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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소식

Smart
solutions to
the world's
grand

학과특별세미나

제 9회 창의세미나

• 일시: 2016. 4. 4 (월), 14:00~15: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우남성 박사 (삼성전자)
• 주제: Innovation Examples & Lessons

• 일시: 2016. 5. 25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한욱신 교수 (창의IT융합공학과)
• 주제: Big data research opportunities

future global

제 5회 창의세미나

제 10회 창의세미나

leaders!

• 일시: 2016. 4. 6 (수), 16:00~17: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조종암 대표 (㈜액셈)
• 주제: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

• 일시: 2016. 6. 1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정창욱 교수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 주제: Future of Surgery

제 6회 창의세미나

초청세미나

• 일시: 2016. 4. 27 (수), 16:00~18: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정재용 교수 (인천대학교)
• 주제: Towards neuromorphic Execution of
Deep learning Models

• 일시: 2016. 6. 9 (목), 14: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이동윤 교수 (Virginia Tech.)
• 주제: Efficient Deterministic Replay and Data
Race Detection for Multithreaded Programs

제 7회 창의세미나

초청세미나

• 일시: 2016. 5. 4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우응제 교수 (경희대학교)
• 주제: How I Built a World-class Medical
Imaging Laboratory in Korea over the Last
25 year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 일시: 2016. 6. 20 (월), 14: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장유성 박사 (Chief Product Officer,
Wolfarm Research)
• 주제: The Wolfarm Language: A Language
for AI and Things

제 8회 창의세미나

초청세미나

• 일시: 2016. 5. 11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박광석 교수 (서울대학교)
• 주제: Biological Signals in IT fusion Era

• 일시: 2016. 6. 23 (목), 16: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유홍기 교수 (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
•주제: Multimodal optical imaging
techniques for medical diagnosis

challenges
and
produc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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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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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소식

창의IT융합공학과 김영석 교수, 김진택
교수, 손영우 교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는 수업사례 우수작 수상

찾아가는 이공계 진로진학상담
(구.지역입시설명회)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서울

5.7(토)

14:00~17:00

서울교대

천안

5.21(토)

14:00~17:00

천안교육지원청

부산

5.28(토) 14:00~17:00

포항
인천

6.2(목)

19:00~21:00

6.25(토) 14:00~17:00

벡스코
국제관

일자

시간

과학고 교장단 C

장소

대구

4.6(수)

18:30~20:30 글로벌프라자 16층

포항

4.7(목)

17:00~18:30

C5 105호

서울

4.8(금)

14:00~18:00

COEX

구분

2015년
5

지역

• 일자: 2016. 5. 24 (화)
• 내용: 학생들의 능동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
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 형태, 기술 등을 활용하
고 있는 수업사례에 대한 시상

송도컨벤시아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8

방문

담당교수

교과목 명

김진택

융합적상상력과 공학력 디자인

김영석

스포츠ICT 융복합 연구

손영우

비즈니스모델 스튜디오

• 일시: 2016. 5. 13 (금), 10:50~11:30
• 목적: 전국 과학고 교장단 대입전형 간담회의 일정
중 캠퍼스 투어 일환으로 C5 방문

전남과학고 학과 방문
• 일시: 2016. 4. 12 (화), 13:20~14:20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전남과학고 2학년 20명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부산과학고 학과 방문
• 일시: 2016. 5. 4 (수), 14:45~15:45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부산과학고 1학년 25명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2016 창의ICT융합인재포럼 개최
• 일정: 2016. 5. 17 (화) ~ 5.20 (금). 10:00~17:00
• 장소: 서울 코엑스 1F HALL A1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포스텍, 연세대,
SUNY-Korea
• 내용: ICT분야 '창의'와 '융합'주제로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방향 논의

SBS 모닝와이드/ SBS 생방송투데이 방영
SBS 모닝와이드
촬영일자

SBS 생방송투데이

'16. 05.26 (목)

촬영장소

C5 및 효자시장

C5 및 장길리
해상낚시 공원

방영일

'16.05.31 (화)

'16.06.03 (금)

방영내용

대한민국 ICT명품
인재들의 활약과 성과

수중로봇 연구소개 및
창의ICT융합인재포럼
소개

대학생 국제해킹방어대회 CODEGATE
2016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수상
• 일정: 2016. 5. 2 (월) ~ 5. 3 (화)
•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내용: 전국 대학의 정보보호동아리 학생들을 미래
정보보호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기회 마련 및 국
제해킹방어대회 내 국내 정보보호인재 참가저변 확
대를 위해 개최된 대학생 국제해킹방어대회 에서 창
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팀이 3등을 수상
• 수상팀: ZERONE EYE (CiTE 학부생 김강수, 배예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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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와의 교류
• 일시: 2016. 5. 12 (목), 12:40~13:50
• 장소: NINT 6층 창의공간
• 주최: 교육혁신센터
• 목적: 공군사관학교 생도와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
간의 친목도모 및 대화의 장 마련

주요 소식

08

9

10

주요 소식

2016-1학기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
• 일시: 2016. 6. 6 (월), 14:00~17:30
• 장소: C5 Conference Hall
• 발표: 창의IT설계 수강 학부생
• 내용: 그룹 및 개인 과제 1학기 수행 결과발표 및 평가
• 시상:Grand Prize(전체 1등),
Best Poster Award(수업별 1등), VADAS Award(특별상)
구분

과제명

학생

창의설계Ⅰ

"Distance detection with single
camera"

김진우('15), 송영운('15), 정신녕('15)

Best Poster
Award
(수업별 1등)

창의설계Ⅰ

"Interactive Projector"

김강수('15), 배예찬('15),
오현명('15), 정현식('15)

창의설계Ⅲ

"교수님의 목소리가 읽혀요"

윤지현('14)

VADAS
Award
(특별상)

창의설계Ⅰ

"Distance detection with single
camera"

김진우('15), 송영운('15), 정신녕('15)

창의설계Ⅰ

"Interactive Projector"

김강수('15), 배예찬('15),
오현명('15), 정현식('15)

Grand prize
(전체1등)

제 5차 미래융합포럼
• 일시: 2016. 6. 14 (화), 14:00~16:00
• 장소: C5 Conference Hall
• 연사: Efim Zelmanov 교수(UC San Diego)
• 주제: Mathematics : Beauty vs Utility
• 초청자: 김영석 교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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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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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

11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6 개최

12

행사개요
• 일시: 2016. 5. 17 (화) ~ 5. 20 (금), 10:00 ~ 17:00
• 장소: 서울 COE 1F Hall A1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포스텍, 연세대학교, SUNY Korea
• 주요참석자
(미 래 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실장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IITP), 포스텍-한국뉴욕주립대(미
래IT융합연구원), 연세대학교(글로벌융합기술원)

(국

회) 송희경 의원 (새누리당 20대 비례대표)

(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상홍 센터장
(주요기관)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신무환 원장,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 ITRC협의회 여현 회장, ITRC포럼 허의남 준비위원장

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미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 전자신문사 구원모 사장, 코엑스 변보경 사장,

래의 융합시대 및 글로벌 ICT를 선도해 나갈 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원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황창규 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의인재 양성을 위한 토론의 場인 "Creative ICT

장동현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 K.Fairs 홍성권 사장, 한국통신기술협회 임차식 회장

Convergence KOREA 2016 (창의 ICT 융합 인

KBS 배재성 스포츠 대표, 르호봇 목영두 대표, 인텔코리아 박종섭 이사,

재 포럼)" 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 연세대학교 송자 前 총장,
아주대 감동근 교수

4회를 맞이한 금년도 행사에서는 대학ICT연구센
터의 우수성과를 전시하는 ITRC Forum, ICT분

행사일정

야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ICT정책컨퍼런스 등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성과확산 행사를 통합한

일자

"K-ICT 미래인재포럼"으로 개최하였으며, 국내 최
대 IT/전자 종합전시회인 'WORLD IT SHOW'와
ICT R&D 기술교류를 위한 'K-ICT 기술사업화 페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5.17(화)

스티벌' 과 공동개최를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회식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배재성 KBS스포츠 대표, 목영두 르호봇 대표, 박종섭 인텔코리아 이사)

창의융합 교육 심포지엄
5.18(수)

-전시부스 별 학생 창의연구 성과발표회
-명품사업 총괄책임자 발표
-창의융합 교육 심포지엄

세상의 리더를 위한 기업가 정신 심포지엄
5.19(목)

-Keynote Speech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손영우 포스텍 교수)
-수혜학생 창업 사례 발표
(신기영 포스텍 학생, 유주완 연세대 학생)

세상을 바꾸는 미래기술 심포지엄
5.20(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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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송자 연세대 前 총장, 감동근 아주대 교수)
-폐회식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

12

13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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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

14

SBS 프로그램 방영

15

16

머릿속 상상했던 가상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 기술, 바로 'ICT'

'SBS 모닝와이드'
'SBS 생방송투데이' 에서 취재하다
지난 5월 26일 목요일 (주)SBS 제작본부 프로그

또한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와 연세대학교, 한

램 <모닝와이드>와 <생방송투데이>에서 저희 창의

국뉴욕주립대 학생들이 함께 직접 일궈낸 그동안의

IT융합공학과를 방문하였습니다.

ICT 연구성과물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던 창의ICT융
합인재포럼의 내용도 함께 방영이 되어 일상 속 다

이날 촬영된 방송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

양한 분야에서 ICT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ICT 명품 인재들' 이란 주제로 창의IT융합공학과

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에서도 ICT기술의 위상

학생들이 자유로이 수업을 받는 모습과 그에 관

을 높이며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ICT 명품 인재

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방영 되었습니다.

들의 활약과 성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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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프로그램 방영

16

연구 성과

17

최근 소형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해 하늘에서 내려다

지형도로 제작, 최근 각광받는 3차원(3D) 프린터를 이

보는 듯 한 항공촬영 이미지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용해 수중 지형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한 실사 모형을

특히, 화산 폭발과 산불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해

구현했다.

현장 및 험한 지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산소부족과 거친 해류, 수압 등을 견뎌야 하

이번 연구 성과로 다양한 해저탐사와 지형계측의 새로

는 바다 속은 어떨까. 지금까지는 초음파의 반사를 이

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 센티미터(cm)의

용하거나 수중 로봇을 투입해 촬영해왔지만, 3차원 지

변화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형을 구현하기에는 정밀하지 못했다.

있어 지질．생물학 관점의 주기적 해저 환경 변화 조사
에 활용하면, 어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백화현상1)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유선

이나 지각변동 등도 예측 가능하다. 특히, 광범위한 지

철 교수, 조현우 연구교수, 석박사 통합과정 표주현씨

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저 초음파 영상조

가 바다 속에서도 수 밀리미터(mm)단위의 정밀한 위치

사와 함께 사용하면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

이동이 가능한 수중 촬영로봇 “Cyclops(싸이클롭)”을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데이터는 또, 화질이 우수할 뿐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3차원 해저 지형도 및 실사 모

만 아니라 정확한 3차원 좌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형 제작에 성공했다.

있어, 해저터널과 같은 인프라 건설 및 군사 목적을 위
한 해저 지형 조사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하여 촬영된 기존의 수중 영상은 높은 해
상도를 구현하거나 로봇의 이동에 따른 영상 간의 변

연구를 주도한 유선철 교수는 “싸이클롭을 통해 촬영

화를 최소화하는 일이 어려워 2차원 수준의 이미지에

된 영상은 항공기나 드론으로 지상을 촬영하는 작업을

머물렀다. 2차원 데이터로는 수중 지형을 필요만큼 정

수중에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3D 프린터 출력을

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통한 실사 지형도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중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실제 3차원 지형을 구현할 정도

환경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 큰 도움이 될

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얻지 못하였다. 알고리즘 개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2016년 해

을 통해 수중 로봇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

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

또한 중점적으로 연구 되어 왔으나 다양한 변수가 존

을 받아 수행되었다.

재하는 해양환경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
다.

'극한환경로봇 연구실'
유선철 교수팀, 해저탐사.건설 새 길 개척
벌크 업 한 수중 드론으로 국내 최초 3D 해저 지형도 제작

유선철 교수팀은 정밀한 위치 제어 성능에 초점을 맞

1) 백화현상(whitening event)

춰 ‘벌크 업’한 로봇을 설계·제작함으로써 이러한 문

산호처럼 생긴 석회질 성분의 홍조류가 바다 속에 퍼져

제를 해결했다. 기존의 수중로봇과는 달리 드론처럼 전

바다 밑바닥을 하얗게 만드는 현상. 백화 현상이 일어

후좌우상하 어느 방향으로도 직진 이동이 가능하도록

나면 생물이 살 수 없어 일명 ‘바다의 사막화 현상’이

각 방향에 전용 추진기를 장착하여 사전에 설정된 촬영

라고도 한다.

지점에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했
다.
유선철 교수팀이 개발한 싸이클롭은 수
중에서 가상의 격자 위에 놓인 수백 개의
촬영 지표들을 따라 이동하며 사진 촬영
을 자동으로 수행해, 육상에서 지형 계
측을 위해 촬영된 이미지와 견줄 만한 고
화질의 수중 지형 데이터를 얻었다. 유선
철 교수팀은 얻어진 데이터를 3차원 수중
< 수중3차원지도와 실사지형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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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18

18

• 본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19

20

글로벌 강소기업육성과 기술이전 등 요소기술
의 확산 및 Spin-Off하여 사업영역 확장
• 수요업체: 제품 제조 공정 중 폐열 발생량이 많
은 국내외 철강기업
• 잠재적 수요업체: 향후 기술확산 및 재창조를 통

(주)싸이츠 2016년 지역SW융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과제수주
분산 폐열회수를 위한 지능형 무인 열전발전시스템 개발

해 초소형 열병합발전, 선박/자동차 배기열 회수,
우주산업, 국방산업 등 다양한 응용분야 기업

경제적 파급 효과
•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될
경우 에너지 회수효과 및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

▣ 열전발전의 장점

저감효과 증대와 생산공장의 에너지 자립화 기여

1) 출력안정성 (24시간 발전)

• 산업폐열회수 시장은 연평균 6.5%대로 성장하
고 있으며, 2018년에 시장규모는 약 53조원까

과제 요약

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단기 과제 목표 산업군인 철강산업 우선 적용

• 과제명: 분산 폐열회수를 위한 지능형 무인 열
전발전시스템 개발
• 세부과제명: 공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열을 이

- 발전량 예측가능
2) 무소음 발전
3) 무보수, 무진동, 고신뢰성 전원

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2,800TOE/년) 중 10%

4)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무방출

회수할 경우 연간 2조 500억원 정도의 에너지

5) 독립(직류)전원

회수효과와 2028년 누적 21,411명의 고용창출

용하여 실시간으로 최대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

효과가 기대

스템 개발
• 과제목표: 분산 폐열회수 지능형 무인 열전발전
시스템은 열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원에 대하
여 경제적인 회수가 가능한 열전발전 시스템의
기반 SW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 참여기관: ㈜싸이츠(책임자:백창기),포항공과대
학교(책임자:김민성),포항산업과학기술원(책임
자:강덕홍),루킨(책임자:이재민)
*㈜싸이츠: (주)CiTE-Systems,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가 설립한 벤처기업

결과 활용 계획
• 1차년도에 개발된 열전발전 시스템의 HW/SW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테스트 베드 구축 평가를 수행 후 이어지는 2
차년도 상반기에 상호협력 협약서에 따라 포스
코, 현대제철의 제철 공정에 실증 예정
• 성공적으로 실증을 수행할 경우, 포스코, 현대제
철에 열전발전시스템을 Turn-key로 납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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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확장성 >

< 기대효과 - 매출 및 고용효과 >

연구 성과

20

용한 다양한 실감형 콘

연구 성과

21

22

텐츠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이에 포스텍 미래IT융
합연구원(스포츠융합과

스포츠 산업기술 개발사업 과제수주
스포츠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시점 다채널 중계
시스템 기술개발

학연구센터)에서는 국
내 공과대학 스포츠IT
분야 최초로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통신 기
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개발하여 KBS 스포츠
와의 협력을 통해 ‘초소형 고성능 모바일 카메라

콘텐츠 제공을 가능케 하는 연구에도 초점을 맞

를 이용한 다시점·다채널 스포츠 중계방송 시스

추고 있다.

템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정부스포츠산업기술

과제 요약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 과제명: 스포츠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시점 다채널 중계시스템 기술개발
• 연구책임자: 김영석 교수 (스포츠융합과학연구센터)
• 참여기관: ㈜한양하이타오(책임자:조현중), KBS스포츠유한회사(책임자:배재성)

전세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은 생활스포츠의 관심

마치 사용자(시청자)가 현장 속에 직접 참여 하는

증가, IT기술과의 융·복합화 확대 등으로 시장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선수·

영역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감독·심판·관중 등 스포츠 경기 참여주체들의

나타내고 있다. 정보기술과 스포츠의 접목과 더불

1인칭 시점의 새로운 스포츠 경기장면에 대한 사

어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이 스포츠

용자(시청자)의 관심의 고조됨과 동시에 이를 활

본 연구기술개발 과제는 이전에는 없었던 중계 방
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기 참여 주체에게 초소형 고성

있으며, 새로운 방송제작 문화기술을 수출하고 1

능 모바일 카메라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 방송 콘텐츠 신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내다보

전송하여 지상파 방송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시

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본 중

청자)로 하여금 기존의 평면적인 중계방송을 떠나

계방송기술을 적용하여 스포츠 방송 시장 확대는

선수·감독·심판·관중 시점의 다양한 실감형

물론 관련 파생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부

스포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을

가가치 산업을 유도함으로써, 스포츠 방송 중계

두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플랫폼 개

료 및 광고 시장에서 보다 높은 수익 제고와 스포

발 및 사용자(시청자) 중심의 맞춤형 UI/UX 개발

츠 중계방송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

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웹/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다.

영역까지 확대되어 스포츠IT산업이 주목받고 있
다. 국민 소득, 여가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스
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스포
츠산업의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
으며 2018년에는 57.3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스포츠 중계방송 또한 정보산업과 통신, 방송기
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IT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
순한 평면적인 중계방송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시
청자) 중심의 다양한 실감형 중계방송 콘텐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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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22

23

24

연구 성과

포항공과대학교 경북씨그랜트센터 (센터장 유선철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연구
소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e of Industrial
of Science)와 해양공학 분야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협력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최근 일
본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해양
공학분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수중로봇과 해양탐사장비 개발, 3D지형
도 시스템 활용에 관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분야 인력교
류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협력, 국제경쟁력 확
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는 도쿄대 교직원과 대학
원생 870여명으로 구성된 일본 최대 규모의 연구
소로 실용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보
이고 있다. 특히 생산기술연구소 국제해중공학연
구센터는 수중로봇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해양연구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
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유선철 센터장은 “한·일 최고 대학의 연구기관이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해 힘을 모으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지
속적인 관계 형성과 교류를 통해 해양·수산분
야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두 기관의
발전과 한국 해양기술의 세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씨그랜트센터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 협약 체결
해양공학분야 국제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

후지이 테루오(Teruo Fujii)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장,
유선철 경북씨그랜트센터장 (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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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공과대학교 경북씨그랜트센터는 해양수
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경상북도의 지원
을 받아 경북지역 해양·수산분야 지역현안문제
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기관
으로 지역 밀착형 연구와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그리고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의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성과

24

발표작 소개

학회 소식

25

26

• 발표내역: 전 세계 62개의 논문들 중, top 4 안에 선정
• 연구자: CiTE 14학번 학부생 강윤호, 이상욱, 이유경
• 논문제목: 청각 장애인을 위한 후방 차량 감지 시스템 개발
(LaneMate: Car Sensing Systems for the Deaf)
• 발표내용:

ACM CHI 2016

창공 14학번 학부생 3명 top 4 안에 들다

최근들어 IT의 진보와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보

LaneMate라는 이름의 차량 감지 시스템의 프

조 기술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로토 타입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는 많이 부족하

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설문 형태의 피

다. 이 연구는 인간중신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

드백, 인터뷰 형태의 피드백이 있다. 완성된 프

여 청각장애인들을 돕기위한 보조기구를 만드

로토 타입을 테스트 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들이

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우리는 두명의 청각

직접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받았고, 모두 긍정적

장애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인 반응을 보였다.

들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찾아내었다. 그들

학회개요

이 겪고 있는 크리티컬한 불편함 중에 한 가지
그에대해 연구를 해서 논문, 포스터, 비디오와

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The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번 CHI 2016의 주제는

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

Computing Systems)

assistive technology 였다. 62명의 학생들이

하기 위해 우리는 Arduino 플랫폼을 이용하여,

• 학회명: ACM CHI 2016

• 개최일정: 2016년 5월 7일 (토) ~ 12일 (금)

전 세계에서 출품하였고, 우리가 제출한 논문이

• 장소: San Jose, CA, USA

최종적으로 top 4 안에 들게 되어, 학회에 참

• 학회정보: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여하여 포스터 발표를 했다.

분야에서 세계 최고 규모의 학술대회로, 사람
들이 미래에 어떻게 기술과 소통할 지에 대해
보고 토론하고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태블
릿의 새로운 gesture interface를 경험해볼 수
도 있고, 선진국들이 모성건강을 위해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배울 수도 있으며,
3000 마일 떨어진 사람과 축구를 할 수도 있
으며, 온라인 교육의 미래에 대해 토론 해볼 수
도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000명의 사람

Car detecting part

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대학과 기업 등의 유명
한 top researcher 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
CHI 학회는 Bloomberg, Facebook, Google,
Microsoft, Yahoo! 등 많은 기업들로부터 후
원을 받고 있다. 분야도 paper 뿐만 아니
라 case study, workshop, course, latebreaking work, panel, video showcase,
student competiton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
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출한 분야는 Student
Design Competition 부분으로 전 세계의 HCI
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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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esign

Feedback part

학회 소식

26

학회 소식

27

발표작 소개

28

• 발표내역: DB 분야 세계 최정상 학술대회서 제1저자로 논문 발표
• 연구자: CiTE 16학번 대학원생 김현지 (지도교수: 한욱신 교수)
• 논문제목: 단일 PC에서 대규모 그래프 상의 서브그래프를 열거하는 병렬기법
(DualSim: Parallel subgraph enumeration in a massive graph on a single machine)

DB 분야 세계

• 발표내용:
본 연구는 단일 PC에서 대규모 그래프 상의 서브그

최근 대규모 그래프의 서브그래프 열거를 위해 맵리

최정상 학술대회서

래프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서

듀스 (MapReduce), 분산 그래프 엔진들과 같은 분

브그래프 열거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핵심적인 기

산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기법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김현지 1저자로
논문 발표

술 중 하나로 그래프(네트워크) 데이터 내의 특정 패

현존하는 분산 접근법들은 주어진 패턴을 순차적으

턴과 동형인 서브그래프를 찾아 모두 나열하는 기술

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서브그래

이다. 삼각형,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이 패턴이 될 수

프를 모두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부분

있다. 서브그래프 열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생명

서브그래프 결과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과학, 데이터 마이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성능 문제를 나타낸다.

응용된다. 구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진화 연구,

자체 실험 결과, 많은 경우에 부분 서브그래프 결과

소형 커널 연산, 네트워크 모티브 탐사, 빈발 서브그

의 크기가 기존 그래프 크기의 1000배 이상으로 증

래프 마이닝 등의 기술에 응용된다.

가하는 것을 관측했다. 이처럼 부분 서브그래프 결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래프가 메인 메모리에 상

의 크기가 커지면 성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메인 메

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모리의 크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50대, 100대의 고사

데, 소셜 그래프, 웹 그래프

양 컴퓨터로 구성된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도 메모리

(The ACM SIGMOD International Conference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메인

초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원하는 결과를 구하지

on Management of Data)

메모리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못한 채 도중에 실패하게 된다.

• 개최일정: 2016년 6월 26일 (일) ~ 7월 1일 (금)

에 성능이 극심하게 저하되는

본 연구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보조 저장 장치를

• 장소: San Francisco, CA, USA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활용하여 서브그래프를 열거하는 효율적이고 확장성

• 학회정보: SIGMOD 학술대회는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크기가 메인 메모리 크

이 뛰어난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방식은 메모리 사

분야 세계 최고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로 학술

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프

용을 수백 배 이상 줄였으며, 모든 경우에 대해 실패

대회는 ACM PODS(Principles of Database

는 SSD, 하드디스크 등의 보

하지 않는 방식인데다가, 기존 방식의 수십 배 이상의

Systems)와 공동 진행한다. 매년 전 세계의 데

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상태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세계 최정상

처리되는데, 보조 저장 장치

본 연구의 핵심 기법은 듀얼리티를 이용한 기법과 오

연구 단체와 기업의 top researcher를 만날

의 경우 무작위 접근 (random

버래핑 기법으로 나뉜다. 듀얼리티를 이용한 기법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학술대회는 ORACLE,

access) 속도가 메인 메모

별도의 중간 결과를 생성하지 않고 보조 저장 장치의

Microsoft, tableau, facebook, Google, IBM,

리 (RAM, random access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오버래

SAP 등 많은 기업들을 후원을 받고 있다.

memory)에 비해 수백 배 이

핑 기법은 CPU 처리와 보조 저장 장치로의 I/O 처리

이번 제출한 논문은 research full paper로

상 느리기 때문이다. 무작위

를 오버랩하여 디스크 I/O 처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올해 SIGMOD에서는 117개의 research full

접근 뿐만 아니라 순차 접근

디스크 I/O 처리 시간을 숨기는 기법이다. 듀얼심은

paper가 최종 통과되었다. 통과된 논문들은 학

속도 또한 메인 메모리보다

두 가지 기법을 통해 적은 메모리로도 고성능을 나

술대회 기간 동안 슬라이드 발표 및 포스터 발

현저히 느린데, 따라서 대용량

타낼 수 있었다.

표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래프의 경우 효율적이고 최

본 연구는 학부 과정의 창의IT설계 III, IV에서 진행한

소한의 보조 저장 장치 접근

연구의 결과물이며, 지난 해 11월 학부생이던 때에 제

학회개요
• 학회명: SIGMOD 2016

을 발생시키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만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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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통과되었다.

학회 소식

28

창공 스토리

29

30

창의IT융합공학과
16학번 새내기 이야기
이제안
창의IT융합공학과 16학번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6학번 이제안입니다. 누

아직도 눈 내리는 학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겨울

공부도 공부였지만, 입학 전 1달간 저희들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시작되었고, 술자리로 대부

군가에겐 길었을 테고, 또 누군가에겐 짧았을 1학기가

에서 시작해 봄을 지나 벌써 여름이 되었고 그 동안 참

많은 추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수시캠프

분의 3월을 보내게 되었죠. 수많은 대면식과 개강총회로

벌써 지났습니다. 패딩을 입고서 입학식을 맞이 했었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를 통해 학과 선배님들을 처음 뵈고 재밌는 밤을 보냈

정신없이 3월이 흘러갔고 어느새 4월이 되었습니다. 저

죠. 또 학과부서 및 임시과대, 총무, 서기를 정하면서 제

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대학에서의 첫 중간고사였죠.

데, 어느덧 짧은 셔츠와 반바지로 학교를 거니는 학생
들의 모습에 벌써 1학기가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창의IT융합공학과 새내기들은 입학 전 1월부터 학교에

가 본 과에 입학했다는 것이 새삼 실감 나기도 했습니

무은재 옆길의 벚꽃길이 정말 아름다운 4월이었지만 공

곧 있으면 무더위에 장마가 찾아올 한여름이지만, 제겐

모여 1달간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영어수업 및 영상강

다. 더불어 동기끼리 효자시장이나 이동에서 밥을 같이

부로 매일을 보내야 했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의와 단기유학을 위한 토플공부가 주목적

먹고, 노래방에서 같이 놀기도 하며 포스텍에 누구보다

시험결과도 아쉬움이 컸죠.

이죠. 먼저, 본 학과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빨리 적응할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새내기 새로배움터

있는 입학 전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IV까지

기간을 별다른 어색함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축제였습니

의 이수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물

같이 1달을 보냈을 땐 몰랐지만 어색함이 가득했던 새

다. 5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될 해맞이 한마당 축제를

론, 그러지 못한 학생도 소수 있었지만요,

터기간에는 저희 과 친구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

위해 동아리 공연 준비와 과춤 연습에 몰두하며 잠시 입

하하.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선생님과 영

니다.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 색으로 머리를 물들이

학전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축제 둘째

상업계 종사자님들께 Adobe Premier CC

는 창공과 특유의 전통을 저희 16학번도 어김없이 따라

날의 에일리 공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라는 툴을 기반으로 영상편집 기술을 배

했죠. 저 멀리서도 가지각색의 머리로 창공과를 알아볼

행복을 안겨주었죠. 그리곤 어김없이 찾아온 기말고사

우며 동기들끼리 직접 영상을 제작해볼 수

수 있었기에 창공과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또 저희에겐

와 밀려오는 최종과제에 모두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자유롭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를 버텨 나갔습니다. 이 때 큰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다

게 찍으며 서로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였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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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아닌, 친구들과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들 이었습니다.
입학 전 즐거웠던 추억을 뒤로하고 어느새 입학식이 다

그간의 고생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모두 열정적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토플공부는 스터

가왔을 땐 설렘이 반, 막막함이 반이었습니다. 학과, 분

로 공부했고, 결과야 어찌 되었든 기말고사의 끝과 함께

디 그룹을 짜서 4조로 진행되었는데요, 단

반, 동아리 등의 개강총회와 대면식이 기다리고 있었기

대학생으로서의 첫 학기 또한 끝이났습니다.

기유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

에 설렘도 많았지만, 이제는 대학생으로서 포스텍에서

한 것을 보면 성공적이진 않았다 생각되네

첫 출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와 생활

당신의 1학기는 어땠나요.

요. 정말 근소한 점수차로 80점이란 목표

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만큼은 부모님과

지만 모두에게 고생스러운 한 학기였겠죠. 창공과 학생

치를 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던 학생도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는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몇몇 학

들에겐 어떠한 한 학기였을까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

몇 있었죠.

생은 분수대의 물을 흠뻑 뒤집어 쓰며 서로 자축하기도

는 학과. 이것이 창공과의 유일무이한 특성이고, 홍보

각자 다른 삶을 살았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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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일원으로서 학과설명회 때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홀로 도약해 나가

몇 학과 친구들은 이 말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입학했지

야 합니다. 특히 우리 창공과는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

만, 기초필수 과목에 실망했습니다. 공대생으로서의 기

척해 나가야 하죠. 첫 학기가 모두에게 같은 길을 걷게

초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거름

했다면, 2학기는 정말로 각자의 길을 나서는 시기입니다.

이 되는 과목으로서 이수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하고

미국에 가는 친구, 유럽에 가는 친구, 한국에 남는 친구,

싶은 걸 할 수 있는 1학기는 아니었죠.

모두 자기선택에 따른 과목을 수강하겠죠.

그러나, PGS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고, 앞으

UC Berkeley에서 여름학기를 보내는 친구들은 6월 19

로의 대학생활을 직접 설계해볼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

일 부로 이미 떠났고, RISD 수강생도 곧 있으면 출국합

니다. 자기성장 선언문과 버킷리스트를 통해 나를 다시

니다.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함께하겠지만, 값진 기회

한번 돌아보고, 또 나를 발표하며 학과 친구들 서로를

인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꼭 성장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인문기술융합개

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에 남는 친구는 절

론 수업 이후 친구들 모두 중국집을 시켜먹는게 일상생

대 상심하지 말고 자신의 대학설계에 열심히 임하기 바

활이 되었을 만큼 많이 친해졌죠. 뿐만 아니라, 교수님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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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학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
습니다. 더불어 정기회의를 통해서는 학부생의 학과부

마지막으로, 휴학을 결정하게 된 친구는 정말 많은 고민

서 운영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면식, 학

이 있었을 테죠.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게 내린 결정

과부서 등을 통해 알게 된 선배님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었을 것인데 응원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함께 의미 있

게 일상이 되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대

는 시간을 보내고, 더욱 성장해서 굳은 마음가짐으로,

구를 하는 것이다. 창의IT설계2 에서 나는 이유경, 이

학생활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웃는 얼굴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상욱 학우와 같은 조가 되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후

그리고 학회에 도전한 것에 의의를 두었다.

방차량 감지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청각 장애인을 위

이후 accept 발표 날을 기다렸고, 운이 좋게도 accept

다행히도 고생을 통해 이처럼 얻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 후방차량 감지 시스템은 센싱부와 피드백부로 나누

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5월에 열릴 학회 준비

개인의 성적이나 인간관계 등 아쉬운 점도 물론 많겠지

어져있는데, 센싱부에서 후방차량을 인식하면 피드백부

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학기 중에 학회를 준비하는

로 진동이 전달되어 사용자에게 후방에 차량이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과제하랴 시험 준비하랴 다른 활동

것을 알려준다.

하랴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했

만 말이죠. 법적인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위
치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던 1학기가 어느새 지났습니다.

창공스토리
CHI 학회를 다녀와서

고, 전보다 발전된 형태로 물품을 디자인했다.
한 학기 동안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창공 선
배가 창의IT설계가 잘 마무리 된다면 CHI 학회에 도전

그리고 출국할 날이 다가와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마치

강윤호

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학회 등록 기간이 1월 중순

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CHI 학회는 실로 놀라웠다.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었고, 연구를 모두 끝마친 상태였기에 우리 셋은 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원해 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경이로웠다. 또 “어떻게 이런

학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선 포스터와 논문 그리고 5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놀라움을 우리는 공유했

2016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나를 포함한 창공 14 이

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했다. 더군다나 해외학회인 만큼

다. 이런 놀라움을 뒤로하고 우리가 발표해야 할 세션

유경, 이상욱 학우는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된 CHI 2016

언어는 영어를 사용해야만 했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

을 준비했다. 발표 당일 떨리기도 했지만 후회 없이 발

에 참가했다. CHI 2016은 HCI 분야 학회 중 하나로

혔지만, 지도 교수님이셨던 소효정 교수님과 박규동 대

표했고, 최종 네 팀 안에 들었다.

HCI 분야에서 연구한 실적을 매년 발표하는 행사이다.

학원생 선배가 매우 열심히 지도해 주셨기에 조금씩 차

우리가 참여한 세션은 student design competition

근차근 해나갔다.

이었는데, 주제는 assistive technology 였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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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떨리기도 했지만 역시 후회 없는 발표를 했다. 이

이 학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창의IT설계2 에서 찾아

논문 같은 경우엔 교수님, 대학원생 선배께서 꾸준히 첨

렇게 길고 길었던 발표가 끝이 났다. 한 학기 이상 준비

볼 수 있다.

삭해 주셨고, 포스터와 동영상 같은 경우엔 각자가 파

했던 만큼 뿌듯했고, 우리가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도

트를 나누어 조금씩 진행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더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니 어느덧 제출할 날짜가 되었다. 우리는 열심히 한 것에

을 하게 되었다.

창의IT설계는 학부생이 중심이 되어 한 학기 동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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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표는 그 전 발표보다 스케일이 거대했고, 웅장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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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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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6
'딥러닝을 활용한 여러 악기
음색 구별 및 악보 제작' 으로 참가하다
김경수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지난 5월 17일 부터 20일 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서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 포스
터 발표를 맡게 된 저희 팀과 동기들은 5월 16일 월요일
수업을 마치고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당시 학교에
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아
쉬움도 있었지만 학과를 대표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하
는 행사이니 만큼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연구
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작년과 같이 World IT
Show와 동시에 개최되었는데요, World IT Show의 전
체 전시장 크기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규모의 행사
였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각각 중소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 전시, 그리고 삼성, LG, 카카오 등 대기업들의 신
제품 전시로 채워졌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부스를 찾
는 관람객들이 많았는데요, World IT Show를 보러 왔
다가 저희 창의ICT융합인재포럼도 함께 둘러보는 사람
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명품IT인재양성사업을 추진 중
인 포항공대, 연세대학교,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핵
심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각 학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 되었습니다. 각 학
교의 핵심 연구성과가 모여있었던 만큼 흥미로운 연구
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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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은 ‘딥러닝을 활용한 여러 악기 음색 구별 및 악
보 제작’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다른 연구로는 ‘머신러
닝을 통한 청각장애인 언어치료 시스템’, ‘가상현실 체
험 마을’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4일 동안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관
람객 분들이 저희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들
어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포항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로부터 생생한 피
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수확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저희 팀의 주제가
‘음악’이라는 비교적 친숙
한 대상이라 그런지 저희 연
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
셨고, 좋게 봐 주셨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특히 마이스
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기
억에 남는데, 자기도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 꼭 필요했다면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꼭 알
려 달라면서 명함을 우르르
건네 줬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업가 혹
은 기획자 분들이 저희 연
구를 관심있게 보시면서 명

함을 건네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접하고
나니 감사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해서 사람들을 더 놀래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구 부스 전시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
는 즉석 브레인스토밍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창의’를 표방하는 학과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
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여 사
업이나 제품의 모델을 구상하는 지를 현장에서 실시간
으로 보여 드려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 저
희가 아이디어를 낼 주제를
관람객들의 즉석 투표로 결
정하였습니다. 주제에는 총
6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 ‘버스를 기다리는 시
간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라
는 주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행사는 포스텍
학생들과 연세대 학생이 각
각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즉
석에서 30분가량 브레인스
토밍을 하고, 정리된 결과
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
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평소에 동기
들 사이에서만 이야기하던 반쯤 미친, 하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학교 학생들과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총
세 팀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낸 아이디어들이었
지만, 제가 봐도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 스크린에 꽃을 그려 심는
아이디어,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교통카드로
기부를 하자는 아이디어,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증강
현실 게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 등 당장 사업 아이템으
로 사용해도 좋을 만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과의 어색한 듯 하면서도 톡톡 튀는
대화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내
년에도 이런 행사가 또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과의
활동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흥미로운 연구를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었고, 평소
에 잘 교류가 없었던 연세대학교 학생들과도 아주 밀접
한 거리에서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창의설계 연구를 통해, 혹은 대학원
에 진학한 후에도 다시 참여해 보고 싶은 행사였습니다.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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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여러 캠퍼스 중, 요네자와 캠퍼스는
특히 유기 반도체 분야에 특화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명망 높은 교수님 두 분을 중심으로
유기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였고, 큰 규모의
펀드를 바탕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여
뛰어난 성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Study Abroa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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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동 연구로 방문 중인 곳은 인쇄 전자에
특화된 연구실로서 연구 참여하는 학부 학생,
대학원 학생, 연구원 등 약 50명 가량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연구실입니다. 학회에서
만난 일본 교수님과 인연이 되어 처음 이
연구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때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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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진>

휘어지는 기판 위에 제작된 회로의 예
제가 이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쇄 공정을 이용한
유기 반도체 회로 제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한 프린터로 유기반도체
물질들을 인쇄하여 전자 회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잉크젯 인쇄 공정은 낮은 비용으로 얇은 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이 휘어지는 기판에 회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투명한 전극을 사용하면 투명한
회로를 만드는 일도 가능합니다.

story in

인쇄 공정으로 제작된 유기 반도체 회로

권지민
창의IT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야마가타(山形)

현의 요네자와 (米) 시는 인구 8
만의 작은 도시 입니다. 동경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
km 떨어져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여
름엔 매우 덥고, 겨울엔 사람 키보다 눈이 더 많이 쌓
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횡성과
지리적인 요건과 특산물이 흡사한데, 강원도처럼 산악
지형의 현에 속해 있으면서 (야마가타라는 이름에는 산
악 지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규, 牛)
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입니다. 후쿠시마까지
의 거리가 포항과 대구보다 가까워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 (약 50 km), 실제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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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수치 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이곳의 방사능 수
치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수치를 넘지 않
는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후쿠시마에서 이곳을 향
하고 있지 않고, 이곳의 지대가 매우 높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악 지대로 지형이 견고한 덕
분에 동북 대지진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전신인 야마가타 보통학교로
설립되어 현재 야마가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무려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마가타

저는 이러한 유기 반도체들을 3차원을 쌓는 방식을
제안하여, 인쇄 유기 반도체의 집적도를 올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쇄 공정이 가지고 있는
낮은 집적도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누구든

집에서 손쉽게 회로를 인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3D 프린터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쇄 회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은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달 남짓의 짧은 방문이라 지난 한 달간 여행을
다니거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곳 사람들과 대화화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로 매우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제공해준 두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 제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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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ollino: A Measurement
Driven AS-aware Tor Client

We are working on Tor anonymity
network.
Tor is the most popular
communication network for
anonymous communication
with nearly two million daily
users. Tor enables users
to conceal their location
and internet usage from anyone conducting mass
surveillance or traffic analysis by routing traffic
through a series of relays.

We are studying the impact of traffic
correlation attacks.

Figure 1 Traffic correlation attack

Tor’s popularity has made it a prime target for
de-anonymization attacks thereby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improving its defense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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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onymization attacks, we focus on finding
a solution against traffic-correlation attacks,
which an adversary observes traffic going into
and out of the Tor network and correl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such as packet size,
time, frequencies, etc. Traffic correlation attacks
have been shown to be practical and feasible
for network-level attackers, such as Autonomous
Systems (ASes).

We observe the impact of AS-level
adversary on user privacy.
We performed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et data
traffic to understand how the threat from AS-level
traffic correlation attacks has evolved over the
past five years. Figure 2 shows that even though
the bandwidth and the number of relays in Tor
network has increased a lot, the diversity of the
ASes in the network has increased only slightly.
This shows that Tor network faces a fundamental
problem when dealing with AS-level adversary.
In other words, the diversity of circuits selected
among mass relays cannot reduce the possibility
of AS-level attacks. As a result, we can observe
the average threat from AS-level adversaries has
grown from 2010 to 2015, illustrated in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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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growth of the Tor network from 2010 to
current

Figure 5 Security of Cipollino and other clients against
AS-level adversaries

Figure 3 The fraction of vulnerable circuits constructed
by vanilla Tor (over five years across ten different
countries, CN: China, FR: France)

Figure 6 Distribution of page-load times

We present Cipollino, a secure and
practical solution against AS-level
adversary.

level adversaries while maintaining security
against relay-level adversaries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comparable to the current other
Tor clients

Cipollino is a high performance AS-aware
Tor client against all currently known types of
traffic correlation attacks and active adversaries
exploiting BGP insecurities to de-anonymize Tor
clients. Cipollino selects a circuit with no common
ASes on both its paths, from source to entry relay
and from exit relay to destination node and viceversa.
We identified common pitfalls of AS-aware Tor
client design and construction. These pitfalls can
negatively impact three major aspects of an ASaware Tor client – (1) security against attackers,
(2) security against relay-level attackers, and
(3) performance. Cipollino designs to avoid
these pitfalls using state-of-the-art networkmeasurement. Figure 4 illustrates the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Tor client. Finally, our evaluation
in Figure 5 and 5, shows that Cipollino is able
to achieve better security against network-

Collaborators: Rishab Nithyanand, Rachee Singh,
Phillipa Gill (Stony Brook University)

Figure 4 Architecture of the Cipollino Tor client

By. Shinyoung Cho
SUN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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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Advanced
Energy Conference 2016

The Advanced Energy Conference 2016 was
held April 20-22 at New York City’s Javits
Center. The annual conference co-sponsored
by 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
Smart
Grid Consortium, and Stony Brook University
encompassed a diverse range of sessions and
presentations and a variety of approaches to
the idea of clean energy and transportation. As
New York State’s premier energy conferenc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promote collaboration,
partnerships, and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This year’s conference focused on addressing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the
Governor’s comprehensive strategy toward
a cleaner, smarter, and more resilient energy
system. Under the REV, the New York State has
sponsored a number of research and business
programs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energy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and to create
business opportunities and jobs in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A majority of booths showed
the resulting products or the research in progress
sponsored by New York State such as electric
vehicle (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the city,
smart energy management systems for houses
and buildings, smart grid systems for the state,
energy storage systems, manufactur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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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nd the advanced wind and solar
technology.
Kathy Hochul, New York State Lieutenant Governor
addressed the State’s efforts and ambitious
goal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40% from 1990 levels with a mandate to generate
50% of its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2030,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s. The President & CEO
of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presented
smart gird technologies demonstrated on NYPA’s
power grid, promoting deeper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wind and
solar and wider deployment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The conference continued to broaden from strictly
energy technologies into a very broad clean
mobility technology as one of the main areas
of focus this year was electric vehicles. While
standing at the exhibition hall, one might think
that they are at an EV show as NYPA displayed a
couple of EVs. One of the hottest issues to make
an appearance at AEC 2016 was the integrated
grid distribution solutions in which smart grid
intelligence extends to EV charging infrastructure.
BMW introduced its pilot project providing the
optimized EV charging system to drivers, and

<Electric vehicle operated by NYPA and Hybrid garbage truck operated by New York State>

grid utilities consulting firms presented interactive
maps informing electricity consumption and
energy performance by zip-codes on an hourlybasis for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decision making.
The ultimate goal of these seemed to better
manage EV charging and electric grid interaction
and facilitate two-way communication.
AEC 2016 provided some good insights into what
is driving consumer demand and how the industry
can respond to that demand with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exhibition hall, Lockheed
Mountain, the world’s largest defense contractor,
continued to introduce their latest services in
energy and environment. Since 2015, they have
launched a pair of pilot projects by advancing a
new smart grid technology and waste-to energy

engineering, either through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Considering the fact that Lockheed
Martin is the biggest player in the federal IT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 unusual they expect to
dominate cybersecurity of an electric grid system.
The strategic importance of interdependence of
grid and ICT, coupled with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rising across states, but the infrastructure
is still fragile. Lockheed Mountain seemed to
be in the best position to meet growing market
demand and to provide intelligent market solutions
in energy and cybersecurity by utilizing their
business networks and leveraging collaboration
with outside organizations.
AEC 2016 provided a comprehensive point for
those in the energy industry, academia, and public
sectors to see where energy technologies and

SUNY Korea News

40

41

42

industries are heading so they can continue to
innovate and develop solutions and technologies
by leveraging the development of content and
networks.
* The key speakers for this year are as follows.
Kathy Hochul (New York State Lieutenant
Governor), Dr. Ellen Williams (Director of
ARPA–E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r. Franklin M. Orr (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r. Patrick Phelan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r. Bruce Fardanesh (the NY Power
Authority), Dr. Roger Flanagan (Lockheed
Martin Energy).

By. Mekyung Lee
SUN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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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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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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