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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IT융합연구원 부설 연구센터 설립

• 일자: 2015. 4. 13 (월)

• 설립취지: 선진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한 i-Lab 자

체 연구센터 설립. i-Lab 전략과제 추진 및 대형 국

책/기업과제 수주 (IT융복합 교육 연구센터 운영) 

설립 조직명 설립 목적 연구소/센터 長

1 i-institute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소효정 교수

2
스포츠융합과학 

연구센터

IT 기술과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 

연구개발
김영석 교수

3
나노기반에너지 &

센서연구소

에너지 변환&센서 
기술에 나노 기술을 
접목한 연구 개발

백창기 교수

4
메디컬디바이스

혁신센터

광음향/초음파 메디컬
이미징/디바이스

 연구개발
김철홍 교수

5
자동차기전연구소 
(재단승인연구소)

미래자동차 
원천핵심기술 개발

이진수 교수

6
빅데이터원천기술

연구센터
빅데이터 처리 
원천기술 확보

한욱신 교수

7

산업솔루션
연구센터

(6월 초 승인)

기술과 마케팅이 
결합한 융합솔루션 
비즈니스 연구를 
수행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손영우 교수

• April •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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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타임

• 일시: 2015. 4.10 (금), 11:00~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What a re the g rand cha l lenges 

for successful cl in ical transl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hotoacoustic imaging?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창의세미나

• 일시: 2015. 4. 22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3D Pr int i ng Techno logy and i ts 

Biomedical Applications

• 연사: 조동우 교수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 간담회

• 일시: 2015. 4. 28 (화), 12:00~

• 장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 참석자: 포스텍 이진수 원장, 김창현 부원장, IITP 이상

홍 센터장, 연세대 신무환 원장, 연세대 여종석 부원장

• 내용: 창의ICT융합인재포럼 개최 간담회

서울과학고 방문 입시홍보

• 일자: 2015. 4. 29 (수)

• 장소: 서울과학고등학교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및 진학 상담

• 방문자: 창의IT융합공학과 이진수 원장

창의세미나

• 일시: 2015. 4. 30 (목), 12:30~14: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Querying Graph Databases

• 연사: Dr. Hannes Voigt (TU Dresden)

창의타임

• 일시: 2015. 4.3 (금), 11:00~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Global Leader's Way

• 연사: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김창현 부원장

창원경일여고 CiTE 방문

• 일자: 2015. 4. 29 (수)

• 장소: 포스텍 C5

• 내용: 창의공간 투어

• 주최: 입학사정관실

창의세미나

• 일시: 2015. 4. 15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Photoacoustic Sensing for surgical 

Guidance

• 연사: Dr.Jin U Kang(Johns Hopkins Univ)

창의타임

• 일시: 2015. 4.24 (금), 11:00~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플랙서블 인쇄전자 및 바이오 프린팅 기술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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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주요 소식         08

제1차 포스텍 미래융합포럼 개최

• 일시: 2015. 5. 6 (수), 15:00~17:0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
• 주제: 맨 땅위의 꿈, 세계 최고를 꿈꾸며

• 연사: 이용수 교수(세종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한국방송공사

(KBS) MOU 체결

• 일자: 2015. 5. 7 (목)

• 장소: KBS

• 내용: 한국방송 KBS와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은 

스포츠중계방송과 관련해 ICT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

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기업경영 시뮬레이션 경진대회 우승

• 일시: 2015. 5. 22 (금), 10:00~19:00

• 장소: 포스텍 공학 4동 407호

• 수상자: FM 팀 (창의IT 김만진, 이상욱 외 3명)

• 수상내역: Markertplace 세계대회 출전권 획득

• 주최: POSTECH 기술창업교육센터, 기술사업화센터

• 주관: POSTECH 기술창업교육센터

•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2015 창의ICT융합인재포럼(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2015) 개최

• 일시: 2015. 5. 27 (수) ~ 5. 30 (토), 10:00~17:00

• 장소: 서울 코엑스 1F Hall A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포스텍, 연세대, 

SUNY Korea

• 내용: 연구성과발표, 창의인재양성포럼, 학과홍보

• 참가자: 창의ICT융합인재포럼 및 WORLD IT SHOW                             

전시참가자

• 주요프로그램:

일자 프로그램

5.27(수)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5.28(목) 창의융합교육 심포지엄

5.29(금)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포럼

5.30(토) 창의ICT융합 교육연구 성과전시

창의세미나

• 일자: 2015. 5. 6 (수), 17:00~18: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Nanoscale Vacuum Channel Transister

• 연사: 한진우 박사(NASA Ames Research Center)

POSTECH Business Idea Contest 수상

• 일시: 2015. 5. 28 (목), 19:00

• 장소: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

• 수상자: 재활모니터링 솔루션 Hipo witj Amy팀(창의

IT 이상욱, 송승빈 외 2명), 사람중심의 여행 IoT 플

랫폼 Hashtag팀(창의IT 김범윤 외 3명) 

• 지도교수: 창의IT융합공학과 손영우 교수

• 수상내역: 우수상 수상 및 실리콘밸리연수 기회 부여 

• 주최: POSTECH 기술창업교육센터, 기술사업화센터

• 주관: POSTECH 기술창업교육센터

•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 내용: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 활성화

를 위하여 우수한 Business Idea를 제안하는 창업 

경진대회

과기특성화대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창업

생존캠프" 우수상 수상

• 일정: 2015. 5. 29 (금) ~ 5. 30 (토)

• 장소: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

• 수상자: 창의IT 권영호 외 8명

• 수상내역: EYE-POD, '안경과 렌즈를 동시에 담는 

케이스' 란 주제로 우수상 수상

•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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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타임

• 일시: 2015. 6. 5 (금), 11:00~12:2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주제: Automatic Native Application Offload for 

Cloud Computing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김한준 교수

2015-1학기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

• 일시: 2015. 6. 5 (금), 14:00~17:00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대상: 창의IT설계 수강 학부생 30명

• 평가: 1인/1조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대구)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5. 6. 2 (화), 18:30~20:30

• 장소: 글로벌프라자 르네상스홀

• 대상: 경북대 학부생 (전자, 컴퓨터, 신소재, 기타)

• 참석교수: 한욱신, 김철홍, 백창기, 정성준, 김한준 교수

• 참석학생: 50명

(포항)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5. 6. 3 (수), 16:00~17:30

• 장소: C5 105호 강의실

• 대상: POSTECH, 부산대, 한동대 학부생

• 참석교수: 이진수, 한욱신, 김철홍, 백창기, 김수영, 

             유선철, 정성준, 김재준, 한수희 교수

• 참석학생: 27명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 창업포럼

• 일시: 2015. 6. 19 (금), 14:00~16:00

• 장소: 포스텍 C5 5층 세미나실

• 강사: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 강연주제: 

   -플라즈마트의 창업과 M&A               

   -첨단기술형 창업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 대상: 스타트업,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포항공대&이화여대 Campus CEO 

B u s i n e s s  P l a n  M e n t o r i n g & 

Networking

• 일시: 2015. 6. 19 (금), 14:00~20: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 내용: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

재 육성을 위해 2013년도부터 포스텍 창의IT융합공

학과와 이화여대/서울대 Campus CEO와 공동으로 

교류발표회를 진행. 네오플렉스, 쿨리지코너, 싸이더

스HQ 인베스트먼트 VC가 사업계획서 심사 및 멘토

링 실시

• 참석자: 포스텍 Business Model Studio 과목 3팀, 

이화여대 도전 & 실전 Campus CEO 13팀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융합연구원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2015. 6. 26 (금), 09:10~17:55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대상: 자문위원 6명 외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등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융합연구원의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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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CT융합인재포럼

창의ICT융합인재포럼       12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에서는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과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미래의 융합시대 및 글로벌 ICT를 선

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토론의 장인 3회차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2015 (창

의 ICT 융합 인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포럼은 ICT분야 대학연구센터 성과확산 제고를 위한 행사들을 통합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ICT 미

래입니다' 주제로 「K-ICT 미래인재포럼 2015」를 추진과 동시에,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WORLD IT 

SHOW와 공동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연구성과 발표 및 ICT분야 '창의'와 '융합' 주제로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

정과 연구방향을 논의 및 제시하며, 15년도는 대학�연구기관 및 후원기업 관계자 外 과학영재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과 일반 관람객 중심으로 창의�융합 교육 확산을 추진 하였습니다.

□ 행사개요

• 일시: 2015. 5. 27 (수) ~ 5. 30 (토), 10:00~17:00 

• 장소: 서울 코엑스 1F Hall A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포스텍, 연세대학교, SUNY Korea

• 주요참석자

   (미 래 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

   (국    회) 권은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병주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상홍 센터장

   (주요기관) 포스텍 김용민 총장,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이진수 원장,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신무환 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前 총장, 서울대 윤석민 CPRC 센터장, ITRC협의회 홍봉희 회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도승희 인재양성단장, 미래창조과학부 강도성 과장,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진대제 회장, 전자신문 강병준 국장,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목진요 센터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네덜란드 더치게임가든 Jeroen van Mastrigt 의장, 

네덜란드 주식회사 아이스폰타인 Jan Williem Huisman 대표, 이경민 서울대 신경과 교수

□ 행사 일정 

- 5. 27 (수) ~ 5. 30 (토), 4일간

일자 프로그램

5.27(수)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5.28(목) 창의융합교육 심포지엄

5.29(금)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포럼

5.30(토) 창의ICT융합 교육연구 성과전시

□ 일자별 프로그램

일자 시간 내용 연사

5.27(수) 

1일차
14:00 ~ 

17:00

120분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개회사/ 환영사/ 축사

-Keynote Speech 3명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진대제 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종원 前 총장, 

문화창조원 창제작 목진요 센터장

5. 28(목) 

2일차

10:30 ~ 

12:00
90분

전시부스 별 학생 창의연구 성과발표회

-학생창의부스 담당자 별 전시내용에 

  대하여 간략 발표
(Keynote Speech)

연세대 신무환 글로벌융합기술원 원장, 

포스텍 이진수 미래IT융합연구원 원장

포스텍 소효정, 김진택, 김재준 교수, 

연세대 백종수, 권장연 교수
13:30 ~ 

17:00
210분

창의�융합 교육 심포지엄

-명품학부의 창의�융합 교육방법 및

(상상설계, 창의IT설계, 창의스튜디오, PGS 등) 

ICT명품인재양성교육•연구성과의 학생 발표

5. 29(금)

3일차

10:30 ~ 

11:30
60분

시리어스 게임 관련 동영상 및 

게임 콘텐츠 체험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축사)

(Keynote Speech)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Jeroen van Mastrigt 더치게임가

든 의장, 주식회사 아이스폰타인 Jan 

Williem Huisman 대표, 

이경민 서울대 신경과 교수

13:00 ~ 

16:30
150분

시리어스 게임 포럼

-"세상을 바꾸는 게임"

 (Serious Change thru Serious Game)   

 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5. 30(토)

4일차

10:30 ~ 

12:00
90분

명품사업 수행대학 교육 발표

-연세대학교/ 포스텍 / SUNY Korea
이종석 연세대 교수

소효정 포스텍 교수

윤일철 SUNY Korea 교수
12:00 ~ 

13:00
60분 명품사업 수행대학 별 질의응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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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

(1일차) 개회식•창의ICT융합인재양성포럼 (2일차) 전시부스 연구성과발표회 & 창의•융합교육 심포지엄

창의ICT융합인재포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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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포럼 (4일차) 명품사업 수행대학별 교육설명

□ 현장스케치



17         POSTECH i-Lab Review  I  Summer 2015 Vol.6 학술기행        18

SPIE Photonics West 

샌프란시스코는 연중 온화한 기후와 골든 브릿지

의 아름다운 전망으로 오랫동안 관광객들에게 사

랑 받아온 낭만의 도시이다. 하지만 광학을 연구하

는 사람들에게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사람과 기

술을 접하는 모험의 도시이기도 하다. 

매년 이곳 샌프란시스코의 Moscone Center에서 

열리는 Photonics West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학회이다. 이곳에서는 빛을 연구하는 다양

한 분야의 교수, 연구원, 개발자 등이 참석하여 서

로의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한다. 이 분야의 많

은 저명한 과학자들과 한 곳에 모여 학술적 논의

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화에 성공한 다양

한 관련 회사들의 제품 전시회도 볼 수 있기 때문

에 이곳은 광학 학자들에게 성지로 통한다. 

필자 또한 광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써, 올해 

열리는 Photonics West 2015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에서 지구 반대편의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첫 번째로 들린 곳은 학회장 근처의 Porwell 

Street였다.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관광명소인 

Union square 주변에 위치해서인지 많은 사람들

로 활기가 넘치는 거리였다. 건물은 높이 솟아 있었

으며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 지상전철과 몇몇 건물

들의 이국적인 외부 인테리어들을 보고서야 미국

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도착 후, 우리는 우

선 내일 있을 학회를 대비하기 위해 장시간 비행으

로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숙소로 들어가 이른 잠

을 청했다.

학회는 Union square에서 조금 떨어진 Moscone 

Center에서 열렸다. 건물 자체는 주변의 높

은 건물들과는 상반되게 상대적으로 낮고 생각

보다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Moscone center는 북, 남, 서쪽으로 건물이 나뉘

어져 있고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구조였

다. Photonics West 뿐만 아니라 너무도 유명한 

Microsoft나 Apple, Oracle 등과 같은 많은 기업

들도 이곳에서 다양한 컨퍼런스 등이 열린다. 

이렇듯 샌프란시스코의 지식의 장 역할을 하는 

Moscone Center는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전 시

장인 Moscone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 전의 낡고 가난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미지를 타파하고자 했던 Moscone 시장의 바람

대로 Moscone Center는 지금까지도 기업과 학계

에서 가장 주목 받는 컨퍼런스 장으로 샌프란시스

코를 빛내고 있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학회참석 등록을 하

고 그 안에서 아침을 먹었다. 우리가 식사를 한곳

은 지하에 있는 카페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고 우리도 그 중 일부

가 되어 간단히 배를 채우고 가이드 팸플릿을 보

며 각자 어떤 발표를 보러 갈지 다시 확인해보았다. 

Photonics West에서는 기본적으로 광학과 관련

된 연구들을 발표하는 학회이지만 그 안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많은 주제들이 존재한다. 예상보다 훨

씬 다양한 주제들은 처음 학회에 참석한 필자에게

는 매우 놀라웠다. 단순히 현미경과 같은 광학장비

뿐만 아니라 광자와 물질간의 상호작용, 다양한 레

이저들의 개발 활용, 반도체 활용 등 5일 동안 학

회장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이루

어진다. 

우리 연구실은 Photoacoustic을 기본적으로 연

구를 하지만 각자 백그라운드나 연구방향이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당되는 참석하는 컨퍼

런스가 달랐다. 필자의 경우에는 이제 갓 대학원생

으로 입학하여 우선은 주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Photons Plus Ultrasound를 계속 듣기로 했다.

Photons Plus Ultrasound는 306호에서 3일간 

총 11개의 session이 진행되었다. Dual modality, 

Endoscopic imaging, Animal modal 등 다양한 

연구주제가 있었지만, 역시 현재 Photoacoustic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Lihong Wang 연구실

에서 이루진 실험들이 가장 흥미를 끌었다. 필자

에게는 특히 Photoacoustic 기술에 Wavefront 

shaping 기술을 접목하여 flowmetry에 응용하

전승완
창의IT융합공학과 석박통합과정

Photonics West 2015를 다녀와서

학술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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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는 보통 빛은 불투명한 매질을 투과할 수 없

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안에서 불규칙하게 

산란될 뿐 아예 투과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

에 매질의 밖에서 적절한 feedback을 입사단계

에 적용시켜 빛의 wavefront를 적절히 조정하면 

빛을 투과시켜 한곳에 초점을 맺히게 할 수 있다. 

이를 wavefront shaping이라 하는데 이를 활용

하여 불투명한 매질 뒤의 흐르는 물체의 속도를 

Photoacoustic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이 실험의 결과였다. 

비록 아직까지는 인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

점이 있지만, 언젠가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인류에게 안겨주기

를 희망했다. 

Photonics West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기업 

전시회이다. 전시가 시작되자마자 어마어마한 규

모의 전시장은 그새 인산인해로 바뀌었고 많은 기

업들과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안에는 광학 렌즈부터 광부품 마운트 

시스템, 레이저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종류의 

회사들이 각자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었다.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 중에

는 적외선 레이저와 스펙트로

미터기를 이용하여 대뇌 혈류량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무선 자동차 레이싱 시스템을 

꾸며놓은 회사도 있었다. 즉, 

참여자가 머릿속으로 무언가에 

집중하여 머릿속 혈류량을 증

가시키면 더 많은 적외선이 반

사되고 반사량이 많을수록 미

니자동차를 가속시키는 원리였

다. 

이 밖에도 많은 회사들의 다양

한 이벤트들과 그 동안은 몰랐

던 광학 부품들을 보는 재미로 시간가는 줄 모르

고 전시회에 임할 수 있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Photonics West 참

관은 필자에게는 처음 참석한 학회이니만큼 굉장

히 흥미롭고 유익한 기회였다. 하지만 가장 아쉬

웠던 것은 바로 부족한 필자의 지식이었다. 이번 

Super resolution microscopy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Eric Betzig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의 

발표를 직접 보고 듣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 모

르는 개념들이 많아 욕심만큼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 옛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부터 새로운 앎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

았던가. 

앞으로의 연구 분야에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부

분을 깨닫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는 것만

으로도 이번 학회참석은 필자에게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Moscone Center 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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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ford University 중앙광장에서 연구실 단체사진
이동현

창의IT융합공학과 석박통합과정

Stanford university는 1891년에 미국 캘리포니

아 주 스탠퍼드 시에 설립된 연구 중심 사립 대학

이다. 흔히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미국의 명문대

학들은 대부분 영국식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고 

신학이나 어문학 등 인문교양 과목 등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Stanford university의 경우 이들 대

학과는 달리 bus iness ,  ea r th ,  ene rgy 

& environmental sciences, education, 

engineering, humanities & sciences, law and 

medicine 이렇게 7개의 분야의 전공을 교육하고 

있으며 인문, 교양 학문분야 보다는 공학, 자연과

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Stanford University를 다녀와서

김철홍 교수님 및 연구원 8명은 스탠퍼드 대학의 

Sanjiv Sam Gambhir 교수님의 연구실을 방문

하였다. 김철홍 교수님의 연구실 동기 Kothapalli, 

Sri-Rajasekhar 박사님께서 Gambhir 교수님의 

연구실 투어를 이끌어 주셨다. 

Gambhir 교수님의 연구실은 두개의 건물에 위

치하고 있다. 하나는 The James H. Clark 

Center에 위치하며 다른 한 곳은 James and 

Anna Marie Spilker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Bldg에 위치하고 있다. The James 

H. Clark Center는 biological sciences를 주로 

연구하는 건물로 연구실과 지하에는 MRI, Ultra 

sound, Photoacoustic 등 다양한 의료영상장비

들이 갖추어져 있다. 

The James H. Clark Center에 있는 연구실 내

부는 학생들이 연구하는 공간과 실험하는 공간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한 장비들은 방안에 위

치하여,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바

로 옆 연구실에는 로봇 공학 연구실이 있었고, 다

른 분야의 연구원들도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MRI, US, PA 등의 의료영상장

비들은 지하에 있으며 small animal 단계에서 연

구하기 적합한 환경이었다. 

James and Anna Marie Silker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Bldg에 위치한 연구실은 

학술기행

Stanford university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기지

인 실리콘 밸리가 학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교

육과 연구에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학교

로 미국의 대부분 주요대학에 비하면 설립 역사가 

짧지만, 금세기의 가장 성공한 대학으로 불릴 만

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한국의 연구중심 대학인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포항공과

대학교 또한 공학, 자연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 연구하며 설립 50년 이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1위

를 차지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광학 연구를 위한 실험 장비 등이 있었고 그곳에

서 한국인 박사 후 연구원 두 분을 만나 뵐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스탠퍼드대학의 성당과 중앙광장에서 

아치형 복도, 동상 등을 보았다. 캘리포니아 주의 

날씨가 일년 내내 평균기온을 유지하며 맑은 날씨

를 띄기 때문에 캠퍼스가 매우 평온해 보였고, 캠

퍼스가 넓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

이 보였다. 또한 학교내부에도 다양한 볼 거리가 

많이 있어 연구, 공부를 하면서 잠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찾기에도 좋은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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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 참석 후기

지난 5월 27일 수요일 ‘창의 ICT 융합인재 포럼’

이 서울 코엑스에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World IT쇼 2015’와 공

동으로 열려 뜨거운 열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포럼을 참석하게 되었는

데, 전시회가 같이 열리게 되어 좀 더 볼거리가 많

고 즐길 수 있는 포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 포스텍, 연세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은 올

해로 3회를 맞이 했습니다. 대학 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하고, ICT 분야 정책 현안 및 이

슈에 대한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학 교

육 및 연구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열립니

다. 올해는 ‘우리가 대한민국 ICT의 미래 입니다’

사지 기계를 체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여러 방문객의 이목을 끈 기업도 있었습니다. 

요새 관심이 부상하는 쿼드로터, 3D 프린팅과 증

강현실(VR) 관련 전시도 많았습니다. 특히, 각 대

학의 연구 성과를 전시해 놓고, 그 연구자들이 직

접 부스를 지키는 제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아 보여 

멋지고 기대됐습니다.

오후에는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포

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리어스 게임이란, 게임의 

형식을 활용해 여러 컨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성 게임이라고도 부릅니

다. 기능성 게임의 선진국인 네덜란드 게임협회 대

표 두분과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장, 그리고 서

울대 이경민 교수님께서 기능성 게임에 대한 강연

과 견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존 게임이 폭력성과 중

독성이 높지만, 무엇인가 

배울 수 있거나 인간에게 

유익함이 있는 게임이 개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

니다. 기능성 게임과 관련

하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에 게임의 특성이 들

어간다면 좀 더 활력있고 

재미있는 생활이 되지 않

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존 게임 시장을 기능성 게임이 완

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Jeroen 

van Mastrigt 더치게임가든 의장께서 ‘Game 

design is what matters for good games to 

win the bad games’ 이라고 대답한 점이 감

명 깊었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재미있게 게임

을 즐기는 데, 우리에게 도움까지 된다면 정말 좋

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날에는 명품사업 수행대학별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 3일과는 달리 일반인, 특히 청소년도 입장이 

가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설명회를 찾아

와 선배님들께서 제작하신 창의IT홍보영상을 보

는 데에서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였고, 한편 우리 

학과가 저런 좋은 학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규모가 크고 볼거리들이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여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내후년

에도 창의ICT융합인재포럼으로 미래 ICT 산업 발

전의 주춧돌이 되고, 대학 교육과정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낀 

것 모두 만족할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는데, 슬로건에서 드러낸 바

와 같이 창의융합인재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

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첫째날과 둘째날은 참여를 하지 

못하였지만, 흥미로운 강연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 강연이 열려 진

대제 Skylake Investement회장, 한예종의 박종

원 교수님, 그리고 목진요 아시아문화전당 창/제

작 센터장께서 ‘창조’, ‘창의’, 그리고 ‘융합인재 

양성’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둘째날에는 창의융합 교육 심포지엄이 열려 포스

텍 미래IT융합연구원 및 창의IT융합공학과와 연세

대의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님들께서 융합 교육, 

창의적 사고, 그리고 융합 공학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셋째날 정오 즈음에 포럼에 도착한 

저는 사전등록으로 받은 명찰을 받

고 입장을 했습니다. 전시장은 성과

를 전시하고 포럼 및 강연이 진행되

는 홀의 창의ICT포럼 전시장, B홀의 

중소강기업 전시장, 그리고 C홀의 

대기업 전시장으로 크게 3군데로 나

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전시장을 

가던지 여러 눈길을 끄는 부스가 많

았습니다. 홀로그램을 전시한 부스

도 있었고, 공기압을 이용한 눈 마

더치게임가든 의장 Jeoren van Mastrigt의 시리어스 
게임 포럼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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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빈
창의IT융합공학과 13학번

과대항 야구 대회

과대항 야구대회는 매년 1학기 모든 과들이 야구

로 최고를 정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

어 저희 창공과가 야구대회에서 첫 승을 거두었습

니다. 작년 과대항 농구대회에 이어 야구도 승리

를 거둠으로써 저희 과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

라 운동에서도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와 다르게 다른 과와 연합이 가

능하였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과들은 다른 과와 한 팀이 되어 대회에 참가했습

니다. 저희 과는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 적지만 서

도 연합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

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첫 승을 위해 대운동장에 

모여 연습을 했습니다. 김재준 교수님께서도 오셔

서 수비와 배팅 연습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과

에서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재준 교수님

밖에 계시지 않았기에 저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첫 상대는 산경과였습니다. 산경과의 전력

이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

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

두가 힘을 냈습니다. 대회 당일, 경기 시작 시간까

지 산경과 학생들이 모두 모이지 않아 혹시 부전

승을 하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첫 승은 부전승보다 직접 붙어서 이

겨야 더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산경과 측 학생이 모두 모였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선발투수는 당연히 

에이스 김재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의 기대대로 교수님께서는 산경과를 상대로 3

회까지 4점만 내주시며 에이스의 역할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선은 작년에 이은 교수님

의 수고에 보답하듯 3회까지 6점을 내며 6대4

로 경기를 리드해 갔습니다. 저도 2회에 볼넷으

로 출루하여 홈까지 들어와 득점을 함으로써 6

점 중 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과는 4회에도 2점을 뽑으며 8대4로 여전히 

앞서갔습니다. 이때, 저도 안타를 하나 치면서 한

병규 팀장님께서 홈까지 달리셨는데 홈에서 아웃

이 되시면서 아쉽게도 타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4회말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투수를 교체했습

니다. 

마무리 투수는 15학번 신입생 김선우 학생이였습

니다. 선우가 연습 때 나오지 않아 투수로 생각하

고 있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언더핸드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김선우 학

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유롭게 이기고 

있는 이번 경기 후반에 투입 했습니다. 그리고 4

회 말 2점만을 내주면서 산경과의 타선을 막았고 

저희 과는 8대6으로 과대항 야구대회에서 첫 승

을 거두었습니다. 교수님과 김선우 학생의 조합은 

과거 메이저리그 애리조나의 랜디 존슨과 김병현 

선수의 조합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의 상대는 소재과였습니다. 소재과는 

학교 야구 동아리 타키온즈에 소속된 선수가 많

기로 유명한 과였기에 저희는 이기기 보다는 최대

한 열심히 해서 적은 점수차로 지는게 목표였습니

다. 경기 당일, 운동장에는 빨간색 유니폼(타키온

즈의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공을 주고 받으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 시작 전부터 약

간의 압도를 당했습니다.

1회초 저희 과는 1점을 뽑으며 괜찮은 분위기에서 

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발투수는 창

공과의 김병현 바로 김선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

만, 김선우 학생은 월드시리즈에서 뉴욕양키스에 

홈런을 맞으며 동점을 허용하던 김병현 선수가 된 

것 마냥 불안한 제구 속에 14개의 사사구를 비롯

하여 12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1대12의 상황에서 2회초에 공격에 들어갔

지만 저희 과는 단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그

리고 2회말 저희는 김선우 선수를 마운드에 계속 

올렸지만 3점을 더 내주었고 저희는 창공과의 고

독한 에이스 김재준 교수님으로 투수를 교체 했

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매주 야구를 하는 

타키온즈로 구성된 소재과의 타선에 5점을 내주

시면서 1대20으로 점수차가 크게 벌여졌습니다. 

그리고 3회 양쪽 모두 점수를 못 내며 4회초가 

되었습니다. 

4회초 1아웃 1루에는 김동현 학생이 있었고 타석

에는 제가 들어섰습니다. 소재과의 투수는 포카전

에서 공을 던지던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트를 어떻게든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휘둘

렀고, 공은 투수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실

망한 저는 1루까지 걸어갔는데 투수가 잡아 2루

에 던진 후 1루로 공을 던지며 2아웃이 한번에 올

라가며 경기가 끝났습니다. 선수생활 평생 1루까

지 걸어가 본 적이 없다는 양준혁 선수가 저를 봤

다면 정말 한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 

병살타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16학번에 새로운 에이스 투수가 나오지 

않는 한, 김재준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에이스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올해 흔하지 않은 언더핸드 투수를 새로 발굴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학생들이 앞으

로 더 자주 야구 연습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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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회수 열전발전 시스템 개발 추진

포스텍이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친환경 기술 '산업용 폐열회수 

열전발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와 함께 나선

다.

정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석준 미래창조

과학부 1차관 주재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

원회'를 열어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

수, RIST 강덕홍 교수, 공동연구팀의 '산업용 폐

열 회수 열전발전 시스템' 등 다부처 공동기획 연

구 대상사업 9건을 확정, 발표했다.

포스텍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미래부, 산업부, 환

경부 등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에 연구팀이 제안한 사업은 폐열원의 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리콘 열전모듈'을 활용한 열전발

전 시스템 개발로, 특히 이 기술은 산업용 용광

로, 가열로 등 에너지 재활용은 물론 자립화가 필

요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 백창기 교수는 "소재개발 중심으로 이루

어졌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고효율 열전발전 모듈, 발전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등 관련 원천 기술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사업은 정부 정책현안

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처별 협업이 필요한 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부처 이

상이 참여한다.

열전발전

열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

고온부분과 저온부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

하는 열이 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로 변환(발전)하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후보 기

술 중 하나인 열전발전은 특히 산업 배·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열, 지열, 도시배열, 

해양 온도차 등 자연에너지원으로도 전기를 얻을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백창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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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한국 청년과학자 창업프로그램
KIC Start I-Corps 선정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은 미래부 주관의 정부

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로서 역동적인 

혁신경제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POSTECH 창의 IT융합공학과 CR팀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서 선발된 글로벌 창업에 도전하는 

10개 창업팀과 함께 최종 선정되어 비즈니스 모델 

분석, 글로벌 고객 수요발굴, 전략적 파트너십 제

휴, 투자자 및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킹, 멘토링 등 

한국청년과학자 창업발대식 (2015.6.16 Korea Innovation Center Washington DC)

 세스 앤드류(Seth Andrews) 백악관 과기정책실 국장, 이희규 글로벌멘토단장, 프라모드 카고니커(Pramod Khargoneker)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부총재, 정민근 연구재단 이사장, 서석진 CR팀 CEO 

수상 소식

7주간의 선진 창업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미국에서의 창업훈련 과정(7주) 이후 4개월

간 국내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시제품 개발   

및 연구비 지원 하에 기술 업그레이드, 시장분석, 

관련법령 습득, 사업모델 개발 등 사업화 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계획이며 글로벌 VC로

부터 사업성이 검증된 팀은 본격적인 창업에 나서

게 된다.

선정팀

서석진, 김경민, 황성민(CiTE 13학번 학부생), 김

범수(CSE 12학번 학부생), 손영우(지도교수)

CR 사업아이템 소개 

Business Opportunity: 

이제는 남녀노소, 거의 모든 사람들이 SNS를 사

용하는 SNS사회가 되었다. 이런 SNS나 메신저들

은 대부분 서로 글을 적어 보냄으로 소통한다. 이

런 방식은 과거의 시간을 천천히 두고 하는 소통

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당장 어디서 밥을 먹

자던지, 어디서 만나자는 등의 실시간적 소통에는 

불편이 생긴다. 

이런 SNS의 즉각적이고 실시간적 특성이 더 자주 

활용되는 요즘, 특히 어디서 만나자는 대화를 하

려면 서로가 모두 아는 장소가 아닐 경우, 글로 

위치를 풀어 설명하기 어렵다. 지도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위치를 전송할 수 있지만 메신저로 대화

하다가 다른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검색한 후 

이 위치를 다시 메신저로 전송하는 과정으로도 한

계가 있다.

Solution: 

이런 상황을 쉽고 재밌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것이 지도 기반의 새로운 SNS, Minimap이다. 

Minimap은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도로 되

어있고, 일반 지도 어플리케이션처럼 지도를 둘러

보다 원하는 위치에 핑을 찍어 주위의 친구들에게 

알림을 보낸다.

이 핑이란 장소에 남기는 일종의 아이콘으로, 주

변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안하는 "밥핑", 같이 공

을 차자는 "축구핑" 등으로 다양하여 자기가 원하

는 핑을 사용하면 주위 친구들에게 시각적으

로 직관성이 있는 메세지를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다. 

화면을 클릭, 슬라이드 하는 것만으로 핑을 

남길 수 있게 하므로 텍스트로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고 한명 한명 따로 연락해야하는 불편

함과 피곤함을 없앨 수 있고, 핑이라는 직관

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소통의 시간이 빠르

고, 듣고 싶은 핑이나 보내고 받는 핑의 실제 

지리적 거리를 정할 수 있게하여 자신에게 정

말 연관된 유용한 정보만 주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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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ment-Based Study of Fairness 
in Cloud Gaming

Hakhyun Kim and Arani Bhattacharya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UNY Korea

In recent years, cloud gaming has become popular due to its portability across multiple 

platforms and better usability. In cloud gaming, the game engine is executed on the server.  

The client receives the game data in the form of video streams. The user input is recorded 

and sent to the game server for processing.  Many such cloud gaming platforms, such as 

OnLive and Gaikai have become 

popular among game players.

Although cloud gaming al lows 

users to play the game across 

multiple devices such as mobiles, 

tablets and desktops, they still 

face significant problems. First, 

the processing capability of these 

devices varies widely. This makes 

it harder for low-end devices like 

smartphones to handle streams with 

level of detail. Secondly, the quality 

of network available also varies.  

This is because mobile devices 

and tablets primarily use wireless network, with high bandwidth variation and channel errors. 

Thirdly, the input/output interface of mobile devices also varies. These factors make it 

difficult for cloud gaming platforms to offer a uniform quality of service to all users.

Prior studies on cloud games have shown that it becomes progressively harder for a player 

to win a game with an increase in latency. This is because the amount of reaction time 

available to a player gets reduc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layer to respond effectively. 

Such studies have used user surveys to show how the probability of a player losing in 

Figure 1:  Working of a cloud gaming system - OnLive

a game increases when the network 

latency of one client increases as 

compared to the others.

  Although such user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hey have a few 

shortcomings:

• These user studies need a lot of 

people, making it difficult to reproduce 

such results. 

• There is no way to study the 

effect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such as age, gaming experience 

or sex on the result.

• These  s t ud i e s  have  t o  be 

repeated many different times, since the 

result of studies depend on the game 

genre and camera angle. For example, 

the character controlled by the user is 

not shown in a first-person avatar game, 

unlike in a third-person avatar person 

game.

Other games, known as omnipresent 

games, may not have any sort of 

character controlled by the user. A first-

person avatar game (shown in Fig. 2) has 

different tolerance to high response time 

as compared to a shooter game with third-

person avatar (shown in Fig. 3). There is 

Figure 2: First-person avatar game

Figure 3: A third-person avatar game

Figure 4: An omnipresent game

usually no effect of high response time on 

omnipresent game (shown in Fig. 4) 

Our prev ious work on mobi le c loud 

computing showed that the impact of 

   Figure 5:  Impact of response time on application 
               performance

  Figure 6:  Impact of bandwidth and latency on applic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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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 and cloud response time is 

significant on the application performance 

(Fig. 5 and 6). However, the impact on a 

cloud gaming system has not been studied. 

Our work demonstrates the problems in 

state-of-the-art cloud gaming, and allow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fairness. This will allow future designers of 

cloud gaming systems to present a better 

quality of service to their users. 

Fig 7 and Fig 8 shows that how network 

bandwidth affect on screen and i ts 

recognition to the users. With Low network 

system, it is hard to find enemies to win, 

result in less chance of win to compare the 

opponent who is in good network system. 

Figure 7 : Unreal Tournament on Cloud 

gaming - good network

Figure 8: Unreal Tournament on cloud gaming - bad network

Based on this observation, developing bot 

system especially examine the display 

effect, this will do automatic experiment 

to compare fairness in cloud gaming. To 

achieve it, binary code of the games would 

not be enough, since bot system requires 

deep interaction of the game. 

Recently Unreal Gaming Engine famous for 

Unreal Tournament is opened to public with 

whole internal code and decent version of 

its own game, this game engine would be 

very helpful to develop bot system. 

By knowing the issues about fairness when 

users played in different devices especially 

in mobile, allow us to have cloud gaming 

environment, specifically people can play 

among different devices such as mobile 

and PCs. 

Research Proficiency Examination (RPE) 

is known as one major milestone towards 

attaining a PhD in Stony Brook University. 

Students have to present a survey before 

a committee of professors, and prove 

that they are ready to pursue research 

in their research topic. Thus, I had been 

looking forward to my RPE with a mixture of 

trepidation and excitement since joining the 

PhD program.

I started working on my survey from 

February. My plan was to take two months 

to prepare the survey, and then fix an 

appointment with the members of my RPE 

committee to present it. I already had 

a basic idea of the studies on mobile 

distributed systems, which is my research 

topic. I had hoped to improve upon it 

and write a survey that would explain the 

challenges of developing such systems.

However, not everything went according to 

plan. First, I discovered that other surveys 

on mobile distributed systems had started 

appearing in the literature. This forced 

me to think deeply about incorporating 

a different perspective to my survey 

compared to other works. Moreover, since 

a lot of research work is still going on, new 

research became available that changed 

my ideas on some of the topics. I tried my 

best to incorporate these findings to ensure 

that my survey is relevant to people who 

wish to understand the state-of-the-art in 

mobile distributed systems.

After finishing a draft of my survey, I sent 

it to my adviser and some close friends 

for review. The feedback that I got from 

them was invaluable. To my surprise, they 

discovered many errors in my draft, and 

suggested quite a few improvements. 

I spent some more t ime working on 

incorporating their ideas, and finally started 

working on preparing the slides for my 

presentation.

My RPE commi t tee conta ined many 

renowned computer scientists, and I 

found myself nervous presenting before 

them. However, they expressed interest 

in my work, and were open to discussion. 

Presenting and discussing my research in 

front of them was a wonderful experience. 

We also had a lively discussion of the 

different questions that had been raised in 

the survey.

In the end, it was a chal lenging yet 

memorable experience for me. I was able 

to lay the foundation of my research, and 

discuss the topic with a lot of different 

people. Understanding the work done by 

others and how it relates (and sometimes 

coincides!) with my ideas was an enjoyable 

exper ience. Through the process, I 

understood the necessity of staying in touch 

with the work of different research groups.

My RPE Experience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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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 Arani 

Bhattacha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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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CiTE 대학원 입시 안내

대학원 소식

○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1차 모집 2차 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마감
6. 23(화)~7.14(화) 9.15(화)~10.13(화) 18:00마감

서류 평가 기간

7.20(월)~8.10(월)

개별 안내 예정

10.21(수)~11.13(금)

개별 안내 예정

학과 별

1단계(서류)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발표 14:00

면접/전공 시험 학과 별

2단계(최종)사정대장 제출 학과 별 10:00

최종 합격자 발표 8.14(금) 11.25(수) 홈페이지 발표 14:00

합격자 등록
2015. 9월 입학: 8.20(목)~8.23(일)

2016. 3월 입학: 2016. 1월 중순 별도 수립

합격자 등록 확인
2014. 9월 입학: 8.24(월)/ 

2016. 3월 입학: 2016. 1월 추후확정

입학 2015년 9월 또는 2016년 3월 2016년 3월

○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과정 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석·박사통합,박사

인성 가치관, 성실성, 열정, 성격 주임교수 평가(10분)

구술
전공 관련 지식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

IT융합분야의 연구계획 우수성

-전공 및 희망지도교수 중심으로
-평가위원 구성(1조: 4~5인)
-연구실적/연구계획 발표 및 Q&A
-통합과정의 경우 15분 발표, 15분 Q&A가  
 있을 예정이며 발표 자료는 15~20slide로 
 제한함
-박사과정의 경우 20분 발표, 20분 Q&A가 
 있을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20~25slide로 
 제한함(박사과정 지원자들은 석사학위논문 
 발표를 포함하여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함)

창의력 창의력, 인문학적 상상력,융합사고 능력 개인평가, 그룹평가 (3~4시간)



후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