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학회 16대 회장 이임사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로봇학회 회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2019년 일 년을 회상해
보면 한국로봇학회에서 회원님들과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바를 전부 이루지 못한 아쉬움
은 있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로봇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더 커가며 이제는 머지않아 산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개최되는 로봇분야 Major학회 ICRA, IROS에 참석하는 인
원이 점점 증가하여 이제는 4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회 참석한
한국인들이 함께 하는 Korean night에는 국내외 로봇공학자들이 100명 이상 참여하여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촉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사업영역을 로봇분야로
넓히고 있으며 젊은 연구자들을 리크루트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로봇학회는 회원님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개의 학술 플랫폼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에 개최하고 있는 국내 학술대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는 3년 전에 비하여 참석인원이 두 배 정도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로봇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UR(Ubiquitous Robots)은 격년으로 외국에서 학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UR2019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등록을 하는 성과를 보였습니
다.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로봇학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히 회원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진행해온 로
봇-인공지능 여름학교는 인공지능 강의와 더불어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9년에는 로봇기구학 강좌를 새로
이 추가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5개 지부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확
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로봇공학자에게 학회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봇신문을 통해서는 젊은 로봇
공학자를 소개하는 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의 고유의 역할인 학술활동에 더하여 회원들이 국가연구
과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로봇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한국로
봇학회에서 개최한 여러 행사에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회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도 더욱 한국로봇학회를 통하여 회원여러분 개인의 발전과 계획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학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부회장님, 이사님들, 그리고 학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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