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12.18-20, 강원도 휘닉스 파크)
▪ 등록 : 호텔 2층 로비 ▪ 중식장소 : 센터프라자

12.18(목)
세미나실 볼룸I 볼룸II 볼룸III 다이아몬드I 다이아몬드II 에머랄드 루비I 루비II 토파즈I 토파즈II 토파즈III

09:40-10:00

10:00-10:20 O1.1 O1.2 T1.1 O1.3 O1.4 O1.5 O1.6 O1.7 O1.8

10:20-10:40 정보통신 데이터 대용량 텐서 컴퓨터 언어공학 고성능 정보보호 모바일 인공지능

10:40-11:00 I 베이스 마이닝 : 알 시스템 컴퓨팅 응용 I

11:00-11:20 I 고리즘과 I 시스템

11:20-11:40 응용

11:40-12:00 *강유 O1.9

12:00-12:20 국방소프트

12:20-12:40 웨어

12:40-13:00

13:00-13:30 O2

13:30-13:40 S1.1 S1.2 W1.1 W1.2 W1.3 S1.4 인공지능

13:40-14:00 3D 슈퍼컴퓨팅 기계학습 빅데이터 빅 데이터 모바일과 II

14:00-14:20 Printing 최근 S1.3 센터 기술 산업 진흥 마이닝을 사물

14:20-14:40  Workshop 연구동향 사물인터넷 공유 워크 워크샵 T1.2 위한 인터넷의

14:40-15:00 워크샵 연구회 * Closed * Closed 뇌-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남

15:00-15:20 창립총회 주최측 인터페이스 원천 기술

15:20-15:40 및 워크샵 사정으로 기술 개발 과제의 T1.3

15:40-16:00 본워크샵은 *전성찬 동계 워크샵 Common

16:00-16:20 기계학습 취소 되었음. ESL Mistakes

16:20-16:40 연구회 in Research

16:40-17:00 창립 행사 *Robert

17:00-17:20 인공지능

17:20-17:40 소사이어티

17:40-18:00 총회

18:00-18:10

18:10-18:40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 2층

Poster I

Poster II

Poster III

리셉션 / 장소 - 볼룸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12.18-20, 강원도 휘닉스 파크)
▪ 등록 : 호텔 2층 로비 ▪ 중식장소 : 센터프라자

12.19(금)
세미나실 볼룸I 볼룸II 볼룸III 다이아몬드I 다이아몬드II 에머랄드 루비I 루비II 토파즈I 토파즈II 토파즈III

09:00-09:20

09:20-09:40 W2.1 T2.2 O3.1 T2.3

09:40-10:00 차세대정보 Social Net 데이터 O3.2 W2.3 멀티미디어

10:00-10:30 T2.1 컴퓨팅기술 work Anal- 베이스 컴퓨터 C1 대규모 시스템의 전

10:30-10:40 Introduction 개발사업 ysys for Du- II 그래픽 및 특별세션 I W2.2 계산처리 력 관리기법

10:40-11:00 to Big Data 연구단 mmies 상호작용 - 최신연구 SW교육 서비스 기술 *송민석

11:00-11:20 *우종욱 교류회 *이인규 소개(1) 혁신포럼 개발및활용

11:20-11:40 * Closed * Closed 워크샵

11:40-12:00 S2.2

12:00-12:20 데이터

12:20-12:40 베이스

12:40-13:00 연구동향

13:00-13:20 T3 워크샵

13:20-13:40 삼성전자 C2.1 C2.2 T3 C2.3 O4.1 O4.3

13:40-14:00 TIZEN 워크샵 논문지편집 특별세션 II Displaying 특별세션 I 정보통신 컴퓨터

14:00-14:20 연구윤리 - 산업체 Mathematical - 최신연구 II O4.2 시스템

14:20-14:40 워크샵 최신연구 Formulae.. 소개(2) 소프트웨어 II

14:40-15:00 소개 *윤경일 공학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30

17:30-17:40

17:40-18:00

18:00-18:10

18:10-18:40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3 초청강연 / 장소 - 볼룸

C4 개회식&기조연설 / 장소 - 볼룸

Poster IV

Poster V

호텔 2층

 R&D 패러다임 변화와 2015년 ICT R&D 정책 방향, 이상홍 센터장(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뱅킷 / 장소 - 다이아몬드 룸

E3: Embedded Systems Everywhere for Everyone, 신강근 교수(미시간대)

정기총회 / 장소 - 다이아몬드 룸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12.18-20, 강원도 휘닉스 파크)
▪ 등록 : 호텔 2층 로비
12.20(토)
세미나실 다이아몬드I 다이아몬드II 에머랄드 루비I

09:00-09:20

09:20-09:40 O5.1 O5.2 T4.2

09:40-10:00 학부생 학부생 재구성형

10:00-10:20 논문 경진대회 논문 경진대회 멀티코어 프로세서

10:20-10:40 I II T4.1 설계 기술 동향

10:40-11:00 예비 창업을 위한 *김윤진

11:00-11:20 공공데이터에 대한

11:20-11:40 이해 및 활용

11:40-12:00 *이재원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 2층


	12월 18(목)
	12월 19(금)
	12월 20(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