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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세미나 소식

01

최형식 대표 (HeseL)

02

김진환 교수 (KAIST)

03

Beng Chin Ooi, Ph.D. (National Uni. of
Singapore)

• 일시: 2017. 9. 6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Comparison of Korea-Japan Personowned Health Record (PHR) Trends and Medical
Environments(한·일 PHR 동향 및 의료 환경 비교)

• 일시: 2017. 9. 13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Autonomous Drone Ships:Applications,
Challenges, and Future

• 일시: 2017. 9. 20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Scalable and Efficient Distributed Storage
System for Supporting Next Generation Applications

04

Chris Basoglu, Ph.D. (Partner
Engineering Manager, Microsoft)
• 일시: 2017. 9. 27 (화), 12: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Deep Learning Explained: From Biology
to Algorithms to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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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소식

6

주요 소식

2017 하계 창의캠프 <InCiTE, ExCiTE> 개최

2017 Global Applied Game Jam 개최

• 일정: 2017. 7. 31 (월) ~ 8. 2 (수)
• 장소: 포스텍 C5 및 NINT 6층 창의공간
• 참석: 전국 과학고(영재학교 포함) 우수학생 41명
• 내용: 창의IT융합공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체험

• 일정: 2017. 8. 16 (수) ~ 8. 18 (금)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참석: 국내외 11개 대학 학생 40명 (인솔지도교수:11명)
• 주제: "Wonderland of future game-care"
• 후원: 넷마블,베이다스,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포항테
크노파크,게임물관리위원회,네덜란드 대사관,삼성전
자,유니티코리아
• 내용: 현장에서 팀(기획,사운드,디자인,프로그래머 등)
을 구성, 48시간 동안 전문가의 감독과 코칭으로 실현 가
능한 기능성 게임의 설계,개발,창작,제작 시연
• 창의IT 수상자:
- Collaboration상: '16 김민수
- Creative상: '16 신재민, 이성호

대전과학고 학과 방문

경산과학고 학과 방문

• 일시: 2017. 8. 22 (화), 13:30~16:00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인솔자 및 학생 포함 총 7명 참석
• 대상: (학과소개:김재준 교수)
• 내용: 학과탐방(전공소개, 진로탐색, 연구실 탐방 등)

• 일시: 2017. 9. 8 (금), 14:10~15:40
• 장소: 포스텍 C5 103호
• 대상: 인솔자 및 학생 포함 총 11명 참석
• 대상: (학과소개:'16 채영찬 학생)
• 내용: 학과탐방(전공소개, 진로탐색, 연구실 탐방 등)

영재고 대상 Intensive Research Program
• 일정: 2017. 7. 11 (화) ~ 7. 25 (화)
• 장소: 각 연구실 (김재준, 김철홍, 김한준 교수)
• 대상: 영재학교 3학년(학교별 상위 30% 이내) 4명
• 내용: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진행 및 연구지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하계 인턴십
• 일정: 2017. 7. 17 (월) ~ 7. 21 (금)
• 장소: 각 연구실 (김재준, 김한준, 박성민, 백창기, 유선철,
정성준, 한욱신 교수)
• 대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17명
• 내용: O.T, 연구실 투어, 학과소개 프로그램 진행, 각 연
구실 자체 프로그램 진행, 연구 내용 발표회 개최

2017 하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2차

일자

7.26(수)

7.27(목)

시간

09:30 ~ 11:50

09:30 ~ 11:50

장소

포스텍 C5 105호

포스텍 C5 105호

대상

일반고 2학년 12명
학과 방문

일반고 2학년 17명
학과 방문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영재고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7. 7. 29 (토), 12:00~15:00
• 장소: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 대상: 영재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 참석: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12명, 입학사정관 1명, 재
학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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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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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연구 분야 소개
다양한 바이오가공기술,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기능성 생체 조직을 개발한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을 비롯
한 조직공학, 줄기세포공학, 바이오소재 및 전자공학 등 다
양한 분야와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심
혈관 질환, 췌장 질환, 난치성 염증 질환의 치료, 질병 기전
분석 및 약물 테스트를 위한 엔지니어드 티슈(engineered
tissue)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영상 및 바이오센서 기
술과의 접목을 통해 체내/외 조직 반응성 모니터링 및 원격

<바이오 인공췌장 연구개발 모식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공학 기술로의 확
장 방안을 연구 중이다.

장진아 교수
2017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5년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부 조교수
University of Washigton,박사후 연구원
대통령 Postdoc fellowship 선정(공학분야)
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박사

Research Area

1. 난치성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고 기능성 바이오심근 개발

2. 기능성 바이오인공췌장 제조를 위한 3D 세포 프린팅 기

을 이용한 난치성 염증치료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의 치

심근경색등 허혈성 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근육층을 되살리

술 기반 융합기술 개발

료방법과 병행하여 다양한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

기 위해 스텐트 시술 등 혈관 개통과 심근재형성을 저지하

사회적으로 노령화 인구 증가와 함께 난치성 췌장 질환(당

는 고부가가치 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를 위해 특정

기 위한 약물치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뇨, 암 등)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조직공

신경자극 조건에 따라 염증완화 및 재생촉진 여부를 판별할

치료가 아닌 진행을 늦추는 시술에 불과하다. 이를 재생하

학적 접근방식 및 다양한 바이오응용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테스팅 플랫폼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팀은 3D 세포 프

기 위해 심장 근육과 동일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

인공췌장 개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본 연구팀은

린팅 기술과 신경 조직 특이적 바이오잉크, 그리고 환자 유

을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심장 조

탈세포화 된 췌장 조직 기반 바이오잉크를 이용하여 체내 미

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생체 신경계 모사 시스템을

직 유래 점탄성 하이드로젤 소재를 기능 강화형 성체줄기세

세환경을 동일하게 구현하고, 생존능 강화를 위한 혈관화 된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 내에 면역시스템을 구현하여 신경-

포나 환자 유래의 유도만능줄기세포 및 생체활성인자를 혼

췌도 오가놈 및 면역 억제 및 차단형 바이오 인공췌장 제작

면역세포의 3차원 공배양을 통한 체내 신경-면역계를 모사

합한 바이오잉크를 제조하여 죽은 심장의 일부를 대체하거

기술을 개발하여 이의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을 통

할 수 있는 체외 테스팅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심장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바이오심근을 제작하는 기술

해 현재의 난제인 췌도 세포의 체내 장기 생존을 가능케 하

을 개발 중이다.

는 효율적인 이식용 구조체 제조 방법을 최적화 하여 신 의

Biofabrication Technologies for Future IT
Healthcare

료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3. 난치성 염증 질환 치료용 “생체신경-면역계
모사형 체외 모사 플랫폼”을 통한 신개념 치료
기전 발굴
류마티스 관절염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작용하는
난치성 염증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한
염증 완화 목적의 약물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치
료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혈관화 된 바이오심근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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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세포프린팅 기반 생체신경-면역계 모사형 체외 진단기기
연구개발 모식도>

신임 교원 소개

10

연구 성과

포스텍-RIST, 실리콘 열전소자로 평균 0.2V 전압 생성 성공
잇따른 원전 축소, 실리콘 열전소자 대안 주목..상용화에 근접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따라 실리콘 열전소자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을 이용해 전기
를 만드는 '열전발전'은 온도 차 때문에 열이 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다. 모듈 형태로 석유화학·철강
산업, 열병합발전소 폐열뿐만 아니라 태양열과 지열, 도시배열, 해양 온도차 등 자연에너지원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새
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백창기 교수(POSTECH)

강덕홍 박사(RIST)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은 실리콘 열전소자로 평균 0.2V 전
압을 생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중금속 화합물 열전소자와 동일
한 섭씨 100도 차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다. 화합물 열전소자에 비해 평균
25%, 최대 50%로 상용화에 근접했
다는 평가다.
실리콘 열전소자는 부존량이 풍부하고
값이 저렴한 실리콘이 핵심소재다. 기
존 중금속이나 희소금속을 사용한 소
자에 비해 대량 생산과 상용화에 유리
하다.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소재로 친
환경 발전방식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효율은 기술로 해
결했다. 화합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했다. 열전소
자 반도체 제조방식은 처음이다. 이 분
야 선도기업인 미국 알파벳에너지도
실리콘을 소재를 쓰지만 수작업 제조
에 의존하고 있다.
포스텍과 RIST가 개발 중인 열전소자
는 가로×세로 2㎝×2㎝ 크기 칩 내에
실리콘 나노선을 수직으로 5만개 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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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과 RIST가 개발 중인 실리콘 열전소자>

아 만든다. 나노선 개수에 따라 효율
이 달라진다. 최대 25만개까지 가능하
다. 5만개에 평균 효율 25%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 화합물 열전소자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 효율 50% 기
준으로 소재 가격과 공정을 고려하면
중금속 화합물 방식에 비해 발전 원가
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상용 수준을
50%로 보는 이유다. 투자 회수기간도
2년 정도로 짧다. 게다가 온도 차이를
활용하기에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
기존 열교환기와 터빈을 이용한 폐열
회수발전시스템에 비해 진동과 소음,
배출물질이 없다. 반도체 모듈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것도 장점이다.
포스텍 백창기 교수는 “열전발전은 태
양광과 풍력처럼 특정 시간이나 조건
에서만 발전하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재활용은 물론 자립이 필요한 공장과
지역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해 국가
분산전력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정용 보일러 배관에도 활
용 가능하다. 소형 모듈을 붙이면 스마
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력 정도는 충

분히 회수할 수 있다.
발전시스템 구성은 간단하다. 열전
소자 모듈을 발전량에 따라 이어 붙
이기만 하면 된다. 발전소나 제련소,
열화학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이 지나
가는 배관이 최적 장소다. 폐열이용
터빈 발전 방식에 비해 크기가 4분
의 1로 줄어든다. 포스텍과 RIST는
상용화 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다.
상반기 기술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백창기 교수는 “국내 1차 에너지
소비량 2억1025만 석유환산톤
(TOE)에서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미활용 에너지가 3분의 1을 차
지한다”면서 “열전소자 상용화에 성
공할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제
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2030년 온
실가스 배출량 중 11.3%를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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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혈관도 3D프린터로 찍어 내 옮겨심는 시대 온다
포스텍 장진아 교수 등 공동연구팀 바이오 인공혈관 제작
혈관에서 추출한 생체성분을 바이오 잉크로 만들어 3D프린팅
조동우 교수

심근경색 환자나 동맥경화증 환자는

연구팀은 우리 몸속 혈관에서 추출한

하지 허혈 쥐에 바이오 혈관을 이식한

손상되거나 막힌 혈관을 제거하고 새

성분을 바탕으로 튜브 형태의 속이 빈

결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

로운 혈관을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하

바이오 혈관을 만들어 냈다. 이 혈관을

해 약 7배 이상 다리 괴사 방지 효과를

다. 기존에는 합성섬유나 콜라겐으로

몸속에 이식하면 건강한 주변 혈관과

보여,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실험을

만든 인조혈관이나 자기 정맥을 사용

융합 하면서 이식 부위에 혈액을 비롯

통해 확인했다.

했지만 혈액 응고와 괴사와 같은 후유

한 각종 영양분 등이 활발하게 공급된

연구팀 장진아 교수는 “혈관 조직을

증으로 성공적인 이식이 어려웠다. 인

다. 또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시스템

이용한 3D 세포 프린팅 기술을 통해

체와 같은 구조의 혈관을 만들 수 있다

도 들어있어 혈관 조직 재생을 돕는 약

원하는 모양으로 혈관을 만들 수 있어

면 이식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돼

물을 넣어 이식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

향후 여러 겹의 혈관 벽을 추가해 동맥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으로 기대된다. 다리 부분 혈관이 막힌

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혈관 이식을 가능

있다.

장진아 교수

Ge Gao 박사과정

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 연구
팀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그 가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

(Ge Gao),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과 학문후

장진아 교수, 앨라배마대(University

속세대양성사업(대통령포스닥펠로우

of Alabama) 이준희 박사와 전남대

십),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

의대 홍영준 교수, 부산대 의대 권상

술진흥센터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

모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혈관 조

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직 유래 바이오잉크를 개발, 적용해

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 보건산업진

몸속 혈관과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

흥원의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는 3차원 바이오 혈관을 제작했다.

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응용소재 분야 권위지
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
(Advanced Functional Material)
의 속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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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선수에 달아 ‘1인칭 시점’ 중계화면 전송
김영석 교수팀, 농구, 축구, 테니스 등 실험 성공
딥러닝 기술로 주요 하이라이트 장면만 느리게
평창 올림픽 중계 방송 때 활용 기대

포스텍 첨단 기술, 스포츠산업 지형 바
꾼다

포스텍 스포츠융합과학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영석 교수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과학 두뇌들의
열정이 연구의 원동력" 이라고 말했다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
월 24일, 경북 포항시 지곡동 포스텍
(포항공대) 테니스장에 13명의 공학
도들이 모였다. 포스텍 미래IT융합연
구원 산하 스포츠융합과학연구센터에
서 개발 중인 와이파이(Wi-Fi) 기반
초소형 모바일 웨어러블 카메라의 TV
지상파 중계방송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
헤드셋 카메라 장비를 착용한 포스텍
테니스 동호회 한세교(화공과 3)씨가
서비스를 넣기 위해 하늘 위로 공을 토
스하자 연구원들은 “우와∼”하는 탄
성을 내질렀다. 창공을 향해 공이 솟
구치고, 선수가 라켓을 휘두르고, 공
이 상대 코트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장면이 실제 선수가 직접 바라보는 ‘1
인칭 시점’으로 카메라에 잡힌 것이
다. 두 선수가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장
면도 같은 시점으로 재현됐다. 한씨
는 “카메라(헤드착용 카메라 37g)가
워낙 가벼워 경기 중 불편함이나 이물
감을 전혀 못 느꼈다. 기존 테니스 중
계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 나와 신기하
다”고 말했다.
이 장비는 지난 7월 농구와 축구 경기
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도 합
격점을 받았다. 농구장에서 심판은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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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셋, 선수는 가슴에 부착하는 체스트
형 카메라를 착용했다. 골밑 레이업슛
과 몸싸움 등 기존 중계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새로운 앵글이 펼쳐졌다. 축구에
서는 가슴에 카메라를 부착한 골키퍼
가 페널티킥을 막는 장면이 골키퍼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전개됐다.
박진감 넘치는 실감형 콘텐트 구현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석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기술 개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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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실감형 스포츠 방송 콘텐트
를 실시간으로 지상파 중계에 내보
낼 수 있고,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내
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스
포츠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박진감 있고 몰입감 높
은 실감형 스포츠 방송 콘텐트 구현
이 가능하고, 이러한 한국형 첨단 기
술로 글로벌 스포츠산업 현장에 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고에 적용된 ‘딥 러닝(Deep

Learn ing)’ 기술도 스포츠 현장에서
구현된다. 컴퓨터가 수백 시간의 영
상 데이터를 학습한 뒤 주요 경기 장면
을 자동 인식하는 ‘스포츠 이벤트 촬
영 영상 자동 하이라이트 편집 기술’
을 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개
발한 것이다. 결정적인 슈팅이나 반칙
등 주요 장면을 선수 및 심판의 시점에
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준다. 첨단
센서를 부착한 개인의 운동량과 위치·
속도·가속도 등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영상과 함께 보여 주는 스포츠 코칭 시
스템도 개발 중이다.
‘공학 기반, 융합, 산학 협력’ 이 키워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인 사물인터
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이 스포츠
영역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국내에
서는 공학 분야 최고 두뇌들이 모인 포
스텍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김영석 교수 팀이 있다. 서
울대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한 김 교
수는 2015년 부임해 ‘스포츠 ICT 융
복합연구’ 교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하
고, 스포츠융합과학연구센터를 설립
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공과대학에서
첨단 IT와 과학기술 기반의 스포츠산
업 연구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
은 포스텍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총 15명으로 구성된 우리 연구
진은 지난 여름·겨울방학을 모두 반납
하고 매일 새벽까지 연구에 몰두해 왔
다. 그 동안의 소중한 땀방울들이 모
여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 스포츠산업이 발전하
기 위해서는 ‘공학 기반, 융합 연구, 산
학협력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
요함을 강조했다. 스포츠를 산업으로
이해하고, 융합연구와 산학협력을 통
해 첨단 IT와 과학기술이 스포츠에 스
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스포츠 중계용 초소형
모바일 카메라를 예로 들었다. “시중

<초소형 카메라를 착용한 실험자가 토스를 하자 공이 창공 위로 솟구치는 영상>

카메라를 스포츠 현장에서 쓰려면 착
용에 따른 이물감, 발열 문제, 배터리
러닝 타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려면 첨단 공학의 섬세한 뒷받침
이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다양한 공학 전공의 학생들
과 연구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서 겪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한 학
생이 장문의 메일을 보내 왔다. 축구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이 학생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자나깨
나 축구 생각만 하고 산다고 했다. 축
구와 관련된 연구만 하게 해 주면 뭐든
지 다 하겠다고 했다. 요즘은 이처럼
스포츠에 열광하는 공학도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김 교수 팀은 2015년 5월 KBS와 ‘첨
단 ICT 융복합기술과 접목한 스포츠
중계방송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맺었
고, 올해 4월에는 대한축구협회와도
‘차세대 축구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종 선수 데이
터를 수집분석해 국가대표부터 생활

체육팀까지 경기력을 극대화시킨다는
플랜이다. 이는 독일 축구 대표팀이 IT
전문기업 SAP의 도움을 받아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일궈 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된 ‘스포츠계 적폐 청산’
에도 첨단 IT와 과학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객관화된 선
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선수 선발
과 입시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고, 영
상기반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을 통해
경기 중 패턴에 맞지 않는 이상한 장면
을 잡아내면 판정 비리나 승부조작 등
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
다. 김 교수는 “하루하루 남들이 가지
않은 덤불 숲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다.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분야가
국내에는 관련 학회조차 없는 생소한
영역이지만, 해외에서는 융복합 산업
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포스텍에서 머지않아 한
국 스포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첨
단기술 기반의 연구 결과물을 보여 드
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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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 수상작 소개
수상자: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대학원생 강봉남 (지도교수: 김대진 교수)
수상내용: “Reliable Multi-Person Identification using DCNN-based Face Recognition Algorithm and ScaleRatio Method”이란 주제로 Best Application Paper Award를 수상.

<서울 로봇고등학교에서 얼굴인식 시스템 설치 및 시현 영상>

<제안하는 Deep Learning 기반 얼굴 인식 방법>

창의IT 14학번 대학원생 강봉남
최우수 어플리케이션 논문상 수상
● 학회개요
학회명: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URAI 2017)
개최일자: 17.06.28 ~ 17.07.01
개최장소: 제주/ Maison Glad Jeju
학회정보: 2004년에 한국로봇학회가 주관하여 처음 시작
된 국제 로봇공학 학회이며, 전 세계의 학계, 연구원, 엔지
니어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지능 및 학습, 지능
형 우주/환경 기술, 분산 로봇 공학, 내비게이션 및 로컬라
이제이션, 로봇 운동학, 로봇 지능 및 학습, 네트워크 기반
로봇, 인간-로봇 상호 작용, 로봇 비전 및 오디션 역학, 로
봇 제어, 로봇 메커니즘 및 설계, 제어 아키텍처 및 미들웨
어, 촉각 및 원격 조작,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의료/재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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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바이오 로
봇, 생체 모방 등 첨단 기술에 대해 논의 및 모든 종류의 로
봇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발표를 하며, 매년
개최되어 올해는 IEEE와 IEEE Robotics & Automation
Society가 공동 후원으로 14번째 학회가 제주에서 개최되
었습니다.
현재 학회의 등록 회원수가 2천여명을 넘어섰고, 연간 예산
3억을 상회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7억원 이상을 기록하
고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연 4회 발간되는 SCIE 등재 학술
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Robotics는 관련
분야 국제적 학술지로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표내용: 얼굴인식 기술은 예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나 조명 변화, 포즈 변화, 표정 변화, 가려짐 등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실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딥
러닝 기술에 기반을 둔 얼굴인식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딥 러닝 기반 얼굴인식 방법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식 정확도를 보이나, 매우 복잡한 딥 뉴럴 네트
워크 구조 설계,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대량
의 학습 얼굴 데이터, 그리고 인식률 향상을 위한 앙상블 구
성을 위한 많은 수의 딥 뉴럴 네트워크들 모델들이 필요하
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네트워크 구조 설
계, 적은 양의 학습 얼굴 데이터, 적은 수의 네트워크 사용
을 한 얼굴인식 방법이 필요합니다.
발표한 연구에서는 다중 스케일 콘볼루션 레이어 블록을
서로 쌓아서 구축 한 공유 신경망에서 Triplet, Pairwise
및 Identity 손실 함수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DCNN의 새로
운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습 후 각 네트워크에서 두 가
지 특징을 추출하고 앙상블을 만들어 Joint Bayesian 모
델을 학습합니다. 데이터 집합의 분포의 차이로 인해, 소스

도메인에서 목표 도메인 (LFW)으로 Joint Bayesian 모
델을 적용하기위한 전달 학습을 사용합니다. 또한 제안 된
얼굴 인식 방법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팬틸트 줌
(PTZ)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PTZ 카메라를 제어하여 피사
체를 포커싱하여 인식합니다. PTZ 카메라는 단일 장면에
대해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여러 이미지 처리를 고려
해야하며, 복수의 영상을 처리함으로써, 복수의 영상 중 하
나로부터 얻어진 얼굴 인식 결과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얼
굴 인식 성능을 신뢰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한, 실제 환경에서 모든 피사체의 총 인식 시간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 측면
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 인식 시간을 단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카메라보기에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인식
결과를 해당 위치에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PTZ 카
메라로부터 깊이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Scale-Ratio
방법을 기반으로 검출 된 얼굴 크기로부터 깊이를 추정하
여 얻어진 3차원 얼굴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다중 사람 식
별 상황에서의 이름-위치 정합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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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IT융합공학과 17학번. 현예원

예술 수업이 대부분인 RISD(RhodeIsland Schoo of Designl)와 다르게
종합대학인 버클리는 다양한 분야의 수
업이 개설됩니다. 창공과 학생들도 여
름학기 동안 사회학, 음악, 프로그래밍,
생리학, 환경디자인 등 원하는 수업을

<1>

<1>

들으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움직임이 1분짜

오 끝에 거의 1분에 수렴하는 장치를

내고 왔습니다! 저의 경우 환경디자인

리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였습니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까지 과

과 생리학을 수강했는데, 그 중 포스텍

다른 강의식 수업과 다르게 환경 디

제 때문에 스튜디오에 가는 게 당시에

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신기해 보이

자인 수업은 강의실 외에 별도로 스

는 너무 귀찮아서 이 강의를 선택한 걸

는 환경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소개하겠

튜디오가 있어서 만들기 과제를 할

잠깐 후회하기도 했지만, 완성작을 만

습니다.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 내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너

환경디자인은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간단한 과제처럼 보였지만 부피가 1

무 뿌듯했고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3~4인이 한 조가 되어 총 3개의 프로

피트 큐브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1분

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있었을 시간에

젝트를 수행합니다. 수업 첫날에 정해

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

스튜디오에 나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진 조로 이후의 과제들을 함께 수행하

습니다.

의사소통 하면서 미국을 좀 더 직접

기 때문에 조원들과의 협동심이 중요

주말이나 강의 시간 뒤에 틈틈이 만

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했습니다.

나서 열심히 만들었고 여러 시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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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세 번째 과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
이었습니다. 버클리 주변 지역을 탐방
하며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였는데
저희 조는 UCC 만들기 과제를 하면서
자주 갔던 Elmwood라는 동네를 선정
했습니다. 메인 캠퍼스 주변은 상점가
로 노숙자도 자주 보이고 사람들이 북
적북적했지만 캠퍼스에서 버스로 10
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Elmwood
에는 정원이 있는 주택들이 모여 있고
노숙자 없이 깨끗하다는 점이 흥미로
웠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잘 다니지 않
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서 활기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래서 Elmwood에 각종 문화시설과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community
center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하기 위

이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가

부족한 부분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두 번째 과제는 UCC 만들기였습니다.

해 버클리 도시 계획이나 버클

치관과 생각을 접할 수 있었던 시간 이

할 수 있는 말 최대한 다 하라고 격려

각 조가 캠퍼스 주위의 여러 촬영 지

리의 community center 운

었습니다. 조 내 유일한 non-native

도 해주고 그 덕분인지 생각했던 것

점 중 하나씩을 맡아 그곳을 배경으로

영 사례 등을 찾아보기도 하고

speaker이라서 교수님 앞에서 즉석에

보다 발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UCC를 제작하는 거였고 형식과 내용

Elmwood의 학교, 병원, 공원

서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좀 비중이 적

물론 항상 훈훈하고 좋게만 되는 건

은 자유였습니다. 저희 조는 기숙사에

으로부터의 접근성이나 도로 계

은 부분을 발표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라

아니었어요. 약속 시간도 잘 안 지켜

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곳

획을 찾아보면서 community

며 다 똑같이 나눴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고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

인 ‘Elmwood’라는 동네를 맡았고 조

center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같은 조는 함께 평가되니까 잘하는 사

만 이렇게 서로 부대껴도 보고 그런

원들과 회의한 결과 저희는 게이 커플

선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

람이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또 배울 수 있

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를 하면서 조원들과 미국인의

를 받는 걸 원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추억이 되기

조 친구들이랑 Elmwood에 가서 주인

행동 패턴이나 미국의 동네에 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모두가 역할을 다

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버클리에서의

공의 집과 학교를 고르고 서로 드라마

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

하는 거 자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수업들도 물론 좋았지만 ED1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토리보드를

데, 미국 및 버클리 지역을 더 잘

것 같았습니다.

에서 조별과제를 통해 외국인들과 지

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사진과 영상을 배경으로 등장인물은 직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미국을 잘 느낄 수

접 그림을 그려서 영상에 넣었습니다.

ED1(Environmental Design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실제의 공간에

1) 이 다른 과목과 비교해 과제

이 배웠고 포스텍에 돌아와서도 많이

투영하는 게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

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기억날 것 같습니다~!

었고, 이 과제 덕분에 버클리 주변에 예

그만큼 더 얻은 것도 많은 것 같

쁜 마을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습니다. 비 공대생들과 팀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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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창공기상대>

창공 스토리

개발 프로젝트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송영운

<POSTECH 창공 기상대> 개발 프로젝트는 창의IT융합공학과의 학과
건물인 C5 동의 1층 정문 옆과 옥상에 기상 관측 장치를 설치하여 여러 기
상 요소를 관측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 등을 통해서 교
내 구성원들이 조금 더 이러한 유용하고 교내에서 관측된 정확한 기상 정
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상 관측 장치에서 기온, 습도, 기압, 미세 먼지(PM10) 및 초미
세 먼지(PM2.5) 농도, 자외선 지수, 풍속, 풍향, 강우량을 관측하여 실
시간으로 웹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
으며, 또한 더욱 많은 교내 구성원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POSTECH 동
문 대형 전광판에서도 관측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옥상 관측 장치>

<지상 관측 장치>

<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이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

엽상 제작, 기상대 회로 설계 및 기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웹

먼지나 자외선 지수와 같이 생활 기상

사이트 제작, 그리고 서버 구축 및 프

정보가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

로그래밍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고많은 사람이 점점 관심을 가지지만,

이는 기상대 제작 및 회로 설계와 같은

이러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여 주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

서비스가 없어 손쉽게 확인을 하는 것

션과 웹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

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야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지식을 알고

물론 이러한 정보는 부분적으로는 기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상청의 지역별 상세 관측 자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AWS) 및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를 구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측 정

떤 특정 한 분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 역시 관측 장치가 교내에 위치하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 및 개발을 할

않아 실제 학교 내의 현재 기상 및 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창의IT융합

기 환경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

공학과 학부생으로서의 목표에도 잘

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부합하며, 또한 이렇게 목표를 잡아

는 기상대 개발을 프로젝트의 주제로

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잡게 되었습니다.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배우고
<동문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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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진행 후>

본 프로젝트에는 15학번인 저를 포함

그렇게 여름 방학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실제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개발 장소

하여 17학번의 한상혁, 16학번의 김

시작된 프로젝트는 원래는 2주 안에 모

였던 창의설계실에 몇 시부터 몇 시까

민성, 그리고 17학번의 손범준 학생

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 나와 개발을 해야 한다는 등의 약속

총 4명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

중간에 수없이 많은 기술적인 문제에

은 전혀 없었지만 다들 목표를 이루고

여하였습니다.

부딪히면서 학과 및 학교에 계신 여러

자 하는 욕심에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함께 모여서

분들의 도움을 받은 끝에 결국 2달 반

온종일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잠을 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이 프로젝트

가량의 여름 방학이 모두 지나가고서야

는 날도 많았던 등 모두가 최선을 다했

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모

드디어 <POSTECH 창공 기상대>가 완

고, 또한 그랬기에 더욱더 의미 있었던

두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가 지금껏

성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지식

비록 이 때문에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휴

이번 <창공 기상대> 프로젝트는 여름

을 배우고, 직접 연구를 하면서 경험을

식을 취하자는 1학기 때의 바람은 모두

방학 기간 중 이렇게 모두 끝이 났지만,

쌓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프로젝트

없던 일이 되어 버렸지만, 프로젝트 기

앞으로도 이렇게 방학 기간 중 친구들

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프로젝트를

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머리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스

여한 친구들 모두가 지금까지는 접해보

맞대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로 공부를 한 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

문화가 학과에 자리를 잡아 여기에 참

서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상대방

를 하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여하는 많은 창공인들과 예비 창공인

에게 알려주고, 또 모르는 내용은 함께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면서 많은

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

공부와 토론을 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동안의 개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상 관측 장치인 백엽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디자인 및 설계도를
제작하고, 이를 목재를 사용하여 가공
하고 C5동에 설치하는 과정을 거쳤습
니다.
이 때, 기상 관측 장치에서는 실시간
<창공 기상대 하드웨어 다이어그램>

으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 데
이터를 전송하여야 하고, 데이터 수
집 장치에서는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

었습니다. 또한, 관측하여 서버에 저

스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작

를 무선으로 받아 서버에 저장하는 역

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위해서는 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

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가

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웹 사

야 합니다.

이트 개발, 그리고 동문 전자 게시판

*<POSTECH 창공 기상대>는 웹 사이

이러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모

에 이러한 관측 정보를 띄우기 위한

트(http://excite.postech.ac.kr/

든 프로젝트 원이 역할을 나누어 회로

화면을 개발하는 작업이 프로젝트 기

weather)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

디자인 및 회로 내부의 마이크로프로

간 동안 계속 이루어진 끝에 드디어,

션(POSTECH 창공 기상대)를 통해서

세서 프로그래밍을 하였고, 최종적으

새 학기가 시작하는 2017년 9월 4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로는 기상대 회로 기판을 제작하게 되

일, <POSTECH 창공 기상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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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SAFE:CT - Safe, Accurate,
Flexible and Efficient X-ray
Computed Tomography System
I recently graduated on August 2017 and joined

SUNY Korea
Sungsoo Ha, PhD
Current: Brookhaven National Lab(BNL), USA
Previous: PhD student at SUNY
Korea(2012~2017)

Brookhaven National Lab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I would like to share my PhD research
and experience at SUNY Korea.
What is X-ray Computer Tomography (CT)?
X-ray computed tomography (CT) has been widely
utilized as a nondestructive diagnostic means to
visualize internal structures of the human body.
However, high radiation exposure in X-ray CT
has been an important issue as it will increase the
risk of cancer. Unfortunately, CT data acquired at
low radiation does adversely affect the quality of
the reconstructions, impeding their readability.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developing a
SAFE (Safe, Accurate, Flexible, and Efficient) X-ray
CT system to handle reduced X-ray dose levels
without compromising image quality.
SAFE:CT?
Iterative algorithm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Computed Tomography (CT) image
reconstruction

since

they

better

deal

with

the adverse image artifacts arising from low
radiation dose image acquisition. But iterative
methods

remain

computationally

expensive.

The main cost emerges in the projection and
back projection operations where accurate CT
system modeling can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constructed image. In the paper “A lookup table-based ray integration framework for
2D/3D forward and back-projection in X-ray
CT” which was recently accepted paper at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Impact factor
4.0), we present a framework that improves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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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articular aspect – the accurate projection

type of algorithm has shown great potential for

of the image basis functions. It differs from

improving image quality in reduced and low dose

current methods in that it substitutes the high

X-Ray Computed Tomography (CT).

computational complexity associated with accurate
voxel projection by a small number of memory

However, high computational cost and long

operations. Coefficients are computed in advance

reconstruction times have so far prevented

and stored in look-up tables parameterized by

the use of SIR in practical applications. Various

the CT system’s projection geometry. The look-

optimization algorithms have been proposed to

up tables only require a few kilobytes of storage

make SIR parallelizable for execution on multi-core

and can be efficiently accelerated on the GPU. We

computational platforms, while others have sought

demonstrate our framework with both numerical

to improve its convergence rate. Parallelizing on a set

and clinical experiments.

of decoupled voxels within an iterative coordinate
descent (ICD) optimization framework has shown

The look-up table method was then incorporated

good promise to achieve both of these premises.

into

tomographic

However, so far these types of frameworks come

reconstruction algorithm, called the Statistical

at the price of additional complexities or are limited

iterative reconstruction (SIR) algorithm. This

to parallel beam geometry only. We improve

a

state-of-the-art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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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is prior research and present a framework

Our robotic arm technology enables more flexibility

which also achieves parallelism by processing sets

than current scanner technology such as helical

of independent voxels, but does not introduce

and C-arm imaging, since now detector and

additional complexities and has no restrictions on

source can be mounted on separate platforms, As

beam geometry. Our method uses a novel multi-

such they can move about space independent from

voxel update (MVU) scheme within a general

each other which enables much more freedom in

ICD framework fully optimized for acceleration

the imaging trajectories than previously possible.

on commodity GPUs. Experiments demonstrate

Figure 1 shows the robotic imaging system in our

speedups of two orders of magnitude for clinical

lab at SUNY Korea.

datasets in cone-beam CT geometry, compared
to the single-voxel update (SVU) scheme native

In a paper we recently submitted to a major medical

to conventional ICD-based SIR. Finally, since

imaging conference we report on a first phantom

our MVU scheme operates on fully independent

study using the proposed robotic X-ray imaging

voxels it maintains the fast convergence properties

system within a standard circular trajectory.

of ICD-based SIR. Consequently, the speedups

We used a bone-like phantom object to collect

achieved by parallel computing are not diminished

projection data from the system and subsequently

by slower convergence of the iterative updates or

reconstructed it in a 512×512×512 volume with

by any additional overhead to decouple conflicting

0:28×0:28×0:28 mm3 voxel size using the filtered

voxels. The paper that reports on these results is

back-projection algorithm. Figure 2 shows the

currently under review at a major IEEE Medical

reconstruction volume along with all central slices

Imaging journal.

in transverse, sagittal and coronal views.

How can it benefit our society?
In our laboratory at SUNY Korea we have
engineered and constructed a custom CT scanner
that will eventually run these and other algorithms
to reconstruct the acquired X-ray projection

<Fig 1: The SUNY Korea robotic imaging system in a first experimental setup>

data. Taking advantage of advances in robotics
technology, we have developed a general purpose
X-ray imaging system using two commercial sixjoint robot arms. In our setup, one robot arm carries
the X-ray tube while the other carries the detector,
with both orbiting about the patient either in static
or in moving pose. A motion capture system unifies
the independent coordinate systems of the two
robot arms and registers them into a global (room)
coordinate system that also incorporates the
object being scanned. A dedicated graphical user
interface enables users to specify, simulate, and
view an arbitrary X-ray imaging path and apply it
to the physical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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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liminary CT reconstruction study. (a) transverse, (b) sagittal, (c) coronal, and (d) 3D volume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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