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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학협력의 메카 ‘우정정보통신관 개관’
동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신축기금 쾌척.. 3년만에 완공
지하 1층, 지상 6층 최첨단 인텔리전트 시설.. 경쟁력 강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IT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신

축 건물 ‘우정정보통신관’이 드

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보통신대학(학장 정지채 교

수)은 지난 2009년 9월 IT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IT 전문 

교육 및 연구시설로 활용할 정

보통신대학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가진지 3년만인 

지난해 11월 7일 ‘우정정보통신

관’이란 이름과 함께 성대한 준

공식을 가졌다.

‘우정정보통신관’은 고려대학

교 동문이자 대학의 IT산업 역

량이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축기금을 쾌척한 부영그룹 이

중근 회장의 뜻을 받들며,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붙여 건

물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 

안암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앞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 회

장 내외와 김병철 고려대 총장

을 비롯해 홍일식, 이기수 전 총

장, 정지채 정보통신대학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과 부영그룹 

임직원 일동, 고려대 관계자들

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

한 준공식과 함께 고려대학교에 

건물 기증서를 전달하는 기증식

도 함께 이뤄졌다.

김병철 고려대 총장에게 기증

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중근 

회장은 “우정정보통신관의 준

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
앞으로 정보통신대학 나아가 고

려대학교가 IT Korea의 베이스

캠프 역할과 함께 우수인재 육

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길 바란

다”며 우정정보통신관의 준공

을 축하했다. 

연면적 5,345㎡(1,616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

진 우정정보통신관은 강의실, 

연구실, 회의장 등 다양한 학습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각 

층마다 최첨단 인텔리전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학생뿐

만 아니라 우정정보통신관을 이

용하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쾌

적하고 유용한 학습 공간을 제

공 받아 학업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층에 위치한 대형 강의

실은 야외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어 꽉 막힌 강의실에서 답답

함을 느꼈던 학생들에게 탁 트

인 공간을 제공하며, 야외 테라

스에서는 안암캠퍼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1층 로비에는 정보통신대 학

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으며, 잠시의 시

간 동안 인터넷 서핑, 자료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비

해 놓았다.

정보통신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우정정보통신관의 준공으

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관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통

신대학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향

상시키고, IT Korea의 국제적 

리더십과 경쟁력을 구축하여 정

보통신분야의 독보적인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을 내비쳤다.

이번 준공으로 정보통신대학

은 WCU(World Class Uni-

versity)사업으로 미국과 유럽

에서도 명성 있는 해외학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단과대학 중 최고를 자랑하는 

43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된 인

적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

를 일으켜 국내외 우수 학생 유

치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채 정보통신대학장은 “우
정정보통신관 준공으로 정보통

신대학이 IT 분야의 산학 협동

을 촉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IT 전문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여 미

래 정보통신 신기술을 연구·개

발하고, IT 융합 테크놀로지 인

재를 양성해 산학협력의 메카

로 키워갈 예정이다”라고 앞으

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대학은 지난 11

월 22일부터 3차에 걸쳐 신축건

물로의 이전을 진행했으며, 12

월 16일 우정정보통신관 1층 로

비에서 정지채 학장, 백두권 전 

학장을 비롯해 정보통신대학 교

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또한 

오는 2012년 1학기부터의 강의

는 100% 신축건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홍보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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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사업단, WCU 최우수사업단 선정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1위 ‘기염’

고려대학교의 뇌공학융합기

술연구사업단(사업단장 이성환 

교수)이 3년 연속 WCU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

성 사업(World Class Univer-

sity, 약칭 WCU)은 新성장동

력 분야의 국가 핵심인재 양성 

및 세계적 연구를 선도하는 연

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유

치하여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

하고, 나아가 대학의 국제적 경

쟁력을 제고하기위해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지난 2008년에 도

입한 교육부문 국가발전 사업

이다. 2008년부터 연간 1,650

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올해

까지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

재단은 1년 동안의 성과 진단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교

육 및 연구 성과, 해외 학자 활

용도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

으며, 지난해 9월부터 10월 중

순까지 3차 연차 평가가 실시되

었다. WCU 사업단은 이번 3차 

연차 평가에서 1유형(전공 또는 

학과 개설)에 속한 34개의 대형 

사업단 중에서 최우수 성과를 

나타내어 ‘S’등급을 받았다.

지난 1, 2차 평가에서도 최우

수사업단으로 선정된 고려대 

WCU 사업단은 3차 평가에서

도 최우수로 선정되면서 명실

상부한 최우수사업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현재 고려대 WCU 뇌공학융

합기술연구사업단은 사업단장

인 이성환 뇌공학과 주임교수

를 필두로 12명의 국내외 석학

들이 뇌공학 연구와 후학 양성

에 힘쓰고 있다.

이성환 사업단장 겸 뇌공학 

주임교수는 “앞으로도 국내 최

고의 뇌공학 전문가를 함양하고 

배출하는 일을 지속하며 해외 

유수의 연구소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뇌공

학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

다”라고 말했다.

BK21 소프트웨어
사업단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BK21 소프

트웨어사업단은 지난해 8

월 12일 강재우 교수의 초

청으로 구글(Google) 본사 

연구원인 고정우, 전지운 박

사를 초빙해 최신 검색엔진 

동향 및 기술을 소개하는 자

리를 마련했다.

고정우 박사는 전 세계적

으로 많은 수의 사용자를 확

보하고 있는 Gmail의 동작 

메커니즘과 대용량 메일 데

이터관리 기술을 소개하였

으며, 전지운 박사는 구글

의 발전된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한 객관적인 뉴스 랭킹

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자유

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이번 세미나

를 통해 현재 최고의 IT기업

으로 평가받는 구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현

직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

고 있는 연구원들을 통해 해

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

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Google 연구원 초청 강연

이희조 교수팀, 지경부 연구 과제 ‘수주’

한국정보처리학회 전문가 초청
다양한 연구 소개 및 발전 논의

지경부·MS社와 S/W보안 취약 자동분석 연구 진행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이희조 교수(컴퓨터보안) 연구

팀이 마이크로소프트(Micro-

soft, 이하 MS)사, 지식경제부

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연

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란 정상

적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

웨어 버그로 공격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

한다. MS사의 윈도우즈는 전 

세계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

히 국내에서는 90% 이상의 PC

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

고 있어 윈도우즈 기반 프로그

램들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건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MS 연구소

와 함께 윈도우즈 기반 소프트

웨어 취약점을 점검하고 분석하

기 위한 자동화 분석 기술 연구

를 수행하게 된다. 이 교수는 “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3일 고려대학교 

BK21 소프트웨어 산학연공동

사업단과 컴퓨터·정보통신연

구소 주관으로 한국정보처리학

회가 단기강좌를 개최했다. 이

번 강좌의 주제는 ‘생명의료와 

정보기술융합’이었다.

최근 들어 ‘개인 맞춤형 의료’
라는 개념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의 과거 병력, 

가족력, 혈압, 혈당과 같은 개

인 의료기록과 더불어 환자 고

유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환

자의 질병에 최적화된 치료법

을 선택하거나, 약물 거부반응

이 적은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

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러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환자들의 유전체 

정보와 의학적 특징을 포함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확보, 분석 및 

실제 서비스에 응용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의료계와 정보통신 기

술의 융합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좌에는 프로그램 위

원장인 고려대학교 강재우 교

수를 비롯해 고려대 의대 김훈

엽, 박길홍 교수, 한독약품 배진

건 고문, 서울대 김선 교수, 카

톨릭 의대 조재형 교수, 삼성종

합기술원 이슬 박사, 경희대 이

승룡 교수 등 생명의료 분야에

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료 

및 정보기술융합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

의가 이뤄졌다.

‘생명의료와 정보기술융합’ 강좌

Korea University 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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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안/내

1  면 - 특집

IT산학협력의 메카 ‘우정정보통신관 개관’
- 동문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신축기금 쾌척.. 3년만에 완공

- 지하 1층, 지상 6층 최첨단 인텔리전트 시설.. 경쟁력 강화

2  면 - 종합

뇌공학사업단, WCU 최우수사업단 선정
-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1위 ‘기염’

BK21 소프트웨어사업단 세미나 개최
- Google 연구원 초청 강연

이희조 교수팀, 지경부 연구 과제 ‘수주’
- 지경부·MS社와 S/W보안 취약 자동분석 연구 진행

‘생명의료와 정보기술융합’ 강좌
- 한국정보처리학회 전문가 초청

- 다양한 연구 소개 및 발전 논의

3  면 - 종합

고대 사상 최초, ACM-ICPC World Final ‘쾌거’
- 최진영 교수 코치 정재헌, 이동호, 김상일 학생

- 국내외 80여 개 팀 경합.. 전체 5위 ‘금상’수상

정보통신대학,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입상
- 특허전략수립 부문.. 백두권 교수 연구실 2개 팀

정보통신대학 재학생 학부모 간담회 개최

박정훈씨, 한국정보처리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4  면 - 학술

Haptic Feedback Cues Can Improve Human Per-

ceptual Awareness in Multi-Robots Teleoperation
- 논문 소개, 김준석 석사

강재우 교수, ACM CIKM DTMBIO 2011에 

논문 발표

- Consensus 랭킹 알고리즘 기반 검색 시스템 개발 ‘귀추 주목’

이성환 교수팀, IEEE 최우수논문상 수상
- 국내 최초로 ‘Lotfi Zadeh Best Paper Award’

5  면 - 학술

PFS: Probabilistic Filter Scheduling Against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s
- 논문 소개, 서동원 박사

IT분야 최고 권위 매거진 ‘Proceedings of the IEEE’
에 스마트그리드 보안논문 게재

- 이희조 교수팀·CMU연구팀과 공동 저술

“이상근 교수·美 IBM Kun-Lung Wu 박사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싣는다”
- 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紙

6  면 - 인터뷰

‘S/W 인재 양성을 위해 컨버전스 확대 되어야’
- LG전자 황정환 상무에게 듣는 S/W 산업의 인재 양성 방안

7  면 - 대학

11대 학생회장 이상윤 당선
- ‘소통’ 통한 따뜻한 학교 만들기 최선 다짐

이의종 학생, 인터넷 윤리 공모전 입상

- 인터넷 윤리분야 활성화 위한 논문 공모... 장려상 수상

2011학년도 1학기 특대생 상장 전달

정보과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 선정
- 백두권 교수 연구실 설광수, 손지성 각각 선정돼

8  면 - 교수

이원준 교수, 가헌학술상 수상
- 정보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백두권 교수, 시뮬레이션학회 공로상 수상

- 20년 넘게 국내 시뮬레이션 발전에 중추적 역할 담당

이희조 교수, 미얀마 정보보호 정책 자문
- 안철수연구소 등과 함께 개도국에 선진 기술 전수

이석주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 20여 년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여

강재우 교수, PTC국제측허 출원

이성환 교수, ‘한국인 최초’
SMC학회 부회장 선출
- 2013년까지 학회 주관 학술대회 결정권 등 보유하게 돼

9  면 - 의견

‘소통’을 통한 발전
- 11대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장 이상윤

학창 추억 꼭 만들자
- 조성식 (주)에이전트 소프트 지식공학연구소장

정보통신대학의 국제화에 대하여
- 김정현 정보통신대학 인간컴퓨터상호작용 교수

10  면 - 취업

국내외 경제악재 불구 게임업계 채용 ‘맑음’
-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적극 나서

‘모바일 게임 산업의 전망과 취업’ 
 컴투스 박지영 대표에게 듣는다

- “진화하는 S/W 트렌드 읽어낼 수 있는 감각 길러야”

11  면 - 발전기금

12  면 - 기부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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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대학생프로그

래밍경시대회(ACM-ICPC)의 

World Final에 진출하는 쾌거

를 이뤘다. 이는 고려대학교 사

상 최초이다.

지난 2011년 11월 4일부터 

이틀간 대전 KAIST에서 펼쳐

진 ‘제11회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

보통신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The_Longest_TeamName-

On_ACMICPC’팀이 3위에 입

상하며 금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대학 최진영 교수가 

코치를 맡고 있는 이 팀은 정재

헌, 이동호(이상 학부 2학년), 김

상일(학부 1학년)군으로 구성됐

으며, 특히 세 명 모두 국제올림

피아드 경험이 전무한 학부 1, 2

학년생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

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

정보화진흥원과 ACM(Associa 

tion for Computing Machin-

ery)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

으며, 국제대학생프로그래밍경

시대회의 아시아지역 예선과 본

선을 겸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서는 442팀 1,326명의 학생이 

온라인 예선을 치뤘으며, 이중 

230명(국내 79팀, 해외1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쟁을 벌였

으며, 서울대학교 ‘SUNG..’팀
이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학

교의 ‘The_Longest_Team-

NameOn_ACMICPC’팀이 학

교 순위 3위, 전체 5위를 차지

하며 금상을 수상했다. 각 지역

대회의 1위 팀은 자동적으로 최

종 결선무대에 오를 수 있는 출

전권이 주어지며 차 순위 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선에 오

를 팀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선

에 오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KAIST에서 대부분의 출전권

을 나눠 갖다시피 하는 상황에

서 고려대학교가 KAIST를 꺾

고 출전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지도교수인 최진영 교수는 이

번 수상에 대해 “국제정보올림

피아드 참가를 경험하지도 못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 매

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번 수상 및 결선 진출이라는 쾌

거로 더욱 우수한 학생들을 고

려대학교로 이끌게 하여 학교의 

입지가 경쟁 대학과 비교해 우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수

상소감을 밝혔다.

2012 ACM-ICPC World 

Final은 오는 5월 14일부터 18

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

최된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매년 국내 

정보올림피아드 여름/겨울학교

를 진행하여 과학영재들을 꾸준

히 배출하고 있으며, 최진영 교

수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역임

하고 있다.

2012년 2월 9일 정보통신신문 종합

지난 2011년 11월 16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우

정정보통신관 604호 최고

위 강의실에서 정보통신대

학 재학생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정지채 학장의 환영

사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

는 재학생 학부모 100여 명

이 참석해 대학소개 및 학부

모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

며, 정보통신대학 동문인 한

국 IBM 이관호 본부장을 초

청해 ‘정보통신과 진로’를 주

제로 강연을 하는 자리를 마

련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생활관 식당에 뷔페를 마련

해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이

어 나갔다.

정보통신대학 재학생 
학부모 간담회 개최 특허전략수립 부문.. 백두권 교수 연구실 2개 팀

박정훈씨, 
한국정보처리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정보통신대학 학생들이 특허

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하

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1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

시아드’에서 특허전략 수립 부

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대학 백두권 교수 연

구실 소속인 이들은 정현준(박

사과정), 이지윤, 배정주(이상 

석사과정) 학생이 신한은행이 

시상하는 은행장상 부문에서, 

이종현, 심형남(이상 석사과정) 

학생이 LG전자가 수상하는 기

업CEO상 부문에서 각각 수상

했으며, 지난 12월 12일 코엑 

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이 열

렸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

드는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

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한 

산학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으

로 기업이 문제를 출제하고 대

학(원)생들이 해결책을 제시한

다. 특히 수상자들이 기업에 필

요로 하는 지식재산 실전형 인

재로 기업의 특허실무에 곧바

로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인재

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선

호한다.

실제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

원이 지난해 취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취업 대상 수상자의 

84.3%가 취업에 성공해 이 대

회가 취업 보증수표임을 증명해

줬다.

지난 2008년부터 4회째를 맞

은 이 대회는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가능성을 판단하는 선행기

술 조사부문과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 개발 전략 및 특

허획득 방향을 수립하는 특허전

략 수립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

었으며, 46개의 후원기관이 문

제를 출제하고 총 99개 대학에

서 3,210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

쟁을 벌였다.

정보통신대학,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입상

고대 사상 최초, ACM-ICPC World Final ‘쾌거’
코치 최진영 교수 정재헌, 이동호, 김상일 학생
국내외 80여 개 팀 경합.. 전체 5위 ‘금상’ 수상

고려대학교 최초로 ACM-ICPC 파이널에 진출한 정보통신대학 이동호, 정재헌, 김상일 학생 (오른쪽부터)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일

까지 양일간 열린 한국정보처리

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

회에서 고려대학교 박정훈 대학

원생(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정훈씨는 소프트웨어공학

부문에서 「기업용 SNS를 활

용한 SW 유지보수 프로세스 연

구」(공저 박정훈, 이정빈, 이동

현, 인호)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

해 최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는 전문

분야별 12개 그룹으로 나눠져 

총 4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

기에 수상의 영예가 더욱 크다.

한국정보처리학회는 1만 3천

여 명이 넘는 회원들과 굴지의 

IT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

하는 IT 정보기술 분야의 대표

적인 학회로 매년 2회의 학술발

표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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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tic Feedback Cues Can Improve Human Perceptual 
Awareness in Multi-Robots Teleoperation

Hyoung Il Son, 
Lewis L. Chuang, 

Junsuk Kim, 
Heinrich H. Bulthoff

(Introduction)
Force cues in haptic devices 

can improve one’s sense of prop-
rioception, which could, in turn, 
improve control performance. 
For example, providing human 
operators with force cues from a 
spring loading control improves 
their positioning accuracy of a 
control joystick. With this in 
mind, bilateral teleoperation sys-
tems present an area of interest 
that could similarly benefit from 
force feedback cues. In such sys-
tems, the bilaterally controlled 

teleoperator transmits a posi-
tion command from the master 
(i.e., haptic device) to a slave 
device (i.e., robotic manipula-
tor) at a remote site. Meanwhile, 
the forces that are encountered 
by the slave can be transmitted 
back to the teleoperator. A more 
specific scenario is one that re-
quires human operators to re-
motely control the movement of 
multiple robots (e.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lthough force cues are gener-
ally expected to enhance perfor-
mance, there are inherent issues 
concerning their application that 
should not be ignored. First, force 
feedback can cause instability in 
the system when time delays are 
present in the master-slave com-

munication channel. Second, 
enabling force feedback often 
requires bulky master devices 
and slave robots that might be 
impractical for their intended 
environments (e.g., aerospace).  
Third, enabling force feedback 
often results in higher imple-
mentational and developmental 
costs. Finally, the design of ben-
eficial haptic force feedback de-
pends on multiple factors, such 
as the haptic device’s perfor-
mance as well as the quality of 
the force feedback that it trans-
mits. Complex issues pertain to 
their specific design and desired 
contributions that are not easily 
generalizable across application 
scenarios. Given the above, it is 
appropriate to ask whether force 
feedback can induce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eleoperation 
performance in the first place.

Mobile robot teleoperation 
poses an interesting scenario 
that warrants further investiga-
tion on the benefits of force cues. 
In contrast to conventional tele-
operation applications (e.g., tele-
surgery), there is no measurable 
or available contact force be-
tween the remote robot and its 

environment that can be directly 
fed back to the teleoperator. In 
fact, effective teleoperation of 
mobile robot often require the 
teleoperator to avoid collisions 
and to minimize such contact 
forces. Therefore, force cues have 
to be fabricated for mobile robot 
teleoperation by using artificial 
force fields (AFFs).

This raises several issues. 
First, does the benefit of such 
fabricated forces improve teleop-
eration performance? In a recent 
study, the effectiveness of vari-
ous AFFs for collision avoidance 
was evaluated in the teleopera-
tion of a single UAV. However, 
their results were obtained in 
an offline simulation and did not 
test human participants. This 
work did not demonstrate an ad-
ditional benefit of force cues on 
performance. 

Moreover, it is not clear if 
force cues can deliver a signifi-
cant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e first place, so as to justify 
their implementation. In fact, it 
could even be argued that fabri-
cated forces might impair per-
formance by introducing unnec-
essary perturbations. It is worth 

bearing in mind that these listed 
issues are further complicated 
when a collective swarm of ro-
bots (e.g., multi-UAVs) are in-
volved. Multi-robot systems can 
be preferable for their ability to 
increase spatial domain cover-
age as well as their robustness 
to single point failures. However, 
they also more complex systems 
in terms of their dynamics and 
the level of autonomy accorded 
to comprising robots. Therefore, 
the exact contribution of force 
feedback to the control of multi-
robot systems remains unclear.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performance increment that is 
achieved by providing additional 
force cues. We do so by compar-
ing four different implementa-
tions of force cues to a bench-
mark condition wherein only 
visual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no force cues are provided. 
Performance is measured in 
terms of the perceptual sensitiv-
ity of the teloperator to obstacles 
that are nearby to the remote 
multi-UAVs.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강

재우 교수 연구실의 논문이 국

제학술대회에 발표됐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 영

국 Glasgow에서 개최된 ACM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

ment, Workshop on Data 

and Text Mining in Biomed-

ical Informatics(ACM CIKM 

DTMBIO 2011)에서 강재우 

교수 연구팀은 논문 ‘BOSS: A 

Biomedical Object Search 

System’을 발표했다.

BOSS는 강재우 연구실에서 

개발한 Consensus 랭킹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cancer 

suppressor genes’ 또는 ‘pro-

teins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와 같은 질의가 입력되

었을 경우 질의어를 포함하는 문

서만을 보여주는 종전의 검색 방

식과는 달리 질의어의 context

를 고려한 Biomedical Entity

를 랭킹하여 보여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강 교수 연구팀의 Con-

sensus 기반 랭킹 알고리즘 및 

검색 방법은 국제특허(PTC) 등

록을 위해 현재 출원 중이다. 특

히 이 방식은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된 Biomedical 관련 분야 

외에도 영화, 상품, SNS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 앞으

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뇌

공학과의 이성환 교수의 연구팀

이 IEEE 국제학술대회에서 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계림 Sheraton 

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IEEE 

기계 학습 및 사이버네틱스 국

제학술대회(IEEE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Ma-

chine Learning and Cyber-

netics)’에서 이성환 교수의 연

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최우수논

문에 선정돼 Lotfi Zadeh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국

내 학자가 이 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전 세

계에서 총 300여 편의 연구 논

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교수 연

구팀의 논문은 연구 결과의 독

창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논

문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논

문은 ‘Combination of Manual 

and Non-Manual Features 

for Sign Language Recog-

nition Based on Conditional 

Random Field and Active 

Appearance Model(조건부 랜

덤 필드와 능동 외형 모델에 기

반한 수화 인식을 위한 손동작 

특징과 비 손동작 특징의 결합)’
으로 기계 학습 기법을 바탕으

로 컴퓨터가 각종 수화 동작을 

자동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특히 손동작으로 

전달되는 수화 표현과 얼굴 표

정으로 전달되는 수화 표현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독창적

인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논문의 제1저자인 양희덕 

박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이 교수

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9년부터 조선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뇌공학과 주임교수인 이성환 

교수는 고려대학교 뇌공학융합

기술연구사업단의 사업단장직

을 겸하고 있다. 뇌공학 사업단

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실

시된 WCU 연차평가에서 최우

수 성과를 나타내 ‘S’등급을 받

아 2009년부터 3년 연속 최우

수사업단에 선정돼 화제를 모으

기도 했다.

Consensus 랭킹 알고리즘 기반
 검색 시스템 개발 ‘귀추 주목’

이성환 교수팀, IEEE 최우수논문상 수상강재우 교수, ACM CIKM DTMBIO 2011에 논문 발표

국내 최초로 ‘Lotfi Zadeh Best Paper Award’

5면 우측 하단 논문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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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Probabilistic Filter Scheduling 
Against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s

Dongwon Seo,
Heejo Lee,and 

Adrian Perrig

Distributed denial-of-service 
(DDoS) attacks have recently 
again become severe due to the 
emergence of powerful DDoS 
attack automation tools and 
botnets. DDoS attackers have di-
verse goals, such as racketeering 
and political motivation. For in-
stance, a political motivated inci-
dent occurred on July 7th, 2009, 
the DDoS attack in South Korea 
and the U.S., the so called 7.7 
DDoS attack. The attacks target-
ed major portal sites in South Ko-
rea and several U.S. government 

agencies. This incident implies 
that DDoS attacks are still preva-
lent in the current Internet.

Many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to defeat DDoS attacks, 
and a filter-based DDoS defense 
is effective to defend against 
both victim resource and link 
resource attacks. It installs fil-
ters (rules) to intermediate filter 
routers to block undesired flows. 
However, the challenges are how 
to propagate filters for the effec-
tive defense and how to manage 
many filters under limited rout-
er resources. Of the filter-based 
DDoS defenses, Active Internet 
Traffic Filtering (AITF), consid-
ered as one of the most complete 

works on filter-based DDoS de-
fenses, addresses the challenges. 
It adopts two techniques: a record 
route (RR) to propagate filters 
and rate limiting to handle the 
number of filters. Nevertheless, 
the techniques are insufficient 
for three reasons: impractical 
path identification, vulnerable to 
filter flooding attack, and many 
required changes to the network 
infrastructure. Consequently, 
a viable filter-based approach 
should provide a solution to the 
following problems: 1) how to 
practically identify attack paths, 
2) how to propagate filters to the 
optimal locations (filter routers), 
and 3) how to manage many fil-
ters to retain the most effective 
ones. Hence, the filter schedul-
ing problem is to find a solution 
to these three challeng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a novel filter-based 
DDoS defense mechanism, 
termed PFS (Probabilistic Filter 
Scheduling), leveraging probabi-
listic packet marking and a filter 
scheduling policy. Filter rout-
ers employ probabilistic packet 

marking to identify attack paths 
and to propagate filters. The vic-
tim collects the markings and 
determines which filter router 
is forwarding the undesired 
flow. Moreover, we adopt a filter 
scheduling policy for filter selec-
tion, because filter routers can 
suffer from a flood of filter re-
quests. The filter scheduling pol-
icy decides which filter should be 
installed and which filter should 
be evicted. Each filter router 
computes filter scores (priorities) 
depending on how frequently 
and recently its filters are used; 
therefore, the filter router keeps 
actively used filters, whereas, it 
evicts useless filter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no existing 
work addresses the filter sched-
uling problem, and we attempt 
to solve it via probabilistic pack-
et marking and a filter schedul-
ing policy.

In our experiments based on 
Internet-like topologies, PFS 
shows 44% higher defense ef-
fectiveness than existing filter-
based approaches, such as AITF, 
that does not adopt the filter 

scheduling policy.
Key contributions of our work 

are threefold:
1) PFS is able to defend against 

both victim resource attacks and 
link resource attacks: the victim 
can receive up to 45% of legiti-
mate traffic even if attackers at-
tempt to saturate the link with 
attack traffic.

2) PFS propagates the filters 
to the best locations among fil-
ter routers: the effectiveness can 
be maximized when the filters 
are deployed on the filter router 
close to the attack source. PFS 
probes the origin of attack traf-
fic and installs the filters close to 
attackers.

3) PFS adopts the filter sched-
uling policy to manage many 
received filters on filter routers 
that have limited resources: a 
filter router may receive many 
filters from victims, and PFS 
determines the best-k filters to 
maximize the blocking of unde-
sired flows.

이희조 교수팀·CMU연구팀과 공동 저술

“이상근 교수·美 IBM Kun-Lung Wu 
박사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싣는다”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가 카

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과 공동 

저술한 논문이 IT분야 최고 권

위의 학술지인 Proceedings 

of the IEEE(인용지수: 5.151)

의 2012년 1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yber-Physical 

Security of a Smart Grid 

Infrastructure’이며,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에서 보

안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연

구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의 중

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는 에너

지 생산, 공급, 유통, 소모에 이

르는 전 과정을 IT기기를 이용

하여 자동화하는 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

부 역시 지난 2011년 9.15 정

전사태와 같은 국가적 정전 위

협이 될 수 있는 전력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그

리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하지만 IT기술을 바탕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IT보안 문제

점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공격은 전기를 훔치거나 국

가 전체가 정전되는 일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

마트그리드 보안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강

국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

술이다.

이 교수는 CMU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Proceedings of the 

IEEE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보안 분야에 선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이상근 교수(컴퓨터·통신공학

부장, 이하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 성과가 이동 컴퓨팅 분야

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

는 학술지인 IEEE Transac-

tions on Mobile Computing

에 게재된다.

이 교수는 미국 IBM T. J 

Watson 연구소의 Kun-Lung 

Wu 박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

구를 통해 모바일 애드 혹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자신

의 저장 공간을 오직 자신을 위

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컴퓨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기적

인 행동을 탐지하고, 이러한 이

기적인 컴퓨터가 존재하는 모바

일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 우수한 성능을 가져오는 새

로운 협력 데이터 복사 기법을 

제시하는 ‘Handling Selfish-

ness in Replica Allocation 

over a Mobile Ad Hoc Net-

work’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전력 최소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컴퓨터의 이기적 행동에 주목

하여 이기적 데이터 복사 문제

를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실세

계에서의 친구 맺기를 모델링

하여 컴퓨터가 개별적으로 친

구 컴퓨터를 찾아 데이터 복사

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가용

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통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증

명하였다.

이 교수 연구팀의 이러한 성

과는 그린 IT분야 및 스마트 장

치간의 콘텐츠 공유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 연구팀

의 논문은 오는 2012년 2월호

에 게재된다. 

IT분야 최고 권위의 매거진 ‘Proceedings of 
the IEEE’ 에 스마트그리드 보안논문 게재

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紙

논문 설명
Haptic Feedback Cues Can 
Improve Human Percep-
tual Awareness in Multi-

Robots Teleoperation

PFS: Probabilistic Filter 
Scheduling 

Against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s

정보통신대학 뇌공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김준석 군의 논

문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

tems에서 outstanding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정보통신대학 컴퓨터보안연구

실 박사과정인 서동원 군이 2011

년 10월 IEEE LCN 국제 학술대

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가장 

뛰어난 연구결과로 선정돼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하단 논문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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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

재 발굴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특히 최

근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소

프트웨어 분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LG전자의 소프

트웨어 플랫폼 연구소장 황정

환 상무를 만나 소프트웨어 인

력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현황

을 들어봤다.

LG전자가 도입한 소프트웨어 아

키텍트 제도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란 특정 

제품군의 S/W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설계검증을 주도하는 

개발자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인력 중 추천을 받고 교육과정

과 과제 수행을 마친 뒤 심사를 

통해서 선발되면 분야를 넘나드

는 연구를 할 수 있다. 2010년 

도입 후 24명, 전년도에 39명을 

배출했고, 금년에는 전년도의 

두 배가 넘는 개발자를 확보하

는 것이 목표다.

지경부 산하 정보통신진흥원과 IT

와 S/W분야에서 연구과제로 수행

되는 ‘IT/SW 창의 연구 과정’으로 

10개 프로젝트 팀을 모집했는데.

LG전자는 지정 과제 4개와 

자유 과제 5개로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 프로

젝트 외에도 매년 다양한 프로

젝트들을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국

내 인재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창의력을 얻으며, 인재 확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례

적인 프로젝트들 보다는 객관화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모집 분

야도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한다. 이를테면 임베디드 소

프트웨어 협의회에서는 매년 소

프트웨어 공모대전을 개최하는 

데 작년의 경우 약 700 여 팀이 

참가하여 56개 팀이 입상을 했

다. 특히 LG전자 스마트 첼린지 

부문의 입상자에게 한해서는 인

턴 기회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학생들의 경우 회사에서 연구개

발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업무 

방향과 목표,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함으로 본인의 스킬업과 이

력에도 도움이 되며, 대학의 경

우에도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다.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도 있

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참여도나 수

상 내역이 상당히 저조하다.

왜 소프트웨어 분야가 산업의 핵

심으로 부각되고 있을까?

소프트웨어는 문화다. 솔루션

을 파는 것이며 서비스다. 아이

폰의 출시는 스마트폰 시장을 대

변혁시켰고, 구글도 안드로이드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적 현상을 

가꾸고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그 시작점이 아이폰이다.

아이폰 이후 소프트웨어의 경

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좌

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 대

표적으로 애플의 경우를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

어를 자체 생산하지는 않는다.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에도 애플은 승승장구하고 있

다. 경쟁력의 기반이 소프트웨

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하드웨

어만을 고집했던 일본을 보라. 

노동생산성과 품질로는 세계 최

고를 자랑하지만 닌텐도를 빼놓

고는 내세울만한 소프트웨어 회

사가 없다. 즉, 소프트웨어 기반

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도 아직은 산업에

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 다만 주변국들을 둘러보

면서 이 분야에서 뒤쳐지게 될 

경우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생

각하다보니 기업과 국가 모두

가 핵심 산업으로 책정하고 육

성하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어떠한지.

물론 몇 개의 경우는 세계 시

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지만 

언급했다시피 이 분야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

하다고 본다. 업계 상위로 꼽을 

수 있는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

북 등을 보면 인터넷 기반, 에코 

시스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뒤쳐진다. 또

한 기술이 좋아도 시장이 협소

하며, 문화적 한계, 투자 시스템

의 부재, 지식사업인식부족, 불

법 복제만연의 상황 등도 경쟁

력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개발자

가 아닌 기능공을 양산하게 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

해서 조언한다면.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히

트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고 치자. 발주처에 아이디어가 다 

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있

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

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즉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어디에 있느

냐에 따라서 산업의 활성화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

우에는 그 권리가 발주처에 있

다. 그러나 국내에는 엔지니어

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니 국내

에서는 복제가 판을 칠 수 밖에 

없고 이는 가격 경쟁력 하락이

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만일 미국처럼 권리가 발주처

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화나 사회 전

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발주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공급자가 생기고 

공급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산

업이 확대될 것이다. 산업이 활

성화되면 엔지니어에 대한 지위

도 올라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

로 바뀌게 될 것이다.

LG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듯이 구

본준 CEO의 취임 일성이 산학

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강화하라

는 것이다. 

산학 강화를 위해서는 전년도

부터 집중 강화하고 있다. 고려

대학교를 포함하여 10개 대학

과 MOU를 체결했고, 교류회도 

11개 대학과 진행 중이다.

특히 교류회의 경우 친분이 

목적이 아니라 각 테마별로 임

원진이 대학을 방문하여 관련 

교수들과의 모임을 통해 산학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논의하고 

이후 평가와 실무협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특강도 진행하고 있는데, 임

원진이 대학에 가서 학점제 강

의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장학금 지원, 인턴

쉽제도 등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산학 협력이 더 

확대되고 더욱 체계적으로 진

행될 예정이다.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인재 육성 및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

산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대학의 기본 가치와 기업의 

기본 가치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평가 방법 자체도 다르다. 그리

고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대

학이나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기업의 상황에서 어느 

한 쪽만 변화를 요구하기는 힘

들다. 그러나 인재를 양성해 내

고, 활용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

적은 같다고 본다. 따라서 긴밀

한 연계는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의 핵심 가치인 컨버전스

가 기업과 대학에서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

우 엔지니어 부분과 문화 부분

이 공유되어야 한다. 기술과 문

화가 결합해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상품이 창출된다. 한 분

야에만 몰두해서는 기능인은 될 

수 있으나 개발자가 되기는 어

렵다. 양 쪽을 모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기업과의 관계는 지금의 과제 

베이스보다는 교차학점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

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

학은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

정하고, 실무 교육의 기회와 취

업의 기회를 기업에게 제공받으

며, 학생의 경우 학점 인정을 통

한 학위 취득과 동시에 실무 능

력을 쌓을 수 있게 되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

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고 바라

는 것은 컨슈머 인사이트다.

이공계 출신들이 졸업 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패키징을 못하는 부분이다. 구

글의 경우 ‘V8엔진’처럼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의 이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네이밍한다. 이는 

창출된 소프트웨어를 구체화시

키고 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 

히스토리를 부여한다. 이런 일

이 가능 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

‘S/W 인재 양성을 위해 컨버전스 확대 되어야’
LG전자 황정환 상무에게 듣는 S/W 산업의 인재 양성 방안

☞ 7면에서 계속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특히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뒷받

침되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중요한 것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

럼 학문의 융합 및 사고의 전환

을 통한 창의력 증진에 힘썼으

면 한다. 코딩만이 전부가 아니

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LG전자는 인재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리더중심/타겟랩/산

학협 내실화를 통한 채용 연계/

해외TC 등을 통해 인재를 확보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LG전자의 취업 팁을 전해준다면?

R&D분야의 경우 의외로 공부

만 한 사람들이 많은데 기업의 

경우 매번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해야 하는데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빠른 

적응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선호

한다. 고려대학교 출신들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리

라 생각한다.

LG의 향후 계획은?

LG그룹은 R&D에 4.9조원을 

투자하고 총 1만 5천명(대졸 신

입 6,000명 및 경력 1,500명, 

기능직 7,500명)의 인원을 채

용하고자 한다.

특히 LG의 핵심가치인 품질

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품질의 가장 기본인 소프트웨어

를 6시그마를 통해 다시금 재정

비해서 갈 것이다.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

분야와 HE(홈엔터테인먼트)분

야 모두 전년도 하반기부터 상

승 기조를 가지고 간다. 이미 준

비 중인 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

로 기대한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을 설명해 달라는 말에 황정환 

상무는 “회사가 우면동 R&D센

터를 짓고 학교를 돌며 홍보를 

할 때에 처음으로 LG전자를 가

보게 되었다. 가보니 사람을 대

하는 태도와 연구환경이 마음에 

들었다”라며 입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회사의 모토가 무엇

인가?’를 확인한 후 였다. LG의 

경우 ‘인화’로 표현되는 인간존

중의 정신, 맨 밑바닥 고객을 위

한 가치 창출인 LG Way와 정

정당당한 승부로 표현되는 경

영이념이 입사를 결정하게 만

든 요인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LG전자의 정신이자 미래

에도 지켜나갈 기업의 가치인 ‘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특성

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일당백(

내 지식을 적어도 백 사람에게 

전파하라)’,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며 LG전

자와 함께하게 되면 분명히 만

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년도 고려대 내에서 열린 기

업 입사 설명회에서 LG전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하자 공

채와 같이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집중적으로 뽑기 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이

라는 설명을 했다. 앞으로는 테

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채용을 할 계획이라며 LG전자

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

탁을 잊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보다 미래의 발전

이 더욱 기대되는 소프트웨어의 

산업.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황정환 상무

의 얘기를 꼭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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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종 학생, 인터넷 윤리 공모전 입상

정보과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 선정

인터넷 윤리분야 활성화를 위한 논문공모... 장려상 수상

백두권 교수 연구실 설광수, 손지성 각각 선정돼

2011학년도 1학기 
특대생 상장전달

‘소통’ 통한 따뜻한 학교 만들기 최선 다짐

11대 학생회장 이상윤 당선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이

의종 학생이 ‘2011 인터넷윤리 

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사단법인 인터넷윤리실천협

의회가 주관한 2011 인터넷윤

리 논문 공모전은 인터넷의 폐

해 및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학·심리학·철학·사회

학·교육학·신문방송학·IT

학 등 다양한 인터넷 윤리분야

의 연구 저변 확대 및 연구 활

성화를 목적으로 인터넷윤리

분야의 논문 공모를 진행했으

며, 총 30편의 논문이 제출됐

다. 이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

상 1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0

편을 선정했으며, 이의종 학생

의 논문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공모전의 시상은 지난 2011

년 12월 16일 한국생산성본부

(KPC, 회장 최동규)와 인터넷

윤리실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터넷윤리 Festival’
의 1부 행사로 진행됐다.

‘인터넷윤리 Festival’은 인

터넷윤리 분야의 우수한 연구

실적을 발굴 및 확보하고 정부

와 학계 간 공동 협력방안을 공

유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2부 행사에서는 인터넷윤리

교육 및 자격 활성화 전문가들

을 초청해 강연 및 좌담회를 실

시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사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최동규 회

장은 “생산성 향상은 인간존중

에서 시작되며, 정보화의 핵심

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산

에 있다”며 “인터넷윤리는 지

속 가능한 정보화 선진 한국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인터넷윤

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인

터넷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

며, 인터넷윤리와 관련한 다양

한 연구 수행 및 각종 정책과 

법 제도를 제안하여 대한민국

이 IT문화 강대국이 되는데 기

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다.

한편 이의종 학생이 속한 소

프트웨어 시스템 연구실은 지

난해 6월 25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으며, 소속 학생

들이 각종 학술대회에서 수상

하는 등 2011년 한해 관련 분

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올 한해 정보통신대학을 이끌

어 갈 제11대 정보통신대학 학

생회장에 ‘Wi-Fi’ 이상윤(10학

번)군이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9일, 10일 이틀

간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1층 

로비, 아산이학관 1층 로비에서 

이뤄진 제11대 정보통신대학학

생회장단 선거 투표에서 단일

후보로 나선 Wi-Fi 학생회는 

총 득표율 87.86%의 높은 득

표율로 당선이 됐다. 투표율은 

44.88%를 기록했다.

Wi-Fi 학생회는 ‘With In-

teraction For Innovation’의 

약칭으로 ‘소통을 통한 발전’이
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지

난 10대 학생회의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

대 학생회의 잘한 점과 못한 점

을 받아들이고 10대 학생회보

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

해 작년 명칭을 이어가기로 한 

이상윤 학생회장의 뜻이 담겨

있다.

특히 11대 학생회는 올 한해 

가장 큰 과제로 선후배간의 ‘소
통’을 강조했다. 학생회 측은 그

동안 부족했던 고학번 선배들과

의 소통을 통해 2012년 정보통

신대학 신입생들을 비롯해 저학

번 후배들과의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심공략 달성에만 의존

하지 않고 정보통신대학 학생들

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기꺼이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윤 학생회장은 “소중한 

한 표로 관심과 지지를 표해준 

정보통신대학 학우들에게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느 때보

다 깨끗하고, 따뜻한 정보통신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보통신대학은 지난 9월, 

2011학년도 1학기 학부 수석을 

차지한 오상은 학생에게 특대생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으며, 정

지채 정보통신대학장이 직접 상

장을 전달했다.

제38회 한국정보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보

통신대학의 설광수(학부) 학생

과 손지성(대학원)의 논문이 각

각 우수논문과 우수발표논문으

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서울

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는 총 390여 편의 논문이 발표

됐다. 설광수 학생은 ‘소셜 네트

워크에서 인접한 사용자 간 친

밀도 측정’ 논문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됐

으며, 손지성은 ‘소셜 러닝을 위

한 학습자 맞춤형 오답노트 시

스템’을 발표하여 전산교육시스

템 분야 우수발표논문으로 선정

됐다.



08교수 2012년 2월 9일정보통신신문

정보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여 년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여

이원준 교수, 가헌학술상 수상

이석주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

터·통신공학부의 이원준 교수

가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정보과학회 38회 정

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에서 

‘13회 가헌학술상’을 수상했다.

가헌학술상은 (주)신도리코 우

석형 회장의 후원으로 국내 최대 

컴퓨터공학 분야 학회인 한국정

보과학회가 1999년부터 정보과

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학문적 발전에 기

여한 회원 한 명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신도리코가 후원한다.

지난 2008년부터 고려대학

교 WCU 미래네트워크최적화 

기술사업단 사업단장 및 미래

네트워크연구소 연구소장을 역

임하고 있는 이 교수는 정보통

신대학, 공과대학 및 국내외 네

트워크통신 분야 교수들과 함께 

무선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국정보과학회 측은 이 교수

가 무선네트워크 관련 세계 저

명 학술지 및 IEEE INFOCOM 

등 국제학술대회 논문 30여 편

을 발표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뤘으며, 

다양한 국제학술 활동을 통해 

정보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가헌학술상을 수상하

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학술대회와 

함께 치워진 정기총회에서 ‘네
트워크 최적화 기술’이란 제목

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이희조 교수가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KISDI가 주관하는 2011

년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얀

마 정보보호 정책자문을 수행

하였다.

위 자문 사업은 국내의 정보보

호 선진기술 및 경험을 아직 그 

기반이 미약한 개도국들과 공유

하고 정보보호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

인터넷진흥원 KrCERT팀과 안

철수연구소 등 국내 정보보호분

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자문위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희조 교수는 안철수연구소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거친 

대한민국 보안 1세대로 네트워

크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6

년 필리핀, 2007년 우즈베키스

탄, 2009년 베트남에서도 국가

인터넷침해사고대응기구(Na-

tional CERT) 설립 등에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가 지

난해 10월 미국 앵커리지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 산하 시스

템·인간·사이버네틱스 학회

(Systems,Man and Cyber-

netics Society, 약칭 SMC) 이

사회에서 학술회의 담당 부회장

으로 선출됐다. IEEE SMC는 전 

세계 4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

고 있는 세계 최대 공학 학술 조

직인 IEEE 산하의 학회로서, 한

국인이 이 학회의 부회장으로 선

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부회장 선출로 이 교수

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말

까지 학술회의 담당 부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

년간 IEEE SMC 학회가 주관·

후원하는 모든 학술대회를 결정

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성환 교수는 1995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

재 뇌공학과 주임교수 겸 WCU

뇌공학융합기술연구사업단의 

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IEEE 국제학

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

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이석주 교수가 소

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서

울 EL-Tower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12회 소프트웨어산업

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

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수립

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

을 하게 됐다.

이 교수는 20년에 걸쳐 공공

기관과 기업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한 풍부

한 경험으로 SW-SOC 동반 추

진 전략을 비롯해 산업융합 표

준화 전략과 로드맵 수립,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일

조했다. 또한 ISO 21500 등 소

프트웨어 산업 분야 관련 정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를 통

해 산업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

를 현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 최고의 영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쯤은 궁금증을 가지고 검색

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질

의어를 포함하는 문서만을 

찾아주는 현재 검색 서비스

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

를 얻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강재우 교수 연구팀은 웹에

서 수집한 대용량의 사용자 

생성 문서에서 대중의 감성

을 추출한 후, 이를 자체 개

발한 Consensus Rank 알

고리즘을 통해 인덱싱 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PTC국제

특허를 출원하였다.

현재 영화 도메인에 대하여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며 이후 적용 분야를 확장하

여 대중의 감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권 교수, 시뮬레이션학회 공로상 수상

20년 넘게 국내 시뮬레이션 발전에 중추적 역할 담당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소

프트웨어시스템 연구실의 백두

권 교수가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8

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1 아시아 시뮬레이션 학

회(Asia Simulation Con-

ference, 약칭 ASC)’에서 한

국 시뮬레이션학회의 창립 20

주년을 맞아 한국 시뮬레이션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하여 백 교수에게 공로상을 수

여했다. 시상식은 대회 이틀째

인 17일에 서울대학교 엔지니

어하우스에서 열렸다.

한국시뮬레이션학회는 1991

년 창립 이래로 한국시뮬레이

션의 학술적 발전과 실용적 기

여도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백두권 교수는 “박찬모 초

대회장을 모시고 학회를 창립

한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

동안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임

원 및 회원들에게 영광을 돌

린다”며 “앞으로 유능하고 열

정이 넘치는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학회로 거

듭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현재 백두권 교수는 한국 시

뮬레이션학회의 고문으로 활

동 중이며, 21세기 글로벌 리

더를 양성하는 지도자 교육기

관인 도산아카데미의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희조 교수, 미얀마 정보보호 정책 자문
강재우 교수, 

PTC국제특허 출원
안철수연구소 등과 함께 개도국에 선진 기술 전수

이성환 교수, ‘한국인 최초’ SMC학회 부회장 선출
2013년까지 학회 주관 학술대회 결정권 등 보유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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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발전 학창 추억 꼭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11대 정

보통신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당

선된 이상윤입니다. 우선, 소중

한 한 표로 관심과 지지를 표해

주신 정통대 학우 여러분과 이

렇게 정통대 학우 및 학부모 여

러분께 인사를 전할 자리를 마

련해주신 정보통신대학에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회의 이름인 ‘Wi-

Fi’는 ‘With Interaction For 

innovation’의 약자로 ‘소통을 

통한 발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

습니다. 이 이름은 10대 학생

회의 명칭을 그대로 따온 것으

로 10대 학생회에서의 잘한 점

을 이어가고, 못한 점을 반성하

고 바꾸어나가면서 작년보다 발

전된 학생회를 보여드리기 위해 

같은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다시 한 번 믿어주신 정

통대 학우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Wi-Fi는 출마 때부터 

다섯 가지 핵심공약인 과방의 

개방 및 철저한 관리, 홍보부 개

설, 행사활성화, 학생회비사용

내역 공개,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

씀드렸습니다.

이들 공약과 함께 고학번 선

배님들과 새내기들의 소통을 

2012년의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족했던 고

학번 선배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내기들이 더 많은 지식을 공

유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

통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핵심 공약은 

5개지만, 공약 이외에도 정통대 

학우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라면 5가지, 10가지가 되더라

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장으

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

람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

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

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정정보통신관이 지

어졌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정

보통신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우정정보통신

관과 함께 저희도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Wi-

Fi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보다 따듯한 정보통

신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시 한 번 학우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지지와 관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통대 학우 및 

학부모 여러분께 한 번 더 인사

올리며, 어느 때보다 활기찬 ‘정
통대를 위한’ 11대 Wi-Fi 학생

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벽에 기숙사로 올라가면

서 시작한 얘기가 끝나지 않아 

현관 앞에서 몇 십 분씩 서서 얘

기하던 기억입니다. 참 꿈도 많

고 생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나누던 대화의 내용은 이

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료수 한 캔씩 뽑아 들고 조용

한 새벽에 두런두런 얘기하던 

기억이 추억으로 가슴 깊이 남

아있습니다. 정작 기숙사에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기숙사는 거기 사는 모두의 꿈

을 여물게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

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는 요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언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

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

을 들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

었습니다.

94년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

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있던 2000

년 전후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물결이 크게 일던 시기였습니

다. 여기저기서 창업을 하고 투

자도 받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

습을 보고 있자니 연구실에 앉

아서 책만 보기는 쉽지 않았습

니다. 결국 한번 해보자 싶어 학

교에서 만난 두 분과 사업을 시

작했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의 

대표이사와 재무이사가 됐고 저

는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회사는 12살이 다 돼가

네요. 3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이

제 3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

다. 스물아홉 청년은 그새 마흔

둘의 아저씨가 됐고요. 세월 참 

빠르죠? 누구는 ‘성공했네’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직 살아있

습니다’라고 합니다. 앞날은 

알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추억

으로 회상하지만 당시에는 불

안하고 고된 날의 연속이었습니

다. 제대로나 하고 있는 것일까? 

실패하면 나와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박사학위를 마

무리 짓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제적되고 마는 등 불안정한 삶

이었죠. 지금은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마음이 허전할 때면 그 

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그 때의 

기억들이 저에겐 지금을 살아가

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후배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인

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만한 추

억들을 꼭 하나 이상 만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평점 같은 숫자

로 기억되는 것들 말고 이야기

로 풀어야만 하는 그런 추억들

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정보통신대학의 국제화에 대하여

정보통신대학에서는 국제화

정책에 따라 영어강의를 진행

하고 있으며, 외국 출신의 뛰

어난 학생, 교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졸업요건

으로 최소한의 외국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화 노력에 대해 불

만과 시각차를 보이는 것도 사

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국제화

에 대해 짧은 견해와 개선 방

안 그리고 당부의 글을 쓰고자 

한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내 대

학들(특히 소위 명문대)에게 국

제화는 절대절명하다고 본다. 

국제화 프로그램은 결국 세계

를 무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다른 나라(특히 선진국)

의 언어, 문화 등을 잘 이해하

게 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크기, 인력에 대한 의

존성, 지정학적 위치, 세계 정

치·경제의 블록화 등의 이유

로 국제화는 생존과 발전에 꼭 

필요하다. 특히 국경이나 언어 

자체가 이슈가 되지 않는 소프

트웨어 개발과 그 파급효과를 

볼 때, 정보통신대학 학생에게

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 본다.

싸이월드, 스마트폰 OS, 지

식검색 등을 보면 국내에서 먼

저 도입되거나 선두권을 형성

했지만 세계화 실패로 뒷전으

로 밀려나지 않았던가. 

필자는 국제화를 위한 가장 

핵심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강

의라 본다. 비록 원어민 교수

가 아니고, 현지가 아니고, 실

력이 부족해 완벽하지는 않지

만 언어 사용에 대한 감각을 쌓

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해도가 떨어지고 

교육의 질 역시 떨어지는 악순

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적절한 국어의 사용으

로 내용 전달과 이해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김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ㆍ인간컴퓨터상호작용

기 고 언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

론과 질문이 오고가는 개방형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언어는 극복해도 토론식 수업, 

의견조율 등에서 어려움을 겪

는 경우를 많이 봤다. 국제화

는 언어뿐만 아니라 수업의 운

영까지 이뤄져야 되는 것이다.

본교에서도 더 나은 영어강

의를 위해 교수들을 위한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수들의 연구, 교육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활

용하기 위해 할애할 시간적 여

유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

제가 남아 있는 듯하다.

학생들 또한 노력이 필요하

다. 사실 어렵지 않은 영어로

도 얼마든지 감각과 경험만 있

으면 강의, 토론, 협상 등을 할 

수 있다. 기회가 있어서 유학

을 갔다면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고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그 능력이 있다고 본

다. 첨언하자면, 국어를 잘해

야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국어

로 자신의 뜻을 논리적이고 조

리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영

어로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국제화를 위해서 언어는 분

명 중요하다. 하지만 감각과 

문화의 이해가 같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필자가 바라건대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

적인 시각으로 실질적인 효과

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 교수, 

학교가 합심해서 ‘닥치고 노력’
해야 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을 글로벌 인재가 길러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11대 ‘Wi-Fi’ 학생회 회장 이상윤(오른쪽), 부회장 홍진우

조성식 (94,졸)
現, ㈜에이전트소프트

지식공학연구소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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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국내외 악재 속에

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져가

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열풍

과 국내 모바일 게임들이 해외

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따른 인력확

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수는 

2006년 3만 2,714명에서 지난

해에는 1분기 기준 4만 9,295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게임을 위주로 한 개

발사와 퍼블리싱 업체들의 종사

자수가 매년 평균 8% 이상 증가

하는 가운데 넥슨의 경우 지난

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 시

대를 여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모바일 게임은 유저층이

나 플레이 시간 등이 기존 PC

게임과는 다르고, 국내뿐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

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

후 모바일 게임 시장은 크게 성

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원활해졌다. 해외시장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국내 모바일 

게임들이 해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

가고 있어 국내 모바일 게임 개

발사들의 향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업체들은 

올해도 채용을 늘려나갈 예정이

다. 유럽 발 글로벌 재정위기 등 

국내외 악재로 500대 기업이 신

규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발표와

는 대조되는 것이어서 게임업계

가 청년실업 해소에 한 몫 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

대에 따라 모바일 게임 회사인 

컴투스와 게임빌은 전년대비 더 

많은 규모로 인력을 채용할 전

망이다.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우 지난

해 컴투스가 40명, 게임빌이 20

명을 선발했으나 스마트폰 게임

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추가인력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올해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투스는 2008년 

218명에서 지난해 370명으로 

직원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업

규모 확장에 따라 인력도 급격

히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국내 오픈마

켓 게임카테고리가 열리면서 급

속히 성장 중인 스마트폰 게임

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회사

들이 많아지면서 인재 확보 경

쟁에 불이 붙어 당장 실무에 투

입할 수 있는 경력직 외에도 이

를 보조하기 위한 신규인력 충

원이슈가 생겨난 것에 따른 것

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업계가 차세

대 유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있

고, 기업가치가 올라가면서 공

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

부 게임회사의 경우 지난해 공

채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기

록하기도 했다.

이는 게임업체가 연봉 및 복

지수준이 대기업 못지않은데다 

능력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근

무 분위기도 젊은 층에 어필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분야에 뛰어들

게 된 계기는? 여러 아이템으로 

사업에 도전하던 중 무선인터넷

이 가능한 휴대폰이 나오게 된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

해 무선인터넷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면 당연히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선인터넷 시장의 경험으로 볼 

때, 게임 등 즐거움을 주는 콘텐

츠에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들여 구입할 것이라 판단했죠.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선두로서 이끌

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려웠던 순간이 더 기억에 남

습니다. 2004년 모바일 게임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추

진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보류가 

됐었죠. 당시 모바일게임 산업

이 국내외에서 성장세였기에 긍

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어

요. 2003년 처음 100억 매출을 

달성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등 의욕이 넘치던 시

기였기에 충격이 컸죠.

설상가상으로 이후 국내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 시

장 진출에 대한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컴투스가 추구하는 게임의 컨셉

(concept)과 철학은? 언제나 재미

있는 게임, 특히 사용자가 게임

을 접한 후 짧은 시간에 재미를 

느끼고 매료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소비자를 사로잡

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

습니다. 그래서 ‘백초미학’이라

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만큼 짧

은 시간에 사용자가 게임을 익

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어야 한다는 것이 컴투스의 철

학이고 이를 위해 항상 노력하

고 있어요.

2012년 모바일 게임 산업의 전망과 

컴투스의 업계 선두 유지 전략은? 

지난 2011년 말 글로벌 오픈마

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고 

스마트폰 보급도 2천 만을 넘기

면서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국내

외 시장 모두에서 국내 기업들

과 해외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

쟁이 펼치게 될 것입니다.

컴투스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글

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

일 게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에 주목하

고 있습니다. 소셜은 모바일 게

임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과 게

임을 연결해 줄 강력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부분유료화나 게

임 내 광고 등 프리미엄 전략과 

함께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어주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40종 이상의 

게임을 내놓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

하고 소셜 장르에서도 비교 우

위를 선점해 국내외 대표 스마

트폰 게임 기업으로 자리 잡는

다는 계획입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으로의 취업을 준

비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필수 역

량은? 프로그래밍이나 그래픽디

자인 등 원하시는 전공의 공부

는 당연히 충실히 해야 하고, 이

와함께 게임을 하나의 산업으로

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함

께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게

임 산업의 변화는 스마트폰 보

급과 오픈마켓의 탄생을 기점으

로 모바일 게임이 산업을 주도

할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습니다. 우선은 평소 모바

일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높여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바이

스 및 소프트웨어의 변화 트렌드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

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의 인재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느 기업이

나 선호하는 기본적인 요소도 빼

놓을 순 없습니다. 회사의 특성

상 모바일게임을 좋아하는 게이

머들의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그

만큼 애정을 가지고 회사와 업무

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지만, 단순히 게임을 열광적으

로 좋아하기만 한다면 다른 문

제입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이

를 개발, 마케팅 등 비즈니스적

인 방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 소홀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후배들에

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자기가 열정을 쏟을 일을 찾아

서 열정적으로 빠져보길 권하고 

싶어요. 컴투스의 성장 배경에

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열정

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

을 가지고 상대방에게도 그 열

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된다면, 원하는 분야에서 좋

은 결과를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하더

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

으리라 믿습니다.

국내외 경제악재 불구 게임업계 채용 ‘맑음’

“진화하는 S/W 트렌드 읽어낼 수 있는 감각 길러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적극 나서

‘모바일 게임 산업의 전망과 취업’ 컴투스 박지영 대표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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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식 거행

정보통신대학은 2012년 

1월 18일 대학 발전위원단

회의를 갖고, 대학 및 대학

원, 최고위과정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 약정

식을 거행했다.

정지채 정보통신대학장

은 이번 발전기금에 1,000

만원을 약정하여 동참하였

고,1995년부터 고려대학

교에 발전기금 5,000여만

원을 기부하여 왔다.

- 정보통신대학

(학장 정지채) 일천만원

- 정보통신대학 교우회

(회장 김윤식) 일천만원

-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우회 (회장 조성철)

칠천오백만원

- 정보통신대학 학부모

협의회 (회장 오경훈)

이천만원

-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 정보통신과정

(ICP) 30기 (회장 박광

해) 삼천오백만원

● 총 약정 금액 :

일억육천만원

최고위과정 30기 회장 박광해, 정지채 학장

정보통신대학 교우회장 김윤식, 정지채 학장 학부모협의회 회장 오경훈, 정지채 학장, 부회장 김기성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우회장 조성철, 

              정지채 학장, 부회장 이동근

최고위과정 30기 사무총장 박서영, 회장 박광해, 정지채 학장, 사무차장 전선옥

박서영, 이동근, 조성철, 전선옥, 박광해, 정지채 학장, 오경훈, 김기성, 김윤식, 이희조교수

2012 정보통신인의  상반기 학사일정

학부 대학원
년 월 일 학 사 내 용

2012. 3 2 입학식

조기졸업/부전공신청(~3.20)

5 제 1학기 개강

5~10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20 휴·복학 만기일

20~21 재입학, 복학생 수강신청 정정

22~23 복수전공 신청

28~30 수강포기 신청

4 18~20 연계전공 신청

23~27 제1학기 중간고사

5 5 개교기념일

16~18 2중전공 신청

6 11~15 재입학신청

18~22 제1학기 기말고사

25 여름방학 시작, 여름계절수업 개강

7 20 여름계절수업 종강

년 월 일 학 사 내 용

2012. 2 6-10 2012학년도 전기 외국어시험 접수

7 2012학년도 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 합격자 발표

20-27 2012학년도 제1학기 등록

20 2012학년도 1학기 휴/복학·재입학, 조기수료(석·박통합과정)접수 시작

22~24 201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24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3 2 2012학년도 1학기 개강

3 2012학년도 전기 외국어시험 시행

9~12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16 2012학년도 전기 외국어시험 합격자 발표

19~20 2012학년도 전기 종합시험 응시원 접수

20 2012학년도 1학기 휴/복학·재입학, 조기수료(통합과정)접수 만기일

30 2012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원서 접수 마감

4 2~9 2012학년도 전기 종합시험시행(학과별 시행)

9~13 2012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년 월 일 학 사 내 용

4 13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만기일

16~20 2012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우편)

20 2012학년도 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23~24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접수

5 1~7 2012학년도 대학원 우수논문 접수(예정)

5 개교기념일

12 2012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6 8 2012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15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마감

25 여름방학 시작

7 5~6 완제본 논문 접수

10~12 2012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 원서접수

17~18 2012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 입학시험 시행(학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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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발전의 디딤돌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Global IT Leader 정보통신대학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 체

교 우

교 직 원

재 학 생

학 부 모

교 우

성     명 금     액

이중근 ㈜부영회장 10,000,000,000이상

성     명 금     액

박동만(ICP20) 50,000,000 이상

이병구(ICP30) 1,000,000 이상

한원돈(87) 1,000,000 이상

나홍석(90) 200,000 이상

박길진(ICP30) 200,000 이상

신재호(86) 150,000 이상

장명욱(86) 150,000 이상

정재준(86) 150,000 이상

강태욱(90) 100,000 이상

권주흠(02대) 100,000 이상

김영갑(01대) 100,000 이상

김영실(89대) 100,000 이상

김영준(99대) 100,000 이상

김창화(85대) 100,000 이상

문성학(88) 100,000 이상

문창주(97대) 100,000 이상

송치양(98대) 100,000 이상

신신애(00대) 100,000 이상

오경섭(ICP30) 100,000 이상

왕숙희(89대) 100,000 이상

유인관(92대) 100,000 이상

장성봉(97대) 100,000 이상

조성식(90) 100,000 이상

기용걸(04대) 50,000 이상

김영호(86) 50,000 이상

김장원(06대) 50,000 이상

성     명 금     액

차성덕 10,000,000 이상

한정현 10,000,000 이상

강재우 5,000,000 이상

곽지현 5,000,000 이상

김성필 5,000,000 이상

김정현 5,000,000 이상

박재석 5,000,000 이상

백승준 5,000,000 이상

심병효 5,000,000 이상

오성준 5,000,000 이상

이종환 5,000,000 이상

wallraven교수 5,000,000 이상

성     명 금     액

김종인(11) 500,000 이상

이성민(10대) 500,000 이상

최현식(08대) 500,000 이상

손지훈(10대) 200,000 이상

김용성(10대) 100,000 이상

김지민(10대) 100,000 이상

심형남(10대) 100,000 이상

양해미(11대) 100,000 이상

이지윤(11대) 70,000 이상

정현준(11대) 70,000 이상

김기문(10) 50,000 이상

손지성(09대) 50,000 이상

이석훈(11대) 50,000 이상

주영민(11대) 50,000 이상

기한철(08) 10,000 이상

성     명 금     액

김기성 1,000,000 이상

기영석 300,000 이상

김학새 100,000 이상

우진현 100,000 이상

이미라 100,000 이상

이병화 100,000 이상

성     명 금     액

서길원(86) 50,000 이상

이수정(01컴대원) 50,000 이상

학 부 모

성     명 금     액

이수선 100,000 이상

임정호 100,000 이상

정동환 100,000 이상

정태래 100,000 이상

기 타

성     명 금     액

배정주 100,000 이상

※ 2011년 8월 이후 기부자 (총액 기준)

◆ 최우수 학생 유지

◆ 외국 유명 대학의 저명 교수 초빙

◆ 초일류 교육 및 연구 공간 조성

◆ 기부자 예우
1. 일정액을 기부하시면 정보통신대학에 성함을 명명하여 드립니다.

2. 10억원 이상을 기부하시면 기부자의 사진, 약력, 기념물, 유품 등을 본교 내에 소장해 영구

히 기립니다.

3. 10억원 이상의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이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고대의료원 이용시 간병인

을 두어 간호해 드립니다.

4. 1억원 이상을 기부하시면 기부자의 명패를 제작, 지정장소에 부착하여 드립니다.

5. 3천만원 이상을 기부하시면 총장 명의의 감사패를 드립니다.

6. 500만원 이상을 기부하시면 학장 명의의 감사패를 드립니다. 또한 본교 사회교육원 수강 시 

할인혜택을 드리며,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멤버쉽카드를 제공합니다.

◆ 기금 납부 방법
-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약정서에 귀하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하여 주시면 

자동 입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로용지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대외협력부로 연락 주시면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Tel. 02-3290-1241, Fax. 02-953-2325

◆온라인 약정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발전기금 메뉴 아래 온라인 약정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시

고 지정분야를 선택하시고 지정부서에 정보통신대학 또는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을 입력하

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