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준형 CV 

 

인적사항 

성명(한자) 하준형 (河俊亨) 

양문성명 Junhyoung Ha 

이메일 jhha@kist.re.kr 

 

학력사항 

구    분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졸업구분 소재지 

고등학교 2000년 3월 2003년 2월 
세일고등학

교 
 졸 

 인천시 부

평구 

학사 2003년 3월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졸 
서울시 관악

구 대학동 

석/박사 2008년 8월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로봇공학 

(로봇자동화 

연구실) 

 졸 
서울시 관악

구 대학동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직무 

2009.10 ~ 2011.04 

CMPR (Capital 

Markets and Portfolio 

Research) 

퀀트 프로그래머 

자동화된 선물/옵션 

투자 시스템 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2015.09 ~ 2018.08 

Boston Children’s 

Hospital / 

Harvard Medical 

School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수술로봇 디자인/제

어/안정성 해석 연구 

-기관지 스텐트 디자

인/역학적 해석/동물 

실험 추진 

2019.05 ~ 2019.10 
에스엔유로보틱스 주

식회사 
연구원 

Deep learning 알고리

즘 개발 

2019.12 ~ 현재 KIST 의료로봇연구단 선임연구원 
의료영상분석, 로봇수

술기술연구 

 

연구경력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제목 

CMPR 2009.10 ~ 2011.04 선물/옵션 상품 실제가치 추정 및 투자 전략 연구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된 선물/옵션 투자 시스템의 개발 연구. 과거의 주가 동향과 선물/옵션의 가격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stochastic system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물/옵션의 실제가

치를 추정 및 투자 계획 수립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제목 

서울대학교 2012~2013 기준 프레임이 다른 두 센서의 동시 캘리브레이션 

UAV(드론), 스마트폰 등 독립적인 레퍼런스 프레임을 갖는 여러 센서를 포함한 시스템의 캘리

브레이션 연구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제목 

서울대학교, 

Boston Children’s 

hospital 

2013.08 ~ 2018.08 
Concentric tube robot의 제어/자세 측정/안정성 향상/

최적 디자인 연구 

Concentric tube robot의 무거운 kinematics 연산을 대체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자세 추정 

연구/튜브 사이 공간 및 마찰 등을 고려한 모델 정확도 향상/탄성안정성을 높이는 제어 및 디

자인 방법 연구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제목 

Boston Children’s 

hospital 

2015.09~2018.08 기관지 스텐트 개발 및 시술 장비 개발 

영유아를 위한 기관지 스텐트 개발 목적의 연구. 스프링 형태의 기관지 스텐트를 디자인하고 물리적 모델

링을 통한 지지력 계산, 이를 통한 디자인 파라미터 최적화 수행 및 비절개식 스텐스 시술 기구 개발.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제목 

세이지 리서치 2019.05~2019.10 제품 불량 검출을 위한 deep learning 알고리즘 개발 

다수의 정상 제품의 이미지만 존재할 때 정상 이미지의 특성을 학습, 학습 시 본적 없는 비정

상 이미지가 들어와도 불량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연구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제목 

KIST 2019.12~현재 의료영상 분석 및 정합 연구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한 카테터 포즈 추정, 2D-3D 정합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