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

공동주최 | 스마트 생산장비 PHM 기술 기초연구실 연세대학교 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후

원|

후원/전시/광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최

PHM Premier Club Silver

스마트 생산장비 PHM 기술 기초연구실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연세대학교 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전시 / 광고

PHM Premier Club Gold

국가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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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국내외 기업체,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4차 산업혁명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COVID-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PHM 기술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산·학·연·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회에서는 올해 초 COVID-19의 확산에 따라 PHM Korea 2020을 기존 4월에서 7월 21일(화)
부터 23일(목)까지 한차례 연기하였으며 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예정대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COVID-19이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조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적극 준수
하며 철저한 방역 속에서 학술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PHM” 이라는 주제로 산업적용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한전의 디지털변환”의 제목으로 한국
전력 디지털변환처 한상규 처장의 기조강연과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여정”이라는 주제의
SK 하이닉스 송창록 부사장의 기조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강연에 이어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전·전력설비” 및 “제조산업” 패널토의를 통해 PHM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PHM적용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는 22건의 초청강연 및
3건의 유망과학자의 강연과 함께 다양한 주제(기계 시스템 진단기술, 스마트팩토리, 조선플랜트
PHM 응용, 원자력과 PHM 그리고 AI, 미래모빌리티 차량, Mobility toward PHM, 열화상 PHM,
인공지능의 산업 적용, PHM 위한 신호처리)의 특별세션도 예정되어 있어 최신 PHM기술 동향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VID-19의 극복과 PHM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PHM Korea 2020 개최에 아낌없는 성원
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조직위원회 위원,
학회 임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회 회원사 및 PHM
Premier Club 기관(업), 전시부스 및 광고 참여 업체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 회 장
윤병동 회장(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조직위원회
조 직 위 원 장 ｜ 이 종 수 수석부회장(연세대학교)
학 술 위 원 장 ｜ 김 흥 수(동국대학교)
학술부위원장 ｜ 이 상 원(성균관대학교)
산 업 위 원 장 ｜ 박 종 원(한국기계연구원)
산업부위원장 ｜ 강 종 수(한국자동차연구원)
사 무 총 장 ｜ 전 홍 배(홍익대학교)
사 무 부 총 장 ｜ 허 균 영(경희대학교)
오 기 용(중앙대학교)

회원 및 연구자분들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성 시 일(경기대학교)

18

PHM Korea 2020 조직위원장

이 종 수

사단법인 한국PHM학회 회장

윤 병 동

최 재 식(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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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 Korea 2020 COVID-19 예방 수칙
1

2

3

학술대회 안내

출입 등록 QR코드

21 PHM Korea 2020 COVID-19 예방 수칙
22 오시는 길
23 등록 안내 및 기타안내

4

모든 참가자
출입자 명부 등록(매일)

<1차 발열 체크>
호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통과

마스크 착용 필수

5

6

24 구두/포스터 발표 안내
25 좌장 안내 및 시간표
26 행사장 배치도
27 전시회 출품 현황

<2차 발열 체크>
개별 체온 측정

입장 시 거리두기 시행
앞사람과 일정거리 이상
간격을 지켜주세요.

스티커 발급
요일 별로 색상이
상이합니다. 명찰 수령 후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체온이 37.5도 이상 참가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8

7

9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PHM
입장 시 손 소독

참가자 방역 키트 제공

행사장 주요 구역에
손소독제 배치합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물티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필요 시 등록처에
문의바랍니다.

12

11

의자 간격 거리두기

위생장갑 및
페이스쉴드 구비

행사장 출입구, 손잡이,
화장실 등 특별 방역 소독

참가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즉시
등록데스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내 자가격리실이 마련되어있으며, 서초구
보건소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모든 상황을 참가자에게
휴대폰으로 공지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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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오시는길

등록 안내
◀강

아래 등록비에는 학술대회, 전시회, 프로그램북 및 기념품, 중식 2회, 만찬 1회, 커피브레이크 포함되어있습니다.

남

▶ 자가용 이용 시

실▶

구 분

송파/잠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서초구청

▶ 주변 지하철

서초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타는곳

동

◀사당

[도보]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헌)역
5번 출구 도보 약 10 분

일반

3호선
양재역

학생

예술의전당

만찬권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셔틀버스]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 셔틀버스 이용

윤봉길의사 기념관

터
가락

장

양재

랜드

브

하이

코

▶

[일반 간선 버스(파랑)]
405번, 421번, 140번, 470번, 441번

20만 원

25만 원

비회원

24만 원

29만 원

-

10만 원

-

* 취소 및 환불

발 표 자: 2020년 7월 3일(월)까지 100% 환불
일반참가자: 2020년 7월 13일(월)까지 100% 환불
※ 위 제시된 날짜 이 후 환불불가

부
산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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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 셔틀버스 노선도

양재역 인천공항버스 정류장(6009번)
시간

41만 원

* 미납회원의 경우 연회비 납부 후 회원가를 적용합니다.

화물터미널

과천

◀

호텔

35만 원

36만 원

* 등록비 당 발표는 1회만 가능합니다. 추가 발표를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IC

양재

트

스

코

30만 원

* 비회원 등록 시 1년간 회원혜택 부여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성남

▶ 주변 버스정류장

회원
비회원

* 만찬권은 상황에 따라 현장구매 불가하므로 가급적 사전등록을 이용바랍니다.

꽃시

[마을버스]
3호선 양재역 10번, 11번 출구 -> 서초08번,
20번 마을버스 이용 -> 호텔 후문 하차

일 반 (2020년 7월 7일부터)

* 학생등록자는 명찰 수령 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

센
AT

사 전 (2020년 7월 6일까지)

호텔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양재역
공항버스 정류장(6009번)

호텔
양재역

05:00

50분

-

-

06:00 ~ 07:00

20분, 50분

00분, 30분

05분, 35분

08:00

10분, 30분, 50분

-

00분, 20분, 40분

09:00

10분, 40분

-

00분, 20분, 50분

10:00

10분, 40분

-

20분, 50분

11:00

10분, 30분, 50분

-

20분, 40분

12:00

10분, 30분, 50분

-

00분, 20분, 40분

13:00

10분, 40분

-

00분, 20분, 50분

14:00

10분, 40분

-

20분, 50분

15:00

10분, 40분

20분, 50분

30분

16:00

10분, 40분

20분, 50분

00분, 30분

17:00 ~ 18:00

10분, 30분, 50분

-

00분, 20분, 40분

19:00

10분, 40분

-

00분, 20분, 50분

20:00 ~ 22:00

10분, 40분

-

20분, 50분

▶ 개회식

-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08:40~09:00
- 장 소 : 가야금(2F)

▶ 중 식 1일차

-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2:40~13:40
- 장 소 : 가야금A(2F), 가야금B(2F), 거문고B(3F), 거문고C(3F)
※ 발표장에서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가자께서는 발표장에 착석하시어 명찰 뒷면의 쿠폰을
호텔직원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 일 시 : 2020년 7월 23일(목) 12:40~13:40
- 장 소 : 포시즌(컨벤션센터, 1F)
※ 입장 시 명찰 뒷면의 쿠폰을 호텔직원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찬

-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8:10~
- 장 소 : 거문고B, C(3F)
※ 만찬장 입장 시 명찰 뒷면의 쿠폰을 호텔직원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

-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 23일(목)
- 장 소 : 가야금 로비(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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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구두발표/포스터발표 참가안내

좌장 안내 및 시간표

※ 발표유형별 시간안내

1. 본 프로그램의 좌장별 시간표를 참조하여 담당 세션의 시간과 발표장을 미리 확인하신 후, 세션 시작 전 발표장에 입장하여
모든 발표자의 출석을 확인하여 발표진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기조강연 : 50분 (강연 40분 + 질의응답 10분)
- 초청강연 : 30분 (강연 20분 + 질의응답 10분)

2. 발표유형별 시간안내
▷ 기 조 강 연 : 50분 (강연 40분 + 질의응답 10분)
▷ 초 청 강 연 : 30분 (강연 20분 + 질의응답 10분)
▷ 구 두 발 표 : 20분 (강연 15분 + 질의응답 5분)
▷ 포스터발표 : 60분 (7월 22일(수) 17:00~18:00)

- 구두발표 : 20분 (강연 15분 + 질의응답 5분)
- 포스터발표 : 60분 (7월 22일(수) 17:00~18:00)

3. 발표자 중에서 우수발표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세션 종료 후 등록처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구두발표

No.

성 명

일 자

시 간

세션장

1

권대일(성균관대학교)

2020. 7. 23.(목)

09:00~09:50

가야금 (2F)

2

김주형(인하대학교)

2020. 7. 23.(목)

13:40~15:10

가야금 B (2F)

SS 열화상 PHM

2. 한 편의 구두발표에 할당된 시간은 질의응답(5분) 포함하여 20분이므로, 15분 내에 발표를 종료해야 합니다.

3

김흥수(동국대학교)

2020. 7. 22.(수)

11:10~12:40

거문고 C (3F)

유망과학자

4

노유정(부산대학교)

2020. 7. 22.(수)

17:00~18:00

거문고 A (3F)

포스터세션

3. 모든 발표자는 해당 세션시작 전 발표장에 도착하여 좌장에게 출석을 알린 후, 각 발표장에 설치된 노트북에
자료를 저장하여 발표 준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는 USB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준비)

5

문장혁(중앙대학교)

2020. 7. 23.(목)

11:10~12:40

거문고 C (3F)

반도체/전자 PHM

6

박종원(한국기계연구원)

2020. 7. 22.(수)

11:10~12:40

가야금 B (2F)

SS 기계시스템 진단기술

7

배석주(한양대학교)

2020. 7. 23.(목)

15:30~17:00

거문고 C (3F)

SS PHM 위한 신호처리

8

백동천(한국기계연구원)

2020. 7. 22.(수)

15:30~17:00

가야금 B (2F)

자동차II

9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2020. 7. 22.(수)

13:40~15:10

거문고 B (3F)

항공/국방 I

10

성시일(경기대학교)

2020. 7. 22.(수)

15:30~17:00

거문고 B (3F)

항공/국방 II

11

신종호(조선대학교)

2020. 7. 22.(수)

17:00~18:00

거문고 A (3F)

포스터세션

▶ 포스터발표

12

오기용(중앙대학교)

2020. 7. 23.(목)

13:40~15:10

가야금 A (2F)

SS Mobility toward PHM

13

오기용(중앙대학교)

2020. 7. 22.(수)

09:00~09:50

가야금 (2F)

1. 포스터 발표자는 각자의 논문번호를 본 프로그램의 발표시간표 또는 세션별 논문제목에서 확인한 후, 논문 번호
별 포스터 판넬에 발표 시간 10분전까지 포스터를 부착하여 발표준비를 완료하십시오.

14

오종석(공주대학교)

2020. 7. 22.(수)

13:40~15:10

가야금 B (2F)

자동차I

15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2020. 7. 22.(수)

13:40~15:10

가야금 A (2F)

화력/풍력 디지털트윈

16

유용균(한국원자력연구원)

2020. 7. 22.(수)

15:30~17:00

가야금 A (2F)

SS 원자력과 PHM 그리고 AI

17

윤양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0. 7. 22.(수)

17:00~18:00

거문고 A (3F)

포스터세션

18

윤주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0. 7. 23.(목)

11:10~12:40

거문고 B (3F)

스마트제조 I

19

이상원(성균관대학교)

2020. 7. 22.(수)

11:10~12:40

거문고 B (3F)

SS 스마트팩토리

1. 모든 구두발표자는 프로그램상의 각 발표자별 시간표를 참조하여 발표세션과 발표시간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4. 우수발표자 약간 명을 선정하여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합니다. 발표과정이나 내용과 함께 발표자료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인쇄된 발표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세션 시작 전에 담당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포스터는 준비된 판넬의 정해진 규격(90×120cm)에 맞게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내용(글씨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작성바랍니다.
3. 부착에 필요한 문구류(테이프 또는 압핀)는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기조강연 I

20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2020. 7. 23.(목)

13:40~15:10

거문고 B (3F)

스마트제조 II

4. 포스터 발표시간 동안 발표자는 포스터 판넬 앞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전홍배(홍익대학교)

2020. 7. 22.(수)

13:40~15:10

거문고 C (3F)

SS 조선/플랜트 PHM 응용

22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2020. 7. 23.(목)

15:30~17:00

가야금 A (2F)

송변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3

최재식(한국과학기술원)

2020. 7. 23.(목)

15:30~17:00

거문고 B (3F)

SS 인공지능의 산업적용

5. 학생 포스터 발표자를 대상으로 우수발표자 약간 명을 선정하여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합니다.

24

최해진(중앙대학교)

2020. 7. 23.(목)

11:10~12:40

가야금 B (2F)

SS 미래모빌리티 차량

25

최현석(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0. 7. 23.(목)

11:10~12:40

가야금 A (2F)

발전전력 PHM

26

하정훈(홍익대학교)

2020. 7. 22.(수)

17:00~18:00

거문고 A (3F)

포스터세션

27

하종문(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0. 7. 23.(목)

15:30~17:00

가야금 B (2F)

솔루션

28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2020. 7. 23.(목)

13:40~15:10

거문고 C (3F)

중공업/융복합

29

허균영(경희대학교)

2020. 7. 22.(수)

11:10~12:40

가야금 A (2F)

원자력/발전

6. 포스터 게재물은 발표시간 종료 후 철수 바랍니다. 철수되지 않은 포스터는 사무국에서 임의로 철거할 예정
이며, 반환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24

세션명
기조강연 II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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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행사장 배치도
▶ 가야금로비
등록데스크
전시회

전시회 출품 현황
회 사 명

2F
가야금 A

▶ 가야금

가야금 B

서울대학교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대 표 자

윤병동

홈 페 이 지

출품품목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사업 홍보

담 당 자

박 서 영 연구원

이메일/연락처

부스위치

1

http://shrm.snu.ac.kr/

wpsy99@snu.ac.kr / 02- 880-1664

기조강연
패널세션
회 사 명

▶ 가야금 A
구두발표
중식(7/22)

등록

Viola
⑩ ⑨

①
②

③

④

대 표 자

정현수

출품품목

Velodyne LiDAR, UAV Solution

담 당 자

김 명 진 팀장

포스터세션(7/22)
참가자 휴게공간(7/23)

⑤

⑥

⑦

⑧

3F
거문고 A

▶거문고 B

거문고 B

구두발표
중식(7/22)
만찬
Office

http://www.lumisol.co.kr/

이메일/연락처

lidar@lumisol.co.kr / 031-295-2155

거문고 C

제이와이텍코리아

Violin

Cello

※ 중식(7/23) : 컨벤션 센터 1F 포시즌(단체식당)

부스위치

김 마이클주엽

출품품목

Fan Vibration Monitoring (MCM-6100), Vibration Cloud Monitoring (MCM-6100),
Vibration Analysis system (PXI), Portable Sound & Vibration Monitoring (Portable MCM-6100), DSA, DAQ
Modules(USB, PXI)

담 당 자

김영환

Stage

홈 페 이 지

3

대 표 자

회 사 명

▶거문고 C
구두발표
중식(7/22)
만찬

홈 페 이 지

2

발열체크(2차)
자가문진표

회 사 명

▶거문고 A

부스위치

등록

▶ 가야금 B
구두발표
중식(7/22)

(주)루미솔

이메일/연락처

(주)프론티스

http://kr.jytek.com/

korea@jytek.com / 031-708-9910

부스위치

대 표 자

정현석

홈 페 이 지

출품품목

PHM/CBM+ 분석 솔루션 ‘MADe’, 상태 모니터링 및 고장예지 관리 솔루션 ‘LABspider’

담 당 자

허 은 욱 주임연구원

이메일/연락처

4

http://frontis.co.kr/

frontis@frontis.co.kr / 031-695-6988

전시참여업체
1

서울대학교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6

LG전자 생산기술원

회 사 명

2

㈜루미솔

7

케이티엠엔지니어링㈜

대 표 자

윤병동

3

제이와이텍코리아

8

㈜브이이엔지

4

㈜프론티스

9

비앤에프테크놀로지(주)

출품품목

산업용 데이터 예측 진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산업용 데이터 예측용 IIoT 시뮬레이터

5

㈜원프레딕트

10

㈜인이지

담 당 자

윤 다 미 과장

26

(주)원프레딕트

부스위치
홈 페 이 지

이메일/연락처

5

http://onepredict.com

onepredict@onepredict.com / 02-884-1664

27

학술대회 안내
전시회 출품 현황
회 사 명

LG전자 생산기술원

부스위치

대 표 자

홍순국

홈 페 이 지

출품품목

업체 소개 자료 및 영상, 기술 소개 포스터, 채용부스 운영

담 당 자

감 태 진 선임연구원

이메일/연락처

6

http://www.lge.co.kr

Taejin16.kim@lge.com / 010-3052-1742

프로그램 안내
총괄일정표 30

회 사 명

케이티엠엔지니어링㈜
홈 페 이 지

7

송영천

출품품목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용 감속기 고상 진단 모듈, PCB & IMI Sensors, Trend Recorder, VWD, CSI 2140, CoCo-80X

담 당 자

박 보 하 사원

이메일/연락처

http://www.ktmeng.com

ktme@ktme.com / 031-628-6070

(주) 브이이엔지

부스위치

대 표 자

김창훈

출품품목

Abaqus, Isight, TOSCA, fe-safe 등 다쏘시스템 SIMULIA 제품

담 당 자

백 승 훈 전무

회 사 명

홈 페 이 지

이메일/연락처

비앤에프테크놀로지(주)

대 표 자

서호준

출품품목

플랜트 설비 관리 통합 솔루션, 고장 예측 솔루션

담 당 자

곽 다 연 대리

회 사 명

홈 페 이 지

이메일/연락처

(주)인이지

대 표 자

최재식

출품품목

인공지능 기반 자동제어 SW 홍보

담 당 자

최 재 식 대표이사

기조강연 34
패널토의 36

대 표 자

회 사 명

28

부스위치

초청강연 38
유망과학자 39

8

http://www.veng.com

support@veng.co.kr / 031-718-8503

부스위치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PHM
9

http://www.bnftech.com/

inquiry@bnftech.com / 042-939-9114

부스위치
홈 페 이 지

http://www.ineeji.com/kor/

이메일/연락처

jaesik@ineeji.com / 010-7216-976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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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총괄일정표(구두)
시간/장소
08:30~08:40
08:40~08:50
08:50~09:00
09:00~09:10
09:10~09:20
09:20~09:30
09:30~09:40
09:40~09:50
09:50~10:00
10:00~10:10
10:10~10:20
10:20~10:30
10:30~10:40
10:40~10:50
10:50~11:00
11:00~11:10
11:10~11:20
11:20~11:30
11:30~11:40
11:40~11:50
11:50~12:00
12:00~12:10
12:10~12:20
12:20~12:30
12:30~12:40
12:40~12:50
12:50~13:00
13:00~13:10
13:10~13:20
13:20~13:30
13:30~13:40
13:40~13:50
13:50~14:00
14:00~14:10
14:10~14:20
14:20~14:30
14:30~14:40
14:40~14:50
14:50~15:00
15:00~15:10
15:10~15:20
15:20~15:30
15:30~15:40
15:40~15:50
15:50~16:00
16:00~16:10
16:10~16:20
16:20~16:30
16:30~16:40
16:40~16:50
16:50~17:00
17:00~17:10
17:10~17:20
17:20~17:30
17:30~17:40
17:40~17:50
17:50~18:00
18:00~18:10
18:10~18:20
18:20~18:30
18:30~18:40
18:40~18:50
18:50~19:00
19:00~19:10

7월 22일(수)

7월 21일(화)

가야금 A (2F)

가야금 B (2F)

거문고 B (3F)

거문고 C (3F)

[등 록] (08:00~, 가야금 로비 2F)
[개회식] 가야금 (2F)
[기조강연 I]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한전의 디지털변환 - 한상규 처장 (한국전력 디지털변환처)
가야금 (2F)

[패널토의 I]
제조설비 건전성관리(PHM)의 현재와 미래 (발전·전력설비)
가야금 (2F)

[Coffee Break]
원자력/발전
초
청

(200093) 이승준
울산과학기술원

SS 기계시스템 진단기술
초
청

(200078) 백동천
한국기계연구원

초
청

SS 스마트팩토리

유망과학자

(200109) 이종석
성균관대학교

(200086) 김용수
경기대학교

(200077) 허균영
경희대학교

(200058) 선경호
한국기계연구원

(200094) 이원균
충남대학교

(200130) 오준석
한국전력연구원

(200072) 정준하
한국기계연구원

(200096) 이기훈
중앙대학교

(200142) Akpudo U.E.
금오공과대학교

(200133) 이태현
한국기계연구원

(200112) 이지웅
성균관대학교

(200083) 오현석
광주과학기술원
(200088) 이승철
포항공과대학교

[오 찬]
세션룸

화력/풍력 디지털트윈
초
청

(200119) 황태완
원프레딕트

자동차I
초
청

(200107) 김병화
현대자동차

항공/국방 I
초
청

(200105) 이해종
방위사업청

SS 조선플랜트 PHM 응용
초
청

(200068) 이장현
인하대학교

(200138) 손중덕
한국전력연구원

(200044) 김남수
건국대학교

(200169) 최선락
국방부

(200067) 황세윤
인하대학교

(200139) 김재동
한국전력연구원

(200059) 박찬희
서울대학교

(200049) 성시일
경기대학교

(200087) 신종호
조선대학교

(200035) 김윤한
서울대학교

(200032) 아시프칸
동국대학교

(200136) 김성환
LIG넥스원

(200047) 민천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S 원자력과 PHM 그리고 AI

자동차II

[Coffee Break]

초
청

PHM 특별세션
(비공개 세션)

(200034) 유용균
한국원자력연구원

초
청

(200108) 장홍석
현대자동차

항공/국방 II
초
청

(200141) 백세일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200023) 서호건
한국원자력연구원

(200025) 김승일
부산대학교

(200030) 이두열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200033) 김현민
한국원자력연구원

(200131) 김희성
한국항공대학교

(200021) 고호진
LIG넥스원

(200022) 이강헌
한국원자력연구원

(200019) 이진욱
한양대학교

(200082) 노인웅
성균관대학교

[포스터 세션]
거문고 A (3F)

[만 찬]
거문고 BC (3F)

7월 23일(목)

시간/장소
08:30~08:40
08:40~08:50
08:50~09:00
09:00~09:10
09:10~09:20
09:20~09:30
09:30~09:40
09:40~09:50
09:50~10:00
10:00~10:10
10:10~10:20
10:20~10:30
10:30~10:40
10:40~10:50
10:50~11:00
11:00~11:10
11:10~11:20
11:20~11:30
11:30~11:40
11:40~11:50
11:50~12:00
12:00~12:10
12:10~12:20
12:20~12:30
12:30~12:40
12:40~12:50
12:50~13:00
13:00~13:10
13:10~13:20
13:20~13:30
13:30~13:40
13:40~13:50
13:50~14:00
14:00~14:10
14:10~14:20
14:20~14:30
14:30~14:40
14:40~14:50
14:50~15:00
15:00~15:10
15:10~15:20
15:20~15:30
15:30~15:40
15:40~15:50
15:50~16:00
16:00~16:10
16:10~16:20
16:20~16:30
16:30~16:40
16:40~16:50
16:50~17:00
17:00~17:10
17:10~17:20
17:20~17:30
17:30~17:40
17:40~17:50
17:50~18:00
18:00~18:10
18:10~18:20
18:20~18:30
18:30~18:40
18:40~18:50
18:50~19:00
19:00~19:10

가야금 A (2F)

가야금 B (2F)

거문고 B (3F)

거문고 C (3F)

[등 록]
(08:00~, 가야금 로비 2F)
[기조강연 II]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여정 - 송창록 부사장 (SK 하이닉스)
가야금 (2F)

[패널토의 II]
제조산업의 고장진단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가야금 (2F)

[Coffee Break]
발전전력 PHM
초
청

(200103) 신용준
연세대학교

SS 미래모빌리티 차량
초
청

스마트제조 I

(200128) 성대운
현대자동차

(200085) 윤종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초
청

반도체/전자 PHM
초
청

(200052) 한창운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200134) 강해수
한국전력연구원

(200045) 강종수
한국자동차연구원

(200014) 이용오
KIST유럽연구소

(200123) 현도경
LIG넥스원

(200050) 김형민
서울대학교

(200102) 심홍기
현대자동차

(200056) 최종현
서울대학교

(200036) 하종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053) 고진욱
서울대학교

(200024) 신재경
원프레딕트

(200061) 정원호
광주과학기술원

(200129) 강현희
㈜브릭

[오 찬]
포시즌 (1F, 컨벤션센터)

SS Mobility toward PHM
초
청

(200090) 박준영
한전 전력연구원

SS 열화상 PHM(Invitation Only)
초
청

(200110) 김주형
인하대학교

스마트제조 II
초
청

(200144) 박준
브이이앤지

중공업/융복합
초
청

(200104) 박흥근
두산인프라코어

(200037) 김 산
중앙대학교

(200114) 김지현
인하대학교

(200126) 차석근
㈜에이시에스

(20004) 정주택
㈜인페이스

(200039) 박종웅
중앙대학교

(200115) 김주식
한국수력원자력

(200071) 주요한
원프레딕트

(200018) 이상우
한양대학교

(200127) 권철현
울산과학기술원

(200117) 전이슬
한국수력원자력

(200075) 김근수
서울대학교

(200057) 임주현
서울대학교

송변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Coffee Break]

초
청

(200099) 서보성
원프레딕트

초
청

(200137) 이재혁
에스넷시스템

SS 인공지능의 산업적용
초
청

(200167)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

SS PHM 위한 신호처리
초
청

(200171) 박준홍
한양대학교

(200040) 이우진
포항공과대학교

(200111) 류해용
세메스

(200172) 이승철
포항공과대학교

(200020) 임문원
한양대학교

(200042) 김동근
중앙대학교

(200147) 김원곤
서울대학교

(200170) 유보선
한국과학기술원

(200005) 나규민
서울대학교

(200038) 정진교
서울대학교

(200113) Tanvir Alam Shifat
금오공과대학교

(200168) 김정훈
한국과학기술원

(200150) 조수호
서울대학교

※ SS : 특별세션
30

31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PHM

프로그램 안내
총괄일정표(포스터)
#

7월 22일(수) 17:00~18:00 | 거문고 A(3F)
논문번호

성함

소속

#

논문번호

발전·전력

소속

PHM 이론

Poster-01

200048

김선의

서울대학교

Poster-25

200069

나규민

서울대학교

Poster-02

200064

이진욱

서울대학교

Poster-26

200081

이동한

동국대학교

Poster-27

200089

김수지

서울대학교

손세호

중앙대학교

플랜트
Poster-03

200010

Poster-04

200153

임우철

동국대학교

Poster-28

200124

김정언

광주과학기술원

Poster-29

200146

윤명백

서울대학교

Poster-30

200151

살만 칼리드

동국대학교

토목철도
Poster-05

200013

이준화

울산과학기술원

Poster-31

200152

이명석

금오공과대학교

Poster-06

200157

이준화

울산과학기술원

Poster-32

200164

김석구

한국항공대학교

Poster-33

200165

조성희

한국항공대학교

Poster-34

200166

박형준

한국항공대학교

스마트제조
Poster-07

200015

박상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oster-08

200043

오종석

공주대학교

Poster-09

200054

박종민

서울대학교

Poster-35

200017

채선규

한양대학교

Poster-10

200055

정화용

서울대학교

Poster-36

200026

나주원

포항공대

Poster-11

200084

이지민

성균관대학교

Poster-37

200027

유정연

중앙대학교

Poster-12

200156

이채교

조선대학교

Poster-38

200041

김명연

서울대학교

Poster-13

200163

이용호

성균관대학교

Poster-39

200051

김윤지

연세대학교

Poster-40

200062

김진영

연세대학교

의료융복합
Poster-14

200046

Poster-15

200060

기타

김규원

포항공과대학교

Poster-41

200063

신용진

서울대학교

김태완

포항공과대학교

Poster-42

200065

허현석

포항공과대학교

Poster-43

200074

김진혁

연세대학교

항공국방
Poster-16

200098

김형근

국방기술품질원

Poster-44

200079

김동하

연세대학교

Poster-17

200145

박승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Poster-45

200080

강민성

연세대학교

Poster-46

200106

김대혁

한양대학교

Poster-47

200125

허균영

경희대학교

Poster-48

200140

정시헌

중앙대학교

중공업
Poster-18

200149

강영진

부산대학교

자동차
Poster-19

200012

김은지

숙명여자대학교

Poster-49

200154

Asif Khan

동국대학교

Poster-20

200073

이형운

연세대학교

Poster-50

200155

이국희

광주과학기술원

Poster-21

200148

최현희

서울대학교

Poster-51

200159

손정우

금오공과대학교

Poster-52

200160

김현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전자
Poster-22

200158

마병진

전자부품연구원

Poster-53

200116

이선우

인하대학교

Poster-23

200162

노유정

부산대학교

Poster-54

200118

김주식

한국수력원자력

Poster-55

200161

김용수

경기대학교

Poster-56

200173

이민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PHM 이론
Poster-24
32

성함

200008

살만 칼리드

동국대학교

33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PHM

프로그램 안내
기조강연I

기조강연II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한전의 디지털변환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여정

한상규 처장(한국전력 디지털변환처)

송창록 부사장(SK 하이닉스)

7월 22일(수) 09:00~09:50 | 가야금(2F)

7월 23일(목) 09:00~09:50 | 가야금(2F)

▶ 2018. 7. : 디지털변환처장
▶ 2016. 12. : 신사업기획처 신사업개발실장
▶ 2014. 12. : 한국해상풍력 본부장 (파견)
▶ 2012. 12. : 기술기획처 기후변화총괄팀장
▶ 2012. 3. : 품질경영실 품질경영팀장

▶ 2017. 7 ~ 현재 : SK하이닉스 DT 전무/담당
▶ 2016. 2. ~ 2017. 6. :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 상무/그룹장
▶ 2014. 1. ~ 2015. 12. : SK하이닉스 이천FAB센터 상무
▶ 2004. 4. ~ 2013. 12. : 하이닉스/SK하이닉스 FAB 제조본부 수석

▶ 1991. 6 : 한국전력공사 입사

▶ 1998. 3. ~ 2004. 4. : 현대전자/하이닉스 메모리 연구소 책임

과거 고성장시대엔 GDP와 전력수요가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력산업도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GDP와 전력

반도체 산업은 Factory Automation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Enterprise Resource

수요가 비례하지 않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정체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현 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Planning(ERP), SCM(Supply Chain Management),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YMS(Yield Management System),

또한 기후변화, ICT 기업들의 전력산업 진출 등 전통적 전력회사들의 사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었고, 이에따라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LM(Product Lifetime Management), EMS(Equipment Management System),

전력공급 이외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한전은 디지털변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앞서 소개한 사업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MDM(Master Data Management) 등 정보 자동화 시스템과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혁신을 추구합니다. ICBM+AI(IoT, Cloud, Big Data, Mobile + Artificial Intelligence)을 주축으로 한 New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IT)가 Factory Automation 중심의 Operation Technology(OT)와 결합하면서, Semiconductor Industry에도 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T-OT Convergence가 일어나는 이 현상은 Smart Factory라고도 불리고 때로는 Intelligent
Manufactu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Semiconductor Industry의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를 개략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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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패널토의1

7월 22일(수) 09:50~10:40 | 가야금(2F)

패널토의2

7월 23일(목) 09:50~10:40 | 가야금(2F)

▶ 제조설비 건전성관리(PHM)의 현재와 미래 (발전·전력설비)

▶ 제조산업의 고장진단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산업 설비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지속적으로 대형화하고, 성능과 효율 향상을 위하여 고온·고압의 프로세스를 채택하며, 운영

각 제조산업 분야는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기존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첨단 솔루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설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규모와 파급이

개발, 생산 및 관리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형화하게 됩니다.
산업체는 설비의 신뢰도(reliability)와 성능(performance)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관리기술(PHM·RCM·CBM·PDM)과 솔루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 및 제조설비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있는데 그 효과가 관리시스템(조직·인력·절차·솔루션)의 운영 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분야별 벤치마킹과

향상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PHM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발전·전력 산업은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고장 발생 시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문가 토론을 통하여 설비관리 기술과 경험을 산·학·연이 공유하고 개선을 추구
한다면 PHM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은 반도체, 로봇, 기계,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산업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제조산업 분야별로 제품의 고장유형 및
진단기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고 토의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은 발전·전력설비의 가치 사슬인 [설비 설계·제작] →[전력생산] →[전력 수송] →[전력계통 운영]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분야별로 고장 발생 실태·유형·피해, 고장 인지 방법·원인분석, 솔루션 개발·운영 및 향후 PHM 기술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합니다.
▶ 좌장

▶ 패널리스트 [생산,신재생 발전]
주 성 철 고문 <(주)원프레딕트>

국 중 양 대표 <영광풍력발전(주)>

강 종 수 센터장 <한국자동차연구원>

▶ 2020.4 ~ 현재
(주)원프레딕트 고문

▶ 2018.11 ~ 현재
영광풍력발전(주) 대표이사

▶ 2006.04~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 내구기술연구센터장

▶ 2016.9 ~ 2020.2
(주)두산중공업 고문

▶ 2016. 5 ~ 2018. 5
한국동서발전(주) 기술경영본부장(상임이사,전무)

▶ 2004.07~2006.03
현대위아(주) 샤시모듈개발 연구원

▶ 2001.4 ~ 2008.12
(주)한국동서발전 처장, 전무

▶ 2014.12 ~ 2016. 3
한국동서발전(주) 미래사업단장

▶ 1998.03~2004.06
삼성항공(주) 기체구조해석 연구원

▶ 패널리스트 [생산, 화력발전]

▶ 패널리스트 [플랜트 설계/제작]

▶ 패널리스트 [반도체]

▶ 패널리스트 [로 봇]

김 승 민 부장 <두산중공업(주)>

김 동 순 P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우 종 운 단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 근 태 팀장 <한국동서발전(주)>

▶ 2019.12 ~ 현재
기술혁신연구원 디지털플랜트개발팀장

▶ 2019 ~ 현재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반도체PD

▶ 2017 ~ 현재
지능형로봇표준포럼 서비스성능 분과위원장

▶ 1987.3 ~ 현재
한전입사 ~ 한국동서발전

▶ 2015.04 ~ 2019.11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분석(팀장)

▶ 2006 ~ 2012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겸임교수

▶ 2017 ~ 현재
한국자동차공학회 퍼스널모빌리티연구회 위원장

▶ 1998.01 ~ 2015.03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입사 및 제어시스템 개발

▶ 1999 ~ 2019
전자부품연구원 SoC 플랫폼연구센터 센터장

▶ 2015 ~ 현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증평가사업단장

▶ 패널리스트 [운송/송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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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패널리스트 [전력계통관리]

▶ 패널리스트 [기 계]

▶ 패널리스트 [자동차]

조 홍 제 부장 <한국전력공사>

주 준 영 처장 <전력거래소>

이 영 근 소장 <(주)에스비씨리니어>

이 훈 본부장 <(주)트리포스>

▶ 2018 ~ 2020
한국전력공사 기술품질처 부장

▶ 2020 ~ 현재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

▶ 2019.06 ~ 현재
㈜에스비씨리니어, 연구소장

▶ 2016 ~ 현재
(주)트리포스 기술개발본부 본부장

▶ 2016 ~ 2018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 2012 ~ 2019
전력거래소 계통기술팀장, 수급운영팀장

▶ 2015.10 ~ 2019.05
일진, 베어링아트㈜, 베어링설계실장

▶ 2010 ~ 2016
(주)컨티테크 전략사업본부 팀장

▶ 2008 ~ 2016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리드 본부 차장

▶ 2001
전력거래소 발족

▶ 2003.08 ~ 2015.06
셰플러코리아(유)(舊 FAG한화베어링), 책임연구원

▶ 2005 ~ 2010
(주)엠비즈코리아 모바일사업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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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초청강연
▶ 7월 22일(수)

▶ 7월 23일(목)

원전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운전 검증 시스템
이승준(울산과학기술원)

11:10~11:40

가야금 A (2F)

차세대 자동차를 위한 전장부품 건전성예지 연구현황 리뷰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11:10~11:40

거문고 C (3F)

기상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온도 추정기술
백동천(한국기계연구원)

11:10~11:40

가야금 B (2F)

드론을 활용한 송전선로 점검진단 기술 현황
박준영(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3:40~14:10

가야금 A (2F)

흐름 공정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향
이종석(성균관대학교)

11:10~11:40

거문고 B (3F)

PHM에서 열화상 기술의 적용-그 무한한 적용분야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접목
김주형(인하대학교)

13:40~14:10

가야금 B (2F)

PHM 기반 발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성공사례: 화력 발전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황태완(㈜원프레딕트)

13:40~14:10

가야금 A (2F)

최적의 스트레인 게이지 배치를 통한 실하중 이력 산출과 이를 이용한 피로 수명 예측
박준((주)브이이엔지)

13:40~14:10

거문고 B (3F)

자동차 생산설비 진동 기반 예지 진단기술 성공사례
김병화(현대자동차)

13:40~14:10

가야금 B (2F)

건설기계 PHM 기술 동향 및 추진 전략
박흥근(두산인프라코어)

13:40~14:10

거문고 C (3F)

종합군수지원, 상태기반정비, 그리고 PHM
이해종(방위사업청)

13:40~14:10

거문고 B (3F)

PHM 기반 송·변전 설비의 Digital Transformation 성공 사례
서보성(원프레딕트)

15:30~16:00

가야금 A (2F)

기계학습을 이용한 설비 고장진단 적용에 대한 고찰
이장현(인하대학교)

13:40~14:10

거문고 C (3F)

Big data 기반 철도차량 예지 정비 인프라 구성 사례 및 발전 방향성 검토
이재혁(에스넷시스템 주식회사)

15:30~16:00

가야금 B (2F)

원자력 및 최적설계 분야의 딥러닝 적용 탐색
유용균(한국원자력연구원)

15:30~16:00

가야금 A (2F)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산업응용
최재식(한국과학기술원)

15:30~16:00

거문고 B (3F)

차량 특성을 고려한 전동화 시스템에 대한 PHM 적용 기술
장홍석(현대자동차)

15:30~16:00

가야금 B (2F)

진동특성을 활용한 제조공정 단계의 상태 진단
박준홍(한양대학교)

15:30~16:00

거문고 C (3F)

군용 항공기 구조 건전성 보장을 위한 SHM 적용
백세일(공군 항공기술연구소)

15:30~16:00

거문고 B (3F)

유망과학자 세션
▶ 7월 22일(수)

▶ 7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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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케이블 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간-주파수영역 반사파 계측 기술
신용준(연세대학교)

11:10~11:40

가야금 A (2F)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SWRO 플랜트 최적 보전 정책
김용수(경기대학교)

11:10~11:40

거문고 C (3F)

미래 모빌리티 차량 PHM 기술 트랜드와 향후 과제
성대운(현대자동차그룹)

11:10~11:40

가야금 B (2F)

PHM 데이터 부족, 극복 방안은?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11:40~12:10

거문고 C (3F)

딥러닝을 이용한 설비 상태 진단 기술
윤종필(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10~11:40

거문고 B (3F)

PHM과 산업인공지능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12:10~12:40

거문고 C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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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일정 42
포스터발표 일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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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구두발표 세부일정
7월 22일(수)

7월 22일(수) 13:40~15:10 | 가야금 A (2F)
화력/풍력 디지털트윈

가야금 (2F)

13:40~14:10 초 [200119] PHM 기반 발전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성공사례: 화력 발전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청 황태완(㈜원프레딕트), 김유성(㈜원프레딕트), 장범찬(㈜원프레딕트), 박정호(㈜원프레딕트),

08:40~09:00

개회식

09:00~09:50

[기조강연 1]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한전의 디지털변환
한상규 처장(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

34p

[패널세션I] 제조설비 건전성관리(PHM)의 현재와 미래 (발전·전력설비)

36p

09:50~10:40

169p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4:10~14:30

[200138] 발전설비 상태기반 자산성능관리 시스템 개발

184p

손종덕(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희수(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범신(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배용채(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4:30~14:50

사회: 주성철((주)원프레딕트)
패널: 국중양(영광풍력(주)), 김근태(한국동서발전(주)), 김승민(두산중공업(주)),
조홍제(한국전력공사), 주준영(전력거래소)
10:40~11:10

좌장: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200139] 발전기 고정자 웨지 체결강도 평가를 위한 로봇 개발

185p

손종덕(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재동(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오준석(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희수(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배용채(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4:50~15:10

휴식

[200035] 코일 전류 분석을 활용한 고압 차단기의 딥러닝 기반 고장 감지 방법 개발

89p

김윤한(서울대학교), 정진교(서울대학교), 김수호(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5:10~15:30

휴식

가야금 A (2F)
7월 22일(수) 11:10~12:40 | 가야금 A (2F)
원자력/발전

7월 22일(수) 15:30~17:00 | 가야금 A (2F)

좌장: 허균영(경희대학교)
특별세션 : 원자력과 PHM 그리고 AI

11:10~11:40

11:40~12:00

초 [200093] 원전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운전 검증 시스템
청 이승준(울산과학기술원)

[200077] Accident Data for Learning Processes in Nuclear Systems: Population or Samples?

좌장: 유용균(한국원자력연구원)

144p
15:30~16:00 초 [200034] 원자력 및 최적설계 분야의 딥러닝 적용 탐색
청 유용균(한국원자력연구원)

88p

16:00~16:20

79p

129p

허균영(경희대학교), 손기범(경희대학교), 백세진(경희대학교)

[200023] 능동진단을 위한 비파괴평가 및 예후진단을 위한 지능형 헬스케어
서호건(한국원자력연구원)

12:00~12:20

[200130] 발전설비 예측진단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현황

177p
16:20~16:40

오준석(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손종덕(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손석만(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00142] MFCC-LLE-SVM*: A Robust Fault Diagnostics Tool for Solenoid Pumps

188p

16:40~17:00

중식(가야금A/가야금B/거문고B/거문고C)
※ 발표장에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참가자께서는 발표장에 착석하시어 명찰 뒷면의 중식 쿠폰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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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 배관시스템의 역학 기반 디지털트윈 모델 개발

78p

이강헌(한국원자력연구원), 오승인(경희대학교), 유용균(한국원자력연구원),

Akpudo U.E.(금오공과대학교), 허창욱(금오공과대학교)
12:40~13:40

86p

김현민(한국원자력연구원), 박진균(한국원자력연구원)

김희수(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배용채(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2:20~12:40

[200033] 고장예지 기법을 이용한 리스크 모니터링 개발

안광현(한국원자력연구원), 이재선(한국원자력연구원), 김진균(경희대학교)
17:00~18:00

포스터세션(거문고A, 3F)

18:10~

만찬(거문고BC,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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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부일정
가야금 B (2F)

7월 22일(수) 11:10~12:40 | 가야금 B (2F)

특별세션 : 기계시스템 진단기술
11:10~11:40

11:40~12:00

좌장: 박종원(한국기계연구원)

초 [200078] 기상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온도 추정기술
청 백동천(한국기계연구원)

[200058] 기계진동 감시를 위한 다이나믹 비전 기술

7월 22일(수) 15:30~17:00 | 가야금 B (2F)
자동차II

130p

15:30~16:00 초 [200108] 차량 특성을 고려한 전동화 시스템에 대한 PHM 적용 기술
청 장홍석(현대자동차)

113p

16:00~16:20

이동현(한국기계연구원), 전병찬(한국기계연구원)

16:20~16:40

[200072] 인공지능 기반 원심펌프 예측진단 기술

16:40~17:00

전병찬(한국기계연구원), 서윤호(한국기계연구원)

81p

[200131] 잔존유효수명 예측의 유효성 입증에 관한 연구

178p

[200019] 원 샷 디바이스의 베이지안 최적화 실험 설계

75p

이진욱(한양대학교), 배석주(한양대학교)

[200133] 균열 성장 예측의 불확실도 저감을 위한 베이지안 추론법 적용

179p

이태현(한국기계연구원), 류경하(한국기계연구원), 백동천(한국기계연구원), 박종원(한국기계연구원)
12:40~13:40

[200025] 진동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한 고장 분류 모델 개발

김희성(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125p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김병옥(한국기계연구원),

12:20~12:40

156p

김승일(부산대학교), 노유정(부산대학교), 강영진(부산대학교), 안병하(LG전자)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김병옥(한국기계연구원),

12:00~12:20

좌장: 백동천(한국기계연구원)

중식(가야금A/가야금B/거문고B/거문고C)

17:00~18:00

포스터세션(거문고A, 3F)

18:10~

만찬(거문고BC, 3F)

※ 발표장에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참가자께서는 발표장에 착석하시어 명찰 뒷면의 중식 쿠폰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문고 B (3F)

7월 22일(수) 11:10~12:40 | 거문고 B (3F)

특별세션 : 스마트팩토리

좌장: 이상원(성균관대학교)

7월 22일(수) 13:40~15:10 | 가야금 B (2F)
자동차I
13:40~14:10

14:10~14:30

좌장: 오종석(공주대학교)
초 [200107] 자동차 생산설비 진동 기반 예지진단기술 성공사례
청 김병화(현대자동차), 김덕현(현대자동차), 이재민(현대자동차), 김건식(현대자동차)

[200044]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고장진단을 위한 포괄적인 결함분석 연구

11:10~11:40 초 [200109] 흐름 공정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향
청 이종석(성균관대학교), 하지현(모비스), 김태흥(LG생산기술원), 박연탁(성균관대학교), 한민석(성균관대학교),
윤재섭(성균관대학교), 석슬기(성균관대학교), 김현호(성균관대학교), 박기범(㈜원프레딕트), 구본혁(성균관대학교),

155p

99p

이두열(성균관대학교), 이재호(성균관대학교)
11:40~12:00

14:30~14:50

[200059] 다양한 운행 환경에 적용가능한 전류신호 기반 영구자석 전동기 고장감지법

12:00~12:20

14:50~15:10

[200032]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Damage Detection and Prediction in Smart Composite
Laminates
Asif Khan(동국대학교), 김흥수(동국대학교)

15:10~15:30

44

휴식

145p

[200096] 특징적합지표 기반 특징선택을 활용한 용접 팁의 열화경향성 평가

146p

이기훈(중앙대학교), 최해진(중앙대학교)

114p

박찬희(서울대학교), 신용진(서울대학교), 윤명백(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200094] 공작기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상태변화 예측 및 가공조건 최적화
심범식(충남대학교), 조옥현(두산공작기계), 이강재(두산공작기계), 이원균(충남대학교)

김남수(건국대학교), 고영수(건국대학교), 이영훈(건국대학교), 김인환(건국대학교),
박종찬(현대자동차), 장홍석(현대자동차)

158p

12:20~12:40

[200112] 형상 인식 기반 의류 원단 핸들링 자동화 시스템 개발

161p

이지웅(성균관대학교), 이지민(성균관대학교), 이용호(성균관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85p
12:40~13:40

중식(가야금A/가야금B/거문고B/거문고C)
※ 발표장에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참가자께서는 발표장에 착석하시어 명찰 뒷면의 중식 쿠폰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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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수) 13:40~15:10 | 거문고 B (3F)
항공/국방 I
13:40~14:10

14:10~14:30

좌장: 선경호(한국기계연구원)
초 [200105] 종합군수지원, 상태기반정비, 그리고 PHM
청 이해종(방위사업청)

[200169] 국방 군수와 빅데이터의 만남... 최적, 예측으로 도약을 준비 한다.

거문고 C (3F)
유망과학자
11:10~11:40 초 [200086]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SWRO 플랜트 최적 보전 정책
청 김용수(경기대학교), 강준규(성결대학교)

138p

216p

11:40~12:10

135p

[200049] 군수조달을 위한 신뢰성 업무 개선 방향 연구

104p

12:10~12:40

[200136] 무기체계 PHM 적용을 통한 수명주기 비용 절감 방안 연구

181p

[200088] PHM과 산업인공지능

141p

이승철(포항공대)
12:40~13:40

중식(가야금A/가야금B/거문고B/거문고C)
※ 발표장에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참가자께서는 발표장에 착석하시어 명찰 뒷면의 중식 쿠폰을 호텔 직원에게

김성환(LIG넥스원), 이혜원(LIG넥스원), 이승현(LIG넥스원), 현도경(LIG넥스원), 권기상(LIG넥스원)
15:10~15:30

[200083] PHM 데이터 부족, 극복 방안은?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성시일(경기대학교), 박재훈(대구한의대학교)
14:50~15:10

좌장: 김흥수(동국대학교)

153p

최선락(국방부), 김용(국방부), 임진한(국방부)
14:30~14:50

7월 22일(수) 11:10~12:40 | 거문고 C (3F)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7월 22일(수) 13:40~15:10 | 거문고 C (3F)
7월 22일(수) 15:30~17:00 | 거문고 B (3F)
항공/국방 II
15:30~16:00

16:00~16:20

좌장: 성시일(경기대학교)
초 [200141] 군용 항공기 구조 건전성 보장을 위한 SHM 적용
청 백세일(공군 항공기술연구소)

[200030] 피로균열이 존재하는 항공기 주착륙장치 사이드 브레이스 파손위험평가

187p

특별세션 : 조선/플랜트 PHM 응용
13:40~14:10 초 [200068] 기계학습을 이용한 설비 고장진단 적용에 대한 고찰
청 이장현(인하대학교), 박경근(인하대학교), 김형진(인하대학교)

122p

14:10~14:30

121p

84p

14:30~14:50

[200082] 로봇 스폿 용접 전극 팁 열화 예측을 위한 허스트 지수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노인웅(성균관대학교), 이지웅(성균관대학교), 정상익(성균관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17:00~18:00

포스터세션(거문고A, 3F)

18:10~

만찬(거문고BC,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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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p

김덕봉(Tennessee Tech University)
77p

14:50~15:10

고호진(LIG넥스원(주)), 김경록(LIG넥스원(주)), 최영원(LIG넥스원(주))
16:40~17:00

[200087] CNN을 활용한 Wire-Arc 3D 프린팅 작업 불량 검지
신종호(조선대학교), 이채교(조선대학교), 서기정(Tennessee Tech University),

조환정(공군 항공기술연구소), 김신곤(공군 항공기술연구소)
[200021] PHM 적용을 위한 다분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적용 연구

[200067] 기계학습을 적용한 조선해양 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례
황세윤(인하대학교), 김광식(인하대학교), 민천홍(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이장현(인하대학교)

이두열(공군 항공기술연구소), 김화수(공군 항공기술연구소), 박종운(공군 항공기술연구소),

16:20~16:40

좌장: 전홍배(홍익대학교)

[200047]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기 상태 모니터링 연구

102p

민천홍(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수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재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4p

15:10~15:30

휴식

15:30~17:00

구두발표(가야금 A/B, 거문고B)

17:00~18:00

포스터세션(거문고A, 3F)

18:10~

만찬(거문고BC,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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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세부일정
7월 23일(목)

7월 23일(목) 13:40~15:10 | 가야금 A (2F)
특별세션 : Mobility toward PHM

가야금 (2F)
09:00~09:50

[기조강연II]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여정
송창록 부사장(SK 하이닉스)

35p

13:40~14:10 초 [200090] 드론을 활용한 송전선로 점검진단 기술 현황
청 박준영(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4:10~14:30

09:50~10:40

[패널세션I] 제조산업의 고장진단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10:40~11:10

143p

[200037] 코로나 카메라 탑재 무인항공기 플랫폼을 이용한 송전선로 비파괴 검사

91p

김산(중앙대학교), 김동근(중앙대학교), 정시헌(중앙대학교), 오기용(중앙대학교)

37p

사회: 강종수(한국자동차연구원)
패널: 김동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우종운(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영근(에스비씨리니어), 이훈(트리포스)

좌장: 오기용(중앙대학교)

14:30~14:50

[200039] 드론 영상제어장치와 딥러닝을 통한 교량의 신속한 손상 정량화 기술 개발

94p

무하마드 라케 살림(중앙대), 박종웅(중앙대)

휴식

14:50~15:10

[200127]

174p

Fault Tolerant Path Planning of Unmanned Aircraft System subject to a Complete Actuator Failure
황은민(울산과학기술원), 남영임(울산과학기술원), 권철현(울산과학기술원)

가야금 A (2F)

15:10~15:30

발전전력 PHM
11:10~11:40

휴식

7월 23일(목) 11:10~12:40 | 가야금 A (2F)
좌장: 최현석(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초 [200103] 전력케이블 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간-주파수영역 반사파 계측 기술
청 이건석(연세대학교), 신용준(연세대학교)

150p

7월 23일(목) 15:30~17:00 | 가야금 A (2F)
송변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1:40~12:00

[200134] 모델 및 데이터 기반 가스터빈 압축기 성능 최적화 솔루션 개발

180p

강해수(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최우성(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장성호(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이
상민(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박규상(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방명환(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2:00~12:20

[200050] 순환 합성곱 오토 인코더 기반 보일러 튜브 누설 감지 방법

105p

15:30~16:00 초 [200099] PHM 기반 송·변전 설비의 Digital Transformation 성공 사례
청 서보성((주)원프레딕트), 최금실((주)원프레딕트), 신재경((주)원프레딕트),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6:00~16:20

[200053] 깊은 생성 모델을 통한 고장 신호 증량

108p

[200040] 발전용 석탄 보일러의 CFD기반 Digital Twin 구축 및 검증 연구

148p

95p

이우진(포항공과대학교), 장권우(포항공과대학교), 한우주(포항공과대학교), 허강열(포항공과대학교)

김형민(서울대학교), 오영탁(서울대학교), 나규민(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2:20~12:40

좌장: 정준하(한국기계연구원)

16:20~16:40

[200042] 초음파 카메라와 딥러닝 물체 인식을 이용한 송전 설비 결함 탐지

97p

김동근(중앙대학교), 김산(중앙대학교), 정시헌(중앙대학교), 오기용(중앙대학교)

고진욱(서울대학교), 김명연(서울대학교), 이진욱(서울대학교), 신용진(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6:40~17:00
12:40~13:40

48

중식 : 포시즌 (1F, 컨벤션센터)

[200038] HFCT 신호를 사용한 딥러닝 기반 지중케이블 접속함 진단

92p

정진교(서울대학교), 김현재((주)원프레딕트),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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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B (2F)
7월 23일(목) 11:10~12:40 | 가야금 B (2F)
특별세션 : 미래모빌리티 차량
11:10~11:40

11:40~12:00

좌장: 최해진(중앙대학교)

초 [200128] 미래 모빌리티 차량 PHM 기술 트랜드와 향후 과제
청 성대운(현대자동차그룹), 황경정(현대자동차그룹), 이경우(현대자동차그룹)

175p

[200045]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차량 부품 이상진단 기술

100p

강종수(한국자동차연구원), 박정민(한국자동차연구원), 성창현(한국자동차연구원)
12:00~12:20

솔루션

좌장: 하종문(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30~16:00 초 [200137] Big data 기반 철도차량 예지 정비 인프라 구성 사례 및 발전 방향성 검토
청 이재혁(에스넷시스템 주식회사)

183p

16:00~16:20

160p

[200111] Health Monitoring Linear Motion Guide using Frequency Energy Concentration
류해용(세메스), 김석구(한국항공대학교), 조성희(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200102] 차량 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드 노면 이벤트 탐지 기법 개발

149p

심홍기(현대자동차), 백경욱(현대자동차), 황경정(현대자동차)
12:20~12:40

7월 23일(목) 15:30~17:00 | 가야금 B (2F)

16:20~16:40

[200024] CAN 통신 데이터를 이용한 차량용 댐퍼 클러치의 열화 트랜드 분석 기술 개발

[200147] 피로 균열 생성 및 성장 추정을 위한 재귀적 모델 갱신

193p

김원곤(서울대학교), 이규석(서울대학교), 손혜정(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80p

신재경((주)원프레딕트), 서보성((주)원프레딕트), 김지훈(현대자동차),
16:40~17:00

황경정(현대자동차),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200113] A Deep Learning Approach for Remaining Useful Life Estimation of BLDC Motor using Output

162p

Voltage Monitoring
12:40~13:40

Tanvir Alam Shifat(금오공과대학교), 허장욱(금오공과대학교)

중식 : 포시즌 (1F, 컨벤션센터)

7월 23일(목) 13:40~15:10 | 가야금 B (2F)
특별세션 : 열화상 PHM
13:40~14:10

좌장: 김주형(인하대학교)

초 [200110] PHM에서 열화상 기술의 적용-그 무한한 적용분야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접목
청 김주형(인하대학교), 권장우(인하대학교), 강성우(인하대학교), 정호상(인하대학교),

159p

이준수(인하대학교), 이선우(인하대학교), 임강민(ATG)
14:10~14:30

[200114] IR image 및 spectrum분석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

163p

거문고 B (3F)
스마트제조 I

14:50~15:10

[200115] 열화상 진단기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반사열원 검출 기술

11:40~12:00

164p

12:00~12:20

[200056] 구름 베어링 고장 진단을 위한 딥러닝 기반 공진 영역 탐색 기법 연구
최종현(서울대학교), 박종민(서울대학교), 김근수(서울대학교), 김수지(서울대학교),

신경호(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권장우(인하대학교)

정화용(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200117] 열화상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 증강 기법에 관한 연구

휴식

137p

70p

이용오(KIST 유럽연구소), 장요엘(KIST 유럽연구소), 서승호(KIST 유럽연구소)

166p

12:20~12:40

[200061] 스폿 용접 전극 건전성 진단을 위한 수정된 리커런스 플롯

111p

116p

정원호(광주과학기술원),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권장우(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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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4] 중첩 분포 이미지를 활용한 베어링 열화 상태 진단 및 잔여 수명 예측

김주식(한국수력원자력(주)), 이준수(인하대학교), 신기철(인하대학교),

송인서(인하대학교), 이선우(인하대학교), 이준수(인하대학교), 전이슬(한국수력원자력),

15:10~15:30

좌장: 윤주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10~11:40 초 [200085] 딥러닝을 이용한 설비 상태 진단 기술
청 윤종필(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지현(인하대학교), 홍광욱(인하대학교), 장서현(인하대학교), 권현중(인하대학교), 김주형(인하대학교)
14:30~14:50

7월 23일(목) 11:10~12:40 | 거문고 B (3F)

12:40~13:40

중식 : 포시즌 (1F,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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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목) 13:40~15:10 | 거문고 B (3F)
스마트제조 II
13:40~14:10

14:10~14:30

좌장: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초 [200144] 최적의 스트레인 게이지 배치를 통한 실하중 이력 산출과 이를 이용한 피로 수명 예측
청 김재형((주)브이이엔지), 박준((주)브이이엔지)

[200126] 스마트대표공장 산업지능화 적용

거문고 C (3F)
반도체/전자 PHM

14:50~15:10

좌장: 문장혁(중앙대학교)

189p

11:10~11:40 초 [200052] 차세대 자동차를 위한 전장부품 건전성예지 연구현황 리뷰
청 이수연(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107p

173p

11:40~12:00

170p

차석근((주)에이시에스), 박홍석(울산대학교), 이익희(남양넥스모(주))
14:30~14:50

7월 23일(목) 11:10~12:40 | 거문고 C (3F)

[200123] 전자장비 PHM 적용을 위한 상태정보 수집방안 연구
현도경(LIG넥스원), 이혜원(LIG넥스원), 이승현(LIG넥스원), 김성환(LIG넥스원), 이연호(LIG넥스원)

[200071] 모터 토크 신호 기반 산업용 6축 로봇의 실시간 상태 이상 모니터링

124p

12:00~12:20

[200036]

90p

주요한((주)원프레딕트), 이동규((주)원프레딕트), 구도상((주)원프레딕트),

회전체 진동기반 실시간 고장진단을 위한 효율적인 최적 Minimum Entropy Deconvolution (MED) 필터 개발

황태완((주)원프레딕트),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하종문(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075] 비선형 모델링을 통한 구름베어링 초기결함에서의 스폴형상에 따른 진동특성 연구

128p

12:20~12:40

김근수(서울대학교), 김수지(서울대학교), 박종민(서울대학교), 정화용(서울대학교),

[200129] 반도체 공정 이상 감지를 위한 시계열 데이터 유형과 분석 알고리즘

176p

이원석((주)브릭), 강현희((주)브릭)

최종현(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2:40~13:40
15:10~15:30

포시즌 (1F, 컨벤션센터)

휴식

7월 23일(목) 13:40~15:10 | 거문고 C (3F)
7월 23일(목) 15:30~17:00 | 거문고 B (3F)
특별세션 : 인공지능의 산업적용
15:30~16:00

16:00~16:20

초 [200167]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산업응용
청 최재식(한국과학기술원)

[200172] 의료 인공지능

중공업/융복합

214p

220p

13:40~14:10 초 [200104] 건설기계 PHM 기술 동향 및 추진 전략
청 박흥근(두산인프라코어), 김건(두산인프라코어), 이철훈(두산인프라코어)
14:10~14:30

[200170] 딥러닝 기반 석탄화력발전소 보일러 진단

218p

[200004] 스트레스웨이브 기술 적용 및 패턴 분석 적용 사례

152p

64p

정주택((주)인페이스), 조정현((주)인페이스)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16:20~16:40

좌장: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좌장: 최재식(한국과학기술원)

14:30~14:50

[200018] 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베이지안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기반의 One-Class: SVM

74p

이상우(한양대학교), 배석주(한양대학교)

유보선(한국과학기술원), 정해동(울산과학기술원), 이지우(울산과학기술원),
유동근(한국동서발전(주) 발전기술개발원), 최재식(한국과학기술원)
14:50~15:10
16:40~17:00

[200168] 인공지능을 활용한 타이어 컴파운드 물성 예측 모델 개발

[200057] 동맥 협착증 진단을 위한 심층신경망 기반 심각도 회귀

112p

임주현(서울대학교), 김수호(서울대학교), 한진오(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215p

김정훈(한국과학기술원), 유나래(한국과학기술원), 배상민(한국과학기술원),
김창환(한국과학기술원), 윤세영(한국과학기술원)

52

15:10~15:3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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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세부일정
7월 22일(수)

7월 23일(목) 15:30~17:00 | 거문고 C (3F)
특별세션 : PHM 위한 신호처리
15:30~16:00

16:00~16:20

좌장: 배석주(한양대학교)

초 [200171] 진동특성을 활용한 제조공정 단계의 상태 진단
청 성연욱(한양대학교), 정광훈(한양대학교), 박준홍(한양대학교)

[200020]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을 활용한 초음파 이미지의 악성 종양 탐지 및 분류

거문고 A(3F)
7월 22일(수) 17:00 ~ 18:00 | 거문고 A(3F)

219p

좌장: 노유정(부산대학교), 윤양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종호(조선대학교), 하정훈(홍익대학교)
76p

발전전력

임문원(한양대학교), 배석주(한양대학교)
Poster-01
16:20~16:40

[200005] 산업용 로봇 기어박스의 동작 적응형 퓨샷 고장 감지 방법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Poster-02

[200150] 동적 온도 부하에 강건한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류 기반 고장 검출법 개발

103p

김선의(서울대학교), 김원곤(서울대학교), 박종민(서울대학교), 정진교(서울대학교),

65p

오영탁(서울대학교), 나규민(서울대학교), 김윤한(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16:40~17:00

[200048] 변형 조건부 GAN의 설명가능한 변압기 고장진단

196p

[200064] 이미지 변환 기반 로터 시스템 고장 진단 및 결측치 처리 방법

119p

이진욱(서울대학교), 김명연(서울대학교), 고진욱(서울대학교), 신용진(서울대학교),

조수호(서울대학교), 서보성(서울대학교),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이동기(LG전자)

플랜트
Poster-03

[200010] AI 기반 터빈 고장 진단을 위한 물리 모델 기반 데이터 증강

67p

임우철(동국대학교), 아시프칸(동국대학교), 노영림(동국대학교), 김흥수(동국대학교)
Poster-04

[200153] 머신러닝 CAM 활용 파이프 라인 센서 위치 중요도 평가

199p

김정언(광주과학기술원), 오현석(광주과학기술원)

토목철도
Poster-05

[200013]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토목구조물의 장기거동 예측

69p

이준화(울산과학기술원), 이경찬(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영주(울산과학기술원), 심성한(성균관대학교)
Poster-06

[200157] 라이다 위치에 독립적인 교량의 장기변위 계측 기술

203p

이준화(울산과학기술원), 이경찬(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영주(울산과학기술원), 심성한(성균관대학교)

스마트제조
Poster-07

[200015] Improved performance of all-solid-state batteries for safe electric vehicles

71p

박상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병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우중(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융암(전남대학교), 홍영선(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형찬(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호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Poster-08

[200043] 프레스 공정에서의 AE 신호를 이용한 불량품 판단 알고리즘 개발

98p

정성민(공주대학교), 김준영(공주대학교), 홍석무(공주대학교), 오종석(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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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Poster-09

중공업
[200054] 멜-주파수 셉스트럼 계수 기반의 변속조건 구름 베어링 진단 연구

109p

박종민(서울대학교), 김근수(서울대학교), 김수지(서울대학교), 정화용(서울대학교), 최종현(서울대학교),

Poster-18

[200055] 예측진단 특성인자 평가를 위한 지표의 비교분석 연구

195p

강영진(부산대학교), 노유정(부산대학교), 장민성(현대글로벌서비스), 김주태(부산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Poster-10

[200149] 선박 엔진의 성능과 스펙 기반의 정상 운전 영역 추정 및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110p

자동차

정화용(서울대학교), 김근수(서울대학교), 김수지(서울대학교), 박종민(서울대학교),
Poster-19

최종현(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200012] 딥러닝 기반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68p

김은지(숙명여자대학교), 정태신(숙명여자대학교), 정은주(숙명여자대학교), 류한영(숙명여자대학교),
Poster-11

[200084] 직접분사 적층공정의 용융풀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적층 품질 예측에 관한 연구

오현지(숙명여자대학교), 강남우(숙명여자대학교)

136p

이지민(성균관대학교), 김정섭(성균관대학교), 전재훈(성균관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Poster-20
Poster-12

[200156] AI를 활용한 Wire-Arc 3D 프린팅 작업 불량 검지

[200073] 딥 러닝 및 통계 분석을 통한 차량 실내음의 특이값과 음감 특성간의 상관성 연구

126p

이형운(연세대학교), 김주인(현대자동차), 이진성(현대자동차), 박동철(현대자동차), 이종수(연세대학교)

202p

이채교(조선대학교), 서기정(Tennessee Tech University), 김덕봉(Tennessee Tech University),
김민재(조선대학교), 신종호(조선대학교)

Poster-21

[200148] Framework of Data-Driven Modeling of EV battery Cell Degradation Under Different Stack

194p

Pressure Condition
Poster-13

[200163] 산업용 로봇 디지털 트윈 기반 사이버-물리 플랫폼 개발

209p

최현희(서울대학교), 최용환(현대자동차), 손혜정(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이용호(성균관대학교), 이지웅(성균관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반도체·전자

의료융복합
Poster-14

[200046] 딥러닝 기반 줄기세포 이미지 해석: 줄기세포 분류 및 기능적 구조 해석

101p

Poster-22

[200158] 정션온도의 동적 변화를 이용한 LED 패키지 비파괴 고장 모니터링 기술

204p

마병진(전자부품연구원), 정태희(전자부품연구원), 최성순(전자부품연구원), 이관훈(전자부품연구원)

김규원(포항공과대학교), 최창윤(포항공과대학교), 김도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성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Poster-23
Poster-15

[200060] 딥러닝 기반 소장캡슐내시경 스마트 판독 시스템

[200162] 건전성 인자와 교차면적을 이용한 분류 학습 난이도 비교 연구

208p

강영진(부산대학교), 김승일(부산대학교), 노유정(부산대학교), 박선화(LG전자), 안병하(LG전자)

115p

김태완(포항공과대학교), 황윤섭(포항공과대학교), 이한희(가톨릭대학교),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PHM 이론
항공국방
Poster-24
Poster-16

[200098] 체계안전 관리를 위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

147p

[200008] Optimal Tag selection of Boiler Water-wall tube leak detection by Machine learning

66p

살만 칼리드(동국대학교), 이자 즈 라우 프(동국대학교), 김흥수(동국대학교)

김형근(국방기술품질원), 송재용(국방기술품질원), 김민성(국방기술품질원)
Poster-17

[200145] 가변하중환경에서 무기체계 전자시스템의 수명시험연구
박승일(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창운(한국뉴욕주립대학교)

56

190p

Poster-25

[200069] 순간 주파수 기반 신호 분해를 활용한 기어박스 고장 진단

123p

나규민(서울대학교), 김윤한(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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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PHM 이론
Poster-26

[200081] 영상정보를 이용한 교량 구조물 건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

133p

Poster-35

Poster-27

[200089] 저속 구름 베어링의 고장 진단을 위한 음향 방출 센서 특성치 추출 연구

[200017] 시계열 데이터의 Denoising CNN 적용을 통한 물리 모델 기반의 고장 진단 및 잔여수명 추정

73p

채선규(한양대학교), 배석주(한양대학교)

이동한(동국대학교), 고봉환(동국대학교)

142p

Poster-36

[200026] 딥러닝 기반 미세조직 이미지 재초점 및 초해상화

82p

나주원(포항공대), 김세종(재료연구소), 정재면(포항공대), 이승철(포항공대)

김수지(서울대학교), 김근수(서울대학교), 박종민(서울대학교), 정화용(서울대학교),
최종현(서울대학교),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Poster-37

[200027] 머신러닝 접근법을 통한 리튬이차전지 성능 평가 및 수명 예측

83p

유정연(중앙대학교), 박성수(중앙대학교), 이세라(중앙대학교), 남윤신(중앙대학교),
Poster-28

[200124] An Integrated Framework for Estimating Remaining Useful Lifetime with Deep Neural Network

171p

김주희(중앙대학교), 문장혁(중앙대학교)

손세호(중앙대학교), 오기용(중앙대학교)
Poster-38
Poster-29

[200146] 시간-주파수 측정 방안에 따른 변속조건에서의 모터 및 기어박스 고장 특성에 관한 연구

[200151]

96p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윤명백(서울대학교), 박찬희(서울대학교), 박정호((주)원프레딕트),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Poster-30

[200041] 향상된 정보 전파를 통한 딥러닝 기반 로터 시스템 고장 진단 연구
김명연(서울대학교), 고진욱(서울대학교), 이진욱(서울대학교), 신용진(서울대학교),

191p

197p

Poster-39

[200051] 고장진단 이상감지를 위한 인공면역시스템 알고리즘의 사례 적용 연구

106p

김윤지(연세대학교), 이종수(연세대학교)

A Hybrid Physics-based Data-driven Approach for Boiler Water-wall Tube Leakage Detection
살만 칼리드(동국대학교), 노영림(동국대학교), 알리 로한(동국대학교), 김흥수(동국대학교)
Poster-40
Poster-31

[200152] WIP: Signal Denoising and HI Construction for Reliable Solenoid Pump Prognostics

198p

박동철(현대기아자동차), 이종수(연세대학교)

Poster-41
[200164] 물리지식과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융합한 진단 및 예지 방법론 연구

210p

[200165] 전이 학습을 이용한 불균형 데이터의 고장 진단

[200166] 기계 이상감지를 위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 기반 건전성 인자 추출
박형준(한국항공대학교), 김석구(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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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p

윤병동(서울대학교/(주)원프레딕트)

211p

조성희(한국항공대학교), 김석구(한국항공대학교),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Poster-34

[200063] 베이지안 기반 데이터 클래스 가중치 최적화를 통한 딥러닝 모터 결함 진단 기법
신용진(서울대학교), 김명연(서울대학교), 고진욱(서울대학교), 이진욱(서울대학교),

김석구(한국항공대학교), 김남호(University of Florida), 최주호(한국항공대학교)

Poster-33

117p

김진영(연세대학교), 김주인(현대기아자동차), 이진성(현대기아자동차),

이명석(금오공과대학교), Ugochukwu Ejike Akpudo(금오공과대학교), 허장욱(금오공과대학교)

Poster-32

[200062] 신경망을 이용한 차량 OBD 데이터 기반 차량 실내 소음 예측

Poster-42

[200065]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역문제 해결: Etching 결과에 따른 Mask 설계

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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