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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계 연구참여 및 오픈랩

구분 연구참여 Open Lab

일정 7.6(월) ~ 7.31(금) 7.8(수)

지원
연구참여금,상해보험

가입,기숙사비
기숙사비,식대,교통비

참석학생

30명

(포스텍 창공 4명, 

포스텍 타학과 18명, 

타 대학 8명)

19명

(포스텍 창공 1명, 

포스텍 타학과 6명, 

타 대학 12명)

내용 연구실 생활

학과/연구실 소개

포스빌 6동 투어

C5 연구실 투어

2015 FIT Summer Program

• 일정: 2015. 7. 12 (일) ~ 7. 18 (토)

• 장소: 인천 송도(한국뉴욕주립대 캠퍼스), 서울 강남  

   (코오롱 본사)

• 참석자: 창의IT15학번 박현준, 14학번 박서영, 15학번 

채승진, 15학번 이정현

• 내용: 코오롱 브랜드의 제품을 업사이클 방식으로 

새롭게 재탄생 시키기

학과 / 연구실 소개 (Open Lab)

C5 연구실 투어 (Open Lab) 학과 / 연구실 소개 (Open Lab)

포스빌 6동 투어 (Open Lab)

(서울) 영재고 대상 학부 입시설명회 개최

• 일시: 2015. 7. 25 (토), 17:00 ~ 20:00

•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 A1층 금강룸

• 대상: 영재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 참석자: 학부모 23명, 학생 25명, 교사 3명(총 51명)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7:00~17:10
환영인사 및 

참석교수 소개
주임교수

17:10~17:40 학과 소개 주임교수

17:40~18:10 재학생 발표 윤지현(14)

18:10~18:30 Q&A

18:30~20:00 만찬

전국 우수고교생 초청 2015 하계 이공계
학과대탐험 학과 탐방 (2차)

• 일시 2015. 7. 31 (금), 09:30~1200 / 14:00~16:30

• 장소: C5 105호

• 대상: 전국 과학고/영재학교 고교생 (46명)

• 주최: 입학사정관실

• 내용: 이공계대탐험 참가자 학과 방문 (학과소개 진행)

C5 연구실 투어 (Ope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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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계 창의캠프 「InCiTE, ExCiTE」

• 일정: 2015. 7. 29 (수) ~ 7. 31 (금), 2박 3일

• 장소: NINT 6층 창의공간

• 대상: 전국 과학고·영재고·민사고 2, 3학년 학생 25명

• 주요내용

① 1일차 – 행사 안내, 도우미 소개,  환영인사 및 

재학생 학과소개, 특강, 대규모 프로그램

② 2일차 – 교과목 소개(창의IT설계,창의융합교

육- PGS, 창의Studio, 인기융), 대규모 프로그램 

마무리 및 발표,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상상마당), 

재학생과의 대화, 레크레이션

③ 3일차 – 단체사진 촬영, 롤링페이퍼, 설문조사, 

시상식 2015 하계 잠재력 개발과정 학과탐방

• 일정: 2015. 8. 11 (화)

• 장소: NINT 6층 창의공간

• 주최: 입학사정관실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학과소개

• 참석자: 전국 우수 일반고교생 약 45명

2015 후기 학위수여식 Degrees Awarded

• 일시: 2015. 8. 14 (금), 10:00 ~ 11:00

• 장소: 포스텍  대학체육관,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 창의IT융합공학과 졸업생: (조기졸업)12학번 송석용 

학부생

Netherlands-Korea Game Jam 2015 개최

• 일정: 2015. 8. 24 (월) ~ 8. 26 (수), 2박 3일간

• 장소: 포스텍 C5 1층 Conference Hall

• 참여대학: 서울대, Ultrecht대학, 가천대, 호서대, 홍익대, 

상명대 등

• 참가인원: 총 60명

• 후원기관: 미래IT융합연구원, CSP Media, Unity Korea,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 주관: 미래IT융합연구원, 창의IT융합공학과

• 후원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나노융합기술원, 네덜란드교

육진흥원, 네덜란드대사관, 넷마블, 넥슨, 사이버다임, 삼

성전자, CSP Media, Unity Korea, 펜타시큐리티, 포항가

속기연구소, 피엠그로우

경산과학고 방문

• 일정: 2015. 8. 28 (화)

• 주최: 입학사정관실

• 내용: 학과 방문 및 홍보

• 방문: 경산과학고 1학년 60명 (인솔교사 포함)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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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제7대 김도연 총장취임식

• 일시: 2015. 9. 1 (화), 11:00 ~ 

• 장소: 포스텍 대강당

• 참석: 권오준 학교법인 포스텍 이사장, 정민근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박명재 국회의

원,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이인선 경상북

도 정무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소설가 김진명 등 

국내외 학계·언론계·정관계 인사들과 교직원·학생 

등 1000여명

주요 소식 POSTECH & KAIST 학생대제전
(POSTECH-KAIST Science War)

• 일정: 2015. 9. 18 (금) ~ 9. 19 (토)

• 장소: KAIST 교내

• 종목: 총 7개 종목

- 과학기술: 해킹, 과학퀴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 운동: 야구, 농구, 축구

- E-sports: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 기타행사: 개막식, 폐막식, 양대학 응원단, 동아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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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과 창의IT융합공학

과에서는 특정주제하에 48시간 논스톱으로 기획부터 

시나리오 설계, 프로그래밍, 사운드, 그래픽 작업까지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만들어

내는 기능성 게임 창작 경진대회 <Netherlands-Korea 

Game Jam>을 개최하였다.

□ 2015 Game Jam 행사개요

•	 기간:	2015.	8.	24	(월)	~	8.	26	(수),	2박3일

•	 장소:	POSTECH	C5	1층,	Conference	Hall

•	 주관:	미래IT융합연구원,	창의IT융합공학과

•	 참가인원:	총	60여명

•	 참여대학:	POSTECH,	HKU,	SUNY-KOREA,가천

대,	상명대,	서울대,	호서대,	홍익대

•	 후원/협찬:	넥슨,넷마블,사이버다임,삼성전자,CSP	

Media,Unity	Korea,펜타시큐리티,포항가속기연

구소,네덜란드	교육진흥원,나노융합기술원

				피엠그로우,게임물관리위원회,주한네덜란드	대사관

•	 특전:	

				1)	수상	경품:	PS4(1대),	갤럭시S6엣지(5대),	

							2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5대)

				2)	우수	수상작은	시제품	개발	지원	및	도쿄	

							게임전시회	경비	지원

				3)	참가자	전원	티셔츠	증정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다?!
2015 Netherlands-Korea Game Jam

Time Program Venue

Aug. 
24

10:30~12:30

Kick-off 
Introduction
Game Jam 

Them
Team Formation

C5

Conference Hall
12:30~13:30

Lunch with 
teammates

13:30~19:00 Game Jam

19:00~20:30 Welcome Dinner

20:30~ Game Jam

Aug. 
25

08:00~09:00 Breakfast
지곡회관2층 
학생식당

09:00~12:00 Game Jam

C5

Conference Hall

12:00~13:00 Lunch

13:00~18:00 Game Jam

18:00~19:00 Dinner

19:00~ Game Jam

Aug. 
26

08:00~09:00 Breakfast
지곡회관2층 
학생식당

09:00~12:00 Game Jam

C5

Conference Hall

12:00~13:00 Lunch

13:00~14:30 Jury

14:30~16:00
Closing 

ceremony

16:00~17:30 Clean-up

17:30
Boarding the 
shuttle bus to 

station

한국과 네덜란드 최고의 두뇌들이 여름 끝자락인 8

월말 한 자리에 모여 창의성과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

하는 행사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포스텍 

C5 컨벤션 홀에서 제3회 게임잼(Netherlands-Korea 

Applied Game Jam)이 열렸다. 게임잼은 네덜란드와 

한국의 8개 대학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48

시간 동안 실현가능한 게임을 만드는 게임창작마당이

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는 유럽 최고 기능성 게임

산실 중의 하나인 네덜란드 유트레흐트 대학(HKU 

University of the Arts Utrecht)과 협력하여 창의융

합적 글로벌 리더 육성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게임잼

을 개최하고 있다. 유트레흐트 대학이 갖고 있는 게임

창작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포스텍 창의융합교

육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열정이 맞물려 게임잼이 탄생,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5인 1조로 12개팀을 구성, 특정

한 주제 아래 48시간 동안 유트레흐트 대학 교수진 

및 게임 개발회사 CSP Media의 지도 아래 게임개발을 

진행한다. 기획부터 시나리오 설계, 프로그래밍, 사운

드, 그래픽 작업까지 자유롭게 진행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창작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게임잼에는 포스텍, 네덜란드 유트레흐트대학,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 홍익대, 가천대, 상명

대, 서울대, 호서대에서 게임학, 그래픽 및 사운드 디자

인, 스토리텔링,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했다. 

게임 주제는 현장에서 제시되며 “세상을 바꾸는 게임”

이란 취지에 입각해 사회문화적 정서를 반영하는 주제

가 주어졌다. 참고로 지난 해는 “건강”과 “스포츠”를 

주제로 게임화를 진행했으며 우승팀 작품은 2015 ICT 

Forum에 전시되었다. 2015년 최종 우승팀(들)은 상장

과 푸짐한 부상 이외에도 9월말 동경에서 열리는 게임

쇼(Tokyo Game Show) 전시를 위한 제작 지원 및 여

행 경비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이 행사는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창의IT융합공학

과 주관으로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CSP Media, 넥슨, 

넷마블, 유니티 코리아, 네덜란드 교육진흥원, 삼성전

자, 펜타시큐리티, 사이버다임, 피엠그로우, 게임물관리

위원회, 포항가속기연구소, 나노융합기술원 등 창의융

합연구 및 교육기관, 게임회사, 국내외 공공기관 및 포

스텍 동문기업의 후원과 협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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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우리 창의IT융합공학과를 주관으로 8월 24일부터 26

일까지 3일동안 네덜란드, 한국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게임잼 행사가 포스텍에서 열렸다. 게임잼 행사는 네덜

란드 HKU 대학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13명의 학생들

과 게임 기획, 예술, 개발 등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40명 가량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행사 시작은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C5 1층 홀에 모여 

행사 전체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듣고, 조원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팀 형성은 각 팀에서 매니저를 맡

고 싶은 사람들이 그 외 팀에 필요한 인력(개발, 예술, 

기획 등등)을 직접 구해오는 것으로 이뤄졌다. 팀 당 

4~5명으로 총 12개의 팀이 만들어졌고, 이번 게임잼의 

주제인 ‘가족 간의 응집력 강화’를 놓고 각자의 게임

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조가 되어 게임을 만들어 내기

는 쉽지 않았다. 서로 어색한 기운이 돌고, 외국인들

과는 소통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어떤 게임을 만

들 지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막막했다. 이러한 어려

움을 예상한 듯 주최 측에서는 중간중간 우리들에게 

‘Challenge’를 던져주며 진행을 도와주고 서로 친해

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처음 주제 접근방법, 게임 아이디어 기획 및 피드백, 프

로토타입 등 게임 제작에 있어 필요한 필수과정을 거

칠 수 있는 챌린지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가요 따라 

부르기, 사탕 게임 등 즐거운 챌린지가 있어 덕분에 게

임잼 진행이 훨씬 수월하고 재미 있어졌다. 주최 측의 

진행 도움과 모든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

사장 분위기는 항상 밝았다. 각 팀 별로 자신만의 주

제, 기획을 바탕으로 열심히 게임을 만들었다. 

우리 팀의 경우, 가족 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유도를 

하는 술래잡기 게임을 만들기로 했다. 게임 제작을 할 

때에는 사운드, 아트, 개발 크게 세 가지로 할 일을 나

누어 진행하였다. 중간중간 팀원 간의 피드백, 다른 조

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보다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조들도 마찬가지로 팀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사는 계속되었다.

48시간 동안 쉼없이 계속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사람

들이 둘째 날 밤을 새워가며 마무리를 했다. 시간 제한 

속에서도 모든 팀이 게임 제작을 완성하여 데모를 보

여주었다. 모든 팀을 돌아가며 발표를 들어봤는데, 팀

별로 모두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아두

이노를 직접 들고 와서 센서를 활용한 게임 디바이스

를 제작하고 게임에 활용한 팀도 있었다. 

평가하시는 분들은 모든 팀의 게임을 해보고, 팀 별 

발표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냈다. 결과를 통

해 총 6팀에게 시상 및 상품을 수여하였다. 1등을 

한 팀, ‘We need playstation’은 팀원 모두 삼성의 

Galaxy S6 edge를 받았고 그 중 한 명이 Sony사의 

Playstation을 받았다. 그 외 팀들은 29인치 모니터, 

LINE인형, 가방 등 다양한 상품을 수상하여 행복한 마

무리를 맞이하였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뒤에는 네덜란드 학생들과 우리 

학과 학생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한국에 

온 것도 좋고 이 행사에 참가한 것도 너무 행복하다는 

네덜란드 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게임 잼 행사 

자체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외

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모두 이를 잘 극복하고 모

두에게 행복한 행사가 되었던 것 같다.

 행사 참여 후기

창공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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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방학 동안의 
연구참여 생활

1학년 계절학기를 성실하게 보내지 못한 탓에 2학년 

계절학기부턴 그런 생활을 멀리 하기 위해 빠르지만 2

학년 때 연구참여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놀랍게

도 같은 생각이었는 지 다른 생각인지는 몰라도 창공

과 14학번 대부분의 학생이 연구참여를 하기로 결정했

었다. 학기 중에도 같은 수업을 많이 들어서 자주 보

았던 친구들을 방학 때도 본다는 것이 정말 반가웠다. 

연구 참여를 하면서도 주말 같은 날엔 같이 놀 수 있

다는 생각 때문이였던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엔 7월 1일부터 연구 참여 일정을 시작하

였는데, 첫 출근 날에는 설레임과 걱정스러움이 교차

했었다. ‘대학원 생활은 어떨까?’ 하는 설레임과 전공 

수업을 갓 들은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부터 ‘혹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렘과 걱정에 대한 우려를 했

었다. 

첫 출근 때는 앞으로의 일정을 검토했다. 언제부터 언

제까지 연구참여 일정을 진행할 것인 지 그리고 어떠한 

주제로 연구 참여를 할 것인 지에 대해 HDT 랩 분들

과 상담을 했다. 여러 주제를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

는데 그 중에 UIST 2015 학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같

은 14학번인 이승희 학부생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 후 랩 분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첫 출근은 수월하게 끝이났다. 

두 번째 출근부턴 본격적으로 UIST 학회를 준비했었

다. 이번 UIST 학회 주제가 Software & Hardware 

innovation in animatronics 이였기에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논문을 10편 이상 정독한 후 정리하여 발

표하는 것을 첫 과제로 내주셨다. ‘논문 읽는 것이야 

다른 것에 비해 훨씬 수월하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학회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찾는 것부터 그렇게 쉽지 

않았다. Abstract를 읽고 이 논문이 학회 주제와 관련

이 되어있는 지부터 판단해야 했고 그것이 학회 방향

과 맞지 않으면 새로 논문을 찾고 또 다시 읽고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

는데에만 몇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이었기에 그것을 읽고 정리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

을 투자해야만 했다. 그렇게 UIST 학회 준비를 차근차

근 시작하게 되었다.

논문 정리와 animatronics와 관련 된 다른 자료를 공

부한 후 본격적으로 학회에 제출할 예선 스케치 작업

에 들어갔다. 우리가 어떻게 software, hardware 면

에서 animatronics를 구현할 것인 지에 대해 간략히 

100자로 설명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선의 과제

였다. 여러 고민 끝에 나는 작은 인형의 몸 부분을 움

직여 큰 인형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그리고 승희는 Joy stick의 움직임을 모듈화 

시켜 좀 더 편리한 animatronics 툴을 만드는 것으로 

아이디어 작업을 끝 마쳤다.

이렇게 큰 연구참여 일정이 끝나게 되었고 랩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본선에 진

출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학기 중에 학회

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생에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

는 생각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첫 연구 참여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 앞으로도 방학

의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의 자세로 보

내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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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실리콘 나노선 태양전지 개발

차세대 비대칭형 수직 실리콘 나노선
(Nanowire) 태양전지 개발 성공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가 임태욱 교수, 

미래IT융합연구원 김기현 박사와 함께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를 통해 상용 

평판 태양전지 보다 최대 2.7배, 기존 나노선 태양전지

보다는 최대 1.4배 효율을 끌어 올린 비대칭형 수직 실

리콘 나노선 태양전지 기술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나노선 태양전지 기술 확보 과정에서 수직 나

노선 어레이 제작기술에 대한 다양한 원천특허(국내

등록 4건, 국제출원 9건)를 보유하게 돼 하향식 나노

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가 차세대 실리콘 열전소자

(Thermoelectric device) 및 광소자(Photo-detector 

device) 기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태양전지 세계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전지 원천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다. 

수직으로 정렬된 나노선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개

발에 학계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양자효과로 인해 빛

의 전력 변환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노선은 수십

~수백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굵기를 가지며 반도

체 물질로 이뤄진 머리카락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말한

다.

1. 나노선(NanoWire)

수십∼수백㎚(나노미터, 10억분의 1m) 굵기를 가지며, 

반도체 물질로 이뤄진 머리카락 형태의 나노 구조체

(a) 탑다운 공정을 이용해 형성된 나노크기 원형 패턴 

    의 주사현미경 사진 

(b) 제작된 대칭형 및 비대칭형 수직 실리콘 나노선의 

    측면 주사현미경 사진 

(c) p 타입 실리콘 층이 증착된 후의 대칭형 및 비대칭

    형 수직 실리콘 나노선의 측면 주사현미경 사진 

(d) 제작된 8인치 비대칭형 수직 실리콘 나노선 태양전

    지 사진 

(e) 금속 패드 형성 전의 비대칭형 수직 실리콘 나노선 

   태양전지 칩 (1cm2) 사진 

(f) 금속 패드 형성 후의 비대칭형 수직 실리콘 나노선 

   태양전지 칩 (1cm2) 사진

하지만 나노선의 이러한 가느다란 구조 특성 때문에 

빛의 흡수 효율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것이 쉽지 않

은 상황이었다. 이에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연구팀

은 기존 나노선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이는 방법에 집중

했다. 그 결과 나노선의 상단부 직경을 넓게 하고 하단

부 직경을 좁게 만드는 비대칭 구조로 설계하면 반사

율이 높아져 태양전지가 빛을 흡수하는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확보했

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된 기

술은 국내 실리콘 반도체 공정 기술인 하향식(Top-

down) 공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제작 단가를 낮

추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백창기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가 '실리콘으로 오래된 

물질' 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미

래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

다. 또한,  "경제적이면서 효율도 높은 태양전지를 대

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태양전지 산업

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차세대 반도체 후속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 포스코패밀리 기술상(도전상) 수상

포스코가 20일 포스텍에서 기술인의 잔치, 제26회 포

스코패밀리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이틀

간 열린 기술 콘퍼런스는 새로운 기술 개발동기를 부

여하고, 패밀리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동반성장 가치와 

<백창기 교수> <임태욱 교수> <김기현 박사>

고객가치를 제고하는 기술토론의 장으로, 지난 1989

년부터 매년 개최됐던 행사다.

백창기 교수 연구팀(실리콘나노에너지 기술개발팀)이 

이번 콘퍼런스 개회에 앞선 포스코 패밀리 기술상 시

상식에서 고효율의 실리콘 나노선 차세대 태양전기 및 

전력변환 기술을 통해 신에너지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아 (주)포스코 권오준 회장으로부터 포스

코패밀리 기술상(도전상)을 수상하였다. 

*실리콘나노에너지 기술개발팀: 백창기 교수, 임태욱 

교수, 김기현 박사, 김민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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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휘는 전자기기 구현 핵심

'유기박막 트랜지스터' 개발

 ‘이동도’ 향상 기술 개발

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전자기기, 휴대용 

센서를 제작하려면 기존 무기물 반도체를 대체하여 전

하 이동도*1가 높으면서 가공하기 쉬운 유기물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기 반도체로 박막 트랜지

스터*2를 만들면, 구부리거나 접었을 때도 트랜지스터

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무기반도체에 비해 전하 이동도가 낮아 아직까지

는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포스텍이 유연한 전자소자 핵심기술로 떠오른 유기 박

막트랜지스터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낮은 이동도

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포스텍 창의

IT융합공학과 김재준．정성준 교수, 통합과정 유호

천씨, 화학공학과 조길원 교수, 최현호 박사 연구팀

은 재료과학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펑셔널머터리얼스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6월 24일자를 통

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도를 갖는 TIPS-펜타센*3 

기반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제작 기술을 발표했다.

유기 반도체의 이동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

나는 유기물 경계면 상태다. 유기물이 계면(界面)에서 

얼마나 잘 정렬되고 큰 결정구조를 갖는가에 따라 유

기 반도체의 성능과 기능이 좌우되기 때문. 

연구팀은 용액상태의 유기물 반도체(TIPS-펜타센)를 

스펀지와 같이 흡수가 가능하게 만든 고분자 절연체에 

스며들게 유도한 뒤, 스핀 코팅을 이용하여 재추출하

여 자기 성장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 결과, 유

기박막트랜지스터의 이동도가 높은 큰 결정구조를 얻

는데 성공했다.

또한, 연구팀은 편광 광학 현미경, 가속기 2차원 스

침 X-선 산란 분석, 원자력 현미경, 이차 이온 질량 분

석 등을 통해 고성능 유기 트랜지스터의 이동도와 결

정 구조와의 연관성까지 밝혀냈다. 유기 반도체 단분자

가 고분자 절연막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정 

구조가 커지고 트랜지스터의 이동도가 높아진 것이다.

대표그림 1에 왼쪽위의 그림은 용액상태의 유기물 반

도체(TIPS-펜타센)를 고분자 절연체에 스며들게 한 

뒤 스핀 코팅으로 재추출해 자기성장시키는 방법을 그

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왼쪽 밑에 편광 현미경 사진 

(POM imag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물 반도체

(TIPS-펜타센)를 밀리미터 사이즈로 성장 시킨 모습이

<그림설명> 재료과학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펑셔널머터리얼스’는 
편광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밀리미터 크기의 유기 반도체 결정 
단분자 모습을 2015년 6월 24일자 속표지로 선정해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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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교수> <정성준 교수> <유호천 학생>
<대표그림 1>

다. 오른쪽 그래프는 밀리미터 사이즈로 성장 시킨 유

기물 반도체(TIPS-펜타센)의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재준, 정성준 교수 팀은 “기존 유기

소자 제작 공정을 크게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이동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남다르다”며 “보다 실용적인 유기 반도체 집적 회

로 및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 이라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

흥센터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인 ‘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

스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1. 이동도(移動度, mobility)

  이온이나 전자가 전계의 작용이 가해졌을 때에 이동하는 경우, 그  

  움직임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정도

2. 박막 트랜지스터 (thin-film transistor)

  유리나 세라믹 기판(基板) 위에 증착(蒸着) 등의 방법으로 형성한 

  얇은 막의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든 트랜지스터

3. TIPS-펜타센 (TIPS-pentacene)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연구되는 유기반도체 재료 중 하나.   

  높은 전하 이동도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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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명에게 바로 

'지름신' 부르는 엔진 개발

연구 성과

초고속 상품．영화 추천 엔진 개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인적 정보나 구매 이력을 바탕으

로 사이트 한 편에 ‘추천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

다. 이런 추천 상품은 인적 정보나 개인의 구매 이력을 

빠르게 분석, 관련 상품을 검색해 내놓는 ‘엔진’을 통

해 나온다.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한욱신· 유환조 교수, 오진

오박사 팀은 72억에 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

로도 빠른 속도로 상품이나 영화를 추천해줄 수 있는 

엔진을 개발, 8월 호주에서 열리는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권위의 학술대회 ACM KDD를 통해 공개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영화를 예매하기 위해 접속했을 때 

소비자가 검색하기 이전에 바로 찾아내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선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상영 중인 영

화의 상세정보와 소비자 각각의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

해 바로 추려내는 기술이 필요한 데, 이 때 그 데이터 

양이나 엔진을 구동하는 메모리가 그 속도를 크게 좌

우하게 된다. 

연구팀은 저장장치 상에서 행렬분해를 지원하도록 해 

메모리가 부족해도 저장장치를 이용해 결과를 산출해

내도록 했으며, 이런 기술로 수십억명에 달하는 인원을 

<한욱신 교수> <유환조 교수> <오진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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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을 위한 행렬 분해 기법>

User factor 
matrix  

Item factor 
matrix Q

Rating matrix R

(f) HugeWiki, S850PRO

(c) HugeWiki, RevuAhn(a) Netflix, RevuAhn (b) Yahoo! Music, RevuAhn

(d) Netflix, S850PRO (e) Yahoo! Music, S850PRO

>3x
>3x

>2x >3x

분석하더라도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엔진에 비해 4배에서 최대 

수십배까지 빨라질 뿐 아니라,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 발표된 엔진

의 250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렬분해 병렬화를 위한 다양한 행렬 분할 기법>

한편, 연구팀이 발표하는 ACM KDD는 컴퓨터 분야나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회로서, 데이터 마

이닝 분야의 최신기술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대회에

서는 819편의 논문이 제출되어 159편의 논문만이 발

표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정도로 발표만으로도 큰 의

미를 가진다.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 (X축: 소요기간, Y축: 추천 정확성>

>10x

>10x

Dataset

DSGD FPSGD

NOMAD MLGF-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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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Program at SUNY Korea

Rebirth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박현준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박현준 학

생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보자! 라는 다

짐을 바탕으로 FIT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FIT프로

그램은 세계 유명 패션 대학인 FIK, 코오롱 회사의 교

육단체인 FIT,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인 SUNY, 그리고 

우주최강 POSTECH이 모여서 패션 브랜드의 옷을 직

접 디자인해보는 행사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벗

어나 패션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환경의 사람들이 모

여 다양한 관점에서 옷을 디자인하고 평가해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였습니다.

첫 만남은 인천에 위치한 SUNY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개성있는 패션의 소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대생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

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와중에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FIT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주제

는 바로 ‘Rebirth’ 였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상품들 중 남은 

재고들을 개선해 새로운 상품

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팀이 정해졌습니다. 미

국인인 FIK 2명과 FIT 2명, 그

리고 SUNY 2명과 POSTECH인 

저 한 명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실제로 대화해보는 적

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었습니

다. 그러나 외국인 친구를 만들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적극적

으로 대화를 걸었죠. 많이 버벅대고 발음이 안 좋아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는 그들의 노력덕분에 저희 팀은 

서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

다.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어떻게 

옷을 새롭게 만들어낼 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옷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아니었습

니다. 우선 브랜드의 중점 가치를 이해하고,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조사를 하면서 브랜드를 이해한 후에, 아이디어

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FIK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아이

디어를 선정해서 결국 옷의 시안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의 브랜드 홍보 영상을 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공 들어와서 1월달 때부터 배우

기도 했고, 여름방학 때 계절학기로 한예종에서 배우

기도 했었죠)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의 브랜드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피드백을 거쳐 영상을 

완성시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노력 끝에 옷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디자인은 브랜드의 중점적 가치를 

잘 관찰시켰다며 2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와는 전혀 다른 배경

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신기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옷의 실용성과 디자인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

다. 고객의 사회적 지위와 나라별 문화들을 파악하면서 

제품을 만든다는 걸 보며 진정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폭넓은 조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런 프로그램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FIK가 SBU 근처에 있다는데 

꼭 해외유학 가면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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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능보단 디자인!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채승진

애플은 핸드폰 기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도 유명하

다. 바로 그 이유가 애플이 디자인 쪽에 돈을 많이 투

자하여 여러 유능한 디자이너를 회사안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기능면에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고 가끔 특이한 기능이 있는 경우

인데 이 특이한 기능 때문에 주로 판매량이 늘어나지

는 않는 것 같다. 

예를들어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부동의 1위를 한국에

서 차지하고 있을 때 LG G3가 잠깐 부상한 적이 있었

다. 그 때 설문조사중 갤럭시 보다 G3를 선택한 사람

들에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디자인이 예뻐서 라는 

말을 하였다. G3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급스럽

다는 이미지도 포함되어 디자인 때문에 여러 핸드폰대

리점에서 G3골드 기종이 거의 다 나간 적도 있었다. 

이렇게 디자인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첫 방학이 된 나는 여러 대외활동을 찾던 도

중 이 FIT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내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패션 관련 활동이였고 여태까지 쭉 살면서 

엄마한테 어떤 옷이 꼭 필요하다는 등 패션에 큰 관심

을 가지지도 않아서 흰티와 청바지를 즐겨입었던 나기

에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FIT 프로그램에서는 6일동안 각 브랜드에서 안팔렸던 

제품을 선택하여 그 제품을 re-birth 즉, 염색이나 원

단을 자르는등 새롭게 디자인을 바꿔보는 주제를 하였

다. 우리팀은 FIT스쿨 디자이너 두명, FIK 산업디자인 

분들 두명 그리고 대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우리팀은 customellow라는 브랜드를 하였다. 나는 맨 

처음에 이 브랜드가 이름이 없는 브랜드인줄 알았는

데 찾아보니 20대 후반 분들에게 엄청 유명한 브랜드

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맨처음 우리는 customellow

의 브랜드에 맞게 옷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customellow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찾아보았다. 

customellow에서 옷은 옛날 옷들을 현재의 패션에 

맞게 재구성하는 레트로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이다. 

딱딱한 셔츠 느낌이 아닌 여러 무늬를 집어넣으면서 캐

쥬얼하게 보였다. 

특히 나는 customellow 브랜드의 카드 지갑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카드 지갑을 목에 걸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유치해 보일 꺼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더 캐쥬얼 

해 보이고 더 young 해 보였다. 우리팀은 약간 초록색 

우비 같은 코트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디자이너가 원피

스형태로 바꾼 것이 굉장히 예뻐 보였다. 

디자이너는 어떤 테마를 잡고 그것을 pinterest 같은 

사이트에서 여러 이미지들을 찾아보며 영감을 얻는다

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찾은 pinterest에 여러 이

미지들을 보며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디자이너 손에서 

태어나 색다를 경험을 하였다. 한번 칼질을 할때마다 

두꺼워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코트가 계절에 맞게 

시원한 원피스 형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였다. 

우리는 이 활동을 하면서 DDP같은 여러 패션 거리와 

강남에 customellow 본점이 있는 백화점을 둘러보았

다. 그곳에서 경쟁사도 확인하기 위해 둘러보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패션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발표날 우리팀은 마네킹에 옷을 입히지 않

고 사람에게 직접 입혀 전시하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패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디자이너들

에 생각이나 영감을 얻는 방식을 알 수 있었던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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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 or RA. Thus, we can ensure 

communication involvement by the 

legitimate entities only. 

Furthermore, there are various privacy 

challenges as follows:  

(i) the vehicle’s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well protected and should 

not be revealed, (i i )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vehicle should also 

be unknown to other entities, such 

as aggregators, in the network and 

EV must not be traced based on its 

battery status, and (iii) the aggregators 

must be unaware of the EV’s charging 

time, its duration, and the choice of 

charging and discharging operation.

However, the existing protocols/schemes do not 

discuss possible attack scenarios over the V2G 

network, such as  1) man-in-the-middle (MITM) 

attack where adversary may change EV ’s 

identity, create a fake session for a connection 

between the EV and the LAG, transmits 

information over the network encryp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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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Securing 
Vehicle-to-Grid Network

Neetesh Saxena and Bong Jun (David) Choi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UNY Korea

Fig. 1. Setting up V2G user preferences

In the future, vehicle-to-grid (V2G) system 

will play  a crucial role in managing demand-

supply of the power grid using electric vehicles 

(EVs) where EVs help to stabilize the grid (in 

a distributed manner) in a more efficient and 

flexible manner than the centralized power 

generation. 

Increasing number of EVs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 will not only help 

to reduce the usage of oil consumption but 

also provide better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ower grid by dynamically participating in 

battery charging and discharging.

How Does It Work?

The idea of V2G technology is to support 

charging and discharging of the vehicle’s 

battery in order to manage supply-demand 

of the power grid. The EVs can charge their 

batteries at charging stations from the grid and 

may also choose to discharge the batteries to 

the grid when they have extra energy stored in 

their batteries. The user provides its preferences 

of state of charge (SoC) at the charging station, 

such as battery level to be achieved, choice of 

charging and discharging operation, duration, 

and etc. The local aggregator (LAG) collects 

this information from connected vehicles and 

forwards some of the information to the control 

center (CC) for the billing and management 

purposes. 

Security and Privacy Research 
Challenges

In order to enable V2G technology, there are 

various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that 

must be addressed. Such security challenges 

are as follows:  

(i) mutual and fast authentication is required 

since a large number of EVs is expected 

to participate in charging and discharging 

processes in the future, (ii) the system must 

defeat various security attacks in the network, 

(iii) the secret information sent over the network 

should only be extracted by the respective 

recipient, and (iv) the integrity of each message 

sent over the network must be maintained. 

We cannot afford to assume that all the LAGs 

and/or registration authorities (RAs) are trusted 

entities in a wide V2G network. As a point of 

strong security in the future generation V2G 

network, we need a system that provides mutual 

authentication between an EV and its respective 

fake keys, and a rogue device is installed; 2) 

replay attack where an adversary may send a 

previously transmitted EV’s identity or pseudo-

identity to the LAG/RA in order to deceive the 

it and tries to learn the private secret key; 3) 

impersonation attack by a fake EV, LAG, and RA 

pretending legitimate entity over the network; 

and 4) redirection attack where an adversary 

modifies a charging station identity over the 

network, and a legitimate EV uses such a 

compromised station.    

Moreover, what happens if a person close to you 

who has temporary access to your vehicle, such 

as a friend or a family member, performs some 

unintended tasks? This behaviour of a person 

results in an insider attack.  Also, computational 

load and communication overhead are one of 

the critical challenges when secure solutions are 

to be designed. Since a huge number of entities 

(EVs, LAGs, and RAs) would be involved in the 

future V2G network, the generated overhead 

must be kept as low as possible. 

Therefore, a lightweight, secure, and privacy-

preserved authentication scheme for the V2G 

network is required.

Fig. 2. V2G smart grid system



29         POSTECH i-Lab Review  I  Autumn  2015 Vol.7 SUNY Korea News         30

Our Scheme

We present our system model shown in Figure 

2, where communication between the EV and 

the RA is done through LAG. An EV can charge 

its battery from a group of charging stations 

connected to a LAG. Furthermore, a number of 

LAGs are connected to a single RA based on 

the capacity of RA to handle the EVs’ requests. 

As an example, we consider that a single RA 

is responsible for 4 LAGs. The RA is further 

connected to the CC.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EVSE) and the Electric Vehicle Communication 

Controller (EVCC) and between the EV SE and 

the load balance controller at CC are governed 

respectively by ISO/IEC15118-2 and IEC62056 

with EV specific extensions.

In our scheme, a dynamic accumulator is 

used by the LAG and the RA in order to verify 

whether an EV belongs to a set of all registered 

EVs at that point of time. Further, a bilinear 

pairing map is used to generate a shared secret 

key between the EV and the LAG. 

This key is used for al l the subsequent 

authentications within a session. In addition, a 

hash of signatures are computed and used to 

provide non-repudiation and confidentiality of 

the transmitted messages over the network.

We perform the following steps in our scheme:

1) All EVs, LAGs, and RA randomly generate 

their private keys and further compute their 

public keys. 

2) First, each EV registers itself with the RA 

of its region. Each EV generates a random 

secret and computes a value. The EV sends 

this value to the RA, which uses it to verify EV, 

each time it sends a request. Each EV receives 

a temporary identity from the RA before start 

communicating. 

3) When a new EV is registered at RA, the RA 

updates database using accumulator and sends 

it to the respective LAG.

4) When an EV sends a request to the LAG, the 

LAG verifies from its updated database whether 

the EV is a legitimate vehicle or not, although it 

does not know the actual identity of the EV.

5) Once it is successful, the LAG and the EV 

generate a shared secret key using bilinear 

pairing technique. This key is used for all the 

subsequent authentications with in the session 

without involvement of the RA.

6) The EV sends encrypted signature to the 

LAG. The LAG decrypts and sends it to the RA 

along with its temporary identity.

7) The RA verifies EV’s temporary identify and 

its signature using the value generated in step 2.

8) Once it is done, the RA sends a command for 

opening the selection window to perform charge 

or discharge with time duration.

9) EV inputs its preferences and sends to the RA.

10) The RA decides whether the permission 

should be granted based on supply-demand 

ration. If yes, the EV can start the desired 

operation.

In the steps 7, 9, and 10, the messages are 

multiplied with the hash value generated by the 

public key of the receiver and the private key of 

the sender. The same hash value is generated 

and is used for retrieving the original message 

by a simple division operation. 

Security and Performance Analysis

Our scheme defeats all the well-known attacks 

mentioned above. Moreover, as shown in Figure 

3, the communication overheads of our scheme 

for initial and subsequent authentications are 

lower than the existing works, P2 scheme [1] and 

AP3A scheme [2]. Our scheme is efficient since 

fewer parameters are required to send over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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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able Collaborative 
Research to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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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arted my collaborative research from June.2 

2015, with 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Germany. The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small 

city – Jena. It is really fantastic experience in 

terms of research and life

Research

The collaborative topic is “Exploring the 

Distribution of Local Neighborhood Structures 

in Large Networks”.  Network exploration 

techniques aim at identifying features like 

clusters, central nodes or motifs in networks. 

Motifs are local sub-networks of a network that 

appear more frequently than expected. 

The View of Jena Berlin Copenhagen

We introduce a new type of local neighborhood 

structure that is spectrally defined, i.e., based 

on the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of some 

matrix associated with the network, and show 

that well established visual analytics techniques 

for exploring high-dimensional point clouds 

provide an effective means for the explo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these neighborhood 

structures. 

Experiments on real world social networks 

demonstrate that our approach is indeed 

capable of revealing interesting neighborhood 

structures that are not easily accessible 

otherwise. We submitted a paper to IEEE 

Visualization Workshop - Exploring Graphs 

At Scale, held in Chicago (USA), October, 

2015. Right now, we continue this project and 

are writing a paper to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The research life is quite pleasing. I have an 

awesome co-advisor, Prof. Joachim Giesen. 

The colleagues here are very nice to me. The 

university also provide me fantastic office 

with great devices. We enjoy research and 

collaboration together.

Life

The life here is quite amazing. I enjoy the food, 

like barbeque and sausage there. In addition, 

since the good location of Germany, it is really 

easy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Until 

now, I have travelled to Berlin, Prague, Vienna, 

Copenhagen, Stockholm, Helsinki and Oslo. The 

sceneries are really beautiful. 

I really enjoy this collaboration. Thanks a lot 

for ITCCP to support me for this collaborative 

research trip!

Shenghui Cheng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Explore the large network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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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창의IT인재전형 면접 안내>

향후 이벤트 안내

○ 2016학년도 창의IT인재전형 면접일정

    (1박 2일)

• 2015년 11월 22일 (일) : 창의력 그룹면접

• 2015년 11월 23일 (월) : 창의력 개인면접 및 잠재력   

• 2015년 11월 23일 (월) : 평가면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모집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 모집인원: 20명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학력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은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함

○ 지원자격

• 201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15년 2월 고등학교 조기졸업자로 판단되어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1단계 전형: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의견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 2단계 전형: 면접평가 (잠재력평가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창의력평가면접)

○ 문의처

• 담당부서: 포스텍 입학학생처 입학사정관실 

             (무은재기념관 201호)

• 연락처: (054)279-3610

• 이메일: postech-admission@postech.ac.kr

※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창의IT융합공학과 

   사이트 http://cite.postech.ac.kr/ 입학정보를 

    참조 바랍니다.

<제 2 차 미래융합포럼 안내>

올해 5월에 개최되었던 제1차 미래융합포럼에 이어 제

2차 미래융합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제2차 미래융합포럼에서는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

융합연구원에서 영화배우 조재현 님을 초청하여 아래

와 같이 개최하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 일시: 2015년 10월 6일 (화) , 14:00 ~ 16:00

• 장소: C5 1층 컨퍼런스 홀

• 연사: 영화배우 조재현

• 주제: '콤플렉스가 에너지다.'

• 초청자: 김영석 교수(279-8852)

• 문의: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포스텍미래융합포럼



후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