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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 April •

창의세미나

창의타임

• 일시: 2014. 4. 16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조원배 박사
• 주제: Carbon-based optical devices for
ultrashort pulse generation

• 일시: 2014. 4. 22 (화), 17:00~18:1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김수영 교수
• 주제: 혁신 다이내믹스 (Innovation Dynamics)

부산일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창의IT융합공학과 세미나

창의타임

• 일시: 2014. 4. 1 (화), 14: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성균관대학교 김태일 교수
• 주 제 : I n j e ct a b l e , P r i nt e d E l e ct ro n i c fo r
Optogenetic Application

• 일시: 2014. 4. 11 (금), 11:00~12:1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김한준 교수
• 주제: 예측적 병렬 기법

• 일시: 2014. 4. 23 (수), 19:10~21:00
• 장소: 부산일과학고등학교
• 내용: 창의IT인재전형 안내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

한국과학영재학교 방문 입시홍보
• 일시: 2014. 4. 25 (금), 16:10~18:00
• 장소: 한국과학영재학교 탐구관 1층 시청각실
• 내용: 창의인재 양성교육 특강 및 학과 홍보, 창의IT
인재전형 안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진수 주임교수, 소효정
교수, 김진석 학생, 정건화 학생, 황준승 학생, 이유
경 학생

창의세미나
2014-2차 IT명품운영위원회 실무분과 회의

• 일시: 2014. 4. 2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파이오링크 조영철 대표
• 주제: 시스코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벤처의 도전

• 일자: 2014. 4. 17 (목)
• 장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자: (NIPA) 도승희 단장, 김기호 수석
           (포스텍 i-Lab) 백창기 교수, 김태현 팀장
• 주요내용: 창의ICT융합인재포럼 관련 논의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4. 9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동국대학교 노용영 교수
• 주제: Development of large area organic
complementary integrated circuits by graphic
art print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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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고 방문 특강 및 학과 홍보
• 일시: 2014. 4. 11 (금), 15:20~16:20
• 장소: 대구과학고등학교 본관 3층 중강당
• 내용: 창의인재 양성교육 특강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이진수 주임교수, 김율화 학생, 홍윤재 학생

서울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 일시: 2014. 4. 30 (수), 14:00~16:00
• 장소: 서울과학고등학교
• 내용: 창의IT인재전형 안내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필중 교수

창의세미나
창의IT융합공학과 세미나
• 일시: 2014. 4. 17 (목),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삼성전기 김창현 부사장
• 주제: Sustainable & Innovative Great Company

• 일시: 2014. 4. 30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성신여자대학교 홍기형 교수
• 주제: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와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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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경기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 일시: 2014. 5. 14 (수), 15:00~16:40
• 장소: 경기과학고등학교 본관 강당
• 내용: 창의IT인재전형 안내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필중 교수, 손샘 학생

• May •

경북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대전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제주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 일시: 2014. 5. 7 (수), 16:20~17:50
• 장소: 대전과학고등학교 성두관 시청각실
• 내용: 창의인재 양성교육 특강 및 학과 홍보

• 일시: 2014. 5. 12 (월), 15:30~17:30
• 장소: 제주과학고등학교 강당
• 내용: 창의인재 양성교육 특강 및 학과 홍보, 창의IT
인재전형 안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진수 주임교수

• 일시: 2014. 5. 16 (금), 15:00~16:50
• 장소: 경북과학고등학교 강당
• 내용: 창의IT인재전형 안내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김한준 교수, 노형준 학생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김한준 교수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5. 7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아주대학교 이성주 교수
• 주제: 미래기획과 유망기술 발굴

대학원생 연구수행 점검

창의세미나

창의타임
• 일시: 2014. 5. 9 (금), 11:00~12:1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마은정 교수
• 주제: Gendered innovation in science & engineering

• 일시: 2014. 5. 14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박윤정 교수
• 주제: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 개방과 자율의 공
간인가?

• 일시: 2014. 5. 16 (금), 08:30~18:00
• 장소: 포스텍 NINT 1층 컨퍼런스 A홀
• 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원생 13명 (통합과정
12명, 박사과정 1명)
• 취지: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수행 방향이 학과
가 추구하는 연구분야와 적합한지를 사전에 파악하
여 적절한 feedback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
하고자 함

특별 초청 세미나
• 일시: 2014. 5. 16
(금), 14:00~15:30
• 장소: 포스텍 LG연구
동 101호
• 연사: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
• 주제: 세계 제1의 한
국 조선 산업이 걸어
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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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서울)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민족사관고 방문 입시홍보

• 일자: 2014. 5. 20 (화), 16:20~18:20
• 장소: 광주과학고등학교 강당
• 내용: 창의IT인재전형 안내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

• 일시: 2014. 5. 23 (금), 18:00~21:30
• 장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F 벨뷰
•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58명

• 일자: 2014. 5. 28 (수), 15:40~17:30
• 장소: 민족사관고등학교 다산관 소강당
• 내용: 창의인재 양성교육 특강 및 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진수 주임교수

창의세미나

LG이노텍 CEO 초청 특강

• 일시: 2014. 5. 28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강 변리사
• 주제: 발명자 입장에서 본 특허법 제도

• 일시: 2014. 5. 21 (수), 13:00~14:3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1층 대회의장
• 연사: LG이노텍 이웅범 대표이사
• 주제: 부품소재 산업이 미래다
• 주관: 포스텍 연구기획팀

2014 ITCCP (IT Consilience Creative
Program) Workshop 개최
• 일시: 2014. 5. 30 (금), 14:30~18: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참석자: SUNY Korea 및 POSTECH CiTE/i-Lab
구성원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4:30~14:35

환영사

14:35~14:45

참석자 및 프로그램 소개

14:45~17:00

Technical PT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17:00~18:00

가속기연구소 투어

(포항)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4. 5. 26 (월), 17:00~19:0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중회의실 C, D
• 대상: 포스텍 재학생 20명

(대구)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4. 5. 29 (목), 18:00~20:00
• 장소: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17F 르네상스
• 대상: 대구지역 대학생 44명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5. 21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ITX Security 박상열 사장
• 주제: 공대 졸업생의 벤처창업 이야기

창의타임
• 일시: 2014. 5. 27 (화), 17:00~18:1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발표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필중 교수
• 주제: 정보보호 소개 및 익명 인증 응용

창의IT융합공학과 세미나
• 일시: 2014. 5. 29 (목), 16:30~
• 장소: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 대회의실
• 연사: 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이사
• 주제: Software Defined Network &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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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 소식

• June •

재학생 모교방문

재학생 모교방문

• 일자: 2014. 6. 2 (월)
• 장소: 부산대학교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한병철 학생(대학원)

• 일자: 2014. 6. 5 (목)
• 장소: 고려대학교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손영우 교수, 백재민 학
생(대학원), 김정수 학생(대학원)

재학생 모교방문

창의IT설계 III 최종 발표회

• 일자: 2014. 6. 12 (목)
• 장소: 한동대학교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홍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 박주안 연
구원

• 일시: 2014. 6. 13 (금), 14:00~17: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외부 Reviewer
① 후원기업: 이규원 POSCO 신사업기획팀 심사역
(전자(석) ‘05) Smart System 분야
② Startup CEO: 이준석 VADAS CEO (전자 ‘92)
Smart Device 분야
③ Venture Capitalist: 김동훈 큐브벤처파트너스
이사 (컴공 ‘90) Smart Computing 분야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4:00~14:10

전체소개

14:10~15:50

포스터 발표

15:50~17:00

개별 Q&A

창의타임
• 일시: 2014년 6월 13일 (금), 11:00~12:1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전만식 교수
• 주제: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2014-3차 IT명품운영위원회 실무분과 회의

창의세미나
창의IT융합공학과 특강
• 일시: 2014. 6. 3 (화), 17:00~20:00
• 장소: 포스텍 공학3동 109호
• 연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승기 교수
• 주제: 유령의 존재론
• 목적: 본 특강은 놀이와 게임설계 스튜디오 수업의
2014년 봄학기 주제인 ‘인지과학 기반의 유령의 집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
술센싱과 트렌드분석에는 강하지만 정작 무엇을 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는 창의IT공학도들의 뇌를 말
랑말랑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가상현실, 존
재의 빈 공간, 정신분석, 욕망의 연기, 타자(他者),
호랑이는 결코 치토스를 먹을 수 없는 이유 등 인문
기술융합을 위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쉽게 다루면서
창의적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데 목적을 두었음.

11

POSTECH i-Lab Review I Summer 2014 Vol.2

• 일시: 2014. 6. 18 (수), 13:00~15:00
• 장소: 포스텍 NINT 1층 컨퍼런스 A홀
• 참석자: (NIPA) 김기호 수석
(포스텍) 백창기 교수, 김태현 팀장
(SUNY Korea) 이승준 팀장
(연세대) 가민호 교수, 임영미 팀장

• 일시: 2014. 6. 11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한국산업융합협회 최만범 부회장
• 주제: 창의경제와 산업융합 지원정책

NAVER LABS 방문

모교방문 특강
• 일자: 2014. 6. 13 (금)
• 장소: 부산 덕문여자고등학교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소효정 교수

• 일자: 2014. 6. 20 (금)
• 장소: 경기도 성남시 NAVER 그린팩토리
• 내용: NAVER LABS Tech Lead 와의 Faculty
Summit
• 방문: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한욱신 교수, 김한준 교수, 백창기 교수, 김태
현 팀장

주요 소식

12

창의스튜디오: 놀이와 게임설계 최종 발표회

UC Berkeley 해외 단기유학 학부생 출국

• 일시: 2014. 6. 20 (금), 13:00~16: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주제: 과학관 체험 컨텐츠 제작
• 작품: ① 웃으면 복이와요 ② IOT시대의 공포 ③
Buddy Language ④ 운명을 바꾸는 바른 자세 ⑤
Re-Act 메디테인먼트 ⑥ 고운말을 써야 머리가 좋
아져요

• 일자: 2014. 6. 21 (토)
• 대상: 2014학번 학부생 7명
• 유학기간: 2014. 6. 21 ~ 2014. 12. 21
① 여름학기: 6. 23 ~ 8.15 (정규과목 최소 6학점~
최대 8학점까지 지원)
② 가을학기: 8.21 ~ 12.19 (정규과목 최소 12학점~
최대 17학점까지 지원 (4과목 + Sociology 198(1학
점)기준)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Summer Workshop

창의스튜디오: 인터랙션 디자인 최종 발표회
• 일시: 2014. 6. 20 (금), 19:00~20: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주제: public/participatory 디자인
• 작품: ① Disconnect-To-Connect (온/오프라인
소통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② HEAR, 실개천 공간 디자인 ③ 아프리카,
놀이와 게임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기획 M.T
• 일시: 2014. 6. 21 (토), 14:00 ~ 6. 22 (일), 12:30
• 장소: 포항 월포해수욕장 시크릿펜션
• 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 주요일정: Ice Breaking, 창공 단합대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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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14. 6. 23 (월) ~ 7. 11 (금)
•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 참가: 창의IT융합공학과 임성현 학생, 서석진 학생,
제상은 학생, 전하영 학생, 김경민 학생, 오현철 학생
• Tentative Program light 1 lī t/: Discovered,
Borrowed and Constructed
• Instructors: Kate Cho, Jeff Landman, Peter
Stempel and Peter Tagiuri   

피츠버그대학교 Mark Nordenberg 총장
방문
• 일시: 2014. 6. 25 (수), 10:30~11: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0:30~10:40

환담

10:40~11:00

교육·연구시설 및 창의공간 투어

11:00~11:30

간담회
- 학과소개 Presentation
- 양 대학 관심사항 discussion

미래IT융합연구원 창의과제, 창의IT융합
공학과 대학원생 연구수행 평가
• 일시: 2014. 6. 29 (일), 11:00~21:0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소회의실 B
• 대상: 4차 창의과제 Full Proposal 평가, 2차 창의
과제 연차평가, 대학원생 연구수행 평가
• 평가위원: 김용민 총장(포스텍), 이진수 원장(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문성기 박사(OSEHRA CEO, 버
지니아공과대학 교수), 윤의식 박사(미시간대학 교
수), Yuan-Ting Zhang 박사(홍콩중문대학 교수)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융합연구원
자문위원회
• 일시: 2014. 6. 30 (월), 09:00~22: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참석자
1. 자문위원
① Daeje Chin, Ph.D. (CEO of SkyLake
Investment, Former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CEO of Samsung
Electronics)
② Bob Gove, Ph.D. (Former President of
Aptina Imaging)
③ Yongmin Kim, Ph.D. (President of
PO S T E C H & C h a i r of t h e C i T E / i - La b
Advisory Board)
④ Seong K. Mun, Ph.D. (CEO of OSEHRA,
Professor of Physics and Director of the
Arlington Innovation Center for Health
Research at Virginia Tech)
⑤ Euisik Yoon, Ph.D. (Professor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nd
Biomedical Engineering, Director of Lurie
Nanofabrication Facility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⑥ Yuan-Ting Zhang, Ph.D. (Professor of
Electrical Engineering, Founding Head of
Biomedical Engineering, Director of Joint
Research Center for Biomedical Engineering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 Jin Soo Lee, Ph.D. (Professor & Chair of
CiTE and Director of i-Lab at POSTECH)
3. Officials from government funding agencies,
representatives from sponsoring companies,
and CiTE/i-Lab faculty/students/researchers/
staff
• 세부일정

시간
Session I

내용
Advisory Board Meeting

09:00~09:10

Welcome

09:10~10:10

Vision and current status of
CiTE/i-Lab and challenges

10:20~12:10

Q&A and discussion

12:10~12:45

Lunch

12:45~13:30

Meeting with the CiTE
Students

Session II

CiTE/i-Lab Seminar Series

13:30~14:30

Seminar I: Dr. Bob Gove

14:30~15:30

Seminar II: Yongmin Kim

15:30~15:50

Coffee break

15:50~16:50

Seminar III: Dr. Euisik Yoon

16:50~18:00

Brainstorming on the future
of CiTE/i-Lab Chaired by
Dr. Seong K. Mun

18:10~22:00

Dinner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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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센서 융합 및 System Integration

조현우 박사
2011년
2011년
2012년
2013년

POSTECH 박사
POSTECH 정보통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삼성중공업 책임연구원 (계측제어연구파트)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Research Area: 센서 신호 처리, 수중 물체 탐사,
초음파 영상 개선

연구 분야 소개
우리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공학에서는 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을 예로 들면 장애물
을 인식하여 회피를 하는 동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목표한 대상을 인식하고 이에 접근하는
것 등 많은 동작이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수행됩니다.
저는 로봇,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 해당 시스템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저울보다 그 동작원리가 더욱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센서
를 모델링하고, 그 센서 모델의 오차를 다양한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Gauss-Newton 혹은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과 같은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센서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센서를 보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수중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물체인식
센서 시스템 보정
우리가 몸무게를 젤 때 처음에 저울의 눈금이 영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합니다. 만약 영점에
위치하지 않았다면 측정한 몸무게는 실제보다 더 무겁
거나 가볍게 나오는 오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센서도 저울과 같이 사용 전 혹은 사용 중
자동으로 영점이 보정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

광학 카메라는 육상에서 물체를 자동 인식하기 위한
훌륭한 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빛이 진행할 수 있는 거리가 현저히 짧아지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중에 떠다니는 부유물 등에 의한 물의 혼탁함
은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
다. 따라서 수중의 경우 기본적으로 초음파 화상 장비

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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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Newton Algorithm을 사용한 자기장 센서 보정 과정>

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초음파 화상 장비를 활용하면서, 대상 물체가 매우 근
접하거나 물이 깨끗할 경우 육상과 같은 카메라를 함
께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초음파 화상 장비의 영상이 카메라 영
상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과
카메라가 넓은 수중 영역을 촬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상호 보완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 카메라, 초음파 장비 융합>

실시간 출력 영상 촬영 장치 개발
초음파 영상은 광학 영상에 비해 영상의 신호 대 잡음
비가 떨어집니다. 이는 영상에 더 많은 잡음이 포함되
어 그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직접 보는 작업자를 위해서도, 영상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서도 초음파 영상의 잡음

을 제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초음파 영상장비의 회전 및 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Gyro센서와 Doppler Velocity Log 데이터를 융
합하여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중 초음파 영상 촬영 실험 (인공어초)>

저는 고속으로 이동하
는 초음파 화상 장비
를 이용한 수중 물체
탐지 기법 개발과 초음
파 영상, 레이저 비전
기술, 카메라 영상을
융합한 수중 환경 3D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과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한 수중 물체 탐사>

<초음파 영상 품질향상: (a) 적용 전, (b) 적용 후, (c) 광학영상 알고리즘 단순적용 시>

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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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OLED 소자의 광효율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 wave guiding 및 전반사 효과에 의한 빛의 손실
을 줄이고, 그림과 같이 저굴절/고굴절 또는 고반사(저
흡수)/고흡수(저반사)를 갖는 나노 계면층을 기판상에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도입하여 anti-reflective 및
microcavity를 이용한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기 전기 소자 및 나노 박막

손선영 박사
2007년
2007년
2008년
2011년
2014년

자가충전식 OLED 조명의 융복합 디자인

성균관대학교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에코비즈 대표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Research Area: 플렉서블 유기나노소자, 유무기 나노하
이브리드 계면, 유무기 나노박막 물성

연구 분야 소개

광효율 향상을 위한 OLED소자의 광추출 기술

최근 에너지 및 환경문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세대 조명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전기에너지는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사용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20%로 높다.

OLED의 효율 향상을 위한 광추출 기술은 고신뢰성
의 OLED 소재개발 및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100
%의 내부양자효율을 얻는다 해도 실제 소자 구동시
공기층-유리-전극-유기물간의 굴절률 차이로 인한
wave-guiding 효과와 유리 기판과 공기의 굴절률 차
이에 의한 전반사 효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외부
로 나오는 광은 약 20%에 불가하다.

따라서, 삶의 질을 위해 인간중심의 웰빙형 조명에 관
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반도체 광원을 이용한
고체조명(solid state light)에 대한 개발이 중요한 이
슈가 되고 있다.

최근 OLED 소재의 성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유기
발광 소재 개발에 의한 OLED 전력효율의 향상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 향후 OLED 산업의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핵심 열쇠 기술은 광추출 기술이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기존 형광등에 비해 자가충전식 태양전지를 접목한
OLED 조명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 안전성, 친환경적
이며 인간중심의 웰빙형 조명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응용 가능하다.

오염방지 유무기 나노박막 코팅
고체 표면의 젖음성(wettability)은 매우 중요한 성질
이며, 이는 표면의 화학적성분과 기하학적 미세구조
(geomewtrical microstructure)에 의존한다.
최근 자외선 광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물에 대한 접촉
각(water contact angle, WCA)이 거의 0o인 초친수
성(super-hydrophillic) 산화물을 이용한 코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물질은 이미 김서림 방지(antifogging)와 자가세정(self-cleaning)능력을 갖는 투명
초친수 코팅에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최근 150o 이상의 접촉각을 갖는 초소수성
(super-hydrophobic) 표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흥미가 유발되고 있다. 초소수의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쉽게 구르기 때문에 방수, 방담, 방상, 착설 방지, 건축
자재, 화장품, 섬유처리, 전자용 부재, 조수에 의한 부
식 방지 등의 기능성이 있어 산업 공정은 물론 일상생
활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최근, 소비자들의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고자 주력산
업분야에 소비자 감성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적 디자
인이 접목한 신개념의 융합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동
일 기판상에 박막형 태양전지와 OLED 결합을 위한
parallel 및 series 형태의 logic 설계는 본 연구의 핵
심기술이 될 것이다.

단결정 구조를 갖고 점광원으로만 구동할 수 있는
LED에 비해 다결정 또는 비정질 구조를 갖는 OLED
조명은 자연색에 가까운 전색화(full color)와 유연성
(flexibility)이 뛰어나면서도 2차원 점광원, 선광원 및
면광원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대면적 설계가 용이하므로 기존의 백열등과 형광
등과 같은 광원들과 비교해 디자인 자유도가 높으며,
발열이 없고, 디밍(Dimming)이 가능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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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양자효율 100% 기준으로 실제 소자 구동시 약 20%의 외부 광효율>

<태양전지+OLED+컨트롤러+배터리가 결합된
소자구조 설계 및 디자인 예시>

<일반유리, 초소수(WCA>150o) 및 초친수(WCA<10o)
코팅된 표면의 젖음성 테스트>

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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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용 패턴 기반 추천 시스템

빅데이터 검색 및 마이닝

사용자는 흥행성의 측면에
서 보았을 때 다양한 소비
패턴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
의 알고리즘은 주로 고 흥
행의 작품만을 위주로 추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프로파일을 작성
하고 해당 프로파일과 사용
자 성향 정보를 통합적으로
결합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오진오 박사

<흥행성 측면에서 살펴본 사용자의 다양한 영화 구매 패턴>

2014년 POSTECH 박사
2014년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위치 기반 정보 보안 알고리즘
위치 기반 서비스는 최근 모바일 디바
이스의 보급과 함께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위치 기반 서비
스가 활발해 짐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사생활 노출 문제도
커지고 있다.

Research Area: 추천 시스템 및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
병렬 분산 데이터 마이닝

본 연구에서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의
사생활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 보안 알
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연구 분야 소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추천 시스템 개
발 및 데이터 베이스와 융합된 고급 정보 검색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보안 및 지역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연구 개발한 바 있
다.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의 정보 보안 알고리즘의 동작 예>

최근 빅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한 병렬 분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랭킹 기반 정보 검색 시스템
사용자의 이용 정보 및 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문서를 재
정렬하여, 문서 검색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정보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의 평가 정보에 따라 결과를 재정렬해주는 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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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보

전형일정
내

용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접수

전형일정
2014. 9. 6 (토) ~  9. 12 (금) 18:00까지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2014. 8. 11(월) 10시부터 사전 작성 가능

창의IT융합공학과 입학전형 안내

서류제출

2014. 9. 6 (토) ~  9. 12 (금) 18:00까지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11. 14 (금)  10:00

면접

2014. 11. 22 (토) ~ 11. 24 (월)

최종합격자 발표

2014. 12. 5 (금)  10:00

등록

2014. 12. 8 (월) ~ 12. 10 (수) 16:00까지

추가합격자 발표

2014. 12. 11 (목) ~ 12. 15 (월) 21:00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14. 12. 11 (목) ~ 12. 16 (화) 16:00까지

1. 2015학년도 대학(학부) 입학전형 안내
창의IT융합공학과(CiTE) 인재상: i형 인재 (창의적 IT 융합 인재)
교육비전: "Great Place for Learning"

지원자격
- 201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15년 2월 고등학교 조기졸업자로 판단되어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 1단계 전형: 서류평가 100%
    가. 전형요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형요소로 사용하지 않음)
    나. 전형방법
       1) 평가내용: 지원자의 잠재력과 우리 대학에서 수학 가능한 학업능력 평가
          ※ 잠재력은 지원자의 자질, 태도, 인성 등 과학기술계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 가능성 평가
          ※ 학업능력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평가
       2) 평가방법:  다수의 평가자가 지원자의 모든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3) 합격자 결정: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입학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과별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로 1단계 합격자 선발
2. 2단계 전형: 면접평가 100%
    가. 전형요소: 잠재력 평가면접, 창의력 평가면접
    나. 전형방법
       1) 잠재력 평가면접
          가) 평가내용: 지원자의 자질, 태도, 인성 등 과학기술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종합적
                         으로 평가
          나) 평가방법: 개인면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명: 창의IT인재전형
- 모집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 모집인원: 21명

23

POSTECH i-Lab Review I Summer 2014 Vol.2

       2) 창의력 평가면접
          가) 개인면접: 이공계 학업역량 및 사고력, 창의력 평가
          나) 그룹면접: 융합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한 창의력 평가
       3) 합격자 결정: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으로 판정

입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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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학년도 대학원 입학전형 안내

제출서류
서류구분

제출여부

입학지원서 1부

필수

자기소개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1부

필수

교사추천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1부

필수

고등학교 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필수

제출방법
인터넷 접수
(http://admission.postech.ac.kr)
단, 외국고 출신자는 교사추천서
우편접수
온라인 제공동의 또는 우편 접수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선택

우편 접수

조기졸업확인서 1부

해당자 필수

우편 접수(해당자에 한함)

모집학과 및 모집과정
- 모집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 모집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전형일정
구분

창의IT융합공학과 면학지원 특전
1. 입학생 전원에게 i-Lab 장학금 지급

원서 접수

전형일정
상반기(1차)

비고

하반기(2차)

•인터넷 접수(http://admission.
9.16(화) ~ 10.14(화)
postech.ac.kr)
• 수험표: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 가능

6.23(월) ~ 7.18(금)

   - 1,200만원/년 지급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교재비 등 포함)
   ※ 단, 학사경고 시 지원 불가

• 마감일 17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인터
넷 접수도 마감일 17시까지 가능함
• 도착 여부 확인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
이지에서 가능함 (단, 마감일 임박하여
제출한 경우 2~3일 경과 후 조회 가능)

2. 해외 단기 유학 실시
   - 유학 대상기관의 자격기준 통과 시 1학년 2학기 해외 유수대학에 6개월 이내 유학 기회부여 및

서류 제출 기한

7.18(금)

10.14(화)

경비지원
3. 자기주도적인 교육과정 수행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10.28(화) ~ 10.30(목) • 학과별로 발표 시작일 상이함
• 발표 시작일로부터 1주일간 조회 가능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작

7.28(월) ~ 7.31(목)

4. 학생활동지원

2단계 면접 또는
전공(구술) 시험

~ 8.5(화)

~ 11.14(금)

•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학과에서 개별
안내함

   - 학생창의과제 공모: 최대 2,000만원 연구비 지원(개인 또는 팀별 프로젝트 신청)

최종 합격자 발표

8.14(목)

11.27(목)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14시
발표 예정)

2015년 3월(정시)
입학자: 2월초 등록

• 등록일정은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 및 합
격자에게 개별 안내함

   - 입학 후 ‘자기주도 성장계획(PGS: Personal Growth Statement) 설계’ 교과목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향후 교과과정 구성에 반영 함
   - 실행과정에서 지도교수, 연구원의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입학 전 수업비용(온/오프라인 영어강의, 영상제작강의 등)지원
   - 연구용 노트북 지급
   - 학과 동아리 활동 및 학생회 활동 등 지원

합격자 등록일

문의처
1. 담당부서: POSTECH 입학학생처 입학사정관실 (무은재기념관 201호)
2. 연락처
   - 주소: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효자동 산31) POSTECH 입학사정관실
   - 전화: 054-279-3610 (팩스 : 054-279-3725)

구분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 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 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적 사항

• 한국 국적 소지자

2. 연락처
   - 전화: 054-279-8886 (팩스: 054-279-8899)
   - 이메일: kmyy1234@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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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석·박사통합과정

1. 담당부서: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나노융합기술원 209호)
   - 주소: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2015년 3월 (정시)
입학자: 2월초 등록

지원자격

   - 이메일: postech-admission@postech.ac.kr

학과 사무실

2014년 9월 (조기)
입학자: 8월말 등록

공통

• 수학능력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영어요건 중 1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 (기준에 미달되는 성적표는 접수
하지 않으며 지원 서류 미비로 처리됨)
-  POSTECH ITP 550점 이상 취득
-  공인영어성적 조건 충족
TOEFL(PBT)

TOEFL(CBT)

TOEFL(iBT)

TOEIC

TEPS

IELTS

550

213

79

800

680

6.0

입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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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세부 전공 분야

1. 1단계: 서류전형

세부 전공 분야

    (1)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연구 분야

교수진

Intelligent Media Processing

김대진

Database and Data Mining

한욱신

Compiler and Parallel computing, Web Browser
Optimization

김한준

2. 2단계: 인성, 구술, 창의력평가

Vehicle Control Robotics and Automation

이진수

    (1)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Display and Semiconductor Devices

강봉구

       - 인 성: 가치관, 성실성, 열정, 성격 등의 자질을 바탕으로 기술활용을 즐길 수 있는지를 평가

R o b ot i c s , I nt e l l i g e nt Ve h i c l e s , C o m p u t at i o n a l
Intelligence

오세영

Control, Signal Processing, Fault Diagnosis, Defect
Detection

김상우

Exploratory Circuit Design

김재준

Autonomous System, Intelligent Robotics

유선철

Organic Printed Electronics, Flexible Displays and Solar
Cells

정성준

Advanced Nanodevices and their Solutions

백창기

CAD, SoC, Display, Computer Vision , Medical Imaging

김영환

       -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학업 성취도(성적),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영어성적 등을 통해 지

Smart
Computing

원자의 잠재력과 수학 가능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학과 대학원위
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 구 술: 지원자의 학부(또는 석사) 전공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IT분야와 어떻게
접목시켜 융합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연구계

Smart Devices
and Systems

획을 평가
       - 창의력: 개인 및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창의적인 발상을 하
고 전공 기초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는지를 평가. 자유연상창의력, 공학적 상상력/
창의력, 융합적 상상력/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며, 문제를 해결한 답
안과 과정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심사하고 체크함.
    (2) 평가 기준
과정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대상

과목

평가방법

인  성

• 가치관, 성실성, 열정, 성격

구  술

• 전공 및 희망 지도교수 중심으로
평가위원 구성 (1조: 4~5인)
• 연구실적/연구계획 발표 및 Q&A
• 통합과정의 경우 15분 발표, 15분
• 전공 관련 지식 및 연구 실적의
Q&A가 있을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우수성
15~20slide로 제한함
• IT융합 분야의 연구계획 우수성 • 박사과정의 경우 20분 발표, 20분
Q&A가 있을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20~25slide로 제한함 (박사과정
지원자들은 석사학위 논문발표를
포함하여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함)

창의력

• 창의력, 인문학적 상상력
• 융합사고 능력

• 주임교수평가(10분)

• 개인평가, 그룹평가 (3~4시간)

창의IT융합공학과 면학지원 특전
1. 학생지원
   - 장학금: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3,000만원/년 지급 (6학기 내)
   - 연구비: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1,000만원/년 지급 (지도교수에게 배정)
   - 창의과제 공모: 최대 2,000만원/년 연구비 지원 (개인 또는 팀별 프로젝트 신청)
2. 아파트형 기숙사 제공
   - 침실3개, 거실, 부엌, 베란다, 화장실 구조로 개별 난방 시스템 도입 (3인 1실 사용)

IT-based
Future Healthcare

Humanities, Arts, Social
science & Entrepreneurship

Medical Imaging and Computing

김용민(총장)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이필중

Photoacoustic/ultrasound/optical imaging and imageguided theranostics

김철홍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김수영

Learning Technologies, HCI

소효정

문의처
1. 담당부서: POSTECH 입학학생처 대학원업무팀 (무은재기념관 202호)
2. 연락처
   - 주소: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POSTECH 입학학생처 대학원업무팀
   - 전화: 054-279-3783, 3784
   - 이메일: grad-admission@postech.ac.kr

학과 사무실
1. 담당부서: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나노융합기술원 209호)
2. 연락처
   - 주소: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 전화: 054-279-8885 (팩스: 054-279-8899)
   - 이메일: leehj2000u@postech.ac.kr

   -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기숙사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가능
3. 해외인턴십
   -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해외 유수기업, 벤처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에서 실무경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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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2014년 1월 4일,
14학번 학생들이 저희 학과 공간인 창의공간에 모였습
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명의 친구가 불참하였지만 처음으
로 동기들을 만난 멋진 날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어
색했지만 앞으로 3년을 함께 지낼 친구들이 어떤 사람
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만의 창공이야기

김재준 교수님의 환영인사를 들으며 합격을 다시 실감
하였고 한 명씩 자기소개도 했습니다. 신입생들의 간단

한 소개를 들은 후 우리는 경주에서 선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과에
서 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마
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에 유용한 정보들도 들었습니다. 선배들과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된 시간들이었
습니다.

바쁘고 정신 없었던 대학생으로서의 처음 학기가 막을 내렸
습니다. 수시캠프를 통해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 어색하고
설레었던 마음을 가진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틈틈이 다양한 행
사들을 기획하여 동기들끼리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20명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과 한 학기를 지내면서 어
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장수빈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처음 친구들을 만나는 ‘수시캠프’
2013년 12월. 합격자 발표가 난 뒤 창의IT융합공학과
(이하 창공과) 학생이 될 생각에 들떠있던 중 1월 4일
과 5일, 1박 2일 동안 수시캠프가 진행 되었습니다.

수시캠프는 선배들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미리 만
나 친해지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
한 창공과 선배들을 만나고 동기들을 처음 볼 생각에

즉흥적이라 더 즐거웠던 ‘영일대 소풍’
처음 개강한 날, 우리의 첫 수업은 중급 시청각 영
어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맡으신 분은 Jared
Dittmer 교수님이셨는데 계절학기 수업도 맡아주셨던
교수님이라 편하게 OT를 할 수 있었습니다. OT는 수
업설명 종이를 나눠주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1시간
이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는 즉
흥적으로 영일대로 소풍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영일
대는 북부해수욕장에 있는 누각으로 해맞이 전망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3월초라 날씨가 쌀쌀하긴 했지만 바
다를 보니 가슴도 트이고 기분도 들떴습니다.
바다를 거닐고 영일대도 오르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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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은
채 갔던 소풍이었지만 부족한 것 없이 맛있는 것도 먹
고 예쁜 단체 사진도 찍으면서 친구들과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매번 색다른 우리들의 ‘생일파티’
우리가 준비하는 주기적인 행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생일파티입니다. 우리는 생일
전에 생일 당사자를 제외하고 생일준비위원회(이하 생
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생준위 위원장은 그 전에 생일이었던 사람이 맡는데,

창공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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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생준위 위원장은 제가 맡아
서 비밀리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생준위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
는 주제로 파티를 준비합니다.

에 초를 켜놓고 6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계속 자리를
바꿔가며 모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
램입니다.
처음에는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낯간지러웠지
만 친구들과 마음에 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안 해보았던 친구
들과도 얘기해 볼 수 있었고 친한 친구들과도 더 진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화 시
간이 짧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우절에 생일인 경수
에게는 우리끼리 싸우는 연기를
해서 깜짝 파티를 해주었고 과대
인 손샘에게는 동기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준비하기
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친구들을 더 깊게 알 수 있었고 겉으
로 볼 때 몰랐던 친구들의 속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하
고 야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숙소 주인
아저씨께서 단체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으로 MT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끼리 간 MT라 계획할 때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손
이 가는 일이 많았지만 모두가 다치지 않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온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일파티는 파티를 기획하고 선물
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만
의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생일을 챙겼는데
2학기에는 유학을 가느라 뿔뿔이
흩어져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생일을 챙겨주게 될 지 기대가 됩
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힐링타임, ‘동기MT’
4월 26일 ~ 27일 저희는 동기 MT를 떠났습니다. 이번
MT의 주제는 Healing!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중간고
사를 위해 그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의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오랜만에 함께 모여 놀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생의 MT하면 술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저희는
술은 하나도 사지 않았고 경주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숙소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소소한 프로그램들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팀을 나누어 서로 다른 코스와 방법으로 정해진 장소
를 들렀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팀도 있었고 걸어다
니면서 곳곳에 숨겨진 재미
있는 곳을 방문한 팀도 있
었습니다.
3시간 정도 팀끼리 놀고 난
후 다시 모여 함께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고 숙
소에 짐을 풀고 나서 고기
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
는 저녁을 먹고 나서는 ‘너
와 나의 360’이라는 프로
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너와 나의 360’은 일렬로
2명씩 마주보고 앉아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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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를 마무리하는 ‘단체사진’
우리 학과는 1학년 2학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
니다. 이번에는 Berkeley, Stony Brook으로 나누어져
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Stony Brook, 포스텍으로 나눠져서 2학기를 보내게
되어서 1학기 동안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이 있으
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Berkeley에서 계절학기가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기말
고사가 끝나고 다음날인 6월 21일, 7명의 학생이 출국
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두가 모
여 한 학기를 정리하는 기념으로 단체사진을 찍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시험이 끝난 목요일 우리는 사진관으로 향했습
니다. 다소곳하게 찍기도 하고 창공과의 공식 포즈도
취하면서 촬영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모두 한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Berkeley,

다들 인물들이 멋있고 예뻐서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습
니다. 단체사진은 2학기 동안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보
고 싶을 때마다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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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Part II: 창의ICT융합인재양성 포럼
시간

내용

13:00 ~ 14:05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4

14:05 ~ 15:45
15:50 ~ 17:30

더 나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새로운 유형의 명품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 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

비고

• 개회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환영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축사

미정

• Keynote Speech 1

포스텍 / 연세대학교

• Keynote Speech 2

글로벌 대학 관계자

• Panel Discusstion

국내외 대학 및 기관 관계자

□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3

를 제시하고자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4”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공학기술, 문화, 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안
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지난 2013년 9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최로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포스텍,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창의ICT융합인재포럼”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미래 교육 및 다각도의 IT융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빅테이터 관리 및 분석 최신하드웨어, 스마트 플라스틱 전자시스템(Smart Plastic Electronic

▲ 성과발표회

System), 스마트 나노기술(Smart Nanotechnology), 무인로봇 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Robot), 방사선 없는 의학화상 (Radiation-free Medical Imaging) HMD와 증강현실 등 선정된 연구 결
과를 보여주는 30여 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전시하고 新 공학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시: 2014년 8월 21일 09:00
▲ 성과발표회 전시 부스

• 장소: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F)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포스텍,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연세대학교

□ Part I: 성과발표회
시간
09:00 ~ 11:40

내용
• 창의 교육·연구 발표
• 전시 부스 운영

비고
포스텍,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연세대학교
교수 및 학생

□ 오찬 (11:40~13:00)
▲ VIP 전시부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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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Discusstion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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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UNY Korea ITCCP (IT Consilience
Creative Program) Teambuilding Event

SUNY Korea Attends ITCCP Workshop
at POSTECH - 2014
On Friday May 30,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SUNY Korea funded by ITCCP attended
a joint POSTECH - SUNY Korea workshop hosted by POSTECH at the i-Lab at Pohang.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both Universities presented their research and had valuable
discussions about their work.

▲ SUNY Korea Students Traveling to Pohang from their Incheon Base

Afterwards the SUNY Korea members toured the impressive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PAL). We saw an interesting video about the workings
of PAL and thereafter we saw the different parts of the 3rd Generation
Accelerator.

O n S at u rd a y M a y 2 4 , 2 0 1 4 S U N Y Ko re a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ITCCP
scholarship recipients) from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took a trip to Daebu-do. It
was a sunny spring afternoon, broken up into a
competitive but fun game of paintball followed
by a foot volleyball game. Faculty and students
were divided into teams and battled for a few
rounds of each. In the evening, they enjoyed a
barbecue with delicious meat and vegetables
near the beach. All students agreed that they
had a fantastic and memorable time together,
and they were very happy to get to know the
ITCCP members in a relaxed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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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Y Korea Students at the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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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Viz: A Tool For Creating Memorable
Visualizations

Data Map: A Tool for Data Set Explorer
Shenghui Cheng and Klaus Mueller

Darius Coelho, Sungsoo Ha, Shenghui Cheng, Salman Mahmood,
Jisung Kim and Klaus Mueller
Visual Analytics and Imaging Lab, Computer Science Department, SUNY Korea

Visual Analytics and Imaging Lab, Computer Science Department, SUNY Korea

Nowadays, in our everyday life, there are massive data.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 data, but do
not know how to use it.  We developed a tool called Data Map, which can help people explore and
use the data they meet in everyday life to make a good decision. Basically, it combines the data
attributes and data items together and lays them out as a map. By means of this, people can easily
pick up the items that meet their preferences.
An example application of our tool is the task of selecting a wine
from a large set of wines. We chose red wine for the sake of this
example. Red wine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but diners
do not know how to make a choice according to the ingredients
and properties. They can now use the Data Map we designed as
a guide, in a way similar to searching a location in a map. They
can find a red wine they will like best according to its location in
the data map: near the attributes they like but far away from the
attributes they dislike. In order to make the map convenient to use
when in a store or restaurant, we are also currently developing an

The age we are living in today is known as the
'Information Age' due to the flood of information
flowing through daily life. We are surrounded
by various sensors and other data collection
tools thereby creating massive amounts of data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people to even
read the data let alone gain any insight into it.
A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visualize the
massive data by creating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data. But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tend not to remember the visualization if it
is too boring or ordinary looking. To address
this issue we try to understand what makes a
visualization memorable and use this knowledge
to create a tool that assists average users to
produce memorable visualizations.

images of human recognizable objects (Fig.1).
We introduce a tool called MemViz that allows
users to create these memorable graphs.

The MemViz Tool
MemViz is designed to help average users to
create memorable visualizations based on basic
graphs such as line charts and pie charts. We
use content based Image retrieval to help users
select backdrops with human recognizable
objects for their charts based on the topic of
the data. For line charts we analyze the edge
map of the image by traversing all edges and
finding the edge that is the closest match in
terms of general shape and orientation to the
line chart. We then place the line chart over
the matching edge in the image. In case of pie
charts we allow users to select regions in the
image which we segment out using the grabcut
algorithm. Next we divide the region based on
the data and color the region but retain the
original luminance. Some of the visualization that
we created with our tool are shown in Fig. 2.

Fig.1. The Red Wine App

app which can be installed in
a mobile phone. Fig.1. shows
an early prototype of this app.
Another application is the
selection of stock(see Fig.2.).
Similar to the previous
example, a casual investor
Fig.2. The Data Map of Stocks
can pick a stock according to
the location to its attributes. We also provide a recommendation layer for non-expert stock investor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stocks and attributes, our data analytics engine divides the stocks
into four clusters: short term investment stocks, middle term investment stocks, long term investment
stocks and challenge investment stocks. Users can invest in a stock depending on these investm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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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ombining common graphs with images

Creating A Memorable Visualization
A recent study performed by researchers at MIT
indentified certain traits of a visualization that
makes it memorable to a user. They observed
that common graphs are less memorable than
unique visualization types and also visualization
attributes like color and the inclusion of a human
recognizable object enhance memorability.
Based on these observations our work makes
the common graphs more memorable by
colorizing the graphs and blending them with

Fig.2. Memorable visualizations created with our tool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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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Stony Brook University

Technology, Policy and Innovation PhD course
requires two semester studies at Stony Brook
University (SBU) in the State of New York, USA.
Starting from Fall in 2013, I studied at SBU
for two semesters and I’d like to share my
experience.
First of all, native and Korean PhD students
took two core courses together and it was
very interesting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each person with different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For instance, American people tend to be more
diligent to design acceptable decision-making
processes.
Once people agree on the methodology, the
result of decision-making process is fairly
acceptable.
However Korean
people tend to focus
on satisfying results
from decision-making
processes.
T h i s re s u l t - o r i e nt e d
approach could be seen
in many different social
contexts.
Self-management
skills seemed to be
important, because I
only took three courses
per semester as a PhD
student.
Small number of
courses allowed me to
conduct self-research
on various topics.

▲ Heavy snow in Chapin apartment, SBU in D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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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coming to US, I
had been working full
time and it was a little
luxurious to have plenty
of time only to read and

▲ My old friends and me, farewell dinner in NYC, May 2014

write on my own pace at SBU. IT services at
SBU were surprisingly very convenient.
As long as I was on campus, I could have
almost unlimited access to hundreds of journals
online for free, and I think it would be very
helpful if SUNY Korea students can have the
same level of IT support for research.
SBU is also very international. You can see
many Indian, Chinese, and Korean students on
campus, and multi-national cultures are very
much appreciated.

SBU is located in a modern suburb, and
sometimes I felt SBU life is a little bit dull
without many exciting events.
However the campus is very beautiful with
plenty of woods and I could have some relaxed
moments of looking up the sky full of stars at
night, which you would not easily remember to
do in big and busy cities.
We also had very heavy snow over the winder
in 2013-14, and my housemates from China
were so excited to see real snow in their lives
for the first time.

I personally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or accept differences in this
globalized world, which became so small.

I will probably miss the relaxed life style in SBU
more than I appreciated it when I was there.

Openness to differences is one of key elements
to become an effective communicator in the
multi-dimensional world.

Sehee Park

As a native Seoul-ian, I personally missed the
life style of metropolitan such as in NYC or
Seoul.

2nd year PhD student
Department of Technology & Society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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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 study experience

I have already studied in the
states during my undergrad, so I
wasn’t excited to visit Stony Brook
for a year.
But now I look back this past year
and realize it was special time
for me. One year can be long for
some, but to me, it went by real
quick.
Living in Stony Brook could be
uncomfortable; their transportation
isn’t well managed as the one
here in Korea, and there aren’t
a n y re st a u ra nt s a n d m a r ket s
nearby.

▲ Me in the middle with friends from Stony Brook
early in the morning in Newark Airport

However, visiting Stony Brook
could have a beneficial effect in many ways.
I have matured and broaden my knowledge to
think in different ways.
I have a background in engineering, and I
have relied heavily on only the results, but
management isn’t only about successful
outcomes, but also the step by step processes
and the minor details we tend to ignore.

with were businessmen, but in Stony Brook, I
met future lawyers, financial engineers, doctors,
mathematicians, artists, and musicians.
It helped me realize more that society is
not just about business, but an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industries to form a
community.

I had the opportunity to hone down on a
research interest, and helped me make a step
forward on preparing for my qualifying exam.
Not only academically, but Stony Brook has
made me mature as a person. I coped with a
variety of people in various fields.
While in SUNY Korea, most people I inte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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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woo Chang
2nd year PhD student
Department of Technology & Society

후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