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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세미나 소식

01
02
03
04
05

Kenji Sunagawa(Kyushu Univ.)
• 일시: 2017. 4. 5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Smart Neuromodulation Revolutionizes
Cardiology in the 21st Century

정지훈 교수(경희사이버대)
• 일시: 2017. 4. 19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어길수 박사(前 삼성전자 부사장)
• 일시: 2017. 5. 10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Industry S/W Trends and Desirable Direction
(산업계 소프트웨어 동향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조재문 전무(삼성전자&삼성메디슨)
• 일시: 2017. 5. 23 (화), 12: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Imag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Yvan BONNASSIEUX (Ecoloe
Polytechnique, France)
• 일시: 2017. 5. 23 (화), 16: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Flexible Electronic for Smart-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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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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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2017 창의ICT융합인재포럼 개최

2017-1학기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

• 일시: 2017. 5. 24 (수) ~ 5. 27 (토), 10:00~17:00
• 장소:서울 코엑스 1F Hall A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포스텍, 연세대,
한국뉴욕주립대
• 내용: 대학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홍보하고 창
의·융합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4차 산업혁명,미래인
재포럼2017'의 주제로 개최됨.

• 일정: 2017. 6. 3 (토), 14:00~18:00
• 장소: C5 1층 컨퍼런스 홀
• 대상: 창의IT설계 수강 학부생 33명
• 수상:
-최우수상: '15 송영운
-우수상: '15 배예찬, 최규용
-VADAS상: '15 송영운

문경시와 스포츠 산업육성 업무협약체결

지역별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지역

일자

시간

장소

대구

4.5(수)

18:30~20:30

글로벌프라자16F

포항

4.6(목)

17:00~18:00

C5 105호

• 일시: 2017. 5. 15 (월), 14:00~
• 장소: 문경시청 제 2회의실
• 내용: 포스텍-문경시-KT-㈜베이다스 간 글로벌 스포츠
과학 및 스포츠 관광 ICT융복합 산업육성업무협약체결
• 목적: 4차 산업분야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ICT융합산업
과)와 공동용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구성을 위해 추진됨.

부산 1과학고 학과방문
• 일자: 2017. 5. 11 (목)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인솔자 및 학생 총 21명 참석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학과소개

인천과학예술영재고 학과방문
• 일시: 2017. 5. 18 (목), 15:15~16:00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영재고 학생 총 22명 참석(학과소개: 박성민 교수)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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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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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미래창조과학부 신규 ICT융합 컨소시엄 사업 선정
창의 IT 백창기 교수팀, 버려지는 미이용 폐열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상용화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 김기현 연구교수, 김민성 연구교수, RIST 강덕홍 박사 연구팀
이 제안한 “스마트 산업에너지 ICT 융합 컨소시엄” 사업을 2017년 신규 ICT융합 컨소시엄 사업으로 선정하였
으며 이에 따라 국비 37억원을 포함하여 총액 89억원을 투입하여 미이용 에너지 회수 및 활용을 목표로 하는
ICT융복합 신에너지발전시스템 상용화 사업에 착수한다. 포스텍은 철강산업, 열병합발전, 열화학공정에서 버
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ICT융합 미이용 에너지 열전발전 시
스템 개발’에 나선다.

백창기 교수

김기현 연구교수

‘열전발전’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직접 변환하는 기술로, 고온부
분과 저온부분 사이 온도차에 의해
열이 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발전)하는 것을 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IT융합공학
과 백창기 교수, 김기현 연구교수,
김민성 연구교수, RIST 강덕홍 박사
연구팀이 제안한 “스마트 산업에너
지 ICT융합 컨소시엄” 사업을 2017
년 신규 ICT융합 컨소시엄 사업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비 37
억원을 포함한 총액 89억원이 투입,
미이용 에너지 회수 및 활용을 목표
로 하는 ICT융복합 신에너지발전시
스템 상용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후보 기술 중 하나인
‘열전발전’은 산업 배·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효
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
열, 지열, 도시배열, 해양 온도차 등
자연에너지원으로도 전기를 얻을 수
있어,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과는 달리 ‘열전발전’은 24시간 발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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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연구교수

강덕홍 박사

시킬 수 있어 출력안정성이 높고, 발
전량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소
음, 무진동, 무탄소배출 기술이면서
유지보수가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
지 기술이다.
‘스마트 산업에너지 ICT 융합 컨소시
엄’ 사업은 반도체ICT원천기술을 활
용한 하향식 ‘실리콘 열전모듈’을 이
용해 폐열 회수용 열전발전 시스템
을 구축, 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법은 폐
열원의 회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
론 가격경쟁력에서도 크게 기대를

2
1

1. 스마트 산업에너지 ICT융합 컨소시엄 사업
세부 기술 개발 및 목표
2. POSTECH-RIST Test-Bed (구동중인 500W
시스템) 및 열전발전시스템 실증 (포스코 포항
공장, 2015, 세계 3번째)

모으고 있다. 또, 산업용 용광로,
가열로, 소각로, 열병합발전소 등
의 에너지 재활용은 물론 자립화
가 필요한 공장과 지역에너지 발
전사업에 적용, 국가분산전력망으
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
후에는 가정용 보일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되
는 WORLD IT SHOW 창의ICT융
합인재포럼에서 미래부 명품ICT
인재양성사업의 대표부스로서 시
연되기도 하였다.
백창기 교수는 “대전나노종합기술
원와 포항나노용합기술원, RIST와
의 협업과 포항시의 지원하에 포
스코 철강공정과 충남도시가스 열
병합발전소에서 실증연구를 진행
하며 기술상용화를 앞당길 계획”
이라며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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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초고해상도 가시영역 광활성 원자간력 현미경 개발
1

창의 IT 김철홍 교수팀,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 개발
2

1. 초고해상도 가시영역 광흡수 원자간력 현미경 구조도
2. 본 시스템을(pAFM)을 이용하여 얻은 애기장대(Arabidopsis)
세포 영상
김철홍 교수

김윤석 교수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에서 반사한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물체의 크기가 빛 파장의 절반보
다 작으면 빛은 반사되지 않고 뒤로 돌아가 물체로 보여
주지 않고 통과해 버린다.
‘회절한계’라고 부르는 이 현상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
등 수 나노미터(nm)에 불과한 바이러스는 실험에서 흔
히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
한 빛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현미경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철홍 교수는 “이 현미경을 이용하면 금 나노 입자, 나
노선, 흑색종 세포, 애기장대 세포 등의 이미지를 나노
미터 크기의 해상도로 얻을 수 있다”며 “향후 소형 반도
체, 신약 개발 등 신소재, 생물학, 화학 분야 연구에 활
발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는 소재 분야나, 암을 이겨낼 신
약 분야에는 머리카락 10만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미 필수적이 되었지만,실
험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은 회절한계 때
문에 여기에 활용되지 못했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혀
낸 것 역시 광학현미경이 아닌 전자를 이용한 전자현미
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빛 : 과학과 응용’(Light
: Science andApplications)을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
는 미래창조과학부 IT명품인재양성사업,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하는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적절치 않은 형광 조영제를 사용해야 했다. 또, 수 나노
미터(nm)의 해상도를 가진 전자 현미경은 진공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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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러한 기존 현미경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
해, 물질의 표면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원자간력
현미경에 레이저 시스템을 결합, 빛의 특성을 이용해 나
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원자간력 현미경을 그대로 활용해 비
용은 저렴하면서도 시스템을 설계하기 간단한 데다 특
수처리나 조영제가 따로 필요치 않다는 점도 크게 주목
을 모으고 있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팀,․ 성균관대학
교 김윤석 교수 공동연구팀은 원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에 레이저 시스템을 결합, 8
나노미터(nm)의 해상도로 시료의 고유 빛 흡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가시영역 광활성 원자간력
현미경(pAFM)을 개발했다.

2014년 노벨화학상의 주인공이었던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의 경우, 해상도를 수십 나노미터(nm)까지 끌어
올렸지만 특정한 형광 물질에 국한되거나 생체시료1)에

11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료의 특수 처리도 번거
롭고 비용이 비싸 실험에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용어 설명
1) 생체시료 : 생물 기원의 시료, 혈액, 소변 조직 등, 생물에
서 유래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생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 성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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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14학번 대학원생 박주안 우수구두발표상 수상

● 학회개요

● 수상작 소개

학회명: 제18차 한국조직공학∙ 재생의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일자: 17.06.02~17.06.03
개최장소: 대구 경북대학교
학회정보: 1998년 출범된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는 의학자, 재료공학자, 생물학자, 약학자 등으로 구
성된 생명과학과 의학의 융합 학문을 선도하는 학회
로 현재 학회의 등록 회원수가 2천여 명에 이르고 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은 SCI(E)급 학술지로서 관련
분야 국제적 학술지로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
회이다.

수상자: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대학원생 박주안
(지도교수: 정성준 교수)
수상내용: “Cell micropatterning method using
direct inkjet cell printing into liquid medium” 이란
주제로 우수구두 발표상을 수상
발표내용: 우리 몸의 세포는 무분별한 배치가 아닌 어
떠한 패턴이 있는 미세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세
포가 이루고 있는 조직과 장기의 기능과도 연관이 있습
니다. 따라서 세포나 단백질이 이루는 미세구조를 모방
하여 체외에서도 체내 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보려는 연
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Photolithography,

soft lithography, microfluidics등이 이에 대한 예인
데, 이러한 기존 기술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
치거나, 세포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추가적인 물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발표한 연구에서는 피코리터 단위의 액적을 토출하는
잉크젯 프린터와 세포 실험 시 널리 사용되는 세포 배양
용액과 세포 배양 접시만을 사용하여, 기존 세포 배양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패턴으로
세포를 배치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프린팅 과정 및
조건들을 최적화함으로서 액체로 채워진 바닥 기판 상
에서도 세포가 크게 퍼져나가지 않고 100-μm 단위 수
준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다종 세포들의 밀도 조절과 패턴화가 동시에
가능함을 보였고, 또한 기술 응용의 예시로 다양한 패턴
을 가지는 모델을 제작하여 패턴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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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 김철홍 교수

" 실패 두려워말고 남들이 안 하는 것에 도전해야"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면 대부분 반도체나 전자 회
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연구하고 싶었
습니다. 반도체나 전자회사가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

국내 최초 IEEE EMBS
젊은 연구자賞 수상

을 개발하는 쪽이라면, 앞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기술이
주목받을 거라 생각하고 의료공학을 택했죠. 이미 다양한 의료장비가
개발돼 있는데, 저는 기존 기술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했어요. 레
이저기술과 초음파 기술을 융합해서 각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연구 초기엔 정말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데, 4년정
도 실패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많은 실패를 하
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학생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실패를 겪더
라도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
었으면 좋겠어요. 제 지도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의 제자였는데, 노벨
상을 타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고요. 열 가지 방법이 있다면 다 시도를 해 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
게 된다는 거죠.
- 세계가 주목하는 포스텍의 연구성과 BEST30 INTERVIEW 中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가 미국 ‘국제전기전
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산하 의학생명공학회(EMBS,
Engineering in Medicine & Biology Society)가 선
정, 수여하는 ’젊은 연구자상‘ (Academic Early Career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IEEE EMBS ‘젊은 과학자상’은 박사학위를 마친지 10년
미만의 연구자 중에서 의학생명 공학 분야 발전에 공헌
을 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김철홍 교수가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인으
로는 김용민 전 포스텍 총장이 1988년,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재직 당시 수상했다.

IEEE EMBS에 따르면 김 교수가 광해상도 원자간력 현
미경으로 광음향 영상을 개발하는 한편, 학술적인 성과
에 그치지 않고 임상학에 응용한 공로로 이 상의 수상자
로 결정했다.

IEEE EMBS는 1960년에 제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의
학생명공학회로 김철홍 교수의 시상식은 7월 11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 39회 EMBS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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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S’17)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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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포스텍-한국뉴욕주
립대(미래IT융합연구원), 연세대학교(글로
벌융합기술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서
울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의
융합시대 및 글로벌 ICT를 선도해 나갈 창
의인재 양성을 위한 토론의 場인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2017 (제 5회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 을 개최하였습니
다.
5회를 맞이한 금년도 행사에서는 대학ICT
연구센터의 우수성과를 전시하는 ITRC
Forum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포
럼 2017" 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최대 IT/
전자 종합전시회인 'WORLD IT SHOW'와
ICT R&D 기술교류를 위한 'K-ICT 기술사업
화 페스티벌' 과 공동개최를 통해 다양한 내
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 5. 24(수) ~ 5. 27 (토), 10:00~17:00
장소: 코엑스 1F HALL A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포스텍, 연세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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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OSTECH CiTE,
첫 번째 산을 넘다

창공 스토리

창의IT융합공학과 17학번. 김승일

생애 첫 대학 생활,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이하 창공
과)에서의 첫 학기가 막을 내렸다. 학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
직 충분히 음미하지는 못한 것 같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니,
새로운 기숙사로 방을 옮기고 기한이 임박한 과제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이어서 종강 바로 다음 주에 계획된 여행을 떠
나느라 매우 부산했다. 종강이 뭔지 싶을 정도로 한 학기는 내
내 정신이 없었고, 처음 경험한 포스테키안의 삶은 결코 쉽지
만은 않았던 것 같다. 하나의 글을 쓸 정도의 여유를 맞아 잠
시 내가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고 얻은 것들, 나의 첫
학기의 삶을 돌아보려고 한다.

첫 마음가짐의 변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대학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극복

창공과에 합격했을 당시가 먼저 생

지도 모른다. 입학 후 평소에 만나

이전의 삶과 많이 다른 대학의 삶에

각이 난다. 창공과에 합격했다는 소

는 대부분의 포스텍 학생들은 그저

적응한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식은 거의 한 달 가량 내 마음을 들

잘 놀고, 수다 잘 떨고, 과제 많다

대학에 오자마자 배워야 할 것도 해

뜨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합

고, 수업 듣기 싫다고 투덜거리는

야 할 과제도 참 많았고, 많은 서클

격 소식을 들은 당일은 ‘내가 정말 귀

그런 평범한 대학생들이었다. 물론

에 소속되고 거기서 다양한 역할을

한 몸이구나’ 하는 생각에 길거리에

명문대 학생이라도 사람은 똑같은

맡게 되었다. 진로에 대한 걱정은

서 발 디디는 것도 조심했던 기억이

사람인 법이지, 그게 별로 당황스럽

더욱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앞날에

난다. 그 당시 창공과가 내게는 꿈의

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세계였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

했던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

희박했다. 앞날에 대한 뚜렷한 확신

다는 곳, 선배들이 개척해나가는 스

리면서, 입학 당시 내가 가졌던 첫

도 없이, 초심이 식어버린 무덤덤한

펙터클한 삶을 전해 들으면 그곳에서

마음과 다짐들은 조금씩 잊혀갔다.

마음을 가지고서 꽉 찬 일정, 할 일

나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 지 상상에

에 끌려다니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젖곤 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나를 돌아
볼 시간이 부족했고, 그러면 시간은

신입생 캠프에서 처음 만난 창공과
선배들은 - 예사롭지 않게 잘 논다는
점을 제외하면 - 늘 만나던 평범한 사

순식간에 흘러가곤 했다.
1

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아마
그 곳이 가벼운 자리였고, 서로 친해
지기 위해 수다를 떨고 노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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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힘든 일상을 계속해서 겪게
되다 보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

1. 2016 동계창의캠프 중 창의IT융합공학
과 재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있다.

법도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던 것 같
다. 처음에는 모든 과목에서 A+에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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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가는 성적을 얻고 싶다는 포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언젠가부터 그

수강 계획(CourseWork) 작성 등

가 있었다. 때문에 쏟아지는 과제들

렇게 나는 ‘바쁘지만 자유의 몸’이 될

의 활동을 한다. PGS가 나, 그리고

을 기한 내에 완성 짓지 못하고, 일정

수 있었다.

많은 창공과 친구들에게 선사한 교

이 밀려 수업에 지각하게 되는 순간

훈은, 이러한 활동들이 정말로 유

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PGS,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창공과

의미하며, 수업의 일환으로 그치지

것이 마음에 자꾸만 걸렸다.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나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의지에 따

를 잃지 않도록 잡아주었던 것은 창

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했다. ‘어

공과의 전공 필수 과목인 ‘자기주도

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다’는

성장계획(PGS)’이었다. PGS는 잠시

대부분의 창공과 친구들이 PGS에

생각을 했다. 좋은 학점이라는 틀, 모

길을 잃었던 나를 잡아준 것뿐만 아

서 수행한 활동을 강좌가 끝난 후

범생이라는 틀, 성실한 사람이라는

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을

에도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

틀, 이는 지금껏 내가 뒤집어쓰던 -

어림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PGS는

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

혹은 뒤집어쓰려고 하던 - 틀이었다.

발표를 참 많이 한다. 몇 가지 소규

이지만, 실제로 누구나 하지는 않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내 인생

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는다. 나는 점점 초심의 설렘이 다

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데, 발표를 준

시 돋아나기 시작했다. 창공과를

비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

특별하게 만드는 건 특별한 사람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

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

이 아니다.

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었

게 되었다.

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
었고, 불필요한 틀에 에너지를 다 소

PGS에서는 버킷리스트 실천하기,

비하지 않아도 멀리 보면 큰 문제가

멘토 선정 및 인터뷰하기, 대학 수업

평범한 내가 특별하고 멋진 활
동들을 실천하고 노력할 때, 비로
소 나는 특별한 ‘창공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2

2. PGS(Personal Growth Statement) 수업
: 자신의 꿈, 미래 성장 모습과 전략 설계들을 큰
틀에서 잡아주는 '자기주도성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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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GS 멘토인터뷰를 통해 만나게 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남주한 교수님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동반자

다. 한 분은 PGS 멘토인터뷰 활동을

김경수 선배는 자신이 진행했던 연

포스텍에 와서 정말 의미 깊은 사건

통해 만나게 된 KAIST 문화기술대학

구를 소개해주면서 관련 분야에 대

이 하나 더 있다. 나는 인간과 소통

원 남주한 교수님이고, 한 분은 창공

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대해

하고, 인간의 감성을 어루만질 수 있

과 14학번의 김경수 선배였다. 두 분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다. 이를 위

과 나는 통하는 것이 매우 많았다. 뜻

해 나는 ‘음악’을 선택했다. 기술이 인

이 같은 이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사

이렇게 PGS, 그리고 몇몇 공학인

간의 음악 감상 및 창작 활동을 보조

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는지 모른

들과의 만남이 다사다난했던 나의

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음

다. 이것이 공학도들이 모인 커뮤니

1학기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시

악 활동을 즐길 수 있길 원했다. 고

티가 가지는 강점이 아닐까.

작했다. 물론 생기가 다시 돋아난
시점이 1학기의 끝무렵이긴 했지

로 나는 딥러닝을 활용해 음악에 대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남주한 교수님께서는 음악 추천 서비

만,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가

관심이 깊었다. 기분에 맞는 음악 추

스, 반주 프로그램, AI 작곡 등이 작동

짐은 그대로 간직하여 이번 방학도

천 서비스, AI 작곡 및 편곡, 혹은 음

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

돌아오는 2학기도 새로운 삶을 살

악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상상

명해주시어 그동안 막연히 생각하던

아볼 것이다. 이번 방학에 나는 계

해보곤 했다.

아이디어들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

절학기 수업을 듣느라 포항에 남게

게 해주셨고,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되었다. 강좌는 창공과에서 열리는

하지만 내가 고민하는 분야는 뭐라

하기 위해 내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

‘GPU 컴퓨팅 구현’에 대한 수업이

찾아볼 수 있는 잘 정립된 학문이 있

해서도 조언해주셔서 CourseWork

다. 영어로 수강하게 되는 첫 수업

는 것도 아니었고, 나와 동일한 고민

을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인데다가 대학원 과목이어서 많이

을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걱정은 되지만, IT계를 주도할 신

었다. 지금껏 혼자 상상하고 꿈꾸었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은 그러한 걱

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별난 꿈을

정을 압도할 만한 설렘을 불러일으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를 포스텍에 와

킨다. 다시 끝없는 기대에 설레며,

서 두 사람이나 만나게 되었던 것이

이만 말을 줄인다.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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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설계 프로젝트

창공 스토리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자전거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송영운

기존의 대다수 대학의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 단순한 지
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는 독창적인 교과과
정을 통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
는 것을 찾아 스스로 탐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창
의력과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 중 창의IT설계 교과목은 이러한 창의IT융합공학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목입니다. 창의IT설계, 또
는 줄여서 “창설” 이라 불리는 이 교과목은 창의IT융합공
학과 학부생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모든 학생들은 창
의IT설계 I, II, III, 그리고 IV, 총 4개의 과목을 수강해야
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3학점의 창
의IT설계 I에서 학생들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CAD 툴이
나 MATLAB, 아두이노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
운 지식을 활용을 하여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어진

창의IT설계 수업 시간에는 매 주마

자전거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연구 능력을 개발하고, 조원

다 학생들이 교수님께 연구 진행 상

았고 그에 관련한 연구도 거의 없었

들과 협력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황을 발표하고, 교수님께서 이에 대

기 때문에 이번 창의IT설계 연구를

해 학생들의 실수나 연구의 개선 방

통해서 자율 주행 자전거를 개발해

창의IT설계 II부터는 6학점으로서, 창의IT설계 II 교과목

향 등의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또

보고자 하였습니다.

은 2명, 창의IT설계 III와 IV는 개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

한 첫 두 주 동안의 “주제 프로포절”

택을 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어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창의IT설계 III

제가 창의IT설계 II를 수강한 지난 학기에는 해당 과목 수

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 지에

와 IV는 보통 연달아 한 연구를 1년

강 인원이 3명 밖에 되지 않아 모두 개인으로 연구를 진

대해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동안 길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과의 많은 이야

는 이번 한 학기, 즉 4달의 기간 동

기를 통해서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

안 연구를 모두 진행하고자 하였기

키고 최종 주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 크기의 자율 주행 자전

저는 이번 창의IT설계 교과목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를 위한 자율 주행 자전거”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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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개발하기 보다는, 자전거 모형

되었고, 최종 발표회에서 “The Grand Prize (종합 최우

저는 자전거가 일상 생활에서 매우

을 직접 제작하여 조금 더 작은 크

수상)” 와 “VADAS Award (베이다스 특별상)” 를 수상

널리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율 주

기에서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로 처음부터 연구

행 자동차 기술의 연구는 지속적으

다. 또한, 4달 동안 완벽히 자율 주

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 되고 상용화 수준에 한 발 한 발

행을 하는 자전거를 개발하기에는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자율 주행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창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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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원하는 목적지를 카메라로 인

저는 자전거는 3D 프린터를 사용

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핸들의

의IT설계 I, II, III, IV의 모든 학생들

식을 하여 그 위치까지 찾아서 주

하여서 제작하고, 자전거 제어를

조향 각도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

이 각자 자신의 포스터와 연구 결

행을 하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 보

다. 즉, 이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하

과 등을 부스와 같이 설치를 하여,

계산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

드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느냐에 따라서 자전거가 안정적으

교수님과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연

으로 자전거가 정지하는 것을 구현

한, 이에 추가로 카메라 모듈이나

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행을 할 수

구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 제어를 위한 자세 센서, 모터

도 있고, 또는 불안정하게 주행을

이번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총

와 모터 제어 칩 등을 구매하여야

하거나 쉽게 넘어질 수도 있을 것

16조/명의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이 때 자전거는 사람의 도움이 없

하는 등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합

입니다. 이 제어기는 구체적으로는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도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비행

니다. 다행히도 창의IT설계 교과목

“PD-Controller” 라는 제어 방식

기의 랜딩 기어에서 착안을 하여,

에서는 학생이 연구에 필요한 모든

을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이 제어

저는 창의IT설계 교과목이 연구를

정지하거나 주차를 위해서 감속을

부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를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데에만

잘 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학과에

할 때에는 양 옆에서 보조 바퀴가

지원을 해주어 이러한 부품들을 모

수백 시간이 소요되었고, 자전거가

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고,

내려와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넘어

두 학과의 지원을 통해 구입할 수

또 수백번 넘어지면서 파손되면서,

자신이 학기 중에 열심히 노력하여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있었으며, 3D 프린터 역시 학과에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여서 새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학점으로서

비치된 장비를 사용하여서 사용할

자전거 모형을 설계하여 인쇄하는

인정을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여러 번 거치고서야 비로소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

최종 자전거 모형과 제어기가 완성

이 원하는 연구 분야를 전자/전기

될 수 있었습니다.

나 컴퓨터 공학과 같이 어느 한 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전거
의 제작 및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

이렇게 인쇄된 3D 프린터 모형에

그램의 구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

모터 등 모든 부품을 조립한 후에

서 하드웨어 다이어그램이란, 시

는, 자전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스템, 즉 저의 경우에는 자전거 내

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제어기는

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기능적 단위

자전거가 현재 좌우로 기울어진 각

로 묶어서 알기 쉽게 도표로 그리

도를 센서로부터 받아 자전거가 넘

는 것을 말합니다.

어지지 않는 동시에 원하는 진행 방

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학과의

1

2

이렇게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노력

특성에 맞게 융합적으로 여러 분야

을 쏟아서 진행한 연구는 매 학기

의 지식을 접목시켜서 연구를 할

말에 열리는 “창의IT설계 최종 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과의 특

표회” 를 통해서 소개되고 평가를

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교과목이라

받게 됩니다. 최종 발표회에는 창

고 생각합니다.

1.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에서 자율주행
자전거를 시연하는 모습
2.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 연구결과 부스

자전거 3D 프린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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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Creation of Music in 10 Tone
Equal Temperament

Is there a new way to tune the notes?
SUNY Korea
Hyojeong Son, Junior
LEAD Center &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Pythagoras is a pioneer in the investigation of

Figure 1 12-TET Keyboard (left) and 10-TET Keyboard (right)

mathematical properties of music. He developed
‘the Pythagorean scale’ constructed from a perfect

Keyboard Arrangement

fifth ratio (3:2) between notes. After him, many

We divided keys into black and white to construct

approaches to tune the notes in octave have come

the piano keyboard for 10-TET. Conventionally,

up including meantone temperament and well

notes in the C major scale are white because C

temperament. The 12 tone equal temperament

major is most frequently used and this scale has

(TET) is widely used in western music. As an

only natural keys without any sharp or flat. To

alternative to 12-TET, we developed a 10-tone

construct the C major scale, we need to examine

equal tuning system to enhance composers’

the ratio of notes with respect to C. In Table 1,

creativity and provided new artistic experiences to

intervals with respect to root C were named major

the audience.

when they have approximately simple integer

Figure 2 Circle of Thirds

Table 2 Order of Sharps and Flats

ratios. Otherwise, it is named as minor. Notes
What is 10 Tone Equal Temperament (10-TET)?

that have major interval relationships with C (C,

Except for the second note, the frequency ratio

D, E, F, G, A, B) are included in the C major scale.

of every note with respect to root C in 10-TET

However, to adjust the number of white keys to

can be expressed in a simple integer ratio (Table

match with 12-TET, we considered C to upper

1 column 5) which is the condition to create a

sixth (F#/Gb) and ninth (A#/Bb) notes as minor

consonant sound. Only one note, F#/Gb (600

intervals, even though their frequency ratios are

cent), in 10-TET’s pitch matches with a note in 12-

quite simple (see Figure 1). Since the numbers of

TET. Thus, audience can enjoy eight exotic sounds

white keys in 12-TET and 10-TET are the same,

given in our system.

we can use the conventional five-line staff when
composing songs in 10-TET.
Is there a new way to tune the notes?
Elements of the cyclic group in the binary
operation of addition modulo 10 are 1, 3, 7,
and 9. Every neighboring notes have interval of
third (see Figure 2). The circle of thirds is used
for transposing keys. Based on this, the order of
sharps can be determined as shown in Table 2.

Figure 3 App

App Development
We developed an Android app to introduce our
new music system to the public (see Figure 3).
Users can play piano in 10-TET. After adding
more contents like theory and sound clips, we will
publish this app on Google Play Store.
Conclusion
We can integrate music theory with mathematics
by studying the new music system. Possible
consequences may include the discovery of exotic
music systems, a renaissance within the music
industry.

Table 1 Analysis of 10 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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