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스텍 C5 미래IT융합연구원
TEL: 054-279-8884 FAX: 054-279-8889

POSTECH Future IT Innovation Laboratory Newsletter

Newsletter from Future IT Innovation Laborator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77 Cheongam-Ro, Namgu, Pohang, Gyeongbuk, 37673 Korea
Copyright 2018. POSTECH i-Lab, All rights reserved.

PR

Spring 2019｜VOL.21

POSTECH i-Lab Review I Spring

2019 Vol.21

발행일 I 2019년 3월 29일
발행인 I 강봉구
기획·편집·디자인 I 이다영
발행처 I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융복합연구부
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C5 (효자동 산31)
TEL. (054) 279-8884 FAX. (054) 279-8889
블로그 I http://postechi_lab.blog.me
※ PR은 CiTE & i-Lab 홈페이지 및 미래IT융합연구원 뉴스레터 공식블로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B e y o n d 2 0 2 0 , G l o b a l To p - T i e r
IT Convergence Institute

05

세미나 소식

06

주요 소식

07

연구 성과

11

창업 성과

13

수상 소식

15

창공 스토리

21

SUNY Korea News

25

행사 안내

주요 소식

세미나 소식

[창의세미나] 이용덕 대표 (Dream N Future Labs)

[창의세미나] Prof. Ronald Rael (UC Berkeley)

• 일시: 2019. 2. 27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6호
• 주제: AI & Future Technology

• 일시: 2019. 3. 20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3D Printing for Design and Architecture

[창의세미나] Prof. Sourav S Bhowmick
(난양기술대)

[특별세미나] 이명원 박사 (LG Electronics)

• 일시: 2019. 3. 6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Visual > Text

[창의세미나] 노준용 교수 (KAIST)
• 일시: 2019. 3. 13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인공지능 콘텐츠의 창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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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3. 22 (금), 16:00~
• 장소: 포스텍 C5 103호
• 주제: FPE(Flexible & Printed Electronics)소재 및
Device 개발자들이 알아야 하는 핵심 노하우
• 내용: 유연 인쇄전자 기술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제대로 된 기술과 성공적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과 관련 시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개발자들이 쉽게 놓치는 상황을 다루고자 한
다. 특히 연구의 시작(TRL <3)단계부터 적용하면 좋을 Skill
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동계인턴십

2018 동계창의캠프 (ExCiTE, InCiTE)

• 일자: 2019. 1. 7 (월) ~ 1. 10 (목)
• 장소: 포스텍 C5 각 연구실
• 주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학년 6명
• 내용: 연구실 연구참여 및 학과 소개

• 일정: 2019. 1. 28 (월) ~ 1. 30 (수)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대상: 일반고 45명, 재학생 13명
• 내용: 학과 소개, 교수 특강, 재학생과의 교류

2018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2차)

2018학년도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학위수여식

• 일자: 2019. 1. 9 (수) ~ 1. 10 (목)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대상: 과학고 & 영재학교 1학년 45명
• 내용: 재학생 학과 소개 및 교수 특강

• 일자: 2019. 2. 8 (금)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대상: 총 21명 (학사 11명, 석사 1명, 박사 9명)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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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권지민 박사, 화학

특히 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 증가한다는 실리콘 트

공학과 조길원 교수팀이 일본 야마가타 대학교 토키토 교수

랜지스터 분야의 무어의 법칙처럼 인쇄형 박막트랜지스터

연구진과 협업을 통해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플렉시블

에서도 지속적으로 집적도 증가를 이룰 수 있음도 증명해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인쇄된 반도체 소자를 지속적

냈다. 또 공정 온도가 낮아서 공정 비용도 적고, 웨어러블

으로 쌓아 올려 세계 최고 집적도의 인쇄형 플렉시블 반도

전자 기기에 빠르고 쉽게 활용이 가능해 이 분야 상용화에

체 회로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전력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을 낮추고 최대 전류를 높이는 등 인쇄형 트랜지스터 성능
을 극대화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유기 반도체

정성준 교수는 “차세대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인쇄

분야는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크고 집적도가 낮아 상용화에

형 플렉시블 박막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집적하는 데 성

어려움이 있었다.

공했다”며 “이를 통해 인쇄형 반도체의 지속적 기술성장 계
기를 세계 최초로 증명해 냈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단 하나의 게이트로 이뤄진 단일 박막트랜
지스터를 평면적으로 인쇄했기 때문에 집적도가 낮다는 데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집중했다. 세계 최초로 서로 돕는 양방향 구조의 듀얼 게이

(Nature Communications)에 최근호에 게재됐다.

트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쌓아올려 다양한 3차원의 디지

(논문명:Three-dimensional monolithic integration in

털 논리회로를 제작했다. 이 듀얼 게이트 소자구조를 도입

flexible printed organic transistors, 2019.1.3)

하면 인쇄형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극대화되면서 게이트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 2배이상의 전류가 흐르고 동작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과 글

이 빨라지는 등 효율이 향상된다. 이 같은 3차원 적층 기법

로벌프론티어사업, 나노 기반 소프트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을 통해 플라스틱 위에 전자소자와 회로를 쌓으면 반도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어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가

창의IT 정성준 교수팀,
세계 최고 집적도 인쇄형
플렉시블 반도체회로 구현 성공

필요한 유연 전자 회로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국내 연구팀은 그동안 얇게만 만들었던 반도체 인쇄 기술에 3D

3D 프린팅으로 '휘어지는 반도체
회로' 제작 기술 개발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전자소자와 회로를 3차원으로 쌓아 올려 인
쇄해냈다. 이때 사용된 기술은 유기인쇄전자 기술인데, 신문을 인
쇄하듯 프린팅 기술로 전자소자와 회로를 맞춤형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인쇄 패턴 기술의 한계로 집
적도가 낮아 상용화는 힘들었다.

(왼쪽부터) 창의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 권지민 박사, 화학공학과 조길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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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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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와 김기현 교수, 전자전기공
학과 박사과정 이승호 씨 연구팀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성능 실리콘 나노선 열전소자를 구현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분야의 세계적 권위
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에 최근 게재됐다.
지금까지 열전소자는 비스무스 텔루라이드(Bismuth
telluride, Bi2Te3)라는 물질로 만들었다. 비스무스와 텔루
라이드의 화합물인 이 물질은 고가인 데다 자원도 희소하고
유독성 물질이어서 대량생산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실리콘은 값도 싸고 친환경 물질인 데다 반도체 공정
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열전도도가
높아 효율이 낮아서 활용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반도체 공
정 기술을 활용해 실리콘 물질의 열전도도를 획기적으로 낮
추는 데 집중했다.

창의IT 백창기 교수팀,
버려지는 폐열 에너지 회수용 고성능
실리콘 나노선 열전소자 구현 성공

우리나라 산업 폐열량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4분의 1 정도로,

반도체 공정 기반 실리콘
열전소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진다. 이 폐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것이 열전소자인데, 이렇게 열에너지를 전
기로 변환하는 반도체를 열전소자라고 부른다. POSTECH 연구
팀이 기존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열전소자
를 친환경적인 실리콘 물질을 활용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을

백창기 교수는 “다양한 열에너지원을 전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기술
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산 신에너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상용
화 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산업에너지 ICT융합컨소시엄사업’
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 나노선의 포논*1 이동(열전
달)을 제어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실리콘 열전
소자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성공했다. 재료 내부의 열은 포
논으로 전달되는데 포논의 이동이 억제되면 열의 흐름이 느
려지고 열전도도가 감소해 열전소자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
다. 이 공정 기술을 활용해 포논의 다양한 산란을 유도해
열전도도를 기존 벌크 실리콘 대비 15분의 1수준으로 감소
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실리콘 나노선 열전소자를 제작해
기존 열전소자보다 우수한 개방전압 및 전력을 생산하는 데
도 성공했다. 기존의 반도체 공정 기술과 실리콘 물질을 활
용해 제작 단가를 낮추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성능 실
리콘 열전소자를 제작할 수 있어 열전소자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연구팀이 보유 중인 다양한 원천기술(국내출원:3건, 미
국출원:1건)을 기반으로 포스코ICT, 포스텍 벤처회사 싸이
츠(대표이사 백창기 교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경원이
앤씨, 파워큐브세미,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씨
엔씨티에너지 등 다수의 협업 기관과 함께 철강 공정 및 열
병합발전 등에서 버려지는 폐열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
산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열 에너지는 국내 1
차 전체에너지 소비기준으로 약 24.8 %가 버려지는 폐열
형태로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할
경우 상당한 양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용어설명
1. 포논(Phonon) :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흔들릴 때 전파되는 양자
화된 입자. 포논은 고체의 비열, 열전도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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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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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과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창업한 스타트
업 ‘폴라리스3D’가 자체 개발한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1컨슈머일렉스토닉쇼(CES) 2019’에 출품했
다고 밝혔다.

창의IT 박사과정 곽인범

[2019 CES]
포스텍 스타트업 폴라리스3D,
자율주행로봇 솔루션 선보여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폴
라리스3D’가 자체 개발한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장치. 간단
한 설치만으로 이동형 로봇에 자율주행 기능을 더할 수 있다.
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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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범 대표(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연구
원)가 이끄는 폴라리스3D 연구진은 로봇에 작은 장비
와 프로그램만 간단히 설치하면 로봇이 공장 등 실내에
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내비게이션 시
스템(ANS)’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로봇이 스스로 주
행하며 지도를 작성하고 이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
정해 목표지점까지 주행하도록 해 준다.
내년부터 핀란드 오디도서관에 도입되는 ‘로봇 사서’
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 중 하나
다. 이용자들이 반납한 책을 싣고 길을 찾아 책장까지
나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로봇들은 ‘초광대역통신
(UWB)’ 또는 무선랜 ‘와이파이(Wi-Fi)’ 기술을 사용
해 공간을 탐색하기 때문에 실내에 별도의 인프라 장치
를 설치해야만 했다.

반면 연구진이 개발한 솔루션은 별도의 인프라를 설치할 필
요가 없다. 컴퓨팅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병렬가
상머신(PVM)’ 방식으로 로봇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ANS
는 로봇이 주변 장애물과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가며 3차
원(3D) 지도를 작성한 뒤 길을 찾는다. 기존보다 넓은 범
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레이더인 ‘3D 라이다’와 전방
4m 범위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접센서
를 적용했다.

또한, YTN Science 『줌인피플』 을 통해 폴라리스3D 곽인
범 대표가 창업하게 된 계기와 관련 기술들을 세세하게 취
재한 내용과 영상이 담겨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참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연산량이 많았던 기존 공간 탐색 방식의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 작성(SLAM·슬램)’ 기술을 쓰지 않는 만큼 효율성
도 높아졌다. 곽인범 대표는 “덕분에 작은 공간에서 움직이
는 소비전력 10W 수준의 소형로봇이나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30㎜ 이내의 정밀도로 실시간 자율주행이 가
능하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3D는 올해부터 수요 업체와 연구실 등에 실내 로
봇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로봇 업체들
과 협력해 물류로봇이나 지게차 등에 최적화된 솔루션도 선
보일 계획이다. 폴라리스3D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
이지(polaris3d.co)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CES: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
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TV,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하며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
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
에 볼 수 있는 권위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미
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고 있다.

창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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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개요

• 학회명: 2019 제 25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
• 개최일자: 2019. 2. 13 (수)

제 25회 삼성 휴먼테크논문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 특별상 수상 및
창의IT 대학원생 금상 1,동상 1 수상

• 대회정보: 휴먼테크 논문대상은 삼성전자에서 개최하는 논문대회로 1994년에 시작되어 매년 이학, 공학 계열의 논문들
중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논문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 수상자: 김형준 (CiTE 16학번 대학원생), 김율화 (CiTE 16학번 대학원생), 류성주 (CiTE 15학번 대학원생) (지도교수:김재준)
• 수상내용: ‘BitSplit-Net: 비트단위 활성화 함수를 이용한 다중 비트 심층 신경망(BitSplit-Net: Multi-bit Deep Neural
Network with Bitwise Activation Function)’이란 주제로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분과에서 금상을 수상
•금상 발표내용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분야에서, 생명
과학과 이유진씨가 ‘FOXO 및 HSF1에 의한 인슐린 유
사펩타이드 INS-7의 발현 감소가 예쁜꼬마선충의 면역
노화현상을 역행’이라는 논문으로 생명과학·공학 분야
(Bio Engineering &Life Science)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첨단원자력공학부 한태양씨가 ‘액적-점핑 촉
진을 통해 응축 성능을 향상시키는 초소수성 지그재그 구
조 표면(Enhancing jumping-droplet condensation
through nanograssed zigzag structures)’으로 기계공
학(Mechanical Engineering) 분야에서 금상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포스텍이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
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제25회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대
학 특별상을 휩쓰는 등 참가 학생들도 대거 수상하는 영광
을 안았다. 특히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는 대학 대상 특
별상 ‘교수당 최다 논문제출학과’, ‘교수당 최다 수상학과’
상을 모두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학이나 학과의 교원 수 편
차를 고려, 교수 1인당 실적에 대한 상으로 2018년에 처음
신설됐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금상은 대학분과에서 총 10개 분야 최
고의 논문에 수여되며 포스텍에서는 3명이 수상했다. 창
의IT융합공학과 김형준씨가 ‘BitSplit-Net: 비트단위 활
성화 함수를 이용한 다중 비트 심층 신경망(BitSplitNet: Multi-bit Deep Neural Network with Bitwise
Activation Function)’이라는 논문으로 컴퓨터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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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수상자는 전자전기공학과 도희동 씨, 기계공학과 원
동준 씨가, 동상에는 창의IT융합공학과 강봉남 씨, 신소
재공학과 김민규씨, 컴퓨터공학과 박원표씨, 신소재공학
과 이창수씨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전자전기공학과 문승식
씨, 첨단재료과학부 유철종 씨, 화학공학과 이준우 씨, 기
계공학과 최이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휴먼테크논문
대상은 국내외 대학·대학원생과 고교생 가운데 21세기 과
학기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될 과학도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4년 제정됐으며, 포스텍은 매년 이 대회를
통해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해왔다.
(2019.02.17 경북도민일보 기사)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녹아들고 있
다. 인공지능의 여러 갈래 중 딥러닝의 한 가지인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과 같은 다양한 분야
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각광받고 있다. 뉴럴 네
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제안되었지
만 딥 뉴럴 네트워크의 최근 성과는 이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CPU 혹은 GPU)에 기반하고 있다. 한
편,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은 해당 네트워크의 크기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더 깊고 큰 네트워크가 성능
은 좋은 반면 그 만큼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
바일과 같은 임베디드 환경에서 잘 구동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뉴럴 네트워크에 이
용되는 데이터들의 정밀도를 낮추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Binary Neural Network (BNN)은 대표적
인 예시 중 하나인데, 네트워크의 weight와 activation
값들을 모두 1-bit 데이터로 표현하는 네트워크이다. 기
존의 네트워크에 비해서 BNN은 32배 적은 메모리를 사
용하고, 훨씬 적은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바일과
같은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정밀도가 떨어진 만큼 네트워크의 성능도 함께 떨어진다
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세계의 연구자들은
1-bit 보다는 높은 정밀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을 제

안하여 하드웨어 효율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twise activation function을 이용하
여 BNN의 하드웨어 친화적인 특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
으면서도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BitSplit-Net
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형식에서는
Most Significant Bit (MSB)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
고 있고, Least significant bit (LSB)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MSB를 제외한 bit들은 그 이전의 bit에 더해졌을 때 의
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는 각각의 비
트가 독립적으로도 유의미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림 1은 평범한 강아지의 사진을 여러 방식으
로 나타낸 그림이다. 맨 왼쪽 사진은 사진의 원본, 가운데
사진은 이미지 데이터의 MSB만 추출하여 그린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두 번째 MSB만 추출하여 그린 이
미지이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강아지와 배경이 잘 구분
되는 반면 세 번째 그림에서는 강아지의 눈, 코, 귀와 같
은 특징들이 더 도드라진다. 이런 발견을 기반으로 우리
는 feature map data의 각각의 bit가 독립적으로 전파
되는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결과 기존의 다른
multi-bit 네트워크들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
가, 실제로 BitSplit-Net
을 하드웨어에서 동작시
켰을 때, 기존의 네트워크
들보다 훨씬 하드웨어 효
율적이라는 사실도 보일
수 있었다.

<그림1> 강아지 사진. (왼쪽부터) 원본, MSB만 이용한 그림, 두 번째 MSB만 이용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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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고 있는 부분들 중 두 가지만 꼽아 보자면 자기를 객관화해
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
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학업적인 측면
에서는 각각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시험 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3 전공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창공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이러한 창공의 제도가 높은 학점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해당 제도가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의 커리
큘럼을 따라가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내
용을 알고 있는 과목들은 건너뛰면서 흥미 있는 상위 과목
위주로 수강했는데, 창의IT설계가 시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만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학기당 수업 부담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돌아보면 제 선택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당 과
목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듣지 않은 과목들
인데, 인턴이나 대학원 지원 시 저를 평가하는 제삼자에게
실력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 어려워하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
다. 모두에게 맞는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과목
수강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해당 제도

는 제가 흥미 있는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수강할 수 있게 도
와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학점을 받는데 간접적으
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학점을 잘 주는 소위 말하
는 “꿀과목”을 찾아 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04 학부 시절, 창공과 학생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창의IT융합공학과에서의 경험들 중 가장 많은 것을 배
웠다고 생각하는 경험 두 가지는 단기유학과 창의IT설계 프
로젝트입니다. UC 버클리에서 단기유학을 하면서 세계적인
명문대의 높은 강의 수준에 놀라면서도, 생각보다 똑똑한 학
생들의 실력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
니다. 단기유학을 다녀오면서 세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넓어
졌고 자신감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창의IT설계 III, IV에서
는 Komodi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크래치 같은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에 정적 타입 시스템과 변환 시점 체
크를 도입해 더 다양한 버그를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방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지
만, 학부생 수준의 연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꽤 성공적
으로 진행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많이 늘었고, 오라
클 인턴십 주제와 대학원 진학 분야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
련이 있어 프로젝트 경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

전체수석 졸업!
창의IT 배예찬 학생을 인터뷰하다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배예찬

0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가을학기에 일곱 번째 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배예찬입니다. 저는 컴퓨터과학
분야 전반을 좋아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에 특히 흥미
가 있어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미국 대학원
에 진학 예정입니다.

포스텍이 8일 오전 10시 40분 대학체육관에서 학위수여식
을 갖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230명, 석사 206명,
학사 317명 등 모두 753명이 학위를 받는다. 학사과정 전
체 수석에게 수여되는 ‘설립이사장상’은 평균 평점 4.19를
받은 창의IT융합공학과 배예찬 씨(지도교수 정성준)가 수상

02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점을 받
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공유하실 비결이
라도 있으신지?
큰 비결이 있다기 보다는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얻은 결
과라고 생각하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하

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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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성격이라 교수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
아서 해당 프로젝트로 논문을 쓰지는 못했는데, 조금 더 용
기를 내서 교수님께 먼저 다가가고 함께 논문도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5 창공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졸업생이 많이 없었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진로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의 R&E와 창공의 창의설계를 경험하면서
연구가 취향과 적성에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
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기유학과 오라
클 인턴십을 통해 해외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
었고, 특히 교내 해킹/보안 동아리 PLUS의 선배들 중 유학
을 나가신 분들이 있어 얘기를 듣다 보니 어차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면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환경이 좋
은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유학 준비를 시작
했습니다.
06 졸업 후, 창공의 '이것' 만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있으신지?
창의IT설계 최종 발표 전날 밤 발표 자료와 데모 프로그램을
보강하며 설계실에서 수강생들끼리 밤을 새우던 장면이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놀 땐 놀고 할 땐 하면서 서로에게 지속
적으로 좋은 자극을 주는 동기들과 선후배들 덕분에 흥미진
진하고 유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07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효율적이고 재현 가능한 보안 검사 기술을 제작하는 것
이 꿈입니다.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보안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안 전문
인력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는 보안을 신경 쓰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분
석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프로젝트의 보안 검사를 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해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
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보안 분석 기술은 매우 작은 규모에
서만 동작하고 사람이 직접 코드 리뷰를 하는 것에 비해 제
한점이 많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용 소프트웨
어 등의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날이 올 것
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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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공과에 재학하면서 다
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 우선 창의설계 강의와 같은 여러
강의들을 통해 내가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싶다. 특히, AR이나 VR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던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능을 더 좋게 하거나 사회 곳곳
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을 해보고 싶다. 또한, 창
공과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맞고 여건이 된다면 창
업을 해보고도 싶다. 이를 통해 내 손으로 만들어낸 서비스
혹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
한다.

창공 스토리

창의IT융합공학과 19학번. 최민영
<창공과에 들어오게 된 본인만의 결정적인 동기>
저에게는 수면공학자라는 확실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에는 수면 공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
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적인 대학에 진학해서는 이루기 매
우 힘듭니다. 그렇게 외국 대학 진학을 생각하던 중, 포스텍
에서 진행한 이공계 대탐험을 통해 이 과를 알게 되었고, 이
과라면 내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 과의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포스텍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많은 창업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수면 공학자가 되어
관련 창업을 하고 싶은데, 포스텍의 창업 지원의 폭이 굉장
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포스텍을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갓 입학한
창공과 신입생들의 이야기
창의IT융합공학과 19학번. 김대환

창공과에 들어오기 전, 그 당시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주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 적당히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미래를 더 풍성하
게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중 무엇이 나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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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민이었다. 당시의 나는 후자를 택해 이를 이뤄줄 수 있
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창공과를 알게 되었다. 창공과에 대
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신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 다른 대학들의 학과들과는 다른 비교적 자유롭고 풍부
한 교육 제도가 마음에 들었다. 특히 내가 가장 원했던 스스
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강의
나 활동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창공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아직 짧은 시
간밖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창공과
의 장점들을 체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학과
만의 건물이 있다는 점과 이곳에서 우리 과 사람들과 특별히
많이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더더욱 창공과에 오길 잘 했다
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창공의 어떤 점을 보고 들어왔는지>
제가 창의융합공학과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학부 때부터 주
어지는 과는 창공과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창공과에 들어오
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공과 안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
우선 창공과에게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창의 설
계입니다. 창의 스튜디오와 창의 설계를 통해 내가 하고 싶
은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설렙니다. 또, 제가 꿈을 찾아 이 학과에 온 만큼, 제
꿈인 수면 공학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부나 프로
젝트를 꼭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
이 있었는데, 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아 창
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조금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은
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과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19학번. 윤혜정
‘창의IT융합공학과’라는 학과를 처음 듣게되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창의’라는 단어 였습니다.
늘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시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은 줄곧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무
한상상 공작실에 자주 드나들며 신기한 기기들을 탐구했고,
SEM 사진전 대회, 천체관측대회 등 재미있어 보이는 대회
면 일단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
운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제가 집중해서 하고 싶은 하
나의 분야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목표나 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를 할 무렵에는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도 모르는 채 그저 주변의 모두가 하는 대로 무작정 입시 경
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갈 길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고
등학교 2학년 여름, 저는 우연히 가게 된 창의캠프에서 창의
IT융합공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창공에서는 학생들
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목으로 개설되어 학점까지 준다는 것에 놀
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창공에 끌린 가장 큰 이유는 전
공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목적
이 뚜렷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저에게 대
학에 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공에 와서 세운 저의 목표는 꿈을 찾는 것
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꿈을 가지길 요구하는 사회에 등
떠밀려 ‘산업디자이너’라는 장래희망을 정해 두었을 뿐이었
지만, 대학교에서는 제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려 합니
다. 제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 메이커로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직업, 유학이 필요하다면 장소와 시기 등을 구체적
으로 찾아볼 것입니다. 제 관심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를 하면서 실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또, 창공에서는 학생들에게 단
기유학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는 RISD에서 계절학기를 들
으며 디자인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버킷 리스트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포스텍의 마스코트 ‘포
닉스’의 피규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3D 프린터라는 기기
가 정말 신기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때까지 제대로 사용해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던 한을 풀고 싶습니다. 창공에서 3D
프린터 마스터가 되는 것이 제 소소한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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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GAN과 이미지 편집툴에 의해
생성 및 조작된 인물 사진 검출법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합성사진을 검출해
본 결과, 1)과 2)에 대해 각각 94%, 74.9%의 가짜 사진 탐
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1) GAN생성 사진 검출

악의적으로 조작된 합성사진은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 전
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계학습 알고
리즘의 발전으로 고품질 합성사진의 생성과 가공이 더욱 쉬
워지며 합성사진 검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
교한 합성사진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
터로 생성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방대한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분류해 내기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사진, 특히 인물 사진의 경우, 가짜 누드 사
진, 신분 위·변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상엽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해당 연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하여 기계가 생성해낸 얼굴
사진과, 2) 사람이 이미지 편집도구를 사용하여 합성한 얼굴
사진을 검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류모델 (classifier)을 개
발하였다. 이 모델은 여러가지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에 앙상
블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미지의 메타데이터와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또는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로 추출된 특징을 활용하는 이전 연구
들과는 달리, 이미지의 RGB정보만을 이용 및 학습하였다.

딥러닝 알고리즘 중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생성해 내는 사진은 어느 한 부분이 합성된 것
이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며, 학습을 충분히
진행할 경우 실제 사진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다.
현재 가짜 사진 검출법은 합성된 부분이나 리터치가 이루어
진 부분을 검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GAN과 같이 이미
지 전체가 정교하게 생성된 사진은 제대로 검출해내지 못한
다. 우리는 이러한 GAN생성 가짜사진을 검출해내는 인공
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딥러닝 기반 모델을 시
도함과 동시에 ShallowNet이라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가짜 사진 탐지 모델을 새로이 개발
하였다. 최근 이미지 분석에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 중 많이
사용되는CNN은 이미지 내의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해당 특
징을 학습하여 이미지 분류 및 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해당 연구에서 CNN기반의 인공지능 이미지 분류 모델들
중 최신 아키텍처인 VGG19, XceptionNet, NASNet,
ResNet등을 테스트 해본 결과 직접 개발한 ShallowNet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ShallowNet은 다른 최신 딥러
닝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구조가 간단하며 그 깊이가 비교적
얕아 ShallowNet이라 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레이어 사이
즈가 각기 다른 세 가지 버전의 ShallowNet 을 만들어, 성
능이 좋은 두개의 버전을 Ensemble 방법으로 묶어 최종 예
측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ShallowNet은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잘 감지하지 못했던 매우 작은 크기의
사진에서의 미묘한 차이도 잡아낼 수 있었으며 GAN으로 생
성된 사진 검출에 가장 빠른 학습 시간과 위의 표처럼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였다.
인공지능 모델의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위해 유명인사 사진
데이터셋과 GAN으로 생성된 사진 데이터셋을 각기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그림.1). 유명인사 데
이터셋은 200,000개가 넘는 해외 유명인사의 다양한 표
정의 얼굴사진을 제공하며, 선글라스, 모자 등과 같은 다
양한 옵션이 포함된다. GAN으로 생성된 사진 데이터셋은
100,000개의 가짜 유명인사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본 연구 인공지능
알고리즘(굵은 글씨) 성능 비교>

(2) 사람이 합성한 이미지 검출
기계가 정교한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기
술이다. 지금까지 합성사진’이라 일컬어진 대부분의 가짜사
진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편집된 사진이다. 사람의 손으
로 편집한 사진은 기계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달리 생성패턴
이 일정치 않으며, 합성한 사람의 숙련도나 고도화된 이미지
편집툴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제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사진을 검출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스
를 개발했다. GAN으로 생성된 이미지와는 달리 사람이 직
접 합성하는 사진은 얼굴 뿐만 아니라 몸, 배경 등의 다양한
객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이 이루어진 부
분을 얼굴 부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얼굴 부분만을 검출
하는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YOLO, MTCNN,
Dlib 등 얼굴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최신 알고리즘을
실험하였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MTCNN을
채택했다.
해당 연구(2)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셋을 준비
하는 과정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합성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
지만, 사람 손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
동으로 합성시킨 사진일 경우, 그것이 합성하는 방식에 학습
모델이 과적합되기 때문에 직접 Adobe Photoshop CS6
를 활용하여 다양한 합성 사진을 제작하였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합성의 강도와 범위를 구분하였다. 먼저 합성의 강도는
총 3개로, 1단계는 사진을 오린 뒤 그냥 붙인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고, 2단계는 붙인 부분의 테두리를
부드럽게 다듬었으며, 3단계는 테두리는 물론 합성된 부분
의 색감을 조정하여 조작의 흔적을 거의 없앴다.

<그림1. 실제 유명인 사진 (왼) /기계(GAN)가 만들어 낸 가짜 사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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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GAN과 마찬가지로 CNN 기반 최신 아키텍처인
VGG19, XceptionNet, NASNet, ResNet과 앞서
개발한 ShallowNet모델을 사용하여 탐지해본 결과
해당 문제에서는 XceptionNet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는 이 실험을 통해 XceptionNet의 깊이 기반 분리 가
능한 convolution모듈이 얼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효
과적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본 실험은 GAN으
로 생성된 사진 문제에 비해 직접 데이터셋을 구비하므
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은 문제가 있어 74.9%의 다
소 낮은 탐지율을 보인다. 전체적인 가짜사진 탐지 프
로세스는 그림 3과 4에 소개되어 있다. 추후에 대량의
학습 데이터와 최적화된 자체 CNN기반 모델을 개발
한다면 더 높은 탐지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본 이미지와 사람이 직접 합성한 강도에 따른 이미지
3. 가짜 사진 탐지 인공지능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4. 가짜 사진 탐지 인공지능 모델 테스트 파이프라인

4.

기계가 만들어낸 사진을 검출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ShallowNet모델이 매우 정확한 분류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람이 합성한 사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미지 사이즈에 있어서 랜덤 예측치(50%) 보다는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여전히 일정부분의 한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 부족에
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 실험에 적합한 데이터가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합성사진을 제작하
였고, 첫번째 모델과 비교하여 두번째 모델에서는 매
우 적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풍부한 인공지능 모델에 트레이닝/테스팅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모델의 성능향상이 기대되며
이러한 가짜 사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감소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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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2019 ICT미래인재포럼(구.창의ICT융합인재포럼)이 올
해 4월 24일 부터 27일까지 총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도 이전 포럼과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IT/전자 종합전시회인 'WORLD IT SHOW'와 공동개최
를 통해 창의·융합·교육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으로 예상되오니,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
탁드립니다.

ICT미래인재포럼 2019 행사 개요
• 일시: 2019. 4. 24 (수) ~ 4. 27 (토), 10:00 ~ 17:00
• 장소: 코엑스 전시관 1층 A4 홀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포항공대,연세대,
주관: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
• 참가: ICT미래인재포럼 및 WORLD IT SHOW 참가자
• 내용: ICT명품인재 참여인력의 창의프로젝트 연구성과 전시

2018 창의ICT융합인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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