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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2015 동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1차)

• 일시: 2016. 1. 7 (목), 9:30~16:30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전국 과학고 1학년 총 35명

• 주최: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2015 동계 이공계학과 대탐험 학과 탐방 (2차)

• 일시: 2016. 1. 13 (수), 14:00~16:30

• 장소: 포스텍 C5 108호

• 대상: 전국 영재학교 1,2학년 24명

• 주최: 포스텍 입학사정관실

• 내용: 학과소개 및 창의IT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 특강

잠재력 개발 과정

• 일시: 2016. 1. 19 (화), 15:30~17:5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대상: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40명

• 내용: 창의IT융합공학과 재학생 학과소개 및 김재준 

교수 특강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턴십 시행

• 일정: 2016. 1. 25 (월) ~ 1. 29 (금)

• 장소: 포스텍 C5 각 연구실

• 대상: 1학년 24명(각 연구실별 2~4명 배정)

• 내용: 각 연구실 별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를 학생들이 방문하여 체험함.

주요 소식         06

2015 동계 창의캠프

• 일정: 2016. 2. 3 (수) ~ 2. 5 (금), 2박 3일

• 장소: 포스텍 C5 및 NINT 창의공간

• 참석: 전국 일반고(자사고 포함) 예비3학년 총 51명, 

재학생 14명

• 내용: 특별강연, 대규모 프로젝트 IOT, 교과목 소개, 

레크레이션, 롤링페이퍼 등

Living Lab Game Jam 2016 Netherlands

• 일정: 2016. 2. 17 (수) ~ 2. 19 (금)

• 장소: 네덜란드 HKU's Hilversum

• 참석: 창의IT 성민성('12), 박원표'12), 송승빈('13), 김동현('14)

• 수상: Best Process - 성민성('12)

• 수상: Best Playable Game - 박원표('12), 송승빈('13)

HCI KOREA 2016 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일정: 2016. 1. 27 (수) ~ 1. 29 (금)

• 장소: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센터

• 주최: 한국 HCI 학회

• 학회소개: HCI학회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제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로, 1990년 HCI연구회를 모태로 만들어졌음. HCI 

Korea 학술대회에는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

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HCI, UX

중심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 최대 융복합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음.

• 수상자: 창의IT 대학원생 정미연/ 김주환 (지도교수:

유선철 교수) / 김주환 (지도교수:소효정 교수) 

2016 빌게이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 일시: 2016. 1. 26 (화)

• 장소: 포스코 국제관

• 주최: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SW융합센터

• 수상자: 창의IT 대학원생 박규동/신기영

• 수상내용: IoT 기반 스마트 수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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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2016년도 상반기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 일시: 2016. 2. 26 (금), 14:00~19:00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대상: CiTE/i-Lab 구성원 (창의/혁신과제 PI 등 겸임

교수 포함)

• 내용: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내의 연구성과 공유 및 시상

• 내용구성: Oral session(6개) 발표 및 Poster 

session(34개) 발표 및 전시

2016 창의설계 킥오프 해카톤 <창,설날> 개최

• 일정: 2016. 2. 28 (일) ~ 2. 29 (월)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 참가: 창의IT융합공학과 15학번 이상 학부생 25명

• 목적: 학기 시작 전 창의IT설계 주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

고 공유하는 장을 가짐으로써 2016년 창의IT설계에서 다

같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함.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간 업무협약 체결

• 일시: 2016. 3. 11 (금), 11:00~

• 장소: 포스텍 C5 1층 컨퍼런스 홀

• 목적: 지역사회의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과 ㈜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간 상호협력

• 내용: 

ⓛ 재학생·시니어 창업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공동지원

② 창업공간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상호협력

③ IT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 및 

공동연구 개발

④ 우수인력의 취,창업 및 인력공급을 위한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④ 우수인력의 취,창업 및 인력공급을 위한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경남과학고 학과 탐방

• 일시: 2015. 3. 24 (목), 13:30~14:30

• 장소: 포스텍 C5  106호

• 대상: 경남과학고 1학년 입학예정자 30명

• 내용: 14학번 재학생 이유경 학생 창의IT융합공학과

소개 및 C5 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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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1회 창의세미나

• 일시: 2016. 3. 9 (수), 16: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창의IT융합공학과 김용민 교수

• 주제: How to Create Big Impacts with our 

Research and Innovation?

2016-1학기 2회 창의세미나

• 일시: 2016. 3. 16 (수), 16:30~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김대환 교수

• 주제: Material-Device-Circuit Co-Design: Si 

nanowire biosensors and Oxide thin-film transistors

2016-1학기 3회 창의세미나

• 일시: 2016. 3. 23 (수), 16:0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장진 석학교수

• 주제: Bulk Accumulation Oxide TFTs on Plastic 

for Foldable and Rollable AMOLED

2016-1학기 4회 창의세미나

• 일시: 2016. 3. 30 (수), 16:00~17:30

• 장소: 포스텍 C5 105호

• 연사: 남학현 CTO & Cofounder (㈜아이센스)

• 주제: From U Lab to Startup to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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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 소개

박성민 교수 

2006년 Purdue University 박사
2014년 Medtronic, R&D Engineering Manager
2016년 삼성전자, Health R&D Director
2016년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부교수

Research Area

Medical Device and Digital Healthcare 

Development

 연구 분야 소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Innovative Medical Device(IMD랩) 연구실

에서는 임상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혁신적인 의료기기

와,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의료플랫폼을 연

구한다. 더 나아가 임상 장비의 상용화를 통한 실질적인 

인류 복지에의 기여를 목표로 한다. 

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연구

세계 10대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만성질환이 차지하면

서, 미래IT healthcare 연구에 있어 만성질환 관리는 매

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Innovative Medical 

Device(IMD랩) 연구실에서는 만성질환 중 가장 대표적

인 당뇨병과 심장질환을 연구하고자 한다.

1-1. Patch type insulin pump 연구

당뇨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사기를 통한 직접적인 인슐

린 주사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

된 insulin pump 역시 큰 부피와 긴 주입 튜브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patch type insulin pump에 대한 연구

(P2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목표

로 인간공학적인 form factor 설계와 SMA wire driven 

pump, MEMS micropump 등의 기술적용이 필요하다.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market requirement와 product requirement를 적극 

분석하고 있으며, IP분석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1-2. Pacemaker 연구

심장질환은 세계사망원인 1위, 국내 2위의 질환이

다. 이에 환자들의 부정맥을 관리해주는 심장박동기

(pacemaker)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기존의 

pacemaker들은 부피가 매우 커 피하조직에서 합병증

이 발생하기 쉽고, 전극 리드선(lead wire)의 파손 및 이

탈로 인한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에 리드선을 

없애고 소형화된 저전력의 implantable pacemake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심질환 환자의 대

부분은 노령 환자 이므로, 작동 기간을 늘려 잦은 수술

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전

력 설계, 인체적합재료를 사용한 코팅, 등 많은 조건들

<P2 project diagram & pump modules>

이 고려되어야 한다. 

Pacemaker 연구와 함께 부정맥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인 삽입형 심전도계(Implantable Cardiac Monitor)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부정맥의 경우 간헐적으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질병을 진단 하기 매우 어렵

다.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삽입형 심전도계

의 연구는 급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Digital healthcare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는 현재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데이터 과학의 발전으로 질병

은 예측 가능한 영역이 되었으며,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료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

다. 또한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질병 치료의 시대에서 건강 수명의 시대로 의료 서

비스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다. 

<① traditional pacemaker, ② minimized leadless pacemaker, ③ Implantable cardiac monitor>

신임 교원 소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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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Innovative Medical Device(IMD랩) 연구

실에서는 진단, 사후 관리, 예방에 필요한 의료 기기 

개발 뿐 아니라 medical information integration, 

connective & wearable device와의 융합을 통한 통

합적 의료 플랫폼에 대해 연구한다.  

2-1. 통합 의료 서비스 플랫폼 

(Personal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HI Platform)

의료 기기 개발 분야에서도 소비자, 즉 환자 중심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

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

에게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책임지는 단방향 커뮤니케

이션에서, 환자 스스로 라이프 로그와 건강 정보를 관

리하고 의사의 자문을 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만성 질환의 경우, 치료에 있어 환자의 주도적인 참

여가 매우 중요하다. Innovative Medical Device(IMD

랩)에서는 의료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환자 정보와 이

러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환자 스

스로 질병을 주도적으로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환자의 몸에 부착되어 개인의 생체 정보를 수

집하는 개인 건강 기기(Personal health device)는 막

대한 양의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 

< ① Medical device & mHealth application integration ② blood glucose level prediction algorithm >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 환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

리하는, 더 나아가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료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관리하

고 해석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 플랫폼(mHealth 

platform)과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integrated health 

information)도 Innovative Medical Device(IMD랩)의 

연구 분야이다. 현재 개발 중인 인슐린 펌프와 같은 치

료 기기(therapic device)를 생체 측정 기기(diagnostic 

device)와 결합하여, 환자의 생체 데이터에 기반한 인슐

린 조절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 예정이다.

*Image source: D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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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 소개

유선영 교수 

2010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박사
2013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Post Doc,
2010년 KRCF Research Fellowship
2015년 ㈜그린광학, 차장
2016년 POSTECH 창의IT융합공학과 연구조교수

Research Area

Head-mounted display, Optical imaging 
system

 연구 분야 소개

1.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술 

구글 글라스로 대표되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wearable 

display) 기술은 머리에 장착하여 눈 앞의 지근 거리

에 큰 가상 화면을 띄워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로 

HMD(head mounted display)라고도 불린다. 

HMD 기술은 보다 현실감 있는 대화각 영상을 획득하

기 위한 광학기술, 고화질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동

기술 및 통신기술,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한 정보 및 영

상을 제공할 수 있는 SW 및 컨텐츠 제작 기술로 이루

어진다. 

초기 전투 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기술로 시작된 HMD 기술은 IT 기술의 발달로 점점 

소형·경량화 되고 있으며, 센서, 카메라가 장착되어 사

용자와 interaction이 가능해 지면서, 산업, 의료, 스포

츠, 교육,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형 정보 및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임 교원 소개        14

<sub-㎛ 분해능으로 열분포 측정이 가능한 
열반사 현미경 시스템 개발 및 기술이전>

있으며,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 빔을 전송할 수 있는 

double clad fiber를 이용하여 광 신호 측정의 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광섬유 끝단에 렌즈를 형

성하여 머리카락 굵기의 초소형 스캐닝 프로브를 제작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 소자들의 특성을 잘 살려 광단층영상

시스템(OC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과 

fluorescence spectroscopy(FS) 시스템의 광시호 측

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시스템을 결합하

여 all-fiber 융합영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교육/훈련, 의료, 산업, 스포츠 분야 적용을 위한 다양한 type의 HMD 개발>

2. 초정밀 열영상 현미경 시스템 

반도체 소자 및 전자 부품의 미세화, 고집적화

로 인해 소자의 동작 시 발생하는 발열 문제가 

소자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므로 발열특성 측정과 열분석 기술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열분석 장비로 중적외선 기반의 열영상 

현미경 시스템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소 분해

능이 약 3㎛ 이상으로 마이크로 스케일의 미

세소자의 열분포를 측정하기에는 분해능의 한

계를 가진다. 열반사 현미경 시스템(Thermo-

reflectance microscopy system)은 visible 

대역의 광원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료의 온도변화에 따

른 반사율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온도분포를 측정하는 

기술로, sub-㎛ 수준의 분해능으로 미세소자의 열분포 

측정이 가능하다.

3. 기능성 광 소자 기반의 광영상시스템 개발

광섬유 기술의 발달로 광섬유 레이저 개발과 함께 보다 

compact한 전광섬유(all-fiber) 광 이미징 시스템의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민감한 광 신호

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광섬유 

소자의 개발이 필수이다. 

광대역에서 단일모드 기능을 가지는 photonic crystal 

fiber를 이용해 시스템의 동작 대역폭을 확장시킬 수 

<기능성 광소자 기반의 광영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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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구원 소개

윤준식 박사

2016년 POSTECH 박사
2016년 POSTECH 미래IT융합연구원 Post Doc.

Research Area

차세대 나노 소자에 관한 전산모사 및 특성 분석

신임 연구원 소개        16

 연구 분야 소개

기존의 반도체 전자소자 연구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반

도체 소자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18개월마다 2배

로 증가시키는 집적화에 초점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소

자의 크기를 줄여 단가가 줄었고, 또한 줄어든 크기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전기적인 성능 이득으로 반도체 시

장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추세는 점점 포화되어 더 이상의 

집적화가 오히려 전기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고 많은 반도체 연구자들은 More 

than Moore로 표방되는 여러 응용 분야로 영역을 넓히

고 있다. 스위칭 혹은 증폭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물

론이고, 저장 장치인 메모리, 외부 신호를 검출하는 센

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發電)을 위한 태양전지 및 열전 

소자 등이 그 예 이다.

목적 및 응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반도체 소자는 나

노 미터(10억분의 1 미터) 단위에 근접한 크기로 제작되

고 있고, 이를 가리켜 나노 소자라 한다. 이렇게 작은 단

위에서는 거시적인 물성의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다. 나노 소자의 공정 상의, 혹은 양자역학에 따른 소

자간 성능 변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또한 복잡해진 소

자의 구조 및 재료로 인해 연구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 소자의 성능을 예측하고 원자 또는 분

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규명하여, 

측정이 갖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산모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 나노 전자소자에 관한 전산모사 연구

나노 전자소자에는 대표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있다. 기

존 트랜지스터는 2차원 평판 구조의 축소화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평판 구조의 구조적 한계로 누설 전류

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대기전력 소모가 큰 문

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fin 혹은 나노선(nanowire) 과 같은 3차원 구조를 도

입하게 되었다. 

<나노 소자의 전산모사>

<차세대 나노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분석 및 가변성 평가>

최근 인텔이나 삼성전자, TSMC 등 로직 소자 기술을 

선도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fin 모양의 3차원 구조를 채

택하여 14 나노미터 노드의 트랜지스터를 제작, 양산하

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작아진 소자의 크기로 인해 트랜지스터 

외부의 기생 저항 및 기생 커패시턴스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하게 되었고, 공정의 한계로 소자마다 DC 및 AC 특

성이 변화하는 가변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측정만으로 단순히 분석, 해결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전산모사 기법을 통해 3차원 나노 전

자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고, 최고의 성능과 최소

의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나노 전자소자의 구조를 최

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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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 나노선을 이용한 나노 응용소자 분야 연구

수직 나노선은 2차원 평판 구조에 비해 전기적, 광학적, 

열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3차원 구조이다. 특

히 실리콘 기반 수직 나노선은 다른 물질에 비해 공정 

단가가 저렴하고, CMOS compatibility 가 있어 소형화, 

집적화가 가능하다. 현재 연구중인, 실리콘 수직 나노

선을 응용한 나노 소자로는 트랜지스터뿐 아니라 태양

전지, 광검출기(photodetector), 열전 소자 등이 있다. 

<2차원 평판과 3차원 수직 나노선 광검출기> <근적외선 영역의 반응도 특성>

  <3차원 수직 나노선 광검출기의 전기장특성>           <열전 소자의 제백 효과 특성 분석>

▷ 제백 효과: 두 점 사이의 온도차로 인해 전기가 생성되는 현상

그러나 2차원 평판에 비해 수직 나노선은 공정 제작 및 

재현성을 만족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 응용소자의 전산모사 연구를 선행

하여 수직 나노선의 전기적, 광학적, 열적 특성을 평가하

였고, 나노 응용소자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실리콘 

나노선 구조를 제안하였다.

<포스텍  78계단>

신임 연구원 소개        18

H a p p i n e s s  i s 

t h e  m e a n i n g 

a n d  t h e 

p u r p o s e  o f 

l i f e ,  t h e 

w h o l e  a i m 

a n d  e n d 

o f  h u m a n 

e x i s t e n c e

-  A r i s t o t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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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행사개요

• 일시: 2016. 2. 26 (금), 14:00~19:00 

• 장소: 포스텍 C5 컨퍼런스 홀 (1F)

• 참석: CiTE/i-Lab 구성원 (CiTE/i-Lab 겸임교

수 포함)

• 발표: 

1) Oral session 

-각 연구그룹 연구현황/주요성과 소개

-각 부설연구센터 현황/주요성과 소개

2) Poster session 

-개별 연구성과 발표(CiTE 전임교수 Lab 別          

 대표 연구태마/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수행 연구)

-창의/혁신과제 발표(CiTE/i-Lab 겸임교수 수행연구)

-학생 연구(창의IT설계 수행 연구 수상 과제)

• 평가 및 시상:

1)평가위원: 원장, 김창현 부원장, 각 연구그룹장

2)시상: 총  34개 부스/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격려상 4명(팀)

미래IT융합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20

지난 2월 26일, 미래IT융합연구원이 창의IT융합공

학과 교수, 학생을 비롯한 미래IT융합연구원을 구

성하는 모든 연구진들에게 각자의 연구 현황과 주

요 성과에 대한 상호 공유 및 논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연구원 내의 공동/융합연구를 보다 활성

화하기 위해 마련된 "2016년 상반기 연구성과발표

회"가 약 80여 명의 미래IT융합연구원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IT융합연구원의 각 연구그룹과 

부설연구센터의 연구현황 및 주요성과에 대해 소

개하는 구두발표 세션과 미래IT융합연구원 내에서 

 수상자

• 최우수상 - 김진영

(제목: Photoacoustic Handheld  Probe using a 

2 axis waterproof MEMS Scanner)

• 우수상 - 손영빈

(제목: 자동 이/착륙 및 무선충전 기능을 통한 자율

비행 드론 개발)

• 우수상 - 임태욱

(제목: 모바일 나노 화학물질 검출센서)

• 격려상 - 권성주

(제목: Smart healthcare electronic sticker)

• 격려상 - 김민성

(제목: 대체에너지원용 모듈형 컨버터 개발)

• 격려상 - 금도희

(제목: 안질환용 원격 핼스케어를 위한 스마트렌즈)

• 격려상 - 최창훈

(제목 : Fa s t  I n t e g r a t e d  I n t r a v a s c u l a r 

Photoacoustic/Ultrasound Catheter)

수행되고 있는 연구 테마 중 34개의 주요 연구에 

대해 포스터를 발표하는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간략한 발표/

시연과 질의 응답을 통해 연구원 내의 다양한 연

구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모든 발표가 종료된 후에는 연구 테마의 창의성, 

연구 수월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및 격려상 4명(팀)을 선

정, 시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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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금요일, 2016년 제 1회 상반기 미래IT

융합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C5 1층 홀이 당일 아침부터 북적북적 했습니다. 벽마다 

붙은 각 부스에서 분주하게 세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

문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 창의설계 2로 진행했었던 ‘행

복한 거울 프로젝트’로 부스를 열면서 참여하게 되었습

니다. 우리 팀은 모니터 앞에 앉으면 자신의 얼굴을 웹캠

으로 받아와서 행복한 모습으로 변환시켜 띄워주는 프

로그램의 시연을 준비하였고, 옆 부스에는 동기들인 경

수, 서영이 곡을 들려주면 악보 뽑아내는 시연을 위해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홀로 모이면서 성과발

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 하루 동안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

습니다. 학부생으로서는 일상에서 잘 접하기 힘든 기회

였는데요, 평소에는 각 연구실 별 대략적인 분야만 파악

할 뿐 프로젝트 단위로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적

이 거의 없었기 때문

입니다.

Oral Session으로 

각 연구실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 행

사장 가득 포스터 

부스 세션이 있었

습니다. 돌아다니면

서 각 부스에서 소

개하는 설명을 듣

는 형식으로 진행되

었는데, 이 때 자유

롭게 여러 대학원생 

선배님 /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2016 제 1회 

미래IT융합연구원 상반기 연구성과발표회 

'행복한 거울 프로젝트' 로 참가하다

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부스 중에서 기억에 남았

던 것 몇 가지는 여러 헬스케어 기기들과, 쿼드 콥터로 

3D 재구성을 하던 팀, 뉴로모픽 칩을 만들었던 팀 등등

이 있습니다. 위 두 팀에서는 대학원생 선배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이야기 해주었던 모습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

도 있었지만 최대한 제 눈높이에 맞추어주려고 하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서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되다보니 중간에 쉽게 

지쳐있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옆을 둘러보니 초밥의자

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때 만약 행사장 공간의 중앙에 5개 정도만 원형 테

이블 세팅이 되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따로 떨어져

서 잠시 걸터앉아있는 대신에, 같이 테이블의 다과를 집

어먹으며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않았

을까 싶었지요.

한 날 한 시에 모인 김에, 성과에 대한 소개를 하는 만

큼이나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알아가는 것

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자

기 포스터 부스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 좀 

윤지현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연구성과발표회  참여후기      22

연구성과발표회

더 적극적으로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더 많은 학부생들이 와서 여기저기 같이 갈 

수 있었더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어

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늘 품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시기적으로 기숙사 입사

일 이전에 진행되어서, 부스를 열었던 학부생과 방학동

안 잔류한 친구들 이외에는 더 많이 참가하기가 힘들었

던 점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날 하루 만에 스쳐가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연구 성과를 공

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며 본 

부스의 데모(시연), 우연히 들은 랩 소개, 처음 보는 분

과 이야기 했던 순간들 등등, 이런 작은 연결 고리 만으

로도 이후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곤 했

습니다.

이번 상반기 연구성과발표회가 첫 행사이기 때문에 기

획/추진 과정에서 그 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있지 않았

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가운데 첫 행

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해나가며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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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윤지현입니다.

며칠 전 어느 날 C5 1층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16학번 후

배 여러분들이 학부생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

다. 다 같이 형형색색의 머리카락 사이로 자장면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이 2년 전 나와 친구들의 모습과 정확히 오

버랩 되어서 정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장면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출 만큼 요즘 들어 예전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동안 하루하루는 천천히 

지나갔지만 모아놓고 보니 빠른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

다. 조금 늦었지만, 16학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하자마자 지금 무척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의 연속

일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고, 동시에 포스텍의 학업이 몰아치기도 하

고,,, 첫 수업부터 갑자기 엡실론 델타를 들으며 낯설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지난 2년 간 창의IT융합공학과에서 느꼈던 것은, 

의욕이 넘치는 친구들 속에 있어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

다는 점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학과에 애정을 쏟고 여러 

방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창공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많은 기대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꿈꾸었던 것들을 정성

들여 피워낼 수 있도록 학부 생활의 매 순간이 값진 거

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씩 지치거

나 힘들 때가 있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루어내길 응

원하겠습니다.

16학번 후배 여러분, 

창공에서의 하루하루가 시작된 것을 축하드리며,

즐거운 대학 생활 보내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윤지현

 창공 스토리 - 창공 학회장의 인사말      24

사랑하는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 신입생 여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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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 스토리 - Game Jam      26

HKU's Hilversum에서 열린

Living Lab Game Jam

김동현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지난 2월, 네덜란드 HKU에서 4일간 (2월 16일 ~ 19일) 

게임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게임잼에는 HKU 

학생 70명 가량과 한국인 학생 7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우리 학과에서는 학부생 4명(12박원표, 12성민성, 13

송승빈, 14김동현)이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게임잼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게임 아이디어 기획을 시

작으로 게임 아트, 게임 개발을 해서 게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행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게임잼은 48시

간이 주어지고 밤낮 구분없이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특

징인데, 이번에 진행된 게임잼은 하루에 11시간 제한을 

두고 4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게임잼 행사의 주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능성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총 14개 조를 편성하기 위해 게임 디렉터 역할을 지원한 

사람 14명이 나와 조 별로 필요한 파트(아트, 사운드, 

개발)의 인력을 뽑아 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석에서 편

성된 조인 만큼 서로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처음엔 어색한 기운이 행사장에 감돌았지만, 시간이 조

금씩 흐르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 받는 웃음 소리, 게임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토의하는 소리로 행사

장이 가득 찼습니다.

게임잼의 또 한가지 특징은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 각 팀들이 해야 하는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는 것입니다. 조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챌린지를 비

롯하여 한국과 네덜란드의 문화 교류를 위한 K-pop 댄

스 챌린지, 네덜란드 음식을 먹는 챌린지, 아이디어 생산

에 도움이 되는 페이퍼 프로토타입 챌린지 등 다양한 챌

린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게임잼 행사가 갖고 있는 활발

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 개발을 위한 열정도 모든 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초반부에는 단순히 게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

작하기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와 

토론을 진행하고 조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주제에 대

한 생각, 또 그와 관련된 게임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짧

은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산되는 모습에 놀랐습

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기능성 게임과 기타 게임

들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능성 게임을 만

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했는데, 그 고민 자체로 기능

성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조사와 토의 이후에는 게임 아이디어를 생

각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제와 관련하여 어떤 게임을 제작할 지 생각해보고 간단

한 종이와 연필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해보았습

니다. 제가 포함된 조의 경우, 7시간 가량 프로토타입 제

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제작 이전 과정에 신경

을 많이 썼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바와 

테스트 참가자들이 행동하는 바의 차이 등을 비교하며 

우리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의 토론과 토의, 프로토타입 제작 끝에 우리 조

는 감정을 기록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Emotions’

라는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게임 원리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모습을 보

며 조원 모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 참가

자 분들도 저희의 노력과 결과를 높게 평가해주셨고, 그 

결과 Progress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조들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12학

번 성민성 학우가 포함된 조는 Progress 부문에서 1위, 

12학번 박원표, 13학번 송승빈 학우가 포함된 조는 게

임 기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게임잼 행사를 통해서 게임

이 재미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게임 제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작자와 플레이어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시간의 테스트, 토의를 하

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피드백

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작자와 플레이어 사이의 생각

을 모두 고려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

드 학생과의 조모임을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시각으

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네덜란드 학생들과 저녁에 여러 가

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게임잼 행사에서 만날 수 있

기를 서로 바라며 훈훈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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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스토리

창의설계.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한숨이 나오는 단

어다.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생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

쯤은 고민해보고 괴로워하는 과목이다. 6학점이나 되며 

얼마든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과목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주제를 정하기가 어렵고 잘못 정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꼽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뜻 있

는 몇 학생들이 모여 방학 중에 오로지 창의설계 주제

만을 생각해보는 날을 기획했다.

창의설계 주제를 잡는 것은 몇 번을 해보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창의설계 주제를 생각해낼 때 도움이 되도록 시

간을 구성하는게 관건이었다. 우리는 학부생 우리가 자

주 쓰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주제를 생각

해낼 때 다같이 모여 이야기하며 주제를 생각하곤 했다. 

같은 학번 내에서도 컴퓨터에 관심있는 사람, 사회문제

에 관심있는 사람 등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주고 이야기하며 아

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과인 만큼 우리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

창.설날>은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며 주제를 발전시

키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장난스러우면서도 친근

감있는 ‘노가리’를 모토로 정했다.

큰 방향은 정했지만 단순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주기

에는 계획이 너무 모호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산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

는 것이 필요했다.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 조는 몇 명

으로 구성할지, 몇 번의 이야기 시간을 가질 지, 발표는 

개인으로 할 지 조별로 할 지, 주제의 소유권은 어떻게 

할 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모

토에 따라 노가리 시간이라 

이름지었고, 다양한 사람들

과 이야기하기를 원했기 때

문에 첫 날 세 번의 노가리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건 세 번의 노가

리 시간이 끝나면 주제를 갖

기를 원했고, 따라서 노가

리의 목표는 한 사람이 적

어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었다. 세 번의 노가리에 

대해서도 역할을 부여해 매 

시간마다 이야기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픽토그램으로 

정리했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주제들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따

라서 첫 번째 노가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주제 풀을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 노가리에서 정말로 쓸 주제

를 빼고 나머지 주제들을 google keep을 이용해 공유

하여 주제가 생각이 안 난 사람이라면 첫 번째 노가리의 

주제들을 보며 영감을 얻기를 바랬다.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주제들에 대해 영양

가 있는 피드백을 주며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

기 때문에 두 번째 노가리의 주제는 첫 번째에서 나온 

풀들을 보며 이야기하여 각자의 주제를 정하는 것을 목

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가리의 목표는 서

로가 두 번의 노가리를 통해 얻은 주제를 이야기하며 각

자의 주제들을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다양한 시점의 피

드백을 얻어 주제를 발전시키기를 바랬다.

첫 째날 저녁은 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원생들은 연구 

창의 설계 날

이원석

창의IT융합공학과 14학번

경험이나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더 많이 알려주셨고,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다. 연구 경험이 많

이 없는 우리에게 연구의 실현가능성이나 구현방법에 대

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다. 창의설계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한 선배도 있어서 창의설계를 어떻게 대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해 주셨다.

둘째 날은 교수님들과 인터뷰하며 각자의 주제를 발전

시키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주제를 얻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

다. 정성준 교수님께서는 먼저 ‘랩뷰’를 활용한 프로젝

트들에 대한 강연을 제공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다. 다

른 프로젝트들의 아이디어와 구현하는 과정을 보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많은 학생

들이 강연을 통하여 영감과 하고자 하는 열정을 얻었다. 

여러 교수님들이 감사하게

도 시간을 내어주셔 office 

hour를 열어주셨고, 학생들

이 교수님들의 office를 돌

아다니며 각자의 주제에 대

한 조언을 구했다.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갖

고, 각자의 아이디어와 계

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시상도 했는데, 가장 많

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영

감상,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에게 주는 주제상, 가장 구체적으로 주

제를 발전시켜 실현 계획을 짠 사람에게 주는 기획상을 

만들었다. 시상은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인 만큼 지친 사람도 많이 보였

다. 결국 주제를 못 정한 사람도 있었다. 이번이 첫 번

째 <창.설날>이었는데, 처음 여는 행사인 만큼 미흡한 점

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다. 각 노가리 시간 사이에 다

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성준교수님이 제공해주신 

특강과 같은 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 <창.설날>이 열린다면 이런 피드백들을 잘 전달하

여 더 좋은 <창.설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창의설계 주

제를 잡는다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닌 만큼 이틀 동안 

원하는 주제를 생각해 내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다

른 사람들과의 이야기하며 적어도 자신이 무얼 하고 싶

어하는지 생각해보는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

라보아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해 보

기를 원했다.

 창공 스토리 - 창.설.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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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2016 빌게이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박규동,신기영 대상수상

 공모전 개요

• 공모전명: 2016 빌게이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개최일자: 2016년 1월 26일 (화)

• 장소: 포스코 국제관

• 주최: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SW융합센터

• 주관: H휴비즈ICT

• 후원: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 내용: 

1) 공모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과 관련된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

-국내에 최근 소개되어 시장규모가 작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2) 공모분야

-SW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방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종의 융합 등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공모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 

 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아이디어

포항테크노파크 주최, 휴비즈ICT주관, 경북ICT

융합산업진흥협회가 후원한 '2016년 지역SW재도

약·창조혁신 포럼 및 세미나'가 지난 26일 포스

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로봇융합센터 서갑호 센터

장이 좌장으로 나와 5명의 패널(포스코ICT 이충

렬 팀장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심희택 회장, 

디에스아이 김윤수 대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 

정연태 소장, 빌게이츠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 박규동)이 열린 토론을 펼친 가운데, 휴비

즈ICT 윤상원 부사장이 '중소기업형 스마트팩토

리 소개' 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빌게이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규동 학생

의 창업 아이디어가 소개되었습니다.

 수상작 소개

• 수상내역: 대상 수상

• 수상자: 박규동, 신기영 (이상 CiTE 12학번 통합과정)

• 수상제목: IoT 기반 스마트 수유 시스템

• 발표내용: 

본 공모전에서는 젖병 활용 시 분유 수유를 도

와주는 IoT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수유

량과 분유 온도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클

라이언트 (Arduino)를 인터넷에 연결시켜 측정값

을 서버에 저장하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 및 가치 있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사용자 니

즈 조사 결과, 기억에 의존하거나 수동 입력해야

하는 대략적 수유 관리가 아닌, 자동으로 처리되

는 정확한 수유량과 수유시간 파악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되었으며, 분유 수유 적정 온도를 측정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본 시

스템을 활용할 시, 분유 수유에 대한 사용자 경

험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 관련 용품 시장은 시장 구

매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

국의 산아제한 폐지로 인한 폭발적 성장이 예상

된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선주문 후

생산 및 원산지 고급화 등의 전략을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계

학습 등의 기술을 통해 가공하여 의미 있는 정보

를 제공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수상자 토론 참여>

수상 소식 - 2016 빌게이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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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HCI KOREA 2016 
창공 15학번 대학원생 3명 우수논문상 수상

 학회개요

• 학회명: HCI KOREA 2016

• 개최일정: 2016년 1월 27일 (수) ~ 29일 (금)

• 장소: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센터

• 주최:한국HCI학회(Human Computer Interaction)

• 프로그램: 15개의 튜토리얼, 5개의 패널토의, 

14개의 워크숍, 26개의 사례발표 등 총 60개

의 논문 외 학술세션이 진행되었으며, HCI분야

의 트렌디한 이슈부터 미래 예측, 기업 현장에

서 진행되었던 사례 등 3일동안 심도있는 학술

프로그램이 준비 되었다.

• 학회정보: HCI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HCI와 관련한 논문들을 심사하

는 장으로 국내 최대의 기술, 디자인 인문학의 

융합을 전시하는 학술 축제임. 학술대회 참석인

원은 평균 약 1,500명 정도이며 멀티미디어, 디

지털 콘텐츠, 게임,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 

컴퓨터 언어, 인간 공학,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대화형 인터페이스, 인지 심리학, 정보디자인, 시

각 디자인, 인지 공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 대학 뿐 아니라 MIT, UCL

등 해외 저명 대학과 Google, Microsoft, IBM 

등의 해외 저명 연구소의 연구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고 있으며 NAVER, SK, Kakao 

와 같은 대기업이 후원하여 안정된 입지를 갖추

고 있다.

   수상작 소개

• 수상내역: '우수논문상' 수상

• 수상자: 정미연 (CiTE 15학번 통합과정), 김주환 (CiTE 15학번 통합과정, 지도교수: 유선철 교수), 

김주환 (CiTE 15학번 통합과정, 지도교수: 소효정 교수) ※프로젝트 및 논문 지도교수: 소효정 교수

• 논문제목: Mark-On: Encouraging Student Question in Class

• 빌표내용: 

우리나라는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와 함께, 사회

적으로 겸손을 미덕이라 여기는 문화가 오랫동

안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부작용

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수업 시간이나 컨퍼런스

에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강의 수업 도중 질문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Mark-on 시스템은 학생들이 수업 도

중 모르는 점이 생기면 모바일 기기의 수업자료

에 물음표를 표시(mark)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

템의 효과정 검증을 위해, 본교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니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혼자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수업의 흐름을 끊고 끼어드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주

된 이유임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wizard of oz 방식으로 구현된 시스템

을 통해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강

의를 열어 본 시스템을 테스트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질문을 장려하고자 하는 기

존의 텍스트 방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서로 안면이 없는 학생

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공유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해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의 학습레벨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이 심리

적인 완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친근감을 형성해서 추후에는 직접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 Mark-On 시스템 도식화

그림 2. 공통 슬라이드 상에서의 실행 화면

그림 3. 논문의 결과

 수상 소식 - HCI KOREA 20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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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식

수상 소식  -       034

제 22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박병화 동상 수상

 대회개요

• 대회명: 22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 개최일정: 2015년 12월(접수) ~ 2016년 1월(심사)

• 장소: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 주최: 삼성전자

•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일보

• 대회정보: 삼성전자는 미래 과학한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학교 내 연구 분위기 활성화와 기술을 중시하

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4년 휴먼테크 

논문대상을 제정하였다. 

휴먼테크 논문대상은 젊은 과학도들이 논문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연

구의욕을 고취시키는 학문적 열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저변확대와 과학 한국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뿐

만 아니라 고등학생으로까지 논문대상 참여의 

폭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대상은 과

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조기 발굴, 육성

하고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

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수상작 소개

• 수상내역: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 '동상' 수상

• 수상자: 박병화 (CiTE 12학번 통합과정, 논문 

지도교수: 오세영 교수)

• 논문제목: Face Alignment Using a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with Local Feature 

Extraction and Recurrent Regression

• 빌표내용: 

데이터의 특징을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하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얼굴 랜드마크의 특징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얼굴의 

전역 특징으로부터 얼굴의 국소 특징을 분석하

여 얼굴의 형태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을 학습을 하면, 딥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식도

러닝 필터들이 영상 정보의 선, 엣지, 코너 정보 

같은 하위 단계 추상 정보부터 그들의 조합인 

물체의 형태 같은 상위 단계 추상 정보 순으로 

필터를 학습을 한다. 

이것에 착안을 해서 얼굴 영상 정보의 국소 정

보(local information)를 우선 학습을 한 뉴

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얼굴 전역 영상으로부

터 전역 특징(global feature)를 생성을 해내고, 

전역 피쳐로부터 선택적으로 국소 특징(local 

feature)를 추출해내어 순환 회귀(recurrent 

regression)으로 얼굴의 특징점들의 위치를 추

정을 하였다. 또한, 회귀 레이어를 통해 얼굴의 

포즈 정보도 함께 추정을 하였다. 

더 나아가 국소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

된 얼굴 특징점의 위치가 가려져 있는지(local 

occlusion)를 추정해주었다. 제안하는 네트워크

를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스트를 하였으

며, state-of-the-art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

인 하였다. 

그림 2. 기존의 State-of-the-Art 와의 성능 비교

그림 3. 예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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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어워드는 디자인 작업을 한 

Creator 에게만 상을 수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작업을 의뢰하고 함께 기획 작업에 참여한 Client에게

도 수상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즉, 작업 발주를 의뢰

하는 고객이 디자이너인 Creator에게 제안하는 의견, 

Creator들과 소통하고 기획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

력, 안목 등을 인정해주어 Client 에게도 수상을 한다

고 한다. 그래서, 상장에는 항상 Creator/Client가 함

께 표기가 되어있다.

아뜰리에 동가와 작업하며 디자인 면에서 처음 컨셉트 

기획과 디자인 제안 작업을 함께 하신 김진택 교수님의 

작업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당시, C5 건물이 새로 지어진 

이후, 창공과만의 창의적인 컨

셉을 도입할만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학

문이 그렇지만, 공대 연구 역시 

사실 예외없이 창의적인 작업임

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의 건물

은 모두가 다소 틀에 박히고 

재미가 없어보이는 건물 뿐이

라는 점에 아쉬움이 많은 터였

다. C5가 착공되는 기회에 창

공과만의 특성을 살린, 공간 

자체에도 창의성을 살리기 위

해 사이니즈 디자인을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사이니즈 작업이란, 실제 어
떤 물체로부터 모티브를 가져

오거나 인테리어 컨셉에 맞추

어 표정없는 공간에 기호와 상

징, 패턴 등의 그래픽 요소들

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통해 공

간에 새로운 생동감과 리듬

을 주는 작업을 통칭하는 것으

로 건물과 공간의 표식 기능과 

Way Finding의 기능까지도 포

함하는 기능과 형태를 아우르

는 통합적인 디자인 작업이다. 

C5 공간의 정체성에 맞는 컨셉

을 구현해줄 수 있는 업체를 

수소문 끝에, NHN 그린팩토

리가 발간한 디자인 북에 대한 

내용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작

"IF가 인정한

 Way finding"

 C5 Signage &

Th is project was designed by 
the request of POSTECH, Pohang 
Un ivers i t y  of  Sc ience and 
Technology in Pohang, South 
Korea. The university dedicated 
to research and educat 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C 5,  t h e  n ew  b u i l d i n g  o f 
POSTECH, was built in early 
2015, is the exclusive research 
centre of the Convergence 
Science study.Aquatiis estis ius 
dolo dionsequi nonseque omnis 
rem quis rerum dem ipsaper 
ferume etus andita videbis

지난 2월 초, 우리 C5 건물 Signage & Way finding 

작업을 했던 아뜰리에 동가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

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였다.

'IF 디자인 어워드' 란, 독일의 마케팅 컨설팅회사인 

International Forum Design사가 수여하는 상으로 미

국의 IDEA, 독일의 레드도트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와 더불어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1953년부터 독일의 하노버

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상품,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크

게 3개 부문에서 디자인상을 시상하고, 매해 세계 각

국의 디자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고 있다.

 IF가 인정한 C5 Signag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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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알아보던 중, 네이버 데이

터센터의 사이니즈 작업을 했던 ‘아뜰리에 동가’를 알

게 되어 작업을 의뢰했다.

아뜰리에 동가와의 컨셉회의가 시작되었고, 고심 끝에 

C5 정체성 + 창공과의 정체성을 살린 모눈종이 2개를 

겹친 격자형 융합패턴의 Graphic Module이 탄생했다. 

작업을 하며 흥미로웠던 것은 이 패턴을 개발했더니 C5

만의 '타이포 그라피' 까지 작업이 가능해진 점이었다.

이 격자형의 Graphic Module은 어떻게 서로 융합을 하

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패턴도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창공과의 정체성과 창의

적인 컨셉과 맞아 떨어진 부분이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이질적인 부분

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겹쳐지고 융

합되면서 전혀 다른 패턴이 탄생하고 

그 패턴 하나 하나가 모두 개성을 지

니고 독자적인 모양을 갖는 다는 점

이 매력적인 것이었다. 

 

건물 내부가 대부분 유리벽으로 되

어있고, 오픈형인 공간적 특성을 활

용하여 공간의 흐름을 유지하되, 공

대적 분위기에 최적화된 세련되고 정

갈한 느낌을 주는 Signage & Way 

Finding 작업이 도입되었다. 이 작업으로 공간의 효율

성을 살리고, 불필요한 시야확보를 줄여주어 동선을 최

적화 하였다. 

계단에는 공간의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 사이니즈 작업

에서 확장된 그래픽 작업을 더하여 개방적이면서 밝고 

활기찬 느낌을 주려 했다. 단순히 계단을 오르지 않고, 

계단을 오르며 벽에 있는 그림을 보며 마치 내가 그 지

명에, 그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은 재미있는 생각이 들

게 한다. 이 그래픽은 사이니지 디자인의 확장된 개념으

로 당시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김진택 교수님이 제안하

셨던 “C5 빅워크(BigWalk)” 아이디어에 부응하는 그래

픽 디자인이었다. 

"빅워크(BigWalk)”란, '걸으면서 기부하자!' 라는 목적

으로 사회적 기업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으로, 스마트폰의 GPS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걸은 만큼 

거리를 측정을 해주어서 100m당 10원씩 기부가 적립되

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누적되는 기부금을 후원 기

업이 대신 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2012

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지금은 ICT기반 

크라우드 소싱과 사회적 기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융합

된 모델로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이자 어플리케이션이다. 

실내에서는 GP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앱을 깔고 사용하는 캠페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각 계단 입 출구 부분에 비콘이나 다양한 센

싱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C5 구성원들이 계단을 걸어다

니는 거리를 데이터로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BigWalk

에 보내 기부금으로 연동시키는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

이다. 

아직 실현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프로젝트이지만, 김진택 

교수님은 이러한 시스템을 C5 건물 계단에 도입하여 하

나의 패쇄적일 수도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건강도 찾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즉 C5 공간 정체성에 부응하는 창

의융합적인 콘텐츠를 구현하여 개성있는 건물의 캐릭터

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시며 구성원들

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세세히 듣고보니, 무심코 보았던 

사이니즈가 달리 보이면서 매우 흥미로워졌다. 앞으로 

빅워크 시스템 또한 도입이 된다면, 최초로 이러한 기부 

시스템을 도입한 유일무이한 학과로 홍보효과도 톡톡

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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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I was invited to teach a half-day course on GPU-accelerated Computed Tomography Reconstruction at 

the SPIE Medical Imaging Conference in San Diego. This is a well-known international conference where 

the science of medical imaging is explored and presented. Speakers from all over the world present the 

latest information and advances in medical imaging and image processing. It typically meets in February 

in San Diego at the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in the heart of San Diego's Mission 

Valley. Because we were teaching the course, I and my advisor Prof. Klaus Mueller could attend for free, 

and our flights and hotel rooms were paid by the conference as well.

Our course was scheduled at the first day in the 

afternoon, Saturday February 27, 2016 from 1:30-

5:30 pm. There were 16 attendees from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such as Stanford 

University, the US National Cancer Institute, 

Toshiba Medical Systems, and others. There were 

also two researchers from Korea,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ourse was not free to 

attendees. The picture on the right has the course 

title, instructors, time, and price. The course 

description is as follows:

“Advanced graphics boards have become a standard ingredient in any mid-range and high-end 

PC, and aside from enabling stunning interactive graphics effects in computer games, their rich 

programmability allows speedups (over CPU-based code) of 1-2 orders of magnitude also in general-

purpose computations. This course explains, in gentle ways, how to exploit this powerful computing 

platform to accelerate various popular medical imaging applications, such as CT, MRI, image processing, 

and data visualization. It begins by introducing the basic GPU architecture and its programming 

model, which establishes a solid understanding on how general computing tasks must be structured 

and implemented on the GPU to achieve the desired high speedups. Next, it examines a number 

of standard 2D and 3D medical imaging operators, such as filtering, sampling, statistical analysis, 

transforms, projectors, etc., and explains how these can be effectively accelerated on the GPU. Finally, 

it puts this all together by describing the full GPU accelerated computing pipeline for a representative 

set of medical imaging applications, such as analytical and iterative CT, MRI, image enhancement 

chains, and volume visualization.”

Here are some pictures we took at the course. After the course my advisor Prof. Klaus Mueller and I 

enjoyed a nice glass of Mexican-style Margarita at the Café Coyote in the historic Old Town San Diego. 

Also, at the poster session we met two researchers from KAIST. Below is a picture with them in front of 

my poster that describes my new algorithm for metal artifact reconstruction in medical CT.  

By. Sungsoo Ha

SUNY Korea

Teaching a Course 

at the SPIE Medical Imaging 

Conference in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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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Korea News

My RPE Experience

By. Duin Back

SUNY Korea

RPE, an acronym for Research Proficiency Exam 

is the first gateway to Ph.D degree in Stony Brook 

University. In the RPE, a Ph.D student should prove 

his/her capability to do research by presenting 

thorough survey on a specific research topic 

and discovering the immanent but unperceived 

existing problems. Once you finish the RPE, you 

are not a Ph.D student anymore, you become 

Ph.D candidate. 

For me, the preparation for the RPE was not 

easy, since I had some difficulty in determining 

my research topic. As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 I have had tough time to 

get used to the topics in Computer Science. 

Moreover, what interested me in EE life were not 

software-related courses, but some hardware-

related courses such as circuit theory, and control 

theory. Thus, I had to wander around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examining various research 

topics in computer science, e.g. network security 

and protocol design.  

After searching through many topics, I finally 

determined my research topic, incentive 

mechanisms for crowdsourcing. Honestly 

speaking, I thought just deciding the research 

topic would be more than a half way point. Gosh! 

It turned out to be just a first step to the voyage 

to the RPE. Since I was a bit behind the schedule 

that I originally planned, I had to spur myself on 

doing the literature review. 

For the literature review, I had to read through 

about 90 papers related to incentive mechanisms 

for crowdsourcing, including those for P2P (peer-

to-peer) computing network. However, doing a 

survey was not just about reading the papers, but 

it was about summarizing them and discovering 

the important and still-not-solved problem. It was 

far more than reading and presenting the papers. 

After managing to do the literature review, I 

devised three research challenges and proposed 

the preliminary solutions for those challenges. 

Thankfully, those research challenges are the 

first works that deal with the underlying problems 

in incentive mechanisms for crowdsourcing. 

Though they are brand-new ones, it doesn’t look 

that much easy to perfectly solve and prove the 

superiority over the existing works, but still looks 

promising. 

On 17th, Feb, 2016, I gave a presentation on my 

RPE. In the presentation, three faculty members 

attended, one is my advisor, another is the 

one in SUNY Korea, and the other one is from 

Stony Brook. Although I had to use Skype for 

the presentation due to the physical limitation, 

the presentation was quite helpful. I got many 

insightful comments from the faculties. 

After finishing the RPE presentation, though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just the fact that I finished 

the RPE gave me the feeling of achievement 

and relief. In addition, I feel somewhat aware of 

how to approach the subject and figure out the 

underlying problems and most importantly, how to 

solv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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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식 

향후 소식 - 미래융합포럼      46

제 3차 미래융합포럼 -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제 4차 

포스텍 미래융합포럼

다음달 4월 6일, 제 4차 포스텍 미래융합포럼에서

는 국제사회 재해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유엔(The United Nations) 전문가 

초청을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래융합포럼 개요

• 일시: 2016년 4월 6일 (수), 14:00~16:00

• 장소: 미래IT융합연구원 C5 1층 컨퍼런스 홀

• 주제: Building a disaster Resilient World

• 주최: 창의IT융합공학과 / 미래IT융합연구원

• 후원: SAMSUNG

• 문의: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포스텍미래IT융합포럼)

Sanjaya Bhatia 대표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UN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UNISDR: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혼

란을 경감시키고자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전략기구

[경력]

-Government of India

-The World Bank

-The United Nations

[학력]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University (MA)

       유엔재해경감인천사무소

       (UNISDR ONEA-GETI)

UNISDR의 동북아사무소(ONEA) 및 국제방재교육훈련

연수원(GETI)은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사회로 거듭

나는 것을 목표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재해위험경감-기

후변화적응-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방재 전문가단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UNISDR ONEA-GETI는 세계-권역-국가-도시 차원의 

2015-2030 센다이재해위험경감강령 실천 지원과 재해

위험경감-기후변화적응-지속가능한 개발(DRR-CCA-

SDG)의 방재역량 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세계 각국-

도시-민간단체의 재해위험 인식제고 및 방재행동계획 

기술이전을 위한 온라인-오픈라인 교육훈련, UNISDR

네트워크를 통해 DRR-CCA-SDG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접근 촉진, 세계재해극복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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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6 개최

제 4회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이 올해 5월 17일에

서 5월 20일까지 총 4일간 서울 코엑스에 개최됩

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대 IT/전자 종

합전시회인 'WORLD IT SHOW' 와 공동개최를 

통해 창의·융합 교육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6 개요

• 행사명: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2016

• 일자: 2016년 5월 17일(화) ~ 20일(금), 4일간

• 장소: 서울 코엑스 1F HALL A1

• Slogan: Imagination and Convergence for 

better Tomorrow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포스텍, 연세대,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Creative ICT Convergence Korea 

향후 소식 -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0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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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

•후원기업•

후원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