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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래융합포럼 개최

• 일시: 2018. 11. 21 (수), 10:00~

• 장소: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  Beyond the Human,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전

• 대상: 산·학·연 연구자, 일반국민 등 누구나

• 내용: 미래유망 융합이슈 10선 발표, 융한엽구 교류회 등

내용:   융합플러스 강연 (창의IT 장진아 교수)

내용:    융합교육 토론회 (창의IT 김진택 교수)

창의IT융합공학과 학회지 ExCiTE Vol.5 발행

• 발행일: 2018. 12. 1 (토)

• 목적: 창의IT융합공학과 홍보

• 제작: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아카이부)

• 내용: 주임교수/학회장 인사말, 학과 문화 및 교과목 소개, 

   학생활동 소개 등

창의IT 김철홍 교수 포스테키안상 수상

• 일자: 2018. 11. 30 (금)

• 장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개교 32주년 기념식'

• 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 내용: 2018년 자랑스러운 포스테키안상(연구부문)  수상

[창의세미나] Dr.Divesh Srivastava (AT&T 
Labs-Research)

• 일시: 2018. 10. 10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Big Data Integration for Product Specifications 

[창의세미나] Prof. Khuri-Yakub (Stanford Univ.)

• 일시: 2018. 10. 17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Capacitive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s(CMUTs): From inception to 

  commercialization

[창의세미나] 조문호 교수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 일시: 2018. 10. 31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Automically Thin Electronic Circuits on 2D 

  Flatlands

2018-2학기 창의IT설계 발표회

• 일시: 2018. 12. 7 (금), 9:3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대상: 창의IT설계 교과목 수강생 33명 (총 22개조)

• 내용: 창의IT설계 연구내용 발표

• 수상자: 최우수상 1팀 창설IV 이창훈, 우수상 2팀 창설II 

  김재현&현예원, 창설IV 김진우

세미나 소식

[특별세미나] Dr. Charles Lee (The Jackson Lab.)

• 일시: 2018. 10. 4 (목), 11: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Embracing Genomic Complexity - From 

  Structural Genomic Variation to Patient Derived 

  Xenografts [창의세미나] 박동건 고문 (삼성디스플레이)

• 일시: 2018. 11. 14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Make it Smarter with Deep Learning

[창의세미나] 이승철 교수 (포스텍 기계공학과)

• 일시: 2018. 11. 21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Make it Smarter with Deep Learning

[창의세미나] 박종애 상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 일시: 2018. 11. 28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Mobile Healthcare: How digital ideas 

  become reality in Healthcare?

[창의세미나] 이지현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 일시: 2018. 11. 7 (목),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Form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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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 백창기 교수팀,
극미량 불소·불산 5초만에 감지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김기현 교수·박

사과정 조현수 씨는 산업 현장에서 극미량의 불소와 불산 

등 유독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열증착 기법을 활용한 원

천센서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센서 분야 저명 학술지

인 ‘센서와 작동기 B: 화학(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기존에는 무색무취여서 조기 감지가 쉽지 않은 불소와 불산

을 감지하기 위해 다결정 감지막과 산화물 반도체 소자를 

활용했다. 하지만 원천 기술 부족으로 핵심 센서의 대부분

을 수입하고 있었고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생산비용이 비싸

서 가장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연구팀은 실리콘 재료를 활용하고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

해 불소·불산 센서를 제작했다. 열증착 기법을 최적화해서 

다결정 불소·불산 감지막 (poly LaF3)의 화학적·물리적 성

질을 개선해 수중에 존재하는 불소와 불산을 우수한 검출한

계(불소:1.9pbb, 불산: 4.5 ppb)로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존의 다결정 감지막 기반의 불소센서 대비 검출한계

가 약 20배 이상 향상됐다.

이 기술은 실리콘과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쉽고, 0.2mm2의 작은 크기여서 초소형 센서 

및 모바일 센서로 개발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뿐만 아

니라 불산을 5초 만에 감지할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검

출 센서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를 주도한  포항공대 김기현 교수는 “개발된 센서기술

은 작게 만들 수 있는 데다 기존의 불소·불산 센서 대비 약 

10% 수준으로 가격 절감이 예상돼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이라며 “유독물질인 불소·불산의 유출을 산업 

현장에서 조기 감지하는 기술을 국산화하고 안전한 산업환

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ICT명품인재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2년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반경 700미터 

이내 지역이 초토화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불소와 불산은 

철강,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전반의 생산 공정

에서 핵심 물질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유독물질이기도 하

다.

구미 사고처럼 불소·불산은 누출되자마자 바로 조치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노출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민감

한 센서 개발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입해서 써야 

했고, 비싼 비용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유독물질 감지할 수 있는 

원천센서기술 개발

불소•불산 감지 LaF
3
 센서 수돗물을 활용한 불소 불산 검출 실험 모습

용어설명

1. 열증착 기법 : 높은 진공상태에서 증착하고자하는 특정 물질에 열을 가

해 기화 시키고, 기체상태의 물질이 목표하는 곳으로 날아가 박막으로 형

성되는 반도체 박막 제작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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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 김철홍 교수팀,
광음파 영상기술의 실용화 방법 찾았다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박사과정 박사라 

씨 팀은 신소재 공학과 정운룡 교수·통합과정 박경배 씨 팀

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1064나노미터(nm) 파장에서 광음

향 조영제 역할을 하는 Bi2SE3 나노판을 개발했다. 이 나

노판을 활용하면 광음향 영상으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몸

속 깊은 곳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나노

스케일(Nanoscale)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몸에 나노미터 레이저를 쏘면 단파장의 경우 신체 내에서 

잘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에 가까운 혈관에 흡수되는 등 몸

에 많은 요소가 빛을 먼저 흡수한다. 단파장의 경우 깊은 

곳까지 빛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깊이의 조직이나 

혈관 등을 관찰하기에 좋다. 좀 더 깊은 곳을 보기 위해선 

장파장을 활용해야 한다. 장파장은 신체 내에서 거의 흡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곳까지 빛을 보낼 수 있다. 하

지만 이번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받아 몸이 내는 소

리로 조직을 보는 광음향 영상에선 관찰이 쉽지 않았다.

연구팀은 1064nm의 빛에 반응하는 나노판 조영제 

Bi2SE3를 개발했다. 이 나노판을 관찰하고자 하는 조직 

사이에 설치해두면 엑스레이나 시티의 조영제 역할처럼 이

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인체 조직과 

비슷한 닭가슴살 실험을 통해 4.6cm 깊이에서 영상을 얻

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될 전

망이다. 특히 나노판 조영제의 경우 독성이 낮고 생체에 적

합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 없이 정밀 진

단을 받을 수 있다.

포항공대 김철홍 교수는 “1064nm의 파장에서 높은 흡광

도를 갖는 Bi2SE3 나노판을 개발해 광음향 영상에 적용했

다”라며 “이 나노판을 이용해 몸속 깊이 위치한 다양한 조

직의 구조적 정보와 영상을 비침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명품인재양성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 공학분야, 한국연구재단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

어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질병을 찾고 치료하기 위해 사람의 몸속을 좀 더 깊숙하고 정밀하

게 관찰하기 위한 과학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레이저 

빛을 쪼였을 때 몸이 내는 소리로 몸속 촬영이 가능한 광음향 영

상 기술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광음향 영상은 짧은 파장

은 빛을 너무 잘 흡수해, 보고자 하는 장기만 살펴보기 어렵고 얕

은 부위만 관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긴 파장을 사용하면 몸

속 깊은 곳까지 빛이 도달하지만, 빛이 조직에 흡수되지 않아 역

시 타깃 장기만 선별해 관찰하기가 힘들었다. 깊숙한 몸속 관찰을 

위해 긴 파장에서 높은 흡수율을 갖는 광음향 조영제 개발이 필요

했다.

미세혈관 및 세포 관찰 가능한 

광음향 조영제 개발

연구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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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한세광 교수,
2018년을 빛낸 10대 나노기술에 선정

빛에 감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상처치유 및 피부 접합 

기술 (포항공대 한세광 교수) 

근적외선에 감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피부 내부의 콜라

겐 접합을 유도해 피부 절단 부위를 간편하고 빠르게 접합

하는 광의학 기술이다. 상향변환 나노입자(UCNP)에 피부

투과 히알루론산을 섞어 복합체를 제조한 다음 상처 부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파장 근적외선 

빛을 흡수해 단파장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상향변환 나노입

자가 녹색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해 광염료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콜라겐 접합을 유도해 빠르게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

유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고나 상처에 의한 피부 절단 

부위나 로봇 수술 후 피부 절단 부위를 빛을 이용해 간편하

게 접합할 수 있다. 

'아바타'나 '킹스맨' 같은 공상과학(SF) 영화에서 주인공의 

상처 부위나 피부 절개 부위에 빛을 조사해 상처를 치유하

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포항공대 한세광 교수는 이

러한 첨단 미래 의료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빛에 감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상처치유 및 피부 접합 기술을 개발했

다. 

한 교수는 “근적외선을 조사해 피부 깊은 조직에서 콜라겐 

접합을 유도해 피부접합이 빠르게 진행돼 외과수술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봉합사나 스테이플링을 이용한 상처 봉합 

또는 피브린글루와 같은 피부 접착제를 사용하는 피부접합

과 비교했을 때 흉터가 적고 효과적으로 상처 부위가 치유

된다”면서 “상향변환 나노입자의 탁월한 체내 광전달 특성

을 다양한 광의약 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의료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의료용 나노소재 연구실은 생체고

분자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피부투과 단백질 전달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연구와 상향변환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화이바이오메드를 창업해 

피부투과 히알루론산-단백질 접합체 나노의약과 기능성 화

장품, 자기조립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 세포치

료제, 진단 및 치료용 스마트 콘택트렌즈 사업화도 추진하

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나노융합

성과전을 통해 '2018년 10대 나노 기술'이 발표됐다. 과기부와 산

업부 지원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성과를 창출

한 기술 중 추천을 받아 1차로 혁신성, 확장성, R&D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0개 후보기술을 추리고,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정회원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회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선정위

원회 검토를 거쳐 2018년 10대 나노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있는 미래성장동력 기술과 우리 건

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 기술을 아우루는 원천기술로 선정된 총 

6개 기술 중 한세광 교수의 기술이 발탁되었다. 

나노입자-빛으로 피부 접합하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빛을 이용해 상처를 치유하는 광의약 기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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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창의 IT 학부생 송영운,한상혁
국내 최초 지진 대피 안내 시스템 구축하다

지난해 11.15 포항 지진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스텍이 진도 2 이상의 지진계를 만들고 

이 지진계를 이용해 1초 만에 대비 관련 문자를 구성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텍은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송영운, 한상혁 씨와 함

께 지진 발생과 동시에 학교 내에서 감지되는 진도를 정확

히 파악한 후 일정 진도 이상이면 대피하라는 문자를 자동 

발송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텍 

면접고사장에 시범설치해 운영하고, 차후 여러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스텍은 포항 지진 이후 지진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

시하는 등 지진 대피 안내 시스템 마련에 고심해왔다. 그러

던 차에 대학에 기상 관측 장치를 설치해 주변 지역 기상 상

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포스텍 창공 기상대’를 개발한 

이들 학생들과 뜻을 맞추게 됐다. 

학생들은 포항 지진 당시 규모와 진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직접 느끼면서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 실제 포항 지진은 리히터 규모는 5.4였지만 지진 진

원의 깊이가 7km로 깊지 않아 실제 포항 시민들이 느낀 진

도는 VII(7)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밝히기도 했다.

 

규모와 진도가 다른 이유는 규모는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

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진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실제

로 느낀 진도와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상청의 

재난문자는 지진의 규모만 알려주고 있어 실제로 대피에 필

요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학생들은 시중에 나

와 있는 지진계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소 지진이나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지진까지 모두 감지하기 때문에 고가

지난해 11.15 포항 지진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고통을 겪

고 있는 가운데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송영운, 한상혁 학

생이 진도 2 이상의 지진계를 만들고 이 지진계를 이용해 1

초 만에 대비 관련 문자를 구성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진 발생 5초 내 대피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 개발

지진계

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처럼 정밀한 지진계는 필요없으며, 지진의 절대적인 규모

보다는 현재 위치의 진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진도 

II(2) 이상의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지진 관측 시스템을 구

축하기로 했다. 

이 지진계는 인터넷 랜선으로 시간과 전원을 공급받고, 전

원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10시간 까지는 지진을 관측할 수 

있다. 이 지진계는 지진 발생 시, 감지한 진도를 바탕으로 1

초 안에 지진 발생 경보를 발생시켜 대학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구성원들에게 대피 문자 메시지, 혹은 메

일도 즉시 전송할 수 있다. 

송영운 학생은 “대학 안전팀의 시스템과 연계하면, 진도에 

맞추어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피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진 관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하고 최대한 빨리 대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시스

템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학생 역시, “포스텍 주변의 기상을 앱을 통해 정확

하게 전달하는 ‘포스텍 창공 기상대’와 연계한다면 우리 대

학은 폭염과 지진, 홍수와 같은 통합 재난 관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처음 제안한 포스텍 안전팀 신

규호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생각보다 빠른 결과를 얻게 돼,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진

행된다면, 빠르면 2019년 상반기 이전에 대학 전체에 대피

시스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학구성원들

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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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과

Q. 삼성 멀티캠퍼스는 어떤 곳?

삼성 계열사의 하나로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사회 재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 운영하는 교육 사

업 기업입니다. 기업과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

화하는 업무와 지식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죠. 그 니즈가 매우 크고 광활합니다. 그 시장을 무대로 교

육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Q. 디자인 씽킹 워크샵은 어떻게 삼성 멀티 캠퍼스(이하 멀

캠) 교육 프로그램이?

삼성 멀캠에서는 매년 각 분야의 GURU에 해당하는 강사

들을 초청하여 블랙라벨이라는 프리미엄 코스를 개발하는

데요, 2018년에는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에서 실천하는 

차별화된 인문기술융합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포스텍 창의

IT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에게 디자인 씽킹 워크샵을 개설

하는 것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학과의 창의 스튜디오 수업

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씽킹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적인 솔루션

을 만들어내는 것 이잖아요. 이것에 기반하여 직장인들의 

창의적인 문제 발견/해결 역량을 향상 시키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강했고 이것을 삼성 멀캠에서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

는 디자인 씽킹 워크샵을 블랙 라벨 코스로 개설하게 된거

죠.

Q. 워크샵 운영은 어떻게? 

학과의 창의 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직장인들 

맞춤형으로 디자인 씽킹 워크샵을 프로그램해야 하는 일이

기에 김진택 교수가 새롭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구요, 2

일 워크샵 캠프 프로그램과 1일 워크샵 캠프 프로그램을 만

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삼성 멀티캠퍼스에서 
디자인 씽커로 활동중인 
창의IT 김진택 교수

* CCCA (Creative Convergence 

  Cards in Acting)

 : 포스텍 김진택 교수가 만든 융합적 상

  상력과 창조적 프로젝트 실천력 향상 

  카드. 이 카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발견 및 해결을 실천하고 

  미래사회 콘텐츠를 전망해본다.

 * 2일차 워크샵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스타트 업 및 크라우드 소싱 관련 과제 

  제시한다. (참가자는 과제 수행 완료하

  여 2일차 일정에 참가 요구됨.)

프로그램 개요

•  기간: 2일, 총 12 ~ 16시간 (1일 각 6 ~ 8시간)

•  인원: 최대 16명

•  1일차 미션 - Design Thinking without Boundary

주제 시간 내용

Design Thinking in Daily Life 
& 미래 환경

2시간
Creative Ideation 메뉴얼
Design Thinking 이해
모두가 사용자-상상려과 공감의 힘

Design Thinking 기반 혁신 
콘텐츠 디자인 사례 분석

3시간
UX/UI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크라우드소싱, 지속가능성 콘텐츠,
 도시 그린 라이프 디자인, CSR 콘텐츠

*CCCA
카드 활용 워밍업

3시간

객인 혹은 조별로 운영, 
카드 메뉴얼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미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상상력 표현, 
아이스 브레이킹 자연스러운 유도

•  2일차 미션 - Design Thinking without Boundary

주제 시간 내용

가치 디자인 콘텐츠 설계 워크샵 

(프로젝트 디자인 온 페이퍼)
4시간

4인 1조, 크로스 체킹, 크로스 매핑 작용, 

콜렉티브 피드백, 가치 디자인 콘텐츠 설계, 

미래 신영역 창출

스타트 업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창업 및 혁신 아이디어 워크샵(1) 

- 내용 공유 및 콘텐츠 선별

1시간 30분

국외 스타트 업 플랫폼 'Kickstarter' 및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Wadiz'의 펀딩 

및 프로젝트 사례 분석

조원들간 내용 공유 및 콘텐츠 선별

전체 클래스 내용 공유 및 피드백 통한 

아이디어 풀 확장

스타트 업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창업 및 혁신 아이디어 워크샵(2) 

- 창업/프로젝트 아이템 및 비즈

니스 모델 설계

2시간 30분

창업/프로젝트 구상

실제 구현하고 싶은 아이템 및 프로젝트 설계

비즈니스 모델 설계

미래 사회 지형 전망 및 성찰

2일 프로그램으로는 삼성 멀티 캠퍼스에 다양한 직종과 전

공 배경. 직급을 가진 개인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이들을 

16명 내외로 제한하여 서울 삼성 멀캠 공간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2일 워크샵 프로그램은 총 4회 진행하였고 

1일 프로그램은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2일 워크샵 프로그

램은 삼성 멀캠에서 개인적으로 수강 신청한 과정이었다면 

1일 프로그램은 한 기업이 그들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마

지막 혹은 첫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였습니다. 금융과 

IT, 방송사,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Q. 디자인 씽킹 워크샵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1) 상상력과 공감능력에 기반하여 지식을 창조적으로 디

자인 합니다. (2) 구체적인 콘텐츠와 서비스에서 문제를 찾

고, 해결 과정을 실천합니다. (3) 4차 산업 혁명 사회 콘텐

츠와 서비스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4) 미

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기술융합형 역량이 이미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합니다. (5) 구체적인 작은 고민과 해결이 가치 

창출로 연쇄,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6) 가치를 디

자인하는 역량이 곧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 이라는 것

을 이해합니다.

Q. 디자인 씽킹 워크샵은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  

우선 우리로서는 학과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 확산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정체성과 

방향이 맞았음을 사회적으로도 증명받은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성과이자 계속 이어가야 할 수확이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참가한 직장인들은 Design Thinking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참가자 자신 안의 창의성

과 융합 역량을 자연스럽게 표출하였습니다.

ICT가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가 낯선 환

경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

하면서 체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

계없이 미래 혁신 콘텐츠를 참가자 스스로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

었습니다. 스타트 업 혹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워크샵을 통해 미래 자신의 창업 

아이템과 콘텐츠를 구상하고 비즈니스 모

델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 개개인의 개성

과 상상력이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잠재성

을 펼쳐보는 삶의 모멘텀으로서의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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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과 패션 전문 기업 한섬의 자회사 현대

G&F 영캐주얼 브랜드 'SJYP'는 최

근 벤처기업인 '디자이노블'과 협업해 

AI(인공지능)가 디자인한 옷을 선보였

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디자이노블은 

AI에 패션을 접목해 사업을 시작한 패

션 기술 스타트업이다. 패션 트렌드 정

보를 분석해 디자인을 도출하거나 추천

하는 디자인 AI, 패션 기술 등 설루션

을 패션 회사에 공급한다. 이 소식이 알

려지자 국내 패션 업계는 깜짝 놀랐다. '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평가되는 창조의 

영역에 AI가 발을 들인 국내 첫 사례기 

때문이다. 

결과물은 수준급이었다. SJYP가 디자

이노블과 협업해 출시한 '디노 후드티'

는 옷 뒷면에 SJYP가 개발한 캐릭터 '

디노'와 블록(레고) 컨셉트를 결합한 그

래픽 아트가 반영됐다. SJYP 브랜드 

로고와 디노 캐릭터, 블록들이 불규칙

하게 배열된 디자인이다. 작업은 1차로 

SJYP 로고와 캐릭터, 디자인 컨셉트 

등 이미지 약 33만 장을 디자이노블의 

AI 기술인 ‘스타일 AI’에 제공하고, AI

가 스스로 데님 소재 등 기존의 SYJP 

이미지와 어울릴 만한 스타일을 학습하

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는 최초지만, 글

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전자상거래·패션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

세다. 지난해에는 미국 의류 쇼핑몰 ‘스

티치픽스’가 처음으로 AI 디자이너가 

기획한 옷을 내놔 완판된 바 있다.  

한섬 관계자는 "SJYP는 앞으로도 AI

를 활용한 디자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

이다. 다른 브랜드들은 디자인 외에 빅

데이터를 분석해 스타일을 추천하는 등 

패션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간스포

츠가 국내 최초로 AI를 패션 디자인에 

접목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신

기영 디자이노블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

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디자이노블(Designovel)은 인공

지능(AI)에 패션을 접목해 사업을 시작한 패션 기술 

스타트업이다. 패션 트렌드 정보를 분석해 잘 팔릴 디

자인을 생성하거나 찾아서 추천하는 디자인 AI, 패션 

기술 등의 솔루션을 패션 회사에 공급한다.

글. 일간스포츠 서지영 기자 

Q. 국내에서 AI가 의류 디자인에 참여

 한 것이 이번이 최초라고 들었다

해외에서는 AI가 의류 디자인에 참여

한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SJYP와 디자이노블이 처음이다. 그동

안 국내 패션 업계에서 AI를 활용해 물

류나 판매 등에 활용하는 경우는 많았

지만, 디자인 협업은 실제 제품 출시까

지 연결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Q. 협업 과정이 궁금한데

SJYP가 보유했던 '디노' 캐릭터를 디자

이노블의 AI 기술인 '스타일 AI'에 제공

했다. 이후 AI가 스스로 데님 소재 등 기

존 SJYP 이미지와 어울릴 만한 스타일

을 학습한다. 이후 학습을 마친 AI가 브

랜드 스타일과 느낌에 맞춰 기획한 디자

인 결과물을 디자이너에게 제출하고 디

자이너가 AI에 수정을 다시 요청하는 작

업을 수차례 반복해 만들었다.

 Q. 제안은 얼마나 이뤄지나

AI의 제안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목표

가 아니다. 좋은 결과물을 디자이너가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박

사과정 신기영 대표는 전략마

케팅팀•IBM Data Analytics

팀을 거치며 전문 지식과 실무

를 쌓았다. 2016년 ICT 창의

인재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으며 업계에서 주

목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포

항공대 지식 및 언어공학 연구

실(KLE Lab) 소속의 박사과정 

연구원 2명과 함께디자이노블

을 공동 창업했다. 초기에는 이

미지 검색, 텍스트 분석 등 사

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

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아시아 트렌드를 녹인 디자인 

AI를 제작하고 있다.

창의IT 박사과정 신기영,송우상 

국내 최초 AI 패션디자인 
협업하다. 결과는?

선택하고 다시 역제안하는 과정이 중

요하다. 이번 '디노 후드티'는 옷 뒷면

에 SJYP 캐릭터 '디노'와 블록(레고) 

컨셉트를 결합한 그래픽아트가 반영

됐다. 블록 컨셉트는 최초에 AI가 제

안한 여러 스타일을 받아본 SJYP의 

요청에 따라 블록 컨셉트에 맞춰 재작

업이 수차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Q.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간이나 몇 번이나 AI를 활용했냐

에 따라 모두 다르다. 현재 상황에서

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신

입 사원을 기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다.(웃음) 현재는 AI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초입 단계다. 과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키오스크

(무인 계산기)가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보다 비싸서 잘 이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AI는 쉬지 않고 일

하고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이어 여러 

집회나 결사 등 분쟁이 없다. 다만 AI

가 아무리 발전해도 패션 업계의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는 없다. 패션은 변

형도 많고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부

분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도입이 다

소 늦은 편인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이노블과 협업해 출시한 한섬 영캐주얼 SJYP 브랜드의 '디노 후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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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도 AI를 접목하는 때가 오겠구나 하

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고 하더

라. 국내에서 최초로 AI가 디자인에 시

도되는 것이라서 기술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물론 혹자는 디자인의 영역에 AI

가 침범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있거나 

반대로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돼야 한다

는 점에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

데 SJYP는 처음부터 AI 기술이 발전돼

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인간과 협업을 통해 기술력이 더 나아져

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Q. 인간과 협업하면서 AI도 어느 정도 학

습 효과를 얻었을까

그렇다. SJYP의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AI의 완성도와 이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실력이 향상됐다. '알파고'도 

처음에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모

여 만든 인공지능이다. 이후 수없이 많

은 바둑 고수들과 대국을 펼치면서 여러 

데이터를 학습했고 현재 수준까지 왔다. 

디자이노블의 스타일 AI 역시 마찬가지

다. SJYP에서 '이런 건 어려운가' '이런 

컨셉트는 어떨까' 등 반문을 받는 과정에

서 엔지니어가 확신을 갖고 작업을 수행

하고, AI 발전도 이뤄졌다.

Q. 현재 패션 업체와 디자이노블 AI가 협

업하는 제품이 있나

현재 스포츠 의류와 모자 등 패션 잡화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다. 유의미한 결

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시절부

터 함께 다양한 기술을 검토하며 연구하

는 경우다.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건 모

든 AI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가령 

암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AI가 있다고 할 

때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

습한다. 반면 의사는 환자와 대화하면서 

끄집어내면서 AI와 다른 점이 생긴다. 

이런 과정의 시행착오 속에서 AI의 데이

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우리의 기술

이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Q. 디자인 협업부터 제품이 나오기까

지 총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

사람이 직접 디자인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AI를 활용

할 경우 한 달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유는 '협업'에 있다. AI가 알아

서 디자인을 택하고 찍어 내는 것이 아

라 AI가 도출한 결과를 SJYP가 보고 

고민한 뒤 다시 제안하는 협업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Q. 디자이너 입장에서 AI와 협업이 달

갑지 않을 것 같다.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다

SJYP는 AI 협업에 굉장히 전향적이

고 적극적이었다. 평소 벤처기업의 새

로운 도전을 많이 접하면서 언젠가 패

Q. 향후 패션 업계에서 AI의 영향력이 얼

마나 커질 것으로 보나

점점 커질 것'이란 것이 정답이겠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정체기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한동안 정체됐다가 알파고 이후 크게 인

기를 끌기 시작했다. 현재 패션 업계에

서 AI는 기술의 가장 끝단인 '추천' 시스

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결과로 

바로 도출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어

서다. AI는 사람이 소화하기 어려운 수

많은 데이터를 조합해 결과를 낼 수 있

어 압도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상 향후 지금의 시기를 넘어서게 되

면 AI 기술이 패션 디자인의 더 많은 영

역에서 활용되는 시기가 다시 올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SJYP의 '후드 티셔츠' 가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론칭 되어있다.

스티브 제이(SJ)와 요니 피(YP)를 만난 디자이노블 신기영,송우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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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창의IT 통합과정 강다윤,박주안
우수발표상 수상

제 5차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발표내용

폐 질환 관련 신약 개발 및 흡입성 미세 입자 테스트를 위

해 in vitro 모델 개발 및 test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폐포의 구조는 epithelium, endothelium, 

basement membrane으로 구성되며, 2 μm의 얇은 

두께를 갖는데, 폐포의 얇은 구조는 가스 확산과 같은 폐

의 필수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 진

행된 많은 연구들이 효율적이고 새로운 in vitro 폐포 모

델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폐포의 주요 특징인 얇은 장

벽을 모사한 모델은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종류의 폐포 세포를 포함한 10 μm 

두께의 in vitro 폐포 모델(alveolar-capillary barrier 

model)을 제시하였다. 1 형 폐포 세포(NCI-H1703), 2 

형 폐포 세포(NCI-H441), 폐 섬유아세포(MRC5) 및 폐 

미세 혈관 내피 세포(HULEC-5a)를 포함한 4 가지 유

형의 폐포 세포주로 폐포 장벽 모델을 제작 하였으며, 특

히 본 모델을 제작시 고해상도 드롭 온 디맨드 잉크젯 바

이오 프린팅 방식을 이용하였다. 고해상도의 잉크젯 바이

오 프린팅은 얇은 막 형태의 다종 폐포 세포의 균일한 도

포를 통해 최적의 폐포 모델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해 제작된 모델과 수동 

파이펫팅을 이용해 만든 모델을 구조 및 기능적으로 비교

하였다.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해 제작된 모델은 두께가 

얇고 세포의 분포가 균일하였다. 하지만 수동 파이펫팅을 

이용한 경우, 모델의 두께가 일정하지 못하고 두껍게 형

성되었으며, 세포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위로 뭉치는 

형태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해 제

작된 모델이 구조적 인체 모사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잉크젯 기반의 바이오 프린팅은 재현성있는 in vitro 

alveolar-capillary 폐포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맞춤화되고 기능적으로 디자인 된 패턴을 가진 

생체 모방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병리학, 약물 발견 및 

독성학을 위한 맞춤형 질병 모델에 적용될 수 있으며, 향

후 전임상 실험 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학회명: 2018 TERMIS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Society) World Congress

• 개최일자: 2018. 9. 4 (화) ~ 9. 7 (금)

• 개최장소: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Japan

• 학회정보: TERMIS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로서, 2005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이번 TERMIS World Congress는 TERMIS-Europe, TERMIS-America, TERMIS-Asia pacific 연합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학회로 2018년 9월 4일 ~ 7일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 수상자: 강다윤 (시스템생명공학부 16학번 대학원생), 박주안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대학원생) 

  (지도교수:창의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

• 수상내용:‘Microfabrication of In Vitro Alveolar-Capillary Barrier Model by Inkjet-based Bioprinting’ 주제로 

  SYIS Poster Rapid Fire Presentation Award에서 3위로 수상

학회개요

1. TERMIS-WC 2018 SYIS Rapid Fire Talks Award 3rd Place

2. Comparison of quality between manually pipetted and inkjet-based bioprinted alveolar barrier model. 

        Cross-sections of alveolar barrier models by (a) inkjet bioprinting and (b) manually pipetting are stained with 

        hematoxylin & eosin. Cytoplasm and collagen are stained pink and cell nuclei stained purple. Scale bar is 10 μ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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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윤지현 학생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학도에게 주는 차세대공학리더

상을 받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윤지현 학생을 비롯해 국내 

공과대에 다니는 6명을 제3회 차세대공학리더상 수상자에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차세대공학리더상은 창의적이고 도전

적인 공학도를 발굴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엔지니

어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6년 대

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권오준 공학한림원 이사

장(전 포스코 회장)이 사재를 출연했다. 공학한림원 회원과 

각 대학 공대 교수에게서 추천받은 공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부문과 리더십 부문으로 나눠 각

각 3명씩 수상자를 뽑는다.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윤지현 학생은 청

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인 ‘소리를 보는 통

로(소보로)’를 세우고 청각 장애인이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

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

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

한국공학한림원 
차세대 공학리더상 수상

한림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솔루션 기

업인 '소리를 보는 통로(소보로)'를 창업, 청각장

애인이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

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창의IT 윤지현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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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강렬하다. 창의IT융합공학과에 재학중인 김승일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UC Berkeley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캠퍼스에 막 도착했을 때 도서관 앞 잔디밭을 거닐고 있

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캠퍼스와 빛나는 그

의 풍채, 그리고 따스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어우러져 

완벽한 화보가 탄생했다. 촬영을 마친 후, 그에게 미국에

서의 단기유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창공 스토리

창의IT융합공학과 17학번. 김승일

01

이 먼 땅까지 단기유학을 온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그냥, 학과에서 보내줘서 오게 되었다.(웃음) 등 

떠밀려 온 느낌이었다. 나로서 말하자면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해외 유학은 꿈도 꾸지 않았었고, 심지어는 비행기 한 

번 타본 적 없는 한반도 토박이였던지라 처음으로 해외 땅

을 밟는다는 게 기분이 좋고 설레이면서도 막연한 느낌이 들

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에 가서 얼마나 즐길 수 있을

까,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란 걱정이 더 앞섰던 거 같다. 

POSTECH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있으려니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학기 절반이 조금 지난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 그때의 생각은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을 

판단하는 소리였다. 

그때와 지금의 제 자신을 비교해보면, 단기유학
의 경험이 개인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이렇게
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
이죠.

02

사비로 단기유학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학과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주는가?

우선 단기유학을 가는 창공과 학생이 학과로부터 받는 수혜

는 금액 면에서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다. 단기유학 전, 미

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토플 응시료부터 왕복 항공

료, 대학 등록금, 주거비용은 물론이거니와 별개의 생활비

까지. 수 천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서 4개월 동안 

지내다 올 수 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한 학기 동안 ‘단기 유학’이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

불하기에는 분명히 부담되는 액수이다. 창공과는 학생 개개

인의 잠재력을 믿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창공과가 얼마나 학

생들을 믿어주고 키워주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03

단기유학을 가면 좋은 점은?

미국 단기유학은 단순한 몇 박 며칠 미국 여행과는 많이 다

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한 학기 동안 ‘사는’ 것이고, 한 학

기 동안 살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며 그들의 이야기

를 듣는 시간이다. 다양한 사람들이라 함은, 미국 현지인 뿐

당신이 반드시
창공과에 와야 하는 이유

만 아니라 타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심지어는 한국 유학생

들까지, 그들이 각각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고 앞

으로 진로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듣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열

리게 된다. 특히, 내가 단기 유학을 가게 된 UC Berkeley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규모가 매우 커서,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좋았다.

단기유학의 좋은 점 중에, 포스텍에서의 삶보다 훨씬 여유 

있고 자유롭다는 점을 빼놓으면 섭섭할 것이다. 많은 포스텍 

학생들이 단기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버클리에서의 삶을 가장 좋

아했던 점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 버클리 학생들은 한 학기

에 포스텍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2~3과목은 적게 듣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과목을 적게 신청했고, 그로 인해 남는 시

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04

외국에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땠었나?

여기에서 정말 좋다고 느꼈던 점 중 하나는, 처음 보는 사람

끼리 인사하고 친해지는 문화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이었

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웃 사람과 웃으며 가벼운 인사

를 주고받거나,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

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람을 사

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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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리도 한 학기 내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버클리에는 해외 유학생이 워낙 많아서, 서로 다른 국

적의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서로 다른 문화 차이를 겪는 

것이 전혀 당황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처음에

는 영어를 잘 못하는 유학생들도 많아서 다들 별로 이상하

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다시 물

어봐 주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그러한 이곳의 분위기에 용

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다. 한국과 달리, 여기서는 처음 보

는 이에게 말을 걸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전혀 어색

한 일이 아닌 기분 좋은 일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소

셜 행사를 찾아보고 참여하며, 수업이나 도서관에서 옆 사

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고, 다양한 동아리들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영어 실력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삶에 대해

서도 배우고 있다.

05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BISP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소셜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나는 웬만한 BISP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러

다 보면 BISP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도 행사에 늘 나오는 사

람이 있다 보니 서로 낯이 익어 금방 친해지기도 했다. 게다

가 BISP 교환학생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1학점짜리 과

목인 ‘Stratagy for Multi-Cultural Learning’이라는 과목

이 있어서 서로 간에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06

포스텍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과목인 것 같은데, 어떤 과목

인가?

스무 명 정도로 구성되는 토론식 수업인데, 수업의 주제는 

주로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나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 영

어 에세이 쓰는 법 등을 다루지만 BISP 학생들 사이에서 긴

밀한 사교의 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교수님께서도 서로 

서로가 친해지는 것을 장려한다. 다른 수업에 비해 사람들

을 사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수업인 셈이다. 

포스텍에선 특별한 과목으로 학점 인정이 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수업일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열심

히 나가는 수업이 되어 버렸다. 언제또 이렇게 다른 문화권

의 사람들을 만나보겠나. (웃음)

07

대학 생활에서 동아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버클

리의 동아리는 어떤가?

학기 초에 버클리가 떠들썩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동아리 

때문일 것이다. 이 큰 학교에, 수많은 동아리들이 학기 초

가 되면 버클리 정문 앞 광장에 나와 테이블을 깔고 홍보

를 한다. 

나는 음악 동아리 두 개를 들어갔다. 하나는 요양원에서 공

연 봉사를 하는 동아리이고, 하나는 자작곡을 만들어 공연하

고 매주 캠퍼스 내에서 버스킹을 하는 Songwriting 라는 동

아리이다. 두 동아리 모두 특별한 모집 기간이 없고, 언제든

지 들어올 수 있으며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유연하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 편하게 들어가게 되었

다. 음악 동아리만 두 군데를 들어간 이유는... 영어를 능숙

하게 하진 못해서 살짝 두려웠던 찰나, 그래도 악기 실력이 

있으면 무시는 안 당하겠지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다행히

도 다들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들이라서 나를 반겨주고 특별

히 더 신경 써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다. 올해 안에 공연 하나

에 참여하는 게 이곳에서의 목표 중 하나이다.

08

가끔씩 한국이 그립지는 않나?

영어 생활이 힘들어지고 한국이 그리워질 때면, 

UC 버클리에서도 얼마든지 한국에서 지

내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여기 버클

리에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정-말

로 많다. 처음에는 길을 가다 한국어

를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반갑기도 

해서 말도 걸고 했었는데, 지금은 옆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챌 정도로 거리에서

나 학교에서나 한국인들을 정말 많

이 만난다. 버클리에는 1600여 명의 

한국인 학생이 있다고 한다. 학교 주

변에 괜찮은 한식당도 3~4개나 되어

서 나는 여기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한인 

커뮤니티도 매우 잘 되어 있다, KUNA

라는 한인 학생회가 따로 있고, 무려 20여 개의 한인 동아

리들이 있다. 나는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

만 한인 동아리 한 곳에 가입해서 UC 버클리에 재학하는 많

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에게 참 많은 도움

을 받았던 것 같다.

09

혼자만의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여가 시간에 할 게 정말 많다. 버클리 캠퍼스가 꽤나 넓어서 

아직도 캠퍼스 내에 못 가본 곳이 많다. 도서관도 열 곳이 넘

는다. 시간 날 때마다 캠퍼스 이곳저곳을 누비는 것만 해도 

꽤 소소한 즐거움이다. 도서관들이 다 예쁘고 잘 돼있고, 학

과 건물들 복도에는 전시물 같은 것들도 많아 신기해서 사진

을 많이 찍고 다닌다. 버클리 캠퍼스 내에 있으면, 뭔가 자유

분방한 마음이 끓어오른다.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 마인

드여서, 캠퍼스 내 여러 잔디밭에 보면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배구나 Frisbee(

원반던지기 같은 것)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가끔 나도 

잔디에 누워서 음악을 듣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많은 IT 회사들이 모여있다 보니 기업들이 모여있는 

Financial District 일대만 걸어도 로망에 젖거나 동기부여

를 가득 받아 갈 수 있다. (웃음) 한 번은 Financial District

에 있는 한 카페에 갔는데, 대낮인데도 일찍 퇴근하고서 개

인 시간을 즐기거나 자유롭게 프로젝트 토의를 하는 직장

인들을 보고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다. 나중엔 미

국으로 취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인턴십이 있는지도 살짝 알아보고 있

는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전망대인  Coit Tower에서한 컷, 아래 보이는 도시 전체가 그의 무대이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간
캠퍼스 안의 낡은 피아노,

그 역시 학교 곳곳에 그의 손길을 남긴다

  "여기서는 처음 보는 이에게 말을 걸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기분좋은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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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몇 군데 추천해준다면?

샌프란의 명물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Golden Gate 

Bridge’, 금문교가 아닐까. 누구나 살면서 바다 위에 빨간 

다리 사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너무도 유명해서 버클리

에서 사귄 친구듣끼리도 너 금문교 가봤냐, 나중에 꼭 가봐

야지 이런 대화를 심심찮게 나누는데, 그런 금문교를 직접 

건넌 경험은, 정말 여기 와서 보낸 시간 중 가히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다.

샌프란 바닷가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금

문교를 온전히 몸으로 느끼고 나니 차로 이동하며 보았을 

때와는 감회가 완전히 달랐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갈수록 

저 멀리 있던 금문교가 가까워지면서 그 짙은 붉은색이 점

점 선명해져올 때의 설레는 마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가다가 몇 번을 멈춰 셔터를 눌러댔는지 모

른다. (웃음) 

금문교 건너편에 예술가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소살리토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마을이 되게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고, 예술가들의 마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특유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이 있었다. 거기서 밤까지 시간을 

보내다 Ferry를 타고 샌프란으로 돌아오는 동안, 밤에 고요

히 빛나는 소살리토와, 페리 너머로 반짝이는 샌프란 도시의 

불빛들이 감성을 마구 자극해왔다. 지금도 이때를 회상하면 

힐링이 될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11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 버클리의 수업은 어떤 점이 특

별한가?

가장 인상적인 수업으로는 Computer Science 학과 수업

인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igence’가 생각이 난

다.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교수님

들이 다들 발음이 명확하시고 설명을 너무 쉽게 잘 해주셔서 

수업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수업 프로

젝트로는 한 학기 내내 ‘팩맨’ 게임을 플레이하는 AI를 발전

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총 5개의 프로젝트로 나뉜다. 

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Contest라는 것을 하는데, 각자

가 만든 AI 알고리즘으로 누가 더 주어진 게임을 잘 플레이

하는지를 놓고 점수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UC 버클리의 수업들은 그 DB가 꽤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와

서 그런지, 수업 리소스들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 1990년대

부터의 기출문제를 모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작년 수업 노

트, 연습 문제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수업도 있고, 내가 들

었던 인공지능 수업의 경우에는 강의 슬라이드 퀄리티가 상

당히 좋았던 것 같다. 수업 내내 등장하는 몇몇 로봇 캐릭터

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과 매우 밀접한 카

툰들이 나온다. 정말 신기한 것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사

용하는 특유의 analogy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상응하는 카

툰 그림들이 슬라이더에 나와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흥

미로웠다. 분명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수업

을 위해 따로 그린 것들인 듯한데, 그런 점에서도 참 오랫동

안 기반이 잘 다져진 적립된 수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수업

시간에 누가 강의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모티콘으로 스티커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으니까. (웃음)

12

이번 단기유학이 본인의 삶에서 어떤 점으로 기억될 것 같나?

내 인생에서 이번 단기유학은 꽤 큰 의미로 남을 것 같다. 고

등학교 3학년 때 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고 꿈

과 열정으로 가득했었는데, 막상 꿈꾸던 대학을 들어와서는 

학업과 서클 활동 등으로 바쁘고 정신없는 삶에 자기 관리도 

잘 못 하다가 1년 반을 순식간에 흘려보내고 나니 허무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삶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나 스스

로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기위해 단기유학을 선택했고, 버클

리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여기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 나갔다.

13

마지막으로, 승일 군의 길을 따르게 될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이 인터뷰의 제목, ‘당신이 반드시 창공과에 와야 하는 이유’

는, 내가 먼저 제안했다. 그만큼 이런 소중한 경험을 자기 돈

을 거의 들이지 않고 누리고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

이기 때문이다. 물론 창공과가 매력적인 점은 다른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단기유학을 빼놓자면 정

말 섭섭할 것 같다. 창공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꼭 창공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유학을 준

비하고 있는 창공인들, 부디 영어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가

셔서 단기유학 10배 아니 20배 누리고 오길 바란다. 사람과

의 소통에 있어 언어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을 몸소 깨달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많이 잡고 싶으면 영어는 꼭 능숙하게 익혀가시길 바란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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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욕주립대학교.  최재하

기술경영학과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동안의 길고도 짧은 

뉴욕생활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수 많은 추억들을 

안겨줬다. 나이 50이 다 되어 직장을 그만 두고 박사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다시 주어지지 못할 기회였

고 또한 가족들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아이들 셋과 함께 다

섯 가족은 2017년 8월 비행기에 잔뜩 이민가방을 싣고 뉴

욕 행 비행기에 올랐다.

거의 20년 만의 학생신분이라 그런지 수업 수강이나 과제 

등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세월에 역행할 수 없이 찾아온 노안

때문에 돋보기 안경이 아니면 책을 볼 수 없는 상황들과도 

친해져야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자신감 없는 다짐

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

난 20년 간 직장생활을 했던 터라 대부분 연구주제를 정해 

놓고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나는 미국

에서의 1년 동안 연구주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

학분야와 교육학분야를 모두 전공하며 쌓았던 지식과 교육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교육기관이 4차 산업혁명

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주제를 찾기 위해 뉴욕의 여러 장소들과 많은 사람

들을 만났다. 

뉴욕 스타트업의 원동력
SUNY Korea News

먼저 뉴욕 맨하튼의 경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

콘앨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메이커스

페이스들을 방문하였다. 맨하튼이라는 작은 지역이라는 특

성과 높은 물가 때문인지 대부분의 메이커스페이스들은 작

은 공간으로 아기자기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재봉틀을 갖춰

놓고 뜨개질이나 재봉을 하는 사람들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이나 코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3D 프린터로 작업을 하

고 있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각자

의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는 모습들이 보

기 좋았다. 

특히 9월 말에 있는 Maker Faire에 참여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팀들도 인상 깊었다. 메이커스페이

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뉴욕 맨하튼에서 배로 30분 

정도 떨어진 스태튼아일랜드의 메이커스페이스였다. 2012

년 10월에 미국 동부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폐

허가 되었던 스태튼아일랜드는 대부분 복구가 이루어진 상

태였지만 상업시설들은 아직 부족해 보였다. 스태튼아일랜

드메이커스페이스는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물에 잠겼던 공

장건물을 개조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한 쪽은 나무와 금

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다른 한 쪽은 3D 프

린터와 레이저커터 등과 같은 작업실과 더불어 여러 메이커

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도 함께 운영하

고 있었다. 뉴욕의 메이커스페이스들은 대부분 개인이 비영

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공립학교와 함께 메이커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는 점이었다. 

1. 2.

9월 말에 개최된 2017 Maker Faire에는 수 많은 메이커

들이 참가하여 미국의 메이커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

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남녀노소 상

관없이 그리고 전문가나 초보자도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가지고 나와서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였다. 7살 밖에 안 되는 꼬마아이가 종이

와 나무판자로 만든 작은 게임도구를 전시하며 설명하는 모

습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원동력을 보는 듯했다. 

뉴욕 맨하튼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시작을 메이커스페이스

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이 VC와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들을 직접 만나서 뉴욕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 우연히 뉴욕에서 가장 큰 엑셀러레이터인 ERA라는 

회사의 CEO와 연락이 닿아 ERA가 직접 운영하는 DEMO 

DAY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수 많은 스타트업들

과 많은 VC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뉴욕의 스타트

업이 성공하기 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뉴욕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해 도전하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VC들에 의하면 아직 글로벌 

창업을 하기엔 준비가 부족한 면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협업에 있었다. 대부분의 

한인 스타트업들은 뉴욕에 와서도 한인들끼리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경향 때문에 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

과의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3. 4.

1.   뉴욕 맨하튼 팻캣팹랩 메이커스페이스

2.   스태튼아일랜드 메이커스페이스 외부

3.   스태튼아일랜드 메이커스페이스 내부

4.   2017 뉴욕 메이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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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하튼의 실리콘앨리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방문

했는데, 대부분 공유오피스에 위치해 있었고 덕분에 맨하튼

의 공유공간들의 분위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었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일

들을 하지만, 하나의 큰 공유공간 안에서 그들은 공간만 공

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단순히 친한 사이끼리의 관계가 아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미래의 파트너로서의 동

료애를 가지고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동료였고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각자의 아이

디어를 허물없이 공유하는 문화가 신기하면서도 부러웠다.

미국의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일까? 그들이 세계 1위 2위의 스

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해답은 협업의 힘에서 찾고 싶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협업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는 차이

가 있는 것 같다.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언어가 우선

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진출하려는 장

소를 이해해야하고 이를 위해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필수하

는 점이다.

두 번째로 꼽는 뉴욕 스타트업 생태계의 원동력은 다양성이

라고 말하고 싶다. 뉴욕 맨하탄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

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은 동네(?)이다.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온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뉴욕 

맨하튼을 구성하고 있고, 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이 곳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지구촌 그 자체이다. 세계를 이끄는 많

은 유니콘 기업들이 태어날 수 밖에 없는 혁신적 창조의 메

카가 아닐까 싶다.

5.

6.

마지막으로 꼽는 원동력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마인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비타민과 같다. 정책적으로도 스타트

업에 실패했을 경우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

어 있다고 해도 이미 이들의 피 속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없는 듯하다. 당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한 스타트업

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다시 도전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투자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는 어떨까?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정의하여 분석한 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

분이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이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

다. 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이다. 5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혁신을 꿈꿔야 한다.

7.

8.

9.

5.   ERA 주최 데모데이

6.   수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뉴욕 브루클린 인더스트리 시티

7.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위워크 내부

8.   ERA 데모데이 행사 이후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가자들

9.   뉴욕 실리콘앨리에 위치한 휴얼드 회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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