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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

주요 소식

삼성전자 기술세미나 발표

•	일시:	2014.	7.	2	(수),	12:00~15:00

•	장소: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	발표자:	김재준	교수,	정성준	교수,	김한준	교수,	

이남기	교수,	임태욱	박사

•	발표내용:	IT명품인재양성사업	주요	연구과제

Stony Brook University 해외 단기유학 

학부생 출국

•	일자:	2014.	7.	5	(토)

•	대상:	2014학번	학부생	7명

•	유학기간:	2014.	7.	5	~	2014.	12.	19

①	여름학기:	7.	 7	~	8.	 14	 (정규과목	최소	6학

점~최대	8학점까지	지원	또는	 Intensive	English	

Program	지원)

②	가을학기:	8.	25	~	12.	17	(정규과목	최소	12학

점~최대	17학점까지	지원)

2차 학생 공모 과제 중간 평가

•	일시:	2014.	7.	9	(수),	10:00~

•	장소:	포스텍	NINT	1층	컨퍼런스	A홀

•	대상

①	Driver's	 drowsiness	monitoring	 system	

using	 a	 ECG	 signal	 and	 a	 smart	 phone	

application	(최민호)

②	 Enhancing	 usability	 of	 2D	 screen	 and	

projection	 based	 AR(Augmented	 Reality)	

System	to	provide	a	new	3D	user	experience	

(권희승,	오승재)

김철홍 교수,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에 논문 게재

•	일자:	2014.	7.	6	(현지시간)	

•	주요내용: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전만

식	교수팀은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	조나단	로벨

(Jonathan	Lovell)·위스

콘신주립대	웨이보	카이

(Weibo	Cai)	교수	연구팀

과	공동으로	차세대	광음

향	의료영상기기와	맞춤

형	유기	나노입자를	이용

해	세계	최초로	비침습·

비방사선·고감도·고해

상도	소화기관	영상	기술

을	개발하고,	생체	내	영상	촬영에	성공했다.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Techn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된	이	연구성과는	인

체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영상	촬

영	방법보다	간단하게	소화기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서	학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철홍	교수는	“광음항	영상의료기

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우수

한	기업들의	개발이	시급하며,	아직	동물	실험에	머

무르고	있지만	임상	실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

부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과	선도연구센터(ERC)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창의IT융합공학과 세미나

•	일시:	2014.	7.	18	(금),	14:00~15: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LG전자	백종섭	박사

•	주제:	Technology	Platform	Trend	for	 Internet-

of-Things	and	Wearable	Devices

개교 30주년 기념 대학 발전기금 홍보 동

영상 촬영

•	일시:	2014.	7.	23	(수),	08:00~11: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목적:	'창의교육관'	건립	기금	마련

(서울) 영재고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4.	7.	26	(토),	17:00~20:00

•	장소:	서울	리츠칼튼호텔	금강룸

•	대상:	서울지역	영재고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부산) 영재고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4.	7.	27	(일),	12:00~15:00

•	장소:	부산	롯데호텔	샤롯데룸

•	대상:	부산지역	영재고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2014 FIT Summer Program

•	일정:	2014.	7.	21	(월)	~	7.	25	(금)	

•	장소: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	주제:	Fashion	Meets	Technology

•	구성:	패션	분야별	강의,	전문가	초청세미나,	그룹	

프로젝트	등

•	특별강연:	 디자이너	이상봉,	패션디렉터	이나나,	

배우	안혜경,	CLO	 3D	김지홍	이사,	 i-Fashion	

박창규	교수,	모임	별(Byul.org),	 MR.	 JONES	

ASSOCIATION	김지석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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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수고교생 초청 2014 하계 이공계

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	일시:	2014.	7.	31	(목),	09:30~1200	/	14:00~16: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전국	우수	일반고	2학년생	40명

•	행사기간:	2014.	7.	30	(수)	~	8.	1	(금)

•	행사주관: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2014 전반기 포스텍 잠재력 개발 과정 학과 

탐방

•	일시:	2014.	7.	29	(화),	13:00~18: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전국	일반고	2학년	학생	중	엄정한	서류평가

를	통해	선발된	최우수	인재	40여명

•	행사기간:	2014.	7.	24	(목)	~	8.	14	(목)

•	행사주관: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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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

주요 소식

2014 하계 창의캠프 「InCiTE, ExCiTE」

•	일정:	2014.	8.	6	(수)	~	8.	8	(금),	2박	3일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전국	과학고·영재고·민사고	2,	3학년	학생	

45명

•	주요내용

①	1일차	–	행사	안내,	도우미	소개,		환영인사	및	

학과소개,	학과	홍보동영상	상영,	특별강연,	신세계

만들기,	Ice	breaking-부루마블

②	2일차	–	교과목	소개	(창의IT설계,	창의Studio	

소개),	신세계	만들기	발표,	학부생과의	대화,	상상

마당,	레크리에이션

③	3일차	–	롤링페이퍼,	설문조사,	시상식

•	행사기획	및	주관: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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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초청세미나

•	일시:	2014.	8.	22	(금),	10:00~

•	장소:	SUNY	Korea	Academic	Bldg.	C107

•	연사:	구글(Google)	Fredrik	G.	Pferdt	총괄매니저

•	주제:	Innovate,	Goole	Style!

특별 초청세미나

•	일시:	2014.	8.	22	(금),	14:00~15: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	 Pradeep	

Sharma	학장

•	주제:	The	Art	of	Tickling

사물인터넷 워크샵 개최

•	일시:	2014.	8.	29	(금),	14:00~18:00

•	장소:	포스텍	NINT	1층	컨퍼런스	A홀

•	참석자:	미래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ICT,	포항

테크노파크,	미래IT융합연구원	담당자	(22명)

•	주요내용:	각	기관의	사물인터넷	추진현황	및	계획	

소개,	사물인터넷	활용전략	논의	등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8.	27	(수),	14:00~15: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warup	Bhunia	교수	

•	주제:	Secure	and	Energy	-	Efficient	Systems	

in	the	Nano	Era:	Some	New	Directions	

2014 창의ICT융합인재 포럼

•	일시:	2014.	8.	21	(목)	09:00~

•	장소: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	참석자:	IT명품인재양성사업	유관기관	및	국내외	창

의교육·융합연구	수행	대학	및	기관	관계자,	과

학·영재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

•	주요일정

①	Part	I:	성과발표회

-	전시부스	운영

-	창의교육·연구	발표	및	심사

②	Part	II:	창의ICT융합인재양성	포럼

-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	Panel	Discusstion

전국 우수고교생 초청 2014 하계 이공계

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2차)

•	일시:	2014.	8.	13	(수),	09:30~1200	/	14:00~16: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전국	우수	일반고	2학년생	40명

•	행사기간:	2014.	8.	12	(화)	~	8.	14	(목)

•	행사주관: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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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

주요 소식

이화여대 스트랜튼 학부와의 교류 학술발

표회 <BeSCIT 제2회> 개최

•	일정:	2014.	9.	13	(토)	~	9.	14	(일)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	목적:	지향점이	비슷한	두	학과	학부생들이	개인	혹

은	단체로	행한	학술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학과의	발전을	도모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9.	17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Shenzhen	Institutes	of	Advanced	Technology,	

Liang	Song	교수

•	주제:	Multi-scale	molecular	 and	 functional	

photoacoustic	imaging	in	vivo

주요 소식         10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9.	3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Holst	Centre/TNO,	이지열	박사

•	주제:	 The	 Future	 is	 Flexible	 :	 Electronic	

Systems	on	flexible	foil

창의타임

•	일시:	2014.	9.	26	(금)	11:00~12: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미래IT융합연구원	이창호	박사

•	주제: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	using	

the	optical	imaging	system

KAIST & POSTECH 학생대제전

•	일정:	2014.	9.	19	(금)	~	9.	20	(토)

•	장소:	포스텍

•	종목

-	과학기술종목:	해킹,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대회,	

																		과학퀴즈	

-	운동종목:	농구,	축구,	야구	

-	E-sports:	LOL	게임

-	기타행사:	개막식,	폐막식,	양교	서포터즈	교류,	

													동아리	공연,	초청가수	공연	

창의IT융합공학과 세미나

•	일시:	2014.	9.	5	(금),	11:00~12: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KAIST,	Daniel	Saakes	교수

•	주제:	 Open	 Design:	 supporting	 the	 new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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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 소개

스마트 컴퓨팅 및 제어 공학

연구 분야 소개

제어공학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론(제어,	신호처리,	최적

화,	기계	학습,	통신	이론,	정보	이론)을	근간으로	“스

마트	컴퓨팅(Smart	Computing)”에	대해	다학제적인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컴퓨팅의	연구목표는	현실	세계로부터	효율성

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문제를	찾고,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으로는	고전적인	컴퓨팅	방법으로는	잘	구현되지	않는	

인간의	인지,	판단,	지식	축적,	행동지능과	관련된	뇌	

본연의	컴퓨팅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스마트 컴퓨팅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및 설계

최근	각	기술과	영역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다양한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다양한	데이

터들로부터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적절

한수희 교수  http://cocel.postech.ac.kr  

2003년 서울대학교 박사

2005년 STANFORD 박사후연구원 

2009년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부교수

2014년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전자전기공학과 부교수

Research Area: 스마트 컴퓨팅 및 제어 시스템 연구

한	운영과	제어를	하면,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시스

템을	적절히	모델링하고,	설계하여	스마트	컴퓨팅을	구

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실시간	가격	변동,	ESS를	고려한	전기자동차	최적	충전	알고리즘>

그린 제어 공학

그	동안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만	초점을	맞추어	모

든	운영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용

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효율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면서	다양한	변

수를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	컴퓨팅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실시간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제어시스템은	연구할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실시간	가격	변동	상황에	따른	최적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운영	

-	배터리	열화(degradation)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충방전	제어	방법		

-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배치와	제어

-	제약과	수요반응을	고려한	제어	

-	동적	지능형	최적화를	통한	실시간	적응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구현

신임 교원 소개         12

<스마트	컴퓨팅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분석,	설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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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	싸이클과	주	연구	분야>

-	무경험상황에서	기존의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추론

을	통해	복합작업	수행

-	자기조직적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수행	중	PAC	

기반의	자율적	지식	습득

-	Affordance	기반의	단위작업계획과	계층화를	통한	

복합작업	계획

-	모사학습을	위한	인간행동인식과	로봇으로의	저차

원	맵핑	연구

-	무경험	물체	대상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감각/운동/

학습	제어	

로봇 지능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관리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의	가장	큰	응용은	로봇에	이식하는	것

으로	무경험	상황에서	지식을	응용하여	자율적인	작업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식체계	구축과	실시간	지식	적용을	위한	모델링	

기법		

The Falling of the Leaves

by William Butler Yeats

Autumn is over the long leaves that love us,
And over the mice in the barley sheaves;
Yellow the leaves of the rowan above us,

And yellow the wet wild-strawberry leaves.

The hour of the waning of love has beset us,
And weary and worn are our sad souls now;

Let us part, ere the season of passion forget us,
With a kiss and a tear on thy drooping b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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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미래IT융합연구원에서는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

학부와	함께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미래의	융합시대	및	글로벌	ICT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	양

성을	위한	토론의	장인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2014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을	개최하였

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IT명품인재양성사업과	해외	사례의	우수성을	서로	공유하고	ICT분야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창의ICT융합인재양성	포럼'과	더불어	새

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대학의	창의교육과	연구	성과에	대한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포럼은	알토	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및	구글과	같은	해외	글로벌	대학과	기업을	초

청하여	국제포럼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대학	교육	및	연구	협력의	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행사개요

•	일시:	2014년	8월	21일	09:00

•	장소: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F)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포스텍,	연세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주요참석자

			(미	래	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국				회)	권은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

			(대				학)	포스텍	김용민	총장,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조신	원장,	핀란드	알토대학	Hannu	Seristo	부총장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Pradeep	Sharma	학장

			(기				업)	구글	혁신·창의성	프로그램	Frederick	G.	Pferdt	총괄매니저,	삼성전자	우남성	사장

창의ICT융합인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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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세부일정 

- Part I: 성과발표회

시간 내용 비고

09:00	~	(18:00) 전시부스	운영 홍보	및	전시부스	36개	규모

09:20	~	11:20

창의교육·연구	발표

	-	학생창의부스별	발표

	-	VC	및	후원기업	등	심사위원회	심사

우수	창의과제	심사

-	우수	창의과제(3건)	선정

-	NIPA	원장상	시상

11:40	~	13:00 오찬

13:00	~	13:30 스폰서	전시부스	관람

- Part II: 창의ICT융합인재양성 포럼

시간 내용 비고

13:30	~	14:05

개회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

환영사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축		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위원

삼성전자	우남성	사장

시		상
(미래부	장관상)	창의인재	평가	부문	2명

(NIPA	원장상)	우수	창의과제	3팀

14:05	~	14:20 VIP	전시부스	투어 미래부	차관	및	참석	내빈	전시부스	투어	/	Break	time

14:20	~	15:00 Keynote	Speech	I

[다빈치(多彬治)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ICT융합	교육]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조신	원장	

[창의성과	융합적	능력	창출을	위한	i형	인재	양성	교육]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15:00	~	16:15 Keynote	Speech	II

[Cross-disciplinarity,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알토대학	Hannu	Seristo	부총장

[Creative	freedom	to	innovate]

	구글	Frederik	G.	Pferdt	총괄매니저

[Cultures	of	Creativity:	Invention-Innovation-Entrepreneurship]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Pradeep	Sharma	학장

16:15	~	16:30 Break	time

16:30	~	18:00 Panel	Discusstion

[ICT분야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교육

과정과	연구방향	논의]	

		(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	

		(패널)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조신	원장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

알토대학	Hannu	Seristo	부총장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Pradeep	Sharma	학장	

구글	Frederik	G.	Pferdt	총괄매니저

18:00	~ 폐회사 폐회사	및	경품추첨



□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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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STORY

전하영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창의캠프 

창의캠프는	매년	두	번,	여름방학에는	영재고,	민사고,	

과학고를	대상으로,	겨울방학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열리는	창의IT융합공학과(이하	창공과)의	행

사로	입시설명회의	한계를	느낀	창공과	학생들이	고등

학생들에게	창공과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	직

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캠프입니다.	

저는	미국	단기유학도	다녀오고	이런	저런	일로	창의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

로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제

3회	창의캠프	InCiTE,	ExCiTE의	대통령

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창의

캠프를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캠프를	위해,	열	댓	명	남짓한	학생

들이	학기	중부터	시작해	방학에는	무

려	합숙까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왔습

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

에	올해도	그러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획

하였거든요.	

이전에	진행했던	행사들을	바탕으로	기

획하는	것이라	제1회	창의캠프	보다는	

일도	적고	훨씬	수월했겠지만	캠프가	끝

나자	잇몸에	피도	나고	다크서클도	심해

지는	것을	보니,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까지도	종종	오는	캠프	참여자	학생들

의	연락을	보면	설레기도	하며	참	좋았

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날,	올해도	어김	없이	게임	master

를	모시고	ice	breaking	시간을	가졌어

요.	포항까지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

데,	정말	열심히	놀아줘서	얼마나	사랑스

러웠는지...!	

ice	breaking이	끝나고	시작된	학과소개	및	특별	강연

에서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아이들의	똘망똘망

한	눈방울과	열정이	맘에	쏙	들었답니다!	그	뒤	다	같

이	출장	뷔페를	맘껏	먹으면서	한	층	더	행복한	시간

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新세계'	프로그램!	각자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조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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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영웅만들기’에	이

어	올해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에요.	

설명이	부족하진	않을까,	자칫	지루해지진	않을까	걱정

이	많이	되었었는데	다들	어찌나	잘해줬는지	감동이었

습니다.	조별로	여차여차	회의를	하다보니	하루가	금

방	가고	어느새	서먹하던	분위기가	사라져	밤늦게	까

지	더	놀자고	떼쓰는	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둘째날,	직접	교수님들을	모셔서	듣는	창의IT융합공학

과의	수업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

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짧은	아이디어	구상도	해보고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해

봄으로써	짧게나마	우리	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신경	써서	준비해

오셨던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新세계	발표시간!	두근두근!	와~정말	

놀랐어요!	연기도	처음	해	본	애들이	어쩜	그렇게	쑥

스러움	없이	잘해내다니!	정말	반했어요.	♥.♥	인생은	

로또,	자분고!	개미집,	신과	함께,	사고가	당연한	세상,	

기승전닭,	심오했던	스토리며,	발표와	밀당하는	랩을	

선보였던	조까지!!!	

InCiTE, Ex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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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어선	잘	모르시겠죠?	리허설	때보다	얼마나	다

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빵빵	터지며	웃을	수	있

는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인생과	세상에	대한	참된	교

훈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함께	상상마

당을	하면서	참된	창공인의	생활을	느껴보기도	했답니

다.

우천시에도	강행된	'선배와	나가서	먹기!'	창의	캠프	때	

마다	캠프	참여자들을	위해	진행자들이	밥을	사주는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태풍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도	

좋아라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창의	캠프	참여자	여

러분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진행된	총장님과의	강연!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

을	내어	창공을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손님들,	창공	재학생들을	모

시고	진행했던	선배와의	대화.	선배들이랑만	할	수	있

는	이야기	보따리도	풀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공벨을	울리고	시작된	레크레이션!	다

들	고등학생들이라	캠프	기간	때	좀	쉬어	갈	줄	알았

더니만,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써가며	밤새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길래	창의공

간에서	밤새	노는지	싶었는데	캠프를	참여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롤링페이퍼도	쓰고,	한	명	한	명	인사를	해

서	버스에	태우고	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캠프	정말	보람차게	끝내줘서	너무	고마웠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잘	놀아줘서	안도했어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캠프	때	좀	예민하게	굴었음에도	잘	넘어가주고	학생

들	잘	보살펴준	큰	형,	작은형	고맙고	궂은	일	아무	

말	없이	계속	해주고	학생들도	잘	챙겨준	동네	형들도	

고마워요.	밤	늦게	찾아와서	같이	놀아준	재학생들도!	

그리고	캠프	땐	못	왔지만	응원의	메시지	보내	준	분

들,	마음을	담아	기부해	준	창공인들,	등등.	사랑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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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STORY

송승빈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에티오피아와 기쁨을 나누다

봉사단으로	뽑히기	전	인터뷰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

었다.	“국내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에티오피아로	봉사활동을	가고	싶나요?”	그때만해도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	간의	합숙	준

비기간과	3주의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우리가	보

지	못한	90%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서	도

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의	봉사활동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3주간의	짧은	에티오피아	봉사

활동	이야기를	풀어본다.

7월	26일	아침에	우리	봉사단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했다.	버스로	두	시간,	아다마로	

이동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아프리카와

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도시에는	고층빌딩은	많이	

없지만	그런대로	개발과	건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차

들도	정말	많았다.	물과	전기도	없이	굶주리면서	사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었다.

7월	28일에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보았던	

도시의	모습은	다시	무너졌다.	우리는	숙소에서	나와	

창공 STORY         24

덜컹거리는	흙	길을	지나	멜카아다마	학교로	이동하였

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한	웃음으로	반기는	아이들

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옷은	입었지만	조금	

찢어지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신발이	없는	아

이들도	있었다.	도심지역에서	차로	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인데도,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흙	길에	물웅

덩이가	고여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다음날	우리는	정해진	일정

대로,	우리미래나눔	팀은	멜

카아다마	학교로	교육봉사

를,	월드프렌즈IT	팀은	아다

마	공대로	IT교육과	프로젝

트를	진행하러	갔다.	IT교육

팀에	속해있던	나는	우리가	

준비한	교육에	사람이	올

까,	교육이	잘	진행될까	걱

정을	많이	했다.	

현지	사정	때문에	포스터도	

붙이는	데	시간이	걸려,	먼

저	떠난	5주팀이	교육이	진

행되기	5일	전에	겨우	붙였

다고	했고,	원래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그날이	하

필	공휴일이라	수업을	못해서	다음	날	강행한	것이었

다.	현지	사정이	열악해서	IT교육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기	전부터	교육하는	곳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노트북이	20대	밖에	없는데도	50여	명의	사

람들이	첫	수업을	듣겠다고	

했다.	정말	놀라웠고,	또	감

사했다.	

한달	간	준비했던	첫	수업이	

드디어	진행되고	있었고,	컴

퓨터	수는	부족했지만	학생

들이	2인	 1조를	이루어	열

심히	배우고	있었고,	또	나

는	TA로	학생들을	도와주

고	있었다.	엑셀	수업이라	

조금은	어렵긴	했지만,	학생

들이	빛나는	눈빛으로	하나

하나	배워가는	모습에	정말	

감동	받았다.

7월	31일,	우리	 IT교육팀에

게	시련이	찾아왔다.	바로	

정전이었다.	우리가	지낼	때에도	단수와	정전은	가끔씩	

찾아왔었는데,	하필	그날은	아침부터	정전이	된	것이었

다.	엑셀의	마지막	수업인데	빔	프로젝터는	켜지지	않

고,	노트북의	배터리로는	몇	시간밖에	쓸	수	밖에	없었

다.	결국	우리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수업을	진행

했고,	학생들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노트북에	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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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모여서	배웠다.	“Expect	Unexpected.”	예상치	

못하는	모든	상황을	감수하라는	간사님의	말씀이	생

각났다.	조금	불편한	환경에서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었고,	많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

다.

이렇게	우리는	주중	오전에	아다마	공대에서	엑셀,	파

워포인트	그리고	포토샵	교육을	진행하였다.	항상	학

생들이	우리가	오기	전부터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

고,	Comments	하나하나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	수

업이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우리가	준비한	수업이	성황리에	잘	진행되는	모습에	

정말	뿌듯했고,	그들의	배우려는	의지에	오히려	감사

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개인	노트북도	거

의	없는	조금	불편한	환경이지만,	끝까지	많은	것을	배

우려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다.

오전	 IT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멜카아다마	학교로	이

동하여	오후에	노력봉사와	적정기술을	진행했다.	우리

가	크게	한	것은	화장실	짓기,	운동장	환경	개선과	이

동식	골대	만들기,	대문과	울타리	공사,	그리고	적정기

술로	필터가	있는	집수	장치와	퇴비화	화장실	만들기였

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많이	부족했지만,	아다마	

공대에서	온	봉사자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땅을	파

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의	모습이	하나하나씩	갖춰

지고	있었다.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마지막에	했던	대문과	현판

에	페인트	칠하기였다.	우리	봉사단이	가기	전에는	울

타리도	반	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고,	 대문도	슬레이트	

판으로	임시로	만든	것이라	

여기가	학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

았다.	그리고	학교	벽도	벽

돌로	지어	초등학교라	하기

에는	예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문을	설치

한	후에	대문과	현판에	페

인트를	칠하기로	했다.	아

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과	

동물	그림으로	알록달록	칠

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좋

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자연

스레	웃음이	지어졌다.	현판

이	올려지고	울타리가	완전

히	완성된	모습은	보지	못

했지만,	학교가	점점	아름다

워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

다.

주중	봉사가	끝난	첫	번째	주말에는	의류바자회를	하

였다.	한국에서	기부	받은	의류를	싼	가격에	주민들

에게	공급하고,	모인	돈으로	학교	책걸상	보수와	무

료	급식을	통해	환원을	하였다.	나는	아동복	매장에서	

물건을	골라주는	역할을	하였다.	아이들이	원하는	옷

을	고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웃는	모습

을	보면서,	그	동안	기부	받은	옷을	세탁하고	힘들게	

날랐던	그때의	피로가	싹	사라진	듯	했다.	엄마와	함께	

나가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주민들과	기쁨

을	나누는	우리의	봉사가	자

랑스러웠다.

두	번째	주말에는	체육대

회와	공연,	그리고	학교를	

떠나기	직전에는	Farewell

을	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

만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

과	함께	뛰놀고,	우리가	준

비한	공연을	보여주며,	마

지막에는	작별인사를	했다.	

Farewell때	눈물을	글썽이

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

슴이	참	먹먹했고,	정말	정	

많고	사랑	많은	아이들을	두

고	떠나니	정말	아쉬웠다.

이렇게	우리의	봉사활동은	

끝이	났다.	비행기로	10시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에티오피아를	만나	봉사활동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이

었다.	IT교육을	받으려고	오는	학생들의	열정과,	조금	

불편한	환경에서도	항상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

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많은	것을	그들에게	배웠다.	주

어진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	이러한	모습

에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았고,	더	많은	배움을	얻

어갈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해내는	

우리	팀	모두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또	배웠다.	각

자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준비했던	것을	이루어	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형,	누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는	조금	더	성

장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	

우리	팀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봉사는	그저	위에서	아래로	원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있었

던	배움의	차이	그리고	가진	것의	차이를	하나하나	줄

여나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짧은	기간이

었지만	90%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에	정

말	감사함을	느낀다.	Galatoomaa!	 (오로모어로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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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SBU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김동현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김동현입니다.	

현재	Stony	Brook	Univ.에	저를	포함한	7명이	단기	

유학	생활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막	도착하

였을	때의	무더운	여름이	벌써	지나고	가을학기를	맞

이한	지도	어느새	4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달	동안	저희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주간의	여름학기	동안	5명의	학생들은	영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는	IEC를	수강하였고,	나머지	저를	포함

한	2명은	정규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IEC	수업은	외

국인	친구들과	영어	수업을	같이	들으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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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준비하여	외국인들과	더욱	친하고	즐거운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규	 수업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

여	들었는데	Foundation	 of	 drawing(미술),	Moral	

reasoning(철학),	Intro	to	Music(음악)	수업을	수강하

였습니다.	IEC와	달리	정규	수업은	외국인과	교류나	행

사는	없었지만	포스텍에서	들을	수	없는	다방면의	교

양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을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기초필수과목과	다

양한	교양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미술,	음악,	연기,	사회학,	심

리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수업	밖에서는	SBU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잘	활용

하여	워터파크에	놀러	가기도	하고,	처음으로	풋볼	경

기	관람을	하고,	무료로	연극	공연을	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기부	행사,	동아

리	활동	등을	보고	참여하며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

습니다.	남은	가을학기에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공연	등에	참여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할	계획입

니다.		남은	3달동안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많이	배우

면서	더	성장할	저희를	기대해주세요!!

CITE in NY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승희

창공과에는	다양한	과문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에

서도	이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정

기	회의를	가지면서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Creativu’라는	부서에서	2주마다	공모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모방,	대칭을	주

제로	3번의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	동영상	편집,	작

곡,	마술,	사진	등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저마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지	위에	합동	

그림	그리기,	SBU	창공	밴드,	뮤직	비디오	찍기	등	재

미있는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끼리	듣는	수업과	관심사가	달라	자신이	

배운	것들	혹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공상

마당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Drawing	수업을	듣는	

친구는	목탄을	이용한	drawing	기초를	알려주었고	코
딩을	잘	하는	친구는	유용한	코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공상	마당에서는	한	친구가	App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림판과	닷지	게임을	만들기도	했습니

다.	매번	공상마당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고	평

소에	잘	모르던	것들도	친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

어	시야를	넓히고	서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는	수업이	달라	모두	다가	모이는	것이	힘

든데,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회의하는	것이	

저희만의	분위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렇게	창공의	문화를	New	York에서도	이어나

가는	것이	미국에	있는	시간들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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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NYC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안종민

저희	학교에서	약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	New	

York	City의	중심인	Manhattan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는	수업이	없는	주말마다	Manhattan에	가서	

다양한	장소들을	둘러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

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Times	Square를	직접	구

경하면서	미국	중심지의	분위기를	느껴보았고,	세계적

으로	유명한	도시공원인	Central	Park도	걸어보며	도

시	한	가운데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Wall	Street에	위치한	높은	건물들을	보며	세계	

경제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	도시적	디자인을	갖

춘	Brooklyn	Bridge를	건너며	높은	건물과	맑은	강

이	조화를	이룬	Manhattan의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립대학교	학생에게는	무료로	개방되는	

MoMA(Museum	of	Modern	Art)에서	유명한	화가들

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적인	시각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SoHo(South	of	Houston)에서는	길거

리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뉴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장소는	

Times	Square였습니다.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따라	

솟아있는	높은	건물들과	형형색색의	화려한	전광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Times	Square를	이루고	있

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Empire	State	Building,	

목적지를	향해	바쁜	듯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기

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길거리	아티스트,	영화	주인

공처럼	꾸며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	등	시각적

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한	순간에	이곳의	분위기에	매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위치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백화점

인	ToysRus,	초콜렛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판

매하는	M&M’s	World,	그리고	Broad	Way를	따라	줄

지어	있는	극장들	등	다양한	장소들은	기대했던	것보

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New	York	City의	다양한	곳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미국의	거

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대한	미국의	한가운데에

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쉽게	찾

아	볼	수	있었고,	넓은	지역에	걸쳐	

Korea	Town이	있는	것을	보았습

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실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우리	창의IT융합공학과의	학

생들도	미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 DAYS IN CALIFORNIA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유경

여름학기가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하기전	저희에게는	

약	 10동안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방에서	뒹굴뒹굴하며	

버릴	저희가	아니죠!	 8/15일부터	

8/24일까지	저희는	미국	서부(샌

프란시스코,	LA)를	둘러보고	왔습

니다.	

서부	버클리에서	단기유학	중인	창

공	친구들의	환대와	함께	맛있는	

한식을	먹으면서	본격적인	서부여

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관광한	곳은	바

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초콜릿	공

장을	꾸며놓은	Ghiradelli	square

에서	World	 famous	 Ice	cream

과	다양한	초콜릿을	먹고,	여유롭

게	잔디밭에	누워서	잠시	눈도	붙이고,	엄청난	경사를	

가진	롬바르드	거리도	구경하였습니다.	

Palace	of	 fine	art의	웅장함을	구경하고	그	곳에서	

금문교까지	걸어가면서	경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

름다운	섬	소살리토에서	배도	타보고,	pier	39에서	바

다사자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뉴욕과는	달리	굉장히	여유롭고,	아름다운	경치

를	볼	수	있는	휴양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는	세계에서	가장	다니기	좋은	

회사	1위,	구글의	본사에	갔습니다.	POSTECH	선배	

중	구글에	다니고	계시는	선배	두	분을	만나	뵙고	구

글의	곳곳을	구경하였습니다.	깔끔하고	재미있게	만들

어놓은	회사를	보니	정말	일하고	싶은	기분이	생겼고	

선배님들의	조언과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A를	관광하였습니다.	LA다저스의	홈구

장,	다저스스타디움에서	LA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

스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

는	경기를	직접	보기도	하고(결국은	LA다저스가	이겼

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

을	타며	영화	속	캐릭터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야경을	즐기며	여유롭게	밥도	먹

고,	디즈니랜드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놀았습니

다.

이렇게	저희는	미국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

라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기분전환도	하고	다양한	볼

거리를	구경하며	알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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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in 

UC Berkeley's School Life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김준영

나는	단기유학의	꽃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려

고	한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UC	Berkeley	사진을	봤

을	때	상당히	예뻤는데,	직접	와서	보니	더	아름다웠

다.	학교	전체가	깔끔하고,	뭔가	오래된	느낌이	있으면

서도	멋있다.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나무들이	많

이	있어	오면	굉장히	상쾌하다.	학교	곳곳에	있는	잔디

밭에서	수업이	없을	때	쉬기도	하고,	또	UC	Berkeley

에는	도서관이	몇	십	개	퍼져있어서	심심하거나	호기심

이	자극될	때	들어가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한다.	

UC	Berkeley가	세계	최고	종합대학교	중	하나이기	때

문에	수업	들을	것이	정말	많고,	대부분	유익하다.	여

름학기	때는	마음대로	수업을	고를	수	있었고,	가을에

는	소속이	바뀌어서	수강신청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

지만,	많은	교양수업	중에

서	선택할	수	있었다.	 UC	

Berkeley의	긴	수강	정정기

간	동안	많은	수업을	마음

대로	시도해볼	수	있어	마

음에	안	드는	수업을	고르

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히나	좋았다.	우리가	들

은	수업들은	정말	다양했다.	

neuroscience	 수업에서	

acting	수업,	심지어	건축물

을	디자인하는	수업까지,	포

스텍에서	들을	수	없는	수

업을	많이	들었다.	

수업	분위기	또한	한국과	

달랐다.	자거나	조는	학생

이	거의	없고,	무슨	질문이

든	수업시간에	당당하게	

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랑	학생이	소

통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

을	얻어갈	수	있었다.	UC	

Berkeley	학생들은	공부

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

고	공부만	하지는	않는다.	

UC	Berkeley	학생문화가	

아주	좋아	학생들이	주도

적으로	이벤트를	준

비하고,	 500개	이상

의	동아리가	있다.	너

무	많아서	특정	동아

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동아리나	

모임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퀴디치(해리

포터에	나오는	스포

츠),	공학	디자인,	해킹,	비보잉,	라켓볼	등등	재

미있는	모임들이	많고,	대부분	가입이	자유롭고	

동아리	회원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근데	꼭	동아리를	해야	여러	가지	학생문화를	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캠퍼스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열린다.	학기	초

에는	동아리를	홍보하는	행사	Calapalooza가	

있고,	엄청	큰	잔디밭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미술	전시회나,	오케스트라	연주도	구경할	수	

있다.	특정	학부가	이벤트를	주최하는	경우도	많다.	가

령,	전자과랑	컴퓨터과가	가끔	Google,	Microsoft	등	

유명한	회사에서	사람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주최를	하

기도	한다.	다만,	학교가	크고	학생이	워낙	다양해서	

그런지	홍보를	하지	않는	이벤트가	많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주체적을	알아보고	찾으려는	노

력이	필요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버클리의	수업	분위기랑	학

생문화가	정말	자유롭고,	뭐든지	거의	다	

있어서	나를	포함한	여기	학생들의	다양

한	꿈을	실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Fireworks on Independence 
Day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상욱

미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싶

어서	홈스테이를	신청했던	나는	다른	친

구들과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

었다.	나의	홈스테이	가족은	이집트	출신

의	딸만	셋인	가족이었는데,	주인아주머니

께서	늘	저녁을	가져다	주셨고	마침	여름

방학이었던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

며	조금씩	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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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차에	미국의	큰	축제인	독립기

념일을	맞아	주인아주머니께서	Berkeley	Marina라는	

항구에서	하는	불꽃놀이에	가족들과	함께	가자고	하

셨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전날	밤,	주인	아저씨의	차

를	타고	항구	입구에	도착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차

를	타고는	들어	가지	못	해	걸어갔다.	여름이지만	샌

프란시스코	주변의	East	Bay	지역에	속하는	버클리는	

한국의	가을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쌀쌀했다.	

홈스테이	아이들은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는	기대	속

에	추위도	잊은	듯	뛰어다녔다.	한참	어두워지고	있던	

9시	경	한	구석에서	섬광이	일었다.	불꽃놀이는	우리

가	있던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다.	아름

답게	하늘로	퍼지는	불꽃놀이를	감상했고,	아이들은	

불꽃이	터질	때	마다	Awesome을	외쳤다.	불꽃놀이도	

좋았지만,	이렇게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	문화

를	즐겼다는	사실에	흐뭇했다.	

불꽃놀이는	끝날	줄	모르고	굉장히	길게	이어졌다.	미

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꽃놀이이지만	나에게	

이런	순간이	다시	올	까	생각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	

아이들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불꽃놀이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날이	나에게	올까?

Hello, New York and Boston!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김경수

버클리에서의	여름학기를	마치고	창공	학생들은	새로

운	설렘을	찾아	미국	동부	뉴욕과	보스턴을향해	떠났

습니다.	서부의	화창한	날씨를	뒤로하고	가기	아쉬웠지

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벅참이	컸습니다.	

뉴욕	LGA	공항에	도착한	뒤부터	펼쳐지는	풍경들은	

서부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한국

의	포항처럼	한적한	느낌이라면	뉴욕은	서울의	중심가

를	확대한	듯	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과	건물들,	그

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서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자연사	박물관	까지	뉴욕	시

내에서	갈만한	곳은	거의	다	가보면서	잊지	못	할	추억

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특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서	Jay-Z의	노래	“Empire	State	of	Mind”를	들으며	

뉴욕	시내의	야경을	본	경험은	제	짧은	인생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에서	7일간의	여정을	마친	뒤	보스턴으로	향했는

데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와	MIT를	견학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MIT의	미디어	랩에서	있었던	일화

는	떠올릴	때마다	웃음	짓게	합니다.	

동부	여행을	계획하면서	미리	MIT	미디어	랩에	연락해	

정식으로	방문하고자	했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못	해	

건물	안이라도	들어가	보자는	생각으로	미디어	랩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구경하지	못	하고	여기부터

는	허가된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만나

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가	아쉬워	한참을	망설이다	인상	좋은	

한	연구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연구원은	노크만	잘	하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했

습니다.	게다가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즉석에서	우리

를	주제로	한	전지	크기의	그림을	약	3분만에	그려주

고	그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알고보니	자기가	개발한	

앱을	테스트	하는데	그	동영상을	쓴다는	것이었습니

다.	

뜻	밖의	친절에	감동했고,	용기를	얻어	다른	부서의	연

구실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께서도	방문자

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셔서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었고,	정말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랩의	연구실은	모든	벽이	유리로	되어있어	다른	

부서간의	소통이	원활해	보였습니다.	창공과	건물인	

C5도	이런	점을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

공과가	앞으로	걸어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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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었던	곳에서	흑인들	사이에서	총부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미국이라	그런지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퍼레이드는	굉장

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즐겁고	신나는	분

위기	속에서	게이들은	당당히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었

고,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버클리에	있으면서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소중

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San Francisco and Gay Parade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공다영

동부에는	뉴욕이	있다면,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있

다는	말이	있듯	샌프란시스코는	서부	특유의	여유로

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려한	면모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는	다리	하나를	사

이에	두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이면	간편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관광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

핑의	중심지	유니언	스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	골든	브릿지,	옛날에는	감옥이었지만	지금은	

관광명소로	유명한	알카트라즈	섬,	피셔맨스	워프	등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

들이	여유를	즐기기에	지나가다	보면	잔디에	누워	낮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

은	바로	게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가	도심에서	펼쳐집니

다.	

게이	퍼레이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큰	축제이기에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많은	상점들이	큰	세일에	들어갑

니다.	게이들의	상징인	무지개	색	장신구들을	많이	팔

고,	평소	가격의	많게는	6-70퍼센트,	적게는	2-30퍼

센트까지	세일을	하기에	이	기간에는	사고	싶었던	물

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이	퍼레이드	전	날부터	도시는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

다.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무지개	색을	넣

어	각자의	개성을	한껏	뽐내다	보면	눈	돌리는	곳마다	

다양하고도	기이한	차림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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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Summer Program 2014

Summer Program at SUNY Korea

Fashion Meets Technology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전하영

지난	7월,	미국의	유명	패션	디자인	스쿨인	FIT의	교

수진들과	여러	특별강사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고	프

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Fashion	

Meets	Technology라는	주제로	포항공대학생들부터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	직접	패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한국뉴욕주립대에	

모였다.	

강연들은	패션의	기본이	되는	섬유단계부터	시작해서	

패션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관련된	마케팅까지,	다양

한	폭을	다루었다.	스스로	움직이는	섬유에	대해	다룬	

SASS	BROWN의	강연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구체적

인	원리가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을	자아내는	주

제였다.	

접목시킨	것	등이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강연에서	끝나지	않고	오후	수업	이후에	조별로	모임

을	가지면서	직접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에서는	패션학과	대학생	한	명,	패션에	진로

를	희망해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고등학생	

세	명,	한국뉴욕주립대에서	경영과	관련된	진로를	해나

가고	있는	학생	한	명,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	여대생	

두	명이	만났다.

모두	비슷한	나이또래에	미숙한	점이	많았기에	서로	

의견을	잘	존중하고,	배워가면서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었다.	비록	마지막에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각기	

다른	분야에	있던	친구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작업했기에	후회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	

FIT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일마

다	진행되었던	특별	강연이었다.	 Fashion	 M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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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ECO-FASHION과	관련된	강의	역시	꽤나	

흥미로웠다.	소재	자체를	친환경적인	재료들로	사용하

는	것부터	천연염색과	같이	제작과정에서	환경적인	면

을	고려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	ZERO-WASTE라고	

해서	원단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남는	원단이	없도록	

설계하는	과정이	눈에	띄었다.	그	과정이	마치	오리가

미(Origami)와	비슷하다고	여겨졌다.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가	옷을	재단하는	과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ROBERT	REID라는	교수는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를	

주로	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

는	사람들부터	그와	관련된	지식은	하나도	없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부터	실제로	어떠한	

점에	중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패션과	관련된	소매

업에	있어서	미디어

의	발전은	밀접한	연

관이	있었는데,	예전

에	미국에서	들었던	

Media의	역사수업에

서	미디어의	발전과	

연관	지었던	과제가	

생각났다.	과학의	발

전이	예술계뿐	만	아

니라	패션계,	특히	경

영과도	관련하여	함

께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수업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Omni-Channel과	관련

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션계에서도	최근	

너무	커져버린	SNS의	비중을	무

시할	수	없었다.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브랜딩과	

관련된	수업이다.	C.J.	 Yeh라는	

유쾌한	교수님이셨는데,	눈에	띄

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몸소	브랜

딩을	실천해주셨다.

이	때에도	역시	 기존의	 AIDA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라는	원칙에서	Sh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면서	SNS

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옷의	응용,	과학과	옷을	



Technology라는	하나의	큰	주제에서	진행되었던	다양

한	소주제의	강연들도	흥미로웠지만	직접	분야에서	일

을	하고	있는	분들과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들

의	이야기는	더	생생하게	들렸던	것	같다.	

우리나라	패션계에서	어느새	유명인사가	된	이상봉	디

자이너,	그리고	이나나	씨가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주

셨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사진의	디자인	경험을	중심으

로,	이나나	씨는	마케팅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중심

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셨다.	

그	외에도	소규모	컨설팅	기업에서	몇	분들이	오셨다.	

Mr.Jones	Association는	주로	자신들이	해	온	프로

젝트보다는	요즘	흥미로운	주제들을	소개했다.	그	중	

흥미로웠던	것	하나는	Macy’s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shopkick이였다.	Ibean을	이용하여	실내에	있는	물건

의	위치를	빠르게	찾아주는	시스템인데,	다음학기	창설

주제인	실내	지도와	연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IBeacon이	중점이	되지는	못했

지만	부수적인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Byul이라는	회사에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프로젝트들

을	설명해주었다.	이제껏	맡은	컨설팅	및	프로젝트를	

설명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씩	진행해가는	

방식이	무척	흥미로웠다.	3D	fashion	Design과	관련

하여	clo3d라는	회사에서	소개를	해주었는데	그	프로

그램이	무척	흥미로웠다.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해	번복

과	수정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모든	강연들은,	Fashion	Meets	Technology

라는	주제에	맞게	기술과	패션산업	사이에서	현재	시

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익

한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나누느라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우리	과에게	또	한번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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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1일부터	25일	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뉴욕주립대에서	Fashion	Meets	Technology라

는	주제로	FIT	 summer	program이	열렸다.	이공계	

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학과의	배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	프로

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다.	

작년에	학교에서	실시했던	 Creative	 Contents	

Contest(CCC)에	패션	교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등	평소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패

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직접	발을	담글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부족했던	즐거운	것에	대한	갈

증을	해소해	주었다.

FIT	Summer	Program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

행이	되었다.	우선	FIT	교수님들이	패션의	다양한	분야

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팀을	이

뤄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	수행하였다.	올해

의	FIT	program에서는	저번보다	조모임의	비중이	컸

는데,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적용하여	기존	

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을	런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뛰어넘어,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이	

브랜드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	브

랜드의	충성심을	높이는	것이	현재의	옴니채널	트랜드

라는	것을	알고,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제품의	옴

니채널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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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팀들에	비해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우

리	팀은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이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을	런칭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선정한	브랜드는	Abercrombie	&	Fitch이고,	이	브랜

드와	잘	어울리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라인

으로	Weekend	Wear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타겟	고객,	제공	할	수	있는	주요	가치	등

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	후에는	색에	대한	수업	내용

을	바탕으로	해당	브랜드의	Fall/Winter	시즌의	주요	

컬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하반기	패

션	시장의	컬러	트랜드를	분석했지만,		우리가	런칭하

는	라인에서는	젊고	스포티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파

스텔	컬러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기로	결

정하였다.	

그	후	옴니채널	계획을	수립하였다.	옴니채널이란	브랜

드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다.	수업을	통해	단순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홍보를	

그	후에	우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제품에	대한	교육

을	받았다.	의복에	대한	과생산	및	과소비의	문제가	대

두되는	이	때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

연보호	및	자원절약에	초점을	맞춘	Ethical	Design을	

기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웨어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인	기능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출시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라인이	제

공할	수	있는	기능적	요소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다른	사례를	바탕으로	우

리만의	소셜	미디어	캠패인을	기획하고,	그	안에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측면부터	우리의	제품

이	제공하는	기능까지	모든	부분을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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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	팀	배정을	하고	팀원들을	만났을	때,	이	곳

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등학생들이	많

이	있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정말	패션을	좋아

하고	계속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함

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	앞

에서는	나이	또는	경험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못	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먼	한국까지	오셔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FIT	교수님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다.	그들은	단순한	패션	얘기에서	벗어나	사람의	심

리,	윤리적	문제	등	패션	분야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는	패션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여러	측면에	대한	새로

운	내용을	알려주었고,	이는	내가	지금까지는	가져보지	

못했던	패션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새로운	장소에서	뜻깊

은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히고,	다른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

다.	RISD나	FIT	프로그램과	같이	타	분야를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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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학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의	

내용은	작년에도	시행했던	FIT	Summer	Program을	

올해도	시행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FIT는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의	약자로	뉴욕에	있는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이

다.	

1학년	2학기에	뉴욕주립대로	단기	유학을	갔을	때,	자

주	다니던	길목에	있던	학교라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저	학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	했

다.	그랬기에,	FIT의	최고	교수진이	한국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FIT	Summer	Program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이번	Program의	주제는	‘Fashion	and	Creative	 IT	

Industry’로	Fashion과	Technology가	만나	서로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루게	되었다.	작년에

는	2주일간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주일	동안

만	진행되었다.	

FIT	측에서	오시는	교수진에는	Steven	Frumkin	기

술경영학장,	작년에도	오셨던	Sass	Brown	예술	디자

인	부학장뿐만	아니라	Ajoy	Sarkar	교수,	Robert	J.	

Reid	교수,	그리고	C.J.	Yeh	교수까지	있었다.	그리고	

주고	강의를	담당하시진	않았지만	FIT	부총장님도	프

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	스

케줄을	생각보다	타이트했다.	저녁시간	전	까지는	교

수들과	초청	강사들의	강의	및	세미나가	이어졌고,	매

일	저녁	이후에는	조별로	그날의	과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일주일간	수행했던	과제들

을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네	분의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오전	시간의	강의는	

여러	측면에서	Fashion과	Technology가	합쳐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했다.	Sass	Brown	

교수님은	전반적인	 Fashion	 Design의	측면에서	

technology가	결합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능성

들을	보여주셨고,	Ajoy	Sarkar	교수님은	textile,	특히	

color의	측면에서	technology가	결합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주로	강의하셨다.	

Robert	 J.	Reid	교수님은	Retail,	Marketing쪽을	담

당하셨는데,	 technology를	 fashion에	결합하고	나

면	marketing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또는	

marketing에서	 technology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다.	마지막으로	C.J.	Yeh	교수님은	Graphic	

Design쪽을	담당했다.		

교수님들의	강의	외에도	초청	강사	분들의	세미나도	

굉장히	유익했다.	이상봉	디자이너,	이나나	디자이너,	

i-fashion,	배우	안혜경,	CLO,	byul.org	등등	실제	현

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

다.	특히	CLO나	 i-fashion의	경우	정말	technology

를	기반으로	fash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FIT Summer Program 201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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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의나	세미나도	유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녁	

시간	이후의	조별	활동이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에는	고등학생도	있었고,	의류/패션	관련	학과

에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직장인	분도	계셨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같은	관

심사를	갖고	만나다	보니	할	얘기도	정말	많았고	서로

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많았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존	브랜드의	second	line을	기

획해보는	일을	진행했다.	첫째날에는	브랜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	장작	3시간	정도	얘

기를	나눈	것	같다.	모두가	잘	아는	브랜드를	선택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자	아는	브랜드들을	이야기

하는데,	내가	아는	브랜드가	정말	극소수라서	큰	걸림

돌이	되었다.	

정말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브랜드가	있다

는	사실도	깨달았고,	그	브랜드들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결국	우리	조는	수영복/스포츠	의

류	회사인	ARENA를	선택하게	되었다.	

브랜드를	정하고	난	후에는,	inspiration	image	한	장

에서	브랜드를	대표할	6개의	pallet	color를	추출하고,	

기존에	브랜드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line을	생각

해	냈다.	우리의	경우,	스포츠웨어만	하던	ARENA에서	

Women’s	casual/outdoor	wear	 line을	만들어보기

로	했다.	

Omni	 Channel	 전략을	꾸미면서	 Social	 Media,	

E-commerce,	Bricks	&	mortar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았고,	라이벌	브랜드를	조사하고	그	

틈새시장을	노래기	위해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컨셉

도	제시했다.	제시한	새로운	line의	구체적인	상품들은	

technology를	결합한	상품을	생각해냈고,	marketing	

전략도	세워보았다.

전반적으로	한가지에	집중한다기	보다는	모든	면을	조

금씩	건드려보는	느낌의	프로젝트였는데,	그마저도	각

각의	분야가	너무	별개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쉬

웠다.	

주제가	Fashion	meets	technology이긴	하지만	진행

하시는	교수님들이	모두	fashion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신선

한	만남,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배운	것들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번	FIT	프로그램은	내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Fashion & Technology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서석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SUNY	Korea(한국	뉴욕	주립

대)에서	주최한	뉴욕	패션	스쿨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Summer	Program을	수강했다.	첫날

에는	교수님들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레이저쇼,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등을	관람하였다.	

참가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니	직장인,	고등학생,	대

학생	등등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신기

하였다.	패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화려한	오프닝을	

보면서	많은	기대가	되었고	일주일	동안	어떤	강의를	

할지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RISD	워크샵을	참가하면

서	미대와	건축대	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느정도	체험해보며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패션을	전

공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어떨지	어떤	식으로	일이	진

행이	되는지	공대와	또	어떻게	다를지	매우	궁금하였

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강의와	팀프로젝트로	나뉘어	있었

다.	주로	오전에는	FIT에서	오신	Sass	Brown,	Ajoy	

Sarkar,	C.J.	Yeh,	Robert	J.	Reid	4분의	교수님들이	

강연을	해주셨고	오후에는	다양한	연사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다.	

우선	Sass	Brown	교수님은	패션디자인	수업을	해주

셨는데	현재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IT와	융합되는	패

션	디자인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해주셔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SPA와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의	장점인	생산	비

용	절감으로	인한	대량생산	체제가	가져오는	자원	낭

비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패션(Eco-Fashion,	Re-

cycle/Up-cycle	Fashion)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

데	 IT와	결합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흥미로웠던	것	

같다.	

Ajoy	Sarkar	교수님은	Textile과	Color	위주의	수업

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직물들을	가져오셔서	직물들

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하여주셨고	그	직물들을	직

접	나누어	주시면서	만져보게	해주셔서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

리	주변에서	왜	이런	곳에	이런	색들이	쓰이는지	그리

고	그	색들이	어떻게	보이게	하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

를	여러	예시를	가져오셔	설명해주셔서	역시	간단하게	

생각하던	것들도	깊게	들어가면	안	복잡한	것이	없다

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업계에서	색을	어떻

게	취급하고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

셔서	흥미로웠던	것	같다.	

C.J.	Yeh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마케팅	위주

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산업혁



45         POSTECH i-Lab Review  I  Autumn 2014 Vol.3 FIT Summer Program 2014         46

명으로	인해	인류가	발전함으로써	패션	시장이	어

떻게	발전해왔는지	등을	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다.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포장

하는	데에도	아이디어	개발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

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강연이어서	재

미있었던	것	같다.

Robert	J.	Reid는	Retailing을	가지고	강연을	해주

셨는데	C.J.	Yeh	교수님보다	좀더	들어가	기업이	여

러	channel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옷을	파는	유

통	경로	등이나	홍보	경로	등을	가지고	강연을	해

주셨는데	패션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유익하였고	사람들에게	어

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요새	어떤	전략들의	

마케팅	수단이	잘	쓰이는지를	볼	수	있어	좋았다.	

FIT	Faculty	외에	다양한	연사들의	강연도	있었는

데,	교수님들과	달리	실제	업계	종사자분들이라	실

제적인	예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셔서	더	다가왔던	

것	같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CLO	3D라는	회사

의	CEO님이	하신	강연이었다.	사실	인문기술융합개

론에서	한번	들어봐서	조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CEO님을	통해	들으니	좀	남달랐고	아무래도	카이

스트에	학생들이	개발해	세운	기업이니	만큼	가깝

게	느껴졌다.	

팀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

인지를	가지고	매일	진행하였는데,	우리	조에	고등

학생부터	신세계의	직원분들까지	있어	되게	신기하

였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우리	조는	MAC이란	화장

품	브랜드를	가지고	신발	라인을	만들기로	하여	발

표를	하였는데,	내가	발표자로	나와	교수님들께	칭

찬을	들어	기분이	좋았고	더욱	보람찼던	것	같다.	

일주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의	패션	수업이었지만	

하루를	꽉	채워	쓰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역시	공학이	모든	분야에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건	또	아는	

건	한두	가지	일지	몰라도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

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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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Environmental	 concerns	 and	 the	 limitation	 of	

non-renewable	 resources	are	driving	 the	entire	

energy	system	 to	efficiency,	conservation,	and	

renewable	 sources	 of	 electricity.	 Meanwhile,	

the	 availability	 of	 new	 technologies	 such	

as	 distr ibuted	 sensors,	 two-way	 secure	

communication,	 and	 intelligent	 controllers	 has	

opened	up	new	opportunities	 for	changing	 the	

energy	system.	Therefore,	our	group	is	trying	to	

design	a	smarter	and	more	secure	future	energy	

system	using	convergent	ICT	technologies.	

Smart Energy Electrifica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randomness	 of	

renewable	energy	 in	microgrids,	we	have	been	

working	 on	 the	 operation	 of	 energy	 storages	

and	electric	vehicle	(EV)	batteries	in	microgrids.	

Moreover,	we	are	working	on	the	energy	trading	

Convergent ICT Research on Future Energy

Tan N. Le, Shinyoung Cho, Duin Back, and Bong Jun Choi

Smart Energy Lab.,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UNY Korea

methods	between	microgrids	and	smart	grid	 to	

prevent	the	waste	of	unused	energy	and	satisfy	

the	demand	from	the	energy	grid.	

The	 uncoordinated	 charging	 and	 discharging	

behavior	of	EVs	will	put	 the	energy	grid	at	 the	

high	 risk	of	outage.	To	address	 the	stochastic	

nature	 of	 vehicle	 mobil ity	 and	 renewable	

energy,	we	developed	the	practical	and	efficient	

methods	 to	schedule	charging	and	discharging	

for	EVs	in	a	distributed	manner	to	minimize	the	

energy	cost	as	well	as	satisfy	the	user	comforts.

Energy Efficient Interactive IoT 
Framework

We	are	developing	the	hybrid	 Internet	of	things	

(IoT)	 framework	 which	 enables	 centralized	

contro l	 methods	 to	 work	 smooth ly	 wi th	

distributed	control	methods.	Centralized	methods	

monitor	 and	 control	 the	 whole	 system.	 The	

autonomous	control	techniques	can	improve	the	

stability,	scalability,	and	expandability.

Figure	1.	EV	Charging	and	Discharging	Management

Figure	2.	Interactive	IoT	Framework

SUNY Korea News         48

Cyber Physical Security and Privacy 

Security	 i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cyberspace.	 All	 people	 and	 devices	 across	

the	 world	 are	 getting	 connected	 to	 each	

other	 thereby	 increasing	 the	 risks	 of	 security	

problems.	 There	 is	 no	 exception	 in	modern	

e lect r i c i t y 	 networks . 	 They	 m ight 	 of fe r	

convenience,	potential	 cost	 savings	 to	people,	

and	 improvement	 of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electricity	 system.	 However,	 connected-

devices	also	create	new	security	 risks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points	of	attacks	and	

vulnerabilities.

We	currently	 focus	on	privacy	 issues	 in	 smart	

metering.	 Smart	 metering	 is	 a	 process	 of	

gathering	energy	usage	data	from	houses	(Fig.2).	

Privacy	 is	one	of	critical	 issues	since	by	only	

observing	the	transmitted	energy	usage	data	of	

a	house	through	wireless	network,	an	adversary	

can	 closely	 observe	 the	 life	 style	 of	 people.	

We	have	been	working	on	privacy-preserving	

scheme	 by	 using	 a	 homomorphic	 encryption	

algorithm	 to	 reduce	 communication	 overhead	

and	spread	computation	overhead	over	time.

Secure and Energy Efficient Mobile 
Software

We	are	currently	designing	a	secure	and	energy	

efficient	 virtualized	mobile	 software	 for	mobile	

devices.	This	 software	will	 help	 to	extend	 the	

battery	 life	and	minimize	networking	cost,	 and	

perform	 secure	 communication	 through	 cloud	

networks.	 In	 addition,	 we	 are	 also	 focusing	

on	 secured	 storage	management	 to	minimize	

storage	size	and	provide	automatic	data	privacy.

Figure	3.	Smart	metering	with	aggregators

Figure	4.	Virtualized	mobil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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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3D	torus

Figure	2:	Our	visualization	framework	TorusVisND	and	its	three	components:	(a)	network	display	(b)	node	selector	
and	(c)	time	slicer.	The	network	display	currently	shows	the	traffic	across	the	nodes	chosen	in	the	node	selector	
when	time=25	as	selected	in	the	time	slicer.	The	time	slicer	shows	the	message	flow	across	the	nodes	chosen	in	
the	red	rectangle.

Shenghui Cheng (advised by Prof. Klaus Mueller)

This work will be presented at Supercomputing 2014 in New Orleans, LI, USA

Torus	 networks	 are	 widely	 used	 in	 super	

computing.	 They	 are	 a	 type	 of	 interconnect	

network	 in	which	 nodes	can	 connect	 to	 their	

neighbor	 nodes	 in	 form	 of	 a	mesh.	 The	 last	

node	in	each	dimension	can	connect	to	the	first	

node	as	well.	

In	 this	 case,	 the	 torus	 network	 becomes	

symmetr ic .	 The	 torus	 network	 has	 high	

dimensionality	–	 3D(see	 Figure	 1),	 5D	 or	

even	 6D	–	and	a	 topology	which	 is	 difficult	

for	 users	 to	 understand.	Moreover,	 because	

of	 the	 high	 dimensionality,	 it	 usually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nodes	and	 the	complex	

communication	patterns	among	 the	nodes	can	

easily	 lead	 to	 confusion.	 To	 allow	 users	 to	

better	 understand	 the	 torus	 network	 for	 the	

purpose	of	real-time	monitoring,	timing	analysis,	

or	debugging,	an	effective	visual	 interface	can	

be	of	great	help.

We	have	created	such	a	visualization	framework,	

called	TorusVisND,	that	uses	modern	information	

visualization	techniques	to	allow	analysts	to	see	

the	 network	 and	 its	 communication	 patterns	

in	a	 single	display	and	control	 the	amount	of	

information	 shown	via	 filtering	 in	 the	 temporal	

and	 the	 topology	 domains.	 For	 this	 purpose	

we	provide	 three	cooperating	visual	 interfaces,	

shown	in	Fig.	2.	

The	main	interface	of	TorusVisND	is	the	network	

display.	 It	 uses	 two	alternate	graph	numbering	

schemes	–	a	 sequential	 curve	 and	a	Hilbert	

curve	–	to	unravel	the	5D	torus	network	into	a	

single	 string	of	nodes.	We	 then	arrange	 these	

nodes	onto	a	circle	and	add	the	communication	

links	as	line	bundles	in	the	circle	interior.	

The	 node	 selector	 is	 a	 parallel	 coordinate	

display	 with	 each	 axis	 mapped	 to	 a	 torus	

network	 dimension	 (the	 figure	 shows	 five	

dimensions).	 It	allows	users	 to	select	and	 filter	

certain	 processor	 address	 ranges	 for	 display	

in	 the	other	 two	 interfaces,	or	 to	visualize	 the	

active	processors	as	polylines.	

Finally,	the	time	slicer	is	a	standard	ThemeRiver	

display	where	each	 stream	 is	mapped	 to	one	

processor	 (as	selected	with	 the	node	selector).	

It	 can	 show	any	 node	 property	 over	 time	–	

we	currently	display	 the	number	of	messages	

sent	and/or	 received	by	each	processor	within	

a	 certain	 time	 interval.	 Selecting	 a	 certain	

time	slice	updates	 the	 link	visualization	 in	 the	

network	display	correspon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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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for	the	RPE,	which	SUNY	Korea	Ph.D	students	

are	afraid	of,	has	especially	tortured	me	a	lot.	I	delayed	

it	once	 for	one	semester	because	of	my	 family	 issue.	

After	 I	resumed	preparing	it,	 It	took	about	two	months	

only	 for	writing	 the	RPE	 report,	 though	 I	 had	 spent	

several	months	for	the	literature	review	before	delaying!

Particularly,	 I	 had	 lots	 of	 difficulties	 to	 decide	 the	

subject	 of	my	RPE.	 This	 also	 has	 close	 relationship	

with	deciding	my	Ph.D	major.	Originally,	I	was	interested	

in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when	 I	 started	Ph.D.	

However,	 I	 have	 changed	my	 direction	 to	 mobile	

affective	 computing,	 because	 I	 was	 recommended	

that	it	is	emerging,	promising,	and	has	the	similar	basis	with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I	

couldn’t	feel	any	interest	optimize	mobile	systems	to	build	effective	applications.	

Instead,	I	was	interested	in	modeling	for	human	behavior	(in	this	case,	emotion	modeling)	and	

data	mining	method.	Consequently,	I	gave	up	and	changed	the	subject	into	emotion	modeling	

and	machine	learning	in	affective	computing.	Because	of	this	issue	it	took	too	much	time	to	

pass	RPE	to	me,	actually	I	could	pass	RPE	just	three	days	before	the	final	deadline.

However,	 I	 still	 learned	a	 lot	 from	 the	experience.	 It	was	a	good	chance	 for	me	 to	study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also	 I	 learned	 how	 to	 skim	 papers	 to	 find	

information	what	I	want	to	find,	even	how	to	organize	a	paper.	Now	I	passed	RPE	and	I	am	

a	Ph.D	candidate.	Even	 though	 I	 had	a	bitter	experience,	 I	 have	already	gotten	valuable	

lessons.	My	plans	 should	 have	been	 very	 concrete,	 otherwise	 I	 should	 have	been	 very	

flexible.	Failure	is	the	greatest	teacher.

RPE(Research Proficiency Examination) Experience

Keeyoung K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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