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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래인재포럼 2019  개최

• 일정: 2019. 4. 24 (수) ~ 4. 27 (토), 10:00~

• 장소: 서울 코엑스 1F 홀 A4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세대, 포스텍, 한국뉴욕주립대

• 대상: ICT미래인재포럼 및 WORLD IT SHOW 전시참가자

• 내용: '‘창의연구’, ‘혁신창업’, ‘미래연구’ 등 세부 주제를 중

심으로 ICT명품인재양성 10년간의 우수한 창의연구 프로젝

트 성과 전시 및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에 대한 도전과 열

정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강연

대구과학고 창의IT융합공학과 방문

• 일정: 2019. 5. 7 (금)

• 장소: 포스텍 C5  106호

• 대상: 과학고 학생 16명 방문 
• 내용: 재학생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및 랩투어 진행

인천과학고 창의IT융합공학과 방문

• 일자: 2019. 5. 3 (금)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과학고 학생 16명 방문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및 랩투어 진행

[창의세미나] 김진석 교수 (인하대)

• 일시: 2019. 4. 24 (수), 12: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 존재의 변화, 인간 강화와 인

간 잉여의 소용돌이

[창의세미나] Dr. Meyya Meyyappan (NASA)

• 일시: 2019. 5. 1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Printed Electronics: Equipment, Processing 

and Applications

[창의세미나] 신흥수 교수 (한양대)

• 일시: 2019. 5. 15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Bio-functional Materials i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2019-1학기 창의IT 종합 설계 데모데이

• 일시: 2019. 5. 24 (금), 08:30 ~ 12:0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대상: 창의IT종합설계 교과목 수강생 총 47명

• 수상: 

(1) 대상: 송영운 (주제: 자율주행자전거 개발)
(2) 최우수상: 권영호 (주제: 손을 통한 증강현실 동물과의 
상호작용 및 시청각적 효과)
(3) 우수상: 주동욱 (주제:Observation Augmentation 
with previous actions for compensating action 
update delay in real-world RL control)

세미나 소식

[창의세미나]  Prof. Bin He (Carnegie Mellon Univ.)

• 일시: 2019. 5. 29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Dynamic Mapping and Interfacing with the Brain

[창의세미나] 최성율 교수 (KAIST)

• 일시: 2019. 5. 22 (수),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Making and Playing with Graphene related 2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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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포스텍 공동연구팀,
3D프린터로 인공각막 제작 성공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창의IT융합공학과 장진아 

교수, 통합과정 김현지 씨 연구팀은 경북대 의대 안과 김

홍균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탈세포화 된 각막 조직

과 줄기세포를 섞어 만든 바이오잉크를 사용해 3D 프린

팅 기술로 인공 각막을 제작했다. 이 각막은 각막 유래 재

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생체에 적합하고, 실제 사람의 각

막처럼 투명하게 제작됐다. 이 연구는 바이오패브리케이션 

(Biofabrication)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명:Shear-induced alignment of collagen fibrils using 3D 

cell printing for corneal stroma tissue engineering, 2019.5) 

각막은 까만 눈동자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눈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빛을 눈에

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하고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빛 굴절 때문에 탄력도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인공 각막은 복잡한 제작 과정 때문에 투명하

게, 생체 적합 소재로 만들기 어려웠다. 지난해 인간의 줄

기세포로 만든 인공 각막도 대량 생산엔 성공 했지만 인간

의 각막처럼 투명하게 만들지 못했고, 이는 식품 첨가제로 

쓰이는 알지네이트(알긴산염)와 콜라겐 성분이 혼합되며 

마구 섞인 내부 구조를 생성하며 혼탁한 상태를 만들게 되

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람의 각막을 들여다보면 내부 콜라겐 섬유로 된 격자 무

늬가 촘촘하게 자리하고 있다. 각막 내 격자 패턴은 각막의 

투명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그 동안 모사하려는 

연구가 많았지만 복잡한 제작 과정과 체내 독성 물질 사용

으로 실제 각막 이식체로 사용하기는 힘들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막 내 격자 패턴을 3D 프린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전단 응력을 이용해 만들었

고, 소재도 실제 각막 조직과 동일한 세포외 기질과 줄기세

포를 섞어 바이오잉크 재료로 만들면서 생체 적합성까지 확

보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노즐을 통해 내부 잉크가 나오면서 만들

어지는데 노즐을 지날 때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만

들어 지는 전단 응력이란 힘이 있다. 연구팀은 이 힘을 조

절해 콜라젠 섬유 구조의 배열을 제어하고, 실제 사람의 눈

처럼 격자무늬를 지니는 투명한 인공 각막을 만들 수 있었

다. 토끼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연구팀이 만든 인공 각막 

이식 4주 만에 실제 인간 각막의 구조와 유사한 격자 패턴

을 생성하고 유지하면서 투명한 특성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진아 교수는 “3D 프린팅 시 발생하는 응력을 이용해 각

막 미세 구조를 모사해 체내 안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확보

한 연구”라며 “각막 대체제로 상용화 된다면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

혔다. 한편 이 연구는 환자 맞춤형 각막이식을 위한 각막

수술로봇 및 제조로봇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산업통상자

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자지원사

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명품인재양성사업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사람 각막을 이식받아야 했

다. 하지만 각막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만 2018년 

기준 2000여 명이고, 평균 6년 이상 기다려야 각막을 기증받을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인공 각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

존 인공 각막은 돼지 각막을 사용하거나 합성 고분자 등 화학물질

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각막 이식 후 눈과 잘 융합되지 않거나 투

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인간 각막 구조 모사해 격자 패턴

으로 투명한 각막 제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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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KAIST 합작’ 
신개념 반도체 집적회로 길 열어

KAIST는 임성갑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와 김재준 포스텍 창

의IT융합공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비아홀’ 공정이 없어

도 금속을 다중으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고 11일 밝혔다. 비아홀은 금속을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간을 뚫는 작업으로, 연구진은 비아홀 없이 5층 이상의 3

차원 고성능 유기 집적회로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유기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유기 트랜지스터는 구부리거나 

접어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

플레이나 웨어러블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그러

나 유기 반도체는 화학 용매나 플라즈마, 고온 환경에서 쉽

게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반도체 

식각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 집적회로를 구현하는 데 대표적인 걸림돌이었다. 

연구팀은 유기물 반도체의 손상 없이 안정적인 금속 전극 

접속을 위해 절연막에 비아홀을 뚫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패턴으로 만들어진 절연막을 직접 쌓는 방식을 선택했다. 

패턴된 절연막은 패턴 구조에 따라 반도체 소자를 선택적으

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팀은 ‘개시제를 이용

한 화학 기상 증착법(iCVD)’를 통해 얇고 균일한 절연막 패

턴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트랜지스터 및 집적회로를 구현했

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금속 연결 방법이 유기물 손상없이 

100%에 가까운 수율로 유기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만든 트랜지스터를 연결해 인

버터, 낸드, 노어 등 다양한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다. 

포스텍 창의IT 김재준 교수는 “패턴된 절연막을 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유기 집적회로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의 원

천이 됐다”며 “향후 다양한 반도체 집적회로 구현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6월 

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 Highly stacked 3D organic integrated circuits with 

via-hole-less multilevel metal interconnects, 2019. 6) 

유기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유기 트랜지스터는 구부리거나 접어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웨어

러블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그러나 유기 반도체는 화

학 용매나 플라즈마, 고온 환경에서 쉽게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

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반도체 식각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 집적회로를 구현하는 데 대표적인 

걸림돌이었다. 

일반공정 적용 어려운 유기 반도체 

집적회로 구현 길 열었다

수직 집적된 디지털 회로 공정과 이미지

금속 상호 연결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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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 이창훈 학부생,
범죄예방·수사에 `꿀팁'주는 

빠른 화질 향상 솔루션 개발

기존 SR 기술은 일반 디지털 줌과 달리 단일 이미지 화질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화질을 더 선명하게 확대하지만 동영

상은 처리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SR 기술을 접목했다. 

그는 CCTV·IP카메라 등 영상에서 사건·사고 해결에 단초

를 제공한 사람·차량 및 번호판 등 필요한 부문의 화질만 

개선, 처리 영역을 줄임으로써 SR 처리시간을 단축하는데 

연구 초점을 뒀다. 전체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둔 영

상만 향상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창훈 학생은 영상에서 사람·차량 등 특정관심영역(ROI)

만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해 SR처리한 후 원본에 합성했

다. 이후 차량·번호판 등 특정 이미지의 고화질과 저화질 

영상 간 관계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반복 학습시켰다. 

결과적으로 이창훈 학생이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원

본 동영상을 입력했을 때 특정 영역 영상이 개선된 동영

상을 보여줬다. 저화질 영상을 입력해도 고화질 영상으

로 빠르게 인식한 것이다. RVSR(Rapid Video Super 

Re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뷰> 이창훈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 

“학교에서 딥러닝·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접하다 보니 딥러

닝 하드웨어(HW) 가속기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딥러닝 하드웨어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

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창훈 학생은 “딥러닝 HW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면

서 향후 연구와 취업 진로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덩

치가 큰 GPU 보다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칩과 같은 특수 

목적에 활용하는 딥러닝 HW 가속기에 관심이 많다”고 말

했다. 

이창훈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CCTV·IPTV 등 영상이 범죄

예방과 사건조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의외로 저화질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웹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했다. 비디오 영상 내 관심 영역만 SR처리해 시간을 

단축하는 화질 향상 솔루션 개발 접근방법도 드물다는 설명

이다. 이창훈 학생은 이 기술로 교내 기술창업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아,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화학에 관심이 많아 신약개발연구원을 

직업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관심 

분야가 컴퓨터로 바뀌었다. “새로운 화합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모델링을 자연스럽게 접하

게 되면서 창의IT융합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화질 CCTV·블랙박스·IP카메라 영상에서 특정 영역 부분의 흐

릿한 화질을 고화질로 빠른 시간에 개선, 범죄 예방과 수사에 도

움을 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이창훈 학부생은 '객체검출을 이용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의 

빠른 화질 향샹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창훈 학생은 딥러닝 기반의 

SR(Super Resolution) 기술을 활용했다. 

CCTV 및 블랙박스영상의

빠른화질 향상 솔루션 개발

개발한 앱을 이용한 이미지 화질 개선 이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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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수) ~ 4월 27일(토) 4일간, 포

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은 정보통신기획평가

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기술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

께 서울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CT

분야의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ICT미래인재

포럼 2019'(구.창의ICT융합인재포럼)을 개최

하였다.

제 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창의연구', 

'혁신창업', '미래교육'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

로 ICT명품인재양성 10년간의 우수한 창의연

구 프로젝트 성과 전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과 미래기술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강연들이 함께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YTN 연합뉴스(4/24)와 YTN 사이

언스(4/24) 및 유튜브로 생방되었다.

제 7회 ICT미래인재포럼     1413         POSTECH i-Lab Review  I  Summer  2019  Vo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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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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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주동욱

나는 2013년도에 창의IT융합공학과의 학부생으로 입학을 

했지만, 이번 2019년에 처음으로 ICT미래인재포럼에 참가

하게 되었다. 나는 창의설계II에서 진행한 “원거리 영상으로

부터 인간의 행동 모방을 위한 로봇 학습 ~ 로봇 아바타 ~”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포스터 발표를 준비했다. 장소가 장소

이다 보니, 서울로까지 무겁고 큰 로봇과 로봇의 제어를 위

해서 필요한 PC와 모니터들을 옮기느라 나름 고생을 했지

만, 5일간의 포럼 참가는 내게 있어 무척 유익한 경험이었기

에 이렇게 후기를 공유한다.

포럼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바로 나의 연구를 대중의 관점

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일 프로그래밍

을 하고 로봇을 움직이는 생활에만 파묻혀 있다 보면, 어느

덧 내가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을 위한 기술

연구와 소통
ICT미래인재포럼 참가 후기

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이 너무나 부

럽다. 내가 학부생 때 이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

다.” 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말은 아니지만, 나는 포럼

에서 이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던 것 같다. 내가 포항공과대

학교와 창의IT융합공학과에 있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

왔던 것들이 누군가는 그렇게나 부러워하는 환경일 수 있다

는 것, 내가 누군가의 기회를 대신하여 이곳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재차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있는 자리와 누리는 

지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

학기 중에 4박 5일이나 시간을 내어서 포럼에 참가하기에

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는 일정이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 기

간 동안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로서 내가 앞으

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아가야 할지 

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내가 창의IT융합공학과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에게 졸업 

전에는 꼭 한 번 포럼에 참가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적인 서술에만 익숙해지고 이를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포럼에 온 대부분의 일반 관

객들은 그러한 기술적이고 어려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없

다. 그렇기에 나는 쉬운 언어로 일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

도록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발표를 고민해야만 했다.

또 다른 느낀 점은 사람들이 로봇을 무척 신기해한다는 것

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산업과 일상이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 로

봇은 여전히 생소한 존재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

모에 직접 참여해보면서 내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는 앞으로 이러한 분야를 계속 

연구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로봇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

상을 만들고 싶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내가 있는 창의IT융합공학과가 정말로 좋은 환

경이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었다. 벤처캐피탈리스트(VC) 분

들을 앞에 모시고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내 발표를 듣고 말씀하셨다,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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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송영운
1) Grand Prize: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Bicycle

“왜 자동차보다 장점이 많은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에는 단 

한 번도 자율 주행 기술이 개발된 적이 없을까?”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익숙한 교통 수단으

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쉽게 접

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기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이륜차가 자율 

주행을 하는 기술은 개발되어서 상용화된 적이 없는데 이는 

바로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는 사륜차와는 다르

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율 주행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기가 

창의IT설계 데모데이
수상작을 살펴보자

의 선을 인식하여서 주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현재는 Lidar, GPS 와 같은 센서들을 함께 사용하여

서 완전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 중 하나는 

이렇게 개발한 저의 연구를 소개할 수 있었던 자리가 많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연구를 계속 해 내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에는 제가 개

발한 자율 주행 자전거를 KBS 2TV 1박 2일 프로그램에 출

연하여서 소개하는 잊지 못할 경험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여러번의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에 참가하여서 어린 아이

들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또 여러 시민들과 같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 연구를 소개하고 발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창의IT설계 연구로 세계 

최초의 자율 주행 자전거 개발에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자율 주행 자전거는 위에서 언급한 특징 덕분에 자동차가 접

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처하기 위

한 자전거 앰뷸런스, 골목길 배달 등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율 주행 자전거의 핵심 기

술인 두 바퀴를 사용하여서 균형을 잡는 기술을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적용하여서, 사고 상황 등에서 이륜차가 넘어

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세 제어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 IT 설계 II, III, IV 교과목까지 총 3학기 동안 연구를 진

행하면서, 현재는 실제 크기의 자전거가 두 바퀴 만으로 사

용하여서 균형을 잡고, 또 그와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 바닥

• 일시: 2019. 5. 24 (금), 08:30 ~ 12:0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대상: 창의IT종합설계 교과목 수강생 총 47명

• 수상: 대상: 송영운 / 최우수상: 권영호, 주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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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권영호

2) Grand Prize: 손을 통한 증강현실 동물과의 상호작용 

및 시청각 효과

•연구목적:증강현실 동물을 터치스크린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닌 현실의 손과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 결과를 시청각 효

과로 표현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입니다.

•내용:딥러닝 알고리즘 중 semantic segmentation 과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카메라 프레임 상의 

손의 위치와 손의 모양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손의 위치의 경우 쓰다듬는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손

의 모양에 대해서는 가상의 동물의 따라오기, 쳐다보기와 같

은 상호작용을 가상의 동물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대효과: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

손"이라는 좀 더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타:연구를 하면서 증강현실 콘텐츠를 조작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여운 증강현실 컨텐츠 자체를 제작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Grand Prize: Observation Augmentation with 

previous actions for compensating action update 

delay in real-world RL control

나는 이번 학기에 창의설계III 프로젝트로써 강화 학습을 

현실에 더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

다. 현재까지의 강화 학습은 주로 시뮬레이션/에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성공적인 반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실패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일으

키는 이유는 데이터 통신의 매체의 차이, Action Space

의 차이, Computation Delay를 비롯한 많은 원인들이 존

재하는데, 그중 나는 현실의 강화 학습에 있어서 필연적인 

Computation Delay를 보정해주는 연구를 하였다.

강화 학습에 있어서 Computation Delay로 인한 성능 저

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최

적화를 통화여 Computation Delay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 또 다른 하나는 Computation Delay를 인정하고 이

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나는 후자의 전략으로 문제에 접근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다. 

기본적인 방법은 기존의 state를 이전 step의 action으로 

augmentation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전의 action을 더

해줌으로써, 네트워크는 Computation Delay로 인하여 지

연되는 동안, agent와 environment가 어떻게 변화할지 간

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는 기존의 방법과(초록색) 내가 제시한 방법

으로 제어를 하였을 때,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는 Reward 

Curve가 나타나 있다. 성능 비교는 실물 Cartpole Swinup 

Task에서 이루어졌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Delay를 보정해주지 않는 쪽은 성

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정을 주었을 경

우 Delay가 길어져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주동욱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많은 실험을 하느라 빠듯하고 정신없는 한 학기

를 보냈다. 나의 새로운 방법을 설득력 있게 검증하기 위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실험을 270번이나 반복하느라 많은 

시간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제안한 방법의 결과가 예상한

대로 좋게 나와서, 힘든 것을 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Researcher’s High를 느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

래의 사진처럼 데모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가 한 연구

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다.

본 연구는 아직 실제 환경에서 고전 중인 강화 학습 알고리

즘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큰 비용 없이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많은 실물 강화 학습 알고리즘에서 기본적 성능 향상

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언젠가는 강

화 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실제 로봇들이 

더 많이 제품화되고,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림 1.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네트워크 학습 방법 비교

그림 2.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 비교, 기존(초록색), 제안(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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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was introduced for mainly gaming in the early 

stage, and both GPU industry and game industry 

have been alternately advanced keeping in their 

symbiosis relation. As game markets required 

more realistic screens, GPU industry chose many-

core platforms for high-resolution rendering and 

texturing mapping. Yet, it was still not enough to 

meet higher increasing game market requirements 

in 1990s. The fixed function pipeline was the 

main problem to implement versatile graphical 

effects, accordingly, first programmable GPU was 

introduced in 2001 by Nvidia. The researchers 

became interested in the parallel computation 

structure of GPU, and the technology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GPGPU) was born. GPGPU was utilized as new 

scientific computation technology and this has been 

rapidly boosted with advent of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 by Nvidia. CUDA 

provides tools a form of C/C++ compiler extensions 

and makes the researcher simply access GPU for 

large amount of computations

Thread hierarchy of GPU

GPU has thousands of cores that are individually or 

organically executable. Each core executes a small 

size program and we call it a thread. Threads have 

three levels of hierarchy as shown in figure 1. We 

apply this characteristic of GPU at finding control 

sequences from an enormous size graph.

Implementation

Linear Temporal Logic (LTL) is a time related logic, 

and it is represented as a graph. Unlike array or list 

type data structure, we cannot hop to an arbitrary 

node during traversing if data has a graph structure. 

Thus, we have to visit every node and check 

whether they satisfy conditions, and the best way 

of reducing search speed is concurrent traversing all 

paths. We enable this tough idea in real with CUDA.

We devise a hybrid searching method of Depth 

First Search (DFS) and Breadth First Search (BFS) 

for data feeding to GPU. Each path, or task, of 

a graph is enqueued in one data queue in this 

hybrid fashion. Figure 2 depicts these processes. 

Then, we transferred parts of them to GPU before 

running GPU kernels. A scheduler was introduced 

to minimize time bottle neck during data copying 

between CPU and GPU. These two steps were 

repeated until the queue is in empty state, and GPU 

found the target more than 100 times faster than 

CPU did.

Conclusion

Most of researchers utilize GPU not for parallelism 

itself, but for computation capabilities like matrix 

multiplication or video decoding. Unlike such 

prevalent usages, we are focused on the parallelism 

that concurrent execution multiple small search 

algorithms. This approach provides a fresh solution 

of solving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s.
Figure 1. Threads hierarchy

Introduction

Humankind has been being undergone a brisk 

paradigm shift to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at 

never experienced before. Considerable number 

of things surrounding us have been digitalized 

and connected each other from smart phones 

to electric lights. Clearly, these changings bring 

comfortable human life, but extensive complex 

control tasks have to be resolved exist underneath 

it. Requirements, constraints and their conjunctions 

of systems are getting more complex, and it is 

already out of human hands. Model checking is 

one solution of verifying automated process in such 

complex systems. Unlike usefulness of it, however, 

their worst-case complexity is exponential. 

Unfortunately, recent Central Process Unit (CPU) 

has still not enough power, so that a new alternative 

has been requir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es are in fashion, high-power computing 

capabilities of Graphics Processing Unit (GPU) have 

become widely known.

Figure 2. Data structuring for GPU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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