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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창의세미나 (10.1/10.14/10.28)

• 일시: 2015. 10. 1 (목), 16:00 ~ 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이슬기 박사(Holst Centre/imec Neterlands)

• 주제: Congest ive Heart Fai lure Pat ient 

Monitoring using Wearable Bio-impedance 

Sensor Technology

제2회 창공의 날 개최

• 일시: 2015. 10. 2 (금), 16:00 ~ 17:3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내용: 바자회, 복면창공, 꿈꾸는 창공, 조별 게임 등

• 대상: 창의IT융합공학과 구성원

• 진행: 학부생(학생회장 12학번 김율화)

제2차 미래융합포럼 개최

• 일시: 2015. 10. 6 (화), 16:00 ~ 18:0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연사: 영화배우 조재현

• 주제: 콤플렉스가 에너지다

• 일시: 2015. 10. 14 (수), 16:00 ~ 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윤준식 대학원생

• 주제: State-Of-The-Art Technology Computer 

Aided Design

OECD 세계과학기술포럼

• 일시: 2015. 10. 19(월)

•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DCC)

• 주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 창조

• 목적: 산·학·연·관 글로벌 리더의 통찰력으

로 과학발전의 미래와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여 

OECD 장관회의 논의 기반 마련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광복70년사업추진위원회

• 후원: 대전시, KISTEP, STEPI, KAIST, DGIST, 

UNIST, GIST, KRIBB, KBRI, NCC, GTC, KIER, 

NIPA, NIA, KIST, NRF, KISA, KOFAC, KICT

• 일시: 2015. 10. 28 (수), 16:00 ~ 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Meyya Meyyappan 박사(NASA Ames 

Research Center)

• 주제: Nanosensor Technology: Basics, 

Developement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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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래융합포럼 개최

• 일시: 2015. 11. 12 (목), 16:00 ~ 18:00

• 장소: 국제관 1층 대회의실

• 연사: 김동호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 주제: 나의 삶, 나의 영화

창의IT융합공학과(CiTE)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북 발간
 

• 일자: 2015. 11. 19 (목)

• 개요: 

   - CiTE 창의융합교육 과정의 교육 철학과 교육 결

     과물들을 책으로 집필

   - CiTE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전공 필수 및 선택 

     과목에 대해 교수 10여명과 학생 40여명이 집필

     에 참여

   - ISBN 등록을 통한 홍보와 창의융합교육 확산 기

     획 및 유도하였음

   - 2016년 출판사 통한 정식 출판 기획

• 콘텐츠 설계 및 편집: 김진택 교수

• 주요내용: 주임교수 인사말, CiTE 창의융합교육 프

로그램 소개, 교수 및 학생들의 글로 구성

창의IT융합공학과 학회지 「ExCiTE」 

VOL.2 발행
 

• 일자: 2015. 11. 1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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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창의IT인재전형 입시 면접

• 일정: 2015. 11. 22 (일) ~ 11. 23 (월)

• 장소: 포스텍 C5 1층~4층(숙박: 포스코국제관)

• 평가유형: 잠재력 면접, 창의력 개인면접, 창의력 그룹면접

• 면접대상자: 총 78명

• 면접위원: 전임교원 12명, 비전임교원 6명, 입학사정

관 6명

창의세미나

• 일시: 2015. 11. 24 (화), 16:00 ~ 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강경태 수석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제: Sintering of nano metal ink for printed 

electronics application using a laser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전시관

• 일시: 2015. 11. 26 (목) ~ 11. 28(토), 3일간

• 장소: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제3~5홀  

(포스텍 전시관: 제1전시장 제5홀 첨단기술관)

• 내용: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의 안전산업관련 첨

단 연구성과 전시·홍보

이름 주요 전시 내용

이진수원장 • 어린이 통학버스용 사각지대 안전시스템

유선철 교수

• 수중로봇을 이용한 해양 재난환경 촬영 기술

• 해양 안전감시/사고현장 지원을 위한 

파력발전 로봇 부이

백창기 교수
• 전력대란 대비 나노 실리콘 기술 기반 

열전발전 시스템

임태욱 연구교수 • 독성 화학물질 검출용 모바일 나노 센서

전봉진 사장

(스트라드비젼- 

포스텍 창업벤처)

•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능동형 차량 

안전시스템

미래IT융합연구원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 일자: 2015. 11. 10 (화)

• 내용: 미래IT융합연구원이 2015년 지정업체(연구기관)

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신규편입이 가능해짐

• 배정된 신규 편입 T/O 인원 : 1명 (2016년 1~12월에 

가능한 인원 수/ 전직은 T/O에 상관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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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포스테키안상 교육부문 수상

• 일시: 2015. 12. 2 (수), 11:30~

• 장소: 포스텍 국제관 2층 그랜드볼룸

• 수상자: 창의IT융합공학과 김재준 교수

• 내용: 포스텍 개교 29주년 기념 축하연 행사에서 근

속상 및 포스테키안상을 시상

2015학년도 2학기 창의IT설계 최종발표회

• 일시: 2015. 12. 3 (목), 14:00~18:00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발표: 창의IT설계 수강 학부생(1학년~3학년)

• 내용: 그룹/개인 과제 2학기 수행 결과발표 및 평가

• 외부심사위원: 박성민 박사(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Healthcare Division), 정문기 부사장(포항창조경제

센터 벤처기업), 이준석 대표(VADAS), 이상현 대표

(FEMTOFAB)

• Best Poster Award 수상자: 

창의IT설계2 - 윤지현, 공다영 <행복한 거울 프로젝트>

창의IT설계3 - 전하영 <HCD 방법론을 적용한 어르신 

낙상감지 시스템설계>

창의IT설계4 - 김율화 <휴대 가능한 미세 시료의 열전도

도 측정 시스템 구현>

최우수상 - 김경수, 박서영 <Multiple instrument 

polyphonic music transcription using Convolutional>

특별상(VADAS Creative Award) - 이지형 <2D Cloth 

image Reconstruction>

부산지역 학부 합격자 간담회

• 일시: 2015. 12. 11 (금), 18:30~20:30

• 장소: 부산 롯데호텔

• 참석: 합격생 및 학부모, CiTE 교수 및 재학생 등 

서울지역 학부 합격자 간담회

• 일시: 2015. 12. 12 (토), 12:00~14:30

•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

• 참석: 합격생 및 학부모, CiTE 교수 및 재학생 등 

총장과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간담회

• 일시: 2015. 12. 8 (목), 17:00~18:00

• 장소: 포스텍 C5 106호

• 참석: 대학본부 7분,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12분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융합연구원 현황 소개

 -포스텍 ICT계열(전자+컴공+창의IT) 시너지 제고방안  

 -C5 1층 컨퍼런스홀.강의실.2~3층 연구실 및 실험실 투어

 -총장공간 만찬

창의세미나

• 일시: 2015. 12. 16 (수), 16:00 ~ 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Zhongp i ng  chen  교수 (Dept .  o f 

Biomedical Engineering, UC Irvine)

• 주제: Advances in Opt ica l  Coherence 

Tomography: Translation of Oct Technology 

from Bench to Bed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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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다중컬러 광음향 림프절 조영술 개발

몸 속에 숨어있는 림프절 '광음향'으로 
샅샅이 들여다 보다

유방암 진단을 위해 진행되는 감시림프절생검 

(Sentinel lymph node biopsy)은 림프절*1 절제의 간

편성과 암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침습적인 

시술로써 암환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빠르고 정확

한 감시림프절생검을 진행하기 위하여 절제할 림프절

을 정확히 찾는 림프절 조영술*2은 필수적이다. 

기존의 조영술은 방사선 추적물질을 사용하거나 염료

를 이용하여 림프절에 표시하는 방식의 림프절 조영술

이 사용되고 있으나,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안전성 문제

와 저해상도로 인한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보다 안전

하고 고해상도의 새로운 림프절 조영술이 요구되고 있

다. 

최근 레이저와 초음파 영상 기술의 장점을 융합한 광

음향 영상 장치 (Photoacoustic imaging)가 비침습

적, 비방사선, 고해상도의 새로운 림프절 조영제술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틸렌블

루 (Methylene blue)와 인도사이닌그린 (Indocyanine 

green)과 같은 유기 염료 혹은 금속 (Metal) 및 카본 

(Carbon) 기반 나노 물질을 사용한 림프절 광음향*3 

조영술이 소개 되고 있으나, 생체 내 독성 문제와 빠른 

배출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임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단일 파장에 대한 광음향 영상 신호 획득으

로 복잡한 생체 림프절을 동시에 다양한 컬러로 하나

의 영상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이창호 교수, 김지수 

박사과정 연구팀은 기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조영법 

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촬영 가능한 광음향 림프

절 조영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생체소재분

야 국제 권위지 '바이오머티리얼즈(Biomaterials)' 최신

호(9월 16일)를 통해 발표했다.

본  연 구 진 은  유 기  나 노  나 프 탈 로 시 아 닌

(Naphthalocyanines)을 이용하여 복잡한 림프절의 정

보를 제공이 가능한 다중 컬러 광음향 림프절 조영술

을 개발 하였다. Nanonaps은 근적외선*4 영역의 높은 

광흡수율을 바탕으로 깊은 조직의 광음향 영상이 가

능하며, 광흡수율의 피크값의 파장을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서 임상적인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하여 각각 707 nm과 860 

nm 파장 대역에서 광흡수율 피크를 가지고 있는 나프

<김철홍 교수> <이창호 교수>

탈로시아닌과 고해상도 광음향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개의 소동물 림프절을 하나의 

광음향 영상 안에서 서로 다른 컬러로 보여주었다 (그

림1). 또한 최소 10 mm 이상의 깊은 생체 조직 영상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여 실제 임상에 사용 가능함을 보

였다 (그림2).  

김철홍 교수팀은 림프절 분포를 정확히 분별해 내는 

것이 암진단 등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사선이나 형광영상기반 조영술로는 

복잡한 림프절을 탐지하는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했

다. 연구팀은 광음향 촬영 장치와 유기 나노제조된 두 

가지 물질(나프탈로사이아닌 707nm 및 860nm)을 동

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림

프절들을 광음향으로 동시에 뚜렷하게 촬영하는데 성

공했다. 두 나노 물질의 근적외선 흡수도가 서로 다르

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조영술보다 훨씬 고해

상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깊이 숨어 있는 림프절을 탐

지해 낼 수 있다. 또한 복합 림프절의 연관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여 환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

적인 림프절 절제 시술이 가능하고, 암 진단 시 다양한 

부위(목, 유방 등)의 동시 촬영도 가능하다.

연구를 주도한 김철홍 교수는 "기존 상용 초음파 장비

와 결합하여 응용하면 우리 몸의 하수구와 같은 림프

절 생체조직을 기존 조영술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

게 볼 수 있는 광음향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특히,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두 가지 림프절 영상은 유방암 진단과 같은 최소 침습 

절제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의 '선도 연구센터 육성사업', 해양 수산부의 '해양 융

복합 바이오닉스 소재 사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됐다

1. 림프절(節, lymph node)

  생체 내에서 전신에 분포하는 면역기관의 일종으로, 내부에 림프

  구 및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 각 림프절은 림프관에의해 서로 연

  결되어 있으며 림프절에서는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로 들어온 외부 

  항체 등에 대한 탐식작용 및 항원제시, 항체생성 림프구의 증식 

  등 일련의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2. 림프절 조영술 (造影法, lymphangiography)

  림프관과 림프절(림프샘), 가슴 림프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촬영

  하는 방사선 검사. 주로 악성 종양의 림프샘 전이 상태, 악성 림프 

  종양의 진단, 림프 계통 부종, 가슴 림프관의 변화 등을 알아낸다.

3. 광음향 (光音響)

  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음향적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

4. 근적외선 (近赤外線, near infrared ray)

  햇빛이나 발열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켰을 

  때 적색 스펙트럼의 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이 적외선이며, 이 가운

  데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이 근적외선이다.

그림 1. (a) 다중 컬러 광음향 림프절 조영 이미지,  (b) 살아 
있는 쥐의 실험 이미지. SLN, 감시림프절; nanonap, 나프탈
로시아닌

그림2. (a) 707 nm 나프탈로시아닌을 이용한 광음향 림프절 
깊이 별 영상  (b-d) 2, 6, 10 mm 의 깊이 별 광음향 림프절 
단층 영상, LV, 림프 혈관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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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심근경색 진단 나노그물센서 개발

3차원 나노 그물망 구조로 기존 진단법 
대비 검출한계 20배 향상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자 돌연사의 가장 큰 원

인으로 손꼽히는 심근경색증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

려운 존재이다. 흔히 심장마비라고 알려진 질환이기도 

하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발병 후 심장세포가 괴사

되기 시작해 2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멈추어 사망에 이

르게 된다. 심근경색증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며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치료만이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

다.

이러한 심근경색을 기존 진단법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

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포스텍-NASA 국제공동연

구팀을 통해 발표됐다.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이정수

교수와 미래IT융합연구원 김기현 박사는 3차원 나노 

그물망 구조를 이용해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는 단백

질인 트로포닌 Ⅰ(Troponin Ⅰ)의 검출한계를 기존 검

출방법 대비 20배, 진단 문턱값 대비 8배 향상 시킨 진

단센서를 개발, 전기화학 분야 권위지인 바이오센서스 

&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 Bioelectronics)

지를 통해 발표했다. 

개발된 이 센서는 벌집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직선 나노선*2 구조를 이용하는 센서에 비해 신호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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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교수> <김기현 박사>

능력*3이 우수하고,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센서의 

검출한계를 극대화시켰다는 점은 물론 심근경색만을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정밀함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주

목을 모으고 있다. 

심장은 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

하는데, 이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여 막히는 경우 그 

부위의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고 이를 심근경색증이

라고 한다. 심근경색이 발생해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

어나면, 근육 속의 트로포닌 Ⅰ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며, 이 단백질을 검출함으로써 심근경색을 진

단한다. 

심근경색 발생 직후에는 극미량의 트로포닌 I 가 혈액 

속에 존재하며, 응급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극미량의 트로포닌 Ⅰ의 정밀한 검출이 

가능한 진단기술이 중요하다. 기존의 진단 방법은 측정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가의 분석 장비

를 필요로 하며 기존 센서의 검출한계는 ~100 pg/mL

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 해 국제학술지인 나노테크놀로지

(Nanotechnology)지에 주목받는 연구결과로 발표되

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Y자가 반복되는 벌

집모양의 3차원 그물망구조 FET(전계효과트랜지스터) 

센서를 응용, 트로포닌 Ⅰ 검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분 만에 5 pg/mL 농도의 트로포닌 Ⅰ을 

검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기존 진단법의 20배, 진

단 문턱값 대비 8배 이상 정밀도를 향상시킨 결과이다. 

FET 기반의 센서는 물질의 전하량을 측정함으로써 검

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 검출이 가능하며 표면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심근경색만을 정확하게 검출해내

는 특이성(specificity)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나노 그물망 센서는 반도체 

<그림 1. 나노그물센서의 개념도 및 트로포닌 I 농도에 따른 센서 감도>

<그림 2. 제작된 나노그물센서. (a) 나노그물센서 칩, (b) 나
노그물센서의 현미경 사진, (c)와 (d) 나노그물 구조의 전자
현미경 사진>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단가를 낮추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바로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으

며 ”이 기술은 질병 진단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검출 

등 다양한 분야의 센서 플랫폼에 응용이 가능하여 향

후 의료, 국방, 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고감도의 센

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1. 나노선(Nanowire) 

  수십~수백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굵기를 가지며, 반도체 물 

  질로 이뤄진 머리카락 형태의 나노 구조체

2. 신호변환능력 (transduction)

  생체물질 및 화학물질의 특정 정보(농도 등)를 정량화가 가능한 전

  기적 신호로 변환해 주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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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음향영상 및 광열치료용

광음향소재 멜라노이딘 개발  

연구 성과

향 좋은 커피 만드는 멜라노이딘의 '빛나
는' 변신

커피를 로스팅할 때 나는 맛있는 향의 원인이 되는 화

합물 ‘멜라노이딘’을, 광음향을 이용한 의료 영상 촬

영, 항암치료, 지방흡입과 같은 성형수술에 활용하는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창의IT융합공학

과 김철홍 교수, 삼성종합기술원 이민영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생분해성 광음향*1소재 멜라노이딘을 

합성, 광음향영상*2과 광열치료*3 기술을 개발, 나노 분

야 세계적 권위지 ACS Nano지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

했다. 

아미노산과 당의 메일라드(Maillard) 반응으로 만들어

지는 멜라노이딘은 흔히 식품 가공이나 저장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항산화작용이나 암 예방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빛을 쐬면 음파가 생성되는 광음

향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이 물질

을 이용해 암전이와 관계된 림프절과 내장기관의 의료

영상을 촬영했다. 

<김철홍 교수> <한세광 교수> <이민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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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광열특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응용, 동물실험을 통해 상대

적으로 열에 약한 항암조직을 괴사시키고, 빛으로 지

방조직만을 녹여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인체에 무해한 생체고분자인 멜라노이딘을 이용해 광

음향 영상을 촬영할 경우, 멜라노이딘 자체가 생분해

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X선 영상촬영이나 

MRI와 같이 조영제를 이용하는 의료영상촬영의 부작

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 기술은 항암 광열 치료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을 

절개 없이 제거하여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최근 활발하게 시술되는 지방흡입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한세광 교수는 “이번 연구는 멜라노이

딘을 투여 후 빛을 이용해 의료영상 촬영이나 광열치

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첫 사례로 앞으로 새로운 포토메디슨*4 기술의 상용화

에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

며, 한세광 교수팀은 다양한 나노의약용 생체재료 개

발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실용화 연구로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

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1. 광음향 (photoacoustic)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들려오는 현상과 동일한 광음향은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광에너지가 열로 변하는 단계에서 

  기체에 음파가 발생하는 현상

2. 광음향 영상 (photoacoustic imaging)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되는 광음향소재를 조영제로 이용하

  여 부작용 없이 생체조직을 의료영상 촬영하는 기술

<대표그림1. 암-지방 제거하는 광음향영상 및 광열치료용 소재 멜라노이딘>

<대표그림2. 멜라노이딘을 이용한 림프절촬영>

3. 광열치료 (photothermal therapy)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되는 광열소재를 이용하여 상대적으

  로 열에 약한 암세포들을 선택적으로 태워 괴사시키거나 

  지방세포를 태워 성형수술용 지방흡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4. 포토메디슨 (photomedicine)

  광음향소재, 광열소재, 광동력학소재 등을 체내에 투여한 

  다음 빛을 조사하여 항암치료,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 

  에 적용하는 최첨단 광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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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과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CiTE)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북 발간하다

CiTE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WHY?

더 이상 기존 학문 분과의 벽에 갇힌 교육과 연구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이 공유

되었다. 더욱이, 지금껏 패스트 팔로워(Fast Fallower)

의 입장에서 발전을 꾀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입장으로 질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한

국의 미래는 그에 걸맞는 혁신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한국 미래의 명운에 대한 엄중하고 실질적인 고

민만큼, 과학과 인간의 성숙하고 건강한 상호참조 관

계 역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과학과 공학이 인간과 

세계를 통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인문학과 공학이 

서로를 벽안시하는 과정이 계속된다면 인류가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는 어둡고 비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물론, 대학에서만 혁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언급한 문제들이 극복되고 요청되는 인재가 배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할 때, 차분한 과정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급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다.

이에 '창의'를 중심으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체질을 강화하고, 공학을 무기로 하면서도 그것의 활

용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고 깊게 해 줄 수 있는 인문

학과 예술을 함께 사유하는 '융합'교육이 절실하게 되

<김진택 교수>

었다. 이미 국외 선진기관 및 대학들은 굳이 창의와 융

합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창의성

을 진작시키고 생산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융합 교육

을 실천, 선도하며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이

다. 창의IT융합공학과의 교육 철학은 바로 이러한 시

대적 요청에 답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인재는 누가 손잡아 이끄는 대

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기스스로 주도적으로 고민

하고 시도하며 거기서 맛보는 실패 역시 뜨거운 경험

으로 체험하면서 공학적 근성을 몸에 익히는 인재들이

다. '창의'라는 덕목과 역량은 그저 낭만적으로 길러지

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은 자유롭게 운영하면서도 구체

적인 현실의 문제를 정치하게 풀어나가려는 의지와 자

기 주도적 역량에서 비로소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존재와 사물들의 새로운 관계망을 쉼 없이 구축

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융합의 태도를 

배우고 익히게 된다.

따라서, 창의융합교육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진지

하고도 치밀하게 시도되어야 하는 교육 문화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가치창

조는 다학제간의 결코 쉽지 않은 경계 넘나들기와 고

도로 성숙한 지식의 교환과 공유의 과정을 반드시 거

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학생들이 체현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학과의 창의융합

교육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창의와 융합의 패턴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는 생산되는 것이다.

CITE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WHAT?

·창의IT설계

학과의 창의융합교육의 전공 필수 수업은 크게 3가지

의 몸을 갖게 된다. 우선 IT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학적 

지식을 융합하고 자유롭게 공학적 상상력을 훈련하는 

<창의IT설계>가 가장 중량감 있는 과목으로 자리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사례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학설계수업이다. 2학년 1학기부터 총 4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공학 연구 프로젝트 중심 수업으로 창의설계 

1,2,3,4로 구성된다. 각각 3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이다.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공학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스스로 끌고 나가는 과

정이기에 강한 공학적 근성과 창의적 상상력 및 융합

적 태도를 기르는 데에 최적화된 수업인 것이다. 학과

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자, 가장 

힘들어 하면서도 보람 있어하는 과목이다. 가장 힘들

어 하는 과목인 만큼 공학도로서의 창의적, 자기주도

적, 융합적 태도와 근성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다.

·자기주도성장수업(PGS)/인문기술융합개론 

이와 달리, 경쟁적 구도 안에서 입시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좀 더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유도하는 <자기

주도성장수업 (PGS: Personal Growth Statement> 

이 있다. 2학점으로 운영되고 1학년 1학기 신입생을 위

한 수업이다.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어떤 

성격,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새삼 깨닫도록 하고 자

기 스스로 대학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을 통해 학기가 끝날 때 스스로 성장한 자신을 돌아

보고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세워보는 수업이다. 이와 함께 <인문기술융합개론> 이라

는 수업을 2학점으로 마련하여 1학년을 위해 전공필수

로 제공한다. 인문, 사회, 예술적 가치와 상상력이 공

학적 지식과 만나서 어떻게 융합하고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하고, 학부생들이 자연스럽게 

인문과 기술이 융합하는 과정을 당연히 공학도로서 고

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창의스튜디오

창의IT설계과목이 공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공학적 구현도를 성취하게 하는 프로

젝트라면 인문학적 지식과 성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솔루션을 기획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프

로젝트를 실천하는 수업을 제공한다. <창의 스튜디오> 

과목군 수업인데, 2학년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3학점

이 주어지고 현재 개설된 5과목 중 2과목을 필수로 이

수하고, 그 외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스튜디오 과목 군에는 <인터랙션 디자인>, <인간중

심 디자인>, <생명감성과 트랜스휴먼>, <놀이와 게임 설

계> 과목이 있으며 작년까지는 <놀이와 게임 설계> 과

목도 개설되었다.

다루는 주제들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스

튜디오 과목 군들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창의력 훈련의 툴

로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참신하고 혁신적

인 아이디어들이 때로는 다양한 공모전 기획서들로 때

로는 시작품의 형식으로, 때로는 학생 논문으로 나오

는 방식으로 구체적 현실 문제와 대면하는 성과가 나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공 필수 과목 이외에도, IT공학의 기

반을 튼튼히 하여 공학적 응용에 수월성을 부여하

고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Condensed Course>, 

<Intensive Course> 과목을 개설하여 반드시 이수하

도록 하고 있고, 공학적 구현력과 인문기술융합적 안

목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창업으로도 학생들의 잠재성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의 스튜디오> 과목 군으로서 

<창의적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수업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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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거치며 심화되는 자기 주도적 연구 프로젝트 

수업이기에 PGS에서 진지하게 탐구한 자신의 꿈을 실

현해나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공대 교육 프로그

램은 지식의 난이도와 전

문성을 교수들이 임의대

로 정하고 그것에 맞춰  

'1학년에서는 이러한 과

목을, 2학년에서는 이러

한 과목을, 3학년, 4학년

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획일적으로 유도

한다. 수업은 과목의 이론과 지식의 주입식 교육 방식

을 통한 하향식 일방적 교수법을 통해 지식이 복제, 전

달된다. 4학년 졸업이 가까워지면 그때 한 학기 정도가 

할애되어 졸업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그때

서야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시작품을 만들거나, 논문을 쓰며 졸업하게 된다. 자신

이 배운 공학적 지식을 스스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동적인 지식 습득과 시야가 좁은 공학적 교육을 받

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교수님이 '할당'해

주는 주제와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공학도로서의 자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내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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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여 정리한다면, CiTE 창의융합교육은 IT를 근

간으로 공학 인재를 양성하되, 그것을 기존 공학 학제

적 틀에 가두지 않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통찰과정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제제기 및 해결과정을 훈련하여 인

류에 공헌하는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를 창의와 

융합이라는 옥토 위에서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

다.

CiTE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HOW?

CiTE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은 물론 해외 교

육 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일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창의

적 상상력, 융합적 탐구, 변혁적 창조를 실현하는 인

재'로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부분 부분이 떨

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조

로 운영되고 있다. 각 과목의 명확한 목표와 그에 따

르는 선명한 수업 주제와 내용이 각각의 수업의 차별

성을 담보하면서도 과목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식융

합의 관계를 열어 놓는 짜임새 있는 구조인 것이다.

우선 <PGS> 수업은 자신

의 꿈, 미래 성장모습과 

전략 설계들을 큰 틀에

서 잡아주는 '자기주도성

장'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다. 우수한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꿈

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느껴보고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대학에서 하고자 했던 버킷리스트를 10주 동안 

꾸려나가면서 실패와 성공의 느낌과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도 갖게 한다. 한편, 학과 내 지도교수 및 학내·

외 멘토들과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 강한 동기부

여의 기회 및 현실 인식의 성숙함을 기르는 시간을 갖

기도 한다. 그저 장미빛 꿈과 커다란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꿈의 탐구와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학과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앞으로의 2~3년 동안의 

학사 수업 설계까지 그려보는 워크샵이 진행되기도 하

자기주도
성장수업
PGS

면서 PGS수업은 그야말로 자신의 꿈을 그리고, 그 꿈

이 진지한 탐구의 길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수행

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기 스스로의 계획

과 실행을 통해 의미를 찾도록 하는 수업이 된다.

여기에 <인문기술융합개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

회, 예술의 가치와 상상력

이 공학적 지식과 만나 융

합하는 새로운 지식의 패

러다임을 인식하는 것이

다. 편협한 공학인의 세계

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직

관적인 통찰을 실천하는 인재를 키우려는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과의 학생들은 공학도이면서 왜 내가 

인문학과 예술적 지식에 기반하여 기술적 대상을 사유

하고 환경과 우주를 고민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CiTE 인재에

게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탐구의 토양 위에서, 비로서 학생들은 <창

의IT설계>와 <창의스튜디오> 과목을 만나고 그 만남은 

곧 지식의 융합이자 창조적 변형의 과정 체험이다. 21

학점에 달하는 <창의IT설계>가 매 학기마다 1,2,3,4의 

인문기술
융합개론

창의IT설계

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한 채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창조적 도

전은 먼 이야기이고, 공학 외에 다른 인문사회학문과의 

단절로 인해 건강한 지적 자극이나 세계에 대한 통찰

력을 전혀 갖지 못한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창의 스튜디오> 과목군

은 이러한 과정을 인문학 

기반의 사유로부터 시작

하여 인문기술융합 콘텐

츠와 프로젝트를 기획하

고 구현하는 과정이다. 자

유롭고 창조적인 상상력

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생물처럼 

진화하고 살아 숨쉬는 공학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융합하며 연구하도록 하는 유연한 태도와 창조적 관

점을 훈련하는 것이다. 자칫 공학 연구가 언젠가 미래

에 '대박'이될 기술이 되길 희망하며 인생을 걸고 도박

하듯 유도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 역시 필요한 연구의 

덕목인 것이다.

<창의스튜디오>를 담당하는 교수들 구성 자체가 인문

학에 기반을 두는 교수들이 융합적 연구를 선도적으

로 실천하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문제의식이 공학적 분야에서만 

탐구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솔루션을 제공할 뿐이고 

공학적 구현과 실현의 영역을 스스로 좁히는 일과 같

기에, <창의 스튜디오>는 인문, 사회, 예술의 영역을 넘

나드는 상상력과 지식의 잠재성을 최대한 현실의 영역

에서 적용하고 그러한 문제의식과 창의적 관계망을 학

생들로 하여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창의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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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창공의 날

창공 STORY

창공의 날 행사 때 주어진 상품이 기본적으로 즉석밥 

이었는데, 무려 400개가 사람들에게 뿌려지면서 행사 

나름의 묘미가 되었다. 퀴즈 하나를 맞출 때마다 즉석

밥을 상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레크레이션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즉석밥을 이용한 구조물 만들기였

다. 팀 별로 50개의 즉석밥이 제공되어 서로의 창의성

을 엿보고 팀끼리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레크레이션이 끝난 후에는 창공의 날의 꽃인 경품 추

첨과 경매가 진행되었다. 가면을 시작으로 해서 LED 

우산, 블루투스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는데, 추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간

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처음에 기부한 물

품을 대상을 판매하고 경매하며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과인 만큼 서로를 잘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인 만큼 서로 친해질 수 있

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다. 다행히도 창공의 

날이라는 연 행사 덕분에 평소에는 친해질 수 없던 분

들을 만나 뵈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었다. 

학과를 위해, 서로를 위해 좋은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해서 학과가 뭉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CiTE 전 구성원이 하나되는 창공의 날

지난 10월 2일 금요일, 창의IT융합공학과의 전 구성원

이 하나되는 창공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작년 창공

의 날 행사와는 다르게, 올해 행사는 C5가 생기면서 

다같이 C5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다같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학교 

복지회 뷔페를 나눠먹으며 시간이 흘러갔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님, 학과 사무실 직원 분들이 모두 어울

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 동안 ‘창

공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

기를 대신 전해주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저녁을 먹다 보니 어느새 해는 금방 져버렸고, 식사 후

에 컨퍼런스 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창공

의 날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학

부생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다같이 즐기는 시

간이 되었다. 레크레이션 준비와 진행은 성민성, 강윤

호 학우가 수고해서 준비해주었다. 레크레이션 준비 

팀이 준비를 열심히 해준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레크레

이션의 작은 부분까지도 즐겨 주셨다. 

레크레이션은 총 4팀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팀 

단위로 점수를 계산해서 상품을 지급하였다. 초성퀴

즈, 음악퀴즈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면서 서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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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STORY

김경수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창공 해카톤 후기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유용한 

장치를 만들려는 팀, 뚜렷한 상징성을 가지는 기계장치

를 만들려는 팀, 가구와 장식을 만들려는 팀이 있었습

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각 팀의 주제에 팀원들

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자정, 우리는 각 팀의 발표를 보기 위

해 C5를 이곳 저곳 돌아다녔습니다. 윤지현, 김만진 학

생으로 이뤄진 팀은 C5앞의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Interactive Alert System의 프로토 타입을 구현했습

니다. C5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센서가 감

지하면 포스빌 6동의 벽에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는 문

구가 빔 프로젝터를 통해 띄워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김동현, 박서영 

학생으로 이뤄

진 팀은 ‘Design 

and Fabrication 

of Automated 

Wh i te-Board 

C l e a n i n g 

machine’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골드버그 장치

창공! 해카톤을 개최하다

‘창의’는 영어로 ‘Creativity’입니다. 

Creativity를 가지려면 자꾸 Create하는 버릇을 들여

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공학보다

는 예술적 상상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작업일

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틀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경쟁

이 아닌,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혹은 하고 싶

은 열망이 느껴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창공 학부생들의 정말 다양한 생각의 배경들이 

한 곳에 어우러졌을 때 어떤 이상하고 재밌는 결과물

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창공 해카톤

을 개최하게 된 이유입니다.

참가인원은 6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소동

을 벌이기에는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두 

명씩 짝을 지어 팀을 만들었고 정오부터 자정까지 각 

팀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만들어 내기로 했

습니다. 다른 해카톤 대회들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

밍을 이용하여 재밌는 게임이나 웹서비스, 애플리케이

션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창공 해카톤에서는 결

과물의 카테고리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

다. 

팀은 그 날 즉석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팀을 이루는 두 

명의 케미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각 팀마다 두어시

간의 회의를 거친 후 무엇을 만들지 가닥을 잡아가는 

를 만들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와 선풍기, 모형 휠체

어, 올가미 구조 등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화이트 

보드를 지우는 장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모든 과

정이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소소한 장치들이 맞물리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강의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칠판을 깨끗이 지웁시다.

박현준, 김경수 

학생으로 이뤄진 

팀은 C5를 더욱 

재미있는 공간으

로 만들었습니

다. 직접 밧줄을 

사와서 C5 뒷마

당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해

먹을 만들고 조

약돌에 알록달록 예쁜 색을 칠하고 C5의 간판에도 예

쁜 색을 입혔습니다. 며

칠 후에 예쁜 색은 누

군가에 의해 철거되었지

만 해먹은 아직도 C5뒷

마당에 남아서 지친 누

군가의 쉼터가 되어주

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C5 뒷마당의 해먹을 찾아가 보세요.

참여인원이 적고 시간이 부족해서 잘 진행될까 걱정되

었던 해카톤이었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재밌게 하

자’라는 취지는 달성 한 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상

상만으로 그쳤을 아이디어였겠지만 파트너와 함께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실현해 낼 수 있었습

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나’와 ‘우리’를 

펼칠 수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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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STORY

이유경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창공 학회지 후기

창공! 학회지 Vol.2 출간하다

창의IT융합

공학과(이

하 창공과)

에는 다양

한 부서가 

있는데 그 

중 저는 기

록부인 아

카 이 부 에 

속해있고, 2015년도 아카이부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

다. 아카이부에서는 창공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외부에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학회지를 만들기 시작하

였습니다. 올해에도 11월 말 쯤에, 2번째 학회지를 성

공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카이부는 현재, 창공과 13학번 2명, 14학번 2명, 15

학번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학회지를 만드는 

학번은 14학번과 15학번입니다. 학회지 기획은 1월 말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직접 모일 

수 없어 카카오톡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를 

통해 학회지 컨텐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 나누어보았

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학회지가 첫 학회지임에도 불구하고 완

성도도 굉장히 높고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학회

지를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감도 가지고 

ExCiTE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카이부원들이 파릇파릇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야기 해주어서 안심이 되었지요.

개강을 하고 난 뒤, 3월 초에 학회지 디자인을 할 때 

쓰이는 툴인 인디자인 사용법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워

크샵 진행은 작년도 아카이부장이었던 13학번 송승빈

학생이 해주었고, 이 때 인디자인 설치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인디자인의 사용법까지 가르쳐주었습니다. 기

본적으로 툴 사용법을 익히고 난 뒤, 회의를 통하여 

파트를 나누었는데, 우리 과의 풀 네임이 ‘창의IT융합

공학과’이기 때문에, ‘창의’, ‘IT’, ‘융합’, ‘공학’, 

‘과’ 이렇게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또한, 각 파트의 담당자를 정하였습니다. 

각 파트를 맡은 아카이부원은 각자 자신의 파트에 어

떤 주제의 기사가 들어갈지 확정한 후, 그 글을 잘 써

줄 만한 창공인에게 연락을 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부

탁하였고, 10월 달 쯤에 거의 모든 기사 수합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실 기록 부서 아카이부가 학회지를 만든다고 하면, 

아카이부원들이 하는 일은 글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는 창공 

사람이면 아무나 쓸 수 있고, 아카이부원들이 하는 일

은 그들을 쪼아주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디자인’ 입니다. 글이 아무리 재미나고 흥미

롭다고 해도, 그 글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글꼴은 

어떻고, 글씨의 크기는 어떻고, 그림은 얼마나 있느냐

에 따라 가독성은 천지차이입니다. 가독성을 최대로 만

들기 위해 우리들은 창의성을 짜내고 짜내어 각자의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쓱 봐도 막 읽고 싶

어지는 욕구가 샘솟는 학회지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

니다!

학회지 만드는 과정을 글로 쓰

다보니, 되게 체계적이고 계획

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렇지는 않았습니다. ‘듀 이펙

트’란 말이 있듯이, 학회지 디

자인 또한, 듀 데이트 약 2주

전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

다. 우리 학과를 알리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만

들어서는 안되고 정말 완벽하

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

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디자인 하면서 밤도 많이 새면

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

지만, 막상 완성되어 지면으로 

뽑아져 나온 학회지를 보니 마치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마치 애증의 관계처럼 말이죠! 16학번 창

공과 면접 때, 완성된 학회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창공

과에 관심이 많은, 미래의 후배가 될 동생들이 우리가 

만든 학회지를 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꿈을 키워나

갈 것이라 생각하니 괜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회지를 마무리 지으며 2015년도 아카이부 일

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아카이부장과 

새로 들어올 아카이부원들, 더 성장한 기존 아카이부

원들과 함께 올해보다 더 멋있는 학회지가 나오길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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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IT융합공학과 통합과정 김예진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마이닝을 공부하고 있는 포

항 생활 8년차 공대생 김예진입니다. 저는 포스텍 산

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첫 학생을 받는 창

의IT융합공학과 첫 1기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마이닝랩에서 처음으로 의료 데

이터로 데이터 마이닝을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 가톨

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같이 연구하다, 이젠 캘리포니아 

UC San Diego, School of Medicine에서 Research 

internship 3개월차 학생이 되었습니다. Research 

internship 생활이 어떠한지 궁금하신 분께 제 느낀점

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Hey, Lucila!

UC San Diego (UCSD)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

고에 위치한 생명과학, 컴퓨터공학으로 유명한 대

학입니다. 특히 샌디에고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

한 스타들의 고급 맨션이 즐비한 La Jolla 해변 근

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UCSD,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bioinformatics 

(DBMI) 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

히 bioinformatics, medical informatics 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Medical informatics의 권위적인 저널인 Journal of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JAMIA)의 Editor 

in chief인 Dr. Lucila Ohno-machado 가 학과장으

로 역임하고 있으며 Medicine, Computer science, 

   Story in 

Bioinformatics 등을 전공한 여러 교수진 

및 Research staff과 열정적인 대학원생들

이 모두 한 층의 오픈 오피스에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문

화 특성상 누구에게나 친근하여 모두 서로

의 first name 을 부르며 격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대학원생도 복도에서 학과장님을 만나면 'Hey 

Lucila' 라고 인사합니다.

Open mind

저는 이곳의 연구 내공, 인맥 및 협업을 위한 오픈 마

인드가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데이터 

마이닝은 우선 의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협업 병원 

관련 부서 선생님들이 몇개월 고생하시며 엑셀작업을 

하는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이제 어느 방

법으로 접근해야할지 이 방법 저 방법 trial and error 

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UC 계열 대학병원

의 모든 의료데이터가 DB화 되어있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맥을 이용하여 trial and error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말고 다른 분야에서의 도움이 필요할 경

우, Mathematics, High performance computing, 

Privacy computing 등을 전공한 오픈 마인드를 가진 

동료들이 한 층에 다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의 도

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 단위가 아니라 학과가 통째로 하나의 연구실 

같다는 점도 매우 독특합니다. 한국에선 지도교수님을 

필두로 한 연구실에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형

성하는 반면, 미국 이곳에선 학과장님을 필두로 우리 

학과 층에 교수님, Research staff 및 학생이 모여 공

동체를 형성합니다. 보통 한국에선 세미나가 열리면 최

소 30~4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수업과 같은 분위

기로 연사가 지식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작은 

강의실에서 다함께 자리에 앉아 피자를 먹으면서 세미

나가 진행되는데, DBMI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늘 참석

합니다. 또한 한국에선 연구실 단위의 프로젝트를 지

도교수님이 가이드 하고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의 실

무를 진행하지만, 이곳에선 학과 단위의 거대 프로젝

트를 학과장이 가이드 하고 교수님, Research staff 

및 학생들이 실무를 진행합니다. 

전세계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 UCSD

그리고 미국의 최대 강점을 UCSD의 DBMI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속한 DBMI의 대학원생들 중 미국인

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인들도 다양

한 인종 출신들입니다). 아무래도 computer science

를 전공한 학생들이 많아 중국, 인도계 학생들이 대다

수를 차지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젊

은이들이 모여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산업을 이끄

는 주요 노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연구 환경은 매우 만족스럽지만, 한국의 단체문

화가 없다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다 함께 점심밥을 먹

으며, 새로온 구성원을 환영해주는 한국식 연구실 문

화가 없어 처음 DBMI에 왔을 때 적응하느라 고생하던 

것이 생각나네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혼자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곤 했

답니다. 또 영어가 자동으로 늘줄 알고 갔는데 현실은 

눈치만 늘어서 ‘Okay Thanks’라고 반자동으로 대답

하고 있네요.

UCSD DBMI에서 research internship을 하면서 학문

의 융합을 위해 오픈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

고 있습니다. 이곳도 우리 창의 IT융합공학과처럼 융

합 학문을 학과 주도아래 연구하는 곳입니다. 다만 세

부 연구 분야로  Medicine과 Computer science의 

융합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

다. 우리 학과도 UCSD의 DBMI처럼 성공적인 융합 학

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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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 Process 
& Teamwork

Tan N. L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Ph.D 

SUNY Korea

Tan N. Le

I  w o u l d  l i k e 

t o  s ha re  my 

own  o p i n i o n 

on  w r i t i ng  a 

research paper. 

B e c a u s e  my 

background is 

mainly system 

and engineering, 

coming back to graduate school and doing 

the academic research are not easy for me. 

Unfortunately, no one teaches us how write 

a good paper in school. Indeed, we need to 

figure it out according to our research areas 

and working style. Again, this article is such a 

personal opinion.

In Korea, people usually say that working 

hard would make us successful. However, it is 

probably not right for me who has been living 

in Korea for 6 years. I mean working hard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At the early 

years of my PhD, I indeed spent a lot of time 

on reading as many articles and papers as 

possible. I also worked as hard as I could do on 

my ideas. Indeed, it did not work well for me, 

even put more pressure on me. Thus, I have 

to change my style of working. Transferring to 

Stony Brook University (SBU) is such a useful 

trip where I can collaborate with not only people 

here but also the students and faculties in other 

universities.

Process and Teamwork

Wr i t i ng a paper  needs a p rocess and 

teamwork. I would say a process of writing 

a paper is like the software process, which 

includes requirement, design, implementation, 

verification, and maintenance. Teamwork is 

always important; however, it has never been 

stressed in school. Maintaining a great team 

is never easy, especially a team of students 

and professors. While students are usually not 

responsible, professors are extremely busy.

To write a paper, I first come up with an idea, 

the main story of paper. An interesting idea 

is often the motivation of great paper. The 

motivation of paper is the requirement of an 

application in a certain research area. The 

motivation has to be realistic and future-

focused. 

However, how to know the motivation is strong 

enough? One of the best ways to answer it is 

that telling people about my story. If people 

show their interest, my idea is great. If not, I 

have to find another way to explain to them 

next time. As long as I have the right motivation, 

I can go ahead to design the paper. 

The stage for designing paper

Designing paper actually is the most time 

consuming and challenging in writing a paper. 

During this stage, we plan the contributions 

in detail and reach every corner in terms of 

theoretical analysis to figure out what we need, 

what we can do, what we cannot do. The 

contributions of a paper in computer science 

are usually three-fold: proposed methods, 

theoretical analysis and data analysis, and 

evaluations. It is necessary think of the best 

contributions that would be achieved. 

Du r i ng  th i s  s tage ,  t he re  a re  some 

contributions that indeed need some experts 

from other areas, such as mathematicians. 

It would be great to have them in the 

team. Via discussion with experts, we can 

improve much more knowledge and skills 

than reading. All the outputs have to be 

written down clearly. In my point of view, 

writing every thought down is the best way 

to verify the correctness of idea and proof.

Implementing the proposed methods or 

systems is not difficult if the design is well 

done. However, computer science students 

usually spend too much time on it. It is 

necessary to speed up the implementation 

by getting more students to work on that. 

For instance, I have a student who can 

help me clean up the dirty work, such as 

collecting data. From this stage, it is same 

as in software process that the results are 

carefully verified and explain why we can 

have these results.

The final phase of writing of a paper is 

often close to the paper deadline when we put 

the best contributions on the paper. Although 

the most of important pieces were written 

during the design phase, it is better to start 

over another manuscript. I know that there are 

a research team that each member writes a 

manuscript independently, and they will pick the 

best manuscript to work on. By that way, the 

paper is a lot cleaner and more understandable 

than the conventional way. I believe that the 

first author is not the one who can present 

the paper in the most understandable way to 

readers because he already knows everything in 

the paper.  

In the end, my research focuses on energy, 

particularly in smart grids and computing 

system. If you are interested in my research 

areas, you are very welcome to talk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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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emes for Personal Visualization

SUNY Korea News

Darius Coelho, and Klaus Mueller

    Visual Analytics and Imaging Lab, Computer Science Department, 

SUNY Korea

The information 

age is upon us 

a nd  i n  re cen t 

yea rs  m i l l i o n s 

of terabytes of 

data have been 

generated every 

day. A growing 

c h u n k  o f  t h i s 

data is related to 

our personal lives 

– information about ourselves, our communities, 

and issues that have a personal relevance. 

With the access to such data, people want 

to make sense of it, and to do so they turn 

to visualization. While there are a multitude of 

solutions available to visualize these data, they 

are rarely used in a personal context. 

Recently researchers have been exploring the 

area of Personal Visualization and Personal 

Visual Analytics. They have been exploring 

how both experts and non-experts can make 

personal data engaging and gain insights into 

personal data. Personal visualization caters 

to the wide variety of requirements of people 

who are not necessarily visualization experts 

or analysts. These people bring personal 

interpretations to their data and wish to design 

visualizations that can represent these personal 

views. 

In our work we explore how people can 

creatively visualize their own data. We designed 

a framework that allows users to express their 

opinion about the data by framing them as 

charts into a self-selected and self-designed 

visual context. This has good potential for 

fostering their own engagement with the data as 

well as that of others with whom these design 

products are shared. 

We have coined a new term for these types of 

visualizations – Data Meme. Wikipedia defines 

the notion of Meme "an idea, behavior, or style 

that spreads from person to person within a 

culture". A more recent phenomenon is that of 

Internet Meme. These are images augmented 

with text in which the creator’s choice of image 

puts forward his/her idea about the message 

the text conveys. They are often reused with 

the same core message, and as a result gain 

viral dissemination. Similarly, our Data Memes 

are images augmented with related data in 

which the designer’s choice of image puts 

forward his/her idea about the message the 

data convey.

Our Data Memes appeal to the masses by 

embracing mainly basic charts, specifically 

pie, line, and bar charts. They fall into the set 

casual information visualization techniques 

catering to a wide variety of users. The chosen 

and further enhanced image that becomes part 

of the visualization is itself a powerful element 

of the visualization as it can encode a multitude 

of information. The image is linked to the topic 

of the data being displayed, with the choice 

of image putting forth the designer’s point of 

view about the data.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apable of enhancing memorability and 

engaging viewers. We foresee that users may 

use the Data Memes to post their own data on 

social media or blogs in order to (1) engage 

viewers to consider the information or (2) put 

across their own point of view about the data. 

Our Data Mem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art 

junk which are visual embellishments of charts. 

The notion of chart junk has received growing 

atten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Visualization guru Edward Tufte strongly 

discourages the use of visual embellishments in 

charts. He opines that visualizations that contain 

chart junk are distracting to users and make the 

chart difficult to read. 

On the other hand, famous designer Nigel 

Holmes believes that chart junk will pique a 

viewer's interest in the chart.  Many recent 

studies show that chart junk do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viewers interest and 

memorability  but they also state that they need 

to be well designed as they have the ability to 

mislead the viewers.

Most chart junk available today are custom 

made by artists. All of these artist-generated 

chart junk creations are commonly very 

attractive and inspirational, but it remains 

difficult for main stream users to create good 

chart junk with existing digital tools. Also the 

usability of a visualization is dependent on the 

aesthetics and the style used in the design. This 

inspired us to create a novel design tool we 

call MemViz which allows non-artists to design 

charts with visual embellishments. MemViz 

morphs charts such that they fit well in areas 

of an image. We created an enhanced version 

of our tool, appropriately called MemeViz that 

enables users to create personal visualizations 

of personal data. 

Our experiments have shown that even novice 

users can employ MemeViz to create eye-

catching visualizations that embed basic charts 

Fig. 1 The MemeViz user interface used to create Data M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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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sonal visualizations created by our designers: (a) shows David's League of Legends stats (b) show a 
stat about gym accidents created by Ryan and (c) shows Betty's bike tension levels during her spinning routine.

Fig. 2 Personal visualizations (a) shows Joe's speed over multiple heats that he ran (b) shows Mike's workout 
routine for the week.

(a) (b)

(a) (b) (c)

nto an image. All can be achieved by ways of 

a set of dedicated algorithms and interactions 

which can be executed via simple mouse 

clicks. The user interface is shown in Fig 2. A 

user starts off by providing the data file and 

selecting the type of chart (pie, bar, line) he or 

she wishes to plot. Next, the tool suggests a set 

of relevant thematic image backdrops retrieved 

by a web-scale text-based image search 

engine (e.g., Google Images, Flickr). 

To form the search query our tool uses the title 

of the dataset and the attribute labels since 

these are intuitive descriptors of the data. 

Alternatively, the user can also call in a picture 

from his or her private photo collection. The 

latter would likely be a more popular option 

for the purpose of personal visualization where 

users wish to post their own data to social 

media or blog, utilizing a personal image as a 

carrier.

Once the user has selected an image from the 

provided set, he or she is given access to an 

array of processe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ubsections) to fuse the chart with the image. 

Then, after the chart has been embedded, the 

user can customize the visualization further by 

applying a diverse set of visual effects to the 

backdrop (filters, transparency etc.) or to the 

chart (color selection, glow, transparency).

This customization gives the visualization an 

illustrative look and feel, and it also reduces 

image detail that might interfere with the detail 

of the chart. This finalizes the result.  Examples 

of Personal Data Memes created with our tool 

are shown in Fig 2 and Fig 3. 

We bel ieve that the examples we have 

presented do a good job in explaining the 

potential of Data Memes as a means to 

contextualize the data with an image and so 

provide for a more engaging viewing experience. 

In the case of a personal visualization this 

image context will often involve the user as an 

actor, or a well-chosen substitute or avatar. 

Most of the Data Memes we have created here 

were meant to increase viewer engagement for 

data usually posted just as plots or numbers on 

social media or blogs. In some cases, however, 

they can also be used to put forth a personal 

point of view about the data. 

Darius Coelho and 

Klaus Muelle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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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ent to Chicago with 

my  l ab  ma t e s  and 

advisor to participate in 

the IEEE Vis conference 

2015. It was a fantastic 

t r i p  w i t h  m a n y 

impressive adventures. 

Th i s  confe rence i s 

the premier forum for advances in scientific 

visualization, information visualization, and visual 

analytics. To pursue a better understanding of 

data and discover the unknowns drove me into 

this area. 

In this conference, I met numerous experts in 

this domain and had many pleasant discussions 

with them.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s and 

reading the posters broadened my mind and 

brought me various ideas. I also gave a talk 

about our work “The Data Context Map: Fusing 

Data and Attributes into a Unified Display”. This 

technique allows data regions to be segmented 

and labeled based on the locations of the 

attributes. 

One practical application is decision making 

when users have to balance strenuous tradeoffs. 

We obtained much valuable feedback and we 

are determined to release our tool online in the 

near future. The life in Chicago is awesome. I 

lived in a traditional hostel and shared the room 

with my lab mates. We went to Michigan Lake 

together in the leisure time and enjoyed the 

The trip to IEEE 
VIS Conference in Chicago

This year during the last week of October 

I attended IEEE VIS 2015 in Chicago, IL, 

USA. IEEE VIS 2015 is the premier forum 

for advances in visualization. It combines 3 

visualization conferences into one major event, 

the conferences are: “Visual Analytics Science 

and Technology (IEEE VAST)”, “IEEE Information 

Visualization Conference (IEEE InfoVis)” and 

“IEEE Scientific Visualization (IEEE SciVis)”.  It 

also includes multiple workshops and tutorials. 

I presented my work 'Data Memes for Personal 

Visualization' at the Personal Visualization 

workshop. I had to give a presentat ion 

describing my work followed by a discussion 

session where the audience discussed our 

contributions. This was a little different from 

IEEE VIS 2015 Experience

marvelous scenery. The food in Chicago is also 

appetizing. We have tried the deep dish pizza 

with happy beers. All in all, this trip will last in 

my memory forever.

Shenghui  Cheng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 regular Q&A session since this was the 

first ever workshop on 'Personal Visualization' 

which is very new to the visualization field 

and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various unknown issues that could arise in 

personal visualization. 

The discussion proved to be very interesting 

as researchers brought up interesting points 

for discussion which had not crossed my mind.

I addition to my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I was also student volunteer. As a student 

volunteer I learnt about what goes on in making 

sure a conference runs smoothly.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meet other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discuss each other work while 

performing our volunteer duties. I was also able 

to interact with established 

researchers in the field and 

have  fruitful discussions with 

them. Overall the experience 

was very enriching, I learnt a 

lot from the various talks and 

presentations and talking to 

people at the conference.

Darius Coelho

 Computer Science Department

SUNY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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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소식 안내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미래IT융합연구원(Future 

IT Innovation Laboratory, i-Lab)은 미래창조과학부 

“IT명품인재양성사업”(2011.8-2020.12)을 통해 세계 

TOP수준의 IT융합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목표로 설

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원과 함께 창의·혁신적인 IT융

복합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창조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우수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연구분야 채용분야 자격요건/비고

Smart Computing
1. Big Data Processing
2. Cloud Computing

• 해당분야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
※산업체 경력자 및 창업 경험자 우대

• 창의인재양성 교육부문에 기여
할 수 있는 우수인력

Smart Devices and 
Systems

1. Energy Harvesting Sensor & System 
  (열전소자, 압전소자 분야)
2. Wearable Camera & Smart Helmet Vision 
   System
※ Vision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자
3. Flexible Chemical/Bio Sensor & System
4. 반도체 후공정 (모듈, 패키징, 본딩) 분야

   - Module, 완제품을 위한 실무 경험자 우대
5. 전력변환 통합시스템
6. 나노응용소자 전산모사 및 모델링

IT-based Future 
Healthcare

1. Laser System Development
2. Ultrasound Transducer & System
3. Image Processing & Commercial Software 

   Development
4. 3D Bio-Printing

Humanities, Arts, 
Social science & 
Enterpreneurship

1.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
  - Social/Affective Computing, 컴퓨터 UI/UX 연구, 
    산업디자인

2. 신분 및 대우

  가. 연봉계약직 

      (매년 재계약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나. 연구역량, 실적 및 경력에 따라 연구원/

      박사후연구원/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으로 임용

  다. 박사후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원) 이상 임용 시, 

      2년간 연구정착금 지원

  라.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성과급 지급

 

3. 채용방법 (상시 채용)

  - 서류심사 (1차)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다운로드, 연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제출)

  나.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지원 전문분야 추천서 2명 이상 

      (필수 제출은 아니며, 필요시 요구 예정)

  ※ 모든 증명서 사본은 스캔하여 PDF로 첨부

포항공과대학교 

미래IT융합연구원 연구원 상시채용

5.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상시 접수

  나. 제출방법: E-mail 제출 

     (담당자: 정지희 연구원, jungjh@postech.ac.kr)

  다. 학과/연구원 홈페이지: cite.postech.ac.kr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보류할 수 있음.

  다. 연봉은 창의IT융합공학과/미래IT융합연구원의 기 

      준안을 근거로 하여 지원자와 협의 후 결정 

  라.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자 지원 가능



후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