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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요
수중로봇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은 수중이라는 환경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기술도 있지
만 지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로봇 기술에서 출발하여 연구되고 사용된다. 이를 위해
많은 로봇 연구자와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2017년에 수중로봇연구회는 로봇학회에서의 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활동과 학
술지와 논문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다.

- URAI 2017의 수중 로봇 특별 세션 - “Advanced Navigation for Marine Robots” 제안
- IEEE RAS Marine Robotics TC와 연계한 활동 – IROS Workshop “Acoustic based
Navigation for Mairne Robots” 제안
- 로봇학회 논문지의 특집호 “수중 항법 기술” 또는 “수중 환경 인식 기술”

또한 수중 로봇 분야의 연구 분야 저변 확대 및 국내외 인적 교류와 상호 지원,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연구회 활동 목표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목표 중에, 2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2017년 9월 캐나다 벤쿠버에
서 개최된 IROS에 제안선 워크샵이 많은 경쟁 속에서도 선정 되었고, 다수의 발표자와
참석자가 모여 강연과 토론을 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1. URAI 2017의 수중 로봇 특별 세션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Poster Session 2 Advanced Navigation for Marine Robots”를 구성하여 다수의 해양로봇(수중로봇)의 항
법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5월 싱가폴에서 개최한 ICRA에 참석하면서 행사 홍보와 참석을 권유하여 싱가폴
국립대학교에서 1명이 참석하였다. 비록 한명이지만, 참가국을 1개국 늘리는 효과를 거
두었다. 해당 논문은 국외 참석자임을 고려하여 항법 세션의 구두 발표로 전환하여 논
문 발표를 하였고 발표자인 Ms. Gao Rui는 김진환 교수와 더블어 해당 세션의 좌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IROS 2017 워크샵
2017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IROS에 “Acoustic based
Navigation for Marine Robot”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을 신청하였다. 본인이 주 제안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Fort Lewis College의 Ryan N. Smith 교수, 싱가폴 국립대학교
의 Mandar Chitre 교수, 카이스트의 김아영 교수가 공동 제안자의 역할을 해주었다. 또
한 미국 조지아텍의 Fumin Zhang 교수, 독일 자콥스 대학교의 Francesco Maurelli 교
수, 일본 동경해양대학교의 Hayato Kondo 교수와 미국 서버지니아 대학교 NASA에서
근무하는 Giacomo Marani 박사가 행사 구성과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행사는 반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수의 발표와 2번의 토론을 위해 시간을 1시
간 연장하여 진행하고, 대신 중간에 간단한 스넥을 제공하고 행사 후, 점심을 제공하여
원만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건의 초청 강연과 6건의 구두 발표를 수행하였고, 2번의 토론 (총 60분) 동안 음향

기반의 수중 항법의 방향,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워크
샵의 주축이된 IEEE RAS의 Marine Robotics TC를 설립한 KIST의 여준구 소장님이 직접
참석하시어 그동안 발전된 모습에 대한 소감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워크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google.com/site/mrw4iros17/home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본 행사의 준비를 위해 5월에 싱가폴에서 개최된 ICRA에서 준비 모임을 진행하였고, 온
라인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고 참석이 불투명했던 일본 동경대학교 연구
그룹을 위해 동경해양대학교 곤도 교수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경
대학교 Maki 교수 (발표) 및 다수의 연구자가 일본에서 참석하였다.

행사 후, 참석자와 예약된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편안한 이야기를 나
누었다. 당초 점심 식사 예약을 위한 예산 및 인원 추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스럽
게 예상한 인원인 약 25명과 유사한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식사 비용도 추정 예산을 초
과하지 않았다.

3. 후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회와 재원을 제공해준 로봇학회와 처음 시도하는 제
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신 조영조 회장님과 부회장
님, 이사님, 학회 사무국 직원에 감사드립니다.

학회 활동이 자칫 이사회와 같은 임원진의 행정 업무와 학술대회 등 대표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각 연구 분야별로 활성화는 말로만 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화 활동을 통한 다수 회원의 학회 참여를 유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그 효
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 첫해임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자부하며, 특히 시행 전에 그 결과에 대한 세밀한 득실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많은 권한을 연구회까지 위임하여 추진한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로
봇학회가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학회의 활동이 학
회 임원에서 연구회 체계까지 전파되었고, 자연스럽게 모든 회원에게까지 흘러가 희망
하면 얼마든지 적극적인 학회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 가고 이로부터 또 새
로운 선 순환구조가 가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목표한 2가지의 행사 관련된 계획은 달성을 하였으나, 학술지 및 논문지의 특집호
와 관련된 목표는 추진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 특집호 추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약간의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2018년에 시행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충실한, 수준 높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
대하여 그 기대에 스스로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는 연구회의 활동 예산이 회원의 회비와 학회가 어렵게 확보한 제
원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예산 집행시마다 안내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국로봇학회의 협찬이나 스폰서에 대한
문구는 간단한 홍보와 더블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