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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우리 모두에게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봄학기 시작할
때 막막하기만 했던 온라인 학사 운영도 가을학기에는 제법 익숙하게 진행되고 있고, 직접
만나지 못해 어려워했던 학생들과의 소통 역시 조금씩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변화된 삶의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이전에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동안 지나쳤던 가치들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기간 동안 우리 학과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태 식 학과장

여름에 지원한 한국연구재단 BK21 4단계 혁신인재 양성 사업 부문의 스마트 공장 분야
교육연구단 공모에서 우리 학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몇년간
산업인공지능, 디지털 제조 혁신을 키워드로 열심히 뜻을 모은 노력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4개 산학연구센터에 더하여 올
가을 2개의 산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공정 장비 분야 기업인 원익IPS와
설립한 반도체 장비 디지털 혁신 연구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금융그룹과 다양한 금융
인공지능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한 테크핀 연구센터입니다. 이로써 제조 분야 4개 센터,
금융 분야 2개 센터를 보유하게 되면서 산학 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성과들과 더불어 학과에 있었던 여러 소식들도 함께 전해 드리오니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남은 기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장

이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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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4.0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단
최근 국제 무역 갈등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장의 고도화 뿐만 아닌 제품 설계, 생산, 유통/서
비스 프로세스가 서로 연결된 제품 가치 사슬의 고도화로 진화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스마트 공
장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생산-유통을 통합한 차세대 성장분야인 “디지털 제조 혁신 산업”의 리
더를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제2의 제조 도약을 위한 디지털 제조혁신 인재양성”을 목
표로 한다.
본 사업단의 연구는 현장중심 실용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논문만을 위한 연구가 아닌 현장에
서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의 방법론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 방법을 추구한다.
본 사업단은 글로벌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제조혁신의 연구 방향을 정의하고 실증 사례를 도출하여,

장영재 사업단장

학계에서 디지털 제조혁신 분야를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본 사업단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가 운영하는 제조관련 3개 산학센터
(시너스텍 AI 자동화 시스템 연구센터, 한국타이어 디지털 혁신 센터, LG CNS AI&빅데이터 연구
센터, 총 62억 규모)와 연계하여 실제 현장에서 연구 주제를 찾고 현장에 활용 가능한 완성도 높
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참여 교수진은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율운영, 제품설계, 유지보수 및 제조 서비스로 분류되는 제
조 연구 분야 전문가이다. 본 연구진은 최근 AI 및 빅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제조 분야
와 융합하여 새로운 제조 연구분야를 창조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디지털 제조 혁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창업, 디지털 제조 수요기업 인재 교육을 통
한 디지털 제조혁신 전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공을 산학협력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목표로 1) 산학 센터 확대 유치 및 센터 중
심 연구 수행, 2) 산업계 현장 적용 연구, 3) 디지털 제조 관련 창업 및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량적인 달성지표로 총 100억원규모 연구센터 유치, 산학과제 부가가치
총 400억 달성,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졸업/교원 제조 솔루션 기업 창업 등을 제시하였다.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디지털 제조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
행하여 글로벌 디지털 제조 리더로 성장할 계획이다. 과거 해외 석학
들에 의해 정립된 연구분야에 참여하는 연구가 아닌, 본 연구단이 주
도적으로 연구분야를 정립하고 세계 연구자들을 리드할 것이다.
과거 SCI(E)논문 게재 실적이나 인용횟수 등 정량적 결과 중심의 연
구문화를 지양하고, 산업에 필요한 연구이자, 논문이 아닌 실제 연구
에 집중한 완성도 높은 연구를 추구하는 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 대학원 논문 지도 방식 및 대학원 연구 문화를 개선하여, 교수 한사
람에 종속된 대학원 연구 지도를 탈피, 합리적이며 시스템 적인 연구
지도 문화를 창조,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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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 KAIST TechFin
산학협력센터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와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여름 미래 금융을 선도할 기술을 공동으
로 개발하고자 ‘하나금융그룹-KAIST TechFin 산학협력센터 (센터장,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신하
용 교수)’를 설립하였다. 전통적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으로의 환경변화에 의해 정보, 상품의 결합
을 자동화하는 AI기반 금융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KAIST
TechFin 산학협력센터는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금융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10년 후의 미
래 금융시장을 대비하고 선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센터의 활동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하용 센터장

• 구체적 수요와 기술이 파악된 TechFin 주제 연구
• 미래 디지털 금융 연구 주제 발굴
• 미래금융 인재 육성 및 신사업 보육 및 투자
센터는 카이스트 산업경영연구소 내에 설립됐으며, KAIST의 AI, 머신러닝, 금융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담 교수진이 하나그룹의 실무진들과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며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
나금융그룹-KAIST TechFin 산학협력센터의 센터장은 신하용 KAIST 교수가 맡으며, 다양한 금
융관련 디지털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KAIST의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AI대학원, 경영대
학, 수리과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교수진 8명이 핵심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센터에서는 고객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금융 분석 그리고 생체신호 기반 개인식별 강화 등 구체적인 수
요와 기술이 파악된 주제부터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그룹의 수요와 KAIST의 기
술을 공유하여 새로운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1년차 주요 과제로는 우선, 수요가 확실한 과제들부터 선정하여 산학형 사내 벤처를 공동 기획하
면서 성과를 확인하며 산학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과제를 점차 확대해가며 혁신적 미래금융 과제 및 장기적으로 영향이 큰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이
1년차 과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카이스트와 하나금융그룹은 본 센터를 통해 단순히 산학연구에
서 그치지 않고 금융 산업 내 미래 인재 육성 및 신사업 보육을 위
해 다양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KAIST 측에서는 하나그
룹 내의 사업 아이디어들을 공모, 선발하여 기술적으로 현실화하
는 역할을 하며, 하나그룹 측에서는 KAIST의 TehFin 기술 아이디
어를 전용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하나그룹의 금융을 적용하여 금융
적으로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아 신사업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나
아가 하나그룹의 산학형 사내벤처 구축과 KAIST내의 해커톤, 테
크핀 캡스톤 운영 등을 통해 테크핀 인재 육성에도 힘을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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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6)

공유경제는 지속가능한가
얼마 전 지역기반 중고거래 서비스인 “당근마켓”에 “벌레 잡아 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
왔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왔는데 이를 3만원에 잡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벌레는 잘
잡혔고, 구매자가 A/S 제안도 해줬다는 인증샷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훈훈한 이 이야기는 즉시 각
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기글에 오른다.
공유경제의 성공 요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10여년 전,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창업되며 도입
된 공유경제는 소유가 아닌 공유를 전면에 내세운다. 공동체를 만들고, 환경을 개선한다. 내 소비는 사

김 우 창 교수

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된다. 심지어 가슴 두근거리는 새로운 만남이 있을지도 모른다.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시절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열광했던 건 “cool”하고 “hip”하며 “caring”했
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상업적인 활동에 “훈훈함”을 더해 성공한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초기 모습은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표상과도 같았다. 세 명의 젊고 매력적인 창업자, 컵
라면만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쿨함, 호텔 비즈니스에 평범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모
든 것이 훈훈했다. 현지인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매력까지 더해저 비록 먼지 하나 없는 호
텔의 청결함은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었다. 호텔이 없는 외진 곳에도 숙박할 가능성이 생기
는 건 덤이다.
기술회사는 많다. 드문 것은 “훈훈한” 기술회사다. 에어비앤비는 기술회사다. 훈훈한 스토리가 있는 이
공유경제 업체에 투자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바라는 정
부들은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했다. 사람들의 열광 속에 에어비앤비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창업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5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숙소 보유하게 된다.
영화와도 같은 이야기는 거기까지다. 공유경제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어낸 훈훈함은 역설적으
로 성공한 업체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소액을 받고 이웃집의 바퀴벌레를 잡아주는 것은 웃으면서 넘
길 수 있는 이야기다. 식약처의 인증이나 세금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규모가 커져 사업화
된다면 어떨까. 소비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한다. 사업소득
에 대한 세금은 논할 여지조차 없다.
소비자가 판매자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바뀔 수 밖에 없다. A/S까지 제안해줬다며 고마워했던 당근마
켓 구매자도 업체에게는 A/S가 당연한 것이라 여길 거다. 훈훈함을 무기로 급속도로 성장한 공유경제
는 규모가 커질 수록 기존의 업체와 차별성이 없어진다. 회사가 고객에게 전달했던 핵심 가치가 성장
에 비례하여 사라지는 셈이다.
최근 에어비앤비와 뉴욕시가 오랜 법적 분쟁 끝에 합의한 공급자의 정보 공유가 좋은 사례다. 뉴욕시에
는 “30일법”이라는 것이 있다. 거주용 주택은 1년에 최대 30일까지만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이다.
거주용 부동산이 숙박업에 활용되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많은 대도시들이
이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경험했고 에어비앤비 금지를 도입하고 있다. 단체 관광객들이

▲ 당근마켓-벌레잡아주실분

비상업용 주거지역에 머물면서 생기는 거주민들의 폭발적인 민원 증가도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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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리스팅 정보를 시 당국이 알 필요가 있다. 그간 에어비
앤비는 누가 어떤 곳에 방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정보공유를 수년간 거부해오다 결국 뉴
욕시에 항복한 것이다. 작은 벤처 기업이었을 때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불가능한 회색지
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뉴욕과 같은 대도
시의 부동산 가격을 확 끌어올려버릴 정도의 초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과거와 같은 느
슨한 규제의 적용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다.
멀리 갈 것 없이 타다의 실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택시는 차와 운전자
▲ 자전거무덤

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기에 과잉공급되기 십상이다. 과잉공급은 수익을 떨어뜨린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바가지 요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올릴 유인이 생
긴다. 다른 서비스업과 다르게 택시는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다음에 타는 손님
은 그것을 알 방도가 없다. 해외 여행 중 택시 때문에 기분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 이
유다. 따라서 택시의 수는 면허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허의 수를 조절하

공유경제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의 명확한 반례: 공유경제 업체에게
주어지던 특혜는 지속될 수 없음

여 택시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규제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
하도록 강제한여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타다에게 택시 산업의 규제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금지된 하도급 형태의 고용 방식 역시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
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이를 거부한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면 사업성이 없다
는 이유였다. 혁신산업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한다는 논리를 마지막까지 펼쳤지만 법
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타다는 사업 포기를 선언한다. “4차산업혁명의 아이
콘”부터 “앱 달린 나라시 택시”까지, 타다를 평가하는 시각은 현재도 극명하게 갈린다.
한 가지는 명확하다. 타다가 사업을 접은 이유는 특혜 없이는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은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에게 큰 손실을 끼
쳤다. 동시에 급속한 성장에 가려져 있던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수면 위로 드러
냈다. 공유경제는 플랫폼 사업이기에 규모의 경제가 극단적으로 작동한다. 1위 업체만 살
아남는다. 하지만 덩치가 커질 수록 훈훈함을 잃고, 결과적으로 암묵적으로 주어지던 특
혜를 잃게 된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 들어가 그 규제에 최적화된 기존의 업체들과 경쟁했
을 때 공유경제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넓은 의미의 공유경제는 인류가 집단생활을 했던 태곳적부터 물물교환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다고 공유경제가 지속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공유경제는 지속가능하다. 망하는 건 특정 업체다. 핵심은 그간 공유경제
업체에게 주어진 암묵적 특혜를 받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성공적인 공유경제사업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책상물림인 필자는 감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공유경제 업체들은 앞으로 지
속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과, 이것이 패기넘치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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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재의 산업지능

대학이 기업을
가르치던 시대 지났다
에디슨은 1879년 그가 발명한 백열전구를 세상에 공개한다. 전

했고, 물류·유통 분야에서도 디

력을 생성하고 배송해 가정에 공급하는 에디슨의 전력 공급 시스

지털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강자

템은 이로부터 3년 뒤인 1882년에 완성된다. 첫 전구 개발에서

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

전기의 상용화와 사업화까지 3년 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요즘 세

다. 이런 기업의 성장이 소수 기

상의 기준으로 평가해도 경이롭다. 1882년은 전기전자 역사에

업가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체 산

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 세계 최초로 전기전자공학이 정식학제

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

로 MIT에 개설된 해다. 역사가들은 MIT의 전기전자공학과 개설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절

이 미국 전기산업의 태동을 이끌어냈고 20세기 기술 부국 성장

실하다.

의 원동력이 됐다고 해석한다. 보통 공학 이론이 세상의 혁신을

이제까지 대학의 산학협력 패러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 경우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라

다임은 대학이 기업에 한 수 가르친다는 가정에 근거했다. 이런

이트 형제가 첫 유인비행을 성공할 때는 항공학이 정립되지 않았

가정을 폐기하고 새 상생 혁신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공

다. 그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당시 이론으로 정형화 되지 않은

한 벤처의 본사를 대학에 유치하고, 대학은 기업들이 창조한 새

비행역학의 원리를 찾아내 유인비행을 성공시켰다. 요즘 각광받

로운 기술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 교육 프로그램을

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과정이나 전공도 데이터 시대 제조산

함께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대학은 산업의 패러다임

업의 요구로 탄생했다. 즉, 산업의 요구가 새로운 공학분야를 창

변화를 이해하며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벤처는 이들을

조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고용해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

장 영 재 교수

다. 벤처기업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도 임직원들의 끊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

없는 재교육과 기술 습득이 필요한 세상이다.

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사회는 대학의 역할과 그 존재 가치
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정형화된 학제의 대부분 과목은 인터넷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은 우리 고등교육이 세계를

에서 공짜 강의를 찾을 수 있다. 책 저자가 직접 강의하거나 명강

리드할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있다. 특히 공학전문 대학과 공대

으로 소문난 강사의 강의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마다 소문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기회다. 대학에 벤처기업이 상

난 교수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강의를 공짜로 개설하면서 이젠

주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테크노파크 건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

대면 강의보다 더 나은 강의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지만 이런 공간 공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과감히 연구실·

이런 시대에 대학의 존재와 역할은 무엇일까? 해답에 이르는 단

강의실을 개방하고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용화까지 함께하는 모

초는 에디슨과 MIT에서 찾을 수 있다. 에디슨은 새로운 기술을

델을 구축하는 강력한 공대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은 물리적·행

개발하는 발명가이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창조한, 요즘

정적·문화적 벽을 허물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시대로 치면 벤처창업가이기도 하다. 그의 도전으로 혁신 비즈

물론 ‘대학이 기술 직업 훈련원’이냐는 비아냥과 비평도 있지만,

니스가 창조됐고, 이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을 본 MIT는 과감

그렇다고 대학이 교수들만 이해하는 수식과 전문용어를 논하는

한 교육 혁신을 시도해 미국이 전기전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MIT도 공학 혁신을 시도할 때 다른 대학

는 기반을 다졌다.

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전문 기술

우리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에 있

인력 양성이란 비전과 가치만 바라보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

다. 이미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성공 비즈니스가 창조되고

었다. 공학교육과 공학전문 대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한

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이 나오기 시작

번 생각해 볼 때다.

Vol 6, Fall 2020 Newsletter

KAIST DEPARTMENT OF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8

Special Feature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양극화 심한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 고려한 제조혁신 현실화전략 필요…
스마트제조혁신의 벽 넘기 힘든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 파악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두 戰線
대한민국의 제조산업은 지속적인 위협 속에 있다. 핵심 컴포넌트 기술을 가진 선진국과 낮은 제조 원가를
경쟁력으로 삼는 신흥국의 사이에서 자신의 Market Share를 지켜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조산업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분야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선
진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기도 하였고, 아직까지는 신흥국을 상대로 조선, 자동차, 제관 산업
의 자국 내 제조가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제조혁신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샌드
위치 상황을 타개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스마트제조혁신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지만,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 2025, 미국의 Manufacturing Renaissance는 인공지능, IoT 센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 제조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관점에
서 접근하며, 중국은 첨단 제품의 제조역량 획득에 있으며, 독일은 다품종 고급 맞춤 생산에 맞는 자동화
체계로 접근한다.
이런 선진국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은 최근 양극
화가 심각히 진행 중이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후 장대형 제조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이
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
리나라의 스마트제조혁신은 양극화된 산업구조에 맞추어 양방향의 혁신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서
주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글로벌 수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감당해야하는 전통 제조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은 정부 및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전통 제조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현재 중화학공업 참여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용접하는 5~60대의 근로자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런 노령화는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교
육비용과 기대생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임금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대
임금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통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은 다품종 생산 혁
신과 대량 생산 혁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품종 생산을 통한 제조 유연화와 낮은 시간,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수행하는 제조 자동화가 전통 제조산업의 원가 경쟁력 및 이윤창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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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작업자의 공정 보고 모습(왼쪽), 클라우드-스마트폰-바코드-인공지능 기반의 주문/생산/공정/품질 관리(오른쪽)

1) 대량 생산을 수행하는 제조 자동화
대량 생산 혁신은 제품 당 생산 시간 및 단가 감소를 동반해야 하며, 이는 생산 자동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스
마트제조혁신은 자동화된 생산 공정과 로봇화된 생산 공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단순히 로봇을 구매, 적
용하는 것으로 극적인 대량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단순히 자동화에 뛰어들기보다, 생산품에 대한 공정의
세분화, 기계를 통한 반복작업의 필요성 파악, 단순 반복작업으로 구성된 생산 공정에의 로봇화가 필요하다. 즉, 로봇
은 생상 공정의 도구일 뿐이지, 여전히 산업공학의 지식을 활용한 공정 혁신이 스마트제조혁신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
다. 또한, 세분화된 공정에 맞는 수준의 적절한 로봇 혹은 자동화 체계를 도입해야만 하며, 이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고도화된 기술은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며, 초기 비
용이 지나치게 크게 되어,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한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에는 로봇과 같은 스마트생산체계가 필요하다. 스마트생산체계는 고액
의 자본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이 필요한데, 지금의 전통 제조산업에서 이런 자본지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동화에 대한 정부 및 산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인식하여 최근 수년에 걸쳐 정
부는 뿌리산업에 대한 생산자동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은 시의적절하지만, 정책 실행 이후의 관리를 더욱
충실히 하여 정책효과를 영속시킬 수 있다. 일부 지원 사례에서는 현장의 스마트생산체계 적용이후, 고액 생산체계 관
리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Maintenance)의 필요성 때문에 고액의 자본지출과 정부 지원을 통해 획득한 생산체계를 금
방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스마트생산체계의 지원사업은 생산체계를 관리하는 사업까지 확장되어, 전통 제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자동화 생산체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첫째, 만약 체계 관리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하여 생산공정엔지니어가 공정 및 생산 방식을 재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생산체계 (
예, 로봇)의 국산화를 통하여, 외산의 체계 관리비용보다 낮은비용으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정책 노력이 필요
하다. 둘째, 만약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문제라면, 이는 스마트센서 (IoT)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상태
탐지와 적절한 예지보전(Preventive Maintenance)를 수행하는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스마트센서는 전
통 제조산업의 현장상황에 맞게끔 강인하며, 단순하고, 저렴해야(Robust, Simple, Cheap)한다. 또한, 센서의 네트워
킹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Bluetooth, Zigbee, WIFI, 4G/5G Network등으로 분화하여
지원해야한다. 많은 중소기업 전통 제조산업에서 WIFI도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센서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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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품종 생산을 통한 제조 유연화
다품종 생산을 통한 스마트제조혁신에는 공정 흐름과
생산 변동을 감안하여 빠르게 작업 배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의 스마트생산혁신
이라는 키워드 이전의 혁신 키워드는 “도요타 생산시스
템” (혹은 Just-in-time manufacturing)이었다. 이
러한 생산시스템은 컴포넌트 조립을 담당하는 대기업
의 경우 재고비용을 감소시키는 강점이 있지만, 잦은 주
문변경과 급속한 납기요청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생산혁신을 요구한다. 지금 중소기

▲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의 예시

업 제조현장의 주문관리 및 생산관리는 대부분 수기와
엑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전산화”된 시스템은
주문관리를 통한 생산 우선 순위 배정의 어려움과 현장 생산 상황과 주문-생산 관리 현황 파악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어려운 점에 한계가 있다.
생산 우선 순위의 배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주문 모델의 다품종화와 자주 변경되는 대기업 서열체계에 있다. 이런 다
품종화와 조립서열의 변경은 글로벌 시장을 상대해야하는 대기업 혹은 유통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중소 제
조현장까지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영향을 미치는 증거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급속한 생산품은 잠재적인 품
질문제까지 감안하여 지속적인 생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즉, 주문 관리는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까지 연계되는 주요
관리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중소 제조 현장은 자체 주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엑셀등의 전산화 도구에 의존한
다. 또한 일부 기업은 주문 관리를 비전문 영역으로 치부하여, 전문 생산관리의 경험이 적은 인원들에게 주문 관리를 맡
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중소 제조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주문, 생산, 재고, 품질 관
리 체계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인스톨이나 작동 컴퓨터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 또한, 사람이 주문 관리를 하듯이, 재고품을 감안한 신규 생산 시작, 서열 변경에 따른 생산 우선순위 변
경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까지의 생산, 주문, 재고 관리 솔루션들은 회계 관점의
단순 기입 및 출납관리라고 한다면, 더욱 생산 관리의 입장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클
라우드 생산관리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이다.
제조 유연화의 또다른 어려움은 현장과 파악된 현황사이의 괴리이다. 현장은 대기업과 같이 밀접한 관리를 하기 어려우
며, 생산 공정과 공장의 레이아웃이 직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 결과 실제 생산품이 현장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상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특히 어떤 모델의 작업중 제고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급작스러운 주문 변경이 발생할 경우, 납기 지연이나 지나친 재고 비용의 증
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장의 공정 작업자, 생산 관리자, 주문 및 납품 관리자 사이의 유기적인 정보 흐름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센서 제품, 공정 보고를 위한 스마트폰앱, 다양한 차원
의 바코드 및 태그들이 존재한다. 이런 정보 수집 체계가 위에서 언급한 클라우드 기반의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었
을 때, 실제 현장과 파악된 현황 사이의 차이는 사라지게 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주문 및 생산 관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뿌리 제조기업의 강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현재 제조업 기준 71%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 제조기업이 대
한민국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컴포넌트 공급, 기초 소재/부
품 공급의 차질로 역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과는 다르게, 단일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의 벽을 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인공지능, 센서,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의 키워드도 중요하며, 기술 트렌드를 잘 따라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어야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를 우리는 더욱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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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장영재 교수, KAIST 2019 대표 연구성과 10선 선정
19 Mar. 2020

우리 학과의 장영재 교수가 “심층 강화
학습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연구

이태억 교수, 교육부 원격교육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자격
으로 1차 회의 참석
24 Mar. 2020

로 KAIST 2019 대표 연구성과 10선
에 선정되어 개교 49주년 행사에서 포
상을 받았습니다.

Shuping Xiong 교수 연구실,
KAIST End-run 프로그램 선정

KSE대학원 이천솔 석사과정(지도교수 이문용),
2020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국내대학원 장학생 선정
28 May 2020

1 Apr. 2020 - 30 Nov. 2020

우리 학과의 셔핑숑 교수 연구실에서
“IntelliFallCarer: A wearable intelligent system to predict falls and
prevent fall-related injuries for the
elderly” 라는 연구로 KAIST EndRun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KSE 대학원 이천솔 석사과정 학생이 우수한 학업 능력과 역량을

ISysE, KSE 대학원 입시 설명회 온라인 진행

인정받아 2020년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국내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연 1,100만원씩 2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천

2 Apr. 2020

솔 학생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제15기 국내 장학생으로 선발되

설명회는 이재길 교수 주관으로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태

어서 영광이며, 앞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연구자

식 학과장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YouTube live

로서 성장하고 싶고, 학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

streaming으로 대학원 소개 및 입시 요강을 발표하였고, 두번째

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션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
수님과 학생들의 Q&A를 진행하였습니다. 110명에 달하는 학생
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에 설명회는 9시 반이라는 늦은 시
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Shuping Xiong 교수 연구실,
한국연구재단(NRF) 지원사업 선정
June 2020 - Feb. 2023

우리 학과의 셔핑숑 교수 연구실에서
“Development of ergonomic interaction framework for VR/AR
workspace based on natural hand
interaction and 3D user interface”
라는 연구로 한국연구제단에서 지원하
는 연구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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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ping Xiong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초청강연

이태억 교수, ‘제2회 글로벌전략연구소
(Global Strategy Institute)-국제포럼 2020’ 발표

1 Jun. 2020

24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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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우리 학과 셔핑숑 교수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부에서
“Integration of motion sensing and
machine learning for preventing
falls and injuries in the elderly”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오정 초빙교수,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June 2020

우리 학과의 이태억 교수는 KAIST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포스
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의 부상에 따른 교육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제2회 글로벌전략연구소 국제포럼에서 “Reimagining
and Reinventing Education by Online Digital Learning”라는
주제로 Keynote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학과의 권오정 초빙교수가 저술한 “수학적 전투모델링과 컴
퓨터 워게임”이 202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
니다. 이 책은 전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실제 전투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론을 국방 분

신하용 교수,
하나금융-KAIST 테크핀 산학협력센터 협약
4 Aug. 2020

야에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억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 주관 및 발표
23 Jun 2020

하나금융그룹과 KAIST는 “하나금융-KAIST 테크핀 산학협력센
터”를 개설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
과가 주도하여 설립된 본 연구센터는 미래시대의 기술기반의 금융
을 이끌어 나갈 기술과 인력양성을 목표로, 신하용 교수(센터장)를
비롯하여 김경국 교수, 김우창 교수, 문일철 교수 등 당 학과 소속
교수가 다수 참여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교내에서 금융과 AI에 관
우리 학과의 이태억 교수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교
육과 사회적 가치” 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
를 주관하였고, 이 토론회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과학기술 교육혁
신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가 여럿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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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 대학원 정유경 석사과정(이의진 교수 연구실),
CT 대학원 김채원 석사과정(우운택 교수 연구실)
NVIDIA Jetson Community Featured Project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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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사업 평가영역별 점수 및 해당패널에서
1등으로 선정
6 Aug. 2020

5 Aug. 2020)

우리 학과의 혁신인재양성사업-신산업분야-스마트공장 (단장: 장
영재 교수) 사업이 4단계 BK21 사업 평가영역별 점수 및 해당패널
에서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Tiejun Ma (Shuping Xiong 교수 연구실),
Chinese Government Scholarship 장학생 선정
July 2020)

KSE 대학원 정유경 석사과정 학생과 CT대학원 김채원 석사과
정 학생이 KSE624 “모바일 퍼베이시브 컴퓨팅” 수업 프로젝트로
수행한 ‘Cheersbot Project’로 NVIDIA Jetson Community의
Featured Project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서 새롭게 생겨난 ‘홈술’ 문화를 타겟으로, 원거리 사용
자가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술잔을 부딪치
는 물리적 인터랙션과 음성 피드백을 지원합니다.
셔핑숑 교수 연구실의 Tiejun Ma 박사과정 학생이 Chinese
Government Scholarship from China Scholarship Council

김영민 학사과정(지도교수: 장영재), 2020년도 인성
장학생 봉사부문 선정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에 선정되었습니다.

6 Aug. 2020

김영민 학사과정 학생이 2020
년도 인성장학생 봉사부문에 선
발되었습니다. 장학금은 100만
원/1인/1회로 김영민 학생 외
에 봉사부문 13명, 모범부문 4
명, 공로부문 2명이 선정되었습
니다.

나병후 석사과정 (문일철교수
연구실), 2020년도 김영한
글로벌리더장학생 선정
24 Aug 2020

문일철 교수 연구실 나병후 석사과정
생이 2020년도 김영한 글로벌리더장
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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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진 교수, G20 정상회의 주관 [국제 디지털 헬스
정상회의] 초청강연
11-12 Aug. 2020

우리 학과의 이의진 교수가 G20정상회의 주관 사우디아라비아

14

KSE 대학원 최우혁 박사과정 (지도교수 이의진)
ACM Ubicomp Gaetano Borriello Outstanding
Student Award 장려상 수상
Aug. 2020

KSE 대학원 최우혁 박사과정 학생이

국가방위부 주최로 진행되는 리야드 국제 디지털 헬스 정상회의에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유비쿼터스

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순응도 향상을 위한 넛지 기술'이라

컴퓨팅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 대회 중

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수님께서는 해

하나인 ACM UbiComp 학술대회에서

외 석학들과 공동으로 Lancet Public Health 학술지에 “Digital

수여하는 2020년 Gaetano Borriello

Public Health and COVID-19”라는 주제로 기고하였고, 디지털

Outstanding Student Award에 최종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팬데믹에 강인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혁 학생

구축에 관한 초석을 확립하기 위한 ‘리야드 선언(Riyadh Decla-

은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신

ration)’을 Lancet 학술지에 공동 기고할 예정입니다.

체 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 서비스 연구
를 수행 중에 있어 동기, 능력, 계기의 3
요소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적용
하여 신체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
을 연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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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ublication
Stephane Barde, Young Myoung Ko, Hayong Shin,
“Fitting discrete phase-type distribution from
censored and truncated observations with prespecified hazard sequence” Operations Research
Letters 48 (2020) 233-239

Gwangseon Jang, Jin-woo Lee, Jae-Gil Lee,
and Yunxin Liu, “Distributed fine-tuning of CNNs
for image retrieval on multiple mobile devices,”
Pervasive and Mobile Computing: 64, Apr. 2020

S.K. Hong and Jae-Gil Lee, “DTranNER: biomedical
named entity recognition with deep learningbased label-label transition model,” BMC
Bioinformatics: 21(53), Feb. 2020.

김경국, 안도현, 김영훈; “Small-time smile for the
multifactor volatility Heston model”; Journal of
Applied Probability, accep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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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oli, J Park, I Ilievski; “WATTNet: Learning
to Trade FX via Hierarchical Spatio-Temporal
Representation of Highly Multivariate Time
Series”; IJCAI, June 30, 2020

B Sheng, X Wang, M Hou, J Huang, S Xiong and Y
Zhang; “An automated system for motor function
assessment in stroke patients using motion
sensing technology: a pilot study”; Measurement,
Sep, 2020

Dowon Kim, Kyoung-Kuk Kim & Jiwoong Lee,
“Term structures and scenario-based social
discount rates under smooth ambiguity”, The
Engineering Economist, Jul.2020
J. Yi and J. Park; “Hypergraph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KDD,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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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o L and Xiong S*, “Effects of working posture,
lifting load, and standing surface on postural
instability during simulated lifting tasks in
construction”, Ergonomics, Jul. 2020

Karwowski, W., Goonetilleke, R.S., Xiong, S.,
Goossens, R.H.M., and Murata, A. (Editors), 2020.
Advances in Physical, Social & Occupational
Ergonomics (Edited Book from Proceedings of the
AHFE2020 Virtual Conferences). Springer. ISBN
978-3-030-51549-2.

Kyoung-Kuk Kim & Dong-Young Lim, “Static
replication of barrier-type options via integral
equations”, Quantitative Finance,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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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주요 동정

유태선 박사 (지도교수 이태억),
국립 부경대학교 조교수 부임

정슬기 박사(지도교수 박성수),
국립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조교수 부임

2020. 03. 01

2020. 9. 1

김정은 박사 (지도교수 이재길),
국립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조교수 부임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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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졸업생 진로현황
넘버

과정

이름

지도교수

취업현황

1

박사과정

곽정환

박성수

삼성전자

2

박사과정

김남용

신하용

삼성전자

3

박사과정

VINA SARI YOSEPHINE

장영재

박사 후 과정(KAIST)

4

박사과정

김인욱

박진규

삼성전자

5

박사과정

배상윤

이태식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6

박사과정

이현진

이태식

박사 후 과정(KAIST)

7

박사과정

주원영

문일철

삼성전자

8

석사과정

Cassen Ulrich

셔핑숑

UNITY AG

9

석사과정

Sanzhar Bakhtiyarov

박진규

KAIST 연구원

10

석사과정

김예린

박성수

SK 하이닉스

11

석사과정

김혜미

문일철

유학준비

12

석사과정

심현수

박진규

서울대학교 연구원

13

석사과정

이재웅

장영재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14

석사과정

황종현

김희영

삼성전자

15

석사과정

CHUN XI HUANG

셔핑숑

Smartmore Co. Ltd

16

석사과정

Michael Poli

박진규

Vector Institute

17

석사과정

JIANSONG WAN

신하용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18

석사과정

Meriem

셔핑숑

'
L'Oreal

19

석사과정

Meryem

셔핑숑

Roland Berger

20

석사과정

Aicha

셔핑숑

THI

21

석사과정

조재연

박진규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2020년 8월 지식서비스공학 대학원 졸업생 진로현황
넘버

과정

이름

지도교수

1

박사과정

최민수

이재길

취업준비

취업현황

2

박사과정

박대희

이의진

삼성전자

3

박사과정

진효진

이문용

IBS

4

석사과정

한지수

이문용

SK㈜

5

석사과정

김세원

이재길

취업준비

6

석사과정

김현수

이문용

취업준비

7

석사과정

박재용

이문용

국군

8

석사과정

PATARA TRIRAT

이재길

KAIST KSE 박사과정 진학

9

석사과정

Gauvain Jacques Marseille

윤세영

취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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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세미나
백서인 박사(STEPI), 초청 세미나

이의진 교수, 초청 세미나

1 Apr. 2020

22 Apr. 2020

STEPI의 백서인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서는 세계 주요국의 스마트 모빌
리티(자율주행, 모빌리티 쉐어링,
OPPAV, 하이퍼루프) 분야 정책,
산업, 기술 역량을 분석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의진 교수가 디지털 웰빙이라는
분야에 대한 소개와 이를 증진시키
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
었습니다. 또한, machine intelli��gence,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int
eraction restraint system을 디
자인하는 방법론을 소개해주었습
니다.

권희연 박사(UIUC), 초청 세미나

박찬영 박사(UIUC), 초청 세미나

17 Apr. 2020

22 Apr. 2020

UIUC의 권희연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
나에서는 직업, 산업군의 클러스터링을 위해 topic modeling과
LDA를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 상황과 발
전 정도가 지역 별로 달라짐을 언급하며 산업군이 지리, 지엽적인
성질로 클러스터링 가능함을 소개하였습니다.

UIUC의 박찬영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데이터에
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방
법, 각 형식간 관계를 통일성 있게
반영하고 표현하는 방법, 추출된
정보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용하
는 법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일철 교수, 초청 세미나
22 Apr. 2020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에서 modeling을 위해 어떤 방법
론이 쓰이는지 사례를 들어 강연해
주었습니다.
Probabilistic modeling, deep
generative neural networks,
agent-based model등을 통해
latent variable을 이해하는 방법,
기술적 분석을 넓은 사회분야에 적
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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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재 교수, 초청 세미나

이종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초청 세미나

13 May 2020

27 May 2020

AI활용 제조-물류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팩토리 연구

인공지능 적용 철강공정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Smart CGL 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제
조 혁신의 중심에는 스마트팩토리
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스
마트팩토리의 특성과 AI의 적용사
항, 그리고 ISysE에서 연구하는 관
련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
하였습니다.

철강공정에서 인공지능을 실용적
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소개
하였습니다. 또한 용융아연도금 공
정 과정(continuous galvanizing
line, CGL)에서 도금량 컨트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과 이론을 경험
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손영성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청 세미나

이태억 교수, 초청 세미나

20 May 2020

3 June 2020

사물인터넷의 현재, 이슈 그리고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기술혁신과 팹 운
영 스마트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
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반도
체 산업의 칩 설계 및 생산, 운영의
이슈를 소개하셨고, 반도체 산업의
기술혁신 역사와 미래 전망, 그리
고 팹 운영을 최적화하고 스마트화
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주었으며, 사
물인터넷을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에 적용하여 삶
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기효 교수(울산대학교), 초청 세미나
10 June 2020

지능형 자동차를 위한 심전도 기반
운전자 상태 판별을 주제로 세미나
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운전자의 상태를 심전도를 활용하
여 판별하는 방법을 다루며 심전도
를 활용한 운전자 상태 판별의 이
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심전도 데
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운
전자 상태를 판별하는 응용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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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교수(성균관대학교), 초청 세미나

신동욱 교수(HKUST Business School), 초청 세미나

15 Jun 2020

15 July 2020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데
이터에의 접근성이 쉬워졌는지 여
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
니다. 세미나에서는 생명윤리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처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술
적 대안으로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제시하였습니다.

Dynamic Pricing with Online
Reviews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
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온라
인 시장의 상품 리뷰와 dynamic-pricing monopolist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연구
를 위해, 시스템을 근사할 수 있는
fluid model을 제안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식의 효
과를 시뮬레이션과 온라인 시장 분
석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경식 교수(서울대학교), 초청 세미나

Xavier Boix 박사(MIT, Research Affiliate at Harvard), 초청 세미나

17 June 2020

패턴 기반 모형을 활용한 최적화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
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패턴기반 모
형의 활용사례로 제조기업에서의
공정최적화 사례를 알아보고, 바
이오산업에서의 설비운영, 불확실
성 하에서의 자원운영, 신경망최적
화 문제 등에 대한 패턴기반 모형
의 활용 사례, 그리고 활용 방안과
관련한 이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Ha-Kyung(Hidy) Kong 교수(Seattle Univ.), 초청 세미나
17 June 2020

Guiding Communication through
Data Visualizations를 주제로 세
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서는 교수님께서 만든 interactive
system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서의 data visualization 이 갖는
이점을 살펴보고, rhetoric devices 들이 visualization의 메시지를
명료화 혹은 모호화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27 July 2020)

Using Neuro-inspired Tools to
Understand the Generalization
Abilities of Deep Neural Networks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
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DNN
의 'black-box problem'을 해결
하기 위해 뇌과학 분야의 직관과
툴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
해 강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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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ppearance

장영재 교수, 한국경제 전문가 포럼
“코로나 19, 맥주게임 그리고 디지털 재난 대응” (언론기고, 3 Mar. 2020)
“디지털 전환, 생존을 위한 과제” (언론기고, 14 Apr. 2020)
“디지털 전환 통해 ‘新제조 한류’ 키워야” (언론기고, 26 May 2020)
“디지털 대전환기의 첨단산업이란?” (언론기고, 14 July 2020)

김우창 교수, 이코노미 조선
‘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2’
“’금소법’으로 위축될 금융 혁신, AI로 해결하자” (언론기고, 16 Mar. 2020)
‘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3’
“동학개미운동의 성공과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 (언론기고, 20 Apr. 2020)
‘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4’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언론기고, 25 May 2020)
‘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5’
“기본소득 재원 ‘로봇세’, 현실 인식 없는 장밋빛 주장” (언론기고, 22 June 2020)
‘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6’
“10년간 비즈니스 세계 달궜던 공유경제가 직면한 도전” (언론기고, 20 July 2020)
‘김우창의 4차산업혁명 Insight 18’
“’신의 두뇌’ 양자컴퓨터가 바꿀 미래” (언론기고, 24 Aug. 2020)

김우창 교수, KBS 시사기획 창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간의 월급” (TV출연, 13 June 2020)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 (TV출연, 7 Mar.. 2020)

김우창 교수, 세계일보 오피니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언론기고, 3 Apr. 2020)

문일철 교수, 서울경제 피플

이재길 교수, 서울경제 외 다수

“中企 직원, 일꾼 마인드 아닌

“AI로 해외유입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로 무장해야”

수 예측”

(언론기고, 27 May 2020)

(기사, 20 Au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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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발전기금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기금 모금

신규 기부자 명단(2020 봄호 이후 기부자)
•박성준 동문 •이재우 동문 •정덕종 동문 •정수진 동문 •최수진 동문
•이재철 학부모 •유학성 학부모 •이원수(개인)
<발전기금사용처>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학사, 대학원)
•우수 박사과정 학생 유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해외 석학 초빙 강의 개설
•우리나라산업 핵심기술 및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연구원 고용
<참여방법>
첫째, 전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학 과 사 무 실 Tel) 042-350-3102~4 / Fax) 042-350-3110
· KAIST 발전재단 Tel) 042-350-4500 / Fax) 042-350-3500
둘째, WEB (학과 홈페이지 또는 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과 홈페이지
http://ie.kaist.ac.kr/ → Introduction → Donation for ISysE
· KAIST 발전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번 방법을 확인하세요.)
· KAIST 발전기금 약정서 Download
- 발전기금 약정서의 “약정내용 - 희망사용용도”에 학과
표시 후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2. KAIST 발전재단 홈페이지 http://giving.kaist.ac.kr/
· 온라인 기부하기
- 온라인 기부 약정서의 “약정내용 - 기금사용용도”에 지정발전기금

표시, 하위 학과발전기금

표시 후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온라인 기부의 경우 신용카드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 약정서 “기부방법”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기부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제출
- 발전기금 약정서의 “약정내용 - 희망사용용도”에 학과

표시 후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발전기금에 참여해주신 분은 세액 공제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