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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영재고 대상 학부 입시설명회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해양캠프

• 일시: 2016. 7. 30 (토). 12:00~15:00
• 장소: 호텔 리츠칼튼 서울 A1층 금강룸
• 대상: 영재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 참석자: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7명, 입학사정관 2명,
재학생 8명

• 일정: 2016. 8. 17 (수) ~ 8. 18 (목)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주최: 해양수산부
• 주관: 한국해양재단, POSTECH 경북씨그랜트센터
• 내용: 바다를 항해하는 로봇(조현우 교수), 무인잠수
정 설계 아이디어 등 해양과학 경진대회
• 참가자: 14세 이상 청소년 50명, 인솔자 등 70명 내외
• 우승자: 총장상 수여 (시상: 이진수 원장)

2016 하계 창의캠프 개최
RISD Summer Workshop: Matters Lab 2016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하계 인턴쉽

• 일정: 2016. 7. 4 (월) ~ 23(토)
• 장소: 서울 청담동 퍼스트 타워 3F
• 지도교수: Peter Tagiuri (주제: Sound)
• 참가자: '14 박서영, '15 채승진, '16 신지호
• 내용: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교수진들과 함께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에 대한
Workshop 형태로 진행

• 일정: 2016. 7. 18 (월) ~ 22(금)
• 장소: 각 연구실 (김한준, 유선철, 한수희, 한욱신 교수)
• 대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학년 7명
• 내용: O.T, 연구실 투어, 학과소개 프로그램 진행, 각
연구실 자체 프로그램 진행, 연구 내용 발표회 개최

• 일정: 2016. 8. 1 (월) ~ 8. 3 (수)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및 NINT 6층 창의공간
• 대상: 과학고 2학년, 영재학교 3학년 중 성적우수학생 44명
• 내용: 특별강연, 재학생 학과소개, 대규모 프로젝트, 창
의융합교육 교과목 소개, 레크레이션, 롤링페이퍼 등

YTN Science 방영
• 촬영일: 2016. 7. 21 (목)
• 촬영장소: 포스텍 C5
• 방영일: 2016. 7. 28 (목)
• 방영내용: ICT명품인재들의 활약과 성과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연구실,
'광음향'으로 암세포 빠르고 선명하게 본다

Global Applied Game Jam 2016
영재고 대상 Intensive Research Program
• 일정: 2016. 7. 5 (화) ~ 19(화)
• 장소: 각 연구실 (김철홍, 정성준, 김재준 교수)
• 대상: 영재학교 3학년(학교별 상위 30% 이내) 4명
• 내용: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진행 및 연구지도

초청세미나
• 일시: 2016. 7. 5 (화), 11: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조민식 박사 (IBM Research)
• 주제: Accelerating Machine-Learning and Big Data
Workload on Heterogeneous Computing Platform

찾아가는 이공계 진로진학 상담
• 일시: 2016. 7. 9 (토), 14:00~17:00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 107호
• 학과소개 및 상담: '15 이유정

5

POSTECH i-Lab Review I Autumn 2016 Vol.11

2016 하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2차

일자

7.27(수)

7.28(목)

시간

09:30~11:50

09:30~11:50

장소

포스텍 C5 108호

포스텍 C5 108호

대상

일반고 2학년
16명 학과 방문

일반고 2학년
12명 학과 방문

내용

• 일정: 2016. 8. 24 (수) ~ 8. 26 (금)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참가대학: 국내외 10개 대학 (총 44명)
• 후원: 포항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넷마블 등 11개 기관
• 시상: 대상(포항시장), 최우수상 2팀(미래IT융합연구
원장, 넷마블 대표이사), 우수상 2팀(게임물관리위원
회, 네덜란드 대사관)
•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 수상자: '15 채승진(대상),
'15 최규용(Creative상)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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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2016년 과학영재 상상실현(I&D) 캠프
학과 탐방
• 일자: 2016. 8. 29 (월)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대상: 각 과학고·영재학교별 I&D 연구활동 1팀(3명),
총 28개 팀
• 주요내용: 재학생 학과소개 (진행: '15 오현명),
• 주요내용: 손영우 교수 특강

2016-2학기 창·설날 개최

2016 하반기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 일정: 2016. 9. 3 (토) ~ 9. 4 (일)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내용: 창의설계 주제 아이디어 교류 및 교수님 멘토링
• 참가: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16명
• 목적: '창의설계' 과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
류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위한 집중적인
시간을 가짐으로써 창설 주제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
에 개인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와 다른
방면의 지식을 얻어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

• 일시: 2016. 9. 23 (금), 14:00~17:0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대상: CiTE/i-Lab 구성원
• 내용:
- 기업소개: 포스코ICT, LG이노텍, 네이버, 베이다스
- 미래IT융합연구원 주요연구 및 학생연구 발표
• 참여기관·기업: 포스코ICT, LG이노텍, 네이버, 베이
다스, 포스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HMT

창의세미나
• 일자: 2016. 9. 21 (수)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이병기 교수 (서울대)
• 주제: Looking into the Megatrends of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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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래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2016. 9. 23 (금), 09:30~12: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내용: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주요 현황 및 성과 공유,
세계적인 IT융복합 연구기관으로의 도약 및 자립을
위한 추진방안 논의
• 주제: 1) 미래 유망 연구 분야와 필요 역량
• 주제: 2) 세계적인 IT 융복합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 주제:
위한 필요역량 및 요건
• 주제: 3) 자립 및 Fundraising 방안
• 자문위원: 권혁원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성호 포
항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준형 포스코 신사업실 실장,
김영로 LG이노텍 R&D센터 부장, 오기장 포스코ICT
R&D센터 센터장, 박종목 네이버 Labs 총괄이사

<미래자문위원회>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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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연구 분야 소개
연구용 초음파 기기는 기존 초음파 진단기와는 달리 연
구/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기를 말한다.
기존의 초음파 진단기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단
순화하여 아래와 같이 제작된다. 또한 연구용 초음파
기기는 대부분의 신호 처리를 PC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초음파 프로브에서 돌아온 모든 신호를 저장하였다가
<연구용 초음파 기기 하드웨어 block diagram>

고속 전송 버스를 이용하여 PC로 보내는 기능이 강화
되었다.

1. 하드웨어 개발
2. 소프트웨어 개발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용 초음파 기기는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므로 연
구에 많이 사용되는 MATLAB/Simulink를 플랫폼의 베
이스로 사용한다. 아래 block diagram은 가장 기본적
인 초음파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의 block diagram이
다. 실제로는 다양한 모듈을 추가하여 사용될 수 있도
록 제작될 예정이다.

연구용 초음파 기기는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할 예정이
다. 아래는 그 중 몇 가지 예이다.

block diagram은 연구용 초음파 기기의 하드웨어를 보
여주고 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여
전히 많은 수의 모듈/보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초음파 신호가 들어오면 Rx(AFE)를 거쳐 FPGA에
붙어있는 메모리로 저장되었다가 PC상에서 운영중인 신

이기종 책임연구원

호 처리 프로그램이 요구하면 PCI Express BUS를 통
해 PC로 고속 전송되게 된다.

-Photoacoustic imaging
-High frequency imaging for animal
-NDT (Non-Destructive Testing)

199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1992년 메디슨 입사
2004년 메디슨 연구소 부소장
2013년 ㈜유엠지 대표이사
2016년 미래IT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Research Area
연구용 초음파 기기 개발

<기존 초음파 진단기 → 연구용 초음파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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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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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다?!

2016 Global Applied
Game Jam 개최
한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 최고의 두뇌
들이 여름 끝자락인 8월 말 한 자리에 모
여 창의성과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에서 제4회 게임잼이 열렸
다. 게임잼은 국내외 11개 대학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48시간 동안 실
현가능한 게임을 만드는 게임창작마당이
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는 유럽 최고
기능성 게임산실 중의 하나인 네덜란드
HKU 대학과 협력하여 창의·융합적 글
로벌 리더 육성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게임잼을 개최하고 있다. HKU 대학이 가지
고 있는 게임창작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
험, 포스텍 창의·융합교육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열정이 맞물려 게임잼이 탄생, 진행되
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5인 1조로 12개팀을
구성, 특정한 주제 아래 48시간 동안 네덜
란드 HKU 대학 교수진 및 게임개발회사의
지도 아래 게임개발을 진행한다. 기획부터
시나리오설계, 프로그래밍, 사운드, 그래픽
작업까지 자유롭게 진행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창작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게임잼에는 포스텍, 네덜란드 HKU, 일본
Nihon 대학, 중국 길림 애니메이션 대학, 한국
뉴욕주립대(SUNY Korea), 홍익대, 가천대, 상
명대, 서울대, 호서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게
임학, 그래픽 및 사운드 디자인, 스토리텔링, 프
로그래밍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배경
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했다. 게임 주제는“Digital
Healthcare로 세상을 바꾸는 게임”이란 취지에
입각해 사회문화적 정서를 반영하였다.
2016년 최종 우승팀(들)은 상장과 푸짐한 부상 이
외에도 창업 컨설팅 지원과 12월 네덜란드에서 열
리는 게임대회 출전 경비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졌
다.
이 행사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스텍 미래IT
융합연구원, 창의IT융합공학과가 주관하며, 협찬
및 후원기관으로는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네덜란
드 교육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삼성전자, 넥슨
코리아, 넷마블, 포스텍 동문기업(펜타시큐리티,
사이버다임, 피엠그로우, 베이다스, 엑셈), 나노융
합기술원 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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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12

13

14

주요 행사

2016년 하반기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지난 9월 23일,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
습니다.

행사개요
• 일시: 2016. 9. 23 (금), 14:00~17:0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1F)

이번 행사는 연구원 내에서 수행 중인 주요

• 참석: CiTE/i-Lab 구성원,기업,대학 SUNY Korea

연구 현황 및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 발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원 구성원 간

1) Oral session: 기업 소개

의 융합 및 연구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여

- 포스코ICT, LG이노텍, 네이버, 베이다스

러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산학협력을 활성

2) Poster session

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이 된 바, 포스텍 창

- CiTE/i-Lab 주요 연구 발표 (24개 부스)

의IT융합공학과와 미래IT융합연구원의 교수,

- 창의IT융합공학과 및 SUNY Korea 학생

연구원, 학생 등의 연구진을 비롯하여, 포스

연구 발표 (4개 부스)

코, 포스코ICT, LG이노텍, 네이버, 베이다스,
HMT 등 다수의 기업에서 참석하여 상호 교

• 일정:

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발표회에서는 포스코ICT, LG
이노텍, 네이버, 베이다스 4개 기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미래IT융합연구원의 대표성
과와 학생연구에 대한 총 28개의 부스가 전
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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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개회사 및 참여기업 소개

14:10 ~ 15:30

기업 소개

15:30 ~ 17:00

포스터 세션 및 연구 교류

17:00~

폐회 및 저녁식사

주요 행사

14

연구 성과

15

16

과제 요약
• 과제명: 스스로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칩 개발
(Neuromorphic Hardware Accelerator for Spike-Based On-Device Deep Learning)
• 연구책임자: 김재준 교수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삼성이 7월 11일 '2016년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지원과제'로 스마트 기기를
위한 인공지능, 급속충전전
지, 기능성 외장소재 등의
분야에서 총 12개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스마트 기
기를 위한 인공지능 분야
에서는 창의IT융합공학과
김재준 교수의 '스마트기기
가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딥 러닝 전용 칩 개
발' 등 6건을 선정했다. 미
래기술육성사업은 삼성그
룹이 기초과학·소재·정
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3
년 시작한 사업이다.

김재준 교수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
지원과제 선정

<김재준 교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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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원>

<김도향 교수>

• 연구요약:

• 기대 효과:

모바일 및 내장형/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
능 구현을 위해서는 전력 효율이 매우 중요하다.
Spiking Neural Network (SNN) 은 뇌 신경망을
모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Deep Neural Network
(DNN) 대비 뛰어난 전력 효율을 보여 이러한 시스
템에 적용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 그러나 SNN 은
DNN 과 달리 수 Layer 이상의 다층 구조의 고
성능 네트워크를 위한 학습 방법인 딥러닝 (Deep
Learning) 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현
재까지 그 해결책이 제시된 사례가 없다. 이 과제
에서는 SNN에 직접 적용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
고 그 방법에 최적화된 전용 칩을 개발하여 다층
구조의 딥러닝 응용을 시연하고자 한다.

목표 성공시에 인공지능 응용을 전력 소모가 매우
중요한 모바일과 내장형/실시간 시스템으로 확장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응용은 앞으로 가장 주목 받는 인공
지능관련 산업 분야이므로 그 경제적·산업적 임팩
트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성과

16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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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하였고, 높

블 전자기기에 응용이 가능하며, 현재 본 기술을

은 수율과 균일성을 보이는 소자 어레이와, 높은

초박막 유연기판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

이득과 전기적 잡음에 강한 특성을 갖는 상보형

행중에 있다.

논리회로를 구현하였다. 특히, 반도체의 3차원 적

수직적층형 3차원 반도체 관련 논문

2편 연속 해외 저명학술지 표지논문 선정

층 방식을 통해 인쇄 회로 집적도(10 마이크로미

본 연구진이 제안한 3차원 집적 방법은 웨어러블

터 이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쇄 유기 반도체 회

디바이스 및 웨어러블 컴퓨터. 바이오 센서 플랫폼

로의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등의 신개념 전자회로 및 플랫폼 등에 적용될 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있어, 향후 획기적인 인체 부착형 신개념 디바이스
및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연구 대비 연구 주안점
주도연구자 Comment
유기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3차원 디지털회

내용 요약

• 논문명: (Solution-Processed Vertically Stacked Complementary Organic Circuits with Inkjet-Printed Routing)
• 논문명: 2.잉크젯으로 인쇄된 수직적층형 3차원 유기 트랜지스터 및 논리회로 개발
• 논문명: (Vertically Stacked Complementary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and Logic Circuits Fabricated by Inkjet Printing)
• 저자: 논문 1) 박사과정 권지민(창의IT), 경수정(전자공학), 김재준·정성준교수(창의IT)
• 저자: 논문 2) 박사과정 권지민(창의IT), 정성준교수(창의IT), 조길원교수(화학공학)

Abstract
작하는 데 성공하였

연한 전자기기의 핵심적인 소자로 많은 관심을 받

다. 아래층에는 전자

아왔다. 하지만, 기존 용액 및 인쇄공정으로 만드

를 사용하는 반도체

는 유기반도체 기반의 회로의 경우 공정의 한계로

를 제작하고 그 위

인하여 단위면적당 트랜지스터의 개수(반도체 밀

에 정공을 사용하는

도, transistor density)가 낮아 상용화에 큰 걸림

반도체 물질을 적층

돌로 작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함으로써 낮은 전력

기존의 유기반도체 및 회로의 집적도를 획기적으

소모와 전기적 잡음

로 높일 수 있는 3차원 수직 적층 구조를 개발하

에 강한 특성을 갖

는 데 성공하였다.

는 상보형 논리 회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용액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

위에 제작된 인쇄 유기 반도체의 공간적인 한계를

는 새로운 3차원 수직 적층구조를 제안하였고, 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주안

구조를 이용하여 기존의 매우 낮은 유기반도체의

점이다.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잉크젯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 논문명: 1. 용액공정으로 제작된 수직적층형 3차원 유기 회로

유기반도체는 저온에서 용액공정이 가능하여 유

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기존 평면

상보형 반도체를 적층하여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3차원 상보형 반도체 디지털회로를 구현하여 발표

집적도를 높이면서도, 낮은 전력 소모와 높은 잡

하였으며, 현재 후속연구중인 초박막 플렉서블 3

음 특성을 갖는 논리 회로를 구현하였고 일관적인

차원 회로를 통해서 인체부착형 신개념 디바이스

소자 특성을 보임으로써 공정의 신뢰성을 보였다.

및 시스템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응용 범위 및 상용화 방안
유기 트랜지스터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해외 저명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상대적으로 큰 소자 사이즈와 낮은 집적도로 인

(Advanced Science)’ 5월호 및 '어드밴스드

하여 상용화에 제한

일렉트로닉 머터리얼스(Advanced Electronic

이 있어 왔다. 본 연

Materials)' 7월호의 표지논문으로 출판되었다.

구진이 개발한 3차
원 적층 기법은 반도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체의 집적도를 지속

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글로

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벌 프론티어 사업인 “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

획기적인 개념으로서

스 연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고집적, 고성능의 소
프트 디지털/아날로
그 회로의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

를 구현하였다.

을 것으로 기대된다.

속 증착과 스핀코팅만을 이용하여 반도체 위에

두 번째 논문에서는

용하였기 때문에 저

반도체를 쌓아 올린 3차원 수직 적층 구조를 제

잉크젯 프린팅 공정

저온 인쇄 공정을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복잡한 패터닝 공정 없이 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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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Advanced Science 5월호 표지논문)
수직적층 구조의 3차원 유기트랜지스터의
실제 이미지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7월호 표
지논문) 잉크젯 프린팅으로 제작되고 있는 3
차원 유기 반도체 제작과정 및 단면도를 개
념적으로 표현

비용 고성능 웨어러

연구 성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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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미래부 청년과학자 창업프로그램
(KIC Start I-Corps) 2년 연속 선정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선발팀 (2015년 I-Corp)
팀명

창업멤버

기술창업 아이템명

CR

서석진, 김경민,
황성민(창의IT),김범수(컴공)

SNS Minimap 기술
(지도 기반의 소셜 플랫폼)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선발팀 (2016년 I-Corp)
팀명

창업멤버

기술창업 아이템명

Argo

박병화(창의IT), 남성현(산경),
강소담(이화여대)

fairy tale Yourself
(3차원 얼굴 분석 기술)

ON

강윤호(창의IT), 이승희(창의IT),
채지원(산경), 김예진(산경)

Car sensing system for the deaf
(청각장애인을 위한 후방차량 감지 시스템)

Hyojadong

조재연(창의IT), 오승재(창의IT),
김동석(컴공), 이준호(기계)

Indoor air monitoring freshing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 IoT: ALPHAir
(머신러닝과 IoT 기반 실내 공기 모니터링/개선 시스템)

Musketeerz

신기영(창의IT), 송우상(창의IT)

A word based career assessment service
(단어기반 커리어 탐색 서비스)

* KIC(Korea Innovation Center - Washington D.C.):
정부 과학기술기반 국제협력종합계획지원기관으로 기업가정신교육,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컨설팅 등 수행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가 대학 창업문화 확산
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
창조과학부를 통해 발표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프로그
램’에서 POSTECH 창공과는 지원 대상 40개 팀
중 4개 팀을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비 창업
팀을 배출한 학과가 되었다.

법령 습득, 사업모델 개발 등 사업화 구상을 더
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계획이며 글로벌 Venture
Capitalists와 기술전문가로부터 사업성이 검증된
팀들은 본격적인 창업에 나서게 된다.

20

2015년 CR팀에 이어서 올해에는 ON팀, Argo
팀, Hyojadong팀, Musketeerz팀 (지도교수: 손
영우), 총 4팀이 글로벌 창업에 도전하는 전국
40개 창업팀에 최종 선정되어 미국 KIC혁신센
터에서 Business Model 분석, 글로벌 고객 발
굴, 전략적 파트너십 제휴, 투자자 및 현지기업과
의 네트워킹, 투자자 멘토링 등 4주간의 선진 창
업 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갖는다. 2013년부터 창
의IT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CITE411
Creative Entrepreneurship 수강생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에 Kauffman Foundation의
PEV(Planning the Entrepreneurial Venture) 과
정을 이수하고 Campus CEO 대학과 공동 발표
를 통해 Venture Capitalists에게 멘토링을 받는
등 ‘Lab-to-Market’형 기술창업을 준비한 결과
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 미국에서의 창업훈련과정 이후 4개월간 국
내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시제품 개발 및 연
구비 지원 하에 기술 업그레이드, 시장분석, 관련
<드론으로 촬영한 아이코어 발대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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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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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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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소개
• 수상내역: 최우수상 수상
• 수상자: 이승호,윤솔(전자공학 15학번 석사과정), 조현수(창의IT 15학번 통합과정), 서명해(창의IT 16학번 통합과정)
• 수상주제: 미이용 산업 폐열 회수를 위한 신에너지기술-열전발전모듈개발

제 8회 전국 대학(원)생 에너지 대회 공모전

백창기 교수 연구실 팀
최우수상 수상
대회 개요
• 대회명: 제8회 전국 대학(원)생 에너지 대회 ('에너지의 길을 달리다')
• 개최일정: 2016년 7월 7일 (목) ~ 8일 (금)
• 장소: 경주 힐튼호텔
• 주최/주관: 경상북도/포항공과대학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 주요내용: 에너지관련 제안서 공모 심사·시상, 기업과의 교류
• 필요성:
- 전국 대학(원)생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에너지 산업 인재 육성
- 국내 대학(원)생 에너지대회를 발전시켜 세계 대학생 에너지 대회로 확대
- 에너지 전공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 및 산업화에 반영
-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 홍보

• 발표내용:
본 공모전에서는 미이용 산업 폐열 회수를 위
한 신에너지기술(열전발전모듈개발)을 제안하였
다. 철강산업에서 미이용 폐열 에너지의 비율은
43.5%로 이 중 99%는 중온(250~400℃)영역
이다.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할 수 있는 열전 모듈을 철강 공정에 적용하여,
24시간 무소음, 무진동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
을 기획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중인
금속 소재(Bi-Te 및 Pb-Te)기반 열전소자는 경
제성이 떨어지며 희소, 유해 금속으로 사용이 제
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실리콘은 풍
부한 매장량과 무독성 물질로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국내 Top-down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
여 고집적화와 높은 열전효율을 실현시킬 수 있
다. 본 기술을 활용할 시,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전소자 시장은 연
평균 3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산업
용 연평균 성장률은 69.7%의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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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TechEx 2012 시장 예측 보고서). 기존의 수
작업 방식으로 제작되는 열전발전 소자와는 다
르게 실리콘 나노선 열전발전 소자의 경우 기존
반도체 공정시설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으로 상
용화 및 사업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소각로, 자
동차, 선박, 최종적으로 보일러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 및 비젼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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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창의IT융합공학과
한욱신 교수

SNS, 금융분야 등에서 그래프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들
((사진출처:http://blog.twitter.com/2014/new-tweet-activity-dashboard-offers-richer-an))

한욱신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가 미래
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서울경제
신문이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8월 수상
자로 선정되었다.
한욱신 교수는 컴퓨터 한 대로 기존 기술보다 최
대 수만 배 빠른 대용량 1)그래프데이터 분석이 가
능한 엔진과 관련 기술을 개발해 한국 빅데이터
분야의 학술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정이나 사무용 PC 한 대로도 수백대의 컴퓨터
를 연결한 고성능 장비보다 뛰어난 분석성능을 구
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고가의 시스템 구매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
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높으며
전산·의료·마케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 '슈퍼 엔진' 개발‥마케
팅·의료 등 바로 활용 가능
또 해당 엔진을 활용해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확
장하는 기술 역시 고안했다. 한 교수의 연구성과
는 전산이나 의료·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
로 응용될 수 있어 과학기술적 가치 못지않게 산
업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빅데이터 분석

23

POSTECH i-Lab Review I Autumn 2016 Vol.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인터넷프
로토콜(IP) 주소 등을 정점으로 그들 사이의 연결정보를 선
으로 연결한 그래프

에는 일반적으로 많게는 수백 대의 컴퓨터를 고성
능 네트워크로 연결한 클러스터라는 장비가 쓰인
다. 장비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한욱신 교수가 개발한 빅데
이터 그래프 분석 엔진인 '터보 그래프'는 일반 가
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PC·노트북 한 대로 기
존 클러스터보다 최대 수만 배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반도체를 활용한 저장장치
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멀티 코어 중앙
처리장치(CPU) 등 최신 컴퓨터라면 탑재돼 있는
장치로도 충분하다.

삼각형을 넘어 사각형·오각형 등 다각형 형태의
데이터 그래프 역시 얼마든지 추출 가능하다. 이
를 위해 한 교수가 개발한 심화·응용 기술이 '듀
얼 심(dual sim)'이라는 것이다.

한욱신 교수는 "터보 그래프에는 상관관계에 따
라 데이터를 연결해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데이
터 그래프를 고속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
들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며 "또 다양한 연산
을 처리할 수 있는 '핀 앤드 슬라이드'라는 새로
운 계산 모델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에
장착된 모든 가용 하드웨어를 동시에 작동시켜
그래프 계산을 최고 효율로 수행시키는 기법이 핀
앤드 슬라이드다. 한 교수는 "미국 UC버클리대·
카네기멜런대가 개발한 클러스터와 성능 비교를
해보니 특정 조건하에서 680배나 빨랐다"고 전했
다.

한욱신 교수는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특정 패턴을 모두 찾아내 나열하는 기술은 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듀
얼 심 기술로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은 줄이면
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최대 수십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최근 상품·서비스
소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맞춤형 추천'을 빠르
고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한욱신 교수는 또 데이터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빠른 속도로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심화·응용했다. 데이터 그래프에
서 가장 '기본형'이 삼각형이다. 가령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서로 '친구' 관계
인 세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
이들은 단순히 '지인'이라는 관계로 묶인사이로
공통분모를 성격·학교·직업 등으로 달리하면
삼각형의 구성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꼭 사
람만 삼각형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 한 교수는 "
개인정보와 상품정보·구매정보를 각각의 공통분
모로 묶으면 개인마다, 상품마다 다른 삼각형이
무수히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글로
벌 기업들이 한 교수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나타
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오라클로부터 '외부기관
연구 프로그램(External Research Office)' 참
여자로 선정돼 올해까지 28만달러(약 3억6,000
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또 구글과 페이스
북·IBM·HP 등 기업의 미국 본사에 초청돼 강
연에 나서기도 했다.
1) 그래프데이터 분석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sns에서 사용자 간 관계를 나타
내는 네트워크 구조 등 인간사회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SNS에서 자동 친
구 추천이나 페이지 방문횟수, 실시간 금융·보험 정보
등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모두 데이
터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대용량 그래프데
분석기술'이 있어 가능한 서비스이다.

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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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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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내역: IMID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 수상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지난 2001년 시작한 IMID는 미국 SID, 일본 IDW와 함께 세계 3대 디스플레이 학
술대회 중 하나. 이번 대회에서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AR, VR 및 Automobile Display 분야
에 대한 특별 세션도 함께 진행 되었다.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창의IT 경수정,권지민
우수포스터상 수상

• 연구자: 경수정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석사과정), 권지민 (포스텍 CiTE 박사과정), 김윤희 (경상대 화학과),
정성준 교수 (포스텍 CiTE,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 연구제목: 플렉시블 3D 유기 반도체 및 회로 (High Performance Flexible 3D Organic Circuits
Fabricated by Solution Process)

• 연구내용:
휘어지는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 반도체를 이

학회개요
• 학회명: IMID 2016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 개최일정: 2016년 8월 23일 (화) ~ 26일 (금)
• 장소: 제주도
• 학회정보: 지난 2001년 시작한 IMID는 디스
플레이 분야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기술을 공
유하는 자리로 미국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SID), 일본 국제디스플레이워크숍(IDW)과 함
께 세계 3대 디스플레이 전문 기술 학술대회로
꼽힌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미국 SID, 한
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공동 주관하는
IMID는 2016년 16 번째 개막을 맞아 디스플레
이 관련 전문가 1,8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제
출된 논문 수와 참가자 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
를 기록하며 진행되었다.

용한 회로 개발 및 연구는 대면적의 유연
전자기기의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적층 구조를 갖는 유기 반도체 소
자를 저온 환경의 용액 공정으로 플라스
틱 기판위에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포토리소그래피와 같은 고비용의
복잡한 유기 반도체 패터닝 없이 N-type/
P-type 반도체 층을 분리하여 적층구조

그림 2. (a) PFET (DPP-SVS)의 전달 곡선 (b) NFET (PNDI-TVT)
의 전달 곡선 (c) PFET (DPP-SVS) 과 NFET (PNDI-TVT)의 출
력 곡선

를 갖는 상보형 반도체 회로를 제작하였
다. 적층구조의 상보형 반도체 소자는 기
존 반도체의 집적도를 2배 이상 높이며,
개별적인 소자 특성 제어가 가능하고, 소
자 간 비아 선로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유연 3차원 상보형 유기 반도체에
대한 연구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RFID,
OLED 등의 회로 제작에 다양하게 적용되
며 많은 가능성을 보인다.

그림 3. (a) 10, 20, and 30 V동작 전압하의 인버터 동작과 전압 이
득 곡선 (b) 인버터의 잡음 여유

그림 1. 플렉시블 3D-COFET의 (a) 단면 구조도 (b) 상면 이미지 (c)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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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제 4회 Game Jam

Game Jam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Game Jam은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주제에 맞는 각 팀의 게임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대회다. 이 Game Jam은 Applied Game Jam으로 단순한 오락
을 넘어 게임이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이로운 행위를 하게끔 이
끌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이번 주제는 Digital Healthcare였으
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
까지 마련되었다.
프로듀서를 맡은 학생들이 팀원을 골라 팀을 편성한 후 이
Applied Game Jam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각
팀마다 서로 다른 질문을 받아 그것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
이었는데, 우리 조가 받은 질문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현재 있는 게임이나 앱에 어떤 전략이나 게임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식이 옳은 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이는 프로

는 힘이 있으므로 게임하는 요소에 건강한 동작이 들어

듀서인 내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간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동작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러나 각자의 일을 해내며 서로를 믿는 모습은 프로젝트

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께선 건강한 습관이

를 원활히 진행되게 했으며 매우 인상깊었다.

라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 어떻게 게임으로 그 습관을 이

어려웠던 점은 게임이 건강에 이로운 행위를 자연스럽

끌어낼지 생각하는 것이 이번 Game Jam의 핵심이라고

게 이끌어내면서도 게임 본연의 재미를 잃어서는 안 된

하셨다. 다른 팀들도 각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팀들이 기획 단계에서 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 등 게임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면에서 1등 팀의 게임은 매우 훌

생각들을 모을 수 있었다.

륭했다고 생각한다. 이 게임은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
기 위해 스트레칭을 유도하는 게임으로 핸드폰에서 플

:Digital Healthcare

2016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내외 여러 학교가 참가하는

우리 조의 결론은 간단해서, 게임은 사람을 몰입하게 하

Game Jam은 팀 단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레이하며 핸드폰을 돌려야만 시야가 돌아가는 FPS게임

매우 중요했다. 우리 팀은 한국인 세 명과 중국인 두 명

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유도해냈

이원석

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인 중 한 분이 한국어가 매우

다. 우리 팀은 게임이 이로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강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유창했기 때문에 빠르게 소통하기에 유리했다.(이보다

한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스스로 개발하는 게

유리한 팀은 한국인 팀

임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 팀도 있었으나 1등 팀은 건강

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

한 행동과 재미있는 게임 간의 연관성을 매우 훌륭하게

부분의 회의가 한국어로

이끌어내었다.

진행되었기에 한국어를
못하는 중국인 한 분이

개발만 했다면 정말로 게임만 만드는 대회였겠지만 대

소외되는 양상으로 흘러

회 중간중간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미션들이 주어졌

간 것 같아 아쉬움이 많

다. 각 조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나 페이스

았으며 공용어의 필요성

북 페이지를 만드는 것, 다른 팀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

을 느낄 수 있었다.

는 것, 팀원과 함께 춤을 추고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미
션으로 주어졌다. 매 시간 업로드되는 미션들을 모두 따

나는 게임 개발을 해본

라가는 것이 오히려 과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과정에서 힘을 합쳐 미션들을 풀어나가며 팀원들과 더

팀에서 프로그래머와 디

친해지고 더 재미있게 대회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생

자이너 간 협업하는 양

각이 들었다.

상이 생소했다. 우리 팀
의 프로그래머는 필요한

이 Game Jam의 또다른 묘미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부품’만 이야기해주고

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특히나 네덜란드 학생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들이 인상적이었는데 발표 직전 떨지 않는 모습이나 단

믿고 맡겼으며 디자이너

상용 마이크로 대회장을 노래방으로 만드는 장난은 그

는 프로그래머가 필요

들을 자신감 넘치고 자유로워 보이도록 만들었고 반대

로 하는 부품들을 만들

로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는 않았나 했다.

어냈다.(이것은 우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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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래머가 강조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배우며 실제로 개발해본 사

한 모습이기도 했다) 각

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었기 때

자 잘 알고 잘 하는 것

문에 게임을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나에게는 배움의 시

을 맡는 것은 효율적인

간이 되었다. 후에 개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방식이었으나 우리는 소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겨울에는

규모 팀이어서 함께 구

네덜란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므로 미리 공부를 해 두는

상한 게임이므로 이 방

것이 좋을 것 같다.

창공 스토리

28

28

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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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배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
을 받은 듯 했다. 나는 순
위가 밀려서 교수님과의 면
담은 할 수 없었다. 그 다음
으로는 짧은 발표 준비 시
간을 가지고, 창·설날 최

제 2회 창의설계날

종 발표가 있었다. 그렇게
제2회 창·설날은 막을 내
렸다.
창·설날에서 나는 여러 사
람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관

김지오

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에

창의IT융합공학과 16학번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
지만, 그 아쉬움을 뛰어 넘
을 만큼 흥미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다. 마치 비

2016년 9월 3~4일, 두 번째 창·설날이 진행되었다. 창

첫 날의 시작은 티셔츠였다. 미학적으로 제작된 티셔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거의 모든 주요한

공개 아이디어 모음집, 대기업 비밀 회의록을 보는 느낌

설날은 창의IT설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

를 받으니 창의IT설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었다. 이번 창·설날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창의IT

록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주변의 의견을 받

보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행사가 진행되

노가리에서 생각을 마친 선배들께서는 나와 다른 두 명

설계의 방향성을 고민해볼 수 있었고, 현재 기술 트렌드

는 학부생 주도의 행사이다. 나는 이번 창·설날을 준

는 방식과 일정 등 간단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진 후, 서

의 16학번들에게 창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험담을 말

및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들의 응용에 대해 고찰해볼 수

비한 왈가왈부의 부원이자 창의IT설계 1 수강을 앞둔 학

로 관심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는 ‘첫

씀해 주셨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은 창

있었다. 창·설날은 아직 창의IT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

부생으로서 행사에 참여했다. 여기서 창의IT설계 1 수

번째 노가리’가 시작되었다.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IT설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였다. 그 정도로 창

하기 전인 나에게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강을 앞두었다는 말인 즉, 당시 나는 아직 창의IT설계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한 후, 서로 관련된 지식과 떠오르

의IT설계가 나에게 있어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

큰 메리트가 있었던 행사였다.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

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초소형 나노

라는 뜻이리라. 그렇게 두 번째 노가리가 끝났고, 남은

지 등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

로봇을 만들어 3D 모델링 데이터와 실제 물체를 동기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야식을 먹으며 계속 남아 이야기

서 창·설날은 시작되었다.

화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마찰력이 있는 전자

를 이어나가며 첫째 날이 끝났다.

펜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13학번 선배가 만드신 ‘행복한

두 번째 날은 전날의 생각을

거울’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싶

구체화시키고 정리하고, 그

다는 생각 등, 다양한 목표와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방면으

가치, 발상이 서로의 말 속에 담

로 생각해보는 날이었다. 당

겨 오고갔다.

시 창의IT설계 1은 주제가 나
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9

POSTECH i-Lab Review I Autumn 2016 Vol.11

첫 번째 노가리가 끝난 후에는

(창의IT설계 1에서는 교수님

저녁을 먹으면서 여타 잡다한

들께서 주제 테마를 정해주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이후에

신다), 나는 선배들이 아이디

는 두 번째 노가리가 이어졌다.

어를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

두 번째 노가리는 관심분야가

보았다. 곧 창·설날 최대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를 하는 것이었는데, 조가 첫 번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이 되었

째 랜덤 조와 비슷하게 짜여버

다. 이번 창·설날은 지난번

려 두 번째 노가리 또한 랜덤으

과 다르게 주말에 진행이 되

로 진행되었다. 이때는 전 조의

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오시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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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에서 필

턴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회사가 제가

요한 기술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해 보고 싶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어 저에게 도움이 될

프로젝트를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해

지를 판단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실제 일을 진행할

주어,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을 배우고 인턴쉽 프로그램을

때에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공부를 하게 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인턴쉽 프로

었지만, 이것 또한 제가 공부하는 분야와 많은 관련이

그램을 진행하며 학습과 업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회사를 선택할 때 자신

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

학회지 인턴쉽

혹시 커피타는 인턴을 하지는 않나요? 이 점

러 회사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어떤

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

여러분들 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회사에 큰 도

이 중요합니다.

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포스텍 학생들이라면 특히 훌륭

조정호

한 재능을 가지고 전국의 일류 대학에 선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턴쉽을 진행하며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는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입니다. 여

것입니다. 저의 경우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을 투자

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뒤

하여 오늘 하루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어디까지

그저 커피나 타게 시킨다면, 회사에서는 큰 손해를 안고

진행해야 겠다는 일일 스케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실제 자신이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하였고, 얼마나 더 하면

않는 것이니까요.

완료할 수 있을 지를 눈에 보이게 표시해 줄 수 있으며,

1년 전 쯤, 인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흥행했던 적이

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본 코너를 통해 제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인턴기와 젊은 상사의 성장 등

가 어떤 일을 어떤식으로 진행했는 지를 조금 소개시켜

을 그려내고 있는 이 영화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

드리고, 인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

직장 상사분들도 계시나요?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

이, 굳이 일일 스케쥴이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일의 어떤

고, 힘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면적

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만, 일반적으로 상사분들도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을 해내야 겠다는 스케쥴을 철저히 작성한다면 일

저의 경우 R&D센터에 한 분의 차장님과 센터장님 외에

의 능률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또한 일을 진행하다 보

감동 이외에도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

자신의 능률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와 같

하나가 인턴에 관한 호기심 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

인턴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인턴을

는 학생들만 있어 크게 신경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 퇴근 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됩니다. 저의 경

해 여름방학이 되었고 저는 인턴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턴(intern): 회사나

연구센터가 아닌 본사에서 일하게 될 경우 많은 상사분

우 퇴근이 18시라 잠드는 시간 0시까지 6시간의 여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지내며 많을 것을 배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

들과 함께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설이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동안 휴식을 취하거

우고, 느낄 수 있었고, 인턴이라는 흔치 않을 경험을 다

람. 또는 그 과정. 저는 이 말이 인턴의 목적을 정확히

드라마에서나 보던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하고 칼퇴근

나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을 공부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은 어떤 회사나 기관

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 않고 알뜰히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시

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예비 직원의 느낌으로 사람들을

상사분들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잘 조율한다

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2배, 3배의 효과를 내는 인턴쉽

고용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시켜주고, 직접 가르쳐

면 될 것입니다.

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주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인턴을 하며 지켜야 할 것은? 제가 가장 말씀

지금까지 제가 인턴쉽을 진행하기 전 궁금했던 점과 진

드리고 싶은 것은 “할 일은 그때까지 해내라”입니다. 회

행한 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

사에서는 인턴 사원들을 학습시키고 업무 능력을 평가

록 짧은 글이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도 많

인턴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회사나 기관에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한 기한까지 완

고, 아직 어려분께서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

서 어떤 부서의 인턴을 하는 지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전히 해 낼수 있다면, 회사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턴

지는 많이 달라 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을 완전히 익힐 수 있으며, 이후 정직원이 되기에도 좋

쉽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회사 또한 많

개설한 R&D센터에서 인턴을 진행하며 회사에서 필요로

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습관화 시킨하면 학교에

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습과 업무 경험에서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과 업무를 진행

서 다양한 프로젝트나 과제를 진행할 때에도 큰 도움

학생은 많을 것을 배울 수 있고, 회사는 학생들을 통해

하였습니다. 인턴을 진행하며 처음 4주 간은 업무를 진

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를 제 시간까지 완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win-win할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인터넷 강의와 논문 자료

히 끝내도록 합시다.

있는 것이 인턴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과

말해, 정식 구성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선행 학습과 훈련
을 시켜주는 예비 구성원 과정입니다.

맞지 않는 회사에서 인턴쉽을 진행할 경우, 배우는 것

들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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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4주 간은 회사에서 실제

인턴을 진행하며 얻은 꿀팁들은? 제가 인턴을

은 없고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참

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조

진행하며 알아낸 인턴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

고하여 여러분들과 회사들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금 특이했던 점은 회사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권장하고

는 2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턴을 하

곳에서 인턴쉽을 진행한다면 멋진 인턴 경험을 쌓을 수

고자 하는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인

있을 것입니다.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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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오게 된 이유

Study Abroad Story

33

Story in German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

송영운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올해 2016년 1월, 헬름홀츠 센터 IBMI의 대표 교
수님이시자 뮌헨 공과대학교(TUM,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의 교수님 Vasilis
Ntziachristos 교수님께서 창의IT융합공학과 특별
세미나의 초청 연사로 생체 영상을 주제로 한 세미
나를 진행해 주시기 위하여 포스텍을 방문하셨습니
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 저는 세미나에서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세미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을 여쭈어보며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과 함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의논을 했던
주제가 세미나에 대한 질문이 아닌, 교수님께서 신
문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교수님의 고향이시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 그리스의 교육
및 대학교의 연구 시스템에 관련한 이야기였지만 교
수님께서는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헬름홀츠 센터
에서 제가 인턴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학부 2학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한
학기를 휴학하고 인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더 넓은 세계에서 여러 분야의
일을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헬름홀츠

Helmholtz Zentrum München, IBMI
Helmholtz Zentrum München(뮌헨 헬름홀츠 센터)은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에 위치한 독일 환경 건강
(Environmental Health) 연구소입니다. 1964년 설립된
이 곳은 50개에 달하는 연구실과 무려 2300여 명이나
되는 교수님과 연구원, 그리고 학생으로 이루어진

매우 큰 규모의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실 중
제가 속해있는 곳은 IBMI(Institute of Biological and
Medical Imaging)으로서, 100명이 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체 영상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큰 연구실입니다.

센터에서의 인턴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연구
그렇게 저는 8월 초에 독일에 도착하여 이 곳
IBMI에서 6개월 간 인턴쉽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인턴으로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지만, 또한 독일 내 최고
수준의 연구실의 최고 수준의 교수님, 연구원, 그리고
대학원생 사이에서 학부 2학년으로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제 자신에게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씩은 “과연 이렇게 뛰어난 연구원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고작 학부 2학년생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걱정을 하기도 했고, 비록 연구
분야가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였으며 이와 관련된
수업을 여름 학기동안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인턴 생활을 하며 연구를 시작하게 되니 막막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의 1달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와주는 다른 친구들 덕분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걱정과 막막함은 다 잊고 지금은
열심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연구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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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살았던 운터슐라이스하임(Unterschleißheim)의 집>

생체 영상 장치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영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이를 프로그래밍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
제가 처음으로 연구실에 갔을 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연구실에 8시 반에 출근을 하게
되면 5시 전에는 퇴근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일을
하고 나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연구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기숙사 룸메이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며 독일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맺음말
물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학부 2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인턴을
하게 된 만큼 연구를 하는데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한 달 간의 생활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학기 중에는 배우고 느낄 수 없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따라서 헬름홀츠 센터에서의 반 년
동안의 인턴 경험이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tudy Abroa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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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Consilience Creative Program for allowing

Stuttgart during my stay, also experienced the no

me to visit University of Stuttgart for expanding

speed limit zone of Autobahn which was thrilling

my research horizon with additional monetary

experience. In nut shell I really enjoyed my stay

support other than my regular scholarship which

here in Germany both academically and socially.

was really encouraging.
I think everyone enrolled in ICT Consilience

A Short Research Trip to
University of Stuttgart

VISUS Gang working on Eye Tracking
Visualization

Creative

Program,

should

avail

this

flexible

opportunity of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labs
during their PhD which definitely helps you to

Apart from research I had a wonderful time here

expand your research domain.

travelling different places on weekends. Travelling
to the Alps of Switzerland and Eiffel Tower was
one of the best moment which was difficult without

Ayush Kumar

my trip to Germany. I along with my supervi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UNY Korea

Prof Klaus Mueller who visited University of

This summer was a bit different to me than rest
of my colleagues at SUNY Korea, as I spent it in
University of Stuttgart for a short research trip. I
got this opportunity through the PhD fellowship
program offered by Transregional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 (SFR-TRR) 161 at the University
of Stuttgart, Konstanz and Max Planck Institute
of Biological Cybernetics, Tubingen, Germany. I
carried out my research at Visualization Research
Center (VISUS), with many Ph.D.’s and PostDoc’s at single place and which was definitely a
learning experience for me.
VISUS is one of the pioneer lab working in the field
of Eye Tracking and Visualization. My research
was also based on the Visualization and Visual
Analysis of Eye Tracking Data, which I started
from VAI Lab, SUNY Korea with our Tobii Eye
Tracker a year back. The whole experience was
very different for me but indeed fruitful and during
this course we got two papers too in collaboration
with VISUS and VAI Lab SUNY Korea in Workshop
of Eye Tracking and Visualization ETVIS jointly
held with IEEE VIS 2016, Baltimore, Maryland.
I also got a chance to attend a very informative 3
days Seminar on Experiments in HCI at University of
Konstanz funded from SFB-TRR 161. I really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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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th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show competing factors very well during the policy

than 90%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hange process. A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Korea had to use both the Authorized Certificate

case is used, to reflect the technological aspect.

and plugin applications as standard technologies

Finally, the relation will be found by developing

for online activities. As of 2015, for example, a

a decision making model, which include all the

banking company (Kookmin Bank)’s website and

factors together. Then, each criterion will directly

e-government system in Korea require seven,

compete each other and get its own relative

and fifteen plugin application installations for their

importance.

services respectively. These plugin applications
were different from one website to another, so
users need to install different plugin applications

Top down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in
Korea’s financial industry occurred early
In 1999,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Authorized

if they use multiple banking services.

Problems posed by the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and plugin use

Certificate, a technology for authenticating users

Most of us believe that Technology and society

The final results of the analysis will be finding the

are interacting and evolving together. Some

determinants, which means the most important

people say technology is an agent for social

criteria in technological policy change. The analysis

change and inherently political. Some people say

is based on government’s policy change case,

human action shapes technology. We know that

because a government policy reflects a nation’s

a governmental R&D funding may affluenc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 Moreover,

direction of a certain technological development,

when there is a policy change, the winners and

and sometimes not the best technology wins the

losers from the existing policy conflict. This may

online, and mandated its use in online banking

These standards helped the Korean e-Commerce

and online stock trading. This is a technological

to grow fast in the early 2000s. However, since

standardization by government. Later, it was also

the late 2000s, the standards have caused

used for credit card payment and e-government.

several problems in Korea.

Because

“Authorized

was

a

Government Unique Standard (GUS), web browsers

Firstly, it disincentivized innovation. Where there

did not support it. Therefore, it was mandatory

is a government standard, there is no need for

for users to install plugin applications in order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There

use the “Authorized Certificate.” Therefore, more

are 18 banks in Korea. The total investment amount

market.

in online security of those 18 banks is smaller
than that of a one US bank, Bank of America.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and the market size

The changing speed of recent technological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lso show this

development is different from old ones. Twitter

problem.

and Facebook changed the way how people
communicate. Uber and Airbnb created shared
economy,

Certificate”

BitCoin

created

money,

Secondly,

which

it

created

Vulnerabilities.

Plugin

Applications make Personal Computers vulnerable

traditionally the highest authority, government

to hacking because it makes a security hole to a

only can make. Fintech is changing the incumbent

sandbox of an internet browser. There were more

banking system, which has great power in political,

than 100 milli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a society. These

cases in Korea in the last six years. Because

phenomena could not be expected even 2-3

many personal computers in Korea have unknown

years ago. Now, it is more difficult to define the

plugins, hacker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able to use PCs in Korea in order to hack other
countries. Thirdly, it created inefficiencies Due

I wan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o the monopoly of Internet Explorer in the early

technology and society in recent days by analysing

2000s, and ActiveX, which is a plugin compatible

determinants of policy change in technological

only with Internet Explorer, Korea continued to

standardization.
Figure 1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by analysing
a policy change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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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a very high usage rate (87.5%) of Internet

3. Judgment quantification with pair-wise comparisons

Explorer compared to the world average of

4. Checking the inconsistency of an expert and

23.17% in 2014. This monoculture limits the

4. disagreement between experts

user experience and also discourages software

5. Finding the Results

developers from developing software or services
After these steps, I expect each criterion will

based on other internet browsers.

mark its own weight. Then, the priority of the

Policy Change in 2015

criteria in policy change will be analysed, and the
determinants and important criteria for the policy

Policy reform had been called for beginning in 2005

change will be found. By analysing the criteria,

following the first hacking of internet banking in

th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in

Korea. However, it took ten years to achieve the

recent days can be found.

policy reform. What made this change take long
time? Which one is more powerful and influences
the other, technology or society? I tried to answer

Wonbae Son

these questions by developing a decision model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SUNY Korea

with the criteria from technology and society.

Using a Hierarchical Decision Model
(HDM) to understand why
A complex decision problem can be broken down
into a hierarchical decision model (HDM) where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ir associated criteria
can be prioritized and ranked. Criteria weights
and scores are based on pairwise comparisons
of criteria. By experts’ pair-wise comparisons,
each perspective and criterion in the model will
get its own priority for decision making, and
ranked. As a first step, based on the consultation
of 12 experts from the government, government
agency and related companies, 27 criteria were
derived and an initial HDM is developed.
To make a decision model, I set the objective
as to achieve optimal efficienc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for

enhanced

productivity

while

maintaining the security. Then, 27 criteria were
categorized by four perspectives.

Next Steps
To find the final result, there are several steps to take:
1.

Expert panel selection by snowball sampling

2.

Data acquisition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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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41

POSTECH i-Lab Review I Autumn 2016 Vol.11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