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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주요 소식

1차 학생 공모 과제 Progress 평가

• January •

·일시: 2014. 1. 10 (금), 10:00~12:00
·장소: 포스텍 NINT 1층 컨퍼런스 A홀
·대상: Toy Trees Growing by Warm Words
(김율화, 송석용, 조재연, 조한슬)
Diffractive 2D Laser Projector
(장용, 김진석, 김형준, 안동훈)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 포스텍 방문
간담회
·일시: 2014. 1. 14 (화), 9:30~10:3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홍석우 전 장관 외 대학관계자 10여명
·내용: IT명품인재양성사업 및 포항시 강소기업육성
생태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YTN 사이언스 포럼 방영
YTN 사이언스 포럼 방영
·일시: 2014. 1. 3 (금), 22:00~
·주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창의IT융합인재 양성
·출연: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전만식 책임연구원, 임태욱 선임연구원
창의IT융합공학과 신기영 학생(대학원),
김율화 학생(학부)

전국 우수고교생 초청 2013 동계 이공계
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일시: 2014. 1. 9 (목), 9:30~12:00 / 14:00~16:3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대상: 전국 영재학교 1, 2학년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행사기간: 2014. 1. 8 (수) ~ 1. 10 (금)
·행사주관: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2014학년도 학부 합격자 대상 수시캠프
·일정: 2014. 1. 4 (토) ~ 1. 6 (월)
·장소: 경주 일원, 포스텍
·참석: 창의IT융합공학과 12, 13학번 약 25명,
2014학년도 합격자 약 20명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과학기술기반분과
포스텍 방문
·일시: 2014. 1. 9 (목), 14:00~17:3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및 미래부, NIPA,
대학관계자 등 30여명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학부생 제작 학과 홍보 동영상 시청
PGS설계/창의스튜디오 소개 및 학생발표
창의IT설계 소개 및 학생프로젝트 발표
대학 생활 소감 및 공모 수상작 발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심층 인터뷰 진행

·일시: 2014. 1. 10. (금) 22:00~
·주제: 미래교육, 지식창조의 공간 디자인 하기
·출연: 창의IT융합공학과 소효정 교수, 김진택 교수
임성현 학생(학부)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창의공간 투어
·일시: 2014. 1. 13 (월), 14:20~15:1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외신기자 30여명 외 대학관계자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및 창의공간 소개

전국 우수고교생 초청 2013 동계 이공계
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2차)
·일시: 2014. 1. 15 (목), 9:30~12:00 / 14:00~16:3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대상: 전국 과학고·민족사관고 1학년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행사기간: 2014. 1. 14 (화) ~ 1. 16 (목)
·행사주관: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2013 후반기 포스텍 잠재력 개발 과정 학과
탐방
·일시: 2014. 1. 23 (목), 13:00~18:0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전국 일반고 2학년 학생 중 엄정한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된 최우수 인재 40여명
·행사기간: 2014. 1. 7 (화) ~ 1. 28 (화)
·행사주관: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일시: 2014. 1. 6 (월), 14:0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내용: 입학 전 계절학기 안내
해외단기유학 준비사항 안내
학습용 노트북 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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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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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 February •

2013 동계 창의캠프 「InCiTE, ExCiTE」
·일정: 2014. 2. 5 (수) ~ 2. 7 (금), 2박 3일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대상: 전국 일반고 2학년 중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 45명
·주요내용
①1일차: 환영인사 및 학과소개, 특별강연, 창국지,
Ice breaking(부루마블)
②2일차: 창의IT설계 소개, 창의스튜디오 소개,
영웅만들기, 상상마당, 레크리에이션
③3일차: 롤링페이퍼, 설문조사, 시상식
·행사기획 및 주관: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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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4학년도 입학식

·일시: 2014. 2. 14 (금), 11:00~
·장소: 포스텍 대학체육관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원생 2명 졸업:
(공학석사) 서지훈, 손동희

·일시: 2014. 2. 28 (금), 11:00~
·장소: 포스텍 대강당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 신입생 20명,
대학원 신입생 7명 입학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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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창의타임

2014-1차 IT명품운영위원회

·일시: 2014. 3. 14 (금) 11:0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연사: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주제: Steel Making Process

·일시: 2014. 3. 26 (수), 10:30~13:00
·장소: 미래창조과학부 회의실 516호
·참석:
(미래부) 백기훈 국장, 강도현 과장, 이희성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연세대학교) 조신 원장, 권장연 교수
(포스텍) 이진수 원장, 백창기 교수, 김태현 팀장
(SUNY Korea) 송병석 단장
(NIPA) 도승희 단장, 최령 팀장, 김기호 수석
·내용: IT명품 사업취지에 적합한 성과지표 검토 및
2014 성과분석 계획 논의

• March •
학부생 초청 젊은 기업인 세미나

제73회 한림원탁토론회 참석
·일시: 2014. 3. 4 (화), 15:3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제: 융합과학기술의 미래 - 인재교육이 시작이다
·참석:
(주제발표) 강남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주제발표) 이진수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장
(좌장) 김용민 포스텍 총장
(패널)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손웅희 국가산업융합센터 소장
(패널) 엄융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정선양 건국대학교 교수
(패널) 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 부회장
·내용: 대학원의 융합교육(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대학의 융합교육(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2014 Presidential Fellowship 장학증서
수여식

2014 IT명품운영위원회 Kick-off Meeting
·일시: 2014. 3. 6 (목), 12:00~15:30
·장소: NIPA 중회의실
·참석:
(연세대학교) 조신 원장, 신무환 부원장, 권장연 교수
(포스텍) 이진수 원장, 백창기 교수, 김태현 팀장
(SUNY Korea) 송병석 단장, 윤일철 교수, 이승준 팀장
(NIPA) 최령 팀장, 김기호 수석
·내용: 2014 창의ICT융합인재포럼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추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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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세미나

·일시: 2014. 3. 7 (금), 15:30~
·장소: 포스텍 대학본부 대회의실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 2명 선정:
최창훈 학생(대학원), 안아주 학생(학부)

·일시: 2014. 3. 26 (수), 17:00~18:0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연사: LG이노텍 박재석 연구위원
·주제: Today and Tomorrow of Photo Mask

학부 신입생 - 지도교수 간담회

창의타임
·일시: 2014. 3. 25 (화), 17:0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연사: 미래IT융합연구원 임태욱 선임연구원
·주제: Nanoscale Silicon Process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교과과정 오리엔
테이션
·일시: 2014. 3. 4 (화) 17:10~18:3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교과과정 소개
영어교육 및 단기유학 관련 안내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안내

·일시: 2014. 3. 21 (금) 16:0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연사: 넵튠 정욱 대표
·주제: 스타트업 도전

영국문화원 GED 참가자 포스텍 방문
창의공간 투어
·일시: 2014. 3. 11 (화), 14:15~14:45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주일영국문화원 GED 참석자 14명
(*GED: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및 창의공간 견학

·일시: 2014. 3. 31 (월), 18:3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및 2014학번 학부생
·내용: 자기주도성장계획(PGS) 설계 수업의 일환으로,
매년 학부 신입생-지도교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
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 계획 수립에 있어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교수를 스스로 선정함.

경남과학고등학교 창의공간 방문
·일시: 2014. 3. 26 (수), 10:00~10:40
·장소: 포스텍 NINT 6층 창의공간
·참석: 경남과학고 학생 50여명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소개 및 창의공간 투어

창의세미나
·일시: 2014. 3. 12 (수), 17:00~
·장소: 포스코 국제관 중회의실 A
·연사: SK Telecom 변재완 CTO/미래기술원장
·주제: Global ICT 전망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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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 소개

유기박막 인쇄태양전지 및 차세대조명

Smart Plastic Electronic System

정성준 교수
2004년
2011년
2011년
2013년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오염 위험
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청정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갈수
록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유기태양전지는 저가의 용액
공정으로 대면적 생산이 가능하고 높은 유연성을 가지
고 있어 종이처럼 쉽게 인쇄하고 휴대할 수 있는 차세
대 태양전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프린팅 공정만을 통해 신문을 찍어내듯 <그림3>과 같은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sungjunejung/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선임연구원
Ph.D., University of Cambridge
Research Associate, University of Cambridge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장애물로 남아있는데, 다양한
분야들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린
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으로부터 세포의 생
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잉크젯 프린터 노즐 안에서 발생하는 압력, 제팅시
의 높은 전단률, 그리고 액적이 바닥과 충돌할 때 오는
충격이 동물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프린팅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액적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잉크젯 프린터의 장점
을 살려 한 액적 안에 포함되는 세포의 수를 줄이는 방
법과 바닥에 액적이 충돌되었을 때 액적 안에서의 세포
의 이동과 위치에 대한 접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
다. 잉크젯은 여러 노즐을 장착하면 다양한 종류의 세
포를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때 동
시 프린팅 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유기적 조직을 이
룰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해상도를 높여 더욱 정밀한 세포의 배치가 가능
하도록, 프린팅 된 세포가 배치된 그 형태를 계속 유지
하도록, 그리고 세포 간 상호작용이 유도될 수 있도록
돕는 바이오 잉크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Research Area: 플렉서블 인쇄전자 시스템 및 바이오 프린팅
<그림3. Printed flexible solar cell>

플렉서블 스마트 시스템
본 연구실은 플렉서블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센서, 로
직,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배터리 등 다양한 기능의 기
능성 소자들을 단일적으로 (monolithically) 집적하여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가진 융합 시스템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렉서블 융합 시스템의 예로 <그림1>에서와 같
이 5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기판에 터치센서, 논리

회로, 디스플레이, 저항 등의 능동/수동 소자를 집적시
킨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혁신적인 플렉서블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림2>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래머블 로직회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반도체 공정을 통하여 Universal semiconductor
array를 제작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기능을 프린
팅기술을 통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기존 형광등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
경적이며 인간중심의 웰빙형 조명의 필요성에 따라 스
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차세대 조명기술로써 <그림4>와
같이 자가충전식 태양전지가 접합된 유기전기소자 조명
(OLED lighting)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대인들
의 감성소비 확산에 따라 산업디자인이 접목한 신개념
의 융합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5. Inkjet bioprinter for biofabrication>

<그림4. 수평형 태양전지+OLED조명 접합디자인의
3차원 모식도>

바이오 프린팅
본 연구실은 세포와 같은 살아있는 재료를 이용한 바
이오 프린팅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린팅한
세포의 덩어리가 실제 조직이나 장기처럼 기능을 하기
<그림1. Functional Integrated Plas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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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Programmable logic circuit by inkjet printing>

<그림6. 3D-printed bionic ear (Princeton university)>
신임 교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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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유체역학 및 잉크유변학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자 및 바이오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린팅 공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본 연구주제에서는 기능성 용액의 조성
과 함유 물질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액적의 제팅 및 도

포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체공학 및 유변학적으로 분
석하여 인쇄적합성(printability)이 우수한 잉크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크 제팅 및 액적 충돌 현상의 매커니즘을 밝히
기 위한 초고속 이미징 기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림7. bioprinting 연구에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

<그림10. 잉크의 제팅 거동과 도포 거동 관찰>
<그림8. Close-up of retinal cells in a jet>

<그림9. Retinal cell settlement in nozzle during j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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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 현대 하드웨어인
SSD(Solid State Drive)와 멀티 코어 CPU의 병렬 처리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되었다.

빅 데이터의 병렬 처리 기술 연구

빅 데이터 처리 및 마이닝 기술

한욱신 교수

백 여대의 소규모 컴퓨터만을 사용하여 조 단위 규모
의 초 대규모 그래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초
고성능의 다사용자용 그래프 처리 시스템에 대해 연구

중이다. 그래프 컴퓨터간의 메시지 전송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계산 모델인 분산 핀-슬라이드에 대한 연구 및
GPU나 Xeon Phi와 같은 매니코어 기술, SIMD 병렬 기
술, SSD병렬 기술 등과 같은 병렬 하드웨어에서 제공
하는 모든 수준의 병렬 처리 기술의 활용 및 CPU 처리,
IO 처리, 네트워크 처리를 동시에 겹치도록 수행하는
겹침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
한다.

http://dblab.postech.ac.kr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2003년 경북대학교 교수
2013년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컴퓨터공학과 교수

Research Area: 빅 데이터 처리 및 마이닝

연구 분야 소개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단백질 상호 작용
데이터 등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데이터로부터 사
용자가 원하는 서브그래프를 검색하는 서브그래프 매
칭 기술 연구, 대규모의 그래프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하는 초고속의 그래프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연구, 및
뇌 네트워크와 같은 조 단위 규모의 빅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인 오라클로부터 외부
연구기관 프로그램 수상자로 선정(2014)되어 빅 데이터
처리 및 마이닝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빅 그래프 데이터 매칭 기술 연구
소셜 네트워크 검색, 단백질 상호 작용 그래프에서 서
브그래프 마이닝, 프로그램 코드에서 오류 찾기, RDF
데이터 검색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고성능의 서브그래프
매칭 기술인 TurboISO를 개발, 빅 그래프 검색 분야의
미해결 과제인 최적 매칭 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메모리 클라우드 기반의 그래프 검색 기술인 STW보다
최대 23,024배 빠르게 서브그래프를 검색하였다.

<TurboGraph의 구조>

<STW와의 성능 비교 (WordNet 데이터 사용)>

빅 그래프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연구
단일 PC로 고가의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보다 빠르게
그래프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빅 데이터 분석 프레임
워크인 TurboGraph를 개발, 그래프 연산을 엔진 레벨
에서 제공하여 그래프 연산에 대한 빠른 처리가 가능
하며, 핀-슬라이드(Pin and Slid)라는 새로운 계산 모
델을 활용하여 그래프 연산에 많이 사용되는 대규모
<기존 시스템과 TurboGraph간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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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극 내장 기술 개발

나노 반도체 공정 및 센서 기술

액체 시료에서의 분석과 감지를 위해서는 외부 이온 및
기타 유기물과 단백질 등에 의하여 소자에 인가되는 게
이트 전압의 변이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본 연구원
에서는 염화은 전극의 제작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여 높
은 신뢰성과 전압 안정성을 가지는 내장 기준전극을 개
발하여 손쉬운 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게이트 전압에 따른 계산 된 신호 대 잡음비와 전력소모량>

암표지자 검출 기술 개발

임태욱 박사

http://www.facebook.com/taiuk.rim

BioFET 소자를 이용하여 혈액 중의 알파태아단백질
(AFP) 농도를 정량 분석하여 간암의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였다. 대상 물질의 선택적 포획을 위하여 반도체
표면에 AFP의 단일 클론항체를 고정화시킨 후 다양한
농도의 AFP 용액 하에서 측정을 수행하여 8.5 mv/
log[AFP]의 높은 감도를 확보하였다.

2010년 NASA Ames Reserch Center 방문연구원
2013년 POSTECH 박사
2013년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Research Area: 반도체 바이오센서

<제작 된 염화은 기준전극의 표면 이미지로
3번이 최적화 된 전극임>

ISFET센서 신호 대 잡음비 추출기법 연구
연구 분야 소개

센서 소자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감도가 많
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감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센서의 신호 대 잡음비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그룹에서는 제작 된 소자의 잡
음특성을 측정 한 후 실제 신호와의 잡음비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평가 기법을 제시하였고, 제작
된 소자가 pH 0.016의 해상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반도체 기반의 바이오센서는 기존의 센서와 달리 저전
력 구동이 가능하고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여 높은 수
율과 신뢰성을 가지며, 전자회로에의 적용이 매우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나노선 BioFET은 나노선 전
계효과 트랜지스터의 높은 게이트 제어능력을 이용하여
고감도 검출이 가능하고, 감지에 있어 대상물질 자체의
전하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마커 부착없는 검출이 가능
하여 실시간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본 소자의 개발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원에서는 상용화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단일클론 항체 고정화 기법과
금입자를 이용한 고정화 검증 결과>

벌집 나노선 기술 개발
벌집 나노선은 기존 직선 나노선 대비 동일 기판 면적
내에 보다 높은 표면적을 얻을 수 있으며, 나노선에 결
함이 발생하더라도 자체 최적경로탐색 알고리듬에 따라
전류가 구동되므로 높은 수율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
는 구조이다. 본 구조를 pH 감지에 적용하여 1.6배의
감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제작된 소자와 벌집 나노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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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압에 따른 잡음 특성>

<다양한 AFP 농도하에서의 전류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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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의료 영상 촬영 장치 개발

이창호 박사
2009년
2012년
2013년
2013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방문연구원
University at Buffalo, SUNY 방문연구원
경북대학교 박사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고해상도 광학 영상 장치를 이용한 혈관 이미지 수술용 바늘 가이딩 영상 장치>

Research Area: 의료 영상 촬영 장치 개발

연구 분야 소개
고해상도 광학 단층 영상 촬영 시스템을 실제 수술실
에서 사용하는 미세 수술용 현미경과 결합하여 확대된
현미경 영상과 고해상도 광학 단층 영상을 장점을 시술
자에게 동시에 제공 가능한 수술용 영상 장치를 개발
중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해상도 비
파괴 검사 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수술용 광 영상
간단한 증강 현실 구현 장치를 이용하여 시술자가 수
술용 현미경의 접안 렌즈를 통하여 현미경 영상과 실시
간 제공된 고해상도 혈관 단층 영상을 동시에 모니터링
가능한 수술용 영상 장치를 개발 하였다.

고속 이미지 연산과 실시간 출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광 간섭 단층 촬영 장치에 GPU를 이
용한 초고속 영상 출력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수술용
광 영상 장치에 적용하고 있다.

광학적 비파괴 검사 장치 개발

<광 간섭 단층 촬영 장치의 고속 실시간 영상 출력을 위한 Flow chart(좌)와
적용된 실시간 수술용 광간섭 단층 촬영 장치의 안과 수술 영상(우)>

고해상도 광학 영상 장치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세포, 조직 등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밝히는 중요
한 장치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 분야, 농업 분야
에서도 비파괴적인 샘플 검사 방법으로 연구가 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비파괴적인 고해상도 광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종자, 잎, 패널 등의 불순물, 눈에 보이지 않
는 샘플 내 변화를 검사하는 장비로 적용 가능성을 연
구 중이다.

실시간 출력 영상 촬영 장치 개발
수술실에서 사용 가능한 고해상도 광학 영상 장치는
실시간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GPU
(Grapics processing unit) 병렬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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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광 단층 영상 촬영 장치를 이용한 비감염 종자와 감염종자의 구별(좌),
LCD 패널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검사(우)>
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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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 창공 - 랑데부!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랑데부장 김현지 입니다.
랑데부(Rendezvous)의 뜻은 만남. 저희 랑데부에서는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들과 외부의 만남을 주선합니
다. 학과 내부 구성원인 대학원생 및 교수님과의 친목
도모를 비롯하여 타과, 타대 학생들과의 교류, 외부 인
사 초청 강연 등을 기획합니다.

김현지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랑데부 활동의 목적과 의의는?
랑데부는 바쁜 학교 생활 중에도 창공과 학부생들이
외부와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하다
고 느껴지는 교류 행사를 학과 단위로 주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창공의 내
부 활동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자 하며, 늘 창공 학생들
에게 새로운 자극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창공과 학부생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기 위해
랑데부 학생들은 늘 열린 자세로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자 노력합니다. 랑데부는 늘 창공의 열린
문이 되고자 힘쓸 것이며, 랑데부의 다양한 활동은 창
공을 외부에 알리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공과 타대학의 만남 (만나다/BeSCIT)
랑데부에서는 창공과 지향점이 비슷한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와의 학술교류전을 기획합니다. 학술교류
전에서는 대학 진학 후 개인 혹은 단체로 행한 학술활
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학과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교류 행사는 일차적으로 서로의
활동을 발표함으로써 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하며,
더 나아가 뜻을 함께 하는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합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내부의 만남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이 모두 함께
하는 MT를 개최합니다. 부서 개편 후 2013년부터 새롭
게 기획하여 현재 1회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비슷한 행
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학부생과 대
학원생들이 안면을 트는 자리가 되었고 학부생들의 진
솔한 이야기를 교수님들께 들려드릴 수 있었으며, 교수
님께는 평소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학생
들을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랑데부는 또한 창공의 예술혼과 함께할 한국예술종
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기획합
니다. 이화여대 학생들과는 학술적인 분위기의 워크샵
이었다면 한예종 학생들과는 창의력을 북돋을 수 있
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작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들
은 재학 중 공학 활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활
동을 병행합니다. 2박 3일 캠프 동안 이런 예술 활동의
결과물들을 한예종 학생들과 나누며 공동 창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단체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특히
대학원생 선배들과 협력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친분
을 쌓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으며 다른 대학, 학과에
서는 볼 수 없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형제 같은 관계
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 두 학부(학과)를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
학부와의 교류 행사를 매년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공과 학부생들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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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와의 만남
창의IT융합공학과는 1년에 한 번 평소 만나 뵙고 싶었
던 유명 인사(기업인 등)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
간을 가집니다. 행사 기획, 연사 초청 등 모든 업무를
학부생이 주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부에서 진행하
는 특강과 차별화된 점을 꼽자면 첫째로 연사 선정을
학부생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평소 뵙고
싶었던 분을 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는 학부생이 행사를 기획하기 때문에 강연 형식의 딱딱
한 자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연사 분들과 친구처럼 가
깝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창공 학부생이 주최하는 기업인 초청 강연 1회는 레인
디의 김현진 대표님이셨고, 2회는 솔라사이언스의 송성
근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연사 분들의 (연애 얘기를 비
롯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었고 (연애
얘기를 비롯하여) 강연을 통한 교훈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어간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연 이후 뒤풀이
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치맥을 먹기도 하였고 식당에
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들, 랑데부와 함께하는 창공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이상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대
외교류부서 랑데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공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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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긁는 어머니의 마음 - 가정주부!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대 학생회 가정주부장
성치원입니다. (가사를 잘해서 가정주부는 아니에요;;).
우선 가정주부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저
는 요리, 청소, 빨래, 육아 등등 많은 집안 살림을 담당
하시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줄여서 창공의 가정주부도 이와 비
슷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처럼,
어머니가 자식과 한 가정을 보살피듯이, 창공의 가정주
부도 학과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학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
회의 학회비를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
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회 총무
가정주부의 부원으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은 바로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회의 학회비를 관리하
는 일입니다. 우선 한 해가 시작하기 전 각 부서별 연간
Time Line을 살펴보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신입생들
에게 걷을 학회비)로 연간 스케줄들을 충당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성치원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또한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마치 내 돈 아끼듯, 예산을
쓰는 사람들을 협박(?) 및 압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과 일
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새로운 일정 때문에
예산을 새로이 경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 부원
은 학회비가 쓰여지는 명목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어
야 하며, 그래서 모든 학과 구성원들의 활동을 살펴야
합니다.

2014년 1학기 창의IT융합공학과 MT

이처럼 가정주부는 예산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불필
요하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
습니다. 가끔씩은 학회비를 아끼기 위해 본의 아니게
바가지를 심하게 긁게 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다른 의미 있는 일 혹은 새로운 학과 사
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될 때 가장 뿌듯합니다.

그 후 2분기마다(1,2분기, 3,4분기) 예산안을 작성하
여 중앙 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대로 집행하며,
결산안을 작성하여 예산안대로 충실히 학회비가 쓰여
졌는지 마찬가지로 중앙 운영 위원회에 검토를 받습니
다. 위의 모든 활동은 각 부서장, 학과 학생 회장 및 부
회장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며, 학과 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하여 학과 구성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과 구성원들 모두가 학과 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내준 학회비인 만큼, 예산 및 결산을 하는데 있어
단 1원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오차가 있다면
그에 준하는 학과 구성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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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창의IT융합공학과 개강총회

Study Abroad Story

September 2013

IBM and Canada

we thought we will suffer from English at first,
because everyone except us use English, even
students! However, we can settle in, and catch
up with classes easily since we had learned
English through whole Summer Semester, IEC.

On the last weekend before the start of Fall
Semester, CiTE went to IBM. It was the research
center of IBM, so it feels like laboratories more
than a company. There were many impressive
points because IBM is the global company.
The horizontal corporation structure, labs in an
atmosphere of freedom, and so on.
These were the points which are hard to find
in the domestic companies. Through the Prof.
Jaejoon, Kim who worked in here, we could learn
and experience a lot more easily. We lear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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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technology which is used for real industry
now. It was great opportunity to learn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things to study and develop.

After a week from starting the new semester,
there was ‘Labor Days’ at September 2 to 3,
which gave us 5 days of holidays. Some of CiTE
13 went to Canada at that time. We went to the
Niagara Falls and were overwhelmed by that
huge scale and splendid nature. We refreshed
ourselves and had time to recharge ourselves on
cruise in the Thousand Islands.

The next day of IBM, eventually, the fall
semester started! It is the first time to study at
the foreign country’s university, so we strung our
nerves at first, as well as we was excited about
it. Some parts was unfamiliar, but most parts
of SUNY was very similar with POSTECH, so we
could adapt quickly, and easily. Although we
have used English in some of POSTECH’s class,

Also, we enjoyed elegant, antique Europe
atmosphere in the Quebec, little France. We
could have spent this holidays in dormitory, but
we fully enjoyed that time by seeing, hearing,
and feeling the new culture. Once upon a time,
I saw Niagara Falls in television and I thought
“Can I go there before I die?” I was happy to be
there, where was barely conceivable at such a

young age. I was so grateful to be here, America
so that I can experience and widen my view of
thinking.
Everyone is enjoying their own SUNY life! Most
of us attends classes which we were looking
forward to learn. Such as media art, criminal
psychology, world politics, leadership skills, and
so on. Some of other students are joining variety
clubs like fencing and kendo, and enjoys a lot.
As much time is given, most of CiTE 13 set their
own goals and use their time effectively to grow
up themselves. It is such pleasant experience to
be here and we are so thankful to CiTE.
Now, we are busy studying for the midterm
exam. Life in SUNY is passing quickly, as well as
now.
By Seulah Jin

Study Abroa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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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road Story

October 2013

Feel adaptation and change

These days, the weather is getting cold. But our
mind is getting warm by experiences that we
met a lot of people. It seems that in October
there were not that great things and cases on
here. But, as you can see, it was also wonderful
month.
First, we went to CEWIT, Center of Excellence
in Wireless & Information Technology in Stony
Brook. We got some email from the computer
science of stony brook from the beginning of the

there were several meetings for official things,
but we had never gathered all for privately. So
Beom-yoon suggested it while doing meeting. He
bought some ingredients and planned a party.
It was in his suite, 9 P.M. All Cite students in
Stony brook were in attendance in this party.
While Beom-yoon, Seul-ah cook dinner, rest of
people help them or talked to each other.

fall semester and some of us were present on
meeting. But this time, we visited CEWIT officially
by the help of POSTECH.
There were several things with which I was
impressed. I remember two cases especially.
One was a display. This display is so large
that entirely fill the surface of a wall. This is
consisted with several dozens of display and
each one’s resolution is so outstanding that
we couldn’t recognize the pixel even if we
approached to them.
They said they have been doing various
experiment with this display. Then they show
some pictures and videos by this one, and it was
awesome! The other one was a program related
to words. Every time we search specific word,
this show several associated words. However, it
not only show the list of it, but also a mind map
that here, the distance from center means that
it is not that greatly related to specific word. It
was very great experience than I expected.
Second, we did a party within us. Well, actually

Foods were very delicious. We ate a lot of
refreshments, such as vegetable pancakes,
Kimchi stew, skewered rice cake, and ramen.
And it was a long time ago that we play a game
together, so we did it and even make a new
game for 3th Cite students. We also did some
serious conversations over night. It was so great
time that everybody remembered past memory
and pay off old scores.
Then, finally, we did a meeting with President of
POSTECH, Yongmin kim. We made promise with
him and got there by bus. It was very cold, and
finally he arrived. We heard that he came here
last year. But in the event, it was very exciting.
We can sit and talk with the president of
university and even with Korean foods! Amazing!
On the table, as I expected, we did a lot of
conversations. First, he asked us about the life in
abroad, especially New York. So we said about
some stories, merits, and challenges in regular
sequence. Then he told us that doing diverse
experience and confronting different culture is
very important,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 we
are here right now.

and great! As we made conversations of one
kind or another, our eyes became more decisive
and passionate posture. Finally, he said that it is
now a half of long schedule, so we should give
the finishing touch on the whole picture.
I think as we lived here more, we are getting
better. There is a sentence that “The eye is
small, yet it sees the whole world”. We did not
change seemingly. But there are some changes
on our vision or mind apparently. I discovered it
several times by watching friends nearly and by
examining myself. So I love that. We are here,
Stony Brook, United States.
By Taehwa Kim

Additionally he said some heart-warming story.
The overall atmosphere was a little bit sm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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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road Story

November 2013

Thanksgiving Day and Black Friday

I really cannot believe that I have
already stayed here for five months.
Frankly, nothing special happened in
November. All students of CiTE were
just busy because of assignments,
quizzes, and exams. By the way, we
saw snowfall for the first time in this
winter. I do not remember exactly,
but I guess it was 12nd.
I want to talk about Thanksgiving
break and Black Friday. To begin
with, Thanksgiving Day in the United
States was pretty similar in many
ways with Korean Thanksgiving Day
(Chuseok). Thanksgiving Day in the
United States is the fourth Thursday
in November. Most Stony Brook University (SBU) students went back to their home and met their
family. Furthermore, I heard that they make special food with turkeys. I went to Chicago during this
break with Seungbin Song, and it was really awesome.
Next, Black Friday is the day after Thanksgiving Day. Most CiTEians went to outlets and shopping
m a l l s a n d b o u g ht a t o n of
stuffs like clothing, shoes, and
even gifts for their friends in
Korea. I was really amazed by
some brands because they
offered 50% discounts. Actually,
I d i d n ot n e e d t o b u y t h e
commodities, but I could not
miss that wonderful offers.
After three weeks, I will be in
Korea. I will spend the rest of
this semester really meaningfully.
By Geonhwa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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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UNY Korea Students
share their experience of
successfully defending
the Research Proficiency
Examination(RPE), an
important milestone on the
path to their Ph.D.
In February 2014, Jisung Kim and Ray Vo, Ph.D.
students in SUNY Korea, successfully defended
their Research Proficiency Examination,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ir journey towards the
Ph.D degree from Stony Brook University.
The Research Proficiency Examination in SUNY
Korea(or Stony Brook University) is to ascertain
t h e b re a d t h a n d d e pt h of t h e st u d e nt ’ s
preparation to undertake a significant original
research investigation. An RPE Committee,
comprising of faculty members from SUNY Korea
and StonyBrook University, is formed for each
student by the end of the third semester since
admission into the Ph.D. program. The student
submits a report, written in the form of a survey
journal paper, which critically evaluates and
integrates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relevant
to the problem domain chosen by the student
and presents the student’s progress in solving
the problem. The final test is an oral presentation
to the Committee, describing the survey, which
highlights the open questions in the domain. The
presentation is open to all and is often followed
by feedback and questions from the audience,
and by the Committee to test the strength of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opic.
This is prequel to the proposal in other graduate
programs, but intended more to make students
prepared for diving into deeper research.
Each aspect of the RPE(written report, oral
presentation, response to questions) is separately
graded by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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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as a whole decides three outcomes:
pass, retake, fail.
Two students from SUNY Korea, Jisung Kim
and Quoc (Ray) Duy Vo, share their experience
of preparing and defending the RPE. It is an
initiation into the long road of research. We are
happy to share their experiences.

Jisung Kim
Preparing for
the RPE was like
solving a jigsaw
puzzle to me. I had
to figure out not
only what I know
and do not know,
but also what is
known and not known. I started with several
key papers which I had identified from several
survey papers. Survey papers are useful to start
literature review. But those survey papers are
not always up to date and have focus on slightly
different aspects of the research problem from

my own interests. I learned two important things
from my literature review. First, do not follow just
a single line of research work. You may miss
very important work that takes totally different
approach. Second, do not be fooled by the
number of citations. Many interesting work might
have happened very recently or do not conform
to the existing works, which can result in very
low citation. RPE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take a close look at what I learned and
also think the research problem within a broader
context.

Quoc Duy Vo
I t t o o k m e m o re
than two months
to prepare for my
RPE. It was quite
difficult for me to
select the research
topic at first, but
thanks to the
work with my supervisor on a jointly determined
research project, I finally could start researching

on a thesis topic which I am interested in. There
was a body of work already in the field. I had
to read most of the related papers and give a
summary of them in a survey report. Finally I
had to present this work to my RPE committee.
Preparing my RPE was a time-consuming work.
However, I learned a lot from doing it. First of all,
I could obtain a deeper and wider understanding
of my research topic. It gave me an overview
knowledge about what have been done and
what have still remained as future work. I feel
more confident to discuss about these subjects
than before. Along with this achievement, I
learned how to organize my thoughts and
schedule my work more efficiently. Moreover, I
believe that my writing skill and oral presentation
a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which are
definitely necessary for my academic career.
Last but not least, I could receive early feedback
from a committee of experts by presenting my
research area as an early engagement with my
supervisory committee. Those are useful advices
for my Ph.D. program which keep me on the right
track in my research and minimize the chance of
facing difficulties after years of investment.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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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