시간을 개선시켜야 한다. 이러한 차원 간 융합 방

평균 압력 값인 30mmHg를 사용하거나 (6) 손가락 끝의

법에서는 차원 변경에 따른 경계조건 불일치를 해결하는

모세혈관들을 다관유동에서의 저항으로 가정하고 순환함

것이 관건이다.

[7]

수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임피던스 경계조건 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맥 측정 기술의 고도화

맥진학적 관점에서의 관심 분야인 요골동맥에서의 혈
류와 압력맥파의 특성에 대한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를 간

2.1 맥 측정 신뢰도 저하 요인

략히 보면 아래와 같다: (1) 혈액의 점성 유무는 요골동

요골동맥은 인체에서 동맥의 흐름을 비관혈적으로 파

맥 주위 분지에서의 혈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악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

(2) 혈관의 탄성이 고려된 경우 비탄성 모델에 비해 분지

도 불구하고, 혈류의 저항성을 통해 맥을 진단하는 맥진

주위에서 혈류가 느려지는 현상(wall sheer stress <0.4

의 특성상 혈관을 직접 가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란이

Pa에서 10%까지 차이를 보임)이 관찰되었다. Low wall

측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Agnoletti[8]

sheer stress 영역에서는, 에테롬성 동맥경화가 발생하

등 에 의하면 두 개의 토노메트리 펜 방식 맥측정 장치들

기 쉬운 상태이다. 또한, 임피던스 출구경계조건을 적용

간의 원신호 비교 실험 분석 결과에서 심혈관질환 예측

한 결과, 경직 혈관모델에서 조차 상완동맥의 입력시점에

주요 지표인 Radial rSBP2, Mean arterial pressure,
Augmentation index(AI) 등이 유의하게 서로 다른 결과
를 보였다. 또한, 정[9]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요골 동맥 모
의 실험 장치에서 동일한 맥센서를 이용해 가압했을 경
우, 가압 각도가 커짐에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변하는 것

<그림 2> 요골동맥 주위의 혈류 비교 결과 : (좌) 경직혈관 모델과
(우) 탄성혈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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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맥측정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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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압 각도에 따른 맥측정 변동성 변화([9] 인용)

<그림 5> 가압방향 센싱 메커니즘(초기 위치(상), 피부층 저항에 의한
기울어짐(하))

<그림 4> 원형 어레이 타입 맥센서와 요골동맥 상대 각도에 따른 맥압
변화 양상([10] 인용)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맥센서가 혈
관을 누르는 위치 및 방향을 획득하고 제어하는 것이 맥
측정의 정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그림 4>).
2.2 정밀 맥측정을 위한 가압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맥측정을 위해 센서로 혈관을 가압하는 방
식은 공압 기반의 커프 장치를 이용해 팔이나 손목 전체
를 가압하는 커프 방식과 측정 위치에만 센서를 부착하여
수동(펜 타입)이나 자동(전기모터 방식)으로 센서를 눌러
가압하는 토노메크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압 방향
을 정밀하게 탐색 및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제어성이 높은
로봇 매니퓰레이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로봇
기술은 맥동 위치를 찾고 가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개발되었고, 현재 가압 방향을 되먹임받아 최적의
가압 방향을 찾고자 하는 기술은 시도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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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6축 로봇 토노메트리 장치( 6축 로봇 구동 좌표축(상), 로봇 맥
측정 장치(중), 맥측정 구동 화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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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M에서는 사람에 따라 팔의 위치, 요골 구조가 다

은 특정 안정화 구간(Steady range) 안에 접어들면 P값

른 측정 환경에서 맥센서면과 요골동맥 사이의 상대적인

을 감소시켜(P=Adaptive) 안정성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기울어짐을 측정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왔다.

이 때, 안정화 구간의 경계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구동 메커니즘은 <그림 5>에서 보듯이 맥센서와 센서

풀어야할 중요한 기술적 이슈가 된다. 개발된 제어알고리

위에 부착된 Xe-Ye 2축 기울기 센서, 센서와 피부 사
이의 저항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스프
링-유니버셜 조인트로 구성된다. 이 기구부는 맥센서
의 가압 방향 정밀 제어를 위해 6축 로봇 매니퓰레이터
의 끝단에 장착된다. 6축 로봇은 3축의 선형 이송축(Xo_
translation, Yo_translation, Xo_translation)과 2축의
회전축(X_rotation, Y_rotation) 그리고, 정밀가압을 위
한 끝단에서의 가압방향 선형 이송축(Ze)으로 구성된다
(<그림 6>).
2.3 가압 방향 제어 알고리즘
인체의 피부층, 요골 구조, 요골동맥의 위치는 사람마
다 편차가 심하고, 뿐만 아니라 측정 자세, 즉, 팔꿈치와
손목을 놓는 위치, 몸을 굽히는 정도, 팔꿈치와 손목 각도
등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석적으로 모델링하기는 요원하다. 그러므로, 적절한 가
압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피부층을 다양한 위치에서 반복
적으로 눌러보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KIOM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맥동 위치
에서 센서면의 수직축에서 ±45도 방향으로 2mm씩 이
동시켜가며 획득되는 Xe 축 기울기(Alpha), Ye 축 기울
기(Beta)의 각각의 차이를 분석해 맥센서면의 최적 가압
방향을 탐색한다(<그림 7>). 즉, 이론적으로 센서면의 수
직축과 피부면이 직교한다면 기울기 차(∆α, ∆β)는 0이
되므로 그 차이의 크기가 되먹임을 위한 제어입력이 된
다. 이때, 제어입력에 비례 이득(P)를 곱하여 수렴 속도
와 안정성을 확보한다. P를 상수로 할 경우 <그림 8>에
서처럼 수렴이 늦어지거나(P=7) 발산하는 경우(P=16)가
생기게 되고, 더욱이 인체 피부층이나 요골이 비선형적인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렴 과정을 얻기 쉽지
않다. 의료기의 특성상 안정상태에서의 변화를 최소화하
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개발 중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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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압 방향 제어 알고리즘(알고리즘 구동 예(상), 알고리즘
흐름(중), 적응형 P변화 개념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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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맥파의 분류 기법인 맥상(脈象)에 대해 전문가들의 총
의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둘째, 맥파의 특성을 구분 지
을 수 있는 기초 물리량을 발굴하고 맥파를 요소 물리량
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된 압력맥파
의 각 요소 물리량별 조합 양상과 전문가의 총의에 의해
도출된 맥상을 이루는 물리량과의 비교를 통해,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맥상을 개발해 가고 있다.
먼저, 맥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의를 도출하는 연구를
<그림 8> 제어입력에 따른 가압 방향 탐색 결과(Alpha 제어 예시)

소개한다. 임상에서 활용되어 온 맥상은 문헌상으로 “부
(浮)/규(芤)/홍(洪)/활(滑)/삭(數)/촉(促)/현(弦)/긴(緊)/침
(沈)/복(伏)/혁(革)/뇌(牢)/실(實)/미(微)/색(濇)/세(細)/유
(濡)/약(弱)/허(虛)/산(散)/완(緩)/지(遲)/결(結)/대(代)/동
(動)/대(大)/장(長)/단(短)”으로 명명된 28 맥상을 기준으
로 한다. 임상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와 같은 28맥상 중
일부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추가로 정의하여 사용하기
도 한다. 고전 문헌에서 정의된 맥상은 현대 물리학이 발

<그림 9> 가압 방향 탐색 반복성 실험 결과

달하기 훨씬 이전에 정의되었고 그 표현이 모호하고 비유
즘을 이용하여 동일 피험자에 대해 5회 반복 측정한 결과

와 은유에 기반하였다. 따라서 압력맥파의 정량화를 통해

<그림 9>에서 보듯이 ±2.23도 범위 내에서 반복 정밀도

맥상을 현대화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정 이 제

는, 28 맥상을 현대 물리학적인 요소로 재정의하는 작업

안한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허용 가압각도인 ±3도 이내

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의 비조복[11]은 28맥의 속성

에 들어옴을 알 수 있다.

을 귀납적으로 분류하여 맥동이 느껴지는 깊이(淺深), 맥

본 연구는 기존 압저항형 어레이 센서 기반 맥측정 시

동하는 힘의 강약(脈力), 맥박의 빠르기(脈率), 맥동이 느

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방법론 및 시스템 구현에

껴지는 혈관 지름방향의 범위(脈幅), 맥동이 느껴지는 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시스템은 총안용(촌/관/척 동시

관축 방향의 길이(脈長), 맥동의 원활한 정도, 혈관벽의

측정) 맥진기 개발로 심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딱딱한 정도, 맥박의 리듬과 힘의 균일한 정도의 8가지

일자형 배열의 센서 구조를 확대하여 공간 분해력을 확보

기준으로 맥상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유현희 등은 맥상

하는 연구, 멀티 가압을 위한 컴팩트형 가압 매니퓰레이

판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맥위의 깊이, 맥의 빠르기,

터를 설계하는 연구, 가압 동기화를 통해 촌/관/척 세 부

맥동의 세기, 맥의 너비, 맥의 길이 등 명확하게 정의할

위의 맥신호를 동기화하는 연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수 있는 5가지 기본 물리량을 중심으로 28맥상을 재정리

것이다.

한 바 있다[1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8 맥상에 대한 전문

3. 맥상 과학화

가들 사이의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

맥파 측정기로부터 측정된 압력맥파를 분석하기 위해
[2]

구팀에서는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맥상을 선별하

서는 먼저 맥파를 정량적 지표로 나타내어야 한다 . 압

고 맥파의 기본 속성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력맥파의 정량화를 위해 KIOM 맥진기 개발팀에서는 2가

먼저, 대한한의진단학회를 중심으로 맥상 정량화를 위한

지 상보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델파이 기법에 기반하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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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맥상을 표현하는 맥파의 기본 물리량에 대한 델파이 연구 결과

<표 3> 緩, 滑, 澁, 弦, 緊脈에 대한 전문가 총의 도출 결과

<표 2> 10개 기본 맥상에 대한 전문가 총의 도출 결과

압을 하고 매 가압 시점마다 맥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연속가압 토노메트리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10>은 KIOM 맥파측정기에서 획득된 맥파의 약 60초간
측정 예시이다. x 축은 가압하는 깊이(센서가 요골동맥상
의 피부와 접촉하는 시점이 0점)이고 y 축은 측정되는 압
력맥파의 진폭이다. 그림상에서 표현되는 맥진지수들의
더 구체적인 정의의 예시는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에서 정의된 기본 맥진지수 외에도 맥의 기초적
맥상에 적용 가능한 물리량 속성 7건(맥의 깊이, 빠르기,

인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예를

세, 너비, 길이, 불규칙성, 긴장도)에 대한 전문가 합의

들어, 맥심지수는 압력맥파의 깊이를 정의하는 지수로

(<표 1>)를 도출하였고, 10개 기본 맥상에 대한 물리량에

서 맥의 부침도(浮沈度)를 나타낼 수 있다[14]. 하지만, 맥

대한 총의를 도출하였다[13].

심지수가 압력맥파의 깊이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아

<표 2>는 깊이, 빠르기, 세, 너비, 깊이, 불규칙성, 긴

니고, 압맥파의 최대 크기일 때의 가압력의 크기 기준이

장도 등의 물리량에 대해 10개의 기본 맥상(浮, 沈, 遲,

나[15], 약한 가압하에서와 센 가압하에서의 상대적인 압

數, 洪, 細, 虛, 實, 促, 結)의 물리량에 대한 1차 총의 도

맥파의 크기 비교를 통해 맥의 부침도를 정의할 수도 있

출 결과이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맥파의 첨예도에

다[16]. 이와 같이, 맥의 깊이와 같이 잘 정의된 맥의 속성

대한 물리량을 추가하여 2차 델파이를 진행하여 좀 더 복

을 물리량으로 표현하는 방법 조차 유일하지 않은 경우가

잡한 5개 맥상(緩, 滑, 澁, 弦, 緊脈)에 대한 추가 델파이

많으므로, 꾸준한 맥진지수의 개발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

문항을 개발하고 총의를 도출한 결과는 <표 3>에 나와 있
다. 또한 좀 더 복잡한 물리량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델
파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다음으로, 요골동맥에서 측정한 압력맥파를 패턴분류
할 수 있는 맥진지수 개발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전통맥
진에서는 가압력에 대한 맥파형의 정보가 중요한 맥진 판
단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2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KIOM에서 개발 중인 맥파측정기의 특성은 연속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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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압력맥파 측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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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맥진지수 정의
지수
맥력지수
(Pulse Pressure Index)

알고리즘

등과 같은 인체의 기능적 문제에 더 활용도가 높다. 이
러한 기능적 문제는 명확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임

최대압맥파의 크기

상에서 환자의 자각 소견에 많이 의존하고, 처방에 의

맥심지수
(Pulse Depth Index)

센서가 피부에 접촉되는 시점부터 최대압맥파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모터 이동 거리

한 치료 효과를 간접적 지표들에 의존해서 모니터링 해

맥실지수
(Pulse Volume Index)

최대압맥파의 30% 지점부터 최대 압맥파까지의
면적

지삭지수
(Pulse Rate Index)

호흡당 맥박수

가며 처방조건을 변경시켜 나아간다. 따라서, 명확한 맥
진단 지표 발굴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중장기적
인 로드맵에 기반한 데이터 모집 및 분석 전략이 필요하
다. KIOM에서는 압력맥파를 획득하면서, 잘 알려진 건

다. 본 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맥파의

강 지표들인 ECG (Electrocardiography, 심장의 전기

특성을 분석하는 시계열 상의 변수들과 주파수 공간 상의

적 신호), PPG (Photoplethysmography, 용적맥파),

변수들은 분석에 기본으로 활용되는 변수이다. 기본 맥진

Impedance Cardiography, 초음파에 기반한 혈류 특성,

지수 외에, 만완(蔓緩)지수, 심응(心應)지수, 맥긴(脈緊)

ABI (Ankle-brachial index), Pirspiration rate 등을

지수 등의 새로운 지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다음 장에서

동시에 측정하고 있으며, 생화학적 검사와 설문지표도 동

소개되어질 맥진단 지표 발굴을 위한 임상연구를 통해 추

시에 보고 있어, 여러 생체지표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1차

가 맥진지수 개발과 기 정의된 지수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로 진행하여 알려진 건강 정보에 대한 맥진 지표 발굴을

진행 중에 있다.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질병을 가진 환자군에서 일
부 환자는 특정 치료 프로토콜에 잘 반응하고 일부는 그

4. 맥진단 지표 발굴 연구

렇지 못한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치료 프로토콜을

본 장에서는 맥진단 지표 발굴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

선정하는데 있어 try&error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환자

고자 한다. 요골동맥의 압력맥파는 인체 순환계의 정보

군의 치료 프로토콜에 따른 세분화된 맥 진단 지표 개발

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맥진을 통해서 1차적으

도 가능하며, 특정 질병의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다면

로 심장의 박출 특성과 혈관의 경직도 특성에 관한 건강

기존의 try&error 방법을 극복하여 환자의 치료 부작용

정보를 얻는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장부

과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KIOM에서 시도

(臟腑)가 심혈관계와 영향을 주고 받고 이러한 정보가 인

하고 있는 1차 목표 질환으로 맥파에 가장 영향이 큰 심

체 순환계를 통해 맥진으로 감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맥

뇌혈관 질환과 장부변증 및 현대사회의 숙제인 난임이다.

진으로 심혈관계의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인체의 상(上),

두 질환군의 치료 경과에 따른 맥파의 변화, 그리고 다른

중(中), 하(下)부에 분포되어 있는 장(臟)과 부(腑)의 건강

임상지표들의 변화를 추적 관찰 중에 있다.

정보 또한 획득한다. 또한, 한의학 변증의 기본인 팔강변

한편, 맥은 하루 주기로 변하고, 계절 주기로 변한다.

증(八綱辨證: 陰陽, 表裏, 寒熱, 虛實)에서 맥진을 주요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맥진학의 고전인 맥

한 진단 도구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맥진의 특성에 기반

경(脈經)에서 평단맥(平旦脈)이 있는데 “환자가 기상 직

하여, KIOM 맥 연구진에서는 심혈관계의 특성을 분석하

후에 어떠한 활동도 하기 전의 맥이 그 환자의 본래 맥상

는 Pulse Wave Analysis (PWA) 기법의 분석 지표와 장

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환자 기상 직후의 맥을

부변증과 같은 전통적 맥진법에 활용되어 온 맥진 지표를

하루 중 환자의 기준 지표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발굴하고 있다.

하다. 또한,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 (黃帝內經)에 의하

맥진단에 있어 특정 부위의 종양 등과 같은 구조적 변

면 봄에는 맥이 현(弦)해지고, 여름에는 홍(洪)해지고, 가

형도 일부 진단에 활용하지만, 주로 “상기하였다”, “습열

을에는 부(浮)해지고, 겨울에는 침(沈)해진다고 기술되어

이 있다”, “간기능이 항진되었다”, “위기가 내려앉았다”

있는데, 이는 맥의 특성이 계절별로도 변하기 때문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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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맥상의 기준 지표가 계절마다 다르다는 것을 내포한

별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 이러한 고전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확인하고 맥진단

이 외에도 맥파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생체 정보를 획득

지표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맥의 일중변화(<그

할 수 있다. 맥진이 병의 예후 진단에도 중요하고, 치료

림 11>)와 계절별 변화를 관찰하였다.

효과 모니터링에도 중요하다. 맥진의 큰 특성 중 하나가

일중변화에 대한 임상연구(<그림 11>)에서는 20대와

심혈관계를 통한 자율신경 반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40대 남/녀 40명에 대해 병원 입원실에 동일한 조건하에

링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의학의

서 1박을 하며 2시간 마다 압력맥파를 측정하여 분석하

대표적 치료법인 침, 뜸, 부항 치료 후에 치료 호전 효과

였다. 그 결과, 기상 직후에 맥력이 가장 작고, 식후에 맥

를 맥파 변수로 즉각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

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맥의 깊이에 있어서는

정상인에 대해 침자극에 의해 맥파의 변화 양상을 관찰

일중 변화가 거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맥의 계절별

한 바가 있는데, 유의미한 혈류량 증가와 자율신경계 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전연구 격으로 남녀 각각 1인을 선

응 지표가 관찰되었다. 또한,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정하여 매주 1회씩 1년간 맥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같이 맥파 변수로 연령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름에 비해 가을철에 맥의 깊이가 급격히 낮아지는 패

보였다[17]. 이 외에도, 비만유형에 따른 운동 전후의 맥파

턴, 봄절이 겨울보다 맥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패턴, 겨울

변화 양상을 관찰하거나, 월경통 환자의 월경 주기별 맥

철이 여름보다 심박수가 빠르고 맥력이 세지며 심벽변이

파변화 양상을 보는 연구, 갱년기의 맥 변화 연구 등의 다

도 변화 폭이 작아지는 패턴 등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이

양한 맥파 특성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그림 13>).

는 고전 문헌 상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패턴이다. 이와 같

맥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비침습적인 간단한 방법에

이 맥의 일중변화와 계절별 변화 양상을 관찰하여 실제로

의해 몸의 미묘한 상태 변화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맥의 평단맥이 중요한 이유와 건강맥의 판단 기준에 계절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
한 맥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맥진
단 기술의 숙련도에 좌우되는 영역을 넘어서, 기기 기반
의 맥파지표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의미한 맥진단 지표 발굴 연구는 지속성 있게, 또한 다
기관 임상으로 교차 검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맥의 특
성이 각 연령대마다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다. 또한, 기

<그림 11> 맥의 일중 변화

후조건과 일중 변동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질
환군에 대해서도 전 연령 및 남/녀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 설계에 바탕을 두어야 임상적
으로 유의미한 지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에 기반하여 맥진 지표로
연령을 판별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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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et d’angeiologie, 62, 2013
[9] 정창진, 조정희, 전민호, 전영주, 김영민, “토노메트리 방식 맥파

지금까지 맥진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주요 원천 기술들
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KIOM의 연구 성과 및 비전을 살

측정의 가압 각도에 따른 변동성 평가”,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25(2), 2016

펴보았다. 앞으로의 맥진기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

[10] 전민호, 전영주, 김영민, “맥센서어레이의 실리콘 코팅 두께에

능 향상 뿐 아니라 측정 편의성 및 의료 기기로서의 안정

따른 센서 간 간섭효과”,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성 등 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난제를 함께 해결

Technology, 25(1), 2016

해야한다. 본 연구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11] 비조복, 중의맥진연구, 의성당, 1993.

확보하는 단계에 있고, 추후 사용성, 경제성 및 사용자의

[12] 유현희, 이시우, 이전, 이유정, 김종열, 문헌을 통한 맥상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계획이다.

물리적 요소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6), pp1381-138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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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의학 분야는 최근 들어 세계화와 표준화로 인하
여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IT와 같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
라 한방의료기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의료기기로 뿐 아니라 건강
관리 기기로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ab과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상에 퍼짐에 따
라 IT 기술의 활용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콘텐
츠가 제공됨에 따라 u-Healthcare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사진(四診)을 이용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한방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 분야가 개발기로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특허 출원
의 증가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집중 투자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분
야이기도 하다. 설, 안면, 체형, 음성, 피부, 맥 진단 분야를 포함한 사
김근호
한국한의학연구원

람의 오감을 모사한 지능형 한방진단기기의 개발 연구가 속속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신의료기기 영역은 세계에서 우리가 선두에 서서 개
척해 나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로 축적되고 있다. 그
중에도 IT 기술과 결합하여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설진기를
통해 이 분야의 과거 설진 방법과 최근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남동현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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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진의 정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진단방법 중 하나이다.[1] 혀는 눈, 귀, 코, 피부와 함께 5

1. 정의

관(官)의 하나로 점막으로 덮인 근육기관이다. 말하거나

설진은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

음식을 받아들이고, 맛을 분별하고, 타액을 분비에 관여

의 사진(四診) 중, 망진의 하나로 혀를 이용하여 신체의

하며, 음성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 목구

<표 1> 설질의 색상별 변증분형[2]
종류

성상

변증분형

담홍설
(淡紅舌)

연분홍색

담백설
(淡白舌)

담백한 상태

홍설
(紅舌)

선홍색

양열(陽熱)의 사기를 수반한 실열증
음액이 소모된 허열증

강설
(絳舌)

심홍색

양사(陽邪)가 표(裏)에 침입한 중증의 상태
만성병에서 음액이 소모된 허화내성(虛火內盛)

자설
(紫舌)

담자색 또는
청자색의 반점
존재

멍과 가장 가까운 혀의 가장 안쪽을 설근(舌根), 혀끝을
설첨(舌尖), 혀 가장자리를 설변(舌邊), 혀 아랫바닥의 가
운데 힘살을 설계대(舌系帶), 혀 가운데 영역을 설중(舌中)

정상 혀

이라고 한다. 한의학 고전에는 설을 심(心)에 소속시키고

양기허약(陽氣虛弱), 기혈부족 또는 외감한사
(外感寒邪)의 허증과 한증

심기(心氣)는 설에 통해 발현된다고 하였다. 설진 시에는

기혈어조(氣血瘀阻)하고 흐름이 불량한 상태
양허음한 내성(陽虛陰寒 內盛)

혀의 몸체인 설질과 혀의 표면에 이끼처럼 끼어있는 설태
로 나누어서 각각 관찰하게 된다.

2. 설진의 활용
설진의 활용 시작 시점은 삼천년 전의 은상(殷商)시대
로 추정되며, 전국시대에 편찬된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표 2> 설태의 색상별 변증분형
종류

백태
(白苔)

황태
(黃苔)

성상

흰색의 태

노란색의 태

변증분형
엷은 백태는 정상태
표증(表證)
한증(寒證)
허증(虛證)
습증(濕證)
온역병(溫疫病)의 초기
이증(裏證)
열증(熱證)

는 설의 해부, 생리, 병리를 상당히 명확히 다루고 있다.
설진은 원대(元代) 1341년에 최초의 설진 전문서인 오씨
상한금경록(敖氏傷寒金鏡錄)이 저술되고, 명대(明代) 온
병학설(溫病學說)의 형성과 함께 발전하여 급성 감염병을
위한 진단 방법에서 시작하여 질병 전 영역으로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한의학에서 설진은 몸 내부 장기의 상태를 설질 및 설

회태
(灰苔)

회색의 태

양허한성(陽虛寒盛)
회백 : 습사내정(濕邪內停)
회황 : 습열내온(濕熱內蘊)
회흑, 건조 : 열성상진(熱盛傷津)

흑태
(黑苔)

짙은
회색의 태

병사가 대단히 깊이 있음을 표시. 극증(極證)

<표 3> 설체의 기하특성별 변증분형

에 대해 설체와 설태의 형태 및 색깔과 증과의 관련성을
<표 1~3>이 보여주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혀는 연분홍색을 띄는데 설질의 색깔에
서 흰색이 강한 담백설은 기혈 부족과 허증과 한증을 나
타내며, 붉은 빛이 강한 경우 실열증 또는 허열증을 나타

종류

성상

반대설
(胖大舌)

양허수범(陽虛水泛)
심비열성(心脾熱盛)
중독(中毒)

낸다.

설체의 비대

수박설
(瘦薄舌)

설체 말라
얇아짐

음허(陰虛)
기혈양허(氣血兩虛)

등으로 분류한다. 백태는 허증(虛證), 한증(寒證), 습증

치흔
(齒痕)

설변의
치아자국

비신양허(脾腎陽虛)

열문
(裂紋)

설면의 균열

망자
(芒刺)

혓바늘

변증분형

태의 색상과 혀의 모양 및 크기를 관찰하여 진단한다. 이

열성상진(熱盛傷津)
혈허(血虛: 血虛不榮)
이열(裏熱), 특히 심열(心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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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태는 색깔에 따라 백(白), 황(黃), 회(灰), 흑(黑)태
(濕證), 표증(表證)과 관련 있고, 황태는 열사(熱邪: 병의
원인이 되는 뜨거운 기운)가 혀의 표면에 반영되는 상태
를 나타내며 이열증(裏熱證)과 관련이 깊다. 회태와 흑태
는 “열기가 극심하여 몸에 진액을 마르게 한 상태”와 “양
기가 부족하고 한기가 극성한 상태”의 증과 깊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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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서는 혀밑정맥(설하정맥: sublingual vein)을 관찰하고,

혀의 기하학적 형태를 살펴보면 혀가 비정상적으로 두
꺼운 반대설(胖大舌)의 경우에는 담습(痰濕)이나 습열(濕

혀등에서는 설질과 설태를 관찰하는데 색깔, 형태(두께,
분포, 편평도 등), 습윤도, 자세와 움직임을 관찰한다.

熱)과 관련이 있고, 그 반대로 혀가 얇고 작아진 수박설의
경우에는 기혈부족(氣血不足)이나 음허화왕(陰虛火旺)의

2. 설진의 임상적 의미

증후와 관련이 있다. 혀 표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그 색

현재 설진 관련한 연구는 만성 담낭염[4]에 대한 연구가

에 따라 열사(熱邪)로 진액이 손상된 상태와 혈허(血虛)한

진행되고 있으며, 파란색과 보라색 혀가 일차성 간암[5]과

상태로 구분을 하게 되며 혀끝으로부터 가장자리에 나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간염 및 만성간염과도 관련이

난 치흔(이빨 자국)은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여 비

있다는 연구도 있다[6-7]. 흑적색의 혀와 뇌졸중과의 관련

정상적인 수습(水濕)이 정체된 상태를 반영한다[1,3].

성 연구[8]도 있고, 설하 정맥의 검사가 혈어(어혈)와의 관

팔강과 설상을 보면, 표리(表裏) 관점에서 표증에서는

련성[9], 당뇨나 중풍에서 환자의 상태가 혀에 반영됨[10-15]

설체와 설태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담홍(淡紅)설과 박백

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 또한 소아허약과 설진 간의 관련

(薄白)태가 나타난다. 한열(寒熱)에서는 색깔에 변화를 야

성[16]을 보였으며, 종양과의 관련성[17]도 보이고 있다.

기하여 한증(寒證)에서는 백태과 담백설을 보이며, 열증

그리고 설진이 만성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熱證)에서는 황태와 홍설(紅舌)이나 강설(絳舌)을 보인

소화기질환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중요하다는

다. 또한 허실(虛實)에서 허한(虛寒)일 때 반대, 담백설

연구도 있다[18-21].

을, 허열(虛熱)일 때는 수박, 홍설을 보이며, 실증(實證)
[1]

일 경우는 소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건강 관리 측면에서 수면장애 및 배변장애와 같은
증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2-23].
서양의학에서는 전체적인 몸 상태보다는 특정 질환에

Ⅲ. 설진 방법과 임상적 의미

서 나타나는 혀의 소견에 따라 진단에 활용하고 있으며,
<표 4>를 참고하면 몇 개의 특정 질환과 그 소견을 볼 수

1. 설진의 방법

있다.
<표 4> 서양의학 특정 질환과 혀 형태

설상은 체내의 변화를 반영하는 매우 민감한 표지이다.
설진의 방법으로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혀를 내미는 것이

질환

혀의 소견

바르지만, 중환자의 경우는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충

과민한 사람

지도 얼룩 문양

과다 방사선 치료

건조

백반증

백색 딱지

록 해야 한다. 충분하고 부드러운 자연광이 좋으며, 얼굴

설암

심한 경결
파괴
궤양

은 빛이 밝은 곳을 향하여서 빛이 입안으로 바로 들어오

설하신경마비

편위

도록 하고, 일정한 환경에서 색깔 있는 창문이나 물체 때

성홍열

딸기 혀

분히 입을 벌리도록 하며, 혀는 평평하게 펴서 혀끝을 아
랫입술에 자연스럽게 걸치게 하고, 재빨리 관찰하고 쉬도

문에 색의 편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진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식후

쇠그렌증후근

건조

수축성심막염

정맥노창

에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심부전

정맥노창

악성빈혈

경면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온수로 입안을 가신 후에 한다. 또한

애디슨병

갈색 및 검은색 색소침착

장티푸스

후태
궤양
갈색

중증근무력증

마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온도 및 습도를 정하여 진단하는 것이 좋다.
설진은 먼저 혀등과 혀아래면을 관찰한다. 혀 아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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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진기 개발 현황

±0.15 Klm, 색온도 5400 K의 표준 광원 하에서 2/3″
CCD, 4.5/ 80 mm lens를 이용한 환경을 제안하였다[29].

설진은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진단방법임에도 불구하
고, 정량화, 표준화의 문제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못해왔

2. 설진기 하드웨어

다. 조명과 같은 진단환경이 진단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

일부 선도적인 연구자들은 설진을 자동화하기 위해 디

치게 되며, 진단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하드웨어와 환자 정보 입력 및 영

에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

상 저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 촬영된 안면

이다. 최근에 들어 비침습적 진단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

영상으로부터 혀 영상을 분할하는 방법 및 효과적인 진단

아지면서 설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포함한 진단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4-26]

들이 진행되고 있다

.

설 측정 시스템의 특허 분석을 해 보면 90년대 이후 관
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2년과 2006년에
과년도 대비하여 특허의 출원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27]

디지털 설진 하드웨어 시스템은 표준화된 광원과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혀 영상을 획득하여 보다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병원용 설진기에서는 접안부(接顔部)에 눈 아래 부분

을 볼 수 있다 . 이는 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이나 설

의 곡면이 밀착할 수 있도록 스폰지 및 실리콘으로 접안

태를 분류하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관련 특허의 증가도

부를 제작하였다. <그림 1(a)>는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파장대 별로

디지털 설진 시스템을 보여주며, 표준화된 광원과 DSLR

혀를 분석하는 기술과 입체 정보를 이용하여 혀를 분석하

카메라를 이용하여 혀 영상을 획득하여 표준화된 정확한

는 기술이 꾸준히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접안부

또한 다양한 설 측정 시스템이 개발되고 연구 기관 간

에 고정이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암실을 형성할 수 있도

에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상황 하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

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하였고 광원을 표준화하기 위해

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 동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태양광과 가까운 색온도(5500K) 특성을 가진 스트로브

2009년 9월에 진행된 국제 표준화 회의(ISO)에서 전통의

(strobe)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혀의 위치에 따라 카메

학에 관한 TC 설립이 허가되고, ISO/TC 249에서 설진기

라의 위치를 기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30] .

분야 표준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표준
화에 유리한 연구방향을 탐색하여 시장 선점 방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27].
(a)

(b)

(c)

(d)

(e)

(f)

(g)

(h)

1. 설진기 조명
혀 영상 획득과 관련하여 1986년 중국에서는 광원, 온
도 뿐 아니라 의사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
준 광원 조건 아래 조명을 균등하게 혀 위에 투사하고 촬
영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28] 그 후 보다 정확한 영상
을 얻기 위한 연구들, 즉 조명 각도와 휘도, 측정자의 자
세 등을 제어하는 방법, 영상획득 환경을 제어하는 방법,
카메라의 조리개, 셔터, 노출 조정 방법 등과 관련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 대만에서는 밝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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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병원용 2차원 설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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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는 대만의 Skylark Device & System 사에
서 개발한 CCD 카메라를 사용한 최초의 상용화한 설진기
를 보여준다[31]. 이 설진기는 혀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
도록 하는 영상 저장 기능이 주 기능이며, 영상을 분석하
는 소프트웨어는 중점기능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c)>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설진기의
접안부는 지면으로부터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고개
를 숙이면 바로 입 주변에 밀착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

<그림 2> 혀 입체 정보 측정장치

하였고, 환자가 촬영과 동시에 자신의 혀가 보이는 화면
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접안부가 45도로 모니터

기기이다. 현재 중국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 보급되어

방향으로 향해 있도록 설계되었다. 카메라와 접안부 사이

교육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는 90도의 각도를 이루며, 반사경이 위치하여 접안부의

<그림 1(h)>의 기기는 대승의료기기와 상지대학교에서

얼굴 영상을 반사시켜 카메라에 투영하도록 하여 접안부

개발한 설 측정장치로 LED을 이용한 가시광선의 조명뿐

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접안부로부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의 조명을 조사하여 혀 표면의 파

터 20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원을 표준화하도록 LED

장별 특성을 보여주도록 한 측정장치이다[37]. 외부의 광원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LED 조명은 위, 아래, 좌, 우

을 효과적으로 차폐하기 위하여 실리콘 접안부와 덮개를

독립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므로, 혀의 기울임 및 균열 등

활용하였다.

의 입체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32]

있다 .

지금까지 소개한 설진기는 2차원의 영상을 이용하여
혀를 측정 및 분석하는 기기였고, 다음의 <그림 2>의 장

<그림 1(d)>는 홍콩 폴리테크닉대학교에서 개발한 설

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정면뿐 아니라 측면

진기로서 일반 형광등 조명과 CCD 카메라를 사용한 설진

을 통하여 깊이 정보를 함께 측정하기 위한 입체 정보 추

[33]

기로서 구조는 간단하다 . 이 설진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출용 설 측정 및 분석 장치이다[38]. 2차원 영상을 기반으

중국의 전지역으로부터 질환별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로 하는 설진기는 혀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추출하거나 앞

구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

뒤의 혀 위치를 교정하기가 어렵지만 이는 크기나 모양의

문이다. 아직은 분석 중이지만 질 좋은 분석이 다량으로

기하정보뿐 아니라 컬러의 3차원적인 변형 정도도 함께

될 가능성이 크다.

파악이 가능하므로 활용도가 높다. 대신에 장비가 복잡해

<그림 1(e)>는 중국의 East China Normal 대학교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된 Hyperspectral 설진기로 다중 파장대의 조명을
혀에 조사하여 반사되는 영상을 AOTF를 이용하여 6001000nm의 파장대를 분석하는 장치로 고가의 측정장치
[34]

3. 설진기 응용 소프트웨어
설진 소프트웨어는 <그림 3>와 같은 과정으로 동작한

를 제안하였다 . <그림 1(f)>에서 일본의 Chiba대학교

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로 환자의 이름, 성별,

에서 개발된 Hyperspectral 설진기를 보여주는데 중국의

생년월일 등의 인적 정보와 진료일, 한의사 소견을 입력

설진기와의 차이는 인공 태양광을 혀에 조사하고 필터를

하며, 다음은 혀 부분을 격자 또는 임의의 점으로 표시된

[35]

이용하여 파장대를 분석하는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
<그림 1(g)>의 설진기는 중국의 Tellyes Scientific 사
[36]

영상의 중심점에 위치시키도록 하여 혀가 포함된 안면 사
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취득된 혀 영상은 화질의 저하를

에서 개발한 기기이다 . 이 기기는 혀의 분석보다는 수

최소화하여 저장하기 위하여 RGB의 24 bit 컬러 영상으

집을 위한 기기로서 LED 조명과 CCD 카메라를 이용한

로 저장된다. 이러한 영상과 데이터 정보는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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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할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0-41]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자가 초기 윤곽선(contour)
을 그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 검출을 위해서는 혀의 컬러 특성을 미리 알고 있
(a)

거나 약속된 영상의 중심점에 혀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혀가 없을 때 혀가 없다
는 것을 분별하여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중
심점 근처에서 혀의 컬러 분포를 찾고 이미 알고 있는 혀
의 컬러 분포 이외의 다른 컬러 값이 나올 때 혀가 존재하

(b)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혀가 존재할 경우 설 영역 검출 방

<그림 3> 혀의 입체정보 추출

법은 그림자 명암 차이 및 색상 차이 정보, 경계 기하 정

DB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를 통하여 최적 경계를 검출한다. 이때 중요한 것으로

설 분석(Tongue analysis)을 한다.

조명에 의해 반사되는 영역이 경계로 추출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4. 설진 영상 처리

설태 설질 분리 검출은 컬러 값의 이진화를 통하여 분

설진 방법의 흐름도는 <그림 4>와 같이 진행된다. 실제

리하는 것이다. 설질 및 설태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에서

색상과 유사하도록 영상의 색상을 보정하는 색상 보정 과

다양한 컬러 좌표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며, 한 가지 예

정은 <그림 5>와 같이 기준 컬러 영상을 이용하여 변환

로 <그림 6>에 나와 있다.

행렬을 계산하고, 변환 행렬 이용하여 전체 영상을 교정

설 특징 추출은 설질/설태 색상정보를 추출하고, 기하
정보로 영역 크기, 비율 및 설 영역 가로/세로 비율 등을

한다.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진단에 필요한 혀 영역을 검출하
[39]

추출한다. 망자·홍반 및 열문을 검출한다.

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 여기서 혀

설태의 두께(후박)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설

영상의 컬러와 텍스처 특성은 빛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태의 면적과 두께의 관련성을 보이는 논문이 제시되어 면

주변 입술 및 목구멍의 컬러와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영역

적이 클수록 두께가 두껍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2]. 또한

분할 방법으로 혀 영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초기 수동 영

혀 가장자리의 굴곡이나 텍스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최

역 검출 알고리즘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자동 영역 검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그림 4> 설 분석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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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준 컬러 포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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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와 개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욕
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홈케어 및 u-Healthcare에 설
진기는 비침습적 개인 맞춤형 진단기기로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a) 설 영역

이 연구 분야는 국민보건 향상, 원천기술 개발, 신의료
기기 시장 창출 등에 매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기술의 성숙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머
(b) 설질 영역

(c) 설태 영역

<그림 6> 설태 설질 분리 검출

근 들어 색상의 변화의 주파수 구분을 통하여 치흔의 강

지않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국
제 표준화와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추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가적 투자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때
라고 생각한다.

[43]

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
설진 결과로서 설질/설태 분류 및 Color vecto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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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기 표준화 동향

한방 의료기기 표준화 동향

Ⅰ. 표준의 필요성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
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전통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세계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국에서는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점을 위한 목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선임연구원

특히 의료기기는 각국에서 의료기기법등의 기술규정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인체에 사용되므로 안전성 확보 및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필수성능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Ⅱ. 국내 표준화 현황
1. 국내 표준화 조직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센터장

우리나라의 ISO 정부대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
준원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각 부처
의 기술기준과 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관련부처로 업무가 분리되
었는데, 의료기기 및 한의약 관련 국가 및 국제표준개발업무는 식품
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관련 분야
의 표준개발을 위하여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김용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을 지정하고 있는데, 한
의약 분야의 COSD 및 국제표준대응을 위한 ISO/TC249 국내 간사기
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지정하여,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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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방의료기기 KS 제정 목록

2. 표준화 연구
한국에서는 한방의료기기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로, 가

KS번호 및 표준명

적용범위

KS P 3007
일회용 멸균호침

한의학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선과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조된 일회용 멸균 호침(毫鍼)
의 치수,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하여
규정

KS P 3008
이침

한의학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된 이침의 치수,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하여 규정

KS P 3009
피내침

한의학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된 피내침의 치수,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하여 규정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5년간 산업통상자

KS P 3000
한의약 뜸 일반요구사항

한의학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뜸의 종류, 뜸을 뜨는데
사용되는 재료 및 뜸을 뜨는데 사용되는 재료의
시험방법과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하여 규정

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인 ‘한의약 의

*출처: 한의약표준정보서비스: http://standard.kiom.re.kr

장 먼저 한의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침’에 대한 사
업을 먼저 시작하였다. 한국표준협회의 침의 국제표준 제
정을 위한 포럼사업이 2006년도부터 추진되어, 한국/중
국/일본/호주/베트남 5개국이 침의 국제표준안 개발을
위하여 3차에 걸친 국제회의를 진행하였고[3], 이후 산업
통상자원부의 ‘뜸’과 ‘무연뜸’에 대한 표준화 연구로 KS
및 ISO 국제표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표준화

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기기/한
약/용어/교육 등 분야에 걸쳐 관련 국내 및 국제표준 개

Ⅲ. 국제 표준화 현황

[4]

발을 진행되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제표준대응
체계 강화’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되어, 4개 분야(용어

1. 의료기기 관련 ISO 및 IEC 기술위원회

및 의료정보, 한약, 의료기기, 한의약 서비스)에서 추진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

할 표준화 아이템의 ‘한의약 표준화 전략 로드맵(2015-

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63개국의 멤버로 구

[5]

2024)’을 수립하여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리

성되어 있다. ISO내에는 기술위원회(TC, Technical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COSD기관

committee)를 두고 각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

으로 지정하고, ‘ISO/TC 249분야 적부확인 및 표준 활성

다. 의료기기와 관련한 기술위원회로는 TC249(전통의

화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한의약 분야 산업표준 제·개
<표 2> ISO내 의료기기관련 기술위원회

정, 폐지 등 기술검토 및 국제표준 문서 조사·검토 및 국
제 표준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국내 표준 개발 현황

Committee

Title

ISO/TC76

Transfusion, infusion and injection, and blood processing
equipment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use

ISO/TC84

Devices for administration of medicinal products and catheters

ISO/TC106

Dentistry

ISO/TC121

Anaesthetic and respiratory equipment

ISO/TC150

Implants for surgery

ISO/TC157

Non-systemic contraceptives and STI barrier prophylactics

그리고 한의약 분야의 단체표준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

ISO/TC168

Prosthetics and orthotics

인데, 올해 6월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일반 요구사

ISO/TC170

Surgical instruments

ISO/TC173

Assistive produ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SO/TC194

Biological and clin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한방의료기기의 KS(한국산업표준)으로 2009년 일회용
멸균 호침 제정을 시작으로, 이침, 피내침, 뜸 4건의 국가
표준이 제정되었다<표 1>[6].

항(SPS AKOM 001 6632)’을 제정하였다. 본 단체표준
은 한의학의 치료기술인 침술과 저주파 전기자극이 결합
된 치료기술인 전침 시술시 전기자극 전후의 침의 생물학
적 안전성 및, 기계적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시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
[7]

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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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198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ISO/TC210

Quality management and corresponding general aspects for
medical devices

ISO/TC212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ISO/TC215

Health informatics

ISO/TC249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SO/TC304

Healthca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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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EC내 의료기기 관련 TC/SC
Committee

<표 4> ISO/TC249내 의료기기 관련 작업반

Title

TC 62

Electrical equipment in medical practice

SC 62A

Common aspects of electrical equipment used in medical
practice

SC 62B

Diagnostic imaging equipment

SC 62C

Equipment for radiotherapy, nuclear medicine and radiation
dosimetry

SC 62D

Electromedical equipment

Working
Group

Title

WG 3

Quality of acupuncture needles and safe use of acupuncture

WG 4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devices other than
acupuncture needles

JWG 6

Joint ISO/TC249 - IEC/SC62D WG : Electromedical
Equipment

- ISO 17218: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학)을 비롯하여 TC84(의료용 주사기 및 혈관 내 카테터

for single use

용 투여기기), TC106(치과), TC121(마취 및 호흡장치),

- ISO
 18665:2015, Herbal decoction apparatus;

TC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TC198(소독 및 멸

- ISO 18666:2015, General requirements of

균), TC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등이 있
[8]

다 .

moxibustion devices;
- ISO 18746: 2016, Sterile intradermal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표준화를 위한 IEC내 의료기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

기와 관련한 기술위원회는 TC62로, 4개의 분과위원
회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사항(SC62A), 진단 영상기기
(SC62B), 방사선 치료와 핵의학 및 방사선 선량 측정 장
[9]

그리고 ISO 표준으로 제정된 한방의료기기 표준은 전문
가들의 협의를 거쳐 KS로 부합화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비(SC62C), 전자의료기기(SC62D)로 구성되어 있다 .

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기까지 예비작업항목(PWI,

의료기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IEC 60601 시

Preliminary Work Item)부터 신규작업항목(NP, New

리즈 표준은 이 기술위원회에서 개발되고 있다.

work item Proposal)-작업초안(WD, Working Draft)위원회안(CD, Committee Draft)-질의안(DIS, Draft of

2. ISO/TC249 내 의료기기 표준화 현황

International Standard)-최종국제표준안(FDIS, Final

ISO는 전통의학과 관련한 기술위원회로 TC249를 설

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단계에 따라 기술위원회

립하였고, 21개 정회원국과 16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되

와 ISO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국

어, 한약, 한약제품, 의료기기 및 용어와 의료정보에 대

제표준(ISO,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제정된다[12].

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 중 의료기기와 관련
<표 5> ISO/TC249/WG4 의료기기 프로젝트

한 Working group들은 3개로, 침의 품질 및 침의 안
전한 사용(WG3), 침 이외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No

(WG4), 그리고 전자의료기기(JWG6) 작업반이 있다. 특

19611

Air extraction cupping device

FDIS

19614

Pulse graph force transducer

DIS

20308

Gua Sha instruments

DIS

20498-2

Computerised tongue image analysis system Part 2: Light environment

DIS

전통의학 의료기기 관련 ISO 표준으로는, 2014년 제정

20498-3

Computerized tongue image analysis system Part 3: Colour chart

AWI

된 일회용 멸균호침을 비롯하여, 한약전탕추출기, 뜸기구

20498-4

Computerized tongue image analysis system Part 4: Peripheral visual instrunment

AWI

20498-5

Computerized tongue image analysis system Part 5: Tongue color and tongue

AWI

21366

General requirements for smokeless moxibustion

AWI

히 JWG6는 ISO/TC249가 IEC/SC62D와 공동으로 설립
한 working group으로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전자의료
기기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0].

[11]

의 일반 요구사항, 일회용 멸균 피내침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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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SO/TC249/JWG6 전자의료기기 프로젝트

진단기기,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치료기기들에 대

No

Title

ISO Stage

IEC Stage

80601-2-81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81: Particular
requirements of electric radial
pulse tonometric devices

AWI

PNW*

한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전통의학이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및 고령
화 삶의 질 향상에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 정밀의학,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80601-2-8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8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electroacupuncture stimulator

AWI

20493

Infrared moxibustion-like
instruments

AWI

PNW

20495

Electrical resistance detector at
acupuncture points

AWI

PNW

20498-1

Computerized tongue image
analysis system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WI

PNW

20758

Abdominal physiological
parameter detector

AWI

PNW

[2] 이주연, 이민호, 최선미, 김용석, 고병희, 문진석. 한의약 표준화

21291

Therapeutic fumigation devices

AWI

PNW

발전방안 연구: 한-중 전통의학 표준화 정책비교를 바탕으로.

21292

Electric heating moxibustion
equipment

AWI

PNW

대한한의학회지. 2016;37(3):97-111.

PNW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전통의학의 특장점을
융합하여 신개념의 의료기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의학 참조표준, 전통의학 융합 의료기기 표준이 선
도적으로 시장수요를 리딩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World Trade Organization, Available from: URL:https://www.
wto.org/english/docs_e/legal_e/17-tbt_e.htm

*PNW: 예비신규작업항목(Proposed New Work)

[3] 전통의학, 침의 국제 표준화. 디지털타임즈.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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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침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WG3에서는 전침용 침 시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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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G6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와 관련한 표준
으로, 피부저항측정기, 설진기, 복진기, 훈증기등이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맥진기와 전침기에 대한 국제표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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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구원. 2011 한국한의약연감. 2012.
[5] 부 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
연구원. 2014 한국한의약연감. 2015.
[6] 한의약표준정보서비스. Available from: URL: https://standard.
kiom.re.kr/sub0201
[7] 대한한의사협회. SPS AKOM 001 6632,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일반 요구사항. 2016
[8] ISO Technical Committee. Available from: URL:http://www.iso.
org/iso/home/standards_development/list_of_iso_technical_
committees.htm
[9] IEC TC 62. Available from: URL: http://www.iec.ch/dyn/www/
f?p=103:7:0::::FSP_ORG_ID:1245
[10] ISO/TC 249. Available from: URL: http://www.iso.org/iso/
home/standards_development/list_of_iso_technical_
committees/iso_technical_committee.htm?commid=598435

Ⅵ. 결론 및 고찰

[11] J inseok Mo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medical devices of traditional medicine in ISO/TC249.

한방의료기기 표준은 오래전부터 전통의학에서 사용되
어온 치료도구인 침, 뜸, 부항에서부터 진단을 현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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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시뮬레이터의 개발 동향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의 개발
동향

Ⅰ. 서 론
맥진은 손가락 감각을 이용하여 경맥의 박동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장
부와 경락의 상태를 판단하는, 한의학의 중요한 진단방법이다. 맥진은
수천 년 임상경험이 축적되고 체계화된 귀중한 유산으로서, 현대의학
의 관점에서 본다면 혈관계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장기 기능진단이라는
새로운 진료영역에 속한다. 임상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맥진이 세계
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진단의 근거를 현대의 용어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
맥진의 근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실험이 반
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임상연구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는 단점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적은 비용으로 빠른 결
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험조건이 까다로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
우 제한적이다. 시뮬레이터는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심혈관계의 다양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2].
시뮬레이터(simulator)란 실제의 특성과 유사한 현상을 재현하도
양태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질량힘센터 압력진공연구실

록 만들어진 장치를 뜻한다. 동일한 개념으로 모의 실험장치(mock
simulatory system)라는 용어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로
표기하기로 한다. 심혈관계의 구조적 특징은 심장, 혈관계, 그리고 혈
액으로 구분되며, 기능적인 특징은 혈압과 혈류로 평가될 수 있다. 심
장은 혈압을 생성하며, 혈관계는 인체의 각 부분에 혈류를 공급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장과 혈관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심혈관계 시
뮬레이터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신상훈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한방의료공학과

49

전자공학회지 2016. 12 _

981

▶ ▶ ▶ 양 태 헌, 신 상 훈

Ⅱ. 본 론

슷한 부드러운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그림 1(b)>의 Stroke-Control Linkage를 조작

1. 심장기능의 구현

하여 박출량(Stroke Volume)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

본 장에선 심장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맥동 유동

되었는데, 피스톤/실린더의 변위와 부피에 따라 4가지

(Pulsatile Flow) 발생장치의 개발 및 연구동향에 대해

종류의 개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Large Animal용

살펴보고자 한다. 맥동 유동을 발생시키는 가장 대표적

으로 개발된 Model 1423의 경우, 1회 박출량을 15 ml

인 장치는 <그림 1(a)>의 Harvard Apparatus사의 심장

에서 100 ml 까지 조절가능하고, 피스톤의 왕복속도를

[3]

모사 펌프인 Pulsatile Blood Pumps이다 . <그림 1(b)>

10 mm/min에서 100 mm/min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와 <그림 1(c)>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장된 모터

개발되었다.

가 회전운동을 할 때, Slider-Crank가 회전하며 피스톤

좀 더 발전된 형태를 갖는 Slider-Crank구조를 이용한

이 선형 왕복운동을 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선형 왕복운

Pulsatile Blood Pumps가 BDC Laboratories사에 의해

동에 따라 Inlet과 Outlet에 내장된 볼체크 밸브가 열리

<그림 2(a)>와 같이 개발되었다[4]. BDC Laboratories사

고 닫히는 것을 교번하여, 피스톤의 운동에 따라 유체가

의 Pulsatile Blood Pumps PD-1100는 1회 박출량을 0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볼체크 밸브는 실

ml 에서 300 ml 까지 조절가능하고, 피스톤의 왕복속도

리콘으로 코팅되어 있고, 피스톤과 실린더 시스템도 실

를 2 bpm에서 240 bpm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

리콘 고무, 아크릴 및 테플론 재질로 되어있어 심장과 비

다. 또한, PD-1100은 심장의 생리학적인 점탄성특성을
반영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림 2(b)>와 같이 출력단
에 Compliance Chamber를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

(a)
(a)

(b)
(b)

(c)

(c)

<그림 1> Harvard

Apparatus사 맥동 유동 발생장치: (a) Pulsatile Blood
Pumps, (b) 피스톤, 실린더, 체크밸브로 구성된 좌심실 모사부,
(c) Three Link-Bar를 이용한 작동메커니즘

<그림 2> BDC Laboratories 사의 맥동 유동 발생 시스템: (a) Pulsatile
Blood Pumps PD-1100, (b) Compliance Chamber, (c) StatysⓇ
PD softw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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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PD-1100은 <그림 3(c)>과 같이
Ⓡ

Statys PD software program를 제공하는데, 사인웨

된다. 유체환류식 시스템을 소형으로 잘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맥동 파형을 발생시키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브 및 임의의 출력 파형제어가 가능하고, 실시간 Data

더욱 개선된 맥동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로,

Capturing과 Charting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압력트랜

ViVitro Labs 사의 SuperPump 시스템이 있다[6]. (<그림

스듀서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특징

4>) <그림 4(a)>는 AC Servo Motor와 볼스크류로 구성

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맥동 발생과 측정이 가능하도

된 Linear Motion 발생부와 실린더 및 피스톤으로 구성

록 개발되었다. 하지만, Slider-Crank 메커니즘을 채용

된 SuperPump를 보여준다. SuperPump는 1회 박출량

함으로 피스톤의 변위 및 위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을 0 ml 에서 180 ml 까지 조절가능하고, 피스톤의 왕복

없고 초기 Dynamics를 확보하기 어려워, 심혈관계 질환

속도를 3 bpm에서 200 bpm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

에 따른 다양한 급가속 파형을 생성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되었다. SuperPump도 심장의 생리학적인 점탄성특성을

있다.

반영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림 4(b)>와 같이 출력단

한편, KYOTO KAGAKU사는 요골동맥 카테터 교육이

에 2개의 Compliance Chamber로 구성된 Viscoelastic

라는 실용적인 응용에 맞추어, 소형화된 Slider-Crank

Impedance Adapter와 Pump Head (Membrane 형

구조를 채용한 맥동 유동 발생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림

Input/Output Check Valve 포함)를 추가적으로 장착

3>은 개발된 Arterial Puncture Training Wrist를 보여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4(c)>의 Controller와

[5]

준다 . 내부의 구조는 <그림 3(a)>와 같이 DC Geared

Test Software를 이용하여 5개까지의 복잡한 임의의

Motor와 Slider-Crank구조로 되어, 피스톤을 Pressure
Chamber내부에서 선형 왕복 시키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3(b)>와 같이, 피스톤 헤드에 Membrane Check
Valve와 Flow Path가 형성되어 있어, 유체는 한 방향으
로 순환을 하게 되고, Artificial Skin 아래를 통과하는

(a)

Artery tube로 흐르는 유체의 움직임을 사용자는 느끼게

(b)

(a)

(c)
(b)

<그림 3> KYOTO KAGAKU사의 맥동 유동 발생장치: (a) Arterial
Puncture Training Wrist, (b)체크 밸브형 피스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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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iVitro Labs Inc. 사의 맥동유동 발생시스템: (a) ViVitro
SuperPump, (b) Viscoelastic Impedance Adapter & Pump
Head, (c) Controller & Tes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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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form을 저장하여 SuperPump를 구동시킬 수도 있

급가속 구동에 따라 유체가 실린더 밖으로 압력 손실 없

고, Function generator 등의 외부입력을 이용하여서도

이 박출 될 수 있도록, <그림 5(a)>와 같이 세라믹 기반의

구동시킬 수 있어 이전 시스템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맥

Frictionless Piston/Cylinder을 개발하여 장착하였고,

동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5(b)>와 같이 방출체크밸브의 내부에 유선형의 플

AC Servo Motor와 볼스크류 기반의 Linear Motion
발생시스템은 상당히 발전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런저(Streamlined Plunger)를 장착하여 실린더에서 방
출되는 유체에서의 난류발생을 최소화하였다.

회전식 모터를 사용하는 것의 한계를 여전히 존재한다.

맥동 유동의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와는 다르게, 실

급가속 구동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정지 상태에

제 심장과 유사한 구조 및 재질을 개발하여 맥동 유동

서 급가속 시 가속력의 한계와 정밀한 위치 및 속도 제어

을 발생시키고, 인공 판막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기 위

가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해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Shelley Medical Imaging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리니어모터 기반의 고정밀 맥

Technologies 사의 Dynamic Left Ventricle with

[7]

동 유동 펌프를 개발하였다 . <그림 5(a)>의 개발된 리

Functional Mitral & Aortic Valves Phantom이 대표적

니어 모터는 방진 베이스에 솔레노이드 코일이 고정되

인 장치이다[8]. 이 장치는 <그림 6(a)>와 같이 6개의 독립

어 있고, 영구자석이 장착된 Moving Block이 리니어 가

구동되는 유압 실린더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Silicone

이드를 따라 왕복이동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High-

과 Polyvinyl Alcohol Cryogel로 제작된 인공심장을 압

Precision Controller에서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되는

축하여 좌심실의 수축 패턴, 수축률 및 박출률을 제어할

전류를 제어하여, 상기의 Moving Block이 최대 5g의 가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인공 심장 내부에 인체와 흡

속도로 수 마이크로 단위의 위치제어가 가능한 성능을 보

사한 대동맥 판막과 왼방실막판(<그림 6(b)>)이 내부에

인다. Moving Block에 피스톤이 직접 연결되어, 피스

장착되어 있고, 밸브의 모션 패턴과 박출률을 실제와 동

톤은 실린더 내부를 Moving Block을 따라 최대 40 mm

일하게 구현하도록 개발되었다.

의 stroke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리니어모터의

실제 심장과 유사한 구동 구조를 갖는 장치로, Shelley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사의 Dynamic MultiModality Heart Phantoms을 들 수 있다[9]. (<그림
7(a)>) 이 Heart Phantoms은 심장 모션의 분석과 유효

(a)
(a)

(b)

(b)

<그림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의

초정밀 맥동 유동 발
생장치: (a)High-Precision Linear Pump, (b) 대동맥판막 체크
밸브(Aortic Check Valve)의 구조

<그림 6> Shelley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사의 심혈관계 시뮬레
이터: (a) Dynamic Left Ventricle with Functional Mitral & Aortic
Valves Phantom, (b) Built-in Artificial Mitra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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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그림 7> Shelley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사의 Heart Phantom:
(a) Dynamic Multi-Modality Heart Phantoms, (b) Hydrogel heart

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그림 7(b)>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심장과 유사한 재질인 하이드로젤로 제작되었다.

(b)

<그림 8> ViVitro Labs Inc.의 심혈관계 시뮬레이터: (a) Endovascular
Simulator, (b) Anatomical Model

좌심실의 사이즈는 76 ml, 우심실의 사이즈는 66 ml로

Endovascular Simulator 가 대표적인 예이다[11]. 본 시

인체와 유사한 사이즈로 개발되었고, MRI, CT 및 X-ray

뮬레이터에서는 <그림 4>에서 소개되었던 SuperPump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 맥동 유동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맥동 유동은

가능하다.

Viscoelastic Impedance Adapter, Pump Head 및
Compliance Chamber를 지나 <그림 8(b)>의 대동맥

2. 혈관계 기능의 구현
기존에 개발되었던 심혈관계 시뮬레이터들은 주로 인
공장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즉 개발된 인공심

Anatomical Model로 흘러가도록 인체 유사 시뮬레이터
가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의사의
임상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이나 인공판막이 인체의 다양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대동맥의 구조가 맥동 유동의 반사파 형성에 중요

작동하는 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생리적 또는 병리적 조

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CT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인

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체와 동일한 형상의 인공 대동맥이 개발되고 있다. <그

관심의 대상이 심장에 있었으므로, 혈관특성에 대한 관심

림 9>의 UNITEDBIOLOGICS사의 실리콘기반 Aorta

은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에

with Radial Access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12]. 이

서는 혈관의 형상 특성만을 강조하여, 혈관을 압력탱크로

대동맥 혈관 모델은 혈관촬영 및 CT 데이터를 기본으

단순화하고 있다. 심혈관계 시뮬레이터를 한의학적 관점

로 제작되었으며,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장골동맥,

에서 살펴본다면, 혈관특성의 중요도는 심장특성에 비하

대퇴동맥, 쇄골하동맥 및 요골동맥을 포함하도록 개발

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맥관의 탄성도에 따른 맥파

되었다. Shore A 37~39의 경도를 갖도록 개발되었고,

전달 특성은 맥파의 형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Elongation은 340%, Elastic Modulus는 450~500 psi

[10]

이다 . 본 장에선, 이러한 복합적인 유체 현상을 인체와

를 갖도록 개발되었다. 형상은 인체와 동일하게 개발되

유사하게 재현해내기 위한 인공혈관 개발 동향에 대해 살

었지만, 인체의 흉부대동맥이 약 80 psi의 탄성률을 갖는

펴보고자 한다.

것을 고려할 때, UNITED BIOLOGICS사의 실리콘 대동

<그림 8>의 ViVitro Labs 사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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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의 탄성률이 훨씬 높아, 인체와 유사한 반사파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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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 UNITEDBIOLOGICS 사의 Aorta with Radial Access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체와 동일한 형상의 인공 대동맥은 ELASTRAT Sari
사의 제품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a)>는

(b)

ELASTRAT Sari 사의 흉부 및 복부 대동맥 실리콘 모델

<그림 10> ELASTRAT Sari 사의 Silicon Aorta와 시뮬레이터 적용: (a)
Thoracic and Abdominal soft silicon model, (b) Soft silicon
model 기반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의학연구원의 심혈관계
시뮬레이터

[13]

을 보여준다 . ELASTRAT Sari 사의 흉부대동맥은 대
동맥궁, 경동맥 및 왼쪽/오른쪽 쇄골하동맥을 포함하도
록 개발되었다. ELASTRAT Sari 사의 복부대동맥은 복
부대동맥 분기점, 장골동맥 및 대퇴동맥을 포함하도록 개
발되었다. 이 제품은 카테터나 스텐트 등의 Pre-surgery
Training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LASTRAT
Sari 사의 제품 역시 탄성률이 실제의 대동맥보다 훨씬
높아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에

<그림 11> 상지대학교의 Cardiovascular Simulator

서 개발한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림 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성률이 높은 단단한 실리콘 대동맥에
[7]

발된 시뮬레이터는 인체의 맥파 전달특성을 잘 구현하고

Compliance Chamber를 장착하여 탄성률을 맞추었다 .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맥상의 기전을 혈류역학적으로 해

그리고 좌심실 모듈에서 유체를 흉부대동맥으로 박출하

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이 유체가 팔과 Reservoir로 전달되도록 시뮬레이터
가 개발되었다. 그 결과 인체와 유사한 반사파 형상을 갖
는 요골동맥 압력 파형이 출력될 수 있는 성능을 보인다.
<그림 11>은 상지대학에서 개발한 심혈관계 시뮬레이
[14]

3. 맥진 시뮬레이터
맥진을 객관화하기 위한 연구는 측정을 객관화하는 맥
진기 개발로 이어졌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맥진기 연구

터이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심장패턴

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맥진방식을 구현하는 성

을 구현할 수 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동맥계는 인체와

숙단계로 진입하였다. 맥진기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임

유사한 혈관 탄성계수와 기하학적 특성을 구현하였다. 개

상에서 맥진기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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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맥진을 하고 있다. 전통방
식에서 맥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단결과가 의사의 주관
적인 감각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의사의 주관적인 감각을 표준화할 수 있는 맥
진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1].
상해 중의학대학의 탕위창 교수는 유압제어방식을 이
용하여 맥진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15]. 유압밸브의 개

<그림 13> 한국전기연구원의 촌/관/척 개별제어가 가능한 맥파재현장치

방시간과 유압세기를 조절하여 맥파의 특성변수를 조절

발생의 높낮이 제어를 위한 3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촌/

하였다. 또한, 톈진대학과 Tellyes Scientific사는 <그림

관/척 개별제어가 가능한 맥파 재현장치를 개발하였다[17].

12>와 같이 한 대의 기기에서 모든 맥상(26종 맥상)이 재

빠른 맥파 구동을 위해 Voice Coil Motor를 사용하여 빠

현될 수 있는 Pulse Training Simulator (Victor Pulse)

른 주파수 특성을 지니고, 10대부터 70대까지 각 연령층

[16]

를 개발하였다 . 유체를 순환시키면서 복수의 밸브를 개

에 대한 표준 맥파의 재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작에

폐하여 원하는 파형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작동되므로,

의해 다양한 맥파 생성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26종 맥상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맥상에서 출현할 개연
성이 큰 맥파를 구현한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

Ⅲ. 결 론

기는 촌, 관, 척 부위에 압력 센서가 있어 사용자의 진맥
압력과 가압 위치가 적절한지 판별할 수 있으며, LCD 모

맥진을 현대적으로 해석 및 규명하기 위한 맥진시뮬레

니터와 LED를 통해 적절한 맥진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터는 심혈관계를 포함한 내부 장기들의 상태와 맥진을

지 여부와 현재의 맥파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

통해 얻는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도록 개

발되었다.

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맥진 시뮬레이터는

한국전기연구원은 맥파 구동을 위한 3개의 모터와 맥

모터와 밸브들의 개폐 조절로 26종의 맥상파를 인위적으
로 구현하는데 그쳤다. 이에 맥진의 현대적 과학화를 위
해선, 앞장에서 다룬 심장 기능 구현을 위한 연구결과 및
혈관계 기능 구현을 위한 연구결과들이 더욱 고도화되어
야 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맥진 시뮬레이터에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맥진은 피부를 통해 혈관을 가압하여
이루어짐으로, 맥파가 노화 정도나 체질에 따라 다른 혈
관 및 피부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될 때 크기, 형상 및 위

(a)

상 등이 달라지는 특성을 표준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화연구의 결과가 맥진 시뮬레이터에 적용되
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내부 장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맥파를 재현하고,
피부에 따라 전달 특성이 달라지는 맥파를 재현할 수 있
는 맥진 시뮬레이터의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은 맥진 즉, 혈

(b)

<그림 12> 톈진대학과 Tellyes Scientific사의 Pulse Training Simulator
(Victor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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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 장기 기능진단이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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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 개발 및 목관절 연구 동향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 개발 및
목관절 연구 동향
Ⅰ. 서 론
인체의 관절은 3차원 공간에서 회전, 병진운동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높은 운동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운동
은 관절에 부착된 다수의 근육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따
라서 관절의 움직임은 근골격계의 질환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
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서 관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근육의 움직임(motor control) 기
전은 생체역학적, 신경생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데, 특히 하나의 움직
임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근육, 신경, 고유감각(proprioception), 지각
상태(perceptional condition)등의 영향[1]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움직
인 거리나 각도등의 낮은 차원에서의 측정만으로 관절 기능을 전반적으
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전통적 관심사였던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뿐만 아니라 주된 운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커플
링 모션(coupling motion), 그리고 운동 전반의 안정성, 즉 회전 축의
움직임 등도 같이 관찰하여[1-4], 전반적인 운동신경 조절 전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5].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운동성 평가들이 퇴행성 질환, 외상성
질환등에 의한 기능 장애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
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6–8]. 임상 연구로서는 경추의 장
애와 외상들이 관절가동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증군과 정
상군 사이에서 관절가동범위 및 커플링 모션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
다는 연구[1], 외상성 경추장애, 경추 추간판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이상
김현호

커플링 모션 연구등이 있었다[6,8]. 이러한 양상은 경추 뿐 아니라 요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에서도 관찰되었으며[7], 임상적인 관점에서는 비교적 큰 운동을 발생시

진단생기능의학교실

키는 대관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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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같이 운동 전반에 걸쳐 관절의 움직임을 자

2.2. 전자기파 및 초음파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

세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임상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작분석장치는 영상 분석을 통한 분

는 동적 기능을 평가하는 의료기기 혹은 도구가 널리 사

석 장치이다. 이는 관찰 대상에 반사율이 높은 표지자

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적 구조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marker)를 부착하고, 일정 공간 내에 배치된 다수의 카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

메라를 이용하여 연속촬영을 수행한 수 데이터 처리 기법

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X선 촬영

을 통해 궤적을 산출하는 방식[12,13]이다. 자기장을 이용한

(X-ray)등을 이용한 영상의학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본

측정방식은 측정 대상의 주변에 일정한 자기장을 형성한

원고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발된 동작분석장치들을

후, 측정 대상이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장의 왜곡

개괄하고, 특히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의

을 감지하여 궤적을 연산한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에

목관절 운동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는 측정 위치에 초음파 발생장치를 부착한 후, 복수의 지
점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삼각측량에 기반한 위치 연산을

Ⅱ. 동작분석장치의 종류

수행[14]하거나, 초음파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검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동작분석장치(motion analysis system)는 다양한

이용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측

센서들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 속도, 가

정 대상의 형태와 궤적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재

속도 등 각종 시공간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

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으로 인해

한다. 간단한 도구로는 각도계(goniometer), 경사계

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

(inclinometer), 동력계(dynamometer)등이 있으며, 다

하다.

수, 다종의 센서를 통합한 시스템으로는 전자기파, 초음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파등을 이용한 시스템, 그리고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시

러한 측정장소의 확보는 공학 실험실 혹은 동작 분석 스

[9]

스템 등이 있다 .

튜디오가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2.1. 기계식 혹은 단순 전자식 측정장치

둘째, 수신기와 송신기들이 빛의 직진성 혹은 공간에서

기계식 측정장치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각도계를 포

의 전자기파 왜곡에 기반하여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방

함한 매우 간단한 도구로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각도계

해 물체들에 의해 간섭이 심한 편이며, 이를 보정하기 위

외에도 전자식 각도계,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단순 각도

해 데이터를 후처리 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계등이 개발되었다. 전자식 각도계는 육안으로 눈금을 읽

실시간으로 궤적을 검출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사후 보정

지 않고 자동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여 표시해준다

을 통해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15,16].

는 점에서 신뢰성이 발전하였으나, 해당 기구를 인체 측정

셋째, 다수의 민감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필요로 하며,

부위에 접촉하는 과정 중 측정자의 자세 및 주관적 위치

이는 필수적으로 장치의 가격대를 고가에서 형성하도록

선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검사자간 신뢰도,

한다[17].

검사자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10,11].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치들은 거의 대부분 측정 위치의

한 특히 중량상 부담이 되는 기구를 관절 전후에 부착할

공간좌표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위치, 속도, 가속도,

경우 운동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3

회전 축 및 회전 각도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차원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궤적 추적과 회전등의 감시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16].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사용 용도의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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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
상기 서술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저렴하고 간편

Ⅲ. 관성측정장치의 측정 정확성 연구 및
다양한 인체 부위 및 질병의 적용

한 시스템을 위해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가 동작분석 시스템에 도입되었다. 관성측정

상술하였듯 무선 솔루션으로 인해 독립된 넓은 공간이

장치는 가속도계(accelerometer), 각속도계(gyroscope),

필요 없으며, 기존 동작분석장치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지자기계(magnetometer)의 복합 센서 모듈이며, 이

때문에 의공학, 의학계에서도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관

렇게 다수의 센서로부터 검출되는 데이터를 칼만 필터

절 운동의 측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23,24]가 보고되기 시

(Kalman filter)를 통해 보정[18-20]하여 최종적으로 방향

작하였으며,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측정 행위의 타당도

(orientation)정보를 회전 연산자(Quaternion or Euler

[24,25,26]

angle)의 형태로 나타낸다. 초기에는 주로 위성의 자세

의 장비들과 비교연구 되어 발표되었다[25,27-31]. 대부분의

제어나 비행기, 자동차등 교통 수단의 자세제어, 그리고

경우 영상분석을 이용한 동작분석장치가 gold standard

탄도 미사일의 궤도 수정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후에

로 사용되지만, 특정 연구에서는 관성측정장치 시스템의

응용분야가 넓어져 스포츠, 애니메이션, 보행분석의 분야

신뢰도가 더 높게 보고되기도 하였다[27,28].

에 많이 사용되었다[9].

및 신뢰도[27,28]와 같은 측정 정확도 연구들도 기존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매우 다양하

이 관성측정장치의 초기 모델은 인체 부착용으로

다. 목통증 환자들의 목관절 가동범위(range of motion,

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크기와 무게, 유선환경이 동

ROM) 측정에 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 연구[32], 인체의 하

작분석분야에 있어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지 운동을 측정한 연구들[33,34]이 있으며, 무릎관절의 굴곡

199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한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운동 측정에 영상 동작분석장치와 관성측정장치를 동시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과 결합하면

에 적용한 연구[16]등이 보고되었다. 인간의 이족 보행과정

서 그 크기와 질량이 줄어들고, 기존 장비에 비해 월등한

중 관찰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행 패턴을 관성측정장치로

경제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로 이 관성측정장치를 이

분석한 연구[25]도 있으며, 특이하게는 주파수대역 분석을

용한 인체 운동의 분석이 활발히 연구되었다[21,22], 최근에

통하여 운동의 종류를 분류하려고 시도한 연구[35]도 있다.

는 radio frequency(RF) 방식 또는 Bluetooth™ 방식과

특정 질병과 관련된 연구로는 중풍 후 후유증 환자들의

결합하여 더욱 편리한 측정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되

운동 능력 검사를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여 보

었다(<그림 1>).

고한 연구[36,37]가 있으며, 파킨슨병(Parkinson disease)
환자의 특징적인 상지의 휴식시 떨림(resting tremor)을
관성측정장치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통해 약물의 용량 및
투여 횟수 조절을 시도한 연구[38]도 있다. 파킨슨병 및 운
동신경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보행시에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성측정장치 시스템
이 사용된 연구[39]도 보고되었다.
가장 적용성이 넓은 시장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

<그림 1> Inertial measurement unit on market A) IMU transmitter B)
receiver C) antenna

야로서, 골프 스윙자세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관성측
정장치를 골츠채에 장착한 시스템을 보고[40]하거나, 테니
스 숙련도를 해석한 연구[41](<그림 2>), 스포츠 동작을 관
성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분류한 연구[진48]가 있
다. 해당 분야는 의료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성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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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eck muscles and their functions regarding cervical rotation
Muscle

<그림 2> Extracted

angular velocity at the waist during a tennis stroke.
Each graph shows the angular velocity at the waist in the
corresponding direction(anteroposterior, horizontal and axial).
This tennis player’s waist moves only in the axial direction 0.1
second before the stroke[41]

Flexion

Extesion

Rotation

int

int

int

Rectus capitis anterior

●

Rectus capitis lateralis

●

Longus capitis

●

Longus colli

●

ext

ext

ext

Lateral
Bending

Sternocleidomastoid

●

●

●

Anterior scalenes

●

●

●

Medial scalenes

●

●

●

Posterior scalenes

●

●

Rectus capitis post. maj.

●

Rectus capitis post. min.

●

Oblique capitis inf. & sup.

●

Semispinalis capitis

●

Splenius capitis

●

Longissimus capitis

●

Semispinalis cervicis

●

허가 사항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 및 적용

Splenius cervicis

●

가능성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실질

Longissimus cervicis

●

적으로 이미 적용되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를 사용하

Upper trapezius

●

●

●

Levator scapula

●

●

●

를 이용한 동작분석시스템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병의 진
단적 가치와 기능의 평가적 가치등에 있어서 그 규제와

고 있다.

●
●
●

●

int; intrinsic; ext: extrinsic
post.: posterior; inf.: inferior; sup.: superior; maj.: major; min.: minor

Ⅳ.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목관절 운동
연구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시스템의 적용 분야
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 원고에서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목관절 운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한 연구들을 소개하
려 한다.
인체의 목관절은 총 7개의 경추(cervical vertebra)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근육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뇌의 명령에 따라 여러개의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 이완
하여 원하는 운동을 수행하게 된다(<그림 3> & <표 1>).
목관절은 3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운동을 수행하여 두개
골의 회전운동과 제한된 직선운동을 구현한다. 관성측정

<그림 3> Muscles involved in extension movement

장치는 그 특성상 소량의 직선운동 변위를 정확하게 측정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전운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부학적 자세(anatomical
position)에 의하면, 인체의 회전운동은 세 개의 평면 –
수평면(transverse plane), 시상면(sagittal plane), 관상
면(coronal plane) - 에서 이루어진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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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살아있는 인체를 대상으로한 측정 연구가
아닌 것으로는, 자동차 충돌시 발생하는 편타성 손상
(whiplash trauma)에 관한 더미충돌실험 연구, 머리의
진동 자극 연구, 의료용 시신(cadavar)를 이용한 경추 관
절 연구등이 있다.

<그림 4> Anatomical reference planes and relative rotations

Ⅴ. 결 론

수평면은 지면과 평행인 면으로서, 좌우 축회전(left

본 원고에서는 현재까지 연구 개발되어 시판중인 동작

or right axial rotation)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되고, 시

분석장치의 종류를 개괄하고, 그 중 관성측정장치를 이용

상면은 굴곡(flextion)과 신전(extension)이 이루어지는

한 동작분석장치 및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다.

기준 평면이 된다. 마지막으로 관상면은 인체의 앞과 뒤

그리고 동작분석장치를 이용한 인체 측정 연구분야, 특히

를 구분하는 면으로서, 좌우 측굴(left or right lateral

의학적 측면에서 목관절의 움직임을 측정, 분석하는 다양

bending)이 이루어지는 기준면이 된다.

한 연구들을 주로 소개하였다. 오차의 누적, 회전 연산 처

가장 대표적인 목관절 측정 연구는, 목관절에 특별한

리의 복잡성, 복수 센서의 상대적 연산 등 관성측정장치

문제가 없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회전 각도 측정 연구

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한계점들이 앞으로 극복된다면,

[42-46]

인체 측정 및 의학적 응용에서 관성측정장치의 활용 범위

및 시스템 구성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목관절을 측정하기

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관성측정장치 부착 위치

위해서는 대부분 센서를 머리에 하나 부착하고, 몸통에
나머지를 부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42,44]. 목관절 회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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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한의학의 4가지 진단법 중에 절진은 손을 대어보고 진찰하는 방법이다. 절진의 한 요소인 맥진은 일반적으로 양손의 요골동맥의
부위에서 맥박 변화로 변증을 판단하는 진단법이다.
맥진은 병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의학의 맥진기는 맥상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측정방법 및 검출, 분류 방법이 각 맥진기마다 상이함으로 정량화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한의학 맥상에 부합하는 맥파의 패턴을 일정하게 재생시켜주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재현된 맥상은 대비가
명확하고 맥학에서 중요시하는 육요맥(지맥과 삭맥, 부맥과 침맥, 허맥과 실맥)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맥파재현장치로 지맥과 삭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스 코일 구조의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
구현하였다. 다양한 맥상을 적용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 맥파를 생성하거나 측정된 맥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부맥과 침맥은 압력에 따른 맥의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제작된 맥파재현장치로 육요맥의 맥상을 재생해보고
재현성을 확인해보았다. 육요맥의 첫 번째인 한열을 구분하기 위한 지맥과 삭맥은 보이스 코일을 이용하여 맥동의 움직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재현해주었다. 저장된 맥파의 경우, 재생 주파수는 125Hz이고, 임의 생성한 맥파의 경우 200Hz의 주파수를
가진다. 조절 가능한 분당 심박수는 최소 39회, 최대 292회까지 설정할 수 있다. 생성한 맥파로 맥파의 크기와 시간의 편차를
확인해본 결과, 진폭의 평균전압은 5.994V, 표준편차는 ±0.031이고, 시간의 평균은 750mSec, 표준편차는 ±0.603으로
측정되었다.
육요맥의 두 번째인 표리(부맥과 침맥) 구현을 위해 전자맥파재현장치의 압력센서로부터 가압량을 측정하여 맥파 출력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부맥과 침맥을 평가하기 위해 저장된 맥파를 사용해 가압에 따른 진폭변화를 확인하였다. 진폭이
최대인 평균맥압에서 평균전압은 3.368V, 표준편차는 최대 0.03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부맥과 침맥처럼 압력과 관련한 맥상을 전자맥파재현장치를 통해 추가적으로 재현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압력에 따른
출력비를 임의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육요맥의 마지막인 허실(허맥과 실맥)의 구현을 위해서 맥파 출력의 증감을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연산회로와 제어용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맥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맥파의 분석이 용이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맥과 단맥 그리고 세맥과 대맥의 경우, 복합적인 주변 영향으로 인해 분별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육요맥을 중심으로 현대 의학의 비침습적 심혈관계 진단기기 분석을 통해 한의학의 맥상 분석용 맥파재현장치를
개발하였다. 전자맥파재현장치는 가상의 혈압 곡선을 생성할 수 있고, 진단기를 통해 측정한 혈압곡선을 내장하여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 맥진기 개발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진단기기의 분석, 맥상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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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
2013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제3차 인공지능 붐」의 열기는 현재도 식을
줄을 모른다. 국내외의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한 신규사업을 전개」 「인
공지능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매수」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등, 인공지능에
관련된 뉴스를 안 보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1956년의 Dartmouth Conference를 계기로 시작된 인공지능은 금년에 60
세를 맞이했다. 60년간의 역사 중에서, 인공지능은 2번의 붐과 2번의 추운 시절
을 맞았었다. 세 번째가 되는 이번 붐은 무엇이 지금까지의 붐과 다른 것인가?
지금까지의 붐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지만, 현재의 붐은 기업의 「제품」이 아닌 「비즈니스」 그 자체
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점이 최대의 차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똑똑한 냉장고」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해 왔
지만, 이번 붐에서는 냉장고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내의 전 가전으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와 「택배」 「경비」 「외출 알림」등의 서비스를 똑똑하게 연대시킨 비즈니
스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아래, 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
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쓴 책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신규사업이라 해도 대응하
는 입장은 다양하겠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본서의 구성
본서는 6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전체상을 파악」
에서, 1990년 이후, 비즈니스의 가치원천이 어떻게 변화하고, 인공지능이 가치
원천에 어떻게 기여할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제2장 이후의 기업을 분석
하기 위한 틀을 소개한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에서는, 「농업」 「제조」 「자동차」 「주택」 「의료」의 5가지 영
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주요기업」
「주목기업」을 합쳐서 52개사의 기업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52개사 중, 거의 대
부분이 글로벌기업이란 것에 주목하고 싶다. 세계에서는, 누구든 아는 대기업부
터 벤처기업까지, 실로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한 신규비즈니스를 창출하
고 있는 것이다.

서평 작성자 : 이원규,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총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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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1. 04.-01. 08.

2017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s (COMSNETS)

Chancery Pavilion Hotel, Bangalore
(Bengaluru), India

www.comsnets.org

01. 05.-01. 0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Productivity Reliability,
Optimization and Modelling (ICQPROM)

Manav Rachna International
University, Faridabad, India

www.icqprom2017.org

01.05.-01. 06.

2017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and
Control (ISCO)

Karpagam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kceisco.com

01. 05.-01. 07.

2017 IEEE 7th International Advance Computing Conference

VNR VJIET, Hyderabad, India

iacc2017.com

01. 08.-01. 11.

2017 14th IEEE Annual Consumer Communications & Networking
Conference (CCNC)

Flamingo Las Vegas, NV, USA

ccnc2017.ieee-ccnc.org

01. 09.-01. 11.

2017 IEEE 7th Annual Computing and Communication Workshop
and Conference (CCWC)

Hotel Stratosphere, Las Vegas, NV,
USA

ieee-ccwc.org

01. 10.-01. 14.

2017 14th International Bhurban Conference on Applied
Sciences and Technology (IBCAST)

National Centre for Physics Quaid-iAzam University, Islamabad, Pakistan

www.ibcast.org.pk

01. 10.-01. 11.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Signal Processing (ICCCSP)

Sri Sivasubramaniya Nadar College of
Engineering, Chennai, India

icccsp.com

01. 12.-01. 13.

2017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Data
Science & Engineering- Confluence (Confluenc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Noida, India

www.amity.edu/aset/confluence2017

01. 15.-01. 18.

2017 IEEE Radio and Wireless Symposium (RWS)

Hyatt Regency Phoenix Downtown,
Phoenix, AZ, USA

www.radiowirelessweek.org

01. 16.-01. 1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Control,
Computing and Electronics Engineering (ICCCCEE)

Karary University, Omdurman Sudan

iccccee17.iccneee15.org

01. 16.-01. 19.

2017 22nd Asia and South Pacific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ASP-DAC)

Makuhari Messe, Chiba, Japan

www.aspdac.com

01. 18.-01. 20.

2017 Third Asian Conference on Defence Technology (ACDT)

TBD, Phuket, Thailand

www.acdt2017.com

01. 22.-01. 26.

2017 IEEE 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Rio Las Vegas Hotel and Casino, Las
Vegas, NV, USA

www.mems2017.org

01. 23.-01. 26.

2017 Annual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Symposium (RAMS)

Rosen Plaza Hotel, Orlando, FL, USA

www.RAMS.org

01. 26.-01. 29.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ICNC)

Santa Clara Marriott, Santa Clara, CA,
USA

www.conf-icnc.org/2017

01. 27.-01. 2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scent Technologies in
Engineering (ICNTE)

Fr. CRIT, Vashi, Navi Mumbai, India

www.fcrit.ac.in/icnte2017

01. 28.-02. 03.

2017 IEEE IAS Electrical Safety Workshop (ESW)

Peppermill Resort Spa Casino, Reno,
NV, USA

www.ewh.ieee.org/cmte/ias-esw

〉〉2017년 2월
02. 02.-02. 03.

2017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Integrated Networks (SPIN)

Dept. of ECE, ASET, Amity University,
India

amity.edu/spin2017/index.html

02. 03.-02. 04.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Electrical,
Electronics, Instrumentation and Media Technology (ICEEIMT)

Karunya University, Karunya Nagar,
Coimbatore, India

www.karunya.edu/ece/icieeimt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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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2. 03.-02. 05.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Trends & Innovation
in ICT (ICEI)

Pune Institute of Computer
Technology, Pune, India

www.icei.in

02. 04.-02. 08.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HPCA)

Hilton, Austin, TX, USA

http://www.hpcaconf.org/

02. 05.-02. 09.

2017 IEEE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San Francisco Marriott, CA, USA

www.isscc.org

02. 10.-02. 11.

2017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 Communication Technology (CICT)

ABES Engg College, Ghaziabad,
India

www.cict.abes.ac.in

02. 11.-02. 17.

2017 Inform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Workshop (ITA)

Catamaran Resort, San Diego, CA,
USA

http://ita.ucsd.edu/

02. 15.-02. 18.

2017 IEEE EMB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
Health Informatics (BHI)

Double Tree Hotel, Orlando, FL, USA

bhi.embs.org/2017/

02. 16.-02. 18.

2017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Economic Intelligence / IEEE Inter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Conference (SIIE/ITMC)

TBD, Marrakech, Morocco

www.ciems.ma/siie2017

02. 16.-02. 1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gorithms, Methodology,
Models and Applications in Emerging Technologies (ICAMMAET)

Bharath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CHENNAI, India

deanresearch@bharathuniv.ac.in

02. 16.-02. 1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CCE)

Best Western Plus Heritage, Cox's
Bazar, Bangladesh

www.cuet.ac.bd/ecce/

02. 19.-02. 22.

2017 19th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ICACT)

Pheonix Park Hotel, PyeongChang,
Korea (South)

WWW.ICACT.ORG

02. 20.-02. 23.

2017 IEEE 8th Latin American Symposium on Circuits & Systems
(LASCAS)

TBD, Bariloche, Argentina

www.ieee-lascas.org

02. 20.-02. 22.

2017 Seminar on Detection Systems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DAT)

Cercle National de l’Armée CNA
(Hotel), Algeria

www.seminaires-dat.dz/contenu_Eng/
Accueil.php

02. 21.-02. 23.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cs, Health &
Technology (ICIHT)

King Saud bin Abdulaziz University
for Health Sciences ,Riyadh, Saudi
Arabia

iciht.org/

02. 22.-02. 24.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CONIELECOMP)

Universidad de las Américas Puebla,
Cholula, Mexico

ict.udlap.mx/conielecomp/2017/

02. 22.-02. 24.

2017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ECCT)

SVS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icecct.com

02. 23.-02. 24.

2017 IEEE Power and Energy Conference at Illinois (PECI)

I Hotel and Conference Center,
Champaign, IL, USA

peci.ece.illinois.edu/

02. 23.-02. 24.

2017 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Computing Technologies
(PARCOMPTECH)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NIAS), Bangalore, India

parcomptech.garudaindia.in/2017

02. 23.-02. 24.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CCT)

SRI SAI RAM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www.sairam.edu.in/iccct17

02. 24.-02. 25.

2017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Systems (ICECS)

Karpagam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icecs.in

02. 24.-02. 26.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anagement, Analytics
and Innovation (ICDMAI)

Zeal Education Society, Pune, India

www.icdmai.com

02. 27.-03. 04.

2017 22nd International Scientific-Profess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T)

Hotel Zabljak, Zabljak, Montenegro

www.it.ac.me/eng/index.php

02. 28.-03. 02.

2017 IEEE Electron Devices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Conference (EDTM)

Toyam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Toyama, Japan

http://ewh.ieee.org/conf/edtm/2017

〉〉2017년 3월
03. 01.-03. 03.

2017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for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INDIACom)

Bharati Vidyapeeth’s Institute
of Computer Applications and
Management (BVICAM), New Delhi,
India

bvicam.ac.in/indiacom/

03. 01.-03. 04.

2017 3rd URSI Regional Conference on Radio Science (URSIRCRS)

Fortune Select Grand Ridge Hotel,
TIRUPATI, India

ursircrs2017.narl.gov.in

03. 02.-03. 04.

2017 Twenty-third 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NCC)

Center for Industrial Consultancy &
Sponsored Research, Chennai, India

ncc2017.org/

03. 02.-03. 04.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ICEE)

University of Eng. & Tech. Lahore,
Pakistan

www.uet.edu.pk/faculties/facultiesinfo/ee/
icee2017/index.html

71

전자공학회지 2016. 12 _

1003

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03. 03.-03. 04.

2017 Conference on Emerging Devices and Smart Systems
(ICEDSS)

MAHENDRA ENGINEERING
COLLEGE, India

www.mahendra.info/icedss2017

03. 04.-03. 11.

2017 IEEE Aerospace Conference

Yellowstone Conference Center, MT,
USA

www.aeroconf.org

03. 05.-03. 09.

ICASSP 2017 -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CASSP)

Hilton New Orleans Riverside, New
Orleans, LA, USA

http://www.ieee-icassp2017.org/

03. 06.-03. 09.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ynamic Spectrum
Access Networks (DySPAN)

Hyatt Regency Baltimore Inner
Harbor, Baltimore, MD, USA

www.ieee-dyspan.org/2017

03. 06.-03. 09.

2017 SIC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trol Systems (SICE
ISCS)

Okayama University, Okayama, Japan

thkatay@ipc.shizuoka.ac.jp

03. 09.-03. 11.

2017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Control &
Embedded Systems (ICPCES)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llahabad, India

nandkishor@mnnit.ac.in

03. 10.-03. 11.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ventive Communication and
Computational Technologies (ICICCT)

Ranganathan Engineering College,
India

icct2017.com/index.html

03. 11.-03. 11.

2017 IEEE Integrated STEM Education Conference (ISEC)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USA

ewh.ieee.org/conf/stem/index.html

03. 13.-03. 17.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PerCom)

Sheraton Kona Resort & Spa at
Keauhou Bay, Kailua-Kona, HI, USA

www.percom.org

03. 13.-03. 17.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CST)

Waseda-university Nishiwaseda
campus, Tokyo, Japan

aster.or.jp/conference/icst2017

03. 13.-03. 15.

2017 1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Electronic Design
(ISQED)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5001
Great America Pkwy, CA, USA

www.ISQED.org

03. 16.-03. 1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CMBEBIH)

International Burch University,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www.cmbebih.com

03. 16.-03. 1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and Embedded Drive
Control (ICPEDC)

Sri Sivasubramaniya Nadar College of
Engineering, ]Chennai, India

icpedc2017.org/

03. 16.-03. 18.

2 0 1 7 F o u r t h I n t e r n a t i o n a l C o n f e re n c e o n S i g n a l
Processing,Communication and Networking (ICSCN)

Anna University, Chennai, India

www.icscn.org

03. 17.-03. 18.

2017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Information,
Embedded and Communication Systems

karpagam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http://iciiecs.in

03. 18.-03. 22.

2017 IEEE Virtual Reality (VR)

Manhattan Beach Marriott, CA, USA

ieeevr.org

03. 19.-03. 24.

2017 11th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Palais des Congrès, Paris, France

www.eucap2017.org

03. 19.-03.22.

2017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onference
(WCNC)

HYATT REGENCY SAN FRANCISCO,
CA, USA

http://wcnc2017.ieee-wcnc.org/

03. 19.-03.22.

2017 IEEE World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NINE)

TBD, Santos, Brazil

www.edunine.eu/

03. 22.-03.24.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Communications,
Signal Processing and Networking (WiSPNET)

Sri Sivasubramaniya Nadar College of
Engineering, Chennai, India

www.wispnet2017.org

03. 22.-03.23.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 of Power, Energy
Information and Commuincation (ICCPEIC)

Adhiparasakthi Engineering College,
India

iccpeic.weebly.com

03. 22.-03.25.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Technology
(ICIT)

Hilton Toronto, ON, Canada

http://www.icit2017.org

03. 22.-03.24.

2017 51st Annu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 (C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D,
USA

ciss.jhu.edu

03. 23.-03.25.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echniques in
Control, Optimization and Signal Processing (INCOS)

Kalasalingam University, Srivilliputhur,
India

drdevaraj.in/incos17

03. 24.-03.31.

2017 IEEE Winter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WACV)

Hyatt Vineyard Creek Hotel, Santa
Rosa, CA, USA

medioni@usc.edu

03. 26.-03.30.

2017 International Applied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Society Symposium - Italy (ACES)

Grand Hotel Mediterraneo, Firenze,
Italy

www.aces-society.org

03. 26.-03.30.

2017 IEEE Applied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and Exposition
(APEC)

Tampa Convention Center, Tampa,
FL, USA

www.apec-conf.org

03. 30.-04.02.

SoutheastCon 2017

Embassy Suites Charlotte, NC, USA

sites.ieee.org/southeastc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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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03. 31.-04.02.

학술대회명
2017 IEEE Region 5 Meeting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Denver Marriott Tech Center, Denver,
CO, USA

lookjr@yahoo.com

〉〉2017년 4월
04. 02.-04. 07.

2017 12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ic Face &
Gesture Recognition (FG 2017)

DoubleTree by Hilton Washington DC,
Arlington, VA, USA

fg2017.org

04. 02.-04. 06.

2017 IEEE International Reliability Physics Symposium (IRPS)

Hyatt Regency Monterey, CA, USA

www.irps.org

04. 04.-04. 06.

2017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ling, Simulation, and
Applied Optimization (ICMSAO)

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United Arab Emirates

www.aus.edu/icmsao2017

04. 04.-04. 06.

2017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CICS)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rbid, Jordan

www.icics.info/icics2017/

04. 05.-04. 07.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Communication, Control and Automation (TICCA)

EASWARI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eie.srmeaswari.ac.in/ticca/

04. 05.-04. 0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ational Technologies (ICIEECT)

P ro f . S a l i m u z z a m a n S i d d i q u i
Auditorium, Karachi, Pakistan

indus.edu.pk/icieect2017/

04. 05.-04. 07.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Architecture
Workshops (ICSAW)

Lindholmen Science
Gothenburg, Sweden

www.icsa2017.org/

04. 06.-04. 0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Signal
Processing (ICCSP)

Digital Library Conference Hall.
Chennai, India

www.iccsp-apec.com/

04. 06.-04. 0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 Power
Analysis and Computing Techniques (ICTPACT)

Bharath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CHENNAI, India

deanresearch@bharathuniv.ac.in

04. 06.-04. 0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Electronics,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IESC)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Meghalaya, Shillong, India

iescnitm.org

04. 07.-04. 08.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Computing and IT Applications (CSCITA)

Hotel Kohinoor Continental, Mumbai,
India

http://www.cscita.sfitengg.org/index.html

04. 07.-04. 08.

2017 26th Wireless and Optical Communication Conference
(WOCC)

NJIT Campus Center, Newark, NJ,
USA

www.wocc.org

04. 07.-04. 08.

2017 IEEE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ICT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IAR)

EASWARI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www.ieeetiar.com/

04. 07.-04. 09.

2017 IEEE Region 2 Student Activities Conference (SAC)

Rowan University, Glassboro, NJ, USA

jgolzy@gmail.com

04. 08.-04. 09.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Convergence in
Technology (I2CT)

Courtyard by marriot Pune City
Centre, India

www.i2ct.in

04. 09.-04. 12.

2017 IEEE 35th VLSI Test Symposium (VTS)

Caesars Palace, Las Vegas, NV, USA

www.tttc-vts.org

04. 10.-04. 17.

2017 IEEE Power & Energy Society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ISGT)

Washington DC Hilton, DC, USA

roseanne.jones@ieee.org

04. 16.-04. 19.

2017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CIST)

Da Nang, Vietnam

conference.cs.cityu.edu.hk/icist/

04. 17.-04. 19.

2017 Intelligent Systems and Computer Vision (ISCV)

TBD, Fez, Morocco

www.fsdmfes.ac.ma/ISCV2017/

04. 17.-04. 21.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Internet (ICEI)

TBD, Beijing, China

www.energyinter.net.

04. 18.-04. 20.

2017 Integrated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onference (ICNS)

Westin Washington Dulles, Herndon,
VA, USA

www.i-cns.org

04. 18.-04. 21.

2017 IEEE 1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Imaging
(ISBI 2017)

Melbour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Melbourne, Australia

biomedicalimaging.org/2017

04. 18.-04. 21.

2017 IEEE Pacific Visualization Symposium (PacificVis)

Hoam Faculty House, Seoul, Korea
(South)

www.pvis.org/

04. 19.-04. 22.

2017 IEEE 3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ICDE)

Hilton San Diego - Mission Bay, San
Diego, CA, USA

icde2017.sdsc.edu

04. 19.-04. 21.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mTech)

ComTech-2017, Rawalpindi, Pakistan

icct2017.mcs.edu.pk/

04. 19.-04. 20.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Technologies,
Embedded and Intelligent Systems (WITS)

National School of Applied Sciences
of Fez, Morocco

www.wits2017.science-conferences.net/

04. 19.-04. 2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Packaging (ICEP)

Takinoyu Hotel, Yamagata, Japan

www.jiep.or.jp/i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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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4. 19.-04. 21.

2017 5th International Istanbul Smart Grid and Cities Congress
and Fair (ICSG)

Istanbul Congress Center, Istanbul,
Turkey

www.icsgistanbul.com/en/

04. 20.-04. 2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lectronics, Communication and
Aerospace Technology (ICECA)

R V S Te c h n i c a l
COIMBATORE, India

icoeca.com/index.html

04. 21.-04. 22.

2017 Innovations in Power and Advanced Computing
Technologies (i-PACT)

Vellor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Vellore, India

www.ipact2017.com

04. 23.-04. 26.

2017 IEEE Rural Electric Power Conference (REPC)

Hyatt Regency Columbus, OH, USA

www.ieeerepc.org

04. 24.-04. 28.

2017 IEEE International Magnetics Conference (INTERMAG)

Convention Centre Dublin, Ireland

http://intermag2017.com/

04. 24.-04. 27.

2017 Annual IEEE International Systems Conference (SysCon)

Marriott Chateau Champlain,
Montreal, QC, Canada

cdyer@conferencecatalysts.com

04. 24.-04. 26.

2017 Eighteenth International Vacuum Electronics Conference
(IVEC)

99 City Road Conference Centre,
London, United Kingdom

www.ivec2017.org

04. 24.-04. 27.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Systems and
Application (VLSI-TSA)

Ambassador Hotel Hsinchu,Taiwan

expo.itri.org.tw/2017vlsitsa

04. 24.-04. 28.

2017 25th Optical Fiber Sensors Conference (OFS)

Maison Glad Hotel, Jeju-Do, Korea
(South)

www.ofs-25.org

04. 24.-04. 27.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Systems and
Application (VLSI-TSA)

Ambassador Hotel Hsinchu, Taiwan

expo.itri.org.tw/2017vlsitsa

04. 25.-04. 28.

2017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Hotel Titania, Athens, Greece

educon-conference.org/

04. 25.-04. 26.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chnologies for
Homeland Security (HST)

Westin Hotel, Waltham, MA, USA

www.ieee-hst.org

04. 26.-04. 28.

2017 IEEE European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EuroS&P)

UPMC Campus Jussieu, Paris, France

www.ieee-security.org/TC/EuroSP2017/

04. 26.-04. 28.

2017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ve Maintenance
(ICOLIM)

Palais des congrès de Strasbourg,
STRASBOURG, France

www.icolim2017.org

04. 26.-04. 28.

2017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gital Forensic and
Security (ISDFS)

Petru Maior University of Tirgu Mures,
Tirgu Mures, Romania

isdfs2017.upm.ro/

04. 30.-05. 03.

2017 IEEE 30th Canadian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CECE)

Caesars Windsor, ON, Canada

www.ccece2017.ieee.ca

04. 30.-05. 03.

2017 IEEE Custom Integrated Circuits Conference (CICC)

Hotel Van Zandt, Austin, TX, USA

www.ieee-cicc.org

Campus,

〉〉2017년 5월
05. 01.-05. 04.

IEEE INFOCOM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Workshops (INFOCOM WKSHPS)

Sheraton Atlanta Hotel, Atlanta, GA,
USA

www.ieee-infocom.org/2017

05. 01.-05. 05.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ardware Oriented
Security and Trust (HOST)

The Ritz-Carlton, Tysons Corner,
McLean, VA, USA

www.hostsymposium.org

05. 02.-05. 04.

2017 Iranian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ICE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apmus, K. N. Toosi University of
Technology, Tehran, Iran

icee2017.kntu.ac.ir/en/

05. 03.-05. 05.

2017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s (ICT)

St. Raphael Resort, Limassol, Cyprus

www.ict-2017.org/

05. 04.-05. 06.

2017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Circuits and
Systems Technologies (MOCAST)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Thessaloniki, Greece

mocast.physics.auth.gr

05. 06.-05. 09.

2017 9th IEEE-GCC Conference and Exhibition (GCCCE)

Gulf Conference and Exhibition
center, Manama, Bahrain

ieee-gcc.org

05. 06.-05. 11.

2017 Joint IEEE–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pplications
of Ferroelectric (ISAF)/International Workshop on Acoustic
Transduction Materials and Devices (IWATMD)/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 (PF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s
Atlanta, GA, USA

isaf-iwatmd-pfm2017.weebly.com/

05. 08.-05. 12.

2017 IEEE Radar Conference (RadarConf17)

Westin Seattle, WA, USA

www.radarconf17.org

05. 08.-05. 12.

2017 Fifteenth IAP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Vision
Applications (MVA)

Toyoda Auditorium of Nagoya
University, Nagoya, Japan

www.mva-org.jp/mv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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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8.-05. 12.

2017 IFIP/IEEE Symposium on Integrated Network and Service
Management (IM)

Altis Grand Hotel, Lisbon, Portugal

im2017.ieee-im.org/

05. 08.-05. 10.

2017 IEEE Symposium on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ISPCE)

Holiday Inn San Jose - Silicon Valley,
CA, USA

psessymposium.org

05. 09.-05. 12.

2017 European Navigation Conference (ENC)

SwissTech Convention Center
Quartier Nord de l'EPFL Route LouisFavre 2 CH - 1024 Ecublens Ecublens
VD, Switzerland

enc2017.eu

05. 09.-05. 11.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FID (RFID)

Phoenix Convention Center, Phoenix,
AZ, USA

2017.ieee-rfid.org/

05. 11.-05. 1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end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cs (ICEI)

SCAD Colleg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Tirunelveli, India

icoei.com/index.html

05. 12.-05. 14.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Photography (ICCP)

Stanford University, CA, USA

gordon.wetzstein@stanford.edu

05. 13.-05. 1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System Innovation
(ICASI)

TBD, Sapporo, Japan

2017.icasi.asia/

05. 14.-05. 19.

2017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IJCNN)

WILLIAM A. EGAN CIVIC &
CONVENTION CENTER, Anchorage,
AK, USA

ijcnn.org

05. 14.-05. 17.

2017 IEEE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 (IMW)

Hyatt Regency Monterey, Monterey,
CA, USA

www.ewh.ieee.org/soc/eds/imw/

05. 15.-05. 17.

2017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terials and
Power Equipment (ICEMPE)

TBD, China

www.ICEMPE2017.org

05. 15.-05. 18.

2017 28th Annual SEMI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nference (ASMC)

Saratoga Springs City Center, NY,
USA

www.semi.org/en/asmc2017

05. 16.-05. 18.

2017 IEEE International Interconnect Technology Conference
(IITC)

Ambassador Hotel, Hsinchu, Taiwan

www.iitc-conference.org

05. 16.-05. 19.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Manufacturing (ICIEAM)

Peter the Great Saint-Petersburg
Polytechnic University, Russia

icie-rus.org/index-ieam.html

05. 17.-05. 18.

2017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CIT)

Al-Zaytoonah University of Jordan,
Amman, Jordan

icit.zuj.edu.jo/icit17

05. 17.-05. 19.

2017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oIC7)

Holiday Inn Melaka, Malaysia

www.icoict.org/

05. 18.-05. 25.

2017 IEEE-IAS/PCA Cement Industry Technical Conference

Marriott Calgary Downtown, AB,
Canada

www.cementconference.org

05. 19.-05. 20.

2017 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Trends in
Electronic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RTEICT)

Sri Venkateshwara College of
Engineering, Bengaluru, India

www.irteict.in

05. 20.-05. 28.

2017 IEEE/ACM 39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ICSE)

TBD, Buenos Aires, Argentina

icse2017.gatech.edu/

05. 21.-05. 25.

ICC 2017 -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Palais des Congrès - Porte Maillot,
France

www.ieee-icc.org/

05. 21.-05. 24.

2017 IEEE International Electric Machines & Drives Conference
(IEMDC)

Hilton Miami Downtown, FL, USA

http://iemdc.org/

05. 21.-05. 25.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Workshops (ICC Workshops)

Palais de Congress, France

www.ieee-icc.org/2017

05. 21.-05. 25.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cience (ICOPS)

Harrah's Atlantic City, NJ, USA

l.boyd@ieee.org

05. 22.-05. 26.

2017 40th International Conven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MIPRO)

Grand Hotel Adriatic Convention
Centre, Croatia

www.mipro.hr

05. 22.-05. 25.

2017 Progress In Electromagnetics Research Symposium
(PIERS)

Park Inn by Radisson Pribaltiyskaya
hotel, Russia

www.piers.org/piers2017StPetersburg/

05. 22.-05. 26.

2017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SP)

Fairmont San Jose, San Jose, CA,
USA

www.ieee-security.org/TC/SP-Index.html

05. 22.-05. 25.

2017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Politecnico di Torino, Italy

imtc.ieee-ims.org/

05. 22.-05. 23.

2017 IEEE Women in Enginee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WIE ILC)

San Jose Convention Center, CA, USA

www.ieee-wie-il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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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3.-05. 28.

2017 8th International IEEE/EMBS Conference on Neural
Engineering (NER)

Regal International East Asia Hotel,
Shanghai, China

www.neuro.embs.org/2017/

05. 24.-05. 26.

2017 American Control Conference (ACC)

Sheraton Seattle, WA, USA

acc2017.a2c2.org

05. 25.-05. 2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miz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PTIM) & 2017 Intl Aegean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Power Electronics (ACEMP)

Cheile Gradistei - Resort Fundata,
Moeciu

www.info-optim.ro

05. 25.-05. 25.

2017 IEEE Vision, Innovation and Challenges Summit & Honors
Ceremony

Palace Hotel - San Francisco, CA,
USA

http://ieee-vics.org/

05. 26.-05. 27.

2017 6th Data Driven Control and Learning Systems (DDCLS)

Convention Center of Chongqing
Jiaotong University, Chongqing, China

www.ddclo.org/2017ddcls/

05. 28.-05. 30.

2017 29th Chinese Control And Decision Conference (CCDC)

TBD, Chongqing, China

www.ccdc.neu.edu.cn/

05. 28.-05. 31.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ISCAS)

Baltimore Marriott Waterfront Hotel,
MD, USA

cdyer@conferencecatalysts.com

05. 28.-06. 01.

2017 2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IC's (ISPSD)

Royton Sapporo, Japan

www.ispsd2017.com/

05. 28.-05. 31.

2017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Control of
Industrial Processes (AdCONIP)

Howard Civil Service International
House, Taipei, Taiwan

adconip2017.org

05. 28.-05. 31.

2017 ISOCS/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Olfaction and
Electronic Nose (ISOEN)

McGill University, QC, Canada

isoen2017.org/

05. 29.-06. 03.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
Marina Bay Sands, Singapore

http://icra2017.org/

05. 29.-05. 31.

2017 24th Saint Petersbur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ICINS)

Concern CSRI Elektropribor, JSC,
Saint Petersburg, Russia

www.elektropribor.spb.ru/icins2017/eindex

05. 29.-06. 02.

2017 IEEE International Parallel and Distributed Processing
Symposium (IPDPS)

BuenaVista Palace Hotel & Spa, Lake
Buena Vista, FL, USA

WWW.IPDPS.ORG

05. 29.-06. 02.

2017 IEEE First Ukraine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KRCON)

NTUU Igor Sikorsky Kyiv Polytechnic
Institute, Kyiv, Ukraine

ukrcon.ieee.org.ua

05. 30.-06. 02.

2017 16th IEEE Intersociety Conference on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Phenomena in Electronic Systems (ITherm)

Diseney Swan Hotel, Orlando, FL,
USA

www.ieee-itherm.org

05. 30.-06. 02.

2017 IEEE 67th Electronic Components and Technology
Conference (ECTC)

Walt Disney Swan & Dolphin, Orlando,
FL, USA

www.ectc.net

05. 30.-06. 02.

2017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CyCon)

Swissotel Tallinn, Tallinn, Estonia

www.cycon.org

05. 31.-06. 02.

2017 IEEE Workshop on Power Electronics and Power Quality
Applications (PEPQA)

Universidad de los Andes, Bogota,
Colombia

miguelhernandez@ieee.org

05. 31.-06. 02.

2017 12th International Forum on Strategic Technology (IFOST)

University of Ulsan, Korea (South)

www.ifo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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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위성통신㈜

류장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02-2026-7700

http://apsi.co.kr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031-782-370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4 아이앤씨빌딩

031-696-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정재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26-33 WE빌딩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서초동, 나라빌딩)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권태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 1106호(삼평동) 070-7113-0975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장동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SK T-타워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831, 혜천빌딩 10F, 12F)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02-6959-7161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김경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02-2243-4011

http://www.nexpa.co.kr

02-710-5300

http://www.nurimedia.co.kr

넥서스칩스

Douglas M. Le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57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4층(문래동 6가)

㈜다빛센스

강영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1305 031-776-2511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2층)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G.D.S

이희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원시동)

031-8040-8000

http://www.daeduckgds.com

대덕전자

김영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031-599-8800

http://www.dae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 (원시동, 8-27블럭)

031-494-1141

http://www.dsec.co.kr

(재)대전테크노파크

권선택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042-930-2880

http://www.daejeontp.or.kr

㈜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최창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032-680-4700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16

031-330-550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042-930-3700

http://www.dmtpcb.co.kr

㈜디엠티

김홍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2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18층 (서현동 AK플라자) 031-786-4600

http://www.raon-tech.com

라이트웍스㈜

서인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4층 (신도리코빌딩)

http://www.lightworks.co.kr/

031-702-6171

만도

성일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02-6244-2114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02-789-0011

http://www.imbc.com

삼성전자

권오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화콘덴서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27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서연전자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424

http://www.dae-dong.biz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20층 2005호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3

http://www.sewon-teletech.co.kr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영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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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솔

이우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서울신기술센터 A동 202호 02-508-5656

http://www.sisoul.co.kr

실리콘마이터스

허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8층 1670-7665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http://www.siliconworks.co.kr

㈜싸인텔레콤

성기빈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9호 02-3439-0033

042-712-7700

http://www.signtelecom.com

(주)쏠리드

정준, 이승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씨자인

김정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4 보명프라자

070-4353-5852

http://www.cesign.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7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http://www.avagotech.kr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아이닉스

황정현

수원시 영동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동 1004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031-204-7333

02-2155-4710

http://www.eyenix.com

아이디어㈜

황진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번지 대원빌딩 5층

http://www.eyedea.co.kr

02-334-3309

㈜아이언디바이스

박기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9 예영빌딩 402호

02-541-2896

http://www.irondevice.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문정동)

02-3015-1300

http://www.ia-inc.kr

안리쓰코퍼레이션㈜

토루와키나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번지 H스퀘어 N동 5층 502호 031-696-7750

http://www.anritsu.com

㈜알파스캔 디스플레이

류영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202호		

http://www.alphascan.co.kr

에디텍

정영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벨리 B동 1003호 031-8018-877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박효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02-3469-2994

http://www.snetsystems.co.kr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6-8511

http://www.slworld.com

에이치앤티테크

강임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042-933-7228

http://www.hnt-tech.co.kr

㈜에이투테크

김현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5-6 상헌빌딩 3층

031-752-7363

http://www.a2tech.co.kr

엠텍비젼㈜

이성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6층 601호

031-627-0114

http://www.mtekvision.co.kr

㈜오픈링크시스템

성재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2 정연하이빌 402호

070-5025-0689

http://openlink.kr

우양신소재

윤주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21

053-383-5287

http://www.iwooyang.com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상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405호

070-7820-6300

http://www.innopiatech.com

주식회사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5 (둔촌대로457번길 14) 031-730-7300

http://www.ed.co.kr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2층

031-779-6700,6701

http://www.zaram.com/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031-789-7000

http://www.keti.re.kr

주식회사 제이엔티이엔지

최승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701호(상대원동, 중앙이노테크) 031-723-0855

http://www.jandt.co.kr

㈜제퍼로직

정종척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5 아주빌딩 1801호

070-7010-7790

http://www.zephylogic.com

㈜지에스인스트루먼트

고재목

인천시 남구 길파로71번길 70 (주안동)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19(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케이던스 코리아(유)
㈜코아리버

제임스 해댓
배종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9층(main office)/2층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클레어픽셀㈜

정헌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301호 031-8060-1440

http://www.clairpixel.com

키움인베스트먼트㈜

박상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16층 02-3430-4800

http://www.kiwoominvest.com/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신천동, 루터빌딩 19층~23층)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 빌딩

031-784-6800

http://www.tli.co.kr

파워큐브세미㈜

강태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3동 901호 032-624-3700

http://www.powercubesemi.com/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032-671-3842

http://www.fairchildsemi.com

㈜하이브론

이홍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안남로402번길 25 3층

070-4369-3973

http://www.hiv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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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영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7층 031-8061-0790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NG빌딩2층

http://www.agilent.co.kr

080-004-5090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02-405-5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성주동)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6번안길 35

042-610-1114

http://www.hanback.co.kr

한화탈레스

장시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비딩 (19,20층)

02-729-3030

http://www.hanwhathales.com

㈜핸즈온테크놀러지

강현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에이동 1901-1902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02-2608-2633

http://www.ezlab.com

현대로템

김승탁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031-596-9114

http://www.hyundai-rotem.co.kr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차인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74 현대차사옥 9층

1577-4767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오트론

김재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 IT 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케피코

박정국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031-450-9015

http://www.hyundai-kefico.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605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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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명단
회원명
가톨릭대중앙도서관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강릉대도서관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대도서관
경동대도서관
경주대도서관
건국대도서관
건양대중앙도서관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공업대도서관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도대도서관
경북대도서관
경북대전자공학과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일대도서관
경산대도서관
경상대도서관
경성대도서관
경희대학교
고려대과학도서관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공군사관학교도서관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공주대도서관
광명하안도서관
광운대도서관
국민대성곡도서관
김포대학도서관
국방대학교도서관
국방제9125부대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방위사업청
극동대학교도서관
금강대학교도서관
LG정밀(주)제2공장자료실
LG정보통신(주)자료실
금오공대도서관
남서울대도서관
단국대도서관

주 소

전 화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032-340-3607
경북안동시율세동393
032-340-3607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강원태백시황지동439
033-552-9005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033-250-9000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033-639-0371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054-770-5051
서울성동구모진동93-1
02-450-3852
충남논산시내동산30
041-730-5154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031-240-7135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031-496-4571
경남마산시월영동449
055-249-2906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054-650-0143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5-500 1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0-5506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054-479-1083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053-950-7790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경남진주시가좌동900
055-751-5098
부산남구대연동110-1
051-620-4394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031-201-3219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02-920-1709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031-280-4230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043-229-6085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041-506-5260, 5281
충남공주시신관동182
041-850-8691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031-680-6376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02-918-1021~2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02-910-4200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031-999-4126
서울은평구수색동205
02-300-2415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02-3400-2541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02-2079-5213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043-879-3568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041-731-3322
경기오산시가수동379
031-772-1171(318)
경북구미시공단동299
054-460-5311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054-461-0131~4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041-580-2076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152
189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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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csangji.ac.kr/~library/
http://211.114.218.253/
http://www.kt.ac.kr
http://library.kangwon.ac.kr
http://www.kyungdong.ac.kr
http://www.kyongju.ac.kr
http://www.konkuk.ac.kr
http://lib.konyang.ac.kr
http://203.249.26.247/
http://210.181.136.6/
http://library.kyungnam.ac.kr
http://libweb.kyongdo.ac.kr
http://kudos.knu.ac.kr
http://palgong.knu.ac.kr
http://www.kyungwoon.ac.kr
http://cham.kyungil.ac.kr
http://library.ksucc.ac.kr
http://library.gsnu.ac.kr
http://kulis1.kyungsung.ac.kr
http://library.khu.ac.kr
http://kulib.korea.ac.kr
http://kuslib.korea.ac.kr
http://www.afa.ac.kr
http://knulib.kongju.ac.kr
http://www.kmlib.or.kr
http://kupis.kwangwoon.ac.kr
http://kmulmf.kookmin.ac.kr
http://lbr.kimpo.ac.kr

http://dqaa.go.kr
http://www.add.re.kr
http://lib.kdu.ac.kr
http://lib.ggu.ac.kr
http://www.lginnotek.com
http://www.lge.co.kr
http://ran.kumoh.ac.kr
http://ness.nsu.ac.kr
http://www.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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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대구대도서관
대원공과대학도서관
동서울대학도서관
대전대도서관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대진대중앙도서관
대천대도서관
동강대도서관
동국대도서관
동서대도서관
동아대도서관
동양대도서관
동양공업전문대학도서관
동원대학술정보센터
두원공과대학도서관
만도기계중앙연구소
목원대도서관
목포대도서관
목포해양대도서관
배재대도서관
부경대도서관
부산대도서관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천대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삼지전자(주)
삼척산업대도서관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상주대도서관
상지대중앙도서관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삼성SDI
서강대도서관
서경대도서관
서울대도서관
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선문대도서관
성결대도서관
성균관대과학도서관
성남산업진흥재단(재)
성신여대도서관

81

주  소

전  화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안서동 산29)
041-550-1621
대구남구대명동2288
053-850-2081~6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043-649-3202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031-720-2191
대전동구용운동96-3
042-280-2673
대전동구삼성2동305-3
042-630-0616
대전중구문화동145-3
042-580-4255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031-535-8201~5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041-939-3026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062-520-2114
서울중구필동3가26
02-260-3452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051-320-1640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051-204-0171
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054-630-1053
서울구로구고척동62-160
02-610-1731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031-763-8541(140)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031-768-6211
대전중구목동24
042-252-9941~50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전남목포시죽교동572
061-240-7114
대전서구도마2동439-6
042-520-5252
부산남구대연3동599-1
051-622-3960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051-510-1814
부산남구우암동산55-1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032-610-3272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02-850-8167
강원삼척시교동산253
033-570-6278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041-550-5356
경북상주시가장동386
054-530-5641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033-730-0366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02-850-9142~3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292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031-288-4121
서울마포구신수동1-1
02-751-0141
서울성북구정릉동16
02-940-7036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5114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7278
서울도봉구공릉동172
02-972-1432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02-2245-8111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02-970-5305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02-2225-6613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041-530-2525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031-290-5114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031-758-9901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02-920-7275

홈페이지
http://dulis.anseo.dankook.ac.kr
http://love.taegu.ac.kr
http://lib.daewon.ac.kr
http://dlibrary.dsc.ac.kr
http://libweb.taejon.ac.kr
http://tjdigital.tnut.ac.kr
http://hanbat.metro.taejon.kr
http://library.daejin.ac.kr
http://www.dcc.ac.kr
http://dongkang.ac.kr
http://lib.dgu.ac.kr
http://libcenter.dongseo.ac.kr
http://av3600.donga.ac.kr
http://dyucl.dyu.ac.kr
http://www.dongyang.ac.kr
http://www.tongwon.ac.kr
http://www.doowon.ac.kr
http://www.mando.com
http://lib.mokwon.ac.kr
http://203.234.22.46/
http://lib.miryang.ac.kr
http://lib.mmu.ac.kr
http://libweb.pknu.ac.kr
http://pulip.pusan.ac.kr
http://www.pufs.ac.kr
http://www.bucheon.ac.kr
http://www.kiniti.re.kr
http://lib.samchok.ac.kr
http://san.sangju.ac.kr
http://lib.sangji.ac.kr
http://www.kitech.re.kr
http://www.ktl.re.kr
http://www.samsungSDI.co.kr
http://loyola1.sogang.ac.kr
http://lib.seokyeong.ac.kr
http://solarsnet.snu.ac.kr
http://cdserver.snut.ac.kr
http://plus.uos.ac.kr
http://lib.swu.ac.kr
http://www.scommtech.co.kr
http://delta.sunmoon.ac.kr
http://211.221.247.5
http://skksl.skku.ac.kr
http://www.ked.or.kr
http://lib.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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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세종대도서관
수원대중앙도서관
수원과학대도서관
순천대도서관
숭실대도서관
안동대도서관
안산1대학
안양대도서관
안양과학대학도서관
에스씨지코리아(주)
에이치텔레콤(주)
여수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영남대중앙도서관
영동공과대학도서관
오산전문대학도서관
(주)오피콤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용인대도서관
우리기술투자(주)
우송대중앙도서관
울산대중앙도서관
원광대중앙도서관
(주)원이앤씨
위덕대학교도서관
유한대학도서관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익산대학도서관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인제대도서관
인천대도서관
인천전문대도서관
(주)인텍웨이브
인하대도서관
인하공전도서관
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대도서관
호원대도서관
전주대중앙도서관
우석대학도서관
제주대도서관
중부대도서관
중앙대도서관
중앙대안성도서관
창원대학도서관
창원시립도서관

주 소

전 화

서울광진구군자동98
02-3408-3098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031-232-2101(378)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031-252-8980
전남순천시매곡동315
061-752-8131
서울동작구상도1동1-1
02-820-0114
경북안동시송천동388
054-850-523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031-400-6900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031-670-7557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031-441-1058~9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02-528-27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031-777-1331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061-659-2602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02-361-2114
경북경산시대동214-1
053-882-4134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043-740-1071~2
경기오산시청학동17
031-372-1181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02-3413-2500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043-730-6251
경기용인시삼가동470
031-30-5444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02-508-7744
대전동구자양동산7-6
042-630-9668~9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052-278-2472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063-850-5444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377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054-760-1051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02-975-0064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042-870-5230
전북익산시마동194-5
063-840-6518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02-3277-3137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055-320-3413
인천남구도화동177
032-774-5021~5
인천남구도화동235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02-3282-1185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62-0077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70-2091-3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061-360-5050
광주북구용봉동300
062-550-8315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063-450-7106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063-220-2160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063-273-8001(206)
제주제주시아라1동1
064-755-6141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041-750-6571
서울동작구흑석동221
02-815-9231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경남창원시퇴촌동234
055-283-2151
창원시반송동산51-5
055-281-6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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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julib.sejong.ac.kr
http://lib.suwon.ac.kr
http://www.suwon-sc.ac.kr
http://203.246.106.33/
http://oasis.soongsil.ac.kr
http://library.ajou.ac.kr
http://www.ansan.ac.kr
http://www.anyang.ac.kr
http://www.anyang-c.ac.kr
http://www.onsemi.com
http://www.htel.co.kr
http://www.yosu.ac.kr
http://library.yonsei.ac.kr
http://libs.yeungnam.ac.kr
http://210.125.191.101/
http://osanlib.osan-c.ac.kr
http://www.opicom.co.kr
http://www.ctech.ac.kr
http://www.yongin.ac.kr
http://www.wooricapital.co.kr
http://pinetree.woosongtech.ac.kr
http://library.ulsan.ac.kr
http://library.wonkwang.ac.kr
http://lib.uiduk.ac.kr
http://ic.yuhan.ac.kr
http://www.kma.ac.kr
http://library.iksan.ac.kr
http://ewhabk.ewha.ac.kr
http://ilis1.inje.ac.kr
http://wlib.incheon.ac.kr
http://www.icc.ac.kr
http://www.intechwave.com
http://library.inha.ac.kr
http://library.inhatc.ac.kr
http://www.chunnam-c.ac.kr
http://168.131.53.95/
http://indang.howon.ac.kr
http://lib.jeonju.ac.kr
http://library.woosuk.ac.kr
http://chulic.cheju.ac.kr
http://www.joongbu.ac.kr
http://www.lib.cau.ac.kr
http://www.alib.cau.ac.kr
http://lib.changwon.ac.kr
http://city.changwon.kyong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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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청양대도서관
청주대도서관
천안대도서관
천안공업대자료실
한국철도대학도서관
초당대도서관
충북대도서관
충주대도서관
탐라대도서관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포항공과대학도서관
한경대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한국항공대도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한국해양대도서관
한동대도서관
한세대도서관
한양대도서관
한양대안산도서관
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해군사관학교도서관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SK 하이닉스 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협성대학술정보관
혜전대도서관
한라대학
한서대도서관
호남대도서관
호서대도서관
홍익대도서관
홍익대문정도서관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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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043-229-8648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충남천안시부래동275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031-454-4019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061-450-1901~3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043-261-3114~9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043-842-7331~5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064-735-2000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054-275-0900
경기안성시석정동67
031-670-5041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031-790-6597
경기광주시 역동 181-3
031-764-3301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042-861-1234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02-962-8801(2418)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041-560-1253~4
서울종로구동숭동169
02-7404-381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031-496-8002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02-6009-8034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031-309-4130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031-289-4015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042-865-5875
대전유성구가정동161
042-860-5807
대전유성구가정동90
042-823-5201(592)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031-461-8531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031-309-1862
대전유성구어은동52
042-868-7811
부산영도구동삼동1
051-414-0031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031-450-5165
서울성동구행당동17
02-209-2114
경기안산시대학동396
031-869-2111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055-549-3602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031-630-4514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031-299-0658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041-630-5167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031-760-1184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041-660-1114
광주광산구서봉동59-1
062-940-5183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041-540-5080~7
서울마포구상수동72-1
02-334-0151(409)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041-860-2241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053-850-3264

홈페이지
http://www.cheongyang.ac.kr
http://wuam.chongju.ac.kr
http://moon.chonan.ac.kr
http://www.cntc.ac.kr
http://library.krc.ac.kr
http://library.chodang.ac.kr
http://cbnul.chungbuk.ac.kr
http://chains.chungju.ac.kr
http://www.tamna.ac.kr
http://www.postech.ac.kr
http://www.hankyong.ac.kr
http://hanamlib.go.kr
http://www.icpc.ac.kr
http://darwin.kaist.ac.kr
http://161.122.13.12/
http://dasan.kut.ac.kr
http://knoulib.knou.ac.kr
http://www.kpu.ac.kr
http://www.itep.re.kr
http://weblib.hufs.ac.kr
http://www.kopec.co.kr
http://www.kepri.re.kr
http://www.etri.re.kr
http://www.komsep.com
http://www.krri.re.kr
http://210.119.25.2/
http://www.kari.re.kr
http://kmulib.kmaritime.ac.kr
http://salt.handong.edu
http://lib.hansei.ac.kr
http://library.hanyang.ac.kr
http://information.hanyang.ac.kr
http://www.navy.ac.kr
http://www.hyundai-motor.com
http://hulins.hyupsung.ac.kr
http://www.hyejeon.ac.kr
http://lib.halla.ac.kr
http://library.hanseo.ac.kr
http://library.honam.ac.kr
http://library.hoseo.ac.kr
http://honors.hongik.ac.kr
http://shinan.hongik.ac.kr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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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초록 게재 안내
본 학회에서는 전자공학회지에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의 학위 논문초록을 게재하고 있으니
해당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단,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내에 제출해 주시는 것에 한함.)

성    명
학위취득
현 근무처
(또는 연락처)
학위논문 제목

(국문)                 (한문)                 (영문)
학 교 명             대학교         학과

생년월일

취득년월             년         월

지도교수

년     월     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국문
영문

KEY WORD
국문 초록(요약) : 1000자 이내
보내실 곳 _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사무국 회지담당자앞
E-mail : edit@theieie.org
TEL : (02)553-0255(내선 3)
FAX : (02)552-6093

이 학술지는 정부재원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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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 납부 및 유효기간
2017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6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2017년도 회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2017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에 한합니다.
평생회원님 및 이미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께서는 학회에서 정리관계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이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요.
◆ 2017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회 원： 70,000원 (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입회비 면제)
•평생회원： 700,000원
- 평생회비 할인 제도 : 학회 홈페이지 안내 참조
- 평생회비 분납 제도(1년 한) : 평생회비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회원 담당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비의 납부방법
신용카드(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 (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다년 학생회원 가입 및 회비 할인 제도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7년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3년 90,000원(1년당 30,000원) → 3년 70,000원(22.2% 할인)
4년 120,000원(1년당 30,000원) → 4년 90,000원(25% 할인)
5년 150,000원(1년당 30,000원) → 5년 110,000원(26.7% 할인)

5. IEEE 회비 10% 할인(Due 해당액)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IEEE와 MOU체결을 통해 우리학회 회원의 경우 IEEE 회비의 할인(Due 금액의 10%)이 가능하오니, IEEE에 신규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실 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 https://www.ieee.org/membership-catalog/index.html?N=0

6. 문의처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김천일 과장(회원담당)
(02-553-0255(내선 1번)) / E-mail : webmaster@theieie.org

전자공학회지 2016.12월호_레이아웃 1 16. 12. 14 오후 2:39 페이지 1

ISSN 1016-9288
제43권

12호

2016년 12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제
4
3
권

vol.43. no.12

제
12
호

(
2
0
1
6
년

한의(韓醫) 의료기기 개발현황

12

•맥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KIOM 연구 개발 현황

월

•한방 의료기기 요구사항 및 개발동향

)

•설진기의 개발 동향

한 의 韓( 醫 의
) 료기기 개발현황

•한방 의료기기 표준화 동향
•심혈관계 시뮬레이터의 개발 동향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한 동작분석장치 개발 및 목관절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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