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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 January •

특별 초청세미나

C5 준공식 및 포항 창조경제센터 입주식

• 일시: 2015. 1. 29 (목) 15:00~16:30
• 장소: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 주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상용
화방향

• 일시: 2015. 1. 30 (금), 11:00~
• 장소: 포스텍 C5 1층 (박태준학술정보관 맞은편)
• 참석: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김용민 총장 등 포항창조경제선테/
C5 관계자 및 주요내빈
• 내용: 포스텍 C5 준공식 및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
터 입주식

대학원생 연구수행 평가
• 일시: 2015. 1. 30 (금), 09:00~10: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대학원생 3명

UniKamp Winter 2015 Program 참석
• 일정: 2015. 1. 5 (월) ~ 1. 21 (수) (2½weeks)
- UniKamp Program (1. 5 ~ 1. 16)
- VC & Startup Networking (1. 19 ~ 1. 21)
• 주관: KOTRA Silicon Valley
• 참석: 공동경진대회 입선자 4명 (창의IT융합공학과
서석진, 김경민, 황성민/컴퓨터공학과 김범수)
• 내용: 포스텍, 서울대, 서강대 등 국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리콘벨리 현지 VC와 창업전문가 멘토링
하에 Business Plan을 수립하고 VC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Startup 경험을 제공함

창 의 I T융합 공 학 과 - 미 래 I T융합 연 구 원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2015. 1. 16 (금), 09:30~17: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자문위원 6명 외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등
• 내용: 창의IT리더 육성 및 융합연구 활성화 등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2014 동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특별 초청세미나

• 일시:
• 장소:
• 대상:
• 주최:

• 일시: 2015 1. 16 (금), 17:00~18:0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진대제 Ph.D CEO, SkyLake Investment Co.
Chair professor, KAIST
• 주제: 창조적 기업가 정신

2015. 1. 8 (목), 9:30~12:00 / 14:00~16:30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전국 과학고·민족사관고 학생 25명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2014 동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2차)
• 일시:
• 장소:
• 대상:
• 주최:

2015. 1. 14 (수), 9:30~12:00 / 14:00~16:30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전국 영재학교 학생 25명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05

POSTECH i-Lab Review I Spring 2015 Vol.5

성명

연구 주제

김수아

The time-delay control of Gridconnected micro inverter

권순모

A p p l y a N e w Ty p e D e s i g n
C o n c e pt i n S o c i a l N et w o r ks
Service: Boost Cont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Usercentered Design Based on
Intimacy with Friends of Followers

최창훈

시간

내용

11:00~11:01

개식

11:01~11:03

국민의례

11:03~11:05

내빈소개

11:05~11:08

환영사

11:08~11:23

축사

11:23~11:28

준공보고

11:28~11:31

기념사

11:31~11:36

감사패 증정

11:36~12:10

제막식 및 현판식

12:10~

건물 투어 및 폐회

Development of integrated
intravascular p hotoacoustic /
ultrasound endoscopic prode

한예종 조형예술과 교류프로그램 기획
• 일정: 2015. 1. 29 ~ 1. 31. (2박 3일)
•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 참석: 조형예술과, 창의IT융합공학과 학생 18명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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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 일시: 2015. 2. 13 (금), 11:00~
• 장소: 포스텍 대학체육관,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창의IT융합공학과 졸업생: 학부 4명, 대학원 5명

• February •

2014 동계 창의캠프
• 일정: 2015. 2. 4 (수) ~ 2. 6 (금), 2박 3일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참석: 전국 일반고(자사고 포함) 2학년 학생 51명
• 내용: 특별강연, 교과목 소개, 레크레이션, 별빛데이
트, 롤링페이퍼, 상상마당 등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engineering Innovations 2015
(IWBI 2015) 국제워크샵
• 일시: 2015. 2. 23 (월) ~ 2. 24 (화), 9:0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
• 주제: 의공학의 혁신: 의료영상, 의료기기, 조영제 그
리고 적용
• 초청: 의공학 분야의 권위자 9명의 기조연설자
• 후원: 포스텍 총장실, 포스텍 공학연구센터, 기초과
학연구원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알피니온 메디칼
• 주관: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 내용: 저명한 의공학 연구자와 신임 연구자들이 모여
각각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의용생명공학분야에서
의 협력에 대해 논의

삼성전자 휴먼테크논문대상 수상
• 일자: 2015. 2. 11 (수)
•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 수상자: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김진석 학부생
• 수상내역: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대
학부문 은상
• 지도교수: 김재준 교수
• 논문명: Resistance Drift Tolerant Data Coding
for 4-Level-Cell Phase Change Memory

2015학년도 입학식
• 일시 2015. 2. 27 (금), 11:00~
• 장소: 포스텍 대학체육관
• 대상: 2015학년도 신입생
• 창의IT융합공학과 입학생: 학부 20명, 대학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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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

경남과학고 학과 방문

창의타임

• 일자:
• 장소:
• 대상:
• 연사: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C5 투어 등

• 일시: 2015. 3. 27 (금), 11:00 ~ 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김미정 박사 (서의수 교수 연
구실)
• 주제: The Attributes of the Innovators

창의세미나

학부 신입생 - 지도교수 간담회

• 일시: 2015. 3. 11 (수), 17:00 ~ 18:3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주)베이다스 이준석 대표이사
• 주제: Introduction to Vision based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일시: 2015. 3. 30 (월), 17: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참석: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및 2015학번 학부생
• 내용: 자기주도성장계획(PGS) 설계 수업의 일환으
로, 매년 학부 신입생-지도교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 계획 수립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교수를 스스로 선정함.

2015. 3. 11 (수)
포스텍 C5
경남과학고 예비졸업생
이진수 주임교수

창의타임
• 일시: 2015. 3. 6 (금), 11:00~12:20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연사: 전자전기공학과 박종인 대학원생 (이진수교수
연구실)
• 주제: Low-Complexity Minimum Variance
Beamforming for Ultrasound Imaging without
Computing Spatial Covariance Matrix and Its
Inverse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 M.T
• 일정: 2015. 3. 7 (토) ~ 3. 8 (일)
• 장소: 경주 남산자락 펜션
• 대상: 학부생 약 55명
• 내용: 선후배 대항 게임 (풋살장), 레크레이션 (경주
남산자락 펜션), 창의공간 대청소 등

VADAS Creative Award 수상
• 일자: 2015. 3. 11 (수)
• 수상자: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심우현 학부생
• 수상내역: 상장 및 연구비(100만원) 수여
• 연구주제: 연상학습법 및 크라우드소싱을 적용한 한
자 학습의 효율성 증진 시스템 연구
• 후원: (주)베이다스
• 내용: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에 참석한 (주)베이다스
이준석 대표이사가 심우현 학생의 연구 프로젝트의
창의성과 방향성을 높게 평가하여 상을 수여함

학부 교과과정 설명회
• 일시: 2015. 3. 10 (화), 15:45 ~ 16:35
• 장소: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 신입생 20명
• 내용: 주임교수 인사말, 학과 교과과정 안내, 단기유
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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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 소개

초고속 고성능 메모리 개발 기술
<Pin Parasitic Modeling and Optimization>

김창현 교수
1994년
2014년
2014년
2015년

IEEE Fellow/Samsung Fellow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
삼성전자 메모리 / 삼성전기 CTO, 사업부장, 부사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초빙교수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연구교수/미래IT융합연구원 부원장

Research Area: 초고속 고직접 메모리 IC개발,
Leader 교육과 인간 행복론

이를 위해서는 IC가 제작되는 처음단계인 공정부터 마
지막 단계인 Package공정의 전반에 걸쳐서 산포를 발
생할 수 있는 중요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전체적
수율을 최대화하는 설계기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3차원 IC 설계 기술 연구

이의 대안으로서 3차원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
데, 3차원의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비용을 최소
화한 TSV공정의 순서, 전체적인 Die Size Overhead
가 최소화된 Chip Architecture와 각 Function Block
의 최적배치, TSV의 크기. 위치에 따른 전원Noise
영향도, 동작시 열처리 문제, ESD (Electro-Static
Discharge), 설계 Verification CAD Tool, Test 방법
과 수율 개선 등 많은 고려 점이 필요해진다. 이에 대
한 해결책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2차원적인 공정 미세화의 한계에 점점 더
다가 가고 있다. 이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고객이 원하
는 성능과 속성을 맞추어 가는 방법론을 찾는 연구가
매우 필요해진다.

연구 분야 소개
연구 기간의 많은 부분을 고속의 고직접 메모리의 설
계와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개발 분야에 전념을 했고,
세계 최초의 메모리 개발을 해왔었다.
현재 공정이 미세화되고 (현재 ~20nm수준 양산 중)
소자들이 고속화가 됨에 따라, 대량으로 생산되는 메
모리 IC들은 DFM (Design for Manufacturing) 설계
기술이 매우 중요해 진다.
또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 Scaling의 한계에 달
함과 고성능 메모리의 요구에 따른 3차원 시스템 IC설
계에 대한 준비가 점점 더 중요해 지기 시작한다. 이에
Cost-Effective 3D IC방법론을 연구하고 향후 다가
올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

초고속 DFM 설계 기술 연구
직접도가 증가해가면서 ‘몇 개의 Chip이 아닌, 어떻게
다량의 Chip이 같은 성능을 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양산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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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M을 고려한 Design Methodology 정립>

신임 교원 소개

12

세계적 Leader의 길과 인간 행복론에 대
한 연구
30년간의 대기업 생활에서 운이 좋게 메모리 IC라는
분야에서 ‘밑바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업
관, 세계인문관, 이성관, 사회관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
고 있다.

‘인간다운 인격체를 완성’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인간
다운 것이며, 또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어떻게 행
복하게 사는가’를 꾸준히 생각하고 연구해보며 후배
들과 공유해 보고 싶다.

이것을 앞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후배리더
들에게 공유하여 더욱 더 빨리 혹은 더 크게 성장하기
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Shrink rate of device size shows a gradual decline, as device process technology is nearing its limits>

누구나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회가 된다면, 세계 제일의
명성과 富를 가지고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모두 이루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
질의 목표’만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이 세
상에 태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랑하고, 사랑
을 베풀고, 작더라도 이로운 일을 하며, 각자가 통찰
력, 덕망, 정의감, 용기, 창의성, 베품 등을 갖추어 나름

<High density and small form factor packages & modules>

<세계적 리더의 길과 인간 행복론>

<Chip stacking pack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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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향한 스포츠 IT 융합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 국가대표팀이 SAP
라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해 선수들의 몸
에 센서를 부착하고 카메라 추적장치를 통해 유효한
데이터를 3만개 이상 추출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
과를 선수와 감독에게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해 팀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전술에 활용해
독일 대표팀의 우승컵을 거머쥐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
였다.

으며, IT와의 접목을 통해 지식 기반 녹색성장을 선도
할 융복합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또 미디어, 엔터테
인먼트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해 스포츠 미디어, 스포테
인먼트(Sportainment, Sport+Entertainment의 합성
어), 스포츠 테마파크 등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비즈니
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IT기술은 스포
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시켜주는 핵심이다. 스포츠
와 IT 융합은 고가 장비 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용품
개발, 시뮬레이션 스포츠, U-스포츠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예고하고 있다.

스포츠 IT 융합, 선진 복지 정책
의 필수요소

김영석 교수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스포츠융합과학연구센터장

2007년 서울대학교 박사
2010년 삼성그룹 제일기획 브랜드마케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15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스포츠기관단체인
2015년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연구교수

Research Area: Sports Welfare & ICT

스포츠와 IT 융합, 그 화려한 만남
스포츠와 IT가 결합하는 모습은 최근 들어 글로벌 시
장에서 곧잘 찾아 볼 수 있는데, 2013/2014 시즌 스
페인 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
드리드 부르고스 코치가 축구계 최초로 구글 글래스
를 착용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다.

<중계 화면에 포착된 헤르만 부르고스 코치의 구글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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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는 이 안경을 통해 볼 점유율과 슈팅 분포도, 선
수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감독과 상의하며
경기를 펼쳐 나갔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핵
심 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와 인구 증가 속도 둔화로 인한 저성장
시대에 접어 들어 가계당 의료비, 보험료
등 비용 증가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스포츠
와 IT 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기존
<음악을 즐기며 조깅을 하면서 이와 연동한 스마트 기기를 착용한 모습>
의 정보기술(IT) 융합을 넘어선 사물인터넷
(IoT)과 빅데이터의 접목을 통해 언제 어디
서나 필요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하여야
스포츠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융합해 제품의 부가가치
한다. 또한 우리 삶의 즐거움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를 크게 높인 또 다른 사례로, 나이키는 10여년 간 확
첨단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이
보한 700만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는 곧 많은 서구 선진 사회가 보여 준 국민 건강 행복
통해 런닝화 연매출을 30% 이상 끌어 올렸으며, 조깅
을 위한 스포츠 복지 시대를 구현해 낼 것이다.
을 즐기는 소비자는 음악과 게임을 좋아하고 스마트
기기에 적극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애플과 손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체육과학연구에는 IT 전문
잡고 조깅화와 스마트폰을 연동시켜 만든 나이키 플러
분야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스포츠 IT 전
스(NIKE+)도 빅데이터의 산물에 해당된다.
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스포츠 IT 융합
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
작년 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메디
계에 있는 생소한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포스
카(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행사장에
텍 미래IT융합연구원 내 창의IT융합공학과 우수 연구
서는, 최근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이 급속
진과의 협력을 통한 스포츠융합과학연구센터(Sports
하게 진행되는 추세를 여실히 보여준 자
Convergence Institute, SCI)가 새로이 문을 연다.
리였다. 특히, 이 전시회 참가 업체들 상
당수는 스마트 의료기기, 빅데이터 활용
이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스포츠 IT 융합의 활발한 연
기기 등을 선보이면서 스포츠용품의 정보
구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 개념의 다양한 종합 문
기술(IT)화가 대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
화 스포츠 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효율적인 투자를 통
인해 주었다. 그 가운데, 웨어러블은 최근
한 첨단 스포츠 IT 융합 국가 도약을 위해 지금부터라
센서시스템과 재료발굴, 에너지 저장, 칩
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곧 다가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포츠 분
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인들이 주목하
야에 빠르게 접목, 응용되고 있다. 이처
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IT 융합을 접목한
럼 오늘날의 스포츠산업은 이제 더 이상
범국가적 연구성과를 통해 스포츠 IT 융합 강국, 스포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기록 향상이나 안
츠 복지의 선진 대한민국 스포츠 완성을 보여 줄 필요
전, 패션 등 스포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
가 있다.

<SAP가 독일 대표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선수에게 센서를 부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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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자: Junctionless nanowire
field-effect transistor

실리콘 나노선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Junctionless nanowire field-effect transistor
(JNT)는 소스, 채널, 드레인에 같은 종류의 불순물을
주입하여 채널과 소스 또는 드레인 사이에 junction을
제거한 소자로써 기존의 FET소자에서 집적도 향상을
위해 채널 길이를 줄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여러 그룹에서 JNT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특성 평가
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긴 채널을 가지는 JNT 소자에

국한되었다. 차세대 반도체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고집적화가 가능한 짧은 채널 길이를
가지는 JNT의 특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최소 20 nm의 채널 길이를 가지는 n-type JNT 소자
를 제작하고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통하
여 짧은 채널의 JNT가 기존의 나노선 FET에 비해 짧
은 채널에 의한 특성열화에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전기
적 특성이 우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기현 박사
2015년 POSTECH 박사
2015년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Research Area: 나도반도체 소자 제작 및 특성평가

<JNT와 일반적인 나노선 FET (INT) 소자의 TEM 사진>

연구 분야 소개
나노선 (Nanowire)은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영역 크
기를 가지는 나노구조물로써 직경 5~100 nm, 길이 수
~수십 μm 정도로 큰 aspect ratio를 갖는 1차원 구조
를 말한다.
최근 들어 나노선이 기존의 박막형태와 비교하여 전기
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노선 구조를 메모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서, 전력발생소자, 태양전지, 나노발광소
자 등에 적용하여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전자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양한 소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나노선 FET 소자와 고령화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감도 나노선 센서
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노선 구조의 응용이 요구되는 차세대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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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와 일반적인 나노선 FET (INT)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 결과>

신임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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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나노선 센서: 구조적 안정성이 우
수한 벌집 나노선 센서
기존의 나노선 센서는 나노선이 형성된 기판 표면의 전
하에 의하여 전기이중층이 형성되어 전하를 띤 표적물
질의 순환이 방해를 받고 나노선의 감지표면에 결합된
표적물질의 결합이 약화되어 감도 향상에 한계가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Y자가 반복되는 벌집
모양을 응용하여 30 nm 너비를 갖는 3차원 부유 벌
집 나노선 센서를 제작하고 개발된 소자로 전기적 특
성과 수소 이온 검출 실험을 수행, 고감도 센서로 응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3차원 부유 나노선 구조(나노선이 기판에서 떨어져 공
중에 떠 있는 형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써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의 직선 형태의 나노선을 부유구
조로 만들 경우 매우 큰 aspect ratio로 인해 나노선
이 쓰러지거나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여 센서의
특성을 열화시키게 된다.

연구결과는 영국 물리학회(Institute of PhysicsㆍIOP)
가 발간하는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의 주
목받는 논문으로 선정되어 2014년8월호에 표지논문
으로 게재됐다.

<제작된 3차원 부유 벌집 나노센서의 SEM과 TEM 사진>
▷ SHNW : 3차원 부유 벌집, SSNW : 3차원 부유 직선, CNW : 기존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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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이온 검출 실험 결과>

창공 STORY

속에는 창공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있
었습니다. 이후에는 선배들과 번호 교환도
했고, 우리 학번을 대표할 임시 과대도 뽑
았습니다.
자칫 아무것도 모르고 캠프를 보낼 뻔한
우리에게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즐거운 시
간이었고, 이후에도 겨울 방학기간 동안
선배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준 좋은 기
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대학 생활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공 15학번 새내기 일기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정신녕입니다.
어느새 저희 15학번이 입학한지도 2주나 지났는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약 2개월의 짧은 시간이 지
났을 뿐이지만,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의 마음
이 창공과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기에는 충분했습니
다. 저희 새내기 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릴께요.

신나는 ‘겨울 방학 캠프’

정신녕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창공 신입생들만의 특별한 코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기 유학을 준비하는 ‘겨울
방학 캠프’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영어 강의, 영
상 제작 강의, 토플 Study를 진행했습니다. 각자 조를
나누어 영어 공부도 하고, Writing 수업을 들으면서 영
어 글쓰기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창공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 캠프의 하이라이트였
던 영상 제작 강의를 통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공
감대나 관심사 생각 등
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플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느낀 감
정을 표현한 영상이 다
수 있었는데요.

수시 결과가 나오고 모두들 포스텍 합격에 기뻐하고
있을 무렵, 저희는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12월 18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단기유학과 관련된 사항, 준비 해야
할 내용을 미리 안내해주고, 영어 배치고사를 실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합격자로써 창의 공간에 첫발을 내딛
는 순간, 정말 행복하기도하고 과거 동경의 대상이던
곳에 들어온 내 자신에게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옆에 앉은 사람에게 조
심히 말을 걸어보며 서로를 소개하는, 아직은 어색했
을 때였는데요. 몇 시간 만에 헤어졌지만 신선했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토플 Study에 대한 애
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재미나게 표현했을 뿐
만 아니라 구도, 음향까
지 어울리게 적용시켜 교
수님과 친구들의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과의 특성에 맞다고

선배들과의 첫 만남 ‘수시 캠프’
수시 캠프는 신입생들과 선배님들, 즉 대학생활과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선배 들이 입학전
인 신입생에게 학교 생활에 관련된 사항도 알려주고,
같이 놀면서 친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내일 만날 선배들에 대한 기대로 두근거리며 잠이 들었
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의 수시캠프는 1울 10일과 11일 이틀
에 걸쳐 진행 되었습니다. 수시캠프 이후에 영어캠프가
예정되어있어 9일에 기숙사에 들어온 우리는 저녁시간
에 서로를 소개하고 애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
으로 몇 년을 같이 지낼 친구들에 대한 느낌은 좋았고

10일 두 시에 창의 공간에 모인 우리는 이진수 교수님
의 환영인사와 함께 수시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창공이 어떤 학과인지 한번 더 소개를 듣고, 대학생활
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학과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유용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쾌한 선배들의 설명

21

POSTECH i-Lab Review I Spring 2015 Vol.5

습관이나 취향을 알아가면서 많이 친해 질 수 있었습니
다.
캠프의 마지막 이틀 동안에는 창의 캠프에 도우미로
참여해서 몇 달 전의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면접후기나 저희의 애기들을 하
다 보니 어느 순간 밤이 지나갔습니다. 창공이 어떤 학
과인지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학과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만의 첫 번째 여행 ‘영일대 해수욕장’
포스텍 신입생이라면 맨 처음 새내기 배움터를 통해 몇
가지 강의를 통해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
게 됩니다. 또한 미적분학과 영어 배치고사가 실시되는
데, 창공학생들은 이미 영어 배치고사를 실시했기 때
문에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결정 된 저
희들만의 일정이 바로 영일대 해수욕장에 다녀오는 것
이었습니다. 영일대는 포항 북부해수욕장에 있는 작은
누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선배들이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풋
살도 같이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폭설이 온 날에는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고, 영운
이의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바닷바람을 마주하니 바쁜
새터 일정에 싸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
다. 모래사장에 창공 공식 마크도 그리고 사진을 잔뜩
찍기도 하고 맛있는 회 덮밥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셀카봉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단체사진 찍는데 어려움이 있자 지훈이 오빠가 창의적
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우산살에 핸드폰을 끼워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기숙사 생활도 하고 창의공간
에서 시간을 보낸 겨울,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2월 말인지라 바닷바람이 꽤 쌀쌀해 다들 다녀와서 감
기기운을 느꼈지만, 우리끼리만의 첫 소풍인 만큼 즐겁

느껴지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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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직도 바
다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와 같이 여행 갈 일들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행길을 소개하
는 ‘PGS’

사랑하는 창의IT융합공학과 후배들에게

저렇게 입학 전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
저희는 어떤 공부나 활동을 할지 궁금하
실 것 같네요. 저희는 지금 이공계 과학도
로써 필요한 기초 과목과 PGS와 인문기
술융합개론이라는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
습니다.
학교 도서관인 박태준학술정보관의 그룹
스터디실에 가면 공부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쉽게 찾
을 수 있습니다.
PGS는 창공 학생들만 듣는 특별한 강의입니다. 첫 시
간을 통해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이 어떤 생각
으로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특색 있는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데,
키워드를 통해 소개한 사람도 있고 차근차근 자기의
경험을 나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기를 들으니 새삼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배울 점들이 많이 보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김율화입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학번 후
배가 입학을 해 학교생활을 시작했네요. 조금 늦었지
만 15학번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T라는 키워드 하나 아래에 모였지만, AI나 정신적 치
료를 하는 소프트웨어 등, 모두가 다른 생각과 관심사
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과의 특성을 잘 느낄 수 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제 이름 다음으로 저를 표현하는 데 가
장 많이 쓰인 단어는 ‘창의IT융합공학과’입니다. 그러
면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학과 개총, MT를 다녀오면서 가족같이 친한
분위기에 우리 과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많은 공부와 행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창공생활을 기대해봅니
다. 아싸! 창공!

‘창의IT융합공학과가 어떤 학과야?’ 재학생들이 주
도하는 학과설명회를 들어본 학생이라면 알겠지만 저
희는 이렇게 수 십 번, 수 백 번을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학
과’라고 내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온 이 학과는 여러분이 하고 싶
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학과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부
터 시작해 금전적인 지원까지.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
게 될 것입니다.

김율화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하지만 그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꽃을 피어내는 친구
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싹을 피어내는 것도 힘들어 하
는 친구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학과’. 원하는 게 뚜렷한 친구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학과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 한 친구들
에게는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학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자
에 속하게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후자에 속하게 된다
면 의기소침해 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네요. 꽃
의 아름다움은 시기를 가
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든 여러분 모두 정성
들여 꽃을 피울 수 있다
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
한 게 아닐까요?
이제 막 시작된 여러분의
대학생활. 지나가는 매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소
중한 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15
학번 후배 여러분. 즐거
운 대학 생활 보내세요.

23

POSTECH i-Lab Review I Spring 2015 Vol.5

창공 STORY

24

창공 STORY

선배들의 인턴이야기

안녕하세요.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김형준
입니다. 저는 지금 잠시 학교생활을 접어두고, 네덜란
드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으로서 처음으로 해외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
하게 되어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여기서
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곳의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형준
창의IT융합공학과 12학번

Holst Centre에서 저는 지금 ‘New concept for
Digital Imaging with Organic based Devices”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있는 CCD(Charge Coupled
devices)나 CMOS APS(CMOS Active Pixel Sensor)
와 같이 빛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켜주는 부분
을 유기 반도체 소자들로 대체하려는 연구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창의IT설계 과목을 통해 Organic
Electronics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입학할 때
부터 갖고 있던 ‘flexible display’에 대한 꿈이 어느
정도 반영된 연구 주제였습니다.
학부생 수준이지만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점점 더
이 분야에 빠져들게 되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
성준 교수님께서 Holst Centre에서 인턴을 해 보는 것
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Holst Centre는 Wireless Autonomous Sensor
Technologies and Flexible Electronics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Organic Electronics 분야에서는 알아주
는 연구소입니다. 흔히 ‘대가’라 불리는 사람들과 함
께 연구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좋은 기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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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직 학부생에 불과한 내가
외국 연구소에 혼자 가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
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결과가 어떻든 무
조건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지원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졸업을 미루
고 휴학 신청을 한 후, 이곳 네덜란드로 오게 되었습니
다.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약 30분 정도 진행하
면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어떤 연구가 하고 싶은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김재준 교수님께서 추천
서를 잘 써주셔서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제를 연구소로
부터 받기는 했지만 제가 관심 갖던 주제고, 일주일에
한 번씩 supervisor와 지난 주에는 무엇을 했는지, 다
음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
니다.
가끔 흥미로운 결과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언
제든 찾아가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할 땐 연구소 내의 누구라도 찾아가 부탁을 하면

창의IT설계 과목으로 지난 2년
간 OTFT(Organic Thin film
Transistor)와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를 다뤄왔
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센서의 일
종인 OPD(Organic PhotoDiode)
와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Ferroelectric Memory Diode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던 연구와 조금 다른 분야를 연
구하다 보니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하나씩 섭렵해 나간다는 느낌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은 창의IT설

창공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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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도와줍니다.
또 2달에 한 번씩 같은 팀의 Boss들 앞에서 중간 발
표를 하게 되는데, 날카로운 지적과 피드백을 받을 때
면 괜히 대가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인트호벤은 포항과 굉장히 비슷한 도시입니다.
Philips라는 기업과 함께 성장한 도시이며, 네덜란드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 트램, 버스 중에 버스만 다니
는 작은 도시입니다.
Philips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소, 회사들이 자리잡은
High-Tech-Campus(HTC)는 2014년, 세상에서 가
장 ‘똑똑한(smart)’ 1㎢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관
광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밤이 되면 문을 여는 유흥가,
IMAX 영화관, PSV Philips stadium 등이 있어 주말
에 인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Holst Centr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세계 각
국의 연구소, 학교와의 파트너쉽이 아주 돈독하다는
점입니다. 저와 같은 인턴 학생만 20명에 달하는데, 대
부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머무르곤 합니다.
네덜란드는 물론,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한
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맥주도 같이 마시고 주말에는 운동도 같
이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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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 나라 음식도 해 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음
악도 공유하면서 주말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또 출근
하는 날이 돌아오곤 합니다.
이번 인턴십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미
국 뉴욕으로의 단기 유학이 그곳의 문화, 환경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이번 인턴십은 이곳 주민들, 인
턴 친구들, 함께 연구하는 supervisor들, 한 마디로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야겠
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행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사
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
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
특히 김재준, 정성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
습으로 2학기에 찾아뵙겠습니다.

연구 성과

수상 소식

고속 광학 해상도 광음향 현미경 기술 개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신생아의 뇌
나 암, 관절염 진단장비로 개발이 이뤄지
고 있는 광음향 현미경은 암 등을 진단
해내기 위해서는 더욱 고감도와 빠른 영
상 출력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2월 11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제21회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창의IT융합공학
과 김진석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일보가
공동후원하는 이 대회는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과학한국을 이끌어갈 창의적
이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학교 내 연구 분
위기 활성화와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4년 제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과 함께 삼성전자 입사의 특전이 주어진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
수·이창호박사,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김진영씨·임근배 교수팀은 2축 방수
MEMS 스캐너를 이용, 기존의 광음향 기
술보다 넓은 범위의 영상을 스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비해 50배 빠른
광음향 현미경 기술을 개발, 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를 통해 발표했다.
광음향은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들려
오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빛을 흡
수하면 광(光)에너지가 열로 변하는 단계
에서 기체에 음파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 이 현상
을 이용한 의료 영상 기술은 2016년 1억 2천만달러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짧은 펄스의 레이저로 생체 조직을 투사하면 광음향
신호가 나오고, 이 신호는 기존의 초음파기기를 통해
감지된다. 이 기술은 실제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감도일 뿐 아니
라, CT나 MRI처럼 조영제가 따로 필요 없어 더욱 각광
을 받고 있다.
광해상도 광음향 현미경은 그런 점에서 주목을 모으
고 있지만 암의 진단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고속의 영상출력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방
수가 가능한 2축 MEMS 스캐너를 제작, 이 스캐너가
물 속에서 작동하도록 해 초음파와 레이저 빛을 동시
에 반사하도록 해 더욱 선명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
록 했다. 물론 기존 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영상을 촬
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속도도 크게 높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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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먼테크논문대상 수상

<김철홍 교수>

<이창호 박사>

김진석 학생은 'Resistance Drift Tolerant Data
Coding for 4-Level-Cell Phase Change Memory'
라는 연구주제로 연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부문에서 은상에
선정됐다.

연구팀의 설명이다.

수상소감

또, 현미경의 크기를 크게 줄여 향후 내시경이나 손잡
이형 광학 영상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성과를 이용, 살아있는 쥐 귓속 미세
혈관을 촬영하는데 성공했으며, 전임상과 임상단계 연
구로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 12학번 김진석입
니다.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는 고해상도 영상과 신진대사 정보 제공을
통해 암 관련 연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
영제를 이용 생체 내 분자 영상학에 응용하고 수술실
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조직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자
에게는 편리하며 결과는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 선
도연구센터육성사업,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학부 2학년 때부터 1년 여의 시간 동안 창의설계 수업
을 통해 진행한 연구의 결과로 이번 상을 받게 되었습
니다. 개인적으로 학부 생활 동안 많은 시간을 창의설
계에 투자했고 수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기쁩니다.
물론 주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상상
도 못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지도교수님
으로서 제 부족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이
되는 과정 내내 옆에서 도움을 주신 김재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 역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서 그런 경험들 자체도 제게 너무나도 큰 자산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갓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인데 격려의 의미로 작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교수님들께서 창의설계 수업을 통해 해주셨
던 건설적인 조언들과 창의설계 수업을 통한 학과의 지

연구 성과 / 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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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in Mobile Systems

Towards more Energy Efficient
Smartphones
Arani Bhattacharya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UNY Korea

The real environment of mobile devices contains
a large amount of variations. Some of the
environmental parameters vary during execution
of application. Other variations are seen cross
different devices. A mobile system has to
adapt to these variations in order to enable
widespread adoption among ordinary users.
Developers of offloading frameworks need to
handle these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order to ensure widespread adoption of
offloading frameworks. We call the entire

Smartphones are increasingly used as computing
platforms for diverse demanding applications like
graphics, computer vision, speech recognition,
gaming, and multimedia. With limited resources,
in terms of computation power and energy,
delivering rich user experience for these diverse
mobile applications is challenging. Moreover, the
limited size of smartphones make it harder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processor and the
batteries of smartphones.

Fig. 1 shows the working of the available MCC
offloading system. Both the mobile device and
the cloud server have multiple processors,
but the server system has more powerful and
greater number of processor cores. Th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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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twork: The offloading frameworks use
wireless network to communicate with the cloud
system. The condition of wireless networks is
typically unstable, leading to frequent changes
in the condition of the network. The evolu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LTE and 5G is
increasing the amount of variation in the network
conditions. Mobile developers can no longer be
certain even about the maximum bandwidth that
a user might have. Mobile applications typically
need to adapt their behavior to these changes.
3. Execution Platform: The hardware for the
mobile device and the server together form
the execution platform. The organization and
hardware of both the mobile devices, and
the cloud systems have a lot of variation. For
example, mobile devices having both unicore
and multicore processors are available.

In order to mitigate this problem, Mobile Cloud
Computing (MCC) has emerged as one of the
techniques to address the challenge. In MCC,
a part of the mobile application is offloaded
to the cloud for remote execution. Offloading
computation to cloud servers not only gives
advantage of faster execution, but also reduces
the energy drain on the mobile device.
To leverage the benefits of MCC, several
offloading frameworks have been built by
researchers. These frameworks have shown
that offloading benefits both execution time an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se frameworks
have only been tested in the lab, without
studying their utility in the real environment.

allow users to install applications developed by
third-party developers. Leading mobile software
repositories such as Google Play or Apple App
Store have over a million different applications.
These applications impose varying requirements
on the mobile system. Handling these variations
for an application offloading framework is a
major challenge.

Figure 1: Working of a Mobile Cloud Computing (MCC) offloading system. An application running on a mobile device utilizes the
wireless network to run on the cloud servers.

device runs a mobile application containing
multiple threads. An offload decision engine
decides which threads should be migrated
to the cloud for execution. These threads
are migrated to the cloud using some form
of wireless network. After execution of these
threads are complete, they are sent back to the
mobile device.

environment in which mobile systems are used
as the mobile ecosystem. The variations in the
environment can be classified depending on
their source:
1. Mobile Application: A mobile system runs a
very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One reason
for the popularity of smartphones is that they

Developers of mobile applications expect to
write a single software application that can
adapt to these different platforms. Similarly, the
type of cloud systems used can also vary. For
instance, a recent proposal suggests utilizing
the network devices such as routers and
switches as computation devices, known as
fog computing. An offloading framework has to
adapt to the computation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and formulate the offloading strategies
accordingly.
The user expects the MCC system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experience (QoE). This
quality of experience (QoE) can be measured
using the following metrics:
1) Energy Consumption
2) Completion Time
3) Monetary Cost
4) Security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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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ackets that
are essential for
performance. Recent
developments in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allow the end-users
to specify the urgency
or importance of data
packets. We intend to
utilize this concept to
minimize the adverse
i m p a ct o n q u a l i t y of
experience (QoE) in case
of lower bandwidth.
We believe that utilizing
SDN in order to optimize
Figure 2: The mobile ecosystem and its impacton the Quality
Mobile Cloud Computing
of Experience (QoE) of the user
(MCC) systems will
enable their widespread
adoption, and lead to major progress in energy
efficiency of mobile comput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affect these metrics
of quality of experience in different ways.
The goal of developing an adaptive MCC system
is to mak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quality of experience as predictable as
possible. The overall ecosystem and its effect
on the user is symbolically represented in Fig. 2.

Arani Bhattacharya

Our Research Goal
The goal of our research,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the Mobile Systems and Solutions
(MoSyS) lab in SUNY Korea, is to handle the
network variations. Current MCC systems are
not able to handle changes in the bandwidth
or latency once execution of an application
commences.
H o w e v e r, s u c h v a r i at i o n s a re c o m m o n l y
observed. Moreover, the bandwidth and latency
changes are usually unpredictable. A good
and predictable Quality of Experience (QoE) is
only possible if such changes can be handled
seamlessly.
So far, our focus is on making the network
traffic-aware in order to give higher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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