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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

주요 소식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10.	1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국민대학교	이미정	교수

•	주제:	 Investigation	 of	 materials	 towards	

solution	processed	flexible	electronics

2014 Netherlands-Korea Game Jam

•	일정:	2014.	10.	3	(금)	~	10.	5	(일)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소개:	게임잼(Gamejam)은	네덜란드와	한국	양국간	

지식연구교류협력을	위해	포항공대가	주관하는	프

로젝트로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한	주제	아래	

게임을	제작하는	캠프임.	난장	같은	분위기에서	기

획부터	시나리오	설계,	프로그래밍,	사운드,	그래픽	

작업까지	자유롭게	진행해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게임	창작	경진대회임.

•	주제:	 (코드명:	스포츠	 ICT	융합의	첫발을	디뎌라)	

건강과	스포츠	및	교육	분야에	Gamification	기법

을	활용한	헬스+스포테인먼트	개발.	

•	내용:	현장에서	5인	1조로	6개	팀을	구성해	48시간	

동안	포항공대	및	위트레흐트	대학	교수진의	서포

트를	받으며	실현	가능한	스포츠	및	기능성	의료	게

임의	설계,	개발,	창작,	제작	함.	최종	우승한	팀의	

게임은	네덜란드	대사관의	주선으로	글로벌	게임사

들의	투자매칭	소개,	과학관	전시를	위한	제작비	지

원	등의	특전이	주어짐.

•	참여기관: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서울대학

교	융합기술대학원	디지털정보융합학과,	 Suny	

Korea	컴퓨터과학과/기술경영학과,	한동대학교,	숭

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Utrecht)대학의	Game	Art,	Game	Design	and	

Development,	Music	Technology	학과

•	후원기관:		㈜넥슨,	서울대	융합기술원,	포항가속기

연구소,	㈜유니티코리아,	㈜펜타시큐리티,	㈜펨토

펩,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창의세미나

•	일시2014.	10.	22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엘에이치	그룹	정철웅	대표

•	주제:	문화컨텐츠와	IT의	융합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10.	8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Google	Dr.	Eugene	Lee

•	주제:	Building	a	Scalable	Ads	Data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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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	일시:	2014.	10.	23	(목),	10:00~15:0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소회의실	E

•	참석자:	문성기	자문위원,	CiTE	교수진

•	주요내용:	CiTE/i-Lab	발전전략	자문	및	Open	

Source	Software	관련	협의

창의타임

•	일시:	2014.	10.	31	(금),	11:00~12: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조현우	박사

•	주제:	3D	printing	and	scanning

제1회 창공의 날 개최

•	일시:	2014.	10.	9	(목),	13:45~20:00

•	장소:	포스텍	대학체육관

•	참가대상:	CiTE/i-Lab	교원,	연구원,	학생,	직원

•	주요내용:	레크리에이션,	백일장,	바자회	등

창의세미나 (IBM System Research 

Workshop)

•	일시:	2014.	10.	15	(수),	14:00~17:00

•	장소:	포스텍	LG연구동	101호

•	연사:	 IBM	Dr.	Peter	Hofstee,	Dr.	Fadi	Gebara,	

Dr.	JB	Kuang

•	주제:	

-	Dr.	 Fadi	Gebara	 (IBM	Research	Overview	

and	OpenPOWER)

-	 Dr.	 Peter	 Hofstee	 (Exploring	models	 of	

computation	 and	 the	 consequences	 for	

systems	for	Big	Data)

-	 Dr.	 JB	 Kuang	 (Flash	 Storage	 System	

Research	at	IBM	Austin)

창의타임

•	일시:	2014.	10.	17	(금),	11:00~12: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김민성	박사

•	주제:	 High	 precis ion	 control	 technique	

in	 manufacturing	 process	 and	 industrial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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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

주요 소식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11.	5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서울대학교	홍용택	교수

•	주제:	Inkjet-Printed	Conductive	Thin-Films	for	

Stretchable,	 Foldable,	Wearable,	 Electronics	

Applications

주요 소식         08

창의IT융합공학과 학회지 「ExCiTE」 창

간호 발행
	

•	일자:	2014.	11.	19	(수)

•	목적:	창의IT융합공학과	홍보	 (입시설명회,	합격자	

간담회	등	학과홍보에	활용)

•	제작: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	주요내용:	주임교수/학회장	인사말,	교수	인터뷰,	

학과	문화	및	교과목	소개,	학생	활동	소개	등	

창의타임

•	일시:	2014.	11.	21	(금),	11:00~12: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손선영	박사

•	주제:	차세대	조명

2015학년도 창의IT인재전형 입시 면접

•	일정:	2014.	11.	22	(토)	~	2014.	11.	23	(일)

•	장소:	포스텍	무은재기념관

•	평가유형:	잠재력	면접,	창의력	개인면접,	창의력	그

룹면접

•	면접대상자:	총	90명	

•	면접위원:	전임교원	12명,	비전임교원	6명,	입학사정

관	8명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11.	12	(수),	16:00~17:3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중회의실	A,B

•	연사:	포스코	박기홍	상임고문

•	주제:	융,	복합시대의	성공전략	<딜레마경영,	그리고	

미래를	여는	리더십>

포스코 견학

•	일시:	2014.	11.	13	(목),	13:30~16:00

•	장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

•	대상:	CiTE/i-Lab	교수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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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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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T설계 I, II, III, IV 통합 최종발표회

•	일시:	2014.	12.	3	(수),	14:00~18: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발표:	창의IT설계	수강	학부생(1학년~3학년)

•	내용:	

-	전시회	부스	형식으로	학생	1인당	1부스	(창의IT

설계	I	은	1팀	당	1부스)

-	개인/그룹	과제의	2학기	수행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전시

-	내부	평가단	및	외부	평가단이	각	부스를	돌아다

니며	평가.

-	외부심사위원:	이준석(베이다스	CEO),	김동훈(큐

브벤처파트너스	이사)

창의타임

•	일시:	2014.	12.	5	(금),	11:00~12: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오진오	박사

•	주제:	Recommender	System

학부 합격자 간담회

•	일시:	2014.	12.	6	(토),	18:00~20:00

•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

•	참석자:	합격생	및	학부모,	CiTE	교수	및	재학생	등	

총	58명

창의세미나

•	일시:	2014.	12.	10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주제:	Ultrafast	Nanoengineering:	Measurement	

&	Control	at	Attosecond	Timescale

•	연사:	포스텍	막스플랑크	아토과학센터	김승철	교수

학부 합격자 간담회

•	일시:	2014.	12.	7	(일),	12:00~14:00

•	장소:	부산	롯데호텔

•	참석자:	합격생	및	학부모,	CiTE	교수	및	재학생	등	

총	17명

HCI KOREA 2015 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일정:	2014.	12.	10	(수)	~	12.	12	(금)

•	장소: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	학회소개:	HCI학회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제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로,	 1990년	HCI연구회를	모태로	만들어졌음.	HCI	

Korea	학술대회에는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

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HCI,	UX	

중심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	최대	융복합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음.

•	수상자:	박규동/고태동	대학원생	 (최우수	논문상),	

안아주/심우현	학부생	(우수	논문상),	박병화	대학

원생	(Creative	Award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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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협약식

•	일시:	2014.	12.	17	(수),	15:00~

•	장소:	포스텍	C5(융합동)

•	내용:	 ‘친환경	제조공법의	산·학·연	연구개발

(R&D)	거점’을	비전으로	친환경·고효율(ECO)	제

조업을	확산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에너지·

클린테크·소재	분야의	벤처	창업	및	강소기업을	육

성하는	것을	목표로	포스코에서	만든	순수	민간기

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인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포

스텍	'C5(융합동)'에	둥지를	틀고	설립	협약식을	가

짐.

•	참석자:	박근혜	대통령,	이병석	국회의원,	박명재	국

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	포스

텍	김용민	총장	등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시:	2014.	12.	18	(목),	13: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내용:	Placement	Test	및	입학	전	강의	O.T	진행,	

노트북	지급

이화여대 실전 Campus CEO & 포스텍 

교류발표회

•	일시:	2014.	12.	19	(금),	14:00~20: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대강당

•	내용: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형	인

재육성을	위하여	2008년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Campus	CEO	과정이	2011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도전	&	실전	Campus	CEO,	2012년부터	서울대학

교	학부	특허와	기술창업	3학점	정규과목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

과와	교류발표회형식의	학기말	최종리허설을	진행

하고	있음.

•	참석자: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기업가정신	과목	수강생

•	포스텍	발표목록

회사명 사업아이템 발표자

Minimap
지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

식의	SNS

서석진,	 황성민,	

김경민

Heartbeat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간편	심

장	진단	기기
홍준택,	박현섭

MUZIUM
일상	속	흩어진	음악들을	모으

는	MUZIUM

김병묵,	 김범수,	

김홍기,	황성민

StudyPool
실시간	스터디	카페	예약	어플

리케이션
김광종,	박경훈

Foodgether 음식으로	하나되는	우리들
진슬아,	김윤호,	

이원종

라온	일상
일상을	일상답게	만드는	생활

용품	
김범윤,	김정환

MORI
Wel l-being을	 넘어	 Wel l-

dying	으로	
김철,	공소슬

SUIT
R e s t a u r a n t 	 B u s i n e s s	

Trendsetter	School
하동헌,	금도희

창의타임

•	일시:	2014.	12.	19	(금),	11:00~12: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주제 : 	 호모루덴스를 	 위한 	 재미의 	 제조술

(Imagineering	for	Homo	Ludens)

•	연사: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여명숙	교수

미래IT융합연구원 2단계 단계평가

•	일시:	2014.	12.	22	(월),	10:30~17: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내용: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실적/계획	보고,	창의교

육과정	발표	등

•	참석자:	 평가위원	및	 NIPA,	 POSTECH/SUNY	

KOREA	IT명품인재양성사업	참여교수	등

주요 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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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광학 이미징 시스템

연구 분야 소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산업들	가운

데	레이저를	활용하여	인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

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영상	시

스템을	개발하고	그	의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에서	획득한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

여	인체의	생체신호,	조직,	기관,	기능	등의	정보를	정

량화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영상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기능,	형광	등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	의

료	영상	기술들을	상호	융합하여	각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융합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 박사  http://cocel.postech.ac.kr  

2013년 경북대학교 박사

2013년 레이저응용기술센터 선임연구원 

2014년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Research Area: 레이저 의료 영상 시스템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ystem(OCT) 개발 및 

GPU(CUDA) 기반 고속 병렬 신호 처리 

<한방	맥진	진단	분야	응용>

신임 연구원 소개         14

<Fourier-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ystem	구조>

OCT	기술은	빛의	간섭현상을	이용하여	생체	내	미세	

조직을	비침습적으로	1~15㎛의	고해상도	단층영상을	

획득	할	수	있는	광학	영상	기법입니다.	

주로	인체에서	빛의	투과가	잘	이루어지는	안과에	상

용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내시경	프로브	등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통해	그	응용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러한	OCT	system의	기술적	향상을	통해	다양한	의학	

진단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성능향상	

및	신호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과	데이터에서	CNR,	SNR	등	품질향상을	위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과	빠르게	변화하는	생체조직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GPU기반	고속	병렬	신호처리	소프트웨

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LED	검사	분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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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귀	조직의	3차원	촬영	결과,	(A)	MPM	이미지,	(B)	OCM	이미지,	(C)	융합	이미지>

Multiphoton microscopy(MPM) & Optical coherence 

microscopy (OCM) 융합 시스템 개발

<GPU(CUDA)	기반	고속	신호처리>

<MPM	&	OCM	융합	시스템	광학계	설계>

<MPM	&	OCM	융합	시스템>

<Simple	Spectral	Calibration	Method>

<Zebra	fish	안구의	3차원	촬영	결과,	(B)	MPM	이미지,	(C)	OCM	이미지,	(D)	융합	이미지	>

생체	영상	이미징	기술들은	서로	다른	기

술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	장단점

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영상	이

미징	기술의	융합은	각각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

다.	

이러한	시스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PET-CT융합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생

리	화학적,	기능적	영상과	위치정보를	동

시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진

단	및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의료영상	시

스템의	개발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신임 연구원 소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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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10일	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HCI	KOREA	2015	

학회에서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들이	반가운	수

상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박규동,	고태동	대학원

생이	최우수	논문상을	안아주,	심우현	학부생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박병화	대학원생이	

Creative	Award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회에서는	100편	가량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대부분	대학원생의	논문인	가운데	학

부생인	안아주,	심우현	학생의	논문이	치열한	경

쟁	속에서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규동	학생은	전체	학회	발표	논문	중	분야별(인

문사회/기술/디자인	총	3분야)	단	한팀에게	수여

하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내로라	하

는	디자인	출신들의	틈바구니에서	이공계	출신으

로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학회개요

•	학회명:	HCI	KOREA	2015

•	일정:	2014년	12월	10일	~	12월	10일	

•	장소: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	주최:	한국HCI학회

•	프로그램:	SIGCHI	Premier	Session	등	총	84

개의	세션으로	진행

•	학회정보:	HCI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큰	규모

의	학술대회로서	HCI와	관련한	논문들을	심사

하는	장으로	국내	최대의	기술,	디자인	인문학

수상소식

수상소식         18

□ 수상작 소개 Ⅰ

•	수상내역:	디자인	분야	'최우수	논문상'	

•	수상자:	박규동	대학원생,	고태동	대학원생,	소효정	교수	(지도교수)

•	논문제목:	Toward	Accessible	Mobile	Application	Design:	Developing	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HCI KOREA 2015 최우수 논문상 수상

의	융합을	전시하는	학술	축제임.	학술대회	참

석인원은	평균	약	1,500명	정도이며	멀티미디

어,	디지털	콘텐츠,	게임,	컴퓨터	그래픽스,	가

상현실,	컴퓨터	언어,	인간	공학,	웹	디자인,	애

니메이션,	대화형	인터페이스,	인지	심리학,	정

보디자인,	시각	디자인,	인지	공학,	철학,	사회

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소

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	대학	뿐	

아니라	MIT,	UCL등	해외	저명	대학과	Google,	

Microsoft,	IBM	등의	해외	저명	연구소의	연구

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고	있으며	네이

버,	SK,	LG와	같은	대기업이	후원하여	안정된	

입지를	갖추고	있음.

스마트폰의	사용은	사람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

를	가져왔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희

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앱)	측면

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accessibility)이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폰의	VoiceOver*	기능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해	시각	장애인과	앱	개발자,	디자이너

를	모집하였고,	몇	가지	앱을	대상으로	Heuristic	

Walkthrough*	연구방법론을	도입해	태스크	수행	

및	니즈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해당	가이드라인별	심각도

(severity)를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앱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에게	접근성	높

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도	좋은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	프로세스>

-	접근성:	사용자가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원

활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정도

-	VoiceOver:	아이폰에서	기본	제공하는	시각장

애인용	보조	읽기	도구

-	Heuristic	walkthrough:	Heuristic	evaluation

과	cognitive	walkthrough	의	장점을	합친	연구

방법론으로,	개별적으로	특정	과제를	수행한	후	

그	 과정에서	 발

견되었던	 문제점

을 	 공 유하 면 서	

heuristic을	정제

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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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작 소개 Ⅲ

•	수상내역:	Creative	awards	'우수상'	

•	수상자:	박병화	대학원생

•	작품명:	ARgo:	일상	물체와의	교감	증강을	위한	증강	감정	이입	시스템

일상	물체(Everyday	Object)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곁에	있었다.	어린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부터	시작해

서,	사무용품,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받은	물건까

지,	우리는	일상물체와	함께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소

중한	일상	물체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본	작품에

서는	증강	감정을	이입하는	길을	제시한다.

본	작품(ARgo,	AR	 tamaGOchi)의	목표는	스마트폰	

증강현실	상에서	일상물체에	감정을	이입시켜서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와

의	교감을	통해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상물체의	생물화	및	감정표현을	위해서	얼굴	표정	

블렌딩	효과를,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말풍선	효과를,	그리고	일상물체가	생물화	된	신비한	

느낌이	들도록	오오라	효과를	이입하였다.	

또한	단순한	생물화가	아닌,	물체에	삶을	이입하기	위

해(instill	 life)	다마고치의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였다.	

물체는	생물화가	된	후,	배고픔,	아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이는	다마고치의	게임	콘텐츠로	표현이	

된다.	

시스템은	배고픔	미터(Hunger	 meter),	 건강	미터

(Health	meter)	그리고	행복	미터(Happy	meter)를	가

지고	현재	물체의	상태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물체의	배고픔	미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생물

화된	물체는	얼굴	표정과	말풍선으로	배고픔을	호소

하며,	

사용자는	물체에게	증강	현실	상에서	밥을	주면,	물체

는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며	배고픔	미터와	행복	미터

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증강	감정	이입을	통한	일상	

물체와의	교감(interaction)으로	일상	물체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상작 소개 Ⅱ

•	수상내역:	인문사회	분야	'우수	논문상'	

•	수상자:	안아주	학부생,	심우현	학부생,	소효정	교수	(지도교수)

•	논문제목:	인간중심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노인	대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재	국민	전체	수준에서의	스마트폰	대중화	정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	역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활용은	활발하게	이

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중심디자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바일	솔루션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한	중소도시의	복지관에	다니는	노인	그룹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니즈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한	결과를	토

대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복지관	외부에서도	동료

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이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사용

자	평가를	실시하여	노인	대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에	고려해야	할	노인의	모바일	사용	패턴	및	

디자인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사용자들은	UI구성에서	제공된	선택

의	자유도에	만족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	보다

는	타인이	가이드해주는	수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의	경우에	조작과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표

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중심	방법론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

시함과	동시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어플리

<결과	도출	과정>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케이션	개발의	중요성	및	디자인적	고려점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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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창공과 삼 년은?

안녕하세요.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김진석

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까지	창공과	학부	1~3학년을	

보냈고,	창공과의	예비	제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지

난	11월에	발간된	창공과의	첫	학회지에서는	현	학생회

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예비	제	

1회	졸업생의	입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의	학생으로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처음	본	게	2012년	1월	4일이니,	딱	3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단기유학을	갔던	한	학기,	약	반년을	제외하면	

학교에	있었던	시간은	사실	2년	반	밖에	되지	않는	셈

이죠.	일반적으로	적어도	4년,	그	이상의	시간도	드물

지	않은	대학	생활이	벌써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아쉬

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잘	믿겨지지

가	않습니다.	

나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	재미있었기	때문에	요

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3

년	간의	제	창공과	생활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워낙	

다양한	친구들에	할	수	있

는	것도	많은	창공과이기

에	각자가	느끼는	것도	너

무나	다를	것이고	배우는	

것도	그렇겠지만,	아직까

지는	없었던	졸업생	중의	

한	명으로써	개인적일지	

몰라도	가감	없는	제	이야

기를	할	테니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공과의	첫	학부생으로

서	저는	감사하게도	굉장

히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

고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새로운	시스템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

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입학식부터	거의	모든	

행사가	창공과의	최초	행사였으니	영광스럽게도	많은	

순간에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방면에서든	새롭게	생겨난	흐름의	중심에	있어보

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경험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

로운	수업	방식,	교과	과정을	체험하고	그	속에	적응

하는	과정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

생님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나

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일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

다.	

웬만한	신입생들은	갖기	힘든	학과에	대한	주인	의식

과	함께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면

서	기업인	초청	강연이나	자체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게	유일한	흠이지만	그

래도	1학년	생활에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물론	항상	재미있고	좋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는	지금의	창의공간이나	C5	같은	공간이	별도로	있

지도	않았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에는	그저	급작스럽게	

생겨난	학과였기에	학생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많이	힘든	일이었죠.	

흔한	과선배	하나	없었기에	 (감사하게도	포스텍	26

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형들이	있긴	했지만)	힘든	일

이	있을	때는	학과	친구들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곤	했

었습니다.	지금이야	학부	인원이	3배나	불어서	60명에	

육박(!)하지만	딱	20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학과	친구들이	거의	생활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타지의	삶이	외롭기도	했고	다들	너

무	어려서	그	정도가	심했었는데,	정말	좋은	동기들을	

만나	(물론	모든	창공과	사람들이	좋지만)	가까운	친

구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요즘	말로	'인생급'	수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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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고	순수	학생

들이	구상하고	기획

한	창의캠프는	학과	

홍보의	큰	축으로	자

리잡았습니다.	

이 외 에도 	 이 화 여

대·한예종 	 교류

행사, 	 축제	 주점 ,	

‘창공의	날’	 행사,	

Student	Curriculum	

Committee,	학회지	

발간	등의	학생회	활

동을	어느	학교,	학

과에서도	볼	수	없는	

학과	학생	전원	참여

로	진행해오면서	정

말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

다.	학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학생들이	소수

지만	모두	높은	참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

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래에	창의IT설계,	창의스튜디오	수업이나	학과를	홍

보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창공과	학생들을	여럿	

보았는데,	뛰어난	발표	실력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

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난	학부생활	동안에	발표

를	할	일이	매우	많았는데,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은	

물론	VC나	기업	CEO,	여타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알

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아는	것보다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창공과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이공계인들

의	부족한	사회적	능력이	지적	받는	요즘	사회에서	큰	

경쟁력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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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과족'	개념과	함께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밤

을	새울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피의	발렌타인,	야

상	그랜드	캐니언	등)들이	이	1학년	때	생겨났습니다.	

재미있는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어설프고	말썽도	많이	피웠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다들	얻은	게	달랐겠지만,	저는	미국	단기유학을	통해	

제게	필요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

다는	다짐을	많이	한	시간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새

로운	교수님들도	많이	뵙고	학과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그	의지를	약간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들	창공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뛰어난	교수

님들	가까이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꼽는데,	이	말을	온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창의IT

설계나	창의	스튜디오	등	전공과목들을	본격적으로	듣

게	되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교수님들께	배울	수	

있었고,	자주	뵈면서	밥도	많이	얻어먹고	일상적인	이

야기도	나누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

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가지	못했었지만	교

수님들과	같이	갔던	엠티는	많은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2학년이	되어	13학번	학생들이	입학하고	3학년이	되어	

14학번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신기하고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는	아직	초라하긴	하지만	‘창

공과’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은	재미,	반은	패기로	시작했던	영상	제작,	디자인,	

대외	교류	활동들이	학생회란	이름으로	공식적인	활동

을	하면서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자신감을	큰	자

산으로	얻은	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창의캠프나	입시설명회	같이	고등학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

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가	무얼	하는	데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제	창공

과	생활은	전반적으로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창공과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	오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을	것	같

은	재미있고	신나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였습니

다.	참	어린	생각이라	이야기를	꺼냈다가	주변	어른들

께	혼났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때의	제가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다른	학과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공과가	

다른	학교의	어떤	과보다도	좋은	학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새

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정말	재미있다고는	가슴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일부러	말투도	엄청	진지하게	하고	글도	진지하

게	써놓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창공과를	떠나기는	아

직	너무	이른	것	같아	저는	이제	창의IT융합공학과	대

학원	15학번으로	제	2의	창공과	생활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학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그	연

결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태도와	

크게	다른	태도를	갖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공부

는	훨씬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까지처럼	재미있고	신나

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김진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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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road Story

Story in 

New York City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안종민

저희는	뉴욕에서	생활을	하며	

미국	문화의	중심이라고도	불

리는	뉴욕답게	음식,	생활	등	

다양한	방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아이스크림	

튀김,	프레즐처럼	우리나라에

서는	흔하지	않은	음식을	먹

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루

클린의	 유명한	 푸드마켓인	

Smorgasburg가	센트랄	파

크에서	열려	라면버거나	미국

식	호떡	등	신기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도	있었는데,	

가을이	되어가는	센트랄	파크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관람하기도	하였고,	

70mm	아이맥스로	최고화질의	영화도	감상하며	다양

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행사	중에

서	빠질	수	없는	할로윈데이에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도로를	통제하며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구경하였는데,	왜	미국인들이	할로윈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귀여운	

동물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영화에서	방금	튀

어나온	것처럼	굉장히	실감나고	무섭게	꾸민	괴물,	그

리고	재미난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퍼레이드	말고도,	공원에서	가족

들이나	친구들끼리	분장을	하고	모여서	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Study Abroad Story         26

SBU Life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김동현

Stony	Brook에서	단기유학	중인	학생들은	8월	말부

터	본격적인	가을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과대학인	

포스텍에	비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더	다양해서	처음

엔	모두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	

했었죠.	그래서	수강과목	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고민을	하던	친구도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미술,	음악,	심리학,	디자인,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기로	결심한	저희들!	각

자	듣고	싶었던	과목을	수강해서	인지	열심히	참여하

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데	열중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이라는	차이	때문에	생

긴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교과

서를	읽는	데	오랜	시간을	걸리는	

것이	일단	큰	어려움이었죠.	뿐만	

아니라	수업	중간에	발표하는	일

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	 Design	 of	

Computer	 Games라는	과목에

서	두	번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

는데,	팀원	간의	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있죠.	

단순한	차이점들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위축되고	자

신감	없어지는	날도	많았지

만,	미국에서	보내는	날이	쌓이고	영어에	노출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

었어요.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찾아	노력하고	힘든	일

도	극복해나가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학교	생활

도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왔네요.	끝이라고	생

각하니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지만,	미국에서	겪

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	발전하는	

창공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rip 1: Boston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원석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자체연휴를	이용해	보스

턴에	다녀왔다.	교통수단은	언제나	싸고	편리한	메가

버스.	기차와	버스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새벽	기차를	

기다리며	밤을	새고	이동	시간에	잤다.

1일차	-	MIT

보스턴에	도착했다.	보스턴은	예쁜	도시다.	보스턴도	

보스턴	나름이겠지만	버스가	도착한	곳에서부터	MIT	

중간에	다리에	도착하기까지(사실	전철	타고	갈	수	있

다.	꽤	머니	힘들면	고생하지	말고	전철	한번	타자)	길

과	건물이	빨간	벽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MIT는	딱	Nerd	느낌	나는	공대다.	Chemistry	건물	벽

면은	주기율표로	장식되어	있는데	심지어	예쁘다.	먼저	

찾으려	한	건	아닌데	걷다	보니	미디어랩은	쉽게	보였

다.	기념품을	파는	데,	모두	자신들이	Nerd임을	자랑

하고	있다.

미디어랩은	꿈의	연구소다.	우린	MIT	선배와	함께했는

데,	사실	낮	시간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했다.	연구

들은	대부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방들도	모

두	유리로	되어	있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구경할	

수	있었다(물론	핵심적인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번은	연구원이	특수한(딱	봐도	특수했다)	안경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길래	어떤	연구인지	물어봤는데	내

가	안경을	쓰게	하고(3D는	3D인데	특수한	3D였다.)	

어떤	것인지	정말로	열심히	설명하셨다.	

내가	봤던	연구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물체를	

3D로	분해하고(작은	정육면체	조각들로	나누는	듯	했

다)	모니터	공간	옆쪽의	뒷편까지	구성하여,	안경을	통

해	모니터를	볼	때	마치	모니터가	창문처럼	느껴지게	

보이도록	하는	연구인	듯	했다.	연구원의	설명에서	신

기한	연구	뿐만	아니라	열정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2일차	–	하버드

하버드는	MIT와	반대로	예쁘다.	단풍이	잘	어울린다.	

MIT가	연구소	같다면	하버드는	호그와트같다.	학교가	

넓어서	예쁨을	느끼며	돌아다니긴	좋은데	들어가볼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	MIT보다	구경할	게	많진	않다.	

관광객도	많아	예쁜	관광지	느낌이었다.	기념품도	무

난하고	배로	비싸다.

Club(DDKY)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유경

Stonybrook	university에	다니면서	공부와	문화생활

만	즐긴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의	꽃,	동아리	활동도	활

발하게	하였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가	학생수가	

20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대학이여서	그런지,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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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말	다양하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

다.	

저는	동아리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덩덕궁이

(DDKY)라는	사물놀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대부분이	한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있

는	한인동아리인데,	친구도	만들고,	악기도	배울	겸해

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인	날은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

이	어색하고	정말	말	그대로	‘악기만’	열심히	배웠습니

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	동아리	

멤버	사이에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져	가더라	구요!	

이렇게	연습만	하느냐!	아니죠~	기본적인	장단을	배우

고	난	후에,	맨해튼에서	다른	대학교	사물놀이	동아리

들과	함께	퍼레이드도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코리안	

퍼레이드!	북과	장구,	꽹과리를	직접	들고	연주하며	뉴

욕시티	한복판을	횡단하는	퍼레이드인데요,	코리안	퍼

레이드답게	그날	시티에는	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온	

한국인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시티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뒤풀이

로	중국집과	노래방까지	풀코스로	신나게	놀고	왔습니

다.	또,	바비큐	파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공원에서	

다	같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먹고,	배를	채운	다음,	해

변가로	놀러	가서	바닷물에	입수하고	놀았습니다.	끝

나고는	뒤풀이가	또	기다리고	있었죠.	

후후.	이렇게	단순히	악기만	배우는	사물놀이	동아리

가	아니라	퍼레이드도	하고,	소풍도	가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덕분에	

가을학기가	훨씬	더	재미났던	것	같습니다.

Trip 2: CANADA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이승희

저희는	이번	Thanksgiving	연휴를	맞아	6일간의	캐나

다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서부	여행	이후	모처럼의	여

행이었기	때문에	모두	들뜬	마음으로	출발한	캐나다	

여행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입국	심사를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요,	겨울이라	춥고	물줄기도	평소보단	약한	편이라	들

었지만	실제로	보니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특산물인	아이스	와인	시음도	하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샀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토론토에서	몬트리올로	출발하였고	미

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시내	관광을	하였습니다.	

몬트리올에서의	짧은	관광을	끝내고	저희는	이번	캐나

다	여행의	백미였던	퀘벡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퀘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쓸	만큼	프랑

스	문화가	많은	곳이어서	거리나	건물들이	유럽에	온	

듯	했고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

말	아름다웠습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저

희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유학	갔을	때	찍은	

사진과	같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며	많은	추억

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6개월	간	단기유학의	막바지에서	이제	곧	한국

에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	모두가	시원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지막	여행인	이번	캐나다	

여행을	함께하며	더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	동안	미국

에서	함께	보낸	값진	시간들을	돌아보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Trip 3: Washington D.C.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홍윤재

미국은	매년	9월	첫	월요일이	labor	

day,	즉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날입

니다.	 Labor	 day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쉬는	

공휴일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뉴욕에서	

400km정도	떨어

진	미국의	수도,	워

싱턴	DC에	갔습니

다.	

미국에는	 50개주

와	1개의	특별구가	

있는데,	워싱턴	DC

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도시	워싱턴

과는	다른	특별구

(District)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의	수도인	만큼	굉

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부터	국회의사당,	여러	정부부처가	있고,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그리고	세계2차대전	등의	전사자	추모	공원들도	꾸며

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관련된	것들	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

명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모여있는	내셔널몰(National	

Mall)도	있습니다.	내셔널몰은	우리가	생각하는	Mall이	

아니고,	마주	보고	있는	링컨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사

이의	큰	공원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수십	종류의	스미

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이	

된	자연사	박물관	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스케일이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우주	박물관	인디

언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같이	큰	박물관이	많아서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동안	많이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쉬웠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정부	기

관	건물들을	보고	왔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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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in 

과학행사와 축제가 많은 버클리와 샌프란

시스코

‘신선한	창의력의	도시~!!’	하면	단연	미국	서부의	실

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일대가	생각납니다.	

10월과	11월에	걸쳐	약	2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과

학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첨단	기술과	발명,	우주,	생명

에	대한	강연과	어린이들이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부

스가	매일	다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가해본	건	<우리는	우주에	홀로	존재

할까?>	와	<에볼라	바이러스>강연,	그리고	<TESTED>	

라는	발명	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

고	여러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해카톤

과학	행사	분위기의	꽃은	단연	해카톤이었습니다.	

해카톤은	Hacking	 +	Marathon	의	줄임말인데요,	

Hacking	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해킹이	아니라,	다양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

한답니다.	

거기다가	마라톤의	느낌으로	12시간	또는	24	시간	정

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팀을	짜서	무엇인가를	개

발해내는	대회이지요.	이	기간	동안	버클리에서	거의	

매주	개최했는데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친구들

과	함께	참가해보았습니다.	

처음	참가한	것은	초보자용	12시간짜리	해카톤이었는

데요,	아직	멋진	제품을	개발해내기에는	실력이	부족하

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

지	완성하는	데	집중했지요.	그	결과	5등	정도로	무선	

조종	헬리콥터	장난감	세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이	지나고	버클리	대학교	대운동장	건물

에서	UC	전체	해카톤이	크게	열렸습니다.	즉	버클리근

처	12개	정도	되는	대학들의	연합전이었는데요,	이	때

는	거의	이틀	동안	쭉	스트레이트로	진행되어서	저는	

그	중	20시간	동안만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책상을	옮기는	등의	봉사를	하면서	각	

대학의	실력	있는	해카톤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

지요.	각	대학에서	온	수많은	공학도,	경영학도,	디자

이너들이	모여서	각자	팀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밤을	

새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짜고,	직접	납땜을	하며	전자회로

를	만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코딩하는	등	착착	만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와	동시에	행사장의	벽을	둘

러는	미국의	각종	대기업들과	벤처회사에서	나와	해카

톤을	후원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차리고,	홍보와	채용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했던	버클리	공학자들의	모임	사람들은	

운영하는	내내	부지런히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녔습니

다.	저는	이들	모두를	지켜	보면서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이	피곤할	텐데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모두가	초췌해져	

갔지요.	

해카톤	마지막에는,	수많은	팀에서	각자가	개발한	앱,	

웹사이트,	로봇	등을	전시하고	설명해주는	자리가	있

었습니다.	뇌파로	조종하는	쿼드콥터도	있었고,	실제	

사람들에게	쓰일만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앱도	있었지

요.	이틀	동안	이어진	여러	팀들의	강행군과	노력을	직

접	보고,	그렇게	나온	멋진	아이디어의	작품들을	구경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버클리와 미국의 연말

한	해를	정리하고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연말.	우리나

라에서도	그렇듯	미국,	그리고	버클리에서도	연말	분위

기가	물씬	풍기는	중	입니다.	연말	버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Halloween(할로윈)

미국에서	특히	크게	벌어지는	행사	할로윈!	10월	31일

이	다가오자	한	일주일	전부터	벌써	스멀스멀	곳곳에

서	할로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할로윈	

만을	위한	옷	집	들이	오픈했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귀신의	집으로	꾸미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죠.	

저희는	같이	“호박	조각하기	대회”에	나가서	2인	1조

로	열심히	호박을	깎기도	했고,	귀신의	집	체험행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귀신의	집을	위해	그	날	두	시간	

동안	줄을	섰건만!!	아쉽게도	저희가	거의	다	달았을	

때	앞에서	문을	닫고	말았지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길을	지나가는	데	갑자기	피칠갑

을	한	사람이	슥	지나가는	등,	곳곳에서	할로윈	분장

을	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Thanksgiving Day(추수 감사절)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미국엔	Thanksgiving	Day

가	있다!	우리나란	음력으로	계산해서	추석을	정하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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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BISP에서도	 Thanksgiving	

Day를	맞아	모두	모여	파티를	치뤘

는데요.	한	학기	동안	BISP에	참여

한	학생들이	테이블	별로	모여	앉아	

한	학기	동안	찍은	사진도	공유하고	

Thanksgiving	Day의	꽃이라	할	수	있

는	칠면조	요리도	먹는	즐거운	파티였

습니다.	

한편,	Thanksgiving	Day	다음	날에	

있는	금요일은	Black	Friday로	미국

에서	가장	큰	세일	기간인데요,	버클리

에	있는	창공과	친구들도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각종	할인	물품들을	싸

게	구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기뻤던	

Thanksgiving	Day였습니다!	

Christmas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비록	20일에	

귀국하는	버클리	친구들은	미국의	크

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귀국하지

만	버클리도	그렇고	옆	동네	샌프란시

스코도	그렇고	벌써	미국은	크리스마

스	준비가	한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Union	Square엔	벌써	

거대한	트리가	세워져	전구가	밝고	버클리에	있는	각

종	상점들도	종	모양	전구를	달고	집	근처에	있는	트

리	회사는	일이	한층	바빠진게	눈에	띕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느낌이	참	좋은	크리스마

스인데요	한국에서	가족들과	기쁘게	맞이하고	싶습니

다.

Big Game

포스텍과	카이스트처럼	UC버클리와	스탠포드도	서부	

명문	대학으로서	팽팽한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말의	

Big	Game!	Big	Game은	NCAA에서	주관하는	버클리

와	스탠포드	사이	풋볼	경기를	말하는데요	1년동안	버

클리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티켓도	진작에	다	매진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기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몇	년간의	Big	

Game에선	스탠포드가	버클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8:17로	아쉽게	패배해서	최근의	설욕을	되갚

는데는	실패했습니다.

Final

미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기말고사.	한국으로	귀국하

는	주	주중에는	기말고사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

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시험	1주	전에는	수업을	비

워놓고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공부할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까지	다다르게	되니	유학생활이	정말	얼마	안	남았

다는게	확	와닿습니다.	

그간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좁았는데	기말고사는	한	

학기	전체를	커버하는	범위가	넓은	시험이라	부담이	크

게	느껴집니다.	기말고사도	잘	치르고	나야	정말	한	학

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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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ollide	 to	 the	

target	object.	

These	 artifacts	

c o m e 	 f r o m	

t h e 	 n a t u r a l	

p h e n om e n o n	

t h a t 	 t h e	

photons	 steers	

i t s 	 d i r e c t i o n	

after	 collision,	

w i t h 	 a l t e r e d	

w a v e l e n g t h .	

This	 is	 called	

Compton	scattering,	or	Compton	Effect,	named	

after	 Novel	 Prize	 in	 Physics	 awardee	Arthur	

Compton.	

Can	we	remove,	or	at	least	reduce	the	artifacts	

on	 CT	 images?	 The	 main	

motivation	 of	 research	 under	

Dr.	 Mueller	 has	 begun	 from	

here . 	 The	 computat iona l	

simulation	is	a	must,	since	CT	

obtains	 images	by	projecting	

X- ray 	 beams	 come	 w i t h	

rad iat ion	 emiss ion . 	 Once	

we	model	 the	 effects	 of	 the	

photons	with	computer	by	any	

means,	 we	 can	 predict	 and	

remove	the	artifacts.

There	 had	been	a	barrier	 to	

achieve	 this	 goal	 -	 the	 computational	 time.	

Countless	 number	 of	 photons	 with	 various	

energy	 and	wavelength	 are	 shot	 from	X-ray	

source,	 and	 it	may	 take	months	 to	 track	 all	

photons	one	by	one	with	personal	 computers,	

and	 several	 days	 even	with	 supercomputers	

with	multiple	CPUs,	once	we	use	a	naive	model.

The	 conventional	 research	 reduces	 speed	by	

adding	 random	 properties.	 Out	 of	 all	 X-ray	

beams,	 randomly	 choose	a	 few	contributable	

ones.	In	this	way,	the	speeding	can	be	achieved	

by	 reducing	 samples	 of	 X-ray	 photons.	

Obviously,	there	is	trade-off	between	speed	and	

accuracy.

Fortunately,	we	had	powerful	asset	–	the	GPUs.	

GPUs	were	originally	developed	 to	 render	3-D	

graphical	model	much	 faster,	 enables	 game	

players	enjoy	3-D	games	more	 realistic.	Since	

early	2000,	 the	movement	of	utilize	 this	power	

to	 general	 computing,	 General-purpose	GPU	

(GPGPU),	has	been	arose.	A	modern	GPU	has	

more	 than	 300	cores,	 and	professional	GPUs	

have	 up	 to	 3,000	 cores,	 which	 is	 superior	

to	CPUs	whose	number	of	 cores	 is	 less	 than	

20.	With	GPGPU,	we	 can	 take	 advantage	 of	

parallelism	of	streaming	processors.

Our	 powerful	 asset,	 however,	 has	 limitation;	

GPU	 cores	 cannot	 run	 independent	 programs	

simultaneously,	 unlike	 supercomputers.	 This	

means	all	cores	run	the	same	program,	but	we	

should	 feed	different	 portion	of	 data	 to	 each	

core.	 The	 new	model	 should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methodology	we	have	developed	

quantizes	the	continuous	X-ray	beam	into	a	lot	

of	small	discrete	set,	and	each	thread	will	take	

charge	of	tracing	an	X-ray	beam	to	detectors.	

	

The	 newly	proposed	X-ray	beam	and	photon	

scattering	model	 simulates	 effect	 of	 photon	

scattering	 as	 close	 to	 real	 CT	machine	 as	

possible.	 In	 the	 picture	 (a),	 the	 two	 white	

squares	 are	 metal-like	 material	 with	 high	

scattering	 property.	 The	 amount	 of	 energy	

reached	at	detector	without	scattering	shown	in	

(b),	and	with	scattering	 in	 (c),	after	new	model	

is	applied.	We	can	observe	energy	is	absorbed	

and	sc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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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Photon Scattering Simulation on GPU,
for Computational Tomography

Authur	Compton
(Sep.	10,	1892	–	Mar.	15,	1962)

Jaewoo Pi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UNY Korea

Diagnostic	with	CT	(Computational	Tomography)	

imaging	 has	 been	 very	 common	 in	 hospital.	

CT	enables	us	 to	 see	cross-sectional	 images	

of	our	body,	 helps	 finding	 the	broad	cause	of	

symptoms.	From	X-ray	detector’s	view,	photons	

that	 are	 reached	 to	 higher	 energy	 makes	

detector	pixel	darker,	and	 lower	energy	makes	

whiter.	 That	 is	why	 the	 bones,	 or	 any	 solid	

organs	 in	our	body	 is	white,	while	soft	 tissues	

are	black.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acquiring	

CT	 images	 is	artifacts,	which	means	 there	are	

unwanted,	 or	 noisy	 feature	within	 the	 image.	

Artifacts	 can	 hinder	 from	accurate	 diagnosis.	

The	major	 reason	of	 the	artifacts	 is	 led	 from	

scattering	effects.	 In	general	assumption,	X-ray	

photons	 are	 supposed	 to	 travel	 straight	 from	

X-ray	source	 to	detector,	 and	 lose	energy	as	

What	about	the	speed?	Since	the	algorithm	has	

been	optimized	for	GPUs,	it	performs	superior	to	

running	on	CPUs.	The	speed	gap	between	CPUs	

and	GPUs	will	be	widening	as	 image	resolution	

gets	 higher,	 and	more	 sample	 from	patient	 is	

acquired.	

Cross-sectional	phantom	image;	no	scatter	(left),	with	scatter	(right),
from	http://spie.org

(a)

(b) (c)

The	 research	was	a	small	portion	of	big	goal;	

this	small	simulation	is	not	enough	for	removing	

all	artifacts.	However,	 the	biggest	achievement	

is	 that	 we	 developed	 a	 fast	 algorithm	 for	

further	 research.	With	 development	 of	much	

more	sophisticated	models	and	algorithms,	 joint	

research	with	 the	 field	 of	 physics	and	 health	

science	can	contribute	 to	doctors	 in	 hospital,	

and	eventually	patients	who	suffer	from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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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able Trip to 
Smart Polygeneration Microgrid (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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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olygeneration	Microgrid	(SPM)	in	Savona,	Italy.

Since	we	were	 in	Venice,	 Italy	 to	present	our	

papers	 at	 IEEE	 SmartGridComm’14,	 one	 of	

the	most	 popular	 conferences	 in	 Smart	Grid,	

we	 decided	 to	 spend	 one	more	 day	 visiting	

the	 state-of-art	 microgrid,	 cal led	 Smart	

Polygeneration	Microgrid	(SPM),	in	Savona,	Italy.	

Although	Shinyoung	and	 I	suffered	 from	a	 long	

journey	on	 the	 train,	 visiting	 the	SPM	 is	 really	

valuable	and	worth	sharing	with	other	people.

The	countries	of	European	Union	(EU)	have	been	

the	 leaders	 in	promoting	 the	use	of	 renewable	

e n e r g y 	 t o	

r e d u c e 	 t h e	

imported	energy	

and	combat	the	

global	warming.	

T o 	 u t i l i z e	

r e n e w a b l e	

e n e r g y 	 a n d	

i m p r o v e	

the	 reliability	 of	 power	 system,	 a	 number	 of	

microgrid	 testbed	 facilities	have	been	built	 for	

testing,	development,	and	research.		The	project	

SPM	begun	in	2010	as	a	joint	special	project	in	

energy	sector	between	 the	University	of	Genoa		

and	 the	 Italian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	 SPM	 is	 the	 first	microgrid	 in	

Europe	 that	allows	energy	exchanging	with	 the	

main	grid.

On	the	last	day	of	the	IEEE	SmartGridComm’14	

conference,	we	left	Venice	for	Savona	by	train.	

T h e 	 w e a t h e r	

in	 Venice	 was	

horribly	 cloudy,	

rainy	and	 foggy	

b u t 	 S a v o n a	

we l comed 	 us	

with	a	beautifully	

warm	and	sunny	

d a y . 	 S a v o n a	

is	 wel l 	 known	 as	 a	

wonderful	and	peaceful	

seaport	 c i ty	 ideal ly	

located	 in	 the	 long	

West	Coast	of	Italy.

As	 scheduled	 ahead,	

we 	 had 	 a 	 meet i n g	

with	 the	Smart	 Energy	

team	of	 the	University	

of	 Genoa	 in	 Savona	

Campus 	 a t 	 1 1 	 am .	

P rofesso r 	 Fede r i co	

D e l f i n o , 	 t h e 	 h e a d	

of	 Savona	 Campus,	

presented	 the	 SPM	 project	 including	 what	

SPM	 has	 and	 what	 will	 be	 developed	 from	

2015.	 Impressively,	 the	project	will	 construct	a	

smart	building	 that	 has	 the	up-to-date	 smart	

appl iances.	 The	 smart	 bui lding	

has	 drawn	much	 attention	 from	 us	

because	 the	 research	 topics	 on	

Internet	of	Things	 in	smart	buildings	

have	 been	 discussed	much	 in	 our	

lab.	 On	 the	 other	 hand,	 we	 also	

presented	 what	 we	 have	 done	

on	 smart	 grid	 communication	 and	

security.	 As	many	 questions	 rose,	

the	meeting	 lasted	 longer	 than	we	

expected.	

After	 the	meeting,	 the	engineers	of	

SPM	kindly	guided	us	 into	 the	SPM.	

There	 are	 a	 control	 room,	 switch	

boards,	 solar	 panels,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chillers,	

micro-turbines,	and	energy	storages	

in	SPM.	SPM	 is	not	a	big	microgrid,	

but	 i t 	 has	 a l l 	 the	 components	

which	 are	 remotely	 controlled	 by	

the	 centralized	 control	 center.	 The	

researchers	worked	 in	 the	 control	 center	 can	

modify	the	current	algorithms	or	implement	their	

algorithms	to	manage	the	whole	SPM.	

At	the	end	of	the	day,	we	discussed	about	the	

potential	future	collaboration	between	the	Smart	

Energy	team	and	our	lab.		Since	all	the	members	

in	the	Smart	Energy	Team	have	background	on	

electrical	 engineering,	 they	expected	 to	 have	

the	 strong	collaboration	with	 us	who	major	 in	

c omp u t e r 	 s c i e n c e	

and	 networking.	 For	

us,	 working	 with	 the	

Smart	 Energy	 team	 in	

a	 real	 test-bed	 facility	

wil l	 also	 be	 a	 great	

experience	which	allows	

us	 to	 gain	 the	 fruitful	

k n ow l e d g e 	 o n 	 t h e	

future	 power	 system.	

Ou r 	 un i ve rs i t y 	 has	

recently	 finished	 the	

agreement	on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The	 tr ip	 to	 Savona	 campus	 was	 such	 a	

memorable	 experience.	 We	 hope	 that	 the	

cooperation	and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Genoa	and	SUNY	Korea	will	

have	a	 lot	of	activities	for	the	students	 in	both	

universities	in	the	future.	

Tan	N.	Le,	Shinyoung	Cho
Smart	Energy	Lab.,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PM	project

Meeting	with	the	Smart	Energy	team

Savona	SPM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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