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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hief Editor Pep Pàmies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 일시: 2018. 2. 21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Engineering Discovery and
Technology for Improving Human Health

02

유인경 교수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03

Akira Asada, Ph.D (Univ. of
Tokyo)

• 일시: 2018. 3. 14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The Neural Processor: Vision or
Illusion?

• 일시: 2018. 3. 21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Advanced Underwater Observation
System

04

Pai-Chi Li (Prof. Univ. of National
Taiwan)
• 일시: 2018. 3. 28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Ultrasound for Preclinical and
Clinical Research: Technologies,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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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세미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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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2017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동계인턴십

• 일자: 2018. 1. 9 (화)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대상: 과학고 & 영재학교 1학년 25명
• 내용: 마은정 교수 특강, C5 투어 및 재학생 학과소개

• 일정: 2018. 1. 15 (월) ~ 1. 19 (금)
• 장소: 포스텍 C5 각 연구실
• 대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학년 32명
• 내용: 연구실 연구참여 및 학과소개

2017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2차)

입학팀 주관 잠재력 개발과정 학과방문

• 일자: 2018. 1. 10 (수)
• 장소: 포스텍 C5 105호 및 컨퍼런스 홀
• 대상: 과학고 & 영재학교 1학년 25명
• 내용: 박주홍 교수 특강, C5 투어 및 재학생 학과소개

• 일자: 2018. 1. 16 (화)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대상: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27명
• 내용: 재학생 학과소개

KBS 미래기획 2030 방영

2017 동계 창의캠프

• 일정: 2018. 1. 28 (일), 23:05 ~ 23:55
• 방영채널: KBS1TV
• 주제: "新 과학인재가 미래다!"
• 내용: 창의와 융합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교육현장
• 내용: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 일정: 2018. 1. 29 (월) ~ 1. 31 (수)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대상: 일반고 44명, 재학생 15명
• 내용: 학과 소개, 교수 특강, 재학생과의 교류

강원과학고 학과방문
• 일자: 2018. 2. 27 (화)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참가: 강원과학교 26명 및 교사
• 내용: 재학생 학과소개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성과자료집 발간
• 발간일: 2018. 3. 5 (금)
• 내용: 창의ICT융합 교육·연구 현황
• 내용: 1부 - 인재배출성과
• 내용: 2부 - 창의교육성과
• 내용: 3부 - 창업성과
• 내용: 4부 - 융합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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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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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연구 분야 소개
정상상태의 조직(tissue)의 형태와 기능은 조직에 가해
지는 힘에 대한 세포(cell)의 감지 및 반응 능력에 의존
한다. 세포에 작용하는 힘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나, 힘이 세포의 세부 구
조 내로 어떻게 전파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미
세 역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에
대한 세포의 역동적인 변형이 측정되었으나, 세포의 역
학적 성질을 데이터로 정량화하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를 보인다.

임해균 박사
201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
2017 POSTECH미래IT융합연구원

Research Area
Ultrasonic transducer, Acoustic tweezer,
Ultrasound microbeams

의료용 초음파의 흔한 활용 예로, 신체 내부 장기들의 크
기, 구조와 병리학적 손상을 실시간 단층 영상으로 가시
화하여 초음파에 기반을 둔 진단 의료 영상을 만드는 것
이 있다. 일반적인 진단 영상용 및 치료용 목적 이외에도
초음파는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주파 초음파 (주
파수 범위 30 MHz ~ 300 MHz)는 단일 세포 또는 마이
크로 입자 크기의 높은 공간 분해능 (spatial resolution)
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세포 연구에 적용될 수 있
다.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을수록 초음파 에너지의 흡
수량이 배수로 증가하여 초음파의 흡수는 주파수와 정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원은 고주파 초음파 트랜스
듀서 (high frequency ultrasonic transducer)를 설
계 및 제작하고, 앞서 언급한 고주파 초음파 특성을 이
용하여 고주파 초음파를 이용한 음향 집게 (acoustic
tweezer), 세포 역학 (cell mechanics), 세포 자극 (cell
stimulation) 등의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고주파 초음파 트랜스듀서

음향 집게의 개념도

2. 음향 집게

음향 집게를 이용한 적혈구의 특성 연구

기존의 개별 세포와 미세한 입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광학 집게와 같은 설비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
존의 방법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포에 위
험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부피가 상대적으로 큰 설비를 필
요로 한다. 반면에 소리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허공에 띄
우는 기술인 음향 집게는 비교적 작은 시스템 크기가 필
요하고, 움직이는 물체에 전달하는 에너지양이 광학 집
게보다 매우 적어 새로운 집게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주파 초음파 음향 집게는 단일 세포 혹은 수많
은 세포를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며, 초음파 음향 집게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세포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원은
음향 집게를 이용하여 세포를 조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포 역학과 세포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1. 고주파 초음파 트랜스듀서
단일 세포 조정에 필요한 고주파용(30 MHz ~ 400
MHz) 단일 소자(single-element)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 및 개발해왔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조정할 수 있
는 입자들이 작아지고 고주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함으로
써 적혈구(지름~7 μm)와 같은 세포 중에서도 크기가 작
은 세포를 조정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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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음파를 이용한 세포 자극
고주파 초음파의 공간 분해능은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초음파의 기계적인 힘을 단일 세포에 전달하여 세포 내
의 변화 및 반응을 연구할 수 있다. 세포 내의 칼슘 변화
혹은 세포벽 변형을 통하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기전
현상을 연구한다.

초음파를 이용한 암세포의 기전 연구

신임 연구원 소개

10

신임 연구원 소개

연구 분야 소개

김철수 책임연구원
1991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91년 삼성전자 입사
2008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2017년 POSTECH미래IT융합연구원

Research Area

미래에는 인간과 유사하게 비정형화된 이미지, 영상, 음
성 등 다양한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는 컴퓨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인 Von-Neumann 시스템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로 복잡한 패턴 인식 기능을 처리 할 경우에 처리속도 및
전력소모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컴퓨터의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뉴로모픽 시스템에 적합한
최적의 차세대 메모리의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양과 작업량이 급증하고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의 속도 차이가 계속 커지면서 연산 작업으로 인한 데이
터를 메모리 또는 저장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처리속도 증대와 전력 소모 최소화를
위한 메모리 회로 및 Architecture구현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차세대 메모리의 후보로 연구가 되고 있
는 여러 메모리 중에서 안정적인 동작과 성능 향상을 위
하여Phase Change Memory(PCM)의 코어 동작의 문
제점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및 최적 기능을 추가하여 메모리 Chip의 구조를 구성합
니다 . 특히, 전체 메모리 Chip을 구성하는 여러 부문 중
에서 메모리 코어의 구성이 중요하며 성능과 Die Size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입니다.

2. 차세대 메모리 Design
향후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 공정 둔화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
대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중의 하나인 Phase Change
Memory(PCM)는 Non Volatile의 특성을 가지면서 동
시에 Flash메모리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장점이 있어 미래에 Flash메모리와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중간 정도의 성능과 가
격을 요구하는 응용 처에서 최적의 메모리로 사용될 가
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PCM에는 안정
적인 동작을 저해하는 단점(저항 값의 산포, Data Drift
등등)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1. Neuromorphic 최적 메모리 Design
뉴로모픽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산 작업을 하기 위하여
메모리의 데이터 쓰기/읽기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통적
인 메모리의 구조의 쓰기/읽기 경로를 최단 경로로 변경

Neuromorphic 최적의 Memory 및 차세대
Memory Design

[메모리 Block Diagram]
[메모리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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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메모리3차원구조]

[메모리cell]

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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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창의IT 14학번 대학원생 이우석, 박준기
2017 ISOCC Chip Design Contest 우수상 수상

김재준 교수

이우석 박사과정

박준기 박사과정

● 학회개요
• 공모전명: 2017 ISOCC Chip Design Contest (Demo)
• 시상일자: 2017.11.06 (월)
• 시상장소: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 공모전정보: 대한전자공학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우

FPGA 데모 시연 구성도

• 데모내용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은 비지도학

드웨어 구현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

수인재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국제 학

습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로, 주로 입력된

점들로 인해 기존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분류 정확도

술대회인 International SoC Design Conference

패턴의 분포도를 학습하여 이를 일반화(Generalize)

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SoCC)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ISoCC시상식이

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받은 데이터의 노이

11월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디자인

즈를 제거하거나 손실된 부분을 재구축하며, 또는 입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

한 하드웨어를 FPGA, Chip으로 구성하여 논문 및 데모

력받은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더 적은 길이의 데이

로 분류 클래스 당 뉴런 (Neuron-per-Class; NPC)

를 선보였으며, IDEC 소속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터로 압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Classification RBM

을 여러 개를 사용하고 그에 최적화된 새로운 학습 알고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논문과 데모 분야에서 각각 심

(ClassRBM)은 RBM의 변종중 하나로, RBM의 입력

리즘을 고안하였고, 그와 더불어 하드웨어의 제한된 리

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패턴의 손실된 부분을 재구축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지

소스 상에서 학습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Hardware

류입니다.

Accelerator를 FPGA 및 ASIC 칩으로 구현하여 실제

● 수상작 소개
• 수상자: 창의I 14학번 대학원생 이우석, 박준기
• 수상:(지도교수: 김재준 교수)
• 수상내용: “A Machine Learning Hardware Accelerator
for Classification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란
제목의 데모로 Special Award (우수상)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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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패턴을 기존 대비 보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
ClassRBM은 기존의 다른 Feed-Forward & Back-

로 학습하는 하드웨어 칩의 데모 시연을 하였습니다.

propagation 방식 기반으로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들에 비해 학습 알고리즘이 비교적 간단
하고 뉴런의 활성값의 데이터 양이 적어 FPGA 등의 하

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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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홈페이지
개선 프로젝트 썰풀이

창공 스토리

다시 시작된 학과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
창의IT융합공학과 16학번. 김지오

학과 홈페이지 개선의 문제는 이전부터 쭉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
재 학과 홈페이지가 그렇듯이 우선 디자인이 현대적이지 못했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못하며 다소 구성과 기능의 접근이 조잡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면 갑자기 원래 있던 링크
가 사라지는 등 홈페이지 자체의 오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과
를 대표하는 홈페이지, 고등학생, 재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
들이 보러 들어오는 페이지인데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의견이 많
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과 홈페이지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재작년 말에도 학부생을 중심으로 학
과 홈페이지 개선 프로젝트가 있었고, 자주 모여서 현행 홈페이지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

정은 이런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계획

기존의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수정하

분을 논의하는 등 꽤 진척을 이루어냈지만 새로운 템플릿을 선정

되었습니다. 최장 4월까지 예정된 기

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 도중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며 결국 새로운 i-lab 홈페이지와

술 공부가 끝나는대로 이번 학기가 끝

러한 기능 및 구성에 따라 파트를 나

합쳐진다는 결론이 났었죠. 물론 그조차 무산되어 현재의 홈페이

날 때까지 일차적인 프로토타입을 완

누어 담당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참

지로 남았지만요.

성할 것이고, 여름학기 때 처음 계획했

고로 저는 전체적인 테마, 메인 화면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새 홈페이지의 방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던 모든 기능을 구현하고 안정화하여

구성, 교육/연구 공간 화면 구성을 맡

향성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모두가 의무

올해 초, 행정팀 박정기 선생님과 17학번 학부생 김승일군이 다

홈페이지를 최종 공개하면 우리의 프

고 있습니다.

적으로 느끼는 것은 “창의IT융합공학

시 뜻을 모아 다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여태까지와의 차

로젝트는 끝나게 됩니다.

과 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

이점이라면 이번부터는 학과 사무실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점입니
다. 이전에도 학과와의 의견 교환은 자주 이루어져왔지만, 테스트
서버 제공, 간단한 워드프레스 강의, 다과비 지원 등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승
일군,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도 아주 의욕넘치게 임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도 열심히 진척되는 중입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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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현행 학과 홈페이지가 학교에서 제공

창공답다'는 것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

이때까지 우리는 총 두 번 큰 회의를 했

하는 자체 CMS를 활용한 것이라면,

가 될 때에는 대단한 칭찬이지만 그 결

습니다. 첫 번째에는 앞으로의 교육 일

새로 개편될 홈페이지는 전세계적으

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

정, 회의 일정과 대략적인 프로젝트 개

로 널리 쓰이는 CMS 중 하나인 워드

한 위험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창공다

요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

프레스를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입니

움을 내세우다보면 그것이 사용자 경험

어진 두 번째 회의에서는 홈페이지에

다. (현재 POSTECH 홈페이지도 워

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

포함될 기능과 세부적인 메뉴 구성을

드프레스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

라서 우리의 목표는 '학과 홈페이지’라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는 사

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팀원들은

는 그 목적성과 사용자 경험을 충실히

용자가 학과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한

HTML, CSS, Javascript를 비롯하

만족시키는 바탕에 창공다운 참신함을

이 프로젝트는 약 반 년동안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페이지 구성의 초점을

여 php와 워드프레스의 구조를 각자

넣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

들 대부분은 하나의 거대한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해 본 경험이 없

홍보에 맞추어 보여주는 기능, C 내

할당받은 테스트 공간에서 직접 테

과 구성원을 넘어 모두가 만족하는 창

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프로젝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부 시설을 로드뷰로 볼 수 있는 기능 등

스트해보고, 때로는 서로 강의를 열

공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기술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프로젝트 일

이 포함되었고, 세부적인 메뉴 구성은

어 지식을 나누어 가며 공부하고 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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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first step as a
computer science researcher

SUNY Korea News

My

research

based

considers

centralized

Ad-hoc

system

where

network devices are unnecessary for
communication between robots. Since
Ad-hoc based systems do not require
any infrastructure, robots can easily
deployed even in hazardous regions
such

SUNY Korea . Hangil Kang

as

battlefields,

aerospace,

underwater, and disaster areas. One

Computer Science. PhD Candidate

of the main problems in centralized
systems is the system is vulnerable

After taking required coursework and passing

substitute human labor and Intel also presented

to central server failure. We found

Research Proficiency Examination (RPE), I was able

a drone show this year in Pyeongchang Olympic

that existing papers did not consider

to be advanced as a Ph.D. candidate and started

2018, of which more than 1,200 drones were

much about how to maintain Ad-hoc

to really work on my research. RPE is an important

involved to depict 3 dimensional shapes in the sky.

based centralized system against
server

examination in SUNY Korea that Ph.D. students

failure

Compared to other computer science research

this

area and its related works. During the exam,

areas, such robotics systems need to additionally

robots have limited battery and can

image to a user. Assuming to provide 4K streaming service,

consider physical space to avoid collision between

face failures easily if they work in

the resolution of the 360 video has to be at least 12K. The

robots. In the drone show hosted by Intel, one

hazardous areas. In the next couple

streaming service standard shows that a 4K video requires

central server was used to calculate the optimal

of semesters, we will introduce a new

at least 13 Mbps bandwidth. Both academy and industry

path among available paths of 1,200 drones and

fault tolerant centralized system in

proposed different video encoding techniques to solve this

the drones flew precisely as the server requested

Ad-hoc architecture and come up

issue as shown in Figure 1.

on two research topics, multi robot cooperation

without any crashes. This kind of problems are

with a new MRTA algorithm under this

and virtual reality streaming service. As I have not

called Multi Robot Task Assignment (MRTA)

circumstance.

yet published any papers yet, I will briefly introduce

problems and they compute optimal solutions

member from Stony Brook University, and other
students may ask some questions and give advice
for the research. My RPE topic was about fault
tolerant multi robot system and now I am working

about the problems in my research areas.

based on robots’ status information and goals.

is

Overcoming

present about their research interest in a certain
RPE committee members, including one faculty

problem

issue.

important

since

According to Facebook, a cube format can reduce its original
file size of a equirectangular format by 25 percent and they

Virtual Reality Streaming Service

proposed a pyramid format, which does by 80 percent. Other

The Virtual Reality (VR) service market

than geometric layouts, some researchers propose different

Multi-Robot Cooperation

I am currently in Internet of Things (IoT) lab at

is growing along with its infrastructure

types of encoding, including viewport-based and tile-based

Multi robot systems are widely used in numerous

SUNY Korea and we are involved in an Advanced

and increasing content. People can

methods. A viewport represents the area where a user is

fields and they have many advantages beyond

Technology Center (ATC) government project with

experience as if they are in a virtual

currently looking at and viewport based encoding reduces its

human

warehouse

Youjin Robot cooperation. We study about various

world. Current VR streaming service

video size by lowering resolutions of other areas. Although

commissioning system introduced multi robots to

issues regarding multi vacuum robots system

has technical challenges and thus the

such techniques can reduce its data size significantly, there

such as MRTA problem, fault tolerant centralized

service providers have to download

are some drawbacks to be handled such as image distortion

system, etc.

different types of contents in advance.

and viewport mismatch resulted from fast head movement.

capabilities.

Amazon’s

Such drawbacks lead to low resolution compared to its origina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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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in challenges in this

quality. To solve this issue, researchers leverage different

service comes from huge 360 video

types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predict where or

data size and limited bandwidth. In

how users will look at and download the related parts of the

general, a Head Mounted Devices

image in advance. We are also working on a project to provide

(HMD) partially display an image

reasonably reduced size of video content while the quality of

from 90 to 120 degree of the entire

service can be guaranteed by using one of these techniques.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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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a battery-less
communication

SUNY Korea News

I am looking for collaborators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virtual

reality,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laser communications
in all engineering areas as well as other disciplines
including psychology, cognitive science, and policy
to solve the challenging problems. Please contact
me if you interested in our research group.

SUNY Korea. Jihoon Ryoo
Computer Science Assistant Professor

Wireless communication uses valuable energy

of structural obstacles, and this backscattered

especially because it is primarily done through

signal utilized in the form of RF sensor. The

battery-driven mobile devices. How we use energy

BARNET not only provides identification of

revenue is a vital issue because people depend

tagged objects but also can serve as a 'device-

on this mode of communication for a variety of

free' activity recognition system. BARNET's key

reasons, including personal, social, economic,

innovation is the concept of backscatter channel

and educational. When devices use energy

state information(BCSI) which can be measured via

inefﬁciently, they drain resources too quickly,

systematic multupase probing of the backscatter

resulting in network disconnection. In conventional

tag-to-tag channel using innovative processing

wireless networks that continue to be the norm,

on the passive tags. So far such measurements

devices transmit information through active

were only possible using active radio receivers that

radio, costing the major portion of energy in the

consume much higher power.

		

(a)					

(b)

(a) Traditional RFID system, (b) BARNET system. Unlike traditional RFID, BARNET is capable of tag-to-tag backscatter
communications as well as activity sensing on the tag-to-tag channel. This enables scalable deployment (no active
radio) as well as sensing on many more channels O(N2)

transmission.
Changers in BCSI provide signatures for different
To remove energy hungry active radio, the

activities in the environment that can be learned

industry

using suitable machine learning tools. We develop

introduced

RFID

(radio

frequency
the

the BARNET tag architecture that shows that an

backscatter communication mechanism. Through

ASIC implementation can run on harvested RF

the backscatter mechanism, a power greedy active

power. We show that BARNET can recognize human

transmission is simpliﬁed to a passive reﬂection

daily activities with average error around 10%.

identiﬁcation)

systems

which

built

on

– ride on the existing carrier signal.
Overall, BARNET uses passive tags to achieve the
My research started from a passive backscattering.

same level of performance as systems that use

My recent paper “BARNET: Activity Recognition using

powered, active radios. Therefore, the new system

Passive Backscattering Tag-to-Tag Network in MobiSys

resolves scalability issue in RFID and ultimately

2018” presents the first multi-hop backscatter tags

provide activity signatures for human motion

that can successfully communicate in the presence

an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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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of RF sensor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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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제 6회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이 올해 5월 23일부터 26
일까지 총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도 이
전 포럼과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IT/전자 종합전시회인
'WORLD IT SHOW'와 공동개최를 통해 창의·융합·교
육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구성
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창의ICT융합인재포럼 행사 개요
• 일시: 2018. 5. 23(수) ~ 5. 26 (토), 10:00~17:00
• 장소: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포항공대,연세대,
• 주관: 한국뉴욕주립대
• 내용: ICT명품인재 참여인력의 창의프로젝트 연구성과 전시
• 주관:(ICT명품대학 학생·교수의 창의연구 20여개 프로젝트 주
관 : 수행 성과 전시)

2017 창의ICT융합인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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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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