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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자정보 발전방안

•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시스템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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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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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 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워크샵

•   Ambient Assisted 헬스케어를 위한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숍

•   자율성장형 AI 기술 교류 워크샵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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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VTT (Video Turing Test) 과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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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는 2019년 6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제주 중문에 위치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201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19(KCC2019)를 개최합니다.

KCC2019는 SW 및 정보기술 전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입니다. 이번 KCC2019에서는 “스마트 세상을 앞당기는 SW”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초청강연, 

튜토리얼, 논문발표 등의 학회 주관 행사에 더불어 분과워크샵, 대형국책과제를 소개하는 협력워크샵, 

신진교수세션, 특별세션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채택 논문과 

발표 논문 중 상위 10% 내외의 우수 논문과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하여 학회 논문지에 게재를 추천하고, 

학부/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제고를 위해 SW 구현/데모 경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CC2019는 국내 학계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제주 중문 휴양단지는 제주도에서도 특히 미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휴양지입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은 더할 나위 없는 장관입니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미래 기술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KCC2019 행사에 참석하시어 세상을 바꾸는 SW 기술과 자연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종원 회장님과 학회 임원여러분, 프로

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위원님들,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유관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유용한 지식을 공유해주신 모든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가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19

대     회     장 　 나연묵(단국대)

조  직  위  원  장 　 김성백(제주대)

프 로 그 램 위 원 장 　 채진석(인천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김성동(한성대), 김순철(대구대), 김유섭(한림대),

이민수(이화여대), 이종우(숙명여대), 임성수(국민대),

황규백(숭실대)

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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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채진석(인천대)

■ 부위원장 김성동(한성대)

김순철(대구대)

김유섭(한림대)

이민수(이화여대)

이종우(숙명여대)

임성수(국민대)

황규백(숭실대)

■ 위원 김상철(국민대)

김직수(명지대)

류석영(KAIST)

류연승(명지대)

박동환(ETRI)

박수현(동서대)

박희진(한양대)

서주영(아주대)

양은호(KAIST)

염헌영(서울대)

이민석(국민대)

이  준(호서대)

이진규(성균관대)

조정원(제주대)

차정원(창원대)

허준영(한성대)

황선태(국민대)

■ 심사위원 강경태(한양대)
강상우(가천대)
강선무(경희대)
강수용(한양대)
강승식(국민대)
강신재(대구대)
강  유(서울대)
강인수(경성대)
강인호(네이버)
강재우(고려대)
강행봉(가톨릭교)
강현철(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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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규(제주대)
고병철(계명대)
고영중(동아대)
고인영(KAIST)
고재필(금오공대)
고정길(아주대)
곽수영(한밭대)
곽재혁(KISTI)
구은희(아주대)
구태연(ETRI)
국중진(상명대)
권동섭(명지대)
권세진(강원대)
권오욱(ETRI)
권태경(서울대)
권  훈(제주대)
김강일(건국대)
김강희(숭실대)
김건희(서울대)
김경선(다이퀘스트)
김광수(ETRI)
김광수(한밭대)
김광영(KISTI)
김  국(서경대)
김대원(중앙대)

노병희(아주대)
노영균(서울대)
노웅기(가천대)
류광렬(부산대)
류법모(부산외대)
류인수(모아소프트)
문귀선(한성대)
문양세(강원대)
문태섭(성균관대)
문현준(세종대)
민준기(한국기술교대)
민혜진(네이버)
민홍(호서대)
박대희(고려대)
박동주(숭실대)
박민호(숭실대)
박상원(한국외대)
박상현(연세대)
박상훈(동국대)
박석(서강대)
박성배(경북대)
박세준(KAIST)
박소영(상명대)
박영준(한양대)
박영호(숙명여대)
박재성(수원대)
박재화(중앙대)
박정선(전남대)
박정희(충남대)
박종현(한신대)
박준상(홍익대)
박준석(인하대)
박지숙(서울여대)
박진아(KAIST)
박진호(숭실대)
박현규(명지대)
배경민(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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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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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숭실대)
이슬(한국뉴욕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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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교(서울여대)
정석원(목포대)
정성우(고려대)
정성원(서강대)
정성호(한국외대)
정승도(상명대)
정승현(KICT)
정연돈(고려대)
정옥란(가천대)
정용주(가천대)
정우성(서울교대)
정유철(금오공대)
정윤재(엔씨소프트)
정진규(성균관대)
정진만(한남대)
정진욱(KT)
정태선(아주대)
정한민(KISTI)
정한유(부산대)
정해덕(한국성서대)
정형일(하나금융)
조동식(원광대)
조문증(경남과기교대)
조민경(명지대)
조선화(강원대)
조성래(중앙대)
조성배(연세대)
조영환(AIRI)
조완현(전남대)
조은선(충남대)
조은숙(서일대)
조재춘(상명대)

대회장

 ■ 대회장 나연묵(단국대)

조직위원회

 ■ 위원장 김성백(제주대)

프로그램위원회

대회 조직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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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포항공대)
김대훈(DGIST)
김도현(제주대)
김명(이화여대)
김문주(KAIST)
김민수(DGIST)
김병창(대구가톨릭대)
김병희(써로마인드)
김봉완(ETRI)
김봉재(선문대)
김상욱(한양대)
김상훈(아주대)
김  선(서울대)
김선정(한림대)
김성권(중앙대)
김성렬(건국대)
김세화(한국외대)
김수형(전남대)
김순태(전북대)
김승욱(서강대)
김영국(충남대)
김영진(아주대)
김용혁(광운대)
김우용(고려대)
김원영(ETRI)
김유성(성균관대)
김윤(강원대)
김윤희(숙명여대)
김은삼(홍익대)
김은희(ETRI)
김인중(한동대)
김인철(경기대)
김장우(서울대)
김재범(건국대)
김재훈(부산외대)
김정민(대진대)
김정선(한양대)
김종원(GIST)
김종익(전북대)
김종찬(국민대)
김준태(동국대)
김지환(서강대)
김진수(성균관대)
김진욱(방송통신대)
김진호(강원대)
김철연(숙명여대)
김태석(광운대)
김태성(경희대)
김태호(ETRI)
김택수(삼성전자)
김평(전주교대)
김학수(강원대)
김한준(서울시립대)
김혁만(국민대)
김현기(ETRI)
김현수(충남대)
김현학(ETRI)
김형석(건국대)
나승훈(전북대)
나중채(세종대)
남범석(UNIST)
남원홍(건국대)
노미나(한양대)

백상헌(고려대)
백은옥(한양대)
백종호(서울여대)
변석우(경성대)
변은규(KISTI)
서병국(ETRI)
서영석(영남대)
서영호(ETRI)
서의성(성균관대)
서진욱(서울대)
서희철(네이버)
석준희(고려대)
석호식(강원대)
석흥일(고려대)
선충녕(KISTI)
성낙명(KETI)
성동수(경기대)
소선섭(공주대)
손경아(아주대)
손수현(한양대)
손용석(중앙대)
송민석(인하대)
송창근(한림대)
송하윤(홍익대)
송하주(부경대)
신기정(KAIST)
신동군(성균관대)
신수용(경희대)
신준철(울산대)
신진우(KAIST)
신찬수(한국외대)
신현준(아주대)
심규석(서울대)
심정섭(인하대)
심준호(숙명여대)
심하진(KAIST)
안상현(서울시립대)
안성수(KAIST)
안재균(인천대)
안창욱(성균관대)
안형찬(연세대)
안희갑(포항공대)
양희덕(조선대)
어양담(건국대)
엄영익(성균관대)
엄현상(서울대)
오상윤(아주대)
오일석(전북대)
오진오(포항공대)
오하영(아주대)
오학주(고려대)
오효정(전북대)
용환승(이화여대)
우  균(부산대)
우성필(ETRI)
유관희(충북대)
유동희(부산가톨릭대)
유영환(부산대)
유재수(충북대)
유준범(건국대)
윤대균(아주대)
윤성희(상명대)
윤세영(KAIST)

이승형(광운대)
이연수(NCSOFT)
이영구(경희대)
이영석(강남대)
이영호(목포대)
이우진(경북대)
이원석(연세대)
이원준(고려대)
이윤진(아주대)
이융(KAIST)
이은서(안동대)
이은주(경북대)
이은지(충북대)
이인복(한국항공대)
이재욱(서울대)
이재원(성신여대)
이재진(서울대)
이재호(서울시립대)
이재환(한국항공대)
이재훈(동국대)
이재흥(대전대)
이정륜(중앙대)
이정원(아주대)
이정준(한국산기대)
이정훈(포항공대)
이제근(가톨릭대)
이종욱(성균관대)
이주호(동서울대)
이준욱(아이브랩)
이지현(전북대)
이지호(KETI)
이진선(우석대)
이찬근(중앙대)
이창건(서울대)
이창기(강원대)
이창우(군산대)
이창환(동국대)
이춘화(한양대)
이해범(KAIST)
이혁준(서강대)
이현아(금오공대)
이현주(GIST)
이형구(한국산기대)
이형근(광운대)
이형준(이화여대)
이호준(유원대)
임선환(ETRI)
임수종(ETRI)
임순범(숙명여대)
임유진(숙명여대)
임지영(한국성서대)
임지희(KT연구소)
임창훈(건국대)
임철수(KISTI)
임  혁(GIST)
임현승(강원대)
임현일(경남대)
장길진(경북대)
장두성(KT미래기술)
장병탁(서울대)
장영건(청주대)
장재우(전북대)
전문구(GIST)

조형주(경북대)
조희승(전북대)
주용수(국민대)
지은경(KAIST)
진현욱(건국대)
차미영(KAIST)
차상길(KAIST)
채흥석(부산대)
최광남(중앙대)
최광훈(전남대)
최선웅(국민대)
최수미(세종대)
최승진(포항공대)
최아영(가천대)
최영리(UNIST)
최영석(광운대)
최용석(한양대)
최용훈(광운대)
최웅철(광운대)
최원익(인하대)
최재식(UNIST)
최재영(숭실대)
최재영(아주대)
최정주(아주대)
최종무(단국대)
최종원(숙명여대)
최진욱(서울대)
최호섭(단국대)
최호진(KAIST)
최희열(한동대)
추교남(인천대)
하영국(건국대)
하재철(호서대)
한경수(성결대)
한경식(아주대)
한승철(명지대)
한요섭(연세대)
한인수(KAIST)
한정현(고려대)
한종대(상명대)
한진영(한양대)
한혁(동덕여대)
허정(ETRI)
허충길(서울대)
현상원(조선대)
홍강운(ETRI)
홍금원(LINE)
홍문표(성균관대)
홍봉희(부산대)
홍신(한동대)
홍장의(충북대)
황소영(부산가톨릭대)
황승원(연세대)
황연정(NIA)
황영숙(와이더플래닛)
황원준(아주대)
황의종(KAIST)
황인준(고려대)
황지영(성균관대)
황형주(포항공대)
황혜수(서울시립대)
황호영(광운대)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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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6월 27일(목) 15:50~18:00

▣ 장 소 : 한라홀A (3층)

사회 : 채진석 프로그램위원장 (인천대 교수)

⁍ 개회사   나 연 묵 대회장 (단국대 교수)

⁍ 축  사   석 제 범 원  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시  상    KCC2019 (최)우수논문상

 

학부(과)장 간담회

 ◆ 대 상 : 컴퓨터관련 학부(과)장

 ◆ 일 시 : 2019년 6월 26일(수) 16:00~18:00

 ◆ 장 소 : 삼다홀A (3층)

 

제2차 이사회

 ◆ 대 상 : 한국정보과학회 제34대 이사

 ◆ 일 시 : 2019년 6월 27일(목) 11:00~12:00

 ◆ 장 소 : 델리지아 레스토랑 (3층)

연회(Banquet)

 ◆ 대 상 : 정회원, 종신회원, 비회원 일반 등록자

 ◆ 일 시 : 2019년 6월 27일(목) 18:10~20:00

 ◆ 장 소 : 오션뷰 (5층)

 ◆ 공로상, 논문공헌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시상

개회식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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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논문제목 논문저자

1 고성능컴퓨팅
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고려한 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곽재혁･최지은･김상완･변은규(KISTI)

2 고성능컴퓨팅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한 쓰기 증폭 감소 기법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3 고성능컴퓨팅
Container 환경에서의 Multi GPU 기반 

딥러닝 분산 처리를 위한 집합 통신 성능 분석
최현성･김영랑･이재환(한국항공대)

4 국방소프트웨어 RTK-GPS 기반의 군집 비행 시스템 개선
문성태･김도윤･이돈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 국방소프트웨어
지역방공 피아식별 모드-5 성능개량을 위한 

다기능레이더모의기 설계
정영환･김찬수･위성혁(LIG넥스원)

6 데이터베이스
Jiffy: 세그먼트 정렬 기반 동적 그래프 압축 

알고리즘
모스토파 카말 라셀･이영구(경희대)

7 데이터베이스 스파크 기반 분산 병렬 후회 최소화 알고리즘 오성웅･심규석(서울대)

8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검색을 위한 분산 고차원 색인 

기법들의 성능평가

최도진･김연동･위지원･박송희･이현병･
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9 데이터베이스 분산 바이너리 베르누이 샘플링의 최적화 조원형･길명선･주남수･문양세(강원대)

10 데이터베이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 차분 프라이버시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홍대영･심규석(서울대)

11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R Drop을 고려한 AMOLED 디스플레이 

전력 모델
임성근･이기탁･김영진(아주대)

1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소셜사물인터넷에서 상호작용분석을 통한 유사 

사용자 추천

김연동･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

(충북대)

13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챗봇을 통한 FHIR 기반의 노인우울척도 

설문지 구현
김지웅･김일곤(경북대)

14 사물인터넷
복수의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CNN 모델 분산 

처리를 위한 축소된 분류 모델 활용에 대한 분석
김준영･전종호･기민관･박기호(세종대)

15 사물인터넷
커넥티드 카 환경에서의 차량 보안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
한지용･김대영(KAIST)

16 사물인터넷 딥러닝 기반 사용자 행동분석 스마트조명
김영학･이언석･박다솜･김재민･유영환

(부산대)

17 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의 오류 위치 추정을 

위한 통계적 검증 결과 활용 기법 분석
현상원･신용준･배두환(KAIST)

18 소프트웨어공학
반복 횟수를 제한한 경로 탐색을 통한 

Concolic 테스팅의 커버리지 달성 향상
최한솔･홍신(한동대)

19 스마트시티
시계열 데이터의 장단기 모델링을 통한 전력 

수요 예측 기법

박찬희･조민수･박진욱(연세대), 

노홍찬(SK텔레콤), 이지은･박상현(연세대)

※ 1번 시상은 개회식에서, 2~6번 시상은 뱅킷에서 진행됩니다.

1. KCC2019 우수논문상

1) 우수논문상
※ 아래 논문중에서 10편내외 최우수논문상 수상작을 선정하며, 시상식장에서 발표 및 시상합니다.

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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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마트시티
스마트 시티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 분석

신익희(UST, ETRI), 문용혁(ETRI), 

이용주(UST, ETRI)

21 언어공학 표층 중립화 기반의 언어 스타일 전이 최우용･노윤석･권성구･박세영(경북대)

22 언어공학 BERT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배장성･이창기(강원대), 

임수종(ETRI), 김현기(ETRI)

23 언어공학
검색 모델 후처리를 위한 트랜스포머 기반 

질의 유형 분류기

장영진･김학수(강원대), 

왕지현(엔씨소프트)

24 언어공학 NIL을 고려한 한국어 오픈 도메인 질의 응답
이영훈･나승훈(전북대), 

최윤수･장두성(KT)

25 언어공학
BERT와 ELMo 문맥화 단어 임베딩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홍승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ETRI)

26 언어공학
사건 단어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한 문장 

축약
정이안･최수정･박준모･박세영(경북대)

27 언어공학
최신 질의응답 독해모델의 정답유형 

활용능력에 대한 분석

Haritz Puerto San 

Roman･임도연･맹성현(KAIST)

28
오픈소스소프트

웨어

군집 드론 정찰 시스템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김도윤･문성태･이돈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9 인공지능
멀티 스케일 퓨전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서영상 

이진화
Quang-Vinh Dang･이귀상(전남대)

30 인공지능 차별적 손실을 이용한 모델기반 강화학습 진광･노요환･이도훈(부산대)

31 인공지능
고속 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한 새로운 

경량화 콘볼루션 신경망
정준현･배성호(경희대)

32 인공지능 순차적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구성 구조 학습
온경운(서울대), 김은솔(카카오브레인), 

허유정･장병탁(서울대)

33 인공지능
특징 연결과 깊이별 분리 컨볼루션을 이용한 

효율적인 얼굴 감정인식 CNN

이명오･윤의녕･고승현･조근식

(인하대)

34 인공지능
Seg-Unet 및 Dice Loss를 이용한 방사선 

사진에서의 End-to end 뼈 종양 분할

Nhu-Tai Do･Tram-Tran Nguyen-Quynh･ 
Thanh-Hung Vo(전남대), 

정성택(전남대병원), 김수형(전남대)

35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를 위한 multi-view clustering 

방법론 기반의 설비 정지 원인 유형화 방법론

노영훈･최은영･김성훈･김예은･최예림

(경기대)

36 인공지능
장단기 교통흐름 예측을 위한 딥러닝 LSTM 

신경망

이홍석(KISTI), Khac-Hoai Nam 

Bui(KAIST)

37 인공지능 영상 기반 대화를 위한 모듈 신경망 조영수･김인철(경기대)

38 인공지능
시계열 심층학습 모델의 은닉 노드에 대한 

시각화
조소희･최재식(UNIST)

39 인공지능
뇌전도의 다변량 다중스케일 퍼지 엔트로피 

분석에 기반한 감정 인식
이대영･최영석(광운대)

40 인공지능
위치 및 행동 정보를 이용한 고양이 행동 분석 

시스템
최윤아･이종욱･박대희･정용화(고려대)

41 인공지능
딥 시공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도시 택시 

요구사항 예측

Qiaoyue Man･Cho Young Im･ 
Dilshod Ergashev(가천대)

42 인공지능
심전도의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 기반의 

심실세동 컴퓨터 보조 진단 기법
오승록･최영석(광운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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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공지능
특징점 배치의 기하학적 유사성을 이용한 

GS-RANSAC
송기흔･홍명덕･조근식(인하대)

44 인공지능
문서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할까? - 순환 

신경망 기반의 문서 보존기간 자동 분류

신진섭(KISTI), 모은수･최재교((주)코이션), 

김성찬(KISTI)

45 인공지능
휴지-상태 fMRI 영상 기반 자폐증 진단을 

위한 다중-레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지연･강은송･석흥일(고려대)

46 전산교육시스템
블록 코딩 교육자를 위한 Blockly 블록 자동 

생성기 개발

천준석･박지훈･김남규(부산대), 

우균(부산대, LG전자스마트제어센터)

47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뉴로모픽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을 지원하는 

IoT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유상록･이건명(충북대), 윤영선(한남대), 

홍지만(숭실대)

48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리소스 점유 최적화를 이용한 고속 동적 

크롤러 구현

조호묵･이경석･이정호(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49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CAAM - 국가 수준 사이버 공격 귀속성 모델

이민호(아주대), 박창욱(세종대), 

김완주･임재성(아주대)

5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Anomaly Detection Based on Error 

Distribution and Clustering

Md Imtiaz Hossain･Md Alamgir Hossain･ 

Md Abu Layek･Md Delowar Hossain･ 
Eui-Nam Huh(경희대)

51 정보통신

Federated Learning Approach for 

Passenger-Centric Infotainment Services in 

Autonomous Cars

Anselme Ndikumana･Choong Seon 

Hong(경희대)

52 정보통신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적응적 세그먼트 스케줄링 기법
김민수･정광수(광운대)

53 정보통신
UAV-BS 환경에서 서비스 처리량 최대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의 UAV 배치 연구
박유민･홍충선(경희대)

54 정보통신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프레임 누락 기반의 비디오 품질 조절 기법
강정호･김민수･정광수(광운대)

55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가상현실에서 RNN을 통한 몸의 포즈 추정

성원준(건국대), 김병문(Adobe), 

고박우(Jinan University), 권진이(Adobe), 

김형석(건국대)

56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프리즘과 손동작을 활용한 3D 홀로그램 객체 

상호작용 및 정보제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선주･남양희(이화여대)

57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페트리넷을 이용한 시맨틱 네크워크기반 

라이프로그로부터 패턴추출
김태영･김기훈･조성배(연세대)

58 컴퓨터시스템
QoS 역전 방지를 위한 낸드 블록 상태 기반의 

SSD 관리 기법
조유현･신슬기･김지홍(서울대)

59 컴퓨터시스템
오픈 채널 SSD에서 성능 간섭 제거를 위한 

호스트 수준 I/O 스케줄러
이수연･한규화･신동군(성균관대)

60 컴퓨터시스템
CPU 상태를 고려한 데드라인 태스크 할당 

기법
이정웅･엄영익(성균관대)

61 컴퓨터시스템
모바일 장치에서 Low-bit Precision을 활용한 

딥 러닝 모델의 가속 및 성능 분석
김호승･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

62 컴퓨터시스템
Engine Control Unit (ECU) 실시간 객체 지향 

모델의 시나리오 기반 멀티 코어 멀티 태스킹
김경률･김세화(한국외대)

63 컴퓨터이론
데이터 분포 관찰을 통한 공간 효율적인 

Top-k Query 인코딩

박우영･Srinivasa Rao Satti

(서울대)

64 프로그래밍언어
LR 오토마타 생성과 파서 도구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 파서 개발 방법

임진택･김가영･신승현･최광훈

(전남대), 김익순(ETRI)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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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논문상

No. 분야 논문제목 논문저자

1 스마트아일랜드 심층 학습에 기반한 제주도의 단기 일사량 예측 기법 정승민･문지훈･박성우･황인준(고려대)

2 스마트아일랜드
Mobile-CORD에서 자동화된 데이터 플레인 

슬라이스 프로비저닝

디아즈 리베라 하비에르･송왕철 

(제주대)

2. 공로상

1) 공로상

엄영익(성균관대) 강순주(경북대) 김동규(한양대) 김지홍(서울대)

심규석(서울대) 원유집(한양대) 유재수(충북대) 이상돈(목포대)

조성배(연세대) 한정현(고려대) 김형석(건국대) 한문석(강릉원주대)

최종원(숙명여대) 이상훈(ETRI) 김명준(SPRi)

2) 특별공로상

① PAKDD2017

 심규석(서울대)

② KSC2018 

③ KCC2019

3. 감사패

4. 2019년도 학술상
엄영익(성균관대)

5. 2019년도 논문공헌상

Diamond 정광수(광운대)

Silver 김인철(경기대) 김지홍(서울대) 심정섭(인하대)

원유집(KAIST) 이재원(성신여대) 이창기(강원대)

임종태(충북대) 진현욱(건국대)

6. 2019년도 우수논문상 

분야 논문제목 저자 수상자

CST
NVMe  인터페이스 지원 멀티코어 SSD 
시뮬레이터 개발

유진수･원유집(한양대) 원유집(한양대)

SA
사이버멀미 통합 모델: 가상현실 사용자의 
불편감 현상 연구

장은희(고려대), 서대일(KISTI),
김현택(고려대), 유병현(KISTI) 

김현택(고려대)

DB
다차원 공간에서 정확한 선형 스카이라인 
알고리즘

박희수･이종욱(성균관대) 이종욱(성균관대)

IN
HTTP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의 QoE 
향상을 위한 비디오 품질 유지 기법

김윤호･김희광･정광수(광운대) 정광수(광운대)

CPL
STFT 소리맵을 이용한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화자식별 방법

부석준･조성배(연세대) 조성배(연세대)

홍충선(경희대) 이영구(경희대) 엄영익(성균관대) 전병곤(서울대)

허의남(경희대) 김상욱(한양대)

홍충선(경희대) 이영구(경희대) 배성호(경희대) 엄영익(성균관대)

허의남(경희대)

라인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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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행사일정

※ 강연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프로그램 시간 장소

C1 회장단 및 학과장 간담회
6월 26일(수)

16:00~18:00
삼다홀A

C2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특별세션
6월 27일(목)

09:00~12:00
한라홀A

C3.1

[초청강연 I]

 유인상 단장(LG CNS)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미래”

6월 27일(목)

13:30~15:30
한라홀A

[초청강연 Ⅱ]

 강용성 대표(와이즈넛)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AI automation”, 현재와 미래”

[초청강연 Ⅲ]

 백도민 CIO/이사(NHN)

 “컴퓨팅자원의 비용”

[초청강연 Ⅳ]

 신용녀 상무(한국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AI/ML)”

C3.2
신진여성연구자 스포트라이트 특별세션

-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연구인 Meet Up Day

6월 27일(목)

13:30~15:30
301A호

C4

[기조강연 I]

 김성훈 리더(Naver Clova AI)

 “Software 2.0 @ Naver”

6월 27일(목)

15:50~18:00
한라홀A

 개회식&시상식

 석제범 원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축사

[기조강연 Ⅱ]

 전홍범 원장(KT 융합기술원)

 “5G가 만드는 변화와 혁신”

 IFIP 활동 소개

 김지인 교수(건국대학교)

 “IFIP 현황 소개 및 향후 학회의 활동방향”

C5.1
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1차 평가

6월 28일(금)

09:00~12:00
로비

C5.2

[초청강연 Ⅴ]

 박민우 테크에반젤리스트(라인플러스)

 “라인의 글로벌 서비스 개발기”

6월 28일(금)

11:30~12:00
삼다홀B

C5.3  스마트 아일랜드 특별세션
6월 28일(금)

10:00~16:05
402B호

C6
라인X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2차 평가, 특강(언체인 이홍규 대표, 라인플러스 이진희 리드), 시상식

6월 28일(금)

13:00~17:00
삼다홀B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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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및 개회식

C4 / 6.27(목) 15:50~18:00 / 한라홀A

                                     사회: 채진석 위원장(인천대)

기조강연

 

IFIP 활동소개

김성훈 리더(Naver Clova AI)

“Software 2.0 @ Naver”

Software 2.0으로 불리는 딥러닝의 연구 방향과 연구 결과가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하고 이 과정의 Challange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전홍범 원장(KT 융합기술원)

“5G가 만드는 변화와 혁신”

지난 20여년 동안 ICT 기술혁신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비즈니스, 산업 패러다임을 극

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의 목전에서, ICT

를 바탕으로 한 또 한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대한민국

은 5G 시대가 이미 개화되었다. 이에 5G가 만들어 낼 혁신과 함께 여기에 AI, Big 

Data, Cloud 등 S/W 기술이 더해지면서 닥쳐올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김지인 교수(건국대학교)

“IFIP 현황 소개 및 향후 학회의 활동방향”

IFI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www.ifip.org)는 

196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UNESCO) 산하의 정보처리 분야 비정부 및 비영리 국제

기구이다.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와 같은 국제 학회를 포함하여 56개

의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나 협회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정보과

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FIP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IFIP 현황 소개 및 향후 우리 학회의 활동 방향

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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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C3.1 / 6.27(목) 13:30~15:30 / 한라홀A                         사회: 황규백 부위원장(숭실대)

유인상 단장(LG CNS),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미래”
스마트시티는 국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대형 실증프로젝트를 통한 조기상용화 
대상으로 혁신성장 효과가 높은 미래기술은 시범도시에 집중하고, 시민체감도가 높
은 상용기술은 기존도시와 도시재생에 도입 예정임 산업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며, 시민주도/데이터기반으로 발전 및 전환 중으로 해외는 도시 
비전에 맞는 콘텐츠를 도입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는 
U-City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시의 성장단계별 맞춤전략을 기반으로 시범도시외 다양
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공적인 스마트시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정부/출연연, 지자체와 시민, 공기업, 산업계)의 역할 재정립과 법제도의 개선
이 절실함 마지막으로, 민관공 협력기반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 확보된 스마트시
티 사업모델 추진이 필요하고, 스마트시티는 혁신(Revolution)적인 상품 제공이 아
닌 시민중심으로 설계-시공-운영의 전 생애주기에 따라 진화(Evolution)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강용성 대표(와이즈넛),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AI automation”, 현재와 미래”
기술의 진보는 인간이 상상하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산업의 자동화, 즉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전 산업 분야 만들고 있습
니다. 오늘 그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백도민 CIO/이사(NHN), “컴퓨팅자원의 비용”
우리는 연구, 개발, 분석 그리고 서비스제공을 위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부터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많은 수량의 서버들과 스토리지들은 구입시
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운용을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
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월 단위 청구방식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컴퓨팅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정보과학도들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원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않
을까 사료되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Internet Data Center 의 비용
요소, IT 재무, 클라우드의 원가 순으로 주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신용녀 상무(한국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AI/ML)”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AI/ML) 기술은 핵심기술이자 
필수요소가 되었다. 전 세계 많은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Microsoft의 
AI/ML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주요 공공적용현황과 트렌드를 살펴본다. 아울러, AI의 기술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
아봄으로써 AI기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자 한다.

C5.2 / 6.28(금) 11:30~12:00 / 삼다홀B                      사회: 이종우 부위원장(숙명여대)

박민우 테크에반젤리스트(LINE)
“라인의 글로벌 서비스 개발기”

LINE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가지고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LINE의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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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C2 / 6.27(목) 09:00~12:00 / 한라홀A                                         사회: 김성동 부위원장(한성대)

주관 : KCC2019 프로그램위원회

프로그램

No 연사 프로그램 발표시간

1 최봉준 교수(숭실대)  사용자 중심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

09:00~10:15

2 박하명 교수(국민대)  분산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서브그래프 열거

3 김현우 교수(고려대)  Manifold statistics and Geometric Deep Learning

4 홍참길 교수(한동대)  다출력 예측 기법을 이용한 의료 의사결정 모델의 학습 및 활용

5 정상근 교수(충남대)  Correspondence Learning

Break 10:15~10:30

6 신기정 교수(KAIST)  텐서 데이터에서의 이상점 및 사기 징후 발견

10:30~12:00

7 임성수 교수(충남대)  네트워크 과학을 통한 복잡한 세상의 이해

8 김성민 교수(KAIST)  사물인터넷 협력과 융합

9 김진현 교수(경상대)
 Towards Overhead-Free Interface Theory for 

 Compositional Hierarchical Real-Time Systems

10 이우석 교수(한양대)  통계적 모델을 활용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자동 생성

11 이주용 교수(UNIST)  프로그램 오류 수정의 자동화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진교수연구 상세정보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1

사용자 중심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                                                    최봉준 교수(숭실대)

지구온난화 및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에 ICT기술, 제

어기술, 센서기술, 데이터과학 등의 기술이 합쳐진 진화한 형태의 지능형전력망의 

활용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효율성,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마이

크로그리드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동적인 마이크로그리드의 환경에 대처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적인 마이크로그리드 제어 및 전기자동차 충전 방법

들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소개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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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2

분산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서브그래프 열거                                    박하명 교수(국민대)

본 강연에서는 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그래프에서 특정 패턴의 그래프를 

모두 찾는 방법인 서브그래프 열거 문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생물학 네트

워크부터 월드 와이드 웹까지, 우리 주변에 그래프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 크기는 

대게 매우 크다. 그래프 패턴이 그래프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다양하고 흥

미로운 그래프 마이닝 응용들에 그래프 패턴 분석 방법이 사용된다. 분산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은 연산 

중 발생하는 방대한 중간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브그

래프 열거 문제를 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간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3

Manifold statistics and Geometric Deep Learning                               김현우 교수(고려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응용의 다양성이 증가

함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의 분석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강연은 복

잡한 공간(매니폴드, 그래프 등)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

법과 딥러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조적으로 복잡한 측정값 (measurement)

은 매니폴드 상에 존재하는 값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분기하학을 응용한 통계적 

모델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매니폴드 상에서의 모델 측정을 위하여 확

장된 최적화 방법 및 새로운 최적화 방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이산적인 매니폴드 

(discrete manifolds) 즉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위하여 확장된 통계 모델, 

딥러닝 방법 및 응용을 소개한다. 한 예로 장면 이해(scene understanding)는 이

미지에 존재하는 사물을 감지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물 및 사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로 이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분석 될 수 

있다. 또한 그래프 인공신경망(GNNs)을 이용하여 상대적 속성 학습 (Relative 

Attribute Learning)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4

다출력 예측 기법을 이용한 의료 의사결정 모델의 학습 및 활용                   홍참길 교수(한동대)

문명과 기술은 나날이 고도화 되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기

치 않은 실수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의료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

다.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된 진료보조장치가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하고 있

지만,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식기반 접근법은 비용이 많이 들며,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

이터기반 접근법은 전자건강기록부(EHRs; Electronic Health Records)의 전 세계

적인 보급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법에 힘입어, 점차 실제 

진료 환경으로 도입의 초읽기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통계적 접

근법에 기반한 확률 모델의 학습을 통해 전자건강기록부(EHRs)로부터 자동으로 진

료 예측 모델을 산출하고, 나아가 이를 의사결정 에 활용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봅

니다. 나아가 의료 데이터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과 그로 인해 머신러닝 연구과제에

서 겪게 되는 어려움 및 해결책도 함께 논의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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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5

Correspondence Learning                                                           정상근 교수(충남대)

같은 뜻을 가진 유사 문장이나, 같은 사물을 찍은 다른 각도의 사진 등 현실세계에

는 같은 개체나 사물임에도 다른 표현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본 강연에서는 이처럼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나 서로 다른 표현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 딥러닝 기법을 활용

한 상호연관성(Correspondence)학습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학습된 상호연관성은 

벡터공간상의 좌표들로 표현가능하고, 이로 인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응용

기술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소개한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6

텐서 데이터에서의 이상점 및 사기 징후 발견                                        신기정 교수(KAIST)

본 강연에서는 텐서, 즉 다차원 행렬 형태로 표현되는 데이터에서 이상점 및 상기 

징후를 포착해내는 것과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텐서 형태로 표

현되는 데이터에는 Yelp 등의 소셜 리뷰 데이터, Twitter 등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

터, 위키피디아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본 발표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들은 비이상

적으로 도가 높은 지점을 포착해내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의 

양과 문제의 난이도(NP-Hardness)를 고려하여, 정확도는 유지하되 계산량을 줄이

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알고리즘들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위키피디아

에서의 수정 전쟁, 봇(bot) 활동, 스팸 리뷰, 네트워크 공격 등 흥미로운 이상점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행렬에 대한 기초 개념과 약간의 프로그래밍 경험

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7

네트워크 과학을 통한 복잡한 세상의 이해                                           임성수 교수(충남대)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으며,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서 데이터 과학의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속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과

학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 본 강연에서는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 소개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한 구조적 특징 및 동적 변화를 분석하는 기법들을 알아본다. 

또한, 네트워크 과학을 빅데이터 분석에 접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과 해결

책에 대해 설명한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8

사물인터넷 협력과 융합                                                              김성민 교수(KAIST)

2020년에는 웨어러블와 스마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장치 무선 장치가 무려 2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목적에 따라 이종의 무선 네트

워크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WiFi, Bluetooth, 등). 본 강연은 이러한 이종 간의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기술인 이종 무선 네트워크 간의 통신(Cross-technology 

Communication) 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종 간의 긴 한 협력과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시킴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

크에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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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9

Towards Overhead-Free Interface Theory for Compositional Hierarchical Real-Time Systems

                                   김진현 교수(경상대)

컴포지셔널 실시간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는 실시간 시스템 특히 가상화 시스템에 

상당히 유용한 기술로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포지셔널 

프레임워크는 컴포넌트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추상화 오버헤드를 감당해야 

했다. 이 논문은 추상화 오버헤드를 두 종류의 오버헤드 1) 자원의 공급과 관련이 

있는 공급 추상화 오버헤드, 2) 컴포넌트의 워크로드와 관련이 있는 요구 추상화 오

버헤드로 나누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오버헤드를 제거하는 

충분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임의의 컴포넌트가 그러한 충분조건들을 

만족시킴으로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기존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다른 테크닉보다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하나의 글로벌 주기를 사용하는 테크닉보다 평

균 10% 성능 향상과 하모닉 특성을 이용한 테크닉보다 평균 8%의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10

통계적 모델을 활용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자동 생성                                 이우석 교수(한양대)

프로그램 자동 생성이란 사용자로부터 제약식을 받아 그것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제약식은 입출력 예제나 논리식 등으로 기술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자동 생성기는 일반적으로 찾고자하는 해가 될 수 있는 가능

한 모든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탐색 공간에서 해를 탐색한다. 본 발표에서는 프로그

램 자동 생성 기술의 최근 발전 동향 및 응용 분야들을 소개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

용하여 탐색 성능을 효율화시킨 본 연구진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11

프로그램 오류 수정의 자동화                                                         이주용 교수(UNIST)

오늘날의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변화 혹은 진화하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

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수반하여 소프트웨어의 오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동으로 일일이 오류들을 수정하는 전통적인 개발 

방법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자동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는 최근 연구 결과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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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여성연구자 스포트라이트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연구인 Meet Up Day

C3.2 / 6.27(목) 13:30~15:30 / 301A호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조직

위원장 : 김효정 상무(한국 AWS)

사회 : 도경화 교수(건국대) 

소개

박사학위 졸업을 앞두었거나, 학위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국내외 신진 여성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제4차 산업 최신 트랜드 관계자인 기존 여성연구인들과의 밋업데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규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교수진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35  참석자 소개 및 세션소개  도경화 교수(건국대)

13:35~13:45  인사말  김효정 위원장

13:45~14:15
 항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기계학습 기반 

 팹타이드 동정 기법
 이홍란 박사(한양대)

14:15~14:45  차세대 컴퓨터를 위한 통합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윤수경 박사(연세대)

14:45~15:05  글로벌 혁신 기술 및 인재상  김효정 상무(한국 AWS)

15:05~15:20  블록체인과 국가 R&D 동향  도경화 교수(건국대)

15:20~15:30  토론(제4차 산업시대 여성연구인력의 역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918

공통행사

스마트 아일랜드

소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세션은 이러한 DATA의 가치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스마트아일랜드, 특히 

스마트 아일랜드 2030 전략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구축 방안에 대해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 특별상 수상 논문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1:00
 Keynote Speech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방안
 김탁곤 명예교수(KAIST)

스마트 아일랜드 Oral 발표 세션 I  권훈 학술연구교수(제주대)

11:00~11:15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를 향한 SW교육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승현(제주대)

11:15~11:30  글로벌 SW역량강화를 위한 동료평가기반 해외 SW영어교육 사례연구  은진은(제주대)

11:30~11:45  사물인터넷 기반 기상데이터와 미세먼지 간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노형률(제주대)

11:45~12:00  스마트 화장실 환경 모니터링 설계  오희주(제주대)

12:00~13:00  점심식사

스마트 아일랜드 Oral 발표 세션 II  권훈 학술연구교수(제주대)

13:00~13:15  제주국제자유도시 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소비패턴 유사도 분석  박영진(제주대)

13:15~13:30  언플러그드와 3D 프린팅을 활용한 블록체인 학습 콘텐츠  이소원(제주대)

13:30~13:45  *심층 학습에 기반한 제주도의 단기 일사량 예측기법  정승민(고려대)

13:45~14:00  카드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제주도 관광현황 분석  홍진화(제주대)

14:00~14:10  Break Time

스마트 아일랜드 Oral 발표 세션 III  권훈 학술연구교수(제주대)

14:10~14:25  제주 대중교통 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황 및 서비스 개선 연구  김예찬(제주대)

14:25~14:40  *Mobile-CORD에서 자동화된 데이터 플레인 슬라이스 프로비저닝  DiazRiveraJavier제주대)

14:40~14:55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고거래 플랫폼  최원범(제주대)

14:55~15:10
 저장할 데이터의 카테고리 조정이 유연한

 음성 인식 기반 개인 비서 애플리케이션 설계
 고은이(제주대)

15:10~15:20  Break Time

스마트 아일랜드 Oral 발표 세션 IV  권훈 학술연구교수(제주대)

15:20~15:35  박물관 관람 안내에서 비콘을 활용한 동선 관리 애플리케이션 설계  박정민(제주대)

15:35~15:50  IIOT기반 층간소음 관리 시스템 설계   김성현(제주대)

15:50~16:05  블록체인 학습을 위한 콘텐츠 모델  이호성(제주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5.3 / 6.28(금) 10:00~16:05 / 402B호                                        

주관 : 제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 SW융합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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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6.28(금)  09:00 - 12:00 3층 로비

 13:00 - 17:00 삼다홀B

1차 평가

2차 평가, 특강, 시상식

 1. 블록체인자산과 실물화폐간 교환을 위한 탈중앙화된 TEE 기반 개인간 거래 플랫폼

- 김에김씨와 흥부박씨

개요__본 팀에서 제안하는 DPE(Decentralized TEE-based Personal Exchange)는 중앙화된 거래소와 

DEX(Decentralized EXchang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시한다.

 2. 블록체인 기반 마이크로 배송 서비스

- 딥다이드

개요__블록체인 기반으로 마이크로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3. 스마트컨트랙트기반 O2O 안전거래 플랫폼

- 라이나믹

개요__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안전거래를 보장받고 O2O를 통하여 저비용 택배거래를 진행하는 중고

거래 플랫폼

 4. 심볼릭 실행 기법을 사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약점 자동 검출 도구

- 아임그루트

개요__Reenterancy 상황에 대한 실행 경로를 추가하고,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모델을 반영한 

symbolic 실행, 분석 도구

 5. 웃담, 웃음을 담다.

- 웃담

개요__‘웃담’은 모든 ‘짤방’을 수집 및 카테고리화하여 ‘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DApp이며, NFT 토큰을 통해 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구현함. 저작권 회색 지대를 해결하고 거부감 없는 

마케팅 채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임

 6. 블록체인을 활용한 출입 권한, 출입 내역 관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 Block buster

개요__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끼리 계층적으로 주고받으며 그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여 사용

자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저장된 데이터로 권한을 검사한다. 문을 열 때도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해당 내용을 

저장하여 신뢰성 있는 출입내역을 관리한다. 이 모든 것은 이더리움과 안드로이드를 연동하여 이루어진다.

 7.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신뢰받는 주유소 시스템

- DESMO

개요__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탱크에 

직접 붙어있는 센서들로 수위 및 기름의 성분을 분석해 탱크에 불법적인 행위인 가짜 석유 제작 및 기름 

유출 현상이 일어났는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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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8. 블록체인을 활용한 IoT 기반의 공간대여 시스템

- Hedgehog

개요__공간 대여에 있어 거래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는 공간 대여 플랫폼

 9. P-DApp 플랫폼: DApp 사용자의 Privacy 보호가 강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 P공개

개요__P-DApp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API 서비스에서, DApp 사용자는 자신의 IP 주소와 transaction이 

노출되어 Privacy를 침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DApp 사용자의 

Privacy 침해 위험 없이 DApp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환경(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안한다.

10. Semicoin: Ethereum Smart Contract 기반 지식교류 platform

- Semi

개요__Ethereum Smart Contract 기반의 세미코인 토큰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분산형 

웹 어플리케이션(Dapp)을 구축하였다.                                                        

특강1 / 이홍규 대표(언체인)                                 

LINK Chain (LINE's Blockchain Platform)

라인에서 만들어가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LINK Chain의 기술적 지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LINK Chain Platform의 특징에 대해 공유합니다. 

특강2 / 이진희 리드(라인플러스)                                 

Blockchain Industry의 동향과 트렌드 

Blockchain 산업이 현재 상황과 2019년도 핵심 트렌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트랜드에 맞춰서 LINE과 LINK 플랫폼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 만년필, 인공지능 스피커, 랩탑슬리브 외 다수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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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행사일정

구분 연사 프로그램 일시

T1.1
 황의종 교수

 (KAIST)
 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Big data-AI Integration)

6.26(수)

13:30~15:30

T1.2
 임성수 교수

 (충남대)
 그래프 표현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차원 축소

6.26(수)

13:30~16:30

T1.3
 송태웅 개발자

 (KossLab)
 리눅스 커널 파일시스템/스토리지 성능분석 실습 BPF tracing

6.26(수)

13:30~16:30

T1.4
 차정원 교수

 (창원대)
 자연어처리를 위한 벡터 표현법과 응용

6.26(수)

13:30~16:30

T2.1
 김현우 교수

 (고려대)

 Geometric Deep Learning 

 for Manifold-valued Data and Graphs

6.28(금)

09:00~12:00

T2.2
 김민수 교수

 (DGIST)

 대규모 관계형 및 행렬 데이터를 위한 

 최신의 고속 분산 처리 기술

6.28(금)

09:00~12:00

T2.3
 민학준 실장

 (IBM)          

 대규모 Microservice 아키텍처를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구축 실습     *무료 강좌

6.28(금)

09:00~12:00

T2.4
 최재영 교수

 (한국외대)
 오토인코더 딥 러닝 모델 기초 이론 및 활용 실습

6.28(금)

09:00~12:00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 6.26(수) 13:30~15:30 / 삼다홀A

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Big data-AI Integration)                                황의종 교수(KAIST)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성공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패러다

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Software 2.0이라 명명됨). 기존에는 특정 기능을 

수동으로 구현하고 코드를 테스팅하는 것이 개발의 과정이었다면 머신러닝 어플리

케이션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및 검증을 한 후에 모델을 훈련 및 검증을 하

고 필요하면 전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일례로 이러한 과정을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TensorFlow Extended (TFX)라는 머신러닝 플랫

폼을 개발하였고 오픈소스화하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Software 2.0에서 발생

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문제 및 해결 기법들을 논의한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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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T1.2 / 6.26(수) 13:30~16:30 / 301A호

그래프 표현 학습: 최신 그래프 마이닝 기법                                    임성수 교수(충남대힉교)

본 강의에서는 그래프 마이닝의 최신 기법인 그래프 표현 학습을 다룬다. 그래프 표

현 학습은 그래프 구조를 저차원 공간의 표현 또는 다루기 쉬운 구조로 변형하여 

성질을 유지하면서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포괄한다. 첫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래프 표현 및 분석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두 시간 동

안 그래프 표현 학습의 최신 기법인 그래프 임베딩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한다.

T1.3 / 6.26(수) 13:30~16:30 / 304호

리눅스 커널 파일시스템/스토리지 성능분석 실습 BPF tracing                 송태웅 개발자(KossLab)

Read/Write 동작이 지연되는 원인을 찾고 있나요? 커널 I/O 처리과정을 VFS / FS 

/ Block Layer 별로 분석하고 데이터값들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커널 특정구간별 지연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

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최근 리눅스 커널에서 인기있게 활용되고 있는 BPF를 활용하여 

커널 데이터추적, 함수호출추적, 특정구간별 지연시간측정 등의 구체적인 커널성능

분석 실습을 예제와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리눅스 커널 Filesystem / Storage를 기

준으로 다양한 사례별로 step-by-step 진행합니다. 

기존 블록레벨 추적도구인 blktrace와 비교해본다면 tracepoint에 국한되어있지 않

아 더 유연하고 상세하게 Tracing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HW 디버거, printk 삽

입, 재컴파일, 재부팅 없이 runtime에 커널 데이터 및 함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 성능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T1.4 / 6.26(수) 13:30~16:30 / 401A호

자연어처리를 위한 벡터 표현법과 응용                                               차정원 교수(창원대)

본 강연에서는 벡터 표현법에 대해서 강연한다. 특히 문자 단위, 단어 단위, 문장 단

위, 단락 단위, 문서 단위 벡터 표현법에 대해서 강연한다. 또한 멀티모달 벡터 표현

에 대해서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응용에 대해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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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T2.1 / 6.28(금) 09:00~12:00 / 303A호

Geometric Deep Learning for Manifold-valued Data and Graphs             김현우 교수(고려대)

본 튜토리얼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하여 확장된 통계 모델 및 기

계학습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인공신경망 및 딥러닝과 결합하여 보다 유연하고 강력

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미분 가능한 매니폴드 상의 점들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래프로 표현된 데이터를 본 튜토리얼에서 주로 다룬다. 기초적인 미분기

하학(Differential Geometry)과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

안된 모델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응용한다.

T2.2 / 6.28(금) 09:00~12:00 / 304호

대규모 관계형 및 행렬 데이터를 위한 최신의 고속 분산 처리 기술                 김민수 교수(DGIST)

관계형 및 행렬 데이터는 IT, 금융, 게임, 의료, 과학기술 등의 산업계에서 핵심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이들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분산처리 및 

GPU 컴퓨팅을 활용하여 기존에 불가능했던 대규모의 관계형 및 행렬 데이터에 대

해서도 고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강의

에서는 관계형 및 행렬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업계 표준 및 주요 기술들로서 Spark 

SQL, PREF, ScaLAPACK, SciDB, SystemML 등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들 방법

들의 성능 문제를 그래프 이론과 GPU 컴퓨팅을 기반으로 해결하여 성능을 크게 향

상시킨 최신의 고속 분산 처리 기술들인 Spark SQL/GPT와 DistME에 대해 설명하

며, 그 사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T2.3 / 6.28(금) 09:00~12:00 / 401A호

대규모 Microservice 아키텍처를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구축 실습     민학준 실장(IBM)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유연하고 손쉽게 대규모로 확장하

기 위해 Containerization을 수행하고 Orchestration 환경을 구축합니다. 

Service Mesh를 구성하여 서비스 트래픽을 관리하고 툴 기반의 A/B Testing과 

Circuit Breaker 환경을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Docker, Kubernetes, Helm, Istio 등을 사용)

T2.4 / 6.28(금) 09:00~12:00 / 402A호

오토인코더 딥 러닝 모델 기초 이론 및 활용 실습                                 최재영 교수(한국외대)

딥 러닝 분야의 대표적인 학습모델 중 하나인 오토인코더를 강의한다. 오토인코더 

개발 배경, 개념, 설계방법, 응용분야 등에 대해 수강생을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토인코더와 관련된 핵심 논문들을 분석하여 관련 이론을 수강생에게 이해시

키고 텐서플로우, 케라스 딥 러닝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구현실습을 수행하여 수강생

들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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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Paper

행사일정

No 분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발표세션

1
고성능

컴퓨팅
CCGrid 2019

DCA-IO: A Dynamic I/O Control Scheme 

for Parallel and Distributed File System
김성곤(서울대) 엄현상 O2.4

2

데이터

베이스

SIGMOD

2019

DistME: A Fast and Elastic Distributed 

Matrix Computation Engine using GPUs
한동형(DGIST) 김민수 O1.5

3 ICML 2019
SELFIE: Refurbishing Unclean Samples 

for Robust Deep Learning
송환준(KAIST) 이재길 O3.7

4 WWW 2019
From Small-scale to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김강민(고려대) 이상근 O3.7

5 WWW 2019

RealGraph: A Graph Engine Leveraging 

the Power-Law Distribution of Real-World 

Graphs

장명환(한양대) 김상욱 O5.6

6 ICDE 2019
No, That’s Not My Feedback: TV Show 

Recommendation Using Watchable 

Interval

이연창(한양대) 김상욱 O3.7

7

소프트

웨어

공학

ICSE 2018
Automatically generating search 

heuristics for concolic testing 
차수영(고려대) 오학주 O1.1

8 FSE 2018
MemFix: Static Analysis-Based Repair of 

Memory Deallocation Errors for C
이준희(고려대) 오학주 O1.1

9 ASE 2018
Template-Guided Concolic Testing via 

Online Learning
차수영(고려대) 오학주 O1.1

10 ICSE 2018

Precise concolic unit testing of C 

programs using extended units and 

symbolic alarm filtering

김윤호(KAIST) 김문주 O2.6

11

인공

지능

ICML 2019
EMI: Exploration with Mutual 

Information 
김형석(서울대) 송현오 O1.6

12 ICML 2019 Self-Attention Graph Pooling 이준현(고려대) 강재우 O2.8

13 ICML 2019
Training CNNs with Selective Allocation 

of Channels 
정종헌(KAIST) 신진우 O2.8

14 CVPR 2019
Deep Metric Learning Beyond Binary 

Supervision
김성연(포항공대) 곽수하 O3.8

15 CVPR 2019

FickleNet: Weakly and Semi-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using 

Stochastic Inference

이정범(서울대) 윤성로 O3.8

Invited Paper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9 25

Invited Paper

 Invited Paper 상세정보

　

▢ Abstract

[고성능컴퓨팅]
1. DCA-IO: A Dynamic I/O Control Scheme for Parallel and Distributed File System

대회명: CCGrid 2019

저자: Sunggon Kim, Alex Sim, Kesheng Wu, Suren Byna, Teng Wang, Yongseok Son, Hyeonsang 

Eom(Seoul National University)

 In high-performance computing, storage is a shared resource and used by all users with many different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knowledge of storage. Consequently, the optimal storage configur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I/O behavior of each application. While system logs are helpful resources in understanding 

the storage behavior, it is non-trivial for each user to analyze the logs and adjust complex configurations. 

Even for experienced user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ull stack of I/O systems and find the optimal 

configuration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In this work, we analyzed the I/O activities of CORI which is an HPC 

system in National Energy Research Scientific Computing Center(NERSC). The result of our analysis shows that 

most users do not adjust storage configurations and use the default settings. Also, it shows that only a few 

applications are executed repeatedly in the HPC environment. Based on this result, we have developed 

DCA-IO, a dynamic distributed file system configuration adjustment algorithm, which utilizes system log 

information and widely adapted rules to adjust storage configurations automatically without any user 

intervention. DCA-IO utilizes existing system logs and does not require any modifications in code or an 

additional library.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DCA-IO, we have performed experiments using I/O 

kernels of the real applications in both isolated small-sized Lustre environment and CORI. Our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use of our scheme can lead to improvements in the performance of HPC applications 

by up to 75% in an isolated environment and 50% in a real HPC environment without user intervention. 

No 분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발표세션

16

컴퓨터

시스템

SIGMETRICS 

2019

TeksDB: Weaving Data Structures for a 

High-Performance Key-Value Store
한유일(숭실대) 이은지 O1.7

17 HPCA 2019

Amoeba: An Autonomous Backup and 

Recovery SSD for Ransomware Attack 

Defense

민동현(서강대) 김영재 O2.2

18 FAST 2019 Design Tradeoffs for SSD Reliability 김석준(서울대) 민상렬 O2.2

19
MobiSys

2019

Graphics-aware Power Governing for 

Mobile Devices
최용훈(연세대) 차호정 O3.2

20 DAC 2019

Fast and Efficient Information Transmission 

with Burst Spikes in Deep Spiking Neural 

Networks

박성식(서울대) 윤성로 O3.2

21 HPCA 2019

CIDR: A Cost-Effective In-line Data 

Reduction System for Terabit-per-Second 

Scale SSD Arrays

Mohammada

min Ajdari

(포항공대)

김장우 O5.3

22
MobiSys

2019

LpGL: Low-power Graphics Library for 

Mobile AR Headsets
최재원(아주대) 고정길 O5.3

23
컴퓨터

이론

SIGMOD 

2019

Efficient Subgraph Matching: Harmonizing 

Dynamic Programming, Adaptive Matching 

Order, and Failing Set Together

구건모(서울대) 박근수 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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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1. DistME: A Fast and Elastic Distributed Matrix Computation Engine using GPUs

대회명: SIGMOD 2019

저자: Donghyoung Han, Yoon-Min Nam, Jihye Lee(DGIST), Kyongseok Park, Hyunwoo Kim(KISTI), 

Min-Soo Kim(DGIST)

 Matrix computation, in particular, matrix multiplication is time-consuming, but essentially and widely used 

in a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in science and industry. The existing distributed matrix multiplication methods 

only focus on either low communication cost(i.e., high performance) with the risk of out of memory or 

large-scale processing with high communication overhead. We propose a distributed elastic matrix multiplication 

method called CuboidMM that achieves both high performance and large-scale processing. We also propose 

a GPU acceleration method that can be combined with CuboidMM. CuboidMM partitions matrices into 

cuboids for optimizing the network communication cost with considering memory usage per task, and the 

GPU acceleration method partitions a cuboid into subcuboids for optimizing the PCI-E communication cost 

with considering GPU memory usage. We implement a fast and elastic matrix computation engine called 

DistME by integrating CuboidMM with GPU acceleration on top of Apache Spark.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e have demonstrated that CuboidMM and DistME significantly outperform the state-of-the-art 

methods and systems, respectively, in terms of both performance and data size.

2. SELFIE: Refurbishing Unclean Samples for Robust Deep Learning

대회명: ICML 2019

저자: Hwanjun Song, Minseok Kim, Jae-Gil Lee(KAIST)

 Owing to the extremely high expressive power of deep neural networks, their side effect is to totally 

memorize training data even when the labels are extremely noisy. To overcome overfitting on the noisy labels, 

we propose a novel robust training method called SELFIE. Our key idea is to selectively refurbish and exploit 

unclean samples that can be corrected with high precision, thereby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available 

training samples. Taking advantage of this design, SELFIE effectively prevents the risk of noise accumulation 

from the false correction and fully exploits the training data. To validate the superiority of SELFIE, we 

conducted extensive experimentation using four real-world or synthetic data sets. The result showed that 

SELFIE remarkably improved absolute test error compared with two state-of-the-art methods.

3. From Small-scale to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대회명: WWW 2019

저자: Kang-Min Kim, Yeachan Kim, Jungho Lee, Ji-Min Lee, Sangkeun Lee(Korea University)

 Neural network models have achieved impressive results in the field of text classification. However, existing 

approaches often suffer from insufficient training data in a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involving a large number 

of categories(e.g., several thousands of categories). Several neural network models have utilized multi-task learning 

to overcome the limited amount of training data. However, these approaches are also limited to small-scale text 

classif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neural network-based multi-task learning framework for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To this end, we first treat the different scales of text classification(i.e., large and small numbers 

of categories) as multiple, related tasks. Then, we train the proposed neural network, which learns small- and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tasks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we further enhance this multi-task learning 

architecture by using a gate mechanism, which controls the flow of features between the small- and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tasks. Experimental results clearly show that our proposed model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task with the help of the small-scale text classification task. The proposed scheme 

exhibits significant improvements of as much as 14% and 5% in terms of micro-averaging and macro-averaging 

F1-score, respectively, over state-of-the-art techniques.

4. RealGraph: A Graph Engine Leveraging the Power-Law Distribution of Real-World Graphs

대회명: WWW 2019

저자: Yong-Yeon Jo, Myung-Hwan Jang, Sang-Wook Kim, Sunju Park(Hanyang University)

 As the size of real-world graphs has dras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 wide variety of graph engines have 

been developed to deal with such big graphs efficiently. However, the majority of graph engines have been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the power-law degree distribution of real-world graphs seriously. Two problems 

have been observed when existing graph engines process real-world graphs: inefficient scanning of the sparse 

indicator and the delay in iteration progress due to uneven workload distribu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RealGraph, a single-machine based graph engine equipped with the hierarchical indicator and the block-based 

workload allocation. Experimental results on real-world datasets show that RealGraph significantly outperforms 

existing graph engines in terms of both speed and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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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 That’s Not My Feedback: TV Show Recommendation Using Watchable Interval

대회명: ICDE 2019

저자: Kyung-Jae Cho, Yeon-Chang Lee, Kyungsik Han, Jaeho Choi, Sang-Wook Kim(Hanyang University)

 As the number of TV channels increases, it is becoming important to recommend TV shows that users prefer 

to watch. To this end, we investigate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mplicit feedback given in the TV show 

domain, and identify the challenges for building an effective TV show recommendation. Bas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we define a user’s watchable interval, the most important and novel concept in understanding 

users’ true preferences. In order to reflect this new concept into the TV show recommendation, we propose a 

novel framework based on collaborative filtering. Our framework is composed of (1) preference estimation 

based on a user’s watchable interval, (2) preference prediction based on confidence exploiting watchable 

episodes, and (3) top-N recommendation considering TV show’s staying and remaining times. Using a 

real-world TV show dataset, we demonstrate that our framework effectively solves the challenges and 

significantly outperforms other existing state-of-the-art methods.

[소프트웨어공학]
1. Automatically generating search heuristics for concolic testing

대회명: ICSE 2018

저자: Sooyoung Cha, Seongjoon Hong, Junhee Lee, Hakjoo Oh(Korea University)

 We present a technique to automatically generate search heuristics for concolic testing. A key challenge in 

concolic testing is how to effectively explore the program’s execution paths to achieve high code coverage in a 

limited time budget. Concolic testing employs a search heuristic to address this challenge, which favors exploring 

particular types of paths that are most likely to maximize the final coverage. However, manually designing a good 

search heuristic is nontrivial and typically ends up with suboptimal and unstable outcome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of concolic testing by automatically generating search heuristics. We define a class 

of search heuristics, namely a parameterized heuristic, and present an algorithm that efficiently finds an optimal 

heuristic for each subject program. Experimental results with open-source C programs show that our technique 

successfully generates search heuristics that significantly outperform existing manually-crafted heuristics in terms of 

branch coverage and bug-finding.

2. MemFix: Static Analysis-Based Repair of Memory Deallocation Errors for C

대회명: FSE 2018

저자: Junhee Lee, Seongjoon Hong, Hakjoo Oh(Korea University)

 We present MemFix, an automated technique for fixing memory deallocation errors in C programs. MemFix aims 

to fix memory-leak, double-free, and use-after-free errors, which occur when developers fail to properly deallocate 

memory objects. MemFix attempts to fix these errors by finding a set of free-statements that correctly deallocate 

all allocated objects without causing double-frees and use-after-frees. The key insight behind MemFix is that 

finding such a set of deallocation statements corresponds to solving an exact cover problem derived from a variant 

of typestate static analysis. We formally present the technique and experimentally show that MemFix is able to fix 

real errors found in open-source programs. Because MemFix is based on a sound static analysis, the generated 

patches guarantee to fix the original error without introducing new errors.

3. Template-Guided Concolic Testing via Online Learning

대회명: ASE 2018

저자: Sooyoung Cha, Seonho Lee, Junhee Lee, Hakjoo Oh(Korea University)

 We present template-guided concolic testing, a new technique for effectively reducing the search space in 

concolic testing. Addressing the path-explosion problem has been a significant challenge in concolic testing. 

Diverse search heuristics have been proposed to mitigate this problem but using search heuristics alone is not 

sufficient to substantially improve code coverage for real-world program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mplement 

existing techniques and achieve higher coverage by exploiting templates in concolic testing. In our approach, a 

template is a partially symbolized input vector whose job is to reduce the search space. However, choosing a right 

set of templates is nontrivial and significantly affects the final performance of our approach. We present an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learns useful templates online,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previous runs of concolic 

test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open-source programs show that our technique achieves greater branch 

coverage and finds bugs more effectively than conventional concolic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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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cise concolic unit testing of C programs using extended units and symbolic alarm filtering

대회명: ICSE 2018

저자: Yunho Kim(KAIST), Yunja Choi(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oonzoo Kim(KAIST)

 Automated unit testing reduces manual effort to write unit test drivers/stubs and generate unit test inputs. 

However, automatically generated unit test drivers/stubs raise false alarms because they often over-approximate 

real contexts of a target function f and allow infeasible executions of f.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developed 

a concolic unit testing technique CONBRIO. To provide realistic context to f. it constructs an extended unit of f 

that consists of f and closely relevant functions to f. Also, CONBRIO filters out a false alarm by checking feasibility 

of a corresponding symbolic execution path with regard to f ’s symbolic calling contexts obtained by combining 

symbolic execution paths of f ’s closely related predecessor functions. In the experiments on the crash bugs of 15 

real-world C programs, CONBRIO shows both high bug detection ability(i.e. 91.0% of the target bugs detected) 

and high precision(i.e. a true to false alarm ratio is 1:4.5). Also, CONBRIO detects 14 new bugs in 9 target C 

programs studied in papers on crash bug detection techniques. 

[인공지능]
1. EMI: Exploration with Mutual Information 

대회명: ICML 2019

저자: Hyoungseok Kim, Jaekyeom Kim, Yeonwoo J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Sergey Levine(UC 

Berkeley) Hyun Oh Song(Seoul National University)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s struggle when the reward signal is very sparse. In these cases, naive random 

exploration methods essentially rely on a random walk to stumble onto a rewarding state. Recent works utilize 

intrinsic motivation to guide the exploration via generative models, predictive forward models, or discriminative 

modeling of novelty. We propose EMI, which is an exploration method that constructs embedding representation 

of states and actions that does not rely on generative decoding of the full observation but extracts predictive 

signals that can be used to guide exploration based on forward prediction in the representation space. Our 

experiments show competitive results on challenging locomotion tasks with continuous control and on 

image-based exploration tasks with discrete actions on Atari. The source code is available at 

https://github.com/snu-mllab/EMI.

2. Self-Attention Graph Pooling

대회명: ICML 2019

저자: Junhyun Lee, Inyeop Lee, Jaewoo Kang(Korea University)

 Advanced methods of applying deep learning to structured data such as graphs have been proposed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studies have focused on generaliz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to graph data, which 

includes redefining the convolution and the downsampling(pooling) operations for graphs. The method of 

generalizing the convolution operation to graphs has been proven to improve performance and is widely used. 

However, the method of applying downsampling to graphs is still difficult to perform and has room for 

improv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graph pooling method based on self-attention. Self-attention using 

graph convolution allows our pooling method to consider both node features and graph topology. To ensure a fair 

comparison, the same training procedures and model architectures were used for the existing pooling methods 

and our method.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our method achieves superior graph classification 

performance on the benchmark datasets using a reasonable number of parameters.

3. Training CNNs with Selective Allocation of Channels 

대회명: ICML 2019

저자: Jongheon Jeong, Jinwoo Shin(KAIST)

 Recent progress i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s) have enabled a simple paradigm of architecture 

design: larger models typically achieve better accuracy. Due to this, in modern CNN architectures,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design models that generalize well under certain resource constraints, e.g.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way to improve the capacity of any CNN model having large-scale features, 

without adding more parameters. In particular, we modify a standard convolutional layer to have a new 

functionality of channel-selectivity, so that the layer is trained to select important channels to re-distribute their 

parameters. Our experimental results under various CNN architectures and datase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new convolutional layer allows new optima that generalize better via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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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ep Metric Learning Beyond Binary Supervision

대회명: CVPR 2019

저자: Sungyeon Kim, Minkyo Seo(POSTECH), Ivan Laptev(Inria), Minsu Cho, Suha Kwak(POSTECH)

 Metric Learning for visual similarity has mostly adopted binary supervision indicating whether a pair of images are 

of the same class or not. Such a binary indicator covers only a limited subset of image relations, and is not 

sufficient to represent semantic similarity between images described by continuous and/or structured labels such as 

object poses, image captions, and scene graphs. Motivated by this, we present a novel method for deep metric 

learning using continuous labels. First, we propose a new triplet loss that allows distance ratios in the label space 

to be preserved in the learned metric space. The proposed loss thus enables our model to learn the degree of 

similarity rather than just the order. Furthermore, we design a triplet mining strategy adapted to metric learning 

with continuous labels. We address three different image retrieval tasks with continuous labels in terms of human 

poses, room layouts and image captions, and demonstrate the superior performance of our approach compared to 

previous methods.  

 

5. FickleNet: Weakly and Semi-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using Stochastic Inference

대회명: CVPR 2019

저자: Jungbeom Lee, Eunji Kim, Sungmin Lee, Jangho Lee, Sungroh Yoo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obstacle to weakly 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is the difficulty of obtaining pixel-level 

information from coarse image-level annotations. Most methods based on image-level annotations use localization 

maps obtained from the classifier, but these only focus on the small discriminative parts of objects and do not 

capture precise boundaries. FickleNet explores diverse combinations of locations on feature maps created by 

generic deep neural networks. It selects hidden units randomly and then uses them to obtain activation scores for 

image classification. FickleNet implicitly learns the coherence of each location in the feature maps, resulting in a 

localization map which identifies both discriminative and other parts of objects. The ensemble effects are obtained 

from a single network by selecting random hidden unit pairs, which means that a variety of localization maps are 

generated from a single image. Our approach does not require any additional training steps and only adds a 

simple layer to a standar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nevertheless it outperforms recent comparable techniques 

on the Pascal VOC 2012 benchmark in both weakly and semi-supervised settings.

[컴퓨터시스템]
1. TeksDB: Weaving Data Structures for a High-Performance Key-Value Store 

대회명: SIGMETRICS 2019 

저자: Youil Ha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ryan S.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Jeseong 

Yeo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ngjin Lee(DGIST), Eunji Lee(Soongsi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design tradeoffs of existing in-memory data structures of a state-of-the-art 

key-value store. We observe that no data structures provide both fast point-accesses and consistent ranged- 

retrievals, and naïve amalgamations of existing structures fail to get the best of both worlds. Furthermore, our 

experiments reveal a performance anomaly when increasing the memory size: as more key-value pairs are 

maintained in memory, the shortcomings of the data structures exacerbate. To address the above problems, we 

present TeksDB, a fast and consistent key-value store with a novel in-memory data structure, which efficiently 

handles both point- and ranged- accesses at a modest increase in memory footprint. Our evaluation demonstrates 

that TeksDB outperforms RocksDB by 3.6×, 9×, and 4.5× for get, scan, and range_query, resp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eksDB extends to real-world workloads, achieving up to 3.3× speedup for YCSB. 

2. Amoeba: An Autonomous Backup and Recovery SSD for Ransomware Attack Defense

대회명: HPCA 2019

저자: Donghyun Min, Donggyu Park, Jinwoo Ahn(Sogang University), Ryan Walker, Junghee 

Lee(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Sungyong Park, Youngjae Kim(Sogang University)

 Ransomware is one of growing concerns in personal computer, enterpris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because 

it causes financial damages or loss of important data. Although there are techniques to detect and prevent 

ransomware, an evolved ransomware may evade them because they are based on monitoring known behaviors. 

Ransomware can be mitigated if backup copies of data are retained in a safe place. However, existing backup 

solutions may be under ransomware’s control and an intelligent ransomware may destroy backup copies too. They 

also incur overhead to storage space, performance and network traffic(in case of remote backup). In this paper, 

we propose an SSD system that supports automated backup, called Amoeba. In particular, Amoeba is armed with 

a hardware accelerator that can detect the infection of pages by ransomware attacks at high speed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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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grained backup control mechanism to minimize space overhead for original data backup. For evaluation, we 

extended the Microsoft SSD simulator to implement Amoeba and evaluated it using the realistic block-level traces, 

which are collected while running the actual ransomware. According to our experiments, Amoeba has negligible 

overhead and outperforms in performance and space efficiency over the state-of-the-art research, FlashGuard, 

which supports data backup within the device. 

3. Design Tradeoffs for SSD Reliability

대회명: FAST 2019

저자: Bryan S.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moo Choi(Dankook University), Sang Lyul Min(Seoul 

National University)

 Flash memory-based SSDs are popular across a wide range of data storage markets, while the underlying storage 

medium-;flash memory-;is becoming increasingly unreliable. As a result, modern SSDs employ a number of 

in-device reliability enhancement techniques, but none of them offers a one size fits all 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multi-dimensional requirements for SSDs: performance, reliability, and lifetim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design tradeoffs of existing reliability enhancement techniques such as data re-read, intra-SSD redundancy, and 

data scrubbing. We observe that an uncoordinated use of these techniques adverse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SSD, and careful management of the techniques is necessary for a graceful performance degradation while 

maintaining a high reliability standard. To that end, we propose a holistic reliability management scheme that 

selectively employs redundancy, conditionally re-reads, judiciously selects data to scrub.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scheme by evaluating it across a set of I/O workloads and SSDs wear states. 

4. Graphics-aware Power Governing for Mobile Devices

대회명: MobiSys 2019

저자: Yonghun Choi, Seonghoon Park, Hojung Cha(Yonsei University)

 Graphics increasingly play a key role in modern mobile devices. The graphics pipeline require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CPU and the GPU to ensure energy efficiency and the user’s quality of experience(QoE). Our 

preliminary analysis showed that the current techniques employed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in the Android 

graphics pipeline are not optimized especially in the frame generation process. In this paper, we aim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Android graphics pipeline without degrading the user’s QoE. To achieve this goal, we 

studied the internals of the Android graphics pipeline and observed the energy inefficiency in the existing 

governing framework of the CPU and GPU.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 three techniques for addressing 

energy inefficiency:(1) aggressively capping the maximum CPU frequency,(2) lowering the CPU frequency by raising 

the GPU minimum frequency, and(3) allocating the frame rendering?related threads in the energy-efficient CPU 

cores. These techniques are integrated into a single governing framework, called the GFX Governor, and 

implemented in the newest Android-based smartphon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without hampering the 

user’s QoE the average energy consumption of Nexus 6P, Pixel XL, and Pixel 2 XL is reduced at the device level 

by 24.2%, 18.6%, and 13.7%, respectively, for the 60 chosen applications. We also analyzed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technique in comparison with the state-of-the-art Energy-Aware Scheduling(EAS) implemented in the 

latest smartphone. 

5. Fast and Efficient Information Transmission with Burst Spikes in Deep Spiking Neural Networks 

대회명: DAC 2019

저자: Seongsik Park, Seijoon Kim, Hyeokjun Choe, Sungroh Yoon(Seoul National University) 

 Spiking neural networks (SNN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due to 

their energy-efficient computing capability. Recently, conversion of a trained deep neural network to an SNN has 

improved the accuracy of deep SNNs.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not achieved satisfactory results 

in terms of inference speed and energy efficiency.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and energy-efficient information 

transmission method with burst spikes and hybrid neural coding scheme in deep SNNs.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e proposed methods can improve inference energy efficiency and shorten the latency. 

6. CIDR: A Cost-Effective In-line Data Reduction System for Terabit-per-Second Scale SSD Arrays

대회명: HPCA 2019

저자: Mohammadamin Ajdari(POSTECH), Pyeongsu Park, Joonsung Kim, Dongup Kwon, Jangwo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An SSD array, a storage system consisting of multiple SSDs per node, has become a design choice to implement 

a fast primary storage system, and modern storage architects now aim to achieve terabit-per-second scale 

performance with the next-generation SSD array. To reduce the storage cost and improve the device endurability,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9 31

Invited Paper

such SSD array must employ data reduction schemes(i.e., deduplication, compression), which provide high data 

reduction capability at minimum costs. However, existing data reduction schemes do not scale with the fast 

increasing performance of an SSD array, due to inhibitive amount of CPU resources(e.g., in software-based 

schemes) or low data reduction ratio(e.g., in SSD device wide deduplication) or being cost ineffective to address 

workload changes in datacenters(e.g., in ASIC-based acceler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CIDR, a novel 

FPGA-based, cost-effective data reduction system for an SSD array to achieve the terabit-per-second scale storage 

performance. Our key ideas are as follows. First, we decouple data reduction-related computing tasks from the 

unscalable host CPUs by offloading them to a scalable array of FPGA boards. Second, we employ a centralized, 

node-wide metadata management scheme to achieve an SSD array-wide, high data reduction. Third, our 

FPGA-based reconfiguration adapts to different workload patterns by dynamically balancing the amount of 

software and hardware tasks running on CPUs and FPGAs, respectively. For evaluation, we built our example CIDR 

prototype achieving up to 12.8 GB/s(0.1 Tbps) on one FPGA. CIDR outperforms the baseline for a write-only 

workload by up to 2.47x and a mixed read-write workload by an expected 3.2x, respectively. We showed CIDR’s 

scalability to achieve Tbps-scale performance by measuring a two-FPGA CIDR and projecting the performance 

impacts for more FPGAs.

7. LpGL: Low-power Graphics Library for Mobile AR Headsets

대회명: MobiSys 2019

저자: Jaewon Choi, HyeonJung Park(Ajou University), Jeongyeup Paek(Chung-Ang University), Rajesh 

Krishna Balan(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eongGil Ko(Ajou University)

 We present LpGL, an OpenGL API compatible Low-power Graphics Library for energy efficient AR headset 

applications. We first characterize the power consumption patterns of a state of the art AR headset, Magic Leap 

One, and empirically show that its internal GPU is the most impactful and controllable energy consumer. Based on 

the preliminary studies, we design LpGL so that it uses the device’s gaze/head orientation information and 

geometry data to infer user perception information, intercepts application-level graphics API calls, and employs 

frame rate control, mesh simplification, and culling technique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of AR headsets 

without detriment of user experience. Results from a comprehensive set of controlled in-lab experiments and an 

IRB-approved user study with 25 participants show that LpGL reduces up to ∼22% of total energy usage while 

adding only 46 μsec of latency per object with close to no loss in subjective user experience. 

[컴퓨터이론]
1. Efficient Subgraph Matching: Harmonizing Dynamic Programming, Adaptive Matching Order, and Failing 

Set Together

대회명: SIGMOD 2019

저자: Myoungji Han, Hyunjoon Kim, Geonmo Gu, Kunsoo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Wook-Shin 

Han(POSTECH)

 Subgraph matching(or subgraph isomorphism) i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in graph analysis. Extensive 

research has been done to develop practical solutions for subgraph matching. The state-of-the-art algorithms such 

as CFL-Match and TurboISO convert a query graph into a spanning tree for obtaining candidates for each query 

vertex and obtaining a good matching order with the spanning tree. However, by using the spanning tree instead 

of the original query graph, it could lead to lower pruning power and a sub-optimal matching order. Another 

limitation is that they perform redundant computation in search without utilizing the knowledge learned from past 

computation.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ree novel concepts to address these inherent limitations: 1) dynamic 

programming between a directed acyclic graph(DAG) and a graph, 2) adaptive matching order with DAG ordering, 

and 3) pruning by failing sets, which together lead to a much faster and more robust algorithm DAF for subgraph 

matching. Extensive experiments with real datasets show that DAF outperforms the fastest existing solution by up 

to orders of magnitude in terms of recursive calls as well as in terms of elaps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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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분과워크샵 행사일정

No 주관 세션명 일시

S1.1 사물인터넷연구회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반 분산지능 과제 워크숍 *Closed 6.26(수) 13:30~17:00

S1.2 정보통신소사이어티  대한민국 정보통신 역사 워크샵 6.26(수) 13:30~17:30

S1.3 스마트시티연구회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이슈 및 대응전략 워크샵 6.26(수) 13:30~18:00

S1.4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샵 6.26(수) 13:30~18:00

S2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기술 워크샵 6.28(금) 13:30~17:00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반 분산지능 과제 워크숍

S1.1 / 6.26(수) 13:30~17:00 / 301B호

주관 : 사물인터넷연구회

조직

대회장 : 손영성 PL(ETRI), 조직위원장 : 이강복 PL(ETRI), 실무담당 : 박동환 책임(ETRI)

 
행사 개요

초연결 공간을 구성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에 있어 지능 기술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토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 인사들이 모여 분산지능 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토론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13:40~14:10 다중에이전트 협업 플래닝 기술 조준면(ETRI)

14:10~14:40 협업 플래닝을 위한 메시징 신뢰 기술 최진철(ETRI)

14:40~15:10 강화학습을 활용한 다중에이전트 협업 지능 기술 김현석(ETRI)

15:10~15:30 휴식

15:30~16:00 모델 압축을 통한 지능 전이 강화 기술 장인국(ETRI)  

16:00~16:30 스마트팩토리 자율 제조를 위한 제조지능 기술 배희철(ETRI)

16:30~17:00 로봇 학습을 위한 강화학습 적용 기술 한효녕(ETRI)  

17:00~17:30 사물인터넷 연구회 총회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분과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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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대한민국 정보통신 역사 워크샵

S1.2 / 6.26(수) 13:30~17:30 / 303A호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4:00  등록 및 오프닝 인사

 좌장 : 정일영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14:00~14:30  인터넷 연구개발역사  전길남 교수

14:30~15:00  네트워크 발전과 인터넷 라우팅 기술  안상현 교수

15:00~15:30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서비스 기술  정광수 교수

15:30~15:50  휴식

15:50~16:20  이동통신 역사  방승찬 박사

16:20~16:50  IoT기술 자취로 바라보는 미래 초연결 사회  방효찬 박사

16:50~17:10  ICT미래 비전  최양희 교수

17:10~17:30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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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이슈 및 대응전략

S1.3 / 6.26(수) 13:30~18:00 / 303B호

주관 : 스마트시티연구회, 건국대 에코인포매틱스 연구소

조직

대회장 : 박청원 교수(건국대)

프로그램위원장 : 김우용 교수(고려대)

조직위원장 : 정갑주 교수(건국대) 

소개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사물인터넷 기기 중심 스마트시티에서 진화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개발이 데이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

단,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LH공사, LX공사, SK텔레콤, KT 등의 산/학/

연/관 분야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데이터 관점에서 이슈들을 분석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개회사 황선태 운영위원장(국민대)

13:40~14:10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 데이터 생태계의 의미 정갑주 교수(건국대학교)

14:10~14:30 해외(일본 등) 최근 스마트시티 동향 및 시사점 이경준 지사장(멀티테크)

14:30~14:50
Environment Oriented Data(기후/환경/생태) 

- 디지털트윈 사례와 도시데이터
김경훈 박사(KT)

14:50~15:10
Energy Oriented Data(전력/자원) 

- xEMS 사례와 도시데이터
나석중 팀장(SK텔레콤)

15:10~15:30 휴식

15:30~15:50
Space Oriented Data(생활안전/사회적재난/방범)

- 포트홀 사례와 도시데이터
박찬순 부장(케이웍스)

15:50~16:10
Mobility(Vehicle) Oriented Data(교통/주차/이동성)

- 스마트모빌리티 사례와 도시데이터
오충석 부사장(멜퍼)

16:10~16:30
Human Oriented Data(복지/케어/도시생활)

- 스마트케어 사례와 도시데이터
이승엽 대표(하이디어솔루션즈)

16:30~16:50 인천스마트시티 사례와 데이터 기반 활용전략 이상호 센터장(인천스마트시티)

16:50~17:10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현 현황 및 이슈 김재호 센터장(전자부품연구원)

17:10~17:20 휴식

17:20~17:5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및 주요 참석자

- 데이터중심 스마트시티 이슈와 도전과제
황선태 운영위원장(국민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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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샵

S1.4 / 6.26(수) 13:30~18:00 / 401B호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 최승진 교수(포항공대)

프로그램위원장 : 김래현 책임연구원(KIST)

조직위원장 : 전성찬 교수(GIST)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소사이어티에서 201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연구진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연구 정보를 공유합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개회사

13:40~14:00
생각만으로 실생활 기기 및 AR/VR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비침습 BCI통합 뇌인지 컴퓨팅 SW플랫폼 기술 개발
김래현 책임연구원(KIST)

14:00~15:40 드론 및 전동휠체어 제어 BCI SW플랫폼 세부 기술 조성호 교수(KAIST) 외

15:40~16:00 휴식

16:00~16:20
딥러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인지하는 

BCI기반 뇌인지 컴퓨팅 기술 개발
이성환 교수(고려대)

16:20~18:00 사용자 의도 인식 딥러닝 세부 기술 전성찬 교수(GIST) 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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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기술

S2 / 6.28(금) 13:30~17:00 / 402A호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 전종훈 교수(명지대)

프로그램위원 :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 위원장), 황지영 교수(성균관대), 이경용 교수(국민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에서 201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

에서는 최근 산업체와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기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빅데이터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비고

13:30~13:40 개회사

13:40~14:30
데이터의 힘 

- From Analytics to Machine Learning
안준필 SA(AWS Korea)

기념품 

증정

14:30~15:20
그래프 처리 성능 벤치마크를 위한 

조단위 규모 데이터 생성 기술
김민수 교수(DGIST)

15:20~15:30 휴식

15:30~16:10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확산 전략
김진철 수석

(한국정보화진흥원)

16:10~17:00 교통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축 및 분석 사례
강일권 센터장(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PM)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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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협력워크샵 행사일정

No 주관 세션명 일시

W1 TTA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 및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융합서비스 분야 발표회
6.26(수) 10:00~16:00

W2.1 부산대 한국연구자정보 발전방안 6.26(수) 15:00~17:00

W2.2 SK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시스템 워크숍 

: Memory-Centric Computing 
6.26(수) 13:30~16:30

W2.3 ETRI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closed 6.26(수) 13:00~18:00

W2.4 IITP 2019년도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교류회 *closed
6.26(수) 14:00~19:00  

6.27(목) 09:30~12:00

W3.1 ETRI 딥러닝 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워크샵 *오전 closed 6.27(목) 09:30~18:00

W3.2 경북대 Ambient Assisted 헬스케어를 위한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숍 6.27(목) 09:00~12:00

W4 ETRI 자율성장형 AI 기술 교류 워크샵 6.27(목) 13:00~18:00

W5.1 KAIST 2019년 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 공동 워크샵 *closed 6.28(금) 09:30~14:00

W5.2 KCIA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총회 및 세미나 6.28(금) 10:00~16:30

W5.3 서울대 2019년 VTT (Video Turing Test) 과제 워크샵 *closed 6.28(금) 09:00~12:00

 

협력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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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 및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융합서비스 분야 발표회

W1 / 6.26(수) 10:00~16:00 / 402B호

주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초대의 말씀

1.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래 혁신 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ICT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4

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자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선결 조건인 ‘ICT 표준 개요 및 동향’과, 국제표준화기구인 “ITU 및 JTC1”의 역할 

및 비전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 대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융합서비스 분야 발표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개발에 따라 수립된 국내외 표준화 추

진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융합서비스 분야 발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

사에서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ICT 유망 중점 기술별 국내외 정책, 시장, 기술, 

IPR,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국제 표준화 전략을 공유합니다. 융합서비스 분야 관련 표준화 현황 및 전략에 관심 있으

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10:00 등록

1.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

10:00~10:40 ICT표준 개요 강부미 팀장(TTA)

10:40~11:20 표준화기구 소개(ITU, JTC1) 김기훈 팀장(TTA)

11:20~12:00 인공지능 표준기술 현황 김성한 책임(ETRI)

2. 융합서비스 분야       (좌장: 제주대 김도현 교수)

13:30~13:35 개회사 김대중 단장(TTA)

13:35~13:55 표준화전략맵 Ver.2020 추진경과 소개 고준호 책임(TTA)

13:55~14:20 사물인터넷 이주철 책임(ETRI)

14:20~14:45 스마트헬스 배인호 대표(카이랩)

14:45~15:10 스마트시티 오정선 책임(KAIA)

15:10~15:35 스마트공장 전인걸 PL(ETRI)

15:35~16:00 스마트팜 박대헌 선임(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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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한국연구자정보 발전방안
 

W2.1 / 6.26(수) 15:00~17:00 / 삼다홀B

주관 : 부산대학교

소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과제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재단 KRI 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처별 별도로 관리해 

온 한국의 모든 연구자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범 부처 연구자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 중임.

본 세션에서는 연구자정보의 품질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5:00~15:10 개회 및 축사 홍남표 사무총장(연구재단)

15:10~15:40 한국 연구자정보 중장기 발전 방향 홍봉희 교수(부산대학교)

15:40~16:00 한국 연구자정보 데이터 품질 개선 방향 최윤호 교수(부산대학교)

16:00~17:00 지정 토론

토론자

- 이은주 서기관(과학기술혁신본부)

- 이경우 실장(한국연구재단)

  (대학)

- 최진영 교수(고려대학교)

  (연구기관)

- 박종현 부장(ETRI)

  (연구기관)

- 권석재 연구위원(해양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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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시스템 워크숍 

: Memory-Centric Computing 

W2.2 / 6.26(수) 13:30~16:30 / 302호

주관 : SK하이닉스 메모리시스템연구소

소개

차세대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 AI 반도체 등 SK하이닉스 연구 분야 소개를 통해 산･학･연 정보교류의 장을 마

련하고,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 석박사 학생 및 신진 연구 인력의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연구 분야 진

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세션 소개 주영표 팀장(SK hynix)

Session 1 : Invite Talk - Memory Centric Computing 기술 동향 및 전망

13:40~14:20 Near data processing for AI & Big data  - Data hierarchy 주영표 팀장(SK hynix)

14:20~15:00 Memory Centric  시스템을 위한 SW 기술 동향 김강호 책임연구원(ETRI)

15:00~15:10 Break Time

Session 2 :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시스템 R&D

15:10~15:30 Big Data 시대, New memory의 기회와 도전 이경수 TL(SK hynix)

15:30~15:50 차세대 SSD 기술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 연구 노정기 TL(SK hynix)

15:50~16:10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 : AI Processing Near Memory 김대우 TL(SK hynix)

16:10~16:25 Q&A 주영표 팀장(SK hynix)

  16:25~16:30 Wrap-up 주영표 팀장(SK hynix)

참석대상

국내 컴퓨팅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석박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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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W2.3 / 6.26(수) 13:00~18:00 / 400호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개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각 분야별 연구 진행 현황 공유

- 과제 소개 및 연구 진행 현황 발표

- 운영체제 관련 최신 동향 공유 및 새로운 연구주제 논의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50 과제 진행현황 공유 정성인(ETRI)

13:50~14:30 스케일러블 네트워크 스택 ETRI

14:30~14:40 휴식

14:40~16:00 스케일러블 파일 관리 서강대, 건국대, 국민대

16:00~17:00 매니코어 기반 고속 연산 전북대, 서울대, 연세대, 경성/부산대

17:00~18:00 멀티커널 기반 운영체제와 전력 캡핑 ETRI, 성균관대

참석대상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참여기관 교수, 연구원, 학생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942

              협력워크샵

2019년도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교류회

W2.4 / 6.26(수) 14:00~19:00, 6.27(목) 09:30~12:00 / 402A호

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개

- 과제별 연구내용 공유를 통한 연구 협력 방안 모색 및 수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연구 수행 지원

- (연구내용 공유)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발표를 통해 관련 기술개발 동향 공유 및 연구 협력 모색

- (평가체계 개선(안)) ICT R&D혁신전략(‘18.2) 후속조치에 따른 ICT R&D평가체계 현황 진단 및 개선 사항

- (지원 서비스 운영) 연구 수행관련 애로사항 수렴 및 관련 컨설팅 등

프로그램

일자 시간 프로그램 연사

6.26(수)

14:00∼17:00 과제별 연구내용 소개  수행기관

17:00∼17:30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향
 IITP

17:30∼18:20 사업현황 및 수행관리 관련 컨설팅

18:20∼19:00 과제 연계협력 교류  수행기관

6.27(목)

09:30∼10:45 과제별 연구내용 소개  수행기관

10:45∼11:20 평가체계 개선 및 연구진행 등 수행기관 간담회  IITP

11:20∼12:00 과제 연계협력 교류  수행기관

 

참석대상

과제 수행기관 관계자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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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딥러닝 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워크샵

W3.1 / 6.27(목) 09:30~18:00 / 삼다홀B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개

딥러닝 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과제 연구 진행 현황 공유

- 4년(2016년~2019년) 과제로 3년 동안 연구개발한 결과 발표

- 대규모 데이터, 대규모 모델을 고속처리하는 방법과 연구시제품 소개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참석범위

09:30~12:00
대규모 딥러닝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
최완(ETRI)

관계자

한정

12:00~13:30 중식

13:30~14:00
대규모 딥러닝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사업 소개
최완(ETRI)

일반

참가자

가능

14:00~14:30
딥러닝 대시보드 

: 딥러닝 모델 전주기를 지원하는 GUI기반 개발 환경
박유미(ETRI)

14:30~15:00
이종 딥러닝 프레임워크 지원을 위한 

모델 명세어 및 컴파일러
김태우(KAIST)

15:00~15:20 휴식

15:20~15:50
공유 메모리 SW프레임워크(SMB)와 

분산처리 플랫폼(ETRI-ShmCaffe)
안신영(ETRI)

15:50~16:20
공유메모리 기반 딥러닝 분산처리 

프레임워크(ETRI-TensorFlow)
임은지(ETRI)

16:20~16:50
분산 딥러닝 파라미터 공유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메모리 확장 장치(메모리박스)
최용석(ETRI)

16:50~17:15 휴식

17:10~17:35 Deep Learning Framework as a Service 장승욱(데브스택)

17:35~18:00 FPGA 기반 딥러닝 가속기 개발
기안도

(퓨쳐디자인시스템)

참석대상

딥러닝 모델의 성능문제로 고민하는 연구자들과 기업체

비고

09:30~12:00 관계자 한정 참석 가능 

13:30~18:00 일반 참가자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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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Ambient Assisted 헬스케어를 위한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숍

W3.2 / 6.27(목) 09:00~12:00 / 301A

주관 : 경북대학교 자율군집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소개

최근 다양한 센서 기술의 발달과 사물통신(IoT) 및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수면 장애 또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 및 다양한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은 

ambient assisted 헬스케어의 도움으로 보다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본 워크숍은 이와 같은 ambient assisted 헬스케어를 위한 커뮤니티 컴퓨팅과 관련하여 환자군과 환자 보호자까

지 두루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00~09:10 
“Aging in Place”를 위한 SAAL 구조 기반

Smart Health Platform 개요 소개
강순주

09:10~09:40 Health Navigator & FHIR 특허 동향 분석 김일곤

09:40~10:05 PSAAL을 위한 Ubinos RTOS 개선 사항 및 향후 개발 방향 박성호

10:05~10:30
BLE + LF Hybrid approach 

for real-time identifying usage of appliances in AAL
박유진

10:30~10:45 휴식

10:45~11:10 Design of E-Coaching System for Ambient Assisted Living 신영술

11:10~11:35
Detection of the familiarity of daily activities 

on an ambient assisted platform 
김지영

11:35~12:00
Detection of In-home fall risk parameters 

based on human motion data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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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자율성장형 AI 기술 교류 워크샵 

W4 / 6.27(목) 13:00~18:00 / 402A호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개

언어/청각/시각 등 복합 정보를 웅합하여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성장시키며 사용자의 인지 능력을 증각시

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율성장형 AI 핵심원천기술 연구" 과제와 관련한 자율성장형 AI 기술 연구 내용 발표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공개 워크샵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15 워크샵 인사 이윤근(ETRI)

13:15~14:15 자율성장 AI 기술 개발 송화전, 정의석, 김현우(ETRI)

14:15~14:45 시각 속성인식 기술 개발 오성찬(ETRI)

14:45~15:45 휴먼이해 인지컴퓨팅 기술 개발 노경주, 정승은, 김문구(ETRI)

15:45~16:00 휴식

16:00~16:30 자율지능성장을 위한 행위-지각 순환 학습 연구 이민호(경북대)

16:30~17:00 복합정보 기반 고차인지시스템 모델 연구 이종환(고려대)

17:00~17:30 일상에서의 감성에 대한 생리반응 모델 연구 황민철(상명대)

17:30~18:00 연구 주제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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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2019년 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 공동 워크샵 

W5.1 / 6.28(금) 09:30~14:00 / 301B호

주관 : 한국과학기술원

소개

본 워크샵은 과기정통부 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 타 과제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컨텍스트 

인지형 Deep-Symbolic 하이브리드 질의응답 기술 및 한국어 언어 자원 수집/처리 기술에 대한 올해 연구 수행 

현황을 공유하고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참여기관 간 긴 한 협력 및 공동 연구의 발전을 목표로 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 등록

09:30~09:40 개회사 및 세션 소개 맹성현 교수(KAIST)

Session 1: 상반기 연구개발 현황 및 하반기 계획 공유

09:40~10:30 컨텍스트 인지형 Deep-Symbolic하이브리드 QA기술 KAIST/Postech

10:30~11:10 대규모 Deep-Symbolic하이브리드 지식 저장 및 추론 기술 서울대학교

11:10~12:00

전문지식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한국어 문서 교적 시스템, 

한국어 워드넷 확장 기술, Knowledge-Powered Deep Learning 기반

한국어의 중요성 해소 기술

부산대학교

12:00~12:30 과제 성과 현황 점검 및 연구 진행 방향 논의 전 기관

Session 2: 연구개발 진행 사항에 대한 자유 토론

13:30~14:00 연구개발 진행 사항에 대한 자유 토론 전 기관

14:00~ (폐회)

참석대상

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 주관/참여기관 연구원 20~30명 내외 및 관계자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9 47

협력워크샵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총회 및 세미나  

W5.2 / 6.28(금) 10:00~16:30 / 302호

주관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소개

지능형컴퓨팅 기술 및 표준의 선도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학･연 협력과 정보교류의 장 마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10:00 등록

10:00~10:05 개회사 나연묵(포럼 의장, 단국대)

keynote speech

10:05~10:40 딥러닝 하드웨어 가속기와 산업기술 동향
김녹원 교수

(경희대, 코모시스템 대표이사)

Session 1 : 엣지 컴퓨팅 기술 (좌장: KETI 김영환)

10:40~11:10 엣지 컴퓨팅 시스템 홍영찬 이사(KTNF)

11:10~11:40 클라우드 엣지 기술의 이슈 강동재 그룹장(ETRI)

11:40~12:10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기술동향 정정문 본부장(에스피테크)

12:10~14:30 중식 및 총회

Session 2 : 미래 컴퓨팅 기술 (좌장: ETRI 김학영)

14:30~15:00 제조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예지보전 황규순 이사(위즈코어)

15:00~15:30 뉴로모픽 컴퓨팅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기술 김태호 그룹장(ETRI)

15:30~16:00 원격서버를 위한 K-BMC 김영환 팀장(KETI)

16:00~16:30 컴퓨터 서버 단체표준 이인규 팀장(KCIA)

16:30~16:3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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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VTT (Video Turing Test) 과제 워크샵

W5.3 / 6.28(금) 09:00~12:00 / 303B호

주관 : 서울대학교 비디오지능연구센터

소개

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VTT(Video Turing Test) 과제의 

2019년도 참여기관들과의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인간수준의 비디오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각 세부 분야별 연구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전체 수행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00 세션 소개 및 인사말 장병탁 교수(서울대)

09:00~09:20 대용량 고성능 VTT플랫폼 연구 강유 교수(서울대)

09:20~09:40 멀티모달 스토리 기억구조 연구 김건희 교수(서울대)

09:40~10:00 비디오 스토리 대화엔진 연구 김지환 교수(서강대)

10:00~11:00
비디오 이해를 위한 이벤트-상황 지식체계 학습 및 

이벤트 인식/관계추론 기술 개발 연구
(TBD)KAIST

11:00~12:00
비디오 이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

김현수 팀장(코난테크놀로지)

박운상 교수(서강대)

 12:00~ 폐회

참석대상

VTT 과제 총괄 및 1･2･3세부 참여기관 참여연구자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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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 일시 : 2019.6.26(수)~28(금)

□ 장소 : 3층 로비

업체/기관명 전시 내용

 데이타솔루션 - 회사소개 및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KNIME’ 소개

 디모아
- Microsoft Azure Lab Services 소개

- Microsoft Professional Program 소개

 라인플러스

- LIN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홍보

- 2019년 전문연구요원 채용 홍보

- 회사소개 및 채용상담

 매니코어소프트 - 딥 러닝용 수냉식 GPU 서버 DEEP Gadget 전시

 카카오 - 회사소개 및 채용상담

 테크데이타
- AWS (아마존 웹서비스) 학술/연구 Cloud 서비스 소개

- AWS Educate Program 소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소개

 홍릉과학출판사 - 전문도서 전시 및 판매

 SK하이닉스 - 기술소개 및 전시/채용 상담

 제주컨벤션뷰로

- 제주관광안내사 및 외국어(영어) 안내도우미를 통한 맞춤형 제주정보 제공 

(쇼핑, 관광, 교통, 식당 등)

- 제주 문화체험

- 참가자 편의시설 제공(모바일충전기 및 검색용 PC)

제37회 미래 정보 기술 ･ 산업 전망 (iTIP2019)

□ 개최일자 : 2019년 9월 20일(금)~21일(토)

□ 개최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 대회장 : 김영국 교수 (충남대)

2019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KSC2019)

□ 개최일자 : 2019년 12월 18일(수)~20일(금)

□ 개최장소 : 휘닉스 평창

▶ 대회장 : 임성수 교수 (국민대)

전시/채용상담

전시/채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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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ral Session 일정표

▶ 6월 26일(수)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O1.1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Ⅰ 301A호 홍신(한동대)

O1.2 10:00~12:00 사물인터넷 301B호 김도현(제주대)

O1.3 10:00~12:00 언어공학Ⅰ 302호 이상곤(전주대)

O1.4 10:00~12:00 정보통신Ⅰ 303A호 김상철(국민대)

O1.5 10:00~12:00 데이터베이스Ⅰ 401A호 채진석(인천대)

O1.6 10:00~12:00 인공지능Ⅰ 401B호 황의종(KAIST)

O1.7 10:00~12:00 컴퓨터시스템Ⅰ 400호 이천희(전자포럼)

O1.8 10:00~12:00 인공지능Ⅱ 402A호 이승익(ETRI)

▶ 6월 27일(목)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O2.1 10:00~12:00 전산교육시스템 301B호 이동혁(제주대)

O2.2 10:00~12:00 컴퓨터시스템Ⅱ 302호 김영재(서강대)

O2.3 10:00~12:00 스마트시티 303A호 정갑주(건국대)

O2.4 10:00~12:00 고성능컴퓨팅 303B호 염헌영(서울대)

O2.5 10:00~12:00 컴퓨터이론 304호 김진욱(방송통신대)

O2.6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Ⅱ 401A호 남영광(연세대)

O2.7 10:00~12:00 인공지능Ⅲ 401B호 김호준(한동대)

O2.8 10:00~12:00 인공지능Ⅳ 400호 양은호(KAIST)

O3.1 13:30~15:30 프로그래밍언어 301B호 최광훈(전남대)

O3.2 13:30~15:30 컴퓨터시스템Ⅲ 302호 이은지(숭실대)

O3.3 13:30~15:3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303A호 김영국(충남대)

O3.4 13:30~15: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Ⅰ 303B호 정진만(한남대)

O3.5 13:30~15:30 국방소프트웨어 304호 김명호(한컴MDS)

O3.6 13:30~15:30 언어공학Ⅱ 401A호 정상근(충남대)

O3.7 13:30~15:30 데이터베이스Ⅱ 401B호 서영균(경북대)

O3.8 13:30~15:30 인공지능Ⅴ 400호 김현우(고려대)

▶ 6월 28일(금)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O4.1 09:00~11:00 정보통신Ⅱ 삼다홀B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O4.2 10: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Ⅱ 301A호 허준영(한성대)

O4.3 10:00~12:00 인공지능Ⅵ 401B호 홍참길(한동대)

O4.4 10:00~12:00 인공지능Ⅶ 400호 김인중(한동대)

O5.1 13:30~15:3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301A호 서안나(가천대)

O5.2 13:30~15:30 언어공학 303A호 류법모(부산외대)

O5.3 13:30~15:30 컴퓨터시스템Ⅳ 303B호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O5.4 13:30~15:30 인공지능Ⅷ 401A호 최용석(한양대)

O5.5 13:30~15:30 인공지능Ⅸ 401B호 고병철(계명대)

O5.6 13:30~15:30 데이터베이스Ⅲ 400호 이상돈(목포대)

Ora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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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ral Session 유의사항

1.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15분(토의시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파일(PPT)을 준비하여 USB 메모리에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④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립니다.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2.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1층 좌장데스크에서 평가지를 받고,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Invited Paper 20분, 일반 oral 논문 15분입니다. 

⑤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리십시오.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⑦ 다음 순서의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대로 발표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좌장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6일 O1.1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Ⅰ 301A호 홍신(한동대)

O1.1-01 [초청논문] Automatically generating search heuristics for concolic testing 
차수영･홍성준･이준희･오학주(고려대)

O1.1-02 [초청논문 MemFix: Static Analysis-Based Repair of Memory Deallocation Errors for C
이준희･홍성준･오학주(고려대)

O1.1-03 [초청논문] Template-Guided Concolic Testing via Online Learning
차수영･이선호･오학주(고려대)

O1.1-04 제조업 분야의 분산 원장 기술과 하이퍼레저 활용 방안
딜노콘 이마말리예바･아프샤르 자파르･엄수현･이우기(인하대), 살만 카비(한국뉴욕준립대)

O1.1-06 Safety Case 패턴의 분류 카테고리에 따른 인스턴스 생성

정세진･김의섭･유준범(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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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O1.2 10:00~12:00 사물인터넷 301B호 김도현(제주대)

O1.2-01 딥러닝 기반 사용자 행동분석 스마트조명
김영학･이언석･박다솜･김재민･유영환(부산대)

O1.2-02 드론 손 제스처 컨트롤, DJI 드론과 립모션 구현
모함마드 하지크 빈 함자･길철휘･염상길(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O1.2-03 커넥티드 카 환경에서의 차량 보안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
한지용･김대영(한국과학기술원)

O1.2-04 A Provenance-based Solution for Tracking Sensor Data in the Pharmaceutical Supply 

Chain
Sabah Suhail･Shashi Raj Pandey･Choong Seon Hong(경희대)

O1.2-05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적응형 센서 데이터 전송 스케줄링 기법
윤용탁･이규창･나탈리실바･챠오쩐보･무함마드디얀･한지훈･한기준(경북대)

O1.2-06 Federated Contract Market f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Shashi Raj Pandey･Sabah Suhail･Yan Kyaw Tun･Madyan Alsenwi･Choong Seon 

Hong(경희대)

O1.2-07 복수의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CNN 모델 분산 처리를 위한 축소된 분류 모델 활용에 대한 분석
김준영･전종호･기민관･박기호(세종대)

O1.2-08 길 고양이 관리를 위한 IoT활용 – 휴대용 쉼터
고태진･원경필･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6일 O1.3 10:00~12:00 언어공학Ⅰ 302호 이상곤(전주대)

O1.3-01 표층 중립화 기반의 언어 스타일 전이
최우용･노윤석･권성구･박세영(경북대)

O1.3-02 BERT기반 Deep Biaffine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박천음･김기훈･이창기(강원대), 임준호･류지희･김현기(ETRI)

O1.3-03 BERT와 ELMo 문맥화 단어 임베딩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홍승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O1.3-04 Multi-head Self-Attention을 이용한 비디오 캡션 생성
박다솔(창원대), 손정우･김선중(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정원(창원대)

O1.3-05 문맥 변화에 유연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이정훈･김민호･권혁철(부산대)

O1.3-06 한국어 음성합성을 위한 심층학습 기반 운율구 경계 예측
조상현･김민호･권혁철(부산대)

O1.3-07 범주 불균형 분류 문제를 위한 동적 비용 민감 학습
신창욱･차정원(창원대)

O1.3-08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장 내 다중 개체 간의 관계 추출
박성식･김학수(강원대)

O1.3-09 비속어와 높임말의 분포를 고려한 인터넷 뉴스 댓글 분석
하예람･박민욱･우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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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O1.4 10:00~12:00 정보통신Ⅰ 303A호 김상철(국민대)

O1.4-01 Actor-Critic 알고리즘을 이용한 5G 네트워크 기반 UAV와 지상 기지국 간 최적 경로 설정 방안 연구
이민경･홍충선(경희대)

O1.4-02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매 알고리즘 기반 채널 할당 기법 연구
강석원･홍충선(경희대)

O1.4-03 Base-Station Assisted Socially-Aware Reactive Caching in ICN-enabled D2D 

Communication Network
Saeed Ullah･Han Yeo Reum Im･Choong Seon Hong(경희대)

O1.4-04 Dynamic Resource Slicing of eMBB/URLLC Traffics in 5G Wireless Networks: 

A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Approach
Madyan Alsenwi･Shashi Raj Pandey･Yan Kyaw Tun･Choong Seon Hong(경희대)

O1.4-05 A Joint Throughput Estimation Method of Mobile Video Application through Edge 

Computing
Waqas ur Rahman･Ga-Won Lee･Yunkon Kim･Eui-Nam Huh(경희대)

O1.4-06 Delay Minimization for Infotainment Services in Smart Vehicle Network
Tri Nguyen Dang･Choong Seon Hong(경희대)

O1.4-07 다중경로 환경에서 QoE 향상을 위한 블록 요청 기반의 HTTP 적응적 스트리밍 시스템 설계
황민구･김희광･정광수(광운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6일 O1.5 10:00~12:00 데이터베이스Ⅰ 401A호 채진석(인천대)

O1.5-01 [초청논문] DistME: A Fast and Elastic Distributed Matrix Computation Engine using GPUs
한동형･남윤민･이지혜(DGIST), 박경석･김현우(KISTI), 김민수(DGIST)

O1.5-02 Jiffy: 세그먼트 정렬 기반 동적 그래프 압축 알고리즘

모스토파 카말 라셀･이영구(경희대)

O1.5-03 FLASH: 많은 수의 뉴스 기사를 중복 제거할 수 있는 메모리-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방법
차수진･이주영･김재성･서영균(경북대)

O1.5-04 스파크 기반 분산 병렬 후회 최소화 알고리즘
오성웅･심규석(서울대)

O1.5-05 이미지 검색을 위한 분산 고차원 색인 기법들의 성능평가

최도진･김연동･위지원･박송희･이현병･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1.5-06 비식별 조치 데이터가 기계학습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민경･강지성･유정승(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O1.5-07 디스크 기반 키-값 데이터베이스의 SST 파일에 대한 GPU 가속화 필터 기법
김도영･최원기(연세대), 노홍찬(SKT-ICT R&D Center), 박상현(연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6일 O1.6 10:00~12:00 인공지능Ⅰ 401B호 황의종(KAIST)

O1.6-01 [초청논문] EMI: Exploration with Mutual Information 

Hyoungseok Kim･Jaekyeom Kim･Yeonwoo J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Sergey 

Levine(UC Berkeley), Hyun Oh Song(Seoul National University)

O1.6-02 차별적 손실을 이용한 모델기반 강화학습
진광･노요환･이도훈(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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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O1.7 10:00~12:00 컴퓨터시스템Ⅰ 400호 이천희(전자포럼)

O1.7-01 [초청논문] TeksDB: Weaving Data Structures for a High-Performance Key-Value Store
한유일･연제성(숭실대), 김석준(서울대), 이성진(DGIST), 이은지(숭실대)

O1.7-02 LevelDB를 적용한 Key-Value 스토어에서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의 성능 분석
김진혁･윤다빈･키크마툴로･김덕환(인하대)

O1.7-03 터널 내부의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을 위한 이미지 특징 추출 알고리즘 비교 분석
김석진･이성원･서동만(대구가톨릭대)

O1.7-04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DNN 가속을 위한 Unaligned Pruning
이광배･신동군(성균관대)

O1.7-05 CHITAA: 동적 컨테이너 워크플로우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동주･이주영･김성현･양지혁･서영균･탁병철(경북대)

O1.7-06 모바일 장치에서 Low-bit Precision을 활용한 딥 러닝 모델의 가속 및 성능 분석
김호승･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

O1.7-07 멀티 라이더 퓨전 드라이버의 설계와 구현
백한나･조수린･김강희(숭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6일 O1.8 10:00~12:00 인공지능Ⅱ 402A호 이승익(ETRI)

O1.8-02 토르 익명 네트워크 패킷의 특징 맵을 이용한 웹사이트 핑거프린팅

김준호･황두성(단국대)

O1.8-03 실시간 객체 탐지를 활용한 자동화된 라벨 인쇄 검사법

조윤민(경희대), 서승호･이해봄(KIST 유럽연구소), 경규빈･오형민(경희대), 황종운(KIST 유럽연구소)

O1.8-04 이진 이상치 탐지기 앙상블을 이용한 이상 패턴 탐지

김태공･박정희(충남대)

O1.8-05 발전된 ADDA 신경망을 활용한 PCB 불량검출

김태현･김혜린･조영준･정창모(현대모비스)

O1.8-06 딥러닝기반 이상데이터 증대를 통한 비디오이상탐지

신원섭･조성배(연세대)

O1.8-07 End-to-end 학습을 이용한 FM 라디오의 오디오 품질 향상

류형욱･최성희(KAIST)

O1.6-03 로봇을 반장으로: AI 로봇 권리에 대한 어린이의 입장 연구
가브리엘리마･박성규(카이스트),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O1.6-04 영상 기반 대화를 위한 모듈 신경망

조영수･김인철(경기대)

O1.6-05 단기 뇌전증 발작 뇌전도 신호 검출을 위한 멀티스케일 분배 엔트로피 분석 기법
박진오･이대영･최영석(광운대)

O1.6-06 모션벡터 기반의 향상된 객체 검출 기법
김평강･김형헌･김태우･이현우(이노뎁)

O1.6-07 힐베르트-황 변환과 분산 엔트로피를 사용한 움직임 상상 뇌전도의 특징 추출 기법

이지학･최영석(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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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2.1 10:00~12:00 전산교육시스템 301B호 이동혁(제주대)

O2.1-01 지능정보사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정보화환경 발전방안
김희경･박남제(제주대)

O2.1-02 청소년의 문제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김수민･이준환･권가진(서울대)

O2.1-03 블록 코딩 교육자를 위한 Blockly 블록 자동 생성기 개발
천준석･박지훈･김남규(부산대), 우균(부산대, 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O2.1-04 흐름 그래프를 이용한 블록 코드 복잡도 측정
허태광･김초영(부산대), 우균(부산대, 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O2.1-05 청소년의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과 인터넷 콘텐츠 유형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
곽민지･김수민･권가진(서울대)

O2.1-06 Using SonarQube to Evaluate the Code Quality of C/C++ Programming Assignments
Liu Xiao･김연어(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2.2 10:00~12:00 컴퓨터시스템Ⅱ 302호 김영재(서강대)

O2.2-01 [초청논문] Amoeba: An Autonomous Backup and Recovery SSD for Ransomware Attack Defense

Donghyun Min･Donggyu Park･Jinwoo Ahn(Sogang University), Ryan Walker･Junghee Le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Sungyong Park･Youngjae Kim(Sogang University) 

O2.2-02 [초청논문] Design Tradeoffs for SSD Reliability
Bryan S.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moo Choi(Dankook University), Sang Lyul 

Min(Seoul National University)

O2.2-03 QoS 역전 방지를 위한 낸드 블록 상태 기반의 SSD 관리 기법
조유현･신슬기･김지홍(서울대)

O2.2-04 가상화 시스템에서의 파일시스템 블록 할당 기법 효용성 분석
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O2.2-05 2B-LFS: Block logging과 byte logging이 가능한 log-structured file system
곽현호･신동군(성균관대)

O2.2-06 NVMe PRP 오프셋을 이용한 Zero-copy 저장장치 읽기 기법
김성환･이규선･정진규(성균관대)

O2.2-07 I/O 패턴에 따른 프로세스 그룹 간 성능 간섭 분석
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2.3 10:00~12:00 스마트시티 303A호 정갑주(건국대)

O2.3-01 스마트 시티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 분석
신익희(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용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용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2.3-02 Age of Information in Control Loop for Industrial IoT
Thant Zin Oo･Choong Seon Hong(경희대)

O2.3-04 Edge AI based Waste Management System for Smart City
Chu Myaet Thwal･Kyi Thar･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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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2.4 10:00~12:00 고성능컴퓨팅 303B호 염헌영(서울대)

O2.4-01 [초청논문] DCA-IO: A Dynamic I/O Control Scheme for Parallel and Distributed File System

Sunggon Kim･Alex Sim･Kesheng Wu･Suren Byna･Teng Wang･Yongseok Son･Hyeonsang 

Eom(Seoul National University)

O2.4-02 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고려한 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곽재혁･최지은･김상완･변은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O2.4-03 동적 벤치마크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다중 코어 시스템 성능 평가 연구
노승우･최지은･박근철･박찬열(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O2.4-04 CUDA를 이용한 CFD 코드의 최적화
최제익･염헌영(서울대)

O2.4-05 고집적 매니코어 시스템에서 I/O 성능 특성의 이해
구동훈(서울대), 이청준･이재환(한국항공대), 엄현상(서울대)

O2.4-06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한 쓰기 증폭 감소 기법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2.4-07 Container 환경에서의 Multi GPU 기반 딥러닝 분산 처리를 위한 집합 통신 성능 분석
최현성･김영랑･이재환(한국항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2.5 10:00~12:00 컴퓨터이론 304호 김진욱(방송통신대)

O2.3-05 Edge AI Assists Smart Package Delivery Management for Smart City
Kyi Thar･Han Yeo Reum Im･Choong Seon Hong(경희대)

O2.3-06 시계열 데이터의 장단기 모델링을 통한 전력 수요 예측 기법
박찬희･조민수･박진욱(연세대), 노홍찬(SKTelecom), 이지은･박상현(연세대)

O2.3-07 Automatic Fire and Smoke Detection System for Open Street CCTV Systems in 

Smart City Platforms

묵시모바 샤크노자･발리후재프 약효후자･조영임(가천대)

O2.5-01 [초청논문] Efficient Subgraph Matching: Harmonizing Dynamic Programming, 

Adaptive Matching Order, and Failing Set Together  
Myoungji Han･Hyunjoon Kim･Geonmo Gu･Kunsoo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Wook-Shin Han(POSTECH)

O2.5-02 A Susceptible-Infection-based Greedy Model for Mining Cost-effective Seeds in 

Social Networks
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경희대)

O2.5-03 기하 그래프에서 자율주행 경로 설정을 위한 유전 프로그래밍 설계
이광호･송길태･조환규(부산대)

O2.5-04 레이블 제한적인 그래프 도달성 질의를 위한 공간 효율적 처리
산칼딥 차크라보티(동경대), 무함마드사데흐 나자피･스리니바사 라오 사티(서울대)

O2.5-05 범유전체 인덱스에 대한 최근 연구 실험 분석
민승환･김현준(서울대), 나중채(세종대), 박희진(한양대), 박근수(서울대)

O2.5-06 부분 그래프 동형 문제를 위한 candidate-size ordering과 path-size ordering의 성능 비교
홍선기･구건모･김현준･박근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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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2.6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Ⅱ 401A호 남영광(연세대)

O2.6-01 [초청논문] Precise concolic unit testing of C programs using extended units and 

symbolic alarm filtering
Yunho Kim(KAIST), Yunja Choi(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oonzoo Kim(KAIST)

O2.6-02 반복 횟수를 제한한 경로 탐색을 통한 Concolic 테스팅의 커버리지 달성 향상
최한솔･홍신(한동대)

O2.6-03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의 오류 위치 추정을 위한 통계적 검증 결과 활용 기법 분석
현상원･신용준･배두환(KAIST)

O2.6-04 학습기반 재사용 검색의 새로운 품질 척도 제안
윤유상･혼다네스･나자캇 알리･홍장의(충북대)

O2.6-05 온디바이스 AI 응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임근식･함명주･정재윤(삼성전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2.7 10:00~12:00 인공지능Ⅲ 401B호 김호준(한동대)

O2.5-07 데이터 분포 관찰을 통한 공간 효율적인 Top-k Query 인코딩
박우영･Srinivasa Rao Satti(서울대)

O2.5-08 공간 효율적 그래프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위한 정수 배열 코드 시스템
이준희･스리니바사 라오 사티(서울대)

O2.7-01 청각장애인을 위한 UNet-LSTM 기반의 자동 음성-수어 번역 모델

김윤기(동탄고), 지영채(한양대), 하정우(네이버)

O2.7-02 시각질의응답 연구를 위한 다중 어텐션 네트워크

박성호･변혜란(연세대)

O2.7-03 오디오-비디오에서 감정인식을 위한 딥러닝기반 프레임워크

Bac Nguyen-Xuan･이귀상･김수형･양형정(전남대)

O2.7-04 통계적 구문분석과 Attention기반 심층 신경망을 통한 조선왕조실록 기계번역

진교훈(중앙대), 강경필(고려대), 조윤성(중앙대), 주재걸(고려대), 김영빈(중앙대)

O2.7-05 개체명 비율 사전을 결합한 Bidirectional LSTM-CRF 기반 개체명 인식

박동주･안창욱(광주과학기술원)

O2.7-06 장단기 교통흐름 예측을 위한 딥러닝 LSTM 신경망

이홍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hac-Hoai Nam Bui(한국과학기술원)

O2.7-07 주가 기술적 분석 리포트 문장 자동생성

김종우･김영훈(한양대)

O2.7-08 LSTM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탠덤 질량 스펙트럼으로부터의 특징 추출

유수정･황규백(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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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2.8 10:00~12:00 인공지능Ⅳ 400호 양은호(KAIST)

O2.8-01 [초청논문] Self-Attention Graph Pooling
이준현 Junhyun Lee･이인엽 Inyeop Lee･강재우 Jaewoo Kang(Korea University)

O2.8-02 [초청논문] Training CNNs with Selective Allocation of Channels 
정종헌 Jongheon Jeong･신진우 Jinwoo Shin(KAIST)

O2.8-03 CycleGAN을 이용한 의료 영상 광강도 분포의 일반화
이동호･이주현･이연･신병석(인하대)

O2.8-04 신경망과 사용자 힌트를 사용한 애니메이션 스타일 일러스트 자동채색
이영섭･이성진(경상대)

O2.8-05 DeblurGAN을 이용한 프레임 보간 기법
엄희송･유재창･최용석(한양대)

O2.8-06 안개 제거 연구를 위한 자기 지도 순환 적대적 생성 신경망
이수동･변혜란(연세대)

O2.8-07 DCNN을 이용한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실시간 가시거리 예측시스템 개발
Akmaljon Palvanov･Young Im Cho(가천대)

O2.8-08 위치 및 행동 정보를 이용한 고양이 행동 분석 시스템
최윤아･이종욱･박대희･정용화(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3.1 13:30~15:30 프로그래밍언어 301B호 최광훈(전남대)

O3.1-01 유니커널을 이용한 Haskell 병렬 프로그래밍 기법의 성능 분석

김연어･류샤오(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O3.1-02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 향상을 위한 소형 로봇을 활용한 블록코딩 도메인에서의 

디버그 방법
이종욱･최병기･이재호(서울시립대)

O3.1-03 안드로이드 미디어 프레임워크 취약점 분석을 위한 역방향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
정현지･조은선(충남대)

O3.1-04 요약 해석을 이용한 EVM 바이트코드의 포인터 분석
박지희･류석영(한국과학기술원)

O3.1-05 코딩 교육을 위한 Blockly 라이브러리 시스템
박지훈･김창섭･이경찬(부산대), 우균(부산대, 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O3.1-06 자동 프로그램 축소를 위한 명세 기술 언어
전가빈･이형창･이우석(한양대)

O3.1-07 LR 오토마타 생성과 파서 도구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 파서 개발 방법
임진택･김가영･신승현･최광훈(전남대), 김익순(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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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3.2 13:30~15:30 컴퓨터시스템Ⅲ 302호 이은지(숭실대)

O3.2-01 [초청논문] Graphics-aware Power Governing for Mobile Devices
Yonghun Choi･Seonghoon Park･Hojung Cha(Yonsei University)

O3.2-02 [초청논문] Fast and Efficient Information Transmission with Burst Spikes in Deep 

Spiking Neural Networks
Seongsik Park･Seijoon Kim･Hyeokjun Choe･Sungroh Yoon(Seoul National University) 

O3.2-03 오픈 채널 SSD에서 성능 간섭 제거를 위한 호스트 수준 I/O 스케줄러
이수연･한규화･신동군(성균관대)

O3.2-04 선점형 동적우선순위 스케줄링 시스템에서의 부하인지기반 비주기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전원보･김원섭(국방과학연구소), 이철훈(충남대)

O3.2-05 멀티 큐 블록 계층에서 큐 구성에 따른 I/O 성능 분석
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

O3.2-06 멀티 큐 I/O 스케줄러에 대한 폴링 동작 분석
노대연･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

O3.2-07 CPU Governor에 따른 I/O 완료 기법의 응답시간 및 전력 소모량 분석
이성우･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3.3 13:30~15:3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303A호 김영국(충남대)

O3.3-01 소셜 사물인터넷에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유사 사용자 추천
김연동･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3.3-02 챗봇을 통한 FHIR 기반의 노인우울척도 설문지 구현
김지웅･김일곤(경북대)

O3.3-03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명령을 통한 보고서 생성기 설계

최정윤･이종우(숙명여대)

O3.3-04 Spearman 상관계수를 사용한 사람의 성격과 선호하는 방문 장소 간의 관련도 분석
박성진･송하윤(홍익대)

O3.3-05 훈민정음 키패드
김성욱(나랏말쏴미)

O3.3-06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이벤트 소싱, CQRS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전철호･서보민･이근혁･전현식･박현주(한밭대)

O3.3-07 사용성 평가를 통한 FHIR기반 모바일 설문지 UI 구현
원경재･이아라･김민규･김일곤(경북대)

O3.3-08 I-R Drop을 고려한 AMOLED 디스플레이 전력 모델
임성근･이기탁･김영진(아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3.4 13:30~15: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Ⅰ 303B호 정진만(한남대)

O3.4-01 뉴로모픽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을 지원하는 IoT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유상록･이건명(충북대), 윤영선(한남대), 홍지만(숭실대)

O3.4-02 실시간 영상에서 딥러닝 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을 위한 이상탐지
김바다･원태연･박상민･허준영(한성대), 김봉재(선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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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3.5 13:30~15:30 국방소프트웨어 304호 김명호(한컴MDS)

O3.5-01 RTK-GPS 기반의 군집 비행 시스템 개선
문성태･김도윤･이돈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

O3.5-02 지역방공 피아식별 모드-5 성능개량을 위한 다기능레이더모의기 설계
정영환･김찬수･위성혁(LIG넥스원)

O3.5-03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 공격 징후 탐지를 위한 지속적인 적응형 기계 학습 시스템
유지훈･신동일･신동규(세종대)

O3.5-04 전술 이동 객체 관성 기반의 시뮬레이션된 테스트 데이터 셋의 생성 방법
이지완･홍봉희(부산대)

O3.5-05 CAS 작전지원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사이버 피해평가 모델링 연구
박재연･박진호･신동일･신동규(세종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3.6 13:30~15:30 언어공학Ⅱ 401A호 정상근(충남대)

O3.6-01 BERT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배장성･이창기(강원대), 임수종･김현기(ETRI)

O3.6-02 검색 모델 후처리를 위한 트랜스포머 기반 질의 유형 분류기
장영진･김학수(강원대), 왕지현((주)엔씨소프트)

O3.6-03 NIL을 고려한 한국어 오픈 도메인 질의 응답
이영훈･나승훈(전북대), 최윤수･장두성(KT)

O3.6-05 BERT 기반 한국어 개방형 정보 추출
황현선･이창기(강원대)

O3.6-06 감정점수를 활용한 시퀀스-투-시퀀스 기반 텍스트 요약
김유진･정윤경(성균관대)

O3.6-07 Self-Attention 기반의 다중 문서 인코더를 통한 추상적 다중 문서 요약 생성
신용민･노윤석･박세영(경북대)

O3.6-08 BERT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박천음･이창기(강원대), 임준호･김현기(ETRI)

O3.4-03 음성 인증 보안성 강화를 위한 합성된 음성 탐지
정병호･임을규(한양대)

O3.4-05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의 메모리 관리 자동화
정민섭･한환수(성균관대)

O3.4-06 IoT 디바이스를 위한 Arm PSA 기반 보안 플랫폼 설계
정준영･조진성(경희대)

O3.4-07 안드로이드에서 외부유출 탐지를 위한 응용 수준 모니터링 기법
김서연･박지수･권순홍･최준희･정재혁･정진만(한남대)

O3.4-08 JNI를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유출 탐지를 위한 정적 분석기
김진섭･김연어(부산대), 우균(부산대, 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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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O3.7 13:30~15:30 데이터베이스Ⅱ 401B호 서영균(경북대)

O3.7-01 [초청논문] SELFIE: Refurbishing Unclean Samples for Robust Deep Learning
송환준 Hwanjun Song･김민석 Minseok Kim･이재길 Jae-Gil Lee(KAIST)

O3.7-02 [초청논문] From Small-scale to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김강민 Kang-Min Kim･김예찬 Yeachan Kim･이중호 Jungho Lee･이지민 Ji-Min Lee･이상근 

Sangkeun Lee(Korea University)

O5.6-03 [초청논문] No, That’s Not My Feedback: TV Show Recommendation Using Watchable Interval

조경재･이연창(한양대), 한경식(아주대), 최재호(네이버), 김상욱(한양대)

O3.7-04 재료･바이오 이미지 어노테이션을 위한 준지도 학습 그래프

장한이･이경은･안재평(한국과학기술연구원)

O3.7-05 분산 바이너리 베르누이 샘플링의 최적화
조원형･길명선･주남수･문양세(강원대)

O3.7-06 추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선호도 예측모델 통합 기법
천상진･황혜수(서울시립대)

O3.7-07 실시간 센서데이터 분류 모델링
변재석･정연성･황지영(성균관대)

O3.7-08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복구를 지원하는 내구성의 하이브리드 트랜잭셔널 메모리 기법
마현국･김형진･장진수(전북대), 김용기(전주비전대), 장재우(전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7일 O3.8 13:30~15:30 인공지능Ⅴ 400호 김현우(고려대)

O3.8-01 [초청논문] Deep Metric Learning Beyond Binary Supervision
김성연, 서민교, Ivan Laptev, 조민수, 곽수하

O3.8-02 [초청논문] FickleNet: Weakly and Semi-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using Stochastic Inference

이정범 (Jungbeom Lee), 김은지 (Eunji Kim), 이성민 (Sungmin Lee), 이장호  (Jangho Lee), 

윤성로 (Sungroh Yoon)

O3.8-03 이미지 유사도 측정을 위한 CNN 기반 이미지 임베딩 모델 비교 분석
서민지･이기용(숙명여대)

O3.8-04 특징 연결과 깊이별 분리 컨볼루션을 이용한 효율적인 얼굴 감정인식 CNN
이명오･윤의녕･고승현･조근식(인하대)

O3.8-05 다양한 음성 특징값을 이용한 CNN 기반의 감정 인식 모델
이정현･윤의녕･조근식(인하대)

O3.8-06 고속 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한 새로운 경량화 콘볼루션 신경망
정준현･배성호(경희대)

O3.8-07 WICWIU.v2: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지원하는 C++ 기반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
윤동휘･권예성･김경협･윤성결･최은서･김인중(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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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O4.1 09:00~11:00 정보통신Ⅱ 삼다홀B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O4.1-01 D2D 네트워크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한 사회적 관계인식 캐싱 방안에 대한 연구
임한여름･Kyi Thar･홍충선(경희대)

O4.1-02 Coexistence of Aerial and Ground users in UAV-Enabled Wireless Networks
Nway Nway Ei･Choong Seon Hong(경희대)

O4.1-03 UAV-BS 환경에서 서비스 처리량 최대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의 UAV 배치 연구
박유민･홍충선(경희대)

O4.1-04 온톨로지 기반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추천 시스템
정채은･강성주･정광수(광운대)

O4.1-05 미디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웹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 기법
강성주･정광수(광운대)

O4.1-06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프레임 누락 기반의 비디오 품질 조절 기법
강정호･김민수･정광수(광운대)

O4.1-07 Federated Learning Approach for Passenger-Centric Infotainment Services in 

Autonomous Cars
Anselme Ndikumana･Choong Seon Hong(경희대)

O4.1-08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적응적 세그먼트 스케줄링 기법
김민수･정광수(광운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4.2 10: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Ⅱ 301B호 허준영(한성대)

O4.2-01 리소스 점유 최적화를 이용한 고속 동적 크롤러 구현

조호묵･이경석･이정호(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O4.2-02 CAAM - 국가 수준 사이버 공격 귀속성 모델

이민호(아주대), 박창욱(세종대), 김완주･임재성(아주대)

O4.2-03 Anomaly Detection Based on Error Distribution and Clustering

Md Imtiaz Hossain･Md Alamgir Hossain･Md Abu Layek･Md Delowar Hossain･Eui-Nam 

Huh(경희대)

O4.2-04 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동형 암호 기반 Apriori 연관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신재환･김형진･정지은･장재우(전북대)

O4.2-05 안드로이드 문자열 암호화 적용 현황 분석
김귀주(안랩), 이민욱(오픈시큐어랩)

O4.2-06 사이버 방어 훈련 목적의 자동화된 대항군 모의를 위한 네트워크 분해 및 Attack Tree 

연산 기술 활용 방안
강홍구･김동화･이창원･안명길(국방과학연구소)

O4.2-07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탐지를 위한 난독화에 강인한 안드로이드 앱 특징정보 및 유사도 비교
김병철･박성현･성호준･조성제(단국대), 한상철(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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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O4.3 10:00~12:00 인공지능Ⅵ 400호 홍참길(한동대)

O4.3-01 시간 순서를 고려한 추천 시스템에서의 어텐션 기법
이성현･유환조(POSTECH)

O4.3-02 선박의 오토파일럿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Kalman Filter와 MLP의 결합
김민규(한국해양대),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종화(한국해양대)

O4.3-03 시계열 심층학습 모델의 은닉 노드에 대한 시각화
조소희･최재식(울산과학기술원)

O4.3-04 딥 시공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도시 택시 요구사항 예측
Qiaoyue Man･Cho Young Im･Dilshod Ergashev(가천대)

O4.3-05 데이터 기반 시간 및 다변수 간 상관관계를 통한 결측값 대체 방법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진행 모델링
정원식･석흥일(고려대)

O4.3-06 순차적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구성 구조 학습
온경운(서울대), 김은솔(카카오브레인), 허유정･장병탁(서울대)

O4.3-07 뇌전도의 다변량 다중스케일 퍼지 엔트로피 분석에 기반한 감정 인식
이대영･최영석(광운대)

O4.3-08 휴지-상태 fMRI 영상 기반 자폐증 진단을 위한 다중-레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지연･강은송･석흥일(고려대)

O4.3-09 TCN을 이용한 위성체 원격측정 신호 이상치 검출
권용성･김주연(국방과학연구소), 김형신(충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4.4 10:00~12:00 인공지능Ⅶ 402A호 김인중(한동대)

O4.4-01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감지
이승진･신동일･신동규(세종대)

O4.4-02 폐의 FDG-PET 딥러닝 학습을 통한 자동 종양검출 및 분할
Duc-Ky Ngo･이귀상･김수형･양형정･Nguyen Ngoc Hoang(전남대)

O4.4-03 Seg-Unet 및 Dice Loss를 이용한 방사선 사진에서의 End-to end 뼈 종양 분할
Nhu-Tai Do･Tram-Tran Nguyen-Quynh･Thanh-Hung Vo(전남대), 정성택(전남대병원), 

김수형(전남대)

O4.4-04 전신 CT 스캔 데이터를 사용한 연령 예측
Cuong Pham･오아란(전남대), 나인섭(조선대), 김형석(전남대병원), 김수형(전남대)

O4.4-05 Discriminating Tumor from PET Scan Images Using Multi-leve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ien X. Dang･Thong-Van Huynh･Soo-Hyung Kim(전남대), Jung-Joon Min･Sae-Ryung Kang

(전남대병원)

O4.4-06 심전도의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 기반의 심실세동 컴퓨터 보조 진단 기법

오승록･최영석(광운대)

O4.4-07 노인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심방세동 예측 모델

주기훈･송영진･임현승(강원대), 박준범(이화여대)

O4.4-08 랜드마크 유전자 기반 목표 유전자 발현량 예측을 위한 특징 추출 심층 신경망

이다빈･황규백(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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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O5.1 13:30~15:3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301A호 서안나(가천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5.2 13:30~15:30 언어공학 303A호 류법모(부산외대)

O5.2-02 BERT와 지식베이스 관계 임베딩의 융합을 통한 자연어 문장으로부터의 개방형 관계 임베딩 추출 방법
홍기원･맹성현(한국과학기술원)

O5.2-03 구조화된 지식을 활용한 Sequence-to-Sequence 기반 영상판독문 요약
김건태(KAIST), 김은경(대전대), 윤수지･최기선(KAIST)

O5.2-04 푸앵카레 LSTM CRF에 기반한 순차 태깅 모델
홍승연･민진우(전북대), 김정대･박산희･전은광･홍권일(Enliple AI), 나승훈(전북대)

O5.2-05 다중 서브워드 분할을 이용한 일본어-영어 신경망 기계 번역
정영준･박천음･이창기(강원대), 김준석(현대자동차 AIR Lab)

O5.2-06 세종구구조말뭉치 기반 Universal Dependency 말뭉치 반자동 생성 연구
원혜진･류법모(부산외대)

O5.2-07 사건 단어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한 문장 축약
정이안･최수정･박준모･박세영(경북대)

O5.2-08 최신 질의응답 독해모델의 정답유형 활용능력에 대한 분석
Haritz Puerto San Roman･임도연･맹성현(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5.3 13:30~15:30 컴퓨터시스템Ⅳ 303B호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O5.1-01 페트리넷을 이용한 시맨틱 네크워크기반 라이프로그로부터 패턴추출
김태영･김기훈･조성배(연세대)

O5.1-02 가상현실에서 RNN을 통한 몸의 포즈 추정
성원준(건국대), 김병문(Adobe), 고박우(Jinan University), 권진이(Adobe), 김형석(건국대)

O5.1-03 프리즘과 손동작을 활용한 3D 홀로그램 객체 상호작용 및 정보제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선주･남양희(이화여대)

O5.1-04 CNN 기반 물체 파지를 위한 위치 탐색
김수지･최성희(KAIST)

O5.1-05 Importance of Center-block in Image Quality Assessment
Md. Abu Layek･Md. Delowar Hossain･Md. Imtiaz Hossain･Ngo Thien Thu･Jun-Young 

Park･Seung Jin Lee･Mst Sirazam Monira･TaeChoong Chung･Eui-Nam Huh(경희대)

O5.1-06 가상환경에서 사용자의 동작제어와 복합감각에 의한 무게인지
이도규･김지인(건국대)

O5.1-07 3차원 랜덤 플롯 기반의 주가 데이터 클러스터링 모델
이브라힘 아이트카진･조환규(부산대)

O5.3-01 [초청논문] CIDR: A Cost-Effective In-line Data Reduction System for 

Terabit-per-Second Scale SSD Arrays
Mohammadamin Ajdari(POSTECH), Pyeongsu Park･Joonsung Kim･Dongup 

Kwon･Jangwo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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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5.4 13:30~15:30 인공지능Ⅷ 401A호 최용석(한양대)

O5.4-01 대학 내 학과 분석을 위한 학과 및 수업 임베딩
백진헌･장광훈(고려대, (주)잡쇼퍼), 정소영･박동현(고려대), 권기원((주)잡쇼퍼), 강재우(고려대)

O5.4-02 멀티 스케일 퓨전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서영상 이진화
Quang-Vinh Dang･이귀상(전남대)

O5.4-03 식질머신: 딥러닝을 이용한 만화 글자 제거 시스템
고우람･조환규(부산대)

O5.4-04 신경망 모델의 과적합 발생 시점 조율을 위한 학습률 갱신 자동화 알고리즘
이지우･최재식(울산과학기술원)

O5.4-05 클래스 영역을 보존하는 초월 사각형에 의한 프로토타입 선택 알고리즘
백병현･황두성(단국대)

O5.4-06 SNS 이미지를 통한 감정 예측 모델
송준호(한양대), 한경식(아주대), 이동원(펜실베니아 주립대), 김상욱(한양대)

O5.4-07 사용자의 만족도 별점과 텍스트 리뷰의 감성 점수를 고려한 행렬 분해 기반 논문 교정자 추천 방법론
손연빈･노영훈･김수연･최예림(경기대)

O5.4-08 특징점 배치의 기하학적 유사성을 이용한 GS-RANSAC
송기흔･홍명덕･조근식(인하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5.5 13:30~15:30 인공지능Ⅸ 401B호 고병철(계명대)

O5.3-02 [초청논문] LpGL: Low-power Graphics Library for Mobile AR Headsets
Jaewon Choi･HyeonJung Park(Ajou University), Jeongyeup Paek(Chung-Ang University), 

Rajesh Krishna Balan(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JeongGil Ko(Ajou University)

O5.3-03 CPU 상태를 고려한 데드라인 태스크 할당 기법

이정웅･엄영익(성균관대)

O5.3-04 매니코어 아키텍쳐에서 CFS와 ULE 스케쥴러 성능 비교 및 분석

이현명･한태현･조효재･조희승(전북대)

O5.3-05 Engine Control Unit (ECU) 실시간 객체 지향 모델의 시나리오 기반 멀티 코어 멀티 태스킹

김경률･김세화(한국외대)

O5.3-06 메모리 자원이 한정된 IoT 시스템에서의 DNN 실행을 위한 GEMM 타일링

조근혜･이하윤･신동군(성균관대)

O5.3-07 NVMe 다중 큐를 이용한 공정 분배 입출력 스케줄링 연구

우지원･이규선･정진규(성균관대)

O5.5-01 Super-resolution을 이용한 악보영상의 오선 제거
Minh-Trieu Tran･Son Thai Ly･이귀상(전남대)

O5.5-02 임베디드 보드에서 영상 처리와 딥러닝 기법을 혼용한 돼지 탐지
서지현･사재원･박선화･정용화･박대희(고려대)

O5.5-03 Improved Frequency Recognition Using Two-Step Task-Related Component Analysis 

for SSVEP-Based BCI
이현규･최영석(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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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6월 28일 O5.6 13:30~15:30 데이터베이스Ⅲ 400호 이상돈(목포대)

O5.6-01 [초청논문] RealGraph: A Graph Engine Leveraging the Power-Law Distribution of 

Real-World Graphs
조용연･장명환･김상욱(한양대), 박선주(연세대)

O5.6-02 보조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키-값 저장소 분석
오기환･최소이･강민지･이상원(성균관대)

O5.6-03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 차분 프라이버시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홍대영･심규석(서울대)

O5.6-04 GPU DBMS의 분석 처리 성능에 대한 교차 평가
김성현･전우혁･이주영･서영균(경북대)

O5.6-05 SNS 환경에서 Apache Storm 기반 실시간 URL 수집 시스템
남궁주홍･길명선･문양세(강원대)

O5.6-06 CKAN의 데이터 불일치 해결을 위한 새로운 Extension 개발
김다솔･길명선(강원대), 민차우･원희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양세(강원대)

O5.5-04 문서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할까? - 순환 신경망 기반의 문서 보존기간 자동 분류
신진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은수･최재교((주)코이션), 김성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O5.5-05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단일 클래스 화재위험 건물 탐지 성능의 개선
신승엽･김한준(서울시립대)

O5.5-06 DNTP: Directional-Normal Ternary Pattern descriptor for the recognition of gender 

from facial sketch images

Md Tauhid Bin Iqbal･Jaemyun Kim･Sung-Ho Bae(경희대)

O5.5-07 딥러닝 기반의 미세먼지 농도 예측

최준영･이동현･김준영･정교민(서울대)

O5.5-08 스마트 제조를 위한 multi-view clustering방법론 기반의 설비 정지 원인 유형화 방법론

노영훈･최은영･김성훈･김예은･최예림(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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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정표

▶ 6월 26일(수)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P1 10:00-11:30

데이터베이스

로비

이경하(KISTI)

사물인터넷 구태연(ETRI)

언어공학 나승훈(전북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국민대)

정보통신 안상현(서울시립대)

컴퓨터시스템 강경태(한양대)

P2 13:30-15:00

국방소프트웨어

로비

용환승(이화여대)

모바일응용및시스템 도경화(건국대)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김봉재(선문대)

정보통신 최봉준(숭실대)

컴퓨터시스템 서의성(성균관대)

P3 15:30-17:00

고성능컴퓨팅

로비

염헌영(서울대)

언어공학 김학수(강원대)

인공지능 이도훈(부산대)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민홍(호서대)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 6월 27일(목)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P4 10:00-11:30

고성능컴퓨팅

로비

염헌영(서울대)

데이터베이스 송하주(부경대)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이준(호서대)

인공지능 김광훈(KISTI), 엄재홍(SKT), 임춘성(SPRi)

P5 14:00-15:30

데이터베이스

로비

김덕환(인하대)

사물인터넷 박동환(ETRI)

소프트웨어공학 윤회진(협성대)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언어공학 이창기(강원대)

인공지능 신기정(KAIST), 임성수(충남대)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안상현(서울시립대)

▶ 6월 28일(금)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P6 9:30-11:00 학부생/주니어I 로비
김광훈(KISTI), 김용주(ETRI),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문양세(강원대),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이준(호서대)

P7 13:30-15:00 학부생/주니어II 로비
김유섭(한림대), 김지환(서강대),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나정은(연세대) 도경화(건국대), 이홍석(KISTI)

P8 15:30-17:00 학부생/주니어III 로비
김유섭(한림대), 김지환(서강대),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나정은(연세대), 이홍석(KISTI), 조진성(경희대)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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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발표자

① 포스터세션장 앞의 발표일시(인덱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950*2500mm이며

발표자는 A4 용지를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전지 부착 가능). 

단,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이메일주소,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테이프 등은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면테이프는 사용불가)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인덱스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⑤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발표시간 종료 후 1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부착 예]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1층 좌장데스크에서 평가지를 받고,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좌장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는 학부생, 고등학생만 발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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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1.1 10:00~11:30 데이터베이스 이경하(KISTI)

P1.1-01 타겟 및 이웃 도로의 교통 정보를 이용한 속도 예측 기법
박송희･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1.1-02 K-ary 탐색을 활용한 병합 조인 연산의 가속화
이훈순･김창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1-03 상품 분류 체계를 고려한 구매 이력 클러스터링 기법
양유정･이기용(숙명여대)

P1.1-05 지역 집계를 활용한 NUMA 기반의 효율적인 집계 질의 처리
이상우(제주대), 이태휘･김창수(ETRI), 임동혁(호서대), 안진현(제주대)

P1.1-06 가중집합 샘플링의 효율성 향상 기법
김윤나･황혜수(서울시립대)

P1.1-09 분석적 워크로드에 대한 인-메모리 GPU DBMS의 실험적 평가
전우혁･김성현･이주영･서영균(경북대)

P1.1-10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리 정보 추출 및 연관 문서 분석을 통한 지역 이벤트 검출 기법
박수빈･최도진･박송희･복경수･유재수(충북대)

P1.1-11 심층학습을 활용한 교통 속도 예측
김남혁･송준호(한양대), 박성환(현대자동차), 김상욱(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1.2 10:00~11:30 사물인터넷 구태연(ETRI)

P1.2-01 IoT 장치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코드 분할
이세율(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P1.2-02 작업 시간 최소화를 고려한 Edge-IoT 분산 처리 시스템 모델링
김영진(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P1.2-03 원격 통합 센서를 제공하는 엣지 컴퓨팅 시스템
송치원(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P1.2-04 IoT-Edge 융합 컴퓨팅을 위한 사물인터넷용 네트워크 프로토콜 MQTT 분석 활용
송승호(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P1.2-05 가상 현실에서 발생하는 멀미 식별을 위한 다중 기법 UX 평가
Fahad Ahmed Satti･Wajahat Ali Khan･Sungyoung Lee(경희대)

P1.2-06 Energy Minim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in Site Monitoring
Sheikh Salman Hassan･Choong Seon Hong(경희대)

P1.2-08 IoT-Edge 융합 컴퓨팅을 위한 크로스 플랫폼의 이진 파일 실행 지원
이호철(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P1.2-09 IoT 장애 허용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 및 시스템 연구
전민재･신용태(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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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1.3 10:00~11:30 언어공학 나승훈(전북대)

P1.3-01 고차 추론을 이용한 한국어 End-to-end 신경망 기반 상호참조해결
김기훈･박천음･이창기(강원대), 김현기(ETRI)

P1.3-02 BERT를 이용한 한국어 기계 독해
이동헌･박천음･이창기(강원대), 박소윤･임승영･김명지･이주열(LG CNS 정보기술연구소)

P1.3-03 미등록 어휘 추론 기법을 이용한 문장 분류 성능 향상
박상석･김아영(경북대), 박성배(경희대), 박세영(경북대)

P1.3-04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텍스트 GAN
오진영･차정원(창원대)

P1.3-05 End-to-End 뉴럴 전이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 모델
민진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3-06 지식베이스와 검색기반 QA의 결합모델에 기반한 오픈 도메인 질의 응답
민진우･나승훈(전북대), 최윤수･장두성(KT)

P1.3-07 포인터 네트워크와 자가 주의집중 방법을 이용한 정답 후보군 탐지 시스템
김진태･최기현･김학수(강원대), 왕지현((주)엔씨소프트)

P1.3-08 일정 자동 등록을 위한 순환 신경망 기반 키워드 추출
양윤영･장진예･정민영･신사임(전자부품연구원), 서정연(서강대)

P1.3-09 동적 가중치 부여 다중 비용 함수를 이용한 범주 불균형 데이터 분류
신창욱(창원대), 권오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정원(창원대)

P1.3-11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을 결합한 2단계 문서 요약
전재원･황현선･이창기(강원대)

P1.3-12 BERT를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개체명 인식, 감성분석, 의존 파싱, 의미역 결정
박광현･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3-13 주의집중을 가진 Sequence-to-Sequence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문서요약 구현
조명현･구명완･김희성(서강대)

P1.3-14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질문 생성
김건영･이창기(강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1.4 10:00~11:3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국민대)

P1.4-1 자동차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통신에서의 ROS 태스크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박성현･정재환･조영은･이창건(서울대)

P1.4-2 군집 드론 정찰 시스템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김도윤･문성태･이돈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

P1.4-3 임베디드 사물 인식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 분석과 최적화
전우태･김종찬(국민대)

P1.4-5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관리 도구 구현
최정환･김현옥･유대성(한전KDN)

P1.4-6 개방형 클라우드 상에서의 시각화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현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술 개발

김영창･지향은･한명순･유태현(주식회사크로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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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1.5 10:00~11:30 정보통신 안상현(서울시립대)

P1.5-01 이동 RSU 기반의 최적 차량 통신 인프라 구축
이재호･안상현(서울시립대)

P1.5-02 홀로그램 산업의 특허 동향 분석
김아영, 박수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5-03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 통합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백재희･박슬우･신용태(숭실대)

P1.5-04 해시 함수를 이용한 CAN 프레임 비트 위변조 방지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최수민･신용태(숭실대)

P1.5-05 Hyperledger Fabric 환경에서의 개선된 PBFT 알고리즘을 위한 연구
문주현･이광호･신용태(숭실대)

P1.5-06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시스템 설계
손서연･신용태(숭실대)

P1.5-07 블록체인을 활용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상관리 시스템 설계
박수용･박동주･윤렬･신용태(숭실대)

P1.5-08 A Hierarchical Caching Framework for 5G Cellular Networks
Latif U. Khan･Umer Majeed･Choong Seon Hong(경희대)

P1.5-09 무선 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MPTCP 기반의 전송 프레임워크
김희광･정광수(광운대)

P1.5-10 Apache Kafka기반 계층형 분산 SDN Controller 설계
문주현･윤렬･신용태(숭실대)

P1.5-11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환경에서 자원 활용 최대화를 위한 Matching 게임 기반 자원 할당 

기법 연구

김도현･Md.Shirajum Munir･강선무･홍충선(경희대)

P1.5-12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경력 관리 시스템

배수환･봉진숙･신용태(숭실대)

P1.5-13 DDS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감시 및 제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방안

최선･이연호･장석원(한전KDN)

P1.5-14 Availability Modeling and Analysis of Cloud Systems Involving HA Techniques via 

Stochastic Reward Nets
Luyao Zou･Choong Seon Hong(경희대)

P1.5-15 노드 인지 기반 선택적 학습을 통한 연합학습의 안정성 및 정확성 향상 기법 연구
김유준･홍충선(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1.6 10:00~11:30 컴퓨터시스템 강경태(한양대)

P1.6-01 집단지성 기반 딥러닝용 데이터 셋 구축을 위한 이미지 라벨링 게임 어플리케이션
정연욱･김석진･유진희･박준홍･서동만(대구가톨릭대)

P1.6-02 전력 빅데이터를 위한 간편 분석/시각화 도구 설계
김현옥･최정환･유대성(한전KDN)

P1.6-03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인재 선발 시스템의 설계
이태영･김동준･박종태(한전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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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2.1 13:00~15:00 국방소프트웨어 용환승(이화여대)

P2.1-01 달착륙선 항법용 영상처리 알고리즘의 개념 설계
이훈희･류동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1-02 달착륙선 항법용 영상의 전처리 난점 소개
문귀원･이훈희･류동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1-03 LSTM 기반 유도조종 태스크의 실행 시간 예측
김기표･전원보･홍언표(국방과학연구소)

P2.1-04 VDI를 적용한 함정 전투체계 콘솔 구성에 대한 연구
권상민･김주용(한화시스템)

P2.1-05 사이버 행동에 따른 임무 모델의 분석
김성중･신동규･신동일(세종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2.2 13:00~15: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도경화(건국대)

P1.6-05 풍력터빈 다중실행모델을 이용한 하중저감이 고려된 풍력발전단지 제어시스템 설계
지현호･김태형･이지은･함경선(전자부품연구원)

P1.6-06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기 운영을 위한 열에너지 수요 예측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제현･김태형･박영수･함경선(전자부품연구원)

P1.6-07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LTE-U/Wi-Fi Coexistence Models
Aunas Manzoor･Choong Seon Hong(경희대)

P1.6-09 A Data Traffic Adaptive Multi-channel MAC protocol for VANET
VanDung Nguyen･Pham Van Nam･Tran Trong Khanh･Xuan-Qui Pham･Young-Rok 

Shin･Eui-Nam Huh(경희대)

P1.6-10 Vehicular Cloud Computing Considering the 802.11p-based MAC protocol

Tran Trong Khanh･Tran Hoang Hai･VanDung Nguyen･A-Young Son･Eui-Nam 

Huh(경희대)

P1.6-11 Short-Lived TCP 연결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메모리 할당 기법 설계
김수완･양경식･유혁(고려대)

P1.6-12 분산 어플리케이션 로그 분석을 통한 설정 오류 문제 원인 식별
양지혁･탁병철(경북대)

P1.6-13 슈퍼컴퓨터 5호기 Knights Landing 계산노드의 OpenMP 성능 측정
권민우･윤준원･홍태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2.2-01 Information mining from a Text Image using Smartphone
Asim Abbas･Sungyoung Lee(경희대)

P2.2-02 MDR기반 지능형 AR에서 증강 객체전달을 위한 프로토콜 연구
장성봉(금오공대)

P2.2-03 모바일 환경에서 Pose Estimation을 활용한 AR 서비스 연동 모듈 구현
김주영･이병규･정성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P2.2-05 노인세대의 기억력 개선 및 보조를 위한 리마인딩 앱의 효율적인 훈련 기법과 활용
이인헌･강상우(가천대)

P2.2-06 인터넷 강의 영상을 위한 챗봇 시스템 설계
Makhkamova Ozoda･Baatarzorig Jargaltsetseg･박근영･김두현(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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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2.3 13:00~15: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김봉재(선문대)

P2.2-07 Using PSO Algorithm for Computation Offloading in Multi-Access Edge Computing
Luan N.T. Huynh(경희대), Quoc-Viet Pham(창원대), Tran Van Tai(Thu Dau Mot 

University), Tri D.T. Nguyen･VanDung Nguyen･Jae Ho Park･Eui-Nam Huh(경희대)

P2.2-08 Dynamic Task Offloading for Ultra-Dense Mobile Edge Computing
Md Delowar Hossain･Tangina Sultana･Md Abu Layek･Md Alamgir Hossain･
Md Imtiaz Hossain･Sung Yun Woo･Eui Nam Huh(경희대)

P2.2-09 Optimization to Task Bundle Processing for Multi-Access Edge Computing Systems
Quang Dang Nguyen(경희대), Ngo Anh Vien(Queen's University Belfast), Tuyen Le 

Pham･SeungYoon Choi･A. F. M. Shahab Uddin･TaeChoong Chung(경희대)

P2.2-10 딥 러닝 기반 손글씨 인식 받아쓰기 시스템 설계
조희경･김지수･김윤희(숙명여대)

P2.2-11 청각장애인의 일상 대화를 돕는 어플리케이션
문혜림･민태림･이수연･이효경･정민지･김명주(서울여대)

P2.2-12 개인 이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거점 추출
송하윤･백무상(홍익대)

P2.2-13 CQRS 패턴을 적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 제안
서보민･이근혁･전철호･전현식･박현주(한밭대)

P2.2-14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이용한 영유아 케어 시스템
한수정(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백주영･서혜지(한신대), 

윤근영･박희정･이태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P2.3-01 생물정보학 알고리즘을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 방법 제안

윤영진･임을규(한양대)

P2.3-02 국가･공공기관 적용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모델 개선 및 적용 방안
오상익(제주대, 서귀포시청), 정원치(제주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남제(제주대)

P2.3-03 Sleep함수를 이용한 악성코드와 정상파일 비교분석
배성일･김수한･임을규(한양대)

P2.3-04 ARM PSA 기반 IoT 서비스 개발 모델
공지상･정준영･조진성(경희대)

P2.3-05 머신 러닝을 통한 메모리 악의적 변경 탐지 및 차단에 대한 연구
송원종･이둠밈･김기천(건국대학교)

P2.3-06 Java 주석문을 통한 악성코드 실행 탐지 제안
김수한･임을규(한양대)

P2.3-08 Probalistic Approach towards Mining Pool Selection in Blockchain Networks

Umer Majeed･Choong Seon Hong(경희대)

P2.3-09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뉴로모픽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
이상정･정택성･홍석준･한건욱･민홍(호서대)

P2.3-10 페이지 교체 기법을 활용한 SGX 마이그레이션
여승현･이대훈･유시환(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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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2.4 13:00~15:00 정보통신 최봉준(숭실대)

P2.4-01 LSTM Deep Learning Model for Workload Prediction in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Networks

Sarder Fakhrul Abedin･Md. Shirajum Munir･Choong Seon Hong(경희대)

P2.4-02 An Information Fusion based Framework for Social Big Data

Ibrar Yaqoob･Umer Majeed･Choong Seon Hong(경희대)

P2.4-03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Tor 네트워크 웹사이트 핑거프린팅

오형석･황두성(단국대)

P2.4-04 A Distributed Resource Allocation Game with Task centric Association in MEC 

enabled Ultra-Dense Networks
Chit Wutyee Zaw･Choong Seon Hong(경희대)

P2.4-05 An Auction based Incentive Mechanism in Task Migrating in Vehicular Mobile 

Edge Computing
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경희대)

P2.4-06 Joint Bandwidth Allocation and Server Scaling for Colocation Edge Computing
Minh N. H.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P2.4-07 MQTT 기반 메시지 서버의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손지혜･변민정･김시훈･이도연･이동희･황기태(한성대)

P2.4-08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계층적 인코딩 기반 세그먼트 스케줄링 기법
박진호･김희광･정광수(광운대)

P2.4-09 Towards Edge Intelligence: Real-Time Driver Safety in Smart Transportation System
Md. Shirajum Munir･Sarder Fakrul Abedin･Kitae Kim･Choong Seon Hong(경희대)

P2.4-10 리소스가 제한된 장치에서의 컨테이너 성능 분석
정재엽･장종권･염상길(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P2.4-11 선박 위치 기반 해사 메시징 서비스
하재희･정진･김영진･송주형･최윤호･이수영･김백준･김명철(한국과학기술원)

P2.4-12 FHIR 데이터 직렬화 포맷별 성능 비교
이아라･김민규･원경재･권휘준･김지웅･공은주･이동훈･김일곤(경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2.5 13:00~15:00 컴퓨터시스템 서의성(성균관대)

P2.3-11 Predicting Soil Chemical Properties with Machine Learning
Muhammad Awais(경희대), Fahad Shamshad(Information Technology University), 

Sung-Ho Bae(경희대)

P2.3-12 스타 그래프의 망비용을 개선한 새로운 로그-스타 그래프 제안
박미현･성보옥･이형옥(순천대)

P2.5-01 ROS Task를 무손실 실행하기 위한 필요 자원 결정

이승수･박대철･조영은･이창건(서울대)

P2.5-03 다단계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는 TOSCA 기반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임현우･이춘화(한양대)

P2.5-04 키 밸류 저장소의 집약 알고리즘 부하 분석

이광희･최건희･최종무(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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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P3.1 15:30~17:00 고성능컴퓨팅 염헌영(서울대)

P2.5-05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 추론의 확장성 분석
권동업･김장우(서울대)

P2.5-06 방송 콘텐츠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한 HTML 5 웹 브라우저 기반 반자동 메타데이터 저작도구
강민지･조재근･최기석･낭종호(서강대)

P2.5-07 분산 발전 데이터 이벤트 처리를 위한 통합 로깅 시스템 설계와 구현
구성훈･김태형･장규영･박재호･함경선(전자부품연구원)

P2.5-08 스토리지 동적 데이터 중복제거를 통한 예측기법
김태영･유헌창(고려대)

P2.5-09 IoT 게이트웨이의 멀티 테넌트 지원을 위한 컨테이너 가상화 기반 센서 데이터 고립 기법 및 설계
강민구･유봉열･유혁(고려대)

P2.5-10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의 비율 호환적 LDPC 기반의 ECC 관리
이재빈･김건명･박이현･임승호(한국외대)

P2.5-11 자바 가상 머신 기반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서 Off-heap 메모리 영역을 활용하는 것의 효과
서장호･송원욱･전병곤(서울대)

P2.5-12 리눅스 커널 페이지테이블에 대한 분석
손인엽(한양대), 원유집(카이스트)

P2.5-13 가상화 시스템에서의 하이브리드 폴링 방식 성능 분석
이혜지･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

P3.1-01 Low Latency Optane SSD를 이용한 대용량 그래프 처리
Batjargal Dolgorsuren･Muhammad Umair･Young-Koo Lee(경희대)

P3.1-02 페이지 캐시로 인한 I/O 성능 비율 저하 현상 분석
오권제･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P3.1-03 vCPU 배치에 따른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응답 시간 분석
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

P3.1-04 파일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성능 분석
이호영･이민호･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P3.1-05 PCIe를 통한 FPGA/GPU간 직접 통신 방식의 성능 측정
이지수･이재진(서울대)

P3.1-06 GPU 캐시 이용율 향상을 위한 동적 캐시라인 관리 방법
Jie Zhang(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정명수(한국과학기술원)

P3.1-07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종단간 크레딧 기반 혼잡 제어
권광욱･박민경･권태경(서울대)

P3.1-08 FPGA Off-Chip 메모리의 성능 분석
김희훈･이재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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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P3.2 15:30~17:00 언어공학 김학수(강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3.3 15:30~17:00 인공지능 이도훈(부산대)

P3.2-01 양방향 순환신경망과 멀티 헤드 어텐션 기반 한국어 어의 중의성 해소 모형
김민호･조상현･권혁철(부산대)

P3.2-02 증거 문장찾기 과업에서 ESIM과 BERT 모델의 한계점 분석
임도연･맹성현(KAIST)

P3.2-03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문서 범주 관련 키워드 추출
성수진(창원대), 방준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정원(창원대)

P3.2-04 Weighted BLEU: 단어 가중치 기반 BLEU
오진영･김정무･차정원(창원대)

P3.2-06 Syllable-based Representation Styles of Romanized-Hangeul and English Texts to 

Facilitate Vertical Writing

Md. Abu Layek(경희대), Sanjida Afroz(University of Dhaka), A. F. M. Shahab Uddin･Mst. 

Sirazam Monira･Seung-yoon Choi･Eui-Nam Huh･TaeChoong Chung(경희대)

P3.2-07 한국어 ELMo 임베딩을 이용한 의미역 결정
박찬민･박영준(서강대), 고영중(동아대), 서정연(서강대)

P3.2-08 Bidirectional LSTM-CRF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을 위한 접사 자질을 이용한 단어 표상 확장
정예원･이종혁(포항공대)

P3.2-09 촬영 현장의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 비교 연구
전상훈･최유진･김주영･양덕영･김문상･홍진혁(광주과학기술원)

P3.2-10 특허 문서 그래프 임베딩을 이용한 특허 유사도 분석
이철기･아루셔･이우기(인하대)

P3.2-11 원시문과 기계번역문 간 효과적 관계모델링을 통한 Transformer 기반 번역문 자동 사후 교정
이원기･신재훈(POSTECH), 김영길(ETRI), 이종혁(POSTECH)

P3.2-12 이웃앱 예측을 이용한 네트워크 임베딩 기반 모바일 앱 클러스터링
윤여찬･박수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P3.2-13 CNN 기반 감성 분류에서 단어 표상 기법의 효용성 평가
박호민･천민아･남궁영･윤호･최민석･김재균･김재훈(한국해양대)

P3.2-14 다중 언어분석기 및 언어규칙 기반 반자동 구문분석 말뭉치 구축
최진혁･류법모(부산외대)

P3.3-01 얼굴마스크를 사용한 회전된 얼굴 이미지 생성

나후승･박광현(광운대)

P3.3-03 Mask R-CNN을 활용한 한국 문화유산(도자기와 토기) 자동 검출 연구

강우진･전준렬･김송이･박도윤･이지현･홍진혁(광주과학기술원)

P3.3-04 보행 종류 분류를 위한 판별 거리 기반의 DCNN 특징 맵 구성 방법

박희찬･김현일･김준우･이강희･최상일(단국대)

P3.3-05 모방 학습과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

박동혁･주호택･김경중(광주과학기술원)

P3.3-06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 인기 구간 예측

송현호･김정민(KAIST, 기초과학연구원), 박건우(QCRI),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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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3.4 15:30~17: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민홍(호서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6일 P3.5 15:30~17:00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P3.3-07 Mixed Convolutional Layer for Image Super-Resolution
Abdul Muqeet･Sung-ho Bae(경희대)

P3.3-08 볼륨 로컬 트랜지션 패턴을 사용한 동적 텍스처 인식
Md Azher Uddin･Md Anwarul Islam･Young-Koo Lee(경희대)

P3.3-09 데이터 응집도에 따른 전문화된 경량 신경망 모델 성능 분석
진영화･최동완(인하대)

P3.3-10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Channel Attentive Feature
정민수･임보영･낭종호(서강대)

P3.3-11 SurVRet: 심층 학습을 이용한 대용량 감시 영상 데이터 분산 검색 기법
무함마드 누만 칸･애프터브 알람･이영구(경희대)

P3.3-12 Auto-Encoder와 GAN을 이용한 Image to Image Translation의 성능 향상 기법
유재창･엄희송･최용석(한양대)

P3.3-13 3채널 접근법을 이용한 컬러 이미지의 텍스쳐 인식
무함마드 안와룰 이슬람･아자르 우딘･이영구(경희대)

P3.3-14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볼라드 인식 구현
우수빈･이종우(숙명여대)

P3.4-01 그룹 소유 암호화폐 지갑에서의 비  보장 공유 방법
김정용･한종빈･엄현상(서울대)

P3.4-02 원격 약복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 위협 모델링
허승원･최진영(고려대)

P3.4-03 Blockchain based Layered Architecture for Virtual Agents
Ubaid Ur Rehman･Sungyoung Lee(경희대)

P3.4-04 차량 내 CAN 버스 공격 탐지를 위한 실시간 시각화 도구의 개발
김영준･이휘원･김보겸(국방과학연구소)

P3.4-05 가상화 된 SDN을 위한 Machine Learning 기반 최적화 된 침투 테스트
아누메하･양경식･유혁(고려대)

P3.4-07 비 분산법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키 관리 방법 연구
장명현･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P3.4-08 디지털 포렌식 한계 및 최신 기술 조사
김지우･남기백･하우･윤현석(공군사관학교)

P3.4-09 드론 주요 컴포넌트 대상 공격벡터 도출 및 위협 분석
김성경(세종대), 백승훈(중원대), 이상욱(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기웅(세종대)

P3.4-10 딥러닝을 활용한 퍼징 시드 파일 생성 기법
장용준･장석인(국방과학연구소)

P3.4-11 온톨로지 기반의 드라마 콘텐츠 및 SPARQL 질의 처리 비디오 검색 인터페이스
한연지･최용석(한양대)

P3.5-01 자폐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인지 강화를 위한 기능성 웹 게임 개발

최정회･김지인(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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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4.1 10:00~11:30 고성능컴퓨팅 염헌영(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4.2 10:00~11:30 데이터베이스 송하주(부경대)

P3.5-02 오픈스택을 활용한 캡스톤 디자인 작품 공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우정･곽우종･박태근(단국대)

P3.5-03 무인기 이중화 비행조종컴퓨터 비행운용프로그램 개발
윤형식(국방과학연구소)

P3.5-04 사물 공유/거래 블록체인 서비스

임호정･이명수(전자부품연구원), 구원용((주)비즈마이닝)

P4.1-01 SPEC CPU를 활용한 시스템 성능측정 방법 연구
최기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P4.1-02 랙 스케일 구조의 JBOF 스위치 기반 동적 스토리지 할당

최석원･엄현상(서울대)

P4.1-03 응용 프로파일링 정보에 따른 GPU 작업 컨테이너 실행 전략
오지선･김세진(숙명여대), 진계신(서울대), 김윤희(숙명여대)

P4.1-04 분산 환경에서의 온라인 감시 영상 처리 가속화 기법
무함마드 시야물 이슬람･이영구(경희대)

P4.1-05 Society and Economic impact of Cloud Computing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e, Kure-Chel. Kim, Kim Hag Young(한국전자통신연구원)

P4.1-06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RocksDB의 병렬성에 따른 성능 평가
김화정･김성곤･염헌영(서울대), 손용석(중앙대)

P4.1-07 고성능 SSD를 위한 MyRocks I/O 패턴 분석 및 최적화 기법 설계

명기현･김화정･염헌영(서울대)

P4.1-08 NVMe SSD로의 GPU 주도 직접 입출력 처리 기법

곽원상(RTST), 정준기･이강욱(KAIST), 김진수(서울대), 맹승렬(KAIST)

P4.2-01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방향성 그래프에서의 정점의 영향력 점수를 위한 가상 

그래프 배포 기법

김용준･박근령･박석(서강대)

P4.2-02 그룹 트립 플래닝에서 G-트리 구조를 이용한 중간 도착점 필터링 기법
이준규･박석(서강대)

P4.2-03 최적 장소 선택 질의 처리에서 보로노이 영역 분할 방법을 이용한 차분 프라이버시 적용 기법
박세화･이준규･박석(서강대)

P4.2-04 Bias Walk Based RDF Entity Embeddings
Van T.T. Duong･Kisung Park･Young-Koo Lee(경희대)

P4.2-05 한국어 학습 자료의 DB구축 방법
김태환･최원재･김정선(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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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4.3 10:00~11:3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이준(호서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4.4 10:00~11:30 인공지능 김광훈(KISTI), 엄재홍(SKT), 임춘성(SPRi)

P4.2-06 사회연결망에서의 유사도 기반 링크 예측 성능 비교
이준석･강윤석･김상욱(한양대)

P4.2-07 TV Show 추천 방안들의 성능 분석
이연창･조경재･김상욱(한양대)

P4.2-08 ACR: Adaptive Cache Replacement for Effectively Querying Semantic Knowledge Bases

Usman Akhtar･SungYoung Lee(경희대)

P4.2-09 Pair-wise 학습에서의 파라미터 분석

김태호･이연창･김상욱(한양대)

P4.2-10 도로 교통망의 전이 확률을 고려하여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사용자의 민감 경로데이터 

보호 기법

김재원･박석(서강대)

P4.3-01 시선 정보를 이용한 4D 영화의 모션 효과 자동 생성 방법
서성호･최승문(포항공대)

P4.3-02 대규모 네트워크의 가상현실 시각화 방법
박준규･김형석(건국대)

P4.3-03 증강현실 헤드셋 용 저지연 스트리밍 지원을 위한 RPC 시스템 설계
최재원･고정길(아주대)

P4.3-04 오십견의 단계적 재활을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과 플랫폼
최용균･김지인(건국대)

P4.3-05 확률모형과 딥러닝모형 기반의 전력 소모예측 시스템
임경현･조성배(연세대)

P4.3-06 표면 텍스쳐와 햅틱 모델을 이용한 실제 3D 객체에서 햅틱 텍스쳐 매핑
Joolekha Bibi Joolee･Waseem Hassan･Mudassir Ibrahim Awan･Seokhee Jeon(경희대)

P4.3-07 디지털 트윈 모델 적용 ROS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이총명(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영우･심재훈･조민정･김수진･최나래(한신대), 

이태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P4.4-01 노이즈 어텐션을 통한 딥러닝 기반 음성 합성
양진혁･김인중(한동대)

P4.4-02 Sequence-to-Sequence 모델 기반 문맥 자유 언어 이해 및 자동 오류 수정 학습
서현태(연세대, 전자부품연구원), 한요섭(연세대), 정혜동･고상기(전자부품연구원)

P4.4-03 자연어처리 기반 전자결재 문서 작성 지원 시스템의 설계
맹보연･우덕제･최은선(한전KDN)

P4.4-04 CNN과 LSTM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어 QA봇
장성은･이나영･나병현･김동호(동국대)

P4.4-05 고품질 의료 증거문서 추출을 위한 TF-IDF 및 딥러닝 기반 텍스트 분류 및 처리 기법
박범주･허태호･이승룡(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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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06 딥러닝을 활용한 시계열 자료의 이상치 탐지 모델에 대한 조사
우요･강준혁･이재길(카이스트)

P4.4-07 Word2vec 임베딩을 이용한 책 추천 시스템
이정훈･정윤경(성균관대)

P4.4-08 텍스트 스토리에서 이벤트 추출 및 표현 방법 연구
박서희･유혜연･정윤경(성균관대), 배병철(홍익대)

P4.4-09 리뷰 스팸 탐지에서의 네트워크 임베딩에 대한 사전 연구
변형호･김종권(서울대)

P4.4-10 효과적인 특허 문서 분류를 위한 기법 비교
강명철･이우기･라시드(인하대)

P4.4-11 사전 확장 기반 도메인 특화 감정 분류 기법
Jawad Khan･Aftab Alam･Young-Koo Lee(경희대)

P4.4-12 전파 네트워크 특성 추출을 통한 소셜 미디어 속 루머 분류
최지호･정시현･김종권(서울대)

P4.4-13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TTS 음질 개선
최진･양진혁･김인중(한동대)

P4.4-14 딥러닝을 이용한 경치와 햇빛 정보에 기반한 투어버스 좌석선택
김기홍･이관용(한국방송통신대)

P4.4-15 비스듬한 항공 영상 정합을 위한 기하학적인 변환 네트워크
김동건･남우정･이성환(고려대)

P4.4-16 Near-Term Forecasting of GDP of Uganda Using Deep Learning

Kisitu Samuel(Bank of Uganda), 김영섭(한동대)

P4.4-17 Analyzing the Behavior of Different Class of IQA Methods on Various Distortion Types
Mst. Sirazam Monira･Md. Abu Layek･A. F. M. Shahab Uddin･TaeChoong Chung･Sung-Ho 

Bae(경희대)

P4.4-18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질량 스펙트럼의 동위원소 클러스터 식별

권대욱･백은옥(한양대)

P4.4-19 딥러닝 기반 의류 영역 제안 네트워크를 결합한 패션 이미지 검색

임보영･정민수･낭종호(서강대)

P4.4-20 기상인자와 공공자전거 대여율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및 공공자전거 수요예측

이근혁･박현주(한밭대)

P4.4-22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온-디바이스 딥 러닝 기반 저전력 불량 검출 시스템

박성우･허다솜･유혜린･채명수(주식회사노타)

P4.4-23 주거전력 소모량 예측을 위한 베르누이 변분추론 기반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

부석준･조성배(연세대)

P4.4-24 MERL BRDF 데이터셋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재료 영역 분할 기법

임민기･박진우･윤성의(KAIST)

P4.4-25 C-LSTM 딥러닝기반 굴삭기 작업동작 분류모델

장계봉･조성배(연세대)

P4.4-26 지도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딥러닝 활용 방안 연구

이현수･김현철(고려대)

P4.4-27 A Novel Error-Resilient Memristor-based Neuromorphic Architecture using an Error 

Correction Layer
Muhammad Salman Ali･Sung-Ho Bae(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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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28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및 기술동향
이예나･최효경･김명주(서울여대)

P4.4-29 지능형 비디오 감시를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고차원 컨텍스트 추론 기법
Aftab Alam･Jawad Khan･MD Azher Uddin･Muhammad Numan Khan･Irfan 

Ullah･Young-Koo Lee(경희대)

P4.4-30 시공간 분석을 이용한 야간 화재 검증 시스템

박민지･김나훈･손동현･Gustavo Adrian･고병철(계명대)

P4.4-31 기계학습 기반 상품명 매칭을 위한 불용어 추출 기법

이인섭･온다르마 친조릭･박준(홍익대)

P4.4-32 딥러닝기반 그래프 임배딩 및 비정형적 결정경계면 학습을 통한 그래프이상탐지

신원섭･조성배(연세대)

P4.4-33 위성사진과 CNN 기반 전이 학습을 통한 인구 통계 예측

박성원･안동현･차현지･한성원(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P4.4-34 비지도 적대학습을 이용한 프레임 레벨 비디오 이상탐지 방법
김진영･조성배(연세대)

P4.4-35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자원 할당을 위한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알아나지 라얀･정혜진･최원석･나연묵(단국대)

P4.4-36 Weak & Semi-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한 전립선암 segmentation 방법
한석민･이상문(한국교통대)

P4.4-37 이미지 기반 폐렴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증강 기법
손재범･이상근(한양대)

P4.4-38 폐렴 탐지를 위한 심층 신경망에 대한 블랙 박스 적대 공격
손수현･이상근(한양대)

P4.4-39 EOG 신호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수면 단계 분류
김형욱･박동규･이영록(창원대)

P4.4-41 수면호흡음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수면무호흡 분류
이영록･김형욱･황민태･박동규(창원대)

P4.4-42 인접 행렬 추상화를 이용한 DGN 모델의 스타크래프트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
윤성훈(세종대), 김경중(광주과학기술원)

P4.4-44 기계 학습 모델을 이용한 수면무호흡증 진단: 조사 및 과제
김서영･김성현･서영균(경북대)

P4.4-45 효율적인 심층신경망 구조를 위한 새로운 가중치 예측 기반 양자화 방법
이강호･배성호(경희대)

P4.4-46 CNN 아키텍처의 얼굴 표정 기반 감정 예측 성능 비교
최원재･김태환･배현석･김정선(한양대)

P4.4-47 Deep Style Transfer를 이용한 한글 글꼴 생성 연구
이대근･조윤식･곽진태(세종대)

P4.4-48 초기움직임에서의 동작인식
김건우･임세민･박주영･안인경･오형철(고려대)

P4.4-49 딥러닝 모델 가속을 위한 입력 값을 고려한 채널 별 프루닝
이준열･김영석･서지원(한양대)

P4.4-50 얼굴인식과 GAN을 이용한 동적카메라에서의 실시간 사람추적 성능향상방법
김지성･최용석(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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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P5.1 14:00~15:30 데이터베이스 김덕환(인하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5.2 14:00~15:30 사물인터넷 박동환(ETRI)

P4.4-51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모델 경량화
최용준･엄현상(서울대)

P4.4-52 시각 대화의 시각 참조 해결을 위한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
강기천･임재서･장병탁(서울대)

P4.4-53 AutoML의 Hyperparameter 최적화 유용성 검증
최윤서･김화정･염헌영(서울대)

P5.1-01 중심-주변 구조 탐지 기법을 이용한 MERS 대응 네트워크 분석
이원철(한양대), 구민영(존제이칼리지, 뉴욕시립대), 김유심(애리조나 주립대), 

오성수･차재혁･김상욱(한양대)

P5.1-02 고성능 분산 인메모리 DBMS, 알티베이스 샤딩
박준호･이승원･김하영･박지훈･이정현･최두선((주)알티베이스)

P5.1-03 EnvOnto: 현재 및 미래의 환경 데이터셋을 고려한 온톨로지 구축 기법
우메르 쿠두스･무함마드 시야물 이슬람･이영구(경희대)

P5.1-04 운전자 주행 패턴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
서동혁･홍지원･김형기(한양대), 김락영((주)만도), 김상욱(한양대)

P5.1-05 그래프 클러스터링에서의 삼각 구조 활용을 통한 분산 처리 성능 향상 기법
서정혁･김명호(한국과학기술원)

P5.1-07 빅데이터 기반 이상치 탐지를 활용한 무역정보 사용자 입력 오류 검증기
김심석･이영구(경희대)

P5.1-08 그래프 기반의 피싱 URL 탐지 방법 비교
김태리･홍지원(한양대), 박노성(조지메이슨대), 김상욱(한양대)

P5.1-09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DB 통합을 위한 개념적 설계
김성진･김태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1-10 단어 임베딩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HS 코드 식별
우효창･이영구(경희대)

P5.2-01 V2X 환경에서 이벤트 소싱 기법을 활용한 분산 로그 처리 방법
한상곤･최정인･우균(부산대)

P5.2-02 LoRaWAN 기반 블록체인 차량정보 관리 체계의 설계 및 구현
최정환･박민수･양준현･이진수･오병석･신연순(동국대)

P5.2-04 시맨틱 기반 IoT 플랫폼 아키텍쳐
이용주･석현승･남성현･이윤근(경북대)

P5.2-05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델 기반 IoT 연계 및 추상화 인터페이스 : Virtual Device
이현규･이종욱･최병기･이재호(서울시립대)

P5.2-06 관성센서 기반 낙상 위험 예측 기법
김정균･배명남･이강복･홍상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P5.2-08 강화학습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내위치추적
박성수･홍신범･김현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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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P5.3 14:00~15:30 소프트웨어공학 윤회진(협성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5.4 14:00~15:3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P5.2-09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쓰레드 동작 최적화 기법
임근식(성균관대), 강동현(동국대), 엄영익(성균관대)

P5.2-10 화장실 설치형 IoT 디바이스와 웨어러블 밴드를 이용한 이상 행동 인식
이철환･강순주(경북대)

P5.2-11 IoT 기반 지능형 건물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지영민･옥기수･권동우(전자부품연구원)

P5.3-01 무인자율잠수정 운용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메시지 관리방법 연구
장원석･정동한･양문석(한화시스템)

P5.3-02 치매환자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행동 분석 시스템 설계
김재근･김성중･신동일･신동규(세종대)

P5.3-03 x86 계열의 O/S 에서 터치 UI/UX를 활용하는 Annotation S/W의 클라우드화 개발
김흥선･허의남(경희대)

P5.3-04 다중 매체를 기반으로 한 한국 수어 번역 프레임워크
신기철･김지인(건국대)

P5.3-05 가상현실 광고의 시선 체류 기반 광고 효과 측정 모델 연구
박대흠･허의남(경희대)

P5.3-06 돌연변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반의 심층 신경망 테스트 데이터 평가
이민수･이찬근(중앙대)

P5.3-07 기계학습을 활용한 클라우드 SLA를 위한 가상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연구
최진욱･허의남(경희대)

P5.3-08 혼합 방법 기반 다단계 양식을 이용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연구
Muhammad Zaki Ansaar･이승룡(경희대)

P5.3-09 실행 가능한 모델링 언어를 위한 GUI 표현기법
배정호(국방과학연구소)

P5.3-10 소셜 로봇 서비스 언어의 서비스 패키지로의 변환에 대한 규칙
조한얼･최병기･이재호(서울시립대)

P5.4-01 Maximizing Profit of Battery Swap Station: A Dynamic Matching Game Approach
Oanh Tran Thi Kim･Choong Seon Hong(경희대)

P5.4-02 Smart Infotainment Service Management for Public Transportation
Pyae Sone Aung･Kyi Thar･Anselme Ndikumana･Choong Seon Hong(경희대)

P5.4-04 실제 안전 문제 스마트 시티 시스템 및 그들의 결정
주마나자러바 아스야･조영임(가천대)

P5.4-05 지상변압기 실시간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저압 배전계통 시스템
한규호･진영규･이연호(KDN)

P5.4-06 플랜트사업 입찰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조화

김영현･진경호･한재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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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P5.5 14:00~15:30 언어공학 이창기(강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7일 P5.6 14:00~15:30 인공지능 신기정(KAIST), 임성수(충남대)

P5.5-01 Bi-LSTM/CRF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구묶음

남궁영(한국해양대), 김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천민아･박호민･윤호･최민석･김재균･김재훈(한국해양대)

P5.5-02 다중 인코더 Transformer 기반 번역문 자동 사후 교정 모델의 디코더 구조 연구
신재훈･이원기(포항공대),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종혁(포항공대)

P5.5-03 문서 생성 요약을 위한 선택적 문장 삭제
고병현･권홍석･이종혁(포항공대)

P5.5-04 한국어 스케줄, 날씨 도메인 대화 코퍼스에 적용된 Bi-LSTM-Memory Network
김병재･서정연･구명완(서강대)

P5.5-05 BERT와 Multi-level Co-Attention Fusion을 이용한 한국어 기계독해
박광현･나승훈(전북대), 최윤수･장두성(KT)

P5.5-06 Space and View Efficiency of Hangeul Texts
Md. Abu Layek(경희대), Sanjida Afroz(University of Dhaka), A. F. M. Shahab Uddin･Mst. 

Sirazam Monira･Seung-yoon Choi･Eui-Nam Huh･TaeChoong Chung(경희대)

P5.5-07 저-자원 언어의 번역 향상을 위한 다중-언어 기계번역
허광호(서강대), 고영중(동아대), 서정연(서강대)

P5.5-08 Comparing and Verifying the Writing Efficiency of Hangeul Over Other Languages
A. F. M. Shahab Uddin･Mst. Sirazam Monira･Md. Abu Layek･Seung-yoon Choi･Sung-Ho 

Bae･TaeChoong Chung(경희대)

P5.5-11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다양한 단어표현 모델

조경철･강상우(가천대)

P5.6-01 강화학습을 활용한 연구용 원자로의 상태 감시
박재관･김택규･성승환(KAERI)

P5.6-03 효율적인 인공지능 가속기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아키텍처 제안
김상철･김태호(ETRI)

P5.4-07 Show Me the World (SMW):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Cloud of Things 시스템
이은솔･정란･이태금･김한결･정갑주(건국대)

P5.4-08 Silver Solution(SS) : 독거노인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Smart Home 시스템
박종현･샤히라･이은솔(건국대)

P5.4-09 GeoVideo를 이용한 도로 파손 지도의 딥 러닝 기반 동적 생성 프레임워크
류동준･이동건･정용희･박장유･박찬영･남광우(군산대)

P5.4-10 모듈러 플랜트 사업의 위험 헤지시점 분석연구
강태구･이원배(중앙대)

P5.4-11 주택간 전력 거래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연구
구태연･최창식･박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P5.4-12 서열 정렬 알고리즘 및 순차패턴 분석을 활용한 생활 패턴 도출과 실시간 이상 탐지 시스템 설계
최승현･김창균･임채민･염세경(동국대), 강용신(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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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P5.8 14:00~15:3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안상현(서울시립대)

P5.6-04 행적 시퀀스 신경망 모델을 통한 추천 시스템
김정재(경기대), 김정출(국민대)

P5.6-05 제로에너지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에너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
안주현･홍충선(경희대)

P5.6-06 코어텐션 네트워크에서 대답 선택 문제를 위한 2차원 팽창된 합성곱 신경망 디자인
이광희･정현지･김명호(KAIST)

P5.6-07 Analysis and comparison of Daugman algorithm and Hough transformation for iris 

recognition 

Teerath Kumar･Sung-Ho Bae(경희대)

P5.6-08 SHAP를 이용한 금융 이유 설명 문장 분류 모델 분석

천예은･박영진･성낙원･최재식(울산과학기술원)

P5.6-09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듀센 근이영양증의 표적 발굴 사례

전용수･이영구(경희대)

P5.6-10 딥러닝 컴파일러 성능비교

유미선･김영주･이제민･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5.6-11 다개체 로봇 시스템에서 정  격자 지도 병합을 위한 Monte-Carlo 최적화 적용 기법

이헌철(금오공대)

P5.6-12 심층신경망 모델 압축을 위한 내부 특징 구조 증류

김유민･배성호(경희대)

P5.6-13 인공 신경망의 학습속도 향상을 위한 출력층의 오차 변화량 가중화 기법

홍언표･최강아･김기표(국방과학연구소)

P5.6-14 파라미터 서버 기반 분산 딥 러닝 시스템을 위한 파라미터 샤딩 기술 성능평가

최기봉･고윤용(한양대), 제현승･노홍찬(SK Telecom), 김상욱(한양대)

P5.6-15 얼굴인식을 위한 얼굴 전역 및 지역 특징 기반 심층합성곱신경망 앙상블 압축 모델 제안

윤경신･김경태･최재영(한국외대)

P5.6-16 UAV의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안전한 기기간 세션 키 생성 기법 구현

심상국((주)티엔젠, 경희대), 홍충선(경희대)

P5.6-17 검증 절차의 조정이 가능한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블록체인 구성과 성능 향상 방안 연구

박진희･홍충선(경희대)

P5.8-01 초해상도 히트맵을 이용한 얼굴 랜드마크 추출
Jacob Morton･이승용(포항공대)

P5.8-02 NEWS²: 기사 군집화 알고리즘을 디버그 하기 위한 시각적 분석 시스템
김준회･복진욱･김재영･서진욱(서울대)

P5.8-03 순추천고객지수(NPS)를 이용한 VOC 분석에 관한 연구
김상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5.8-04 트럭 군집주행을 위한 동적 ROI(Region Of Interest) 기반 차선인지
김태욱･장원석･김종찬(국민대)

P5.8-05 공공자전거 재배치를 돕기 위한 시각적 분석 시스템
정석원･서진욱(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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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8일 P6 09:30~11:00 학부생/주니어논문I
김광훈(KISTI), 서동만(대구가톨릭대),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이준(호서대),
문양세(강원대), 김용주(ETRI)

P5.8-06 An Analysis of Post-Processing for Background Subtraction
Md Alamgir Hossain･Ngo Thien Thu･Md Imtiaz Hossain･Md Abu Layek･Md Delowar 

Hossain･A.F.M Shahab Uddin･Eui-Nam Huh(경희대)

P6.1-01 MySQL에서의 로그 복구 기법 분석
강제순･손용석(중앙대)

P6.1-02 TPC-C 워크로드에서의 MySQL/InnoDB 락 경합 분석
김경민･박종혁･안미진･이상원(성균관대)

P6.1-03 환경요인들의 조합에 기반한 대장암 환자의 코호트 분석 시스템 설계
신한섭･박강민(서울과학기술대), 정형구(경희대), 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P6.1-04 미분류 이미지 집합에 대한 지능적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 설계 및 구현
우혜윤･신채원(숙명여대), 김철연(숙명여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P6.1-05 스펙트럼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해시태그 생성기 사용 게시글의 검출
이성재･우현웅･김혁만･이경용(국민대)

P6.1-06 IoT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시공간 집계 기법
이시연･이기용(숙명여대)

P6.1-07 IoT 기반 온도 및 조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자동 저장
이종훈･박웅섭･변정용(동국대)

P6.1-08 YCSB 벤치마크를 활용한 pmem-redis의 성능평가
이주후･신효림･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

P6.1-09 분산파일시스템 기반 혼합형 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한 지급결제리스크 최소화 방안
이준하･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P6.1-10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의 ALT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전민혁･Odsuren Temuujin･신윤미(호서대), 안진현(제주대), 임동혁(호서대)

P6.1-11 수기 답안지 자동 채점 시스템
전현민･이재영･이원정･이웅희･김영훈(한양대)

P6.2-01 Image Processing을 활용한 Text Image의 Real-Time 점자 변환
양원준･장지훈･안시현･정재헌(서강대)

P6.2-02 재래시장 화재 대응을 위한 연구 : IOT를 이용한 스마트 화재경보기
조규진･이상협･이승진(서강대)

P6.2-03 패턴과 유전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결함 정정
김재은･민경식･이병정(시립대)

P6.2-04 암호 화폐 주소 필터
이종철･김규진･심지인･김지수(서강대)

P6.2-05 Python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 탐지를 위한 오픈소스 정적 결함 검출 도구의 

총체적 조사
고언약･임혜린･홍신(한동대)

P6.2-06 Understand 기반 C 프로그램 AST 분석 도구
정인준･강민정･김선희･김동우･최윤자(경북대)

P6.2-07 자동결함정정에 스택오버플로우 유사코드를 활용한 유전 프로그래밍 적용 기법
최치원･민경식･이병정(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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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4-01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소셜 데이터의 통시적 분석
김세연･박기남･김동민･이동만(KAIST)

P6.4-02 혼합교통 환경에서의 응급차의 최단 거리 및 신호 제어 알고리즘
Muhammad Shakeel Zuhaib･서성윤･이상원(성균관대)

P6.4-03 효율적인 가로등 전력 관리를 위한 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 기반 객체 인식 절차
이소연･박지훈･김대영(대구가톨릭대)

P6.4-04 Centrality를 이용한 서울시 교통 집도 분석
이재용･이희주･김기환･이상훈･한치근(경희대)

P6.4-05 서울시 도시환경에 최적화 된 공유형 자율주행차량의 커넥티드카 커머스
정서우(홍익대), 이수민･신승연･이민구(서울대)

P6.5-01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띄어쓰기 및 품사 태깅, 의존 구문 분석 통합 모델
김홍진･김담린･김보은･김학수(강원대)

P6.5-02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돕는 동물 병원용 의료 시스템
심주용･권기빈･임태혁(고려대)

P6.5-03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을 위한 페르소나 반영 방법
오신혁･김진태(강원대), 박영민･김선아･이정엄(현대자동차 로보틱스팀), 김학수(강원대)

P6.5-04 문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미 확장 기반의 문서 요약
윤현철(성균관대)

P6.5-05 토픽 모델링 기반의 LDA 기법과 웹 검색 트래픽을 활용한 기술개발 트렌드의 비교 연구

이찬호･김민승･이정희･성태응(연세대)

P6.5-06 청각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영상매체 자동 수어번역 플레이어 개발
윤지은･배진영･정창회･이희지･임성수(국민대)

P6.5-07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조선 왕위 교체 전후 시대 상황 분석
조윤성(중앙대), 강경필(고려대), 진교훈･김영빈(중앙대)

P6.6-01 비디오 분류를 이용한 가상 피아노
강성재･김재윤･윤성의(한국과학기술원)

P6.6-02 고스트 현상이 없는 파노라마 영상 생성
강수인･이승규(경희대)

P6.6-03 사회성 기술 훈련을 위한 다자간 가상현실 환경
김도균･박병욱･최수미(세종대)

P6.6-04 Skip LSTM을 이용한 Self-Occlusion에 강인한 수화 인식
김소희･김혜림･이승규(경희대)

P6.6-05 고령층을 위한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디자인
김연지(연세대), 이소정･이수민(서울대), 한정민(KAIST), 이민구(서울대)

P6.6-06 증강현실에서 펜을 이용한 3차원 스케치
김준한･한제완･최수미(세종대)

P6.6-07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인체 3D 모델링 및 원거리 실시간 증간현실 표현 시스템
박민근･강수인･정수현･이승규(경희대)

P6.6-08 온라인 채팅 감시를 위한 사용자 가시화 시스템
박상운･조환규(부산대)

P6.6-09 블록체인 Tendermint 알고리즘을 활용한 공유형 키오스크 결제 플랫폼
이수민･신승연(서울대), 강연수･정서우(홍익대), 한수경･이민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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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6-10 GAN을 이용한 연속적인 사람의 행동 생성
이정은･조현아･이승규(경희대)

P6.6-11 한글 가변 폰트 제작을 위한 METAFONT 속성이 추가된 글리프 원형의 피팅
이주해･우성주･정근호･최재영(숭실대)

P6.7-01 서버리스 컴퓨팅: 문제점과 해결책
고지원･엄태건･전병곤(서울대)

P6.7-02 소프트웨어 RAID의 성능 특성 분석
강원형･강동현(동국대)

P6.7-03 Autoware를 위한 벡터 지도 변환
구성우･이효은･김강희(숭실대)

P6.7-04 Brain Computer Interface(BCI)를 이용한 핸즈 프리 자율주행 로봇시스템 구현
김민지･이지윤･심귀보(중앙대)

P6.7-05 CPU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기계학습 기반 CPU 전력 예측 모델
김선영･최승훈･김영근･정성우(고려대)

P6.7-06 실제 환경과 가상머신 환경에서의 웹 크롤링 성능 비교
김성우･강동현(동국대)

P6.7-07 하이퍼스레딩 환경에서의 저장장치 입출력 폴링 태스크 배치 기법
김성윤･하성준･안민우･정진규(성균관대)

P6.7-08 오픈스택 환경에서의 VM-name과 VM-ID 매핑기법
김한주･임재민･유혁(고려대)

P6.7-09 차량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향상된 결함 감내 기법 제안
김희곤･정재환･이창건(서울대)

P6.7-10 시간적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비정상 로그 인식 기법
박서린･탁병철(경북대)

P6.7-11 OBD vs. CAN 기반 순항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우현･최규진･김강희(숭실대)

P6.7-12 RA-Lottery : 응답시간을 고려한 복권 Scheduling 기법
이성현･신호진･이제연･최종무･유시환(단국대)

P6.7-13 파일시스템의 단편화 제거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멀티 스레딩 기법
이정은･손용석(중앙대학교)

P6.7-14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연구
이종훈･윤성욱(한국교통대)

P6.7-15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서의 이벤트 타임처리의 성능 분석
이주은･이계원･전병곤(서울대)

P6.7-16 Garbage Collection에 따른 F2FS 성능 측정
이준석･손용석(중앙대)

P6.7-17 파라미터 기반의 가변 폰트 시스템과 웹의 통신 API
이지선･정동희･석정재･최재영(숭실대)

P6.7-18 Binary Code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LLVM기반 Fault Injector의 모델 설계 및 구현
정현준･박준석(인하대)

P6.7-19 Redis에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메모리 요구량 및 성능 영향 분석
최한솔･최종무(단국대)

P6.8-01 페이스북 ELF - OpenGo를 이용한 바둑 수순 예측 서비스
제승모･정도영･전승표･조연정･이명준(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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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8일 P7 13:30~15:00 학부생/주니어논문II
이홍석(KISTI),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도경화(건국대), 나정은(연세대)
김지환(서강대), 김유섭(한림대)

P6.8-02 유용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직 디스플레이
권민호･최승형･이동건･엄현민･이명준(울산대)

P6.8-03 YOLO 기반의 시각 장애인 보행 보조 애플리케이션
유지원･한동희･허차영･오유란(이화여대)

P6.8-04 ReVibe+: 단일 셀 기반 반응적 점자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하나･홍정민･원예은･유정연･고민삼(한양대)

P6.8-05 딥러닝 기반 모델을 활용한 국내 경제뉴스 제목 내 인용 형태 분류 및 뉴스의 의견성 분석
이영인･김정욱･한지영･김태균･하유이(KAIST, 기초과학연구원),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KAIST)

P6.8-06 트위치 온라인 스트리밍 채팅 데이터를 이용한 이모티콘이 포함된 혐오 표현 탐지
최영일･김재헌(KAIST, 기초과학연구원),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KAIST), 원동희(뉴저지공과대)

P7.1-01 SNS 빅데이터의 상대 유사도를 반영한 감성 분석 시스템 설계
김봄･류소정･오현주･정윤영･김세진･김윤희(숙명여대)

P7.1-02 Flash SSD 기반 분산 파일시스템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블록 주소 연속화
한재현･손용석(중앙대)

P7.2-01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팀 빌딩 및 매칭 서비스
김가현･최광훈･김재훈(아주대)

P7.2-03 OCEAN 모델 기반 사용자 게임 성향분석을 위한 매핑 모델의 도출
이영훈･이현승･정유철(금오공대)

P7.2-04 모바일 동영상 원클릭 광고 서비스
장진우･남가영･김현빈･이석호(동서대)

P7.2-05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저가형 모바일 키오스크 플랫폼 개발
김세현･박준현･이성협･황귀환･고석주(경북대), 박찬식(CSP Mobile Lab)

P7.3-01 실내 공기질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김명진･박대영･서명희･이정하･우종우(국민대)

P7.3-02 엣지 컴퓨팅 환경의 IoT 카메라에서 물체 추적 알고리즘 성능 평가
김상우･장시영･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P7.3-03 상용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응급상황 감지 어플리케이션
김영은･정재훈･안민규(한동대)

P7.3-04 지능 사물로 구성된 스마트 공간에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수 사용자로 구성된 태스크 분석
김윤서･김현주･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P7.3-05 Load Cell과 압력 센서를 이용한 척추 보호 배낭
전용재･김태훈･이소민(서강대)

P7.3-06 스마트 식판을 활용한 균형 있는 영양섭취 추천 시스템
남궁권･김수민･김태환･전원호･김성헌･홍윤식(인천대)

P7.3-07 생체 신호와 IoT를 이용한 수면 케어 에이전트 시스템
민경준･양정진(가톨릭대)

P7.3-08 뇌파를 활용한 감정 분석 기반 행동 관리 체계 설계
박민수･전종모･김경호･최동혁･손윤식(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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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09 신호위반 차량 감지 시스템
박지덕･서혜인･이수정(충남대), You-Lim Ko･Kevin Saligoe･Qingyuan Hu(Purdue University), 

이민선(충남대)

P7.3-10 가정용 협력 로봇 암의 이기종 모터에 대한 전류 기반 충돌 감지 및 타입 분류

서정범･박예슬･이정원(아주대)

P7.3-11 IoT 센서 기반의 응급상황 감지 앱

임재권･전혜민･오현정･이유빈(충남대), Byungkyu Yoo･Yi Zhang･Anna Brodovsky(Purdue 

University), 이민선(충남대)

P7.3-12 청각 장애 운전자를 위한 청각 정보 인지 모델
하재민･최정인(부산대)

P7.4-01 CNN 및 Word2Vec 기반 이미지 연관 해시태그 추천 모델
강성필･최창안･허재필(성균관대)

P7.4-02 X-ray 영상에서 피사체 경계선 영역의 그리드 라인 제거 기법
김동현･김혜원･이지현･박준혁･김호준(한동대)

P7.4-03 효율적인 회귀분석을 위한 Shared Wide & Deep 모델
김민규･이수안･김진호･박지형(강원대)

P7.4-04 전이학습을 이용한 얼굴영상 데이터의 특징 학습법
김준우, 이강희, 최상일

P7.4-05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블랙박스 영상 지능형 분석시스템
김하은･박유미･장희은･김명주(서울여대)

P7.4-06 LSTM 기반의 강남역 시간별 지하철 탑승 인원 예측
김형래(경기대)

P7.4-07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한 팔 움직임 예측 BCI 정확도 향상
문준민･김혜인･박은선(조선대)

P7.4-08 유니코드 기반의 폰트 이미지 데이터셋 자동 생성 모듈
민혜준･Ammar Ul Hassan･석정재･최재영(숭실대)

P7.4-09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준지도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Pseudo Labeler
박종원･이지형(성균관대)

P7.4-10 컨볼루션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한글 텍스트 영상 인식
박참진(한동대), 강민수(울산과학기술원), 김인중(한동대)

P7.4-11 에이전트 기반의 일정관리 챗봇 설계
박헤진･김민구(아주대)

P7.4-12 임베딩 환경에서의 실시간 바둑 기보 입력 시스템

서원성･김성수･안현철･정기철(숭실대)

P7.4-13 Geometric local feature를 이용한 pedestrian detection
심다슬･이금희･임환규･김은이(건국대)

P7.4-14 CycleGAN 모델 개선을 통한 동양인 데이터 생성 및 평가
심다슬･김여리･임창훈(건국대)

P7.4-15 스펙트럼 정규화 기반 SRGAN를 활용한 초해상도 이미지 생성 방법
양용준･이상구(한남대)

P7.4-16 BalanceNet을 이용한 트윗에서의 감성 인식
양자영･김룡빈･강인한･김은이(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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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4-17 동영상 인물의 감정분석을 통한 색감 변환에 관한 연구
이아청･안정미(KAIST), 이혜민(네이버), 최옥주(KAIST)

P7.4-18 감정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챗봇 시스템
이제호･이석원(아주대)

P7.4-19 Wasserstein 생산적 적대 신경망과 구조적 유사지수를 이용한 저선량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잡음 제거 기법
이지나(아주대), 홍영택･장영걸(연세대), 김주호(캐논메디칼시스템즈), 

백혜진･하지영(창원경상대병원), 심학준･장혁재(연세대)

P7.4-20 조음 장애인들의 음성인식을 위한 AI 어플리케이션
전재민･이혁･황성수(한동대)

P7.4-21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초해상도 이미지 복원에 대한 분석 및 최적화
정종훈(아주대)

P7.4-22 한국어 텍스트 분류를 위한 워드 임베딩 기법의 로컬 분석과 글로벌 분석 비교 연구
조대하･김민구(아주대)

P7.4-23 YOLO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조상영･현진혁･김태산･황준하(금오공대)

P7.4-24 대장암 종양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 연구
조현우･Vu Quoc Dang･이대근(세종대), 김경은(강북삼성병원), 곽진태(세종대)

P7.4-25 행동 인식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시간적 정보 학습 방법
최장학･서정민･변성우･오준오･최상일(단국대)

P7.4-26 DenseU-Net을 이용한 식물 영상 영역화
한창희･김일･To Nguyen Nhat Minh･Vuong Thi Le Trinh･문현준･곽진태(세종대)

P7.4-27 순환신경망 기반 소상공인 입지가격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성원(충북대, 가이안태스크), 강신구･황윤민(충북대)

P7.5-01 Kerberos 인증 메커니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지영･김학성･정상현(공군사관학교)

P7.5-03 IoT 디바이스 펌웨어 취약점 탐지 방법의 비교 분석
김동준･한선우･신기성･송미희･조진성(경희대)

P7.5-04 보안 텐서플로우: H/W-S/W를 활용한 머신 러닝 보안
김진화･유시환(단국대)

P7.5-05 Non-fungible Token을 이용한 미술품 이력관리 방안 연구
남부성･유근우･윤종배･전정민･홍충선(경희대)

P7.5-07 정적 코드 분석 기반 FLUSH+RELOAD 공격 악성코드 탐지 기법
류도현･김태현･신영주(광운대)

P7.5-08 IoT 데이터 조작 방지를 위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응용 방안에 대한 논의
서현규(서강대)

P7.5-09 zk-SNARK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장 온체인 블록체인 연구
손지수･조수연･오현옥(한양대), 김지혜(국민대)

P7.5-10 QEMU 가상화를 통한 IoT 디바이스 취약점 분석
손희승･문동주･조진성(경희대)

P7.5-11 고속 HASH함수 LSH의 zk-SNARK 구현 및 성능 분석
김성주･송상현･유재원･최재경･김지혜(국민대), 오현옥(한양대)

P7.5-12 블록체인 기반 암표 거래 및 프리미엄 방지 티켓팅 시스템
최재은･윤혜원･김기빈･전정민･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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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월 28일 P8 15:30~17:00 학부생/주니어논문III
이홍석(KISTI),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
나정은(연세대), 김지환(서강대), 
김유섭(한림대)

P7.5-13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
한성주･장호(성균관대)

P7.5-14 zk-SNARK에 기반한 탈중앙화 익명 거래 지원 기법 비교분석
허지원･양지원･오현옥(한양대), 김지혜(국민대)

P7.5-15 해시함수를 활용한 페이스북 게시물 조작 알림 시스템 구축
홍정의(한양대)

P7.6-01 MQTT 프로토콜 분석기 설계 및 구현
구호성･고재형･권민수･정인환･이재문･김남윤(한성대)

P7.6-02 이종의 SDN 컨트롤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확장
김동은･유봉열･유혁(고려대)

P7.6-03 SW중심대학 사업의 정량적 성과지표 관리 시스템을 위한 Django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안태규･박정희･박태근(단국대)

P7.6-04 가속도 및 자이스코프 센서 데이터 학습을 통한 경량 행위 인식 클라우드 서비스

임연수･유소연･조서희･박재호･김윤곤･허의남(경희대)

P7.6-05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이력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이의 응용

함의진･정재엽･원양･김동호(동국대)

P7.6-06 Federated Learning을 이용한 서비스 우선순위 기반 최적의 AP 선택 기법

이현규･조성아･정인홍･홍충선(경희대)

P7.7-01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기부 플랫폼

서성윤･김정호･김진옥･이상원(성균관대)

P7.7-02 CASE :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개발

이해진･권영인･윤용탁(경북대), 전재홍･한기준(푸른들소프트)

P7.7-03 아파치 크레일을 이용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고급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입출력 

활성화 과정 및 경험

조해윤(이화여대), 어정윤･전병곤(서울대)

P7.7-04 Github을 활용한 이력서 자동 제작 도구
황동준･이형진･문현수･이영석(충남대)

P7.8-01 영유아를 위한 IoT 언어 학습 도구 개발
정재혁･김찬수･조충희･이제훈･김서연･손태일･정진만(한남대)

P7.9-01 그래프 중심성을 이용한 2018년 베스트셀러 분석
이용우･변성욱･한치근･이상훈(경희대)

P8.1-0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통한 국방컴퓨팅 안전성 증대에 대한 제안
조유란(정화여고)

P8.1-02 음악 게임을 이용한 치매 환자들의 자가 치료 앱
문지현(신성여고), 신소윤･이은진(제주대)

P8.1-04 안경형 마우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형빈(대전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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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06 자동화 분리수거 장치에 대한 연구
오선용(대기고), 신소윤･이은진(제주대)

P8.1-07 롱 폴링 및 타이머 기반의 IoT 시스템 최적화
임수연(효원고), 임현준(매탄중), 강동현(동국대)

P8.1-08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인체 열감지센서 신호체계'
조동준(대전대성고)

P8.1-09 비콘을 이용한 개인 서비스 운영 시스템
김경준(한국과학영재학교), 김현우(경북대), 정인환(한국과학영재학교)

P8.1-10 주차장 자율 주차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김범준(오현고), 신소윤･이은진(제주대)

P8.1-11 Identifying the Real-World Impact of Cultural Traits on Economics-Using Machine 

Learning
Jaewan Kim(민족사관고)

P8.1-12 A Data Driven Approach to Identifying Personality Traits from Public Social Media 

Usage Data
Jihun Doh(Western Reserve Academy), Sunghwan Lee(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P8.1-13 적대적 생성 신경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의인화 캐릭터 생성 방법
강태원(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P8.1-14 끓는 물 감지를 위한 딥러닝 기법 비교 연구
김준석･김창환(민족사관고)

P8.1-15 Two-Stream 신경망을 이용한 실시간 행동인식의 비능률 분석 및 개선점 제안
이하경(Bryn Mawr College), 이윤성･전병곤(서울대)

P8.1-16 병렬성 극대화를 통한 LEA-GCM 알고리즘 고속 구현
김태훈･최용락･신영주(광운대)

P8.1-17 PKI가 필요없는 종이문서 위변조 검증 시스템 구현
남윤형(동북고), 우요섭(인천대)

P8.1-18 로렌츠 방정식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설계

박대원･전제호(백운고)

P8.1-19 배달 봉사활동의 거점 별 최단거리 기법
오현(인천대건고)

P8.2-01 개인 이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문 거점 예측
성민석･송하윤(홍익대)

P8.2-02 정신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직무교육 모바일 기능성게임
손병훈･박영찬･신지현･황성수(한동대)

P8.2-03 구글 음성인식을 이용한 청각장애인용 발음교정 앱
오정아･이은진･김흥수(제주대)

P8.2-04 CNN을 활용한 서울 경복궁 모바일 관광 가이드 시스템 개발
오현주･정지솔･박소정･이기용(숙명여대)

P8.2-05 이미지의 객체 검출을 이용한 자동 출석 체크 시스템
이민혁･서그림･남혜민･김건우･김영훈(한양대)

P8.2-06 디자인적 사고과정을 통한 오프라인 쇼핑을 위한 쇼핑 보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용성 평가 연구
이지현･박경철･정형구(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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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07 냄새와 감정의 색깔에 의한 매개성 연구
이헌형･양정진(가톨릭대)

P8.2-08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 참여형 커뮤니티 매핑 어플리케이션
정희석･김명진･남준영･황성수(한동대)

P8.2-09 임산부의 질의문 분석을 통한 챗봇 구현
조수정･정혜인･손예진･조현아･이화영･최종원(숙명여대)

P8.2-10 문자 인식을 이용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 자동화
최소정･조윤민･이영구(경희대)

P8.2-11 MZ세대의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위한 정보제공 방식 연구
한수경･신승연･이민구(서울대)

P8.2-12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N-back 프로그램 개선
한승의･이은진･김흥수(제주대)

P8.3-01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이승철･강석우･김낙영･정필립(서강대)

P8.3-02 OpenCV를 활용한 Traffic Light Detection과 데이터 취합을 통한 운전 습관 알림 시스템
윤기영･조영운･이주영(서강대)

P8.3-04 센서 기반의 어린이집 차량에 남겨진 유아 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
정현태･이재하･오지민･윤남희(서강대)

P8.3-05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 LSTM 기반 설비 이상 예측 게이트웨이 개발 연구
조혁균･이현승･조재호･강석원･홍충선(경희대)

P8.3-06 독거노인 호흡 정보 원격관리 시스템
홍유진･박세련(이화여대)

P8.4-01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창조적인 사진 촬영을 위한 새로운 바틱 패턴 생성 방법
Ecstexela Syenne･배성호(경희대)

P8.4-02 AI 기반의 감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챗봇
곽재우･이채은･이진수･이창환(동국대)

P8.4-03 회계 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거래 내역 계정과목 자동 예측 모델
유재효･김동섭･주재걸(고려대)

P8.4-04 지도학습 기반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업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민승･이찬호･이정희･성태응(연세대)

P8.4-05 상용 매니퓰레이터 로봇에 적용 가능한 심층 기계학습 기법 통합의 자동 도우 성형 시스템
김재인･이범진･장병탁(서울대)

P8.4-06 Tensorflow Lite을 이용한 모바일 기기 내장 방식의 오디오 이벤트 분류 시스템 구현
손현수･김한길･오현석･최대운･김지환(서강대)

P8.4-07 다수의 2차원 배열 데이터에서 빈발 부분 배열 탐색 기법
박아영･이기용(숙명여대)

P8.4-08 희소한 큰 가중치를 가지는 중앙 집중된 양자화를 이용한 효과적인 심층신경망 압축 방법
박진배･배성호(경희대)

P8.4-09 심층 시청각 복합 학습을 이용한 새로운 유튜브 조회수 예측 기법
박해연･이강훈･장연우･김형석･배성호(경희대)

P8.4-10 가중치 프루닝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초경량 초해상화 심층신경망 구조
배준기･양원영･연주은･배성호(경희대)

P8.4-11 깊이 예측 백본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 새로운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방법
신은섭･표승우･배성호(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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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4-12 텍스트 감정 분석과 음성 합성을 이용한 오디오북 서비스
정준수･신해을･임진섭･양동현･손윤식(동국대)

P8.4-13 Category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Videos on YouTube through Machine 

Learning Approaches

유태원･정형구(경희대)

P8.4-14 기계학습을 통한 게임봇 사회연결망 분석과 식별 모델

이동욱･백승준(고려대)

P8.4-15 트위터 감정 분석과 한･미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이석원･김래현･강재우(고려대)

P8.4-16 Gradient Boosting Classifier를 이용한 상장폐지 기업 예측

이선규･하승익･강경구･김성권(서강대)

P8.4-17 GAN을 통해 생성된 가짜 얼굴을 이용한 초상권 보호

송주홍･이성준･이현민(서강대)

P8.4-18 드론으로 취득된 음성 정보에서 구조요청 소리 및 방향 감지 딥러닝 모델 개발

이민혜･박준혁･이수인･이영구(경희대)

P8.4-19 객체 추적과 OCR을 통한 표시 정보의 실시간 인식 방법

이철훈･민경식･이병정(서울시립대)

P8.4-20 사용자 UI/UX 평가를 위한 음성 텍스트 기반 감정인식 시스템

이현규･방재훈･이승룡(경희대)

P8.4-21 활성 시프트 층 및 그룹 컨볼루션을 이용한 가중치 희소성 극대화 기반 저복잡도 딥러닝 구조

정재봉･배성호(경희대)

P8.4-22 병변 정보기반 피부병변 영상의 중증도 분류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정현석･하성민(연세대), 심학준･장혁재(연세의료원)

P8.4-23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CNN 내 가중치의 최적화

주형주･박정은･전지윤･김철연(숙명여대)

P8.4-2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음성 인식 애플리케이션

최창균･김녹원(경희대)

P8.4-25 시각적 관계 인식 성능 개선을 위한 객체 검출 기술 연구

최현지･허유정･장병탁(서울대)

P8.4-26 딥 러닝을 이용한 X-ray 이미지에서의 허파 병변 여부 인식

김주영･최형섭･이승규(경희대)

P8.4-27 액티브 시프트 계층을 사용한 가볍고 빠른 초해상도 딥러닝 기법

황지원･이강호･배성호(경희대)

P8.5-01 수강신청 시스템 분석과 개선안

최호준･옥진욱･정준영･김민철･이은주(한양대)

P8.5-02 마인드맵을 통한 생각공유 사이트

단경민･이찬･신민석･김태현･이은주(한양대)

P8.6-01 BOTP(Blcokchain One Time Password) 시스템

조범준(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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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P5.8-04 민승환 O2.5-05 박종원 P7.4-09 서현태 P4.4-02

김태현 O1.8-05 민진우 P1.3-05 박종현 P5.4-08 성민경 O1.5-06

김태훈 P7.3-05 민진우 P1.3-06 박준규 P4.3-02 성민석 P8.2-01

김태훈 P8.1-16 민혜준 P7.4-08 박준호 P5.1-02 성수진 P3.2-03

김평강 O1.6-06 민홍 P2.3-09 박지덕 P7.3-09 성원준 O5.1-02

김하은 P7.4-05 박광현 P1.3-12 박지훈 O3.1-05 손병훈 P8.2-02

김한길 P8.4-06 박광현 P5.5-05 박지희 O3.1-04 손서연 P1.5-06

김한주 P6.7-08 박남제 O2.1-01 박진배 P8.4-08 손수현 P4.4-38

김현옥 P1.6-02 박남제 P2.3-02 박진오 O1.6-05 손연빈 O5.4-07

김형래 P7.4-06 박다솔 O1.3-04 박진호 P2.4-08 손인엽 P2.5-12

김형석 O1.6-01 박대원 P8.1-18 박진희 P5.6-17 손재범 P4.4-37

김형욱 P4.4-39 박대흠 P5.3-05 박찬희 O2.3-06 손지수 P7.5-09

김호승 O1.7-06 박동주 O2.7-05 박참진 P7.4-10 손지혜 P2.4-07

김홍진 P6.5-01 박동혁 P3.3-05 박천음 O1.3-02 손희승 P7.5-10

김화정 P4.1-06 박미현 P2.3.12 박천음 O3.6-08 송기흔 O5.4-08

김흥선 P5.3-03 박민근 P6.6-07 박해연 P8.4-09 송상현 P7.5-11

김희곤 P6.7-09 박민수 P7.3-08 박혜진 P7.4-11 송승호 P1.2-04

김희광 P1.5-09 박민지 P4.4-30 박호민 P3.2-13 송용주 O3.2-05

김희훈 P3.1-08 박범주 P4.4-05 박희찬 P3.3-04 송원종 P2.3-05

나후승 P3.3-01 박상석 P1.3-03 배성일 P2.3-03 송준호 O5.4-06

남궁권 P7.3-06 박상운 P6.6-08 배수환 P1.5-12 송치원 P1.2-03

남궁영 P5.5-01 박서린 P6.7-10 배장성 O3.6-01 송현호 P3.3-06

남궁주홍 O5.6-05 박서희 P4.4-08 배정호 P5.3-09 송환준 O3.7-01

남부성 P7.5-05 박성수 P5.2-08 배준기 P8.4-10 신기철 P5.3-04

남윤형 P8.1-17 박성식 O1.3-08 배현석 P4.4-46 신슬기 O2.2-03

노대연 O3.2-06 박성식 O3.2-02 백무상 P2.2-12 신승엽 O5.5-05

노승우 O2.4-03 박성우 P4.4-22 백병현 O5.4-05 신용민 O3.6-07

노영훈 O5.5-08 박성원 P4.4-33 백재희 P1.5-03 신원섭 O1.8-06

노형률 C9-03 박성진 O3.3-04 백진헌 O5.4-01 신원섭 P4.4-32

단경민 P8.5-02 박성현 P1.4-1 백한나 O1.7-07 신은섭 P8.4-11

류도현 P7.5-07 박성호 O2.7-02 변재석 O3.7-07 신익희 O2.3-01

류동준 P5.4-09 박세화 P4.2-03 변형호 P4.4-09 신재환 O4.2-04

류형욱 O1.8-07 박송희 P1.1-01 부석준 P4.4-23 신재훈 P5.5-02

마현국 O3.7-08 박수빈 P1.1-10 서동혁 P5.1-04 신진섭 O5.5-04

명기현 P4.1-07 박수용 P1.5-07 서민지 O3.8-03 신창욱 O1.3-07

모스토파 
카말라셀 O1.5-02 박아영 P8.4-07 서보민 P2.2-13 신창욱 P1.3-09

문귀원 P2.1-02 박영준 P3.2-07 서성윤 P6.4-02 신한섭 P6.1-03

문성태 O3.5-01 박영진 C9-05 서성호 P4.3-01 심다슬 P7.4-13

문주현 P1.5-10 박우영 O2.5-07 서원성 P7.4-12 심다슬 P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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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국 P5.6-16 윤기영 P8.3-02 이수동 O2.8-06 이준규 P4.2-02

심주용 P6.5-02 윤동휘 O3.8-07 이수민 P6.6-09 이준석 P4.2-06

안상현 P1.5-01 윤성훈 P4.4-42 이수연 O3.2-03 이준석 P6.7-16

안주현 P5.6-05 윤여찬 P3.2-12 이승수 P2.5-01 이준하 P6.1-09

안진현 P1.1-05 윤영진 P2.3-01 이승진 O4.4-01 이준현 O2.8-01

안태규 P7.6-03 윤용탁 O1.2-05 이승현 C9-01 이준희 O1.1-02

양동현 P8.4-12 윤유상 O2.6-04 이시연 P6.1-06 이준희 O2.5-08

양용준 P7.4-15 윤현철 P6.5-04 이아라 P2.4-12 이지나 P7.4-19

양유정 P1.1-03 윤형식 P3.5-03 이아름 P1.5-05 이지선 P6.7-17

양윤영 P1.3-08 은진은 C9-02 이아청 P7.4-17 이지수 P3.1-05

양자영 P7.4-16 이강호 P4.4-45 이연창 O3.7-03 이지연 O4.3-08

양지혁 P1.6-12 이건명 O3.4-01 이연창 P4.2-07 이지완 O3.5-04

양진혁 P4.4-01 이경석 O4.2-01 이연창 P4.2-09 이지우 O5.4-04

엄희송 O2.8-05 이광배 O1.7-04 이영록 P4.4-41 이지학 O1.6-07

여승현 P2.3-10 이광호 O2.5-03 이영섭 O2.8-04 이지현 P8.2-06

오권제 P3.1-02 이광희 P2.5-04 이영인 P6.8-05 이찬호 P6.5-05

오기환 O5.6-02 이광희 P5.6-06 이영훈 O3.6-03 이철기 P3.2-10

오선용 P8.1-06 이규철 P4.1-05 이영훈 P7.2-03 이철환 P5.2-10

오성웅 O1.5-04 이근혁 P4.4-20 이예나 P4.4-28 이철훈 P8.4-19

오승록 O4.4-06 이다빈 O4.4-08 이용우 P7.9-01 이총명 P4.3-07

오신혁 P6.5-03 이대근 P4.4-47 이용주 P5.2-04 이태영 P1.6-03

오정아 P8.2-03 이대영 O4.3-07 이우석 O3.1-06 이태형 P3.1-03

오지선 P4.1-03 이도규 O5.1-06 이원기 P3.2-11 이하경 P8.1-15

오진영 P1.3-04 이동욱 P8.4-14 이원철 P5.1-01 이하나 P6.8-04

오진영 P3.2-04 이동주 O1.7-05 이은솔 P5.4-07 이해진 P7.7-02

오현 P8.1-19 이동헌 P1.3-02 이인섭 P4.4-31 이헌철 P5.6-11

오현주 P8.2-04 이동호 O2.8-03 이인헌 P2.2-05 이헌형 P8.2-07

오형석 P2.4-03 이명오 O3.8-04 이재용 P6.4-04 이현규 O5.5-03

오희주 C9-04 이민경 O1.4-01 이정범 O3.8-02 이현규 P5.2-05

온경운 O4.3-06 이민수 P5.3-06 이정웅 O5.3-03 이현규 P8.4-20

우수빈 P3.3-14 이민혁 P8.2-05 이정은 P6.6-10 이현명 O5.3-04

우지원 O5.3-07 이민혜 P8.4-18 이정은 P6.7-13 이현수 P4.4-26

우현 P6.7-11 이민호 O2.2-04 이정현 O3.8-05 이형빈 P8.1-04

우혜윤 P6.1-04 이민호 O4.2-02 이정훈 O1.3-05 이혜지 P2.5-13

우효창 P5.1-10 이석원 P8.4-15 이정훈 P4.4-07 이호성 C9-15

원경재 O3.3-07 이선규 P8.4-16 이제호 P7.4-18 이호영 P3.1-04

원경필 O1.2-08 이성우 O3.2-07 이종욱 O3.1-02 이호철 P1.2-08

원혜진 O5.2-06 이성재 P6.1-05 이종철 P6.2-04 이홍석 O2.7-06

유미선 P5.6-10 이성준 P8.4-17 이종훈 P6.1-07 이훈순 P1.1-02

유수정 O2.7-08 이성현 O4.3-01 이종훈 P6.7-14 이훈희 P2.1-01

유재창 P3.3-12 이성현 P6.7-12 이주영 P1.1-09 이희지 P6.5-06

유지훈 O3.5-03 이세율 P1.2-01 이주은 P6.7-15 임경현 P4.3-05

유태원 P8.4-13 이소연 P6.4-03 이주해 P6.6-11 임근식 O2.6-05

윤경신 P5.6-15 이소원 C9-06 이주후 P6.1-08 임근식 P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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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연 P3.2-02 정영준 O5.2-05 지현호 P1.6-05 최한솔 P6.7-19

임민기 P4.4-24 정영환 O3.5-02 진광 O1.6-02 최현성 O2.4-07

임보영 P4.4-19 정예원 P3.2-08 진교훈 O2.7-04 최현지 P8.4-25

임성근 O3.3-08 정원식 O4.3-05 진영화 P3.3-09 최형섭 P8.4-26

임수연 P8.1-07 정이안 O5.2-07 차수영 O1.1-01 최호준 P8.5-01

임승호 P2.5-10 정인준 P6.2-06 차수영 O1.1-03 하예람 O1.3-09

임연수 P7.6-04 정재봉 P8.4-21 차수진 O1.5-03 하재민 P7.3-12

임재권 P7.3-11 정재엽 P7.6-05 천상진 O3.7-06 하재희 P2.4-11

임진택 O3.1-07 정재혁 P7.8-01 천예은 P5.6-08 한규호 P5.4-05

임한여름 O4.1-01 정종헌 O2.8-02 천준석 O2.1-03 한동형 O1.5-01

임현우 P2.5-03 정종훈 P7.4-21 최기봉 P5.6-14 한동희 P6.8-03

임혜린 P6.2-05 정준영 O3.4-06 최기한 P4.1-01 한상곤 P5.2-01

임호정 P3.5-04 정준현 O3.8-06 최기현 P1.3-07 한석민 P4.4-36

장계봉 P4.4-25 정채은 O4.1-04 최도진 O1.5-05 한성주 P7.5-13

장명현 P3.4-07 정현석 P8.4-22 최석원 P4.1-02 한수경 P8.2-11

장명환 O5.6-01 정현준 P6.7-18 최선 P1.5-13 한수정 P2.2-14

장성봉 P2.2-02 정현지 O3.1-03 최소정 P8.2-10 한승의 P8.2-12

장성은 P4.4-04 정현태 P8.3-04 최수민 P1.5-04 한연지 P3.4-11

장영진 O3.6-02 정희석 P8.2-08 최승현 P5.4-12 한유일 O1.7-01

장용준 P3.4-10 제승모 P6.8-01 최영일 P6.8-06 한재현 P7.1-02

장우정 P3.5-02 조경철 P5.5-11 최용균 P4.3-04 한지용 O1.2-03

장원석 P5.3-01 조규진 P6.2-02 최용준 P4.4-51 한창희 P7.4-26

장종권 P2.4-10 조근혜 O5.3-06 최용훈 O3.2-01 허광호 P5.5-07

장지훈 P6.2-01 조대하 P7.4-22 최우용 O1.3-01 허승원 P3.4-02

장진우 P7.2-04 조동준 P8.1-08 최원범 C9-11 허지원 P7.5-14

장한이 O3.7-04 조명현 P1.3-13 최원재 P4.2-05 허태광 O2.1-04

전민재 P1.2-09 조범준 P8.6-01 최윤서 P4.4-53 현상원 O2.6-03

전민혁 P6.1-10 조상영 P7.4-23 최은선 P4.4-03 홍기원 O5.2-02

전상훈 P3.2-09 조성아 P7.6-06 최장학 P7.4-25 홍대영 O5.6-03

전용수 P5.6-09 조소희 O4.3-03 최재원 O5.3-02 홍선기 O2.5-06

전우태 P1.4-3 조수정 P8.2-09 최재원 P4.3-03 홍성원 P7.4-27

전원보 O3.2-04 조영수 O1.6-04 최재은 P7.5-12 홍승연 O1.3-03

전재민 P7.4-20 조유란 P8.1-01 최정윤 O3.3-03 홍승연 O5.2-04

전재원 P1.3-11 조윤민 O1.8-03 최정환 P1.4-5 홍신 O2.6-02

전철호 O3.3-06 조윤성 P6.5-07 최정환 P5.2-02 홍언표 P5.6-13

전현민 P6.1-11 조한얼 P5.3-10 최정회 P3.5-01 홍유진 P8.3-06

정민섭 O3.4-05 조해윤 P7.7-03 최제익 O2.4-04 홍정의 P7.5-15

정민수 P3.3-10 조혁균 P8.3-05 최준영 O5.5-07 홍진화 C9-08

정병호 O3.4-03 조현우 P7.4-24 최지호 P4.4-12 황귀환 P7.2-05

정서우 P6.4-05 주기훈 O4.4-07 최진 P4.4-13 황동준 P7.7-04

정석원 P5.8-05 주남수 O3.7-05 최진욱 P5.3-07 황민구 O1.4-07

정세진 O1.1-06 주형주 P8.4-23 최진혁 P3.2-14 황선주 O5.1-03

정승민 C9-07 지영민 P5.2-11 최창균 P8.4-24 황지원 P8.4-27

정연욱 P1.6-01 지영채 O2.7-01 최치원 P6.2-07 황현선 O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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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M  SHAHAB UDDIN P5.5-08 Md  Siyamul Islam P4.1-04

Abdul Muqeet P3.3-07 Md Tauhid Bin Iqbal O5.5-06

AFTAB ALAM P4.4-29 Md. Abu Layek O5.1-05

Alanazi Rayan P4.4-35 Md. Abu Layek P3.2-06

ALSENWIMADYANABDULLAHOTHMAN O1.4-04 MD. ABU LAYEK P5.5-06

Anumeha P3.4-05 Md. Shirajum Munir P2.4-09

Ashis Talukder O2.5-02 Minh N. H. Nguyen P2.4-06

asimabbas P2.2-01 Mohammadamin Ajdari O5.3-01

ASSIYA ZHUMANAZAROVA P5.4-04 MohammadSadegh Najafi O2.5-04

Aunas Manzoor P1.6-07 MST SIRAZAM MONIRA P4.4-17

Batjargal Dolgorsuren P3.1-01 Muhammad Awais P2.3.11

ChitWutyeeZaw P2.4-04 Muhammad Numan Khan P3.3-11

Chu Myaet Thwal O2.3-04 Muhammad Salman Ali P4.4-27

DangQuangVinh O5.4-02 Ndikumana Anselme O4.1-07

DangXuanTien O4.4-05 NgoDucKy O4.4-02

DiazRiveraJavier C9-10 Nguyen Dang Tri O1.4-06

DilnozkhonImomalieva O1.1-04 NGUYENDANGQUANG P2.2-09

DoNhuTai O4.4-03 NguyenXuanBac O2.7-03

Duong Thi Thu Van P4.2-04 Nway Nway Ei O4.1-02

Ecstexela Syenne P8.4-01 Oanh Tran Thi Kim P5.4-01

fahadsatti P1.2-05 PALVANOV AKMALJON O2.8-07

GaoZhiyuan P6.7-01 PhamVanCuong O4.4-04

Haritz Puerto San Roman O5.2-08 Pyae Sone Aung P5.4-02

Ibrahim Aitkazin O5.1-07 sabah suhail O1.2-04

IbrarYaqoob P2.4-02 Saeed Ullah O1.4-03

JacobMorton P5.8-01 SarderFakhrulAbedin P2.4-01

JAEWAN KIM P8.1-11 SHAKHNOZA MUKSIMOVA O2.3-07

Jawad Khan P4.4-11 Shashi Raj Pandey O1.2-06

Jie Zhang P3.1-06 Sheikh Salman Hassan P1.2-06

Jihun Doh P8.1-12 TEERATH KUMAR P5.6-07

Joolekha Bibi Joolee P4.3-06 Thant Zin Oo O2.3-02

Kyi Thar O2.3-05 Tran Trong Khanh P1.6-10

LatifU.Khan P1.5-08 TranMinhTrieu O5.5-01

LE THI HUONG TRA P2.4-05 Ubaid Ur Rehman P3.4-03

Liu Xiao O2.1-06 Umair Qudus P5.1-03

Luan N.T. Huynh P2.2-07 Umer_Majeed P2.3-08

MAKHKAMOVA OZODA P2.2-06 Usman Akhtar P4.2-08

manqiaoyue O4.3-04 VanDung Nguyen P1.6-09

MD ALAMGIR HOSSAIN P5.8-06 WaqasurRahman O1.4-05

Md Anwarul Islam P3.3-13 Yao Yu P4.4-06

Md Azher Uddin P3.3-08 YoonA Choi O2.8-08

Md Delowar Hossain P2.2-08 zaki P5.3-08

Md Imtiaz Hossain O4.2-03 ZOULUYAO P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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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1.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비고

사전등록
1차      5.07(화)~6.10(월)

※ 논문발표자는 6.7(금)까지 등록 필수

※ 논문 1편당 1인 참가등록 필수

  (ex. 동일인이 3편 발표시 3회 등록)

2차     6.11(화)~6.17(월)

현장등록 6.26(수)~6.28(금)

2.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 1차(Early Bird) 사전 2차 현장등록

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대학원생 130,000원 150,000원 17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50,000원 270,000원 290,000원

비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60,000원 180,000원 200,000원

대학원생 180,000원 200,000원 220,000원

 일반 350,000원 370,000원 390,000원

[참가 등록자 혜택]

- 전체 프로그램 수강 (단, 일부 유료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비 있음)

- 발표논문집 등이 수록된 USB 제공, 현장에서 어플을 통한 원문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중식 3회 제공, 지정 숙박지 할인 이용 가능

- 비회원 참가등록자에게는 1년간 회원혜택 무료 제공 (단, 회원정보 입력시 적용)

3. 튜토리얼 참가비: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강좌당 50,000원입니다.(일부 제외)

4. 유료 워크샵

등록

구분
회원구분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이슈 및 대응전략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반 

분산지능 과제 워크숍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샵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기술

KCC+분과 분과행사만 KCC+분과 분과행사만 KCC+분과 분과행사만 KCC+분과 분과행사만

사전

등록

학생회원 무료 10,000원 20,000원 40,000원 100,000원 120,000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200,000원 250,000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무료 3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20,000원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50,000원 70,000원 50,000원 60,000원 200,000원 250,000원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무료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20,000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60,000원 200,000원 250,000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무료 40,000원 40,000원 60,000원 100,000원 120,000원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80,000원 60,000원 70,000원 200,000원 250,000원 70,000원 120,000원

5. 참가비 납부방법
1) 은행송금: 우리은행 463-04-103170 (예금주: (사)한국정보과학회)

2) 온라인 카드결제

6. 기타 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정회원 참가비가 적용됩니다.

2) 참가등록일과 참가비 송금일을 동일일자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비 환불은 대회 2주전(6.12까지) 100%, 1주전(6.19까지) 50% 금액을 환불하며,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4) 등록관련문의 : 문은정 과장 ejmoon@kiise.or.kr, 02-588-4002

7. 등록 방법
- 사전등록자(온라인상에서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합니다.) :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수령 → 자료 교환

- 현장등록자 :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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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홈페이지  http://www.iccjeju.co.kr/

◎ 공항 -> ICC JEJU 교통안내

제주국제공항에서 ICC JEJU까지는 평화로를 통해 차량으로 40~50분 가량 소요되며,

15분마다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항리무진 버스안내 (600번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 운행표

공항 → 제주더호텔 → 여미지식물원입구 → 하얏트호텔 →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한국콘도 → ICC JEJU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 제주국제공항 출발(06:20~22:00)

공항정문 1층 5번 게이트 왼쪽 리무진 버스 승차장 (삼영교통 600번)

* ICC JEJU 하차

리무진 버스 안내멘트에 따라 컨벤션센터 로터리 정류장에 하차

* 이용요금

공항에서 ICC JEJU까지 편도(성인) 4,500원

* 소요시간

약 60분 소요

* 이용문의

삼영교통 (064) 746-9369

[렌트카안내]

공항출구 앞 렌트카 데스크에서 차량안내서비스를 통해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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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안내

  ▷ 3층 안내

     - 등록데스크, 포스터 발표, 전시부스, 워크샵, 구두 발표 등, 초청강연, 기조강연 및 개회식, 리셉션

 

  

▷ 4층 안내

     - 워크샵, 구두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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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 비즈니스 센터

위치 : 3층 로비

이용안내

– 사무국, 프리뷰룸, 회의실

– 사전 사용가능여부 확인 후 사용가능(유료공간)

사무환경

– 회의실 공간(프로젝트빔 시설), 미팅룸(12인 회의형 탁자)

– 무선인터넷서비스

– 책상, 의자 기본제공

   

■ 5층 포이어

위치 : 5층 로비

5층 대회의장 탐라홀 로비공간으로 대형 유리벽면을 통해 한라산과 푸른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이용안내

– 칵테일파티, 전시회, 포스터세션, 커피브레이크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

  ■ 이어도 프라자

위치 : 야외 광장

설명

– 주상절리대와 바다가 인접하여 야외행사시 이벤트 장소로도 활용

– 현재 내국인면세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행사 대관시 마케터와 사전협의

– 해안절벽으로 유명한 주상절리를 갈 수 있는 산책로

– 올레 8코스와 연결  

■ 제주은행

위치 : 1층 내국인 면세점 옆

연락처 : 064-735-0737

이용시간

– 10:00~18:00

 ■ 편의점 (세븐일레븐)

위치 : 3층 로비

이용시간

– 10:00~18:00

■ 레스토랑 (델리지아)

위치 : 3층, 4층

메뉴

– 상설 뷔페, 양식, 한식, 파스타, 커피, 음료

좌석수

– 250석~350석

이용금액

– 평일뷔페 런치 점심 1인 24,200원 / 소인 16,500 (평일 디너는 운영하지 않음)

– 주말뷔페 런치 점심 1인 24,200원 / 소인 16,500, 디너 저녁 1인 29,700원 / 소인 18,700원

– 단품 메뉴 세부금액은 메뉴 참조

영업시간

– 평일 11:00~20:00, 주말 11:00~21:00 (브레이크타임 15:30~17:00)

* 행사 단체 예약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64-738-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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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안내

한라산 국립공원

지리산, 북한의 금강산과 함께 한반도의 3대 영산에 속하는 한라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해발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다. 다양한 식생 분포를 이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동식물의 보고로서,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

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

었고, 2002년 12월에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백록담, 영실기암 

등의 화산지형, 물장오리 분화구습지, 1100습지 등의 고산습지, 산벌른내, 탐라계곡 등

의 용암하천지형 등은 한라산의 독특한 지형 지질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온대, 한대, 

아고산대의 수직적 분포에 따른 다양한 식물상은 생태계의 보고 한라산의 가치를 높여주

고 있다.

ｏ 주소 : 제주 제주시 해안동 산220-1

ｏ 문의처 : 064-713-9950~3

ｏ 입장료 : 무료

주상절리대

주상절리는 마치 예리한 조각칼로 섬세하게 깎아낸 듯한 4~6각형 형태의 기둥으로, 현

무암질 용암류에 나타나는 수직절리를 말한다. 두꺼운 용암이 화구로부터 흘러나와 급격

히 식으면서 발생하는 수축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마치 계단을 쌓은 듯 겹겹이 서 

있는 육모꼴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 

기둥에 부딪히는 파도 또한 마음을 뺏기는 볼거리인데, 심할 때는 높이 20m 이상 치솟

는 ‘쇼’가 펼쳐지기도 해서 보는 이의 넋을 빼앗는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높이

가 30~40m, 폭이 약 1㎞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돼 있다.

ｏ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663

ｏ 문의처 : 064-738-1521

ｏ 입장료 : 일반 2,0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할인)

한림공원

1971년에 문을 연 한림 공원은 창업자 송봉규가 한림 일대의 광활한 벌판을 일구어 조

성한 곳이다. 환상적인 9개 테마 파크가 있는 관광명소로. 매년 1백만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는 세계 유명 명소다. 야자수 길은 나무들이 높이 솟아 있어 신비로운 느

낌을 주고,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어 산책하기에 좋다. 용암동굴인 협재굴과 쌍용굴이 있

다. 천장과 벽면에 석회수가 스며들어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암민속마을로 가면 옛날 제주의 모습을 가진 초가집을 볼 수 있고, 분재원에는 

다양한 분재들과 희귀한 자연석을 구경할 수 있다. 사파리조류원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좋다.

ｏ 주소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ｏ 문의처 : 064-796-0001

ｏ 입장료 : 일반 1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 경로 10,000원

쇠소깍

쇠소깍은 한라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제주도 남쪽으로 흐른다는 효돈천의 끝자락

에 위치하고 있다. 쇠소깍의 바위에 비추는 민물은 유난히 푸르고 맑아 짙회색의 기암괴

석과 절경을 이룬다. 전에는 투명카약, 테우체험 등 수상레저를 운영했지만 자연경관 보

존을 위해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 올레 5코스와 6코스를 연결하는 계곡으로 

올레꾼들이 많이 찾는다. 산책로를 따라 계속 내려가면 검은 모래로 유명한 하효 쇠소깍 

해변에 이른다. 

ｏ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ｏ 문의처 : 064-73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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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수욕장

제주도 서쪽에 가볼만한 해수욕장을 꼽으라 하면 단연 1,2위로 꼽아 추천하는 곳이 협재

해수욕장이다. 제주시 한림읍에 자리하며, 제주올레 14코스의 일부다. 금능해수욕장과 

이웃하고 있는 쌍둥이해수욕장이기도 하다. 투명한 물에 에메랄드빛 물감을 서서히 풀어

놓은 듯한 바다빛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썰물 때면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은

모래빛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진다.        협재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해 수심이 얕고, 소나무 

숲도 있어서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휴가지로 좋다. 주위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 숙소들이 있고, 주변 관광지로는 한림공원, 금능해수욕장, 금능석물원, 월령선인장

자생지 등이 있다.

ｏ 주소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7-1

ｏ 문의처 : 064-796-2404

ｏ 개장기간 : 매년 6월말~8월

섭지코지

제주 동부해안에 볼록 튀어나온 섭지코지는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해안풍경이 일품

이다. 들머리의 신양해변백사장, 끝머리 언덕 위 평원에 드리워진 유채밭, 여유롭게 풀을 

뜯는 제주조랑말들, 바위로 둘러친 해안절벽과 우뚝 치솟은 전설어린 선바위 등은 전형

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다른 해안과는 달리 송이라는 붉은 

화산재로 되어 있고, 물과 썰물에 따라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기암괴석들은 어디

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의 수석전시회를 연출한다.

ｏ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ｏ 문의처 : 064-782-2810

ｏ 주차비 : 승용차 1,000원, 승합차 2,000원, 버스 2,000원

우도(해양도립공원)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일찍부터 소섬 또는 쉐섬으로 불리웠다.

완만한 경사와 옥토, 풍부한 어장, 우도팔경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로써 매년 

40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부속섬이다. 성산항과 종달항에서 우도가

는 배를 탈 수 있는데 어디서 출발하든 15분 정도 소요된다. 섬의 길이는 3.8km, 둘레

는 17km. 쉬지 않고 걸으면 3~4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은 버스나 자전

거, 미니 전기차를 타고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돌아본다. 검멀레해변이나 우도봉, 홍조단

괴해변, 하고수동해변 등 유명한 관광지 1-2개를 둘러보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휴식을 

즐겨도 대략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ｏ 주소 : 제주 제주시 우도면 삼양고수물길1

ｏ 문의처 : 064-782-5671 

ｏ 입장료 : 일반 1,000원, 장애인 무료 (*선박료별도)

ｏ 이용상세안내 : 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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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안내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인근 맛집

Ⓐ 카페 

Ⓑ 한식 

Ⓒ 해물

Ⓓ 한식

Ⓔ 육류

Ⓕ 해물

Ⓖ 육류

Ⓗ 갈비

Ⓘ 국수

Ⓙ 해물

Ⓚ 국수

Ⓛ 카페

Ⓜ 카페

Ⓝ 한식

Ⓞ 해물

: 바다다 064-738-2882 / 제주 서귀포시 대포로 148-15 / 아메리카노 8,000원, 진토닉 12,000원, 쉬림프버거 17,000원

: 고집돌우럭 중문점 064-738-1540 / 제주 서귀포시 일주서로 879 / 세트A(1인, 우럭조림 등) 19,000원

: 운정이네 본점 064-738-3883 /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26 / 돌솥상차림(2인, 전복돌솥밥 등) 60,000원

: 제주오성 064-739-3120 /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2507-1 / 36통갈치조림정식(2인) 90,000원

: 중문 칠돈가 064-738-1191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8 / 제주산 흑도야지 근고기(600g) 56,000원

: 덤장 중문점 064-738-2550 /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17 / 덤장상차림(2인, 돔베고기 등) 68,000원

: 돈사돈 중문점 064-739-9592 /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264-1 / 흑돼지 제주산 근고기(600g) 54,000원

: 해심가든 064-738-2820 /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203-4 / 생오겹살(1인) 18,000원, 돼지양념갈비(1인) 17,000원

: 국수바다 본점 064-739-9255 / 제주 서귀포시 일주서로 982 / 한상차림(4인, 성게국밥, 회국수 등) 60,000원

: 대기정 064-739-1041 /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41 / 갈치스페셜(4인) 160,000원, 성게돌솥밥 20,000원

: 제주한라국수 064-738-6392 /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17 / 국밥 7,000원, 고기국수 8,000원, 수육 14,000원

: 옐로우카페 064-739-1140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0 / 바나나라떼 4,800원, 바나나아이스크림쉐이크 6,000원

:  퍼시픽랜드 더클리프 064-738-8866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 아메리카노 7,500원, 흑돼지 맬젓 파스타 16,000원

: 가람돌솥밥 064-738-1200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32 / 오분작돌솥밥 15,000원, 고등어조림(2인) 30,000원

: 중문 해녀의집 064-738-9557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92 / 전복회 20,000원, 소라멍게문어모듬 20,000원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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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음식

생선회 제주도에서는 신선하고 쫄깃한 자연산 회를 즐길 수 있다. 자연산 활어회 뿐만 아니라 

신선한 해산물과 다채로운 밑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진다. 제주도에서는 맛있는 제철 

생선을 먹을 수 있고, 더 높은 신선도의 생선을 더 낮은 가격대에 맛볼 수 있다. 특히 

고등어회는 부패가 쉽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는 생식하기 어려워 제주도에서만 싱싱

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이다.

ｏ엄마손횟집 : 제주 제주시 연동3길 35 (064-747-0317)

ｏ항구식당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64 (064-794-2254)

ｏ해촌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20 (064-784-8001)

흑돼지고기 대표적인 제주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흑돼지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쫄깃한 식감

이 특징으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제주도에서는 흑돼지 

고기구이에 멜젓을 찍어 먹는데, 멜젓은 제주도산 대멸치로 만든 멸치젓갈로 고기에 

풍미를 더해준다. 흑돼지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제주도 음식으로는 돔베고기가 있다. 

돔베고기는 갓 삶은 흑돼지고기를 나무 도마에 얹어 덩어리째 썰어 먹는 향토음식으

로, 여기서 돔베는 도마의 제주 방언이다.

ｏ천짓골식당 :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2-2 (064-763-0399)

ｏ흑돼지가있는풍경 : 제주 제주시 진군남4길 7-8 (064-742-1108)

ｏ흑돈가 제주본점 : 제주 제주시 한라대학로 11 (064-747-0088)

고기국수 제주 고기국수는 흑돼지를 고아낸 육수에 수육을 올려 먹는 음식으로 육지와 차별화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국수요리이다. 육수가 진하고 돼지고기 수육이 많이 올라가며, 양

념을 거의 쓰지 않은 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

이다. 경조사 때 손님들에게 대접하거나 간단한 식사나 해장을 위해서 제주도 사람들

이 즐겨 찾는 향토 음식으로 제주 시내 동문시장과 관광지 삼성혈 주변에는 고기국수 

전문식당이 집되어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ｏ삼무국수 : 제주 제주시 삼무로3길 46-1 (064-711-5656)

ｏ올래국수 : 제주 제주시 귀아랑길 24 (064-742-7355)

ｏ자매국수 : 제주 제주시 삼성로 67 (064-727-1112)

몸국 몸국이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모자반이라는 해초와 메 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

인 국이다. 모자반을 제주 방언으로 몸이라고 하는데, 몸을 넣고 끓인 국이라 하여 몸

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돼지고기와 내장, 순대까지 삶아낸 국물에 몸과 메 가루가 들

어가면 돼지고기의 느끼함이 사라지고 혀에 살살 달라붙는 걸쭉한 맛이 우러난다. 몸

국은 잔치가 있을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대량으로 끓였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향토

음식점의 주 메뉴가 되었다.

ｏ김희선제주몸국 : 제주 제주시 어영길 19 (064-745-0047)

ｏ몰고랑식당 : 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72 (064-732-5347)

ｏ자연몸국 : 제주시 중앙로 63-9 (064-725-0803)

갈치구이 갈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요리

해먹는 음식이지만 제주 갈치구이의 특별한 점이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굉장히 두

툼한 두께와 차원이 다른 크기의 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리법 또한 매우 다양

하여 갈치구이, 갈치조림, 갈치찌개 외에 갈치국과 갈치회로도 접할 수 있다. 싱싱한 

갈치를 토막낸 후 늙은 호박, 고추 등만 넣어 맑게 끓인 갈치국은 재료를 많이 넣지 않

아도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ｏ네거리식당 : 제주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20 (064-762-5513)

ｏ손맛촌 : 제주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61 (064-783-3375)

ｏ춘심이네 본점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24-16 (064-794-4010)



카카오 인재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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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Gadget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강력한
개인용�딥�러닝�슈퍼컴퓨터

GPU 7개의�강력한�성능
최신 NVIDIA GeForce RTX, TITAN, Tesla GPU를�장착하여
최대 100 TFLOPS의�실수�연산�성능과 Tensor Core를
사용한 700 TFLOPS의�텐서�연산�성능을�얻을�수�있습니다.

“55 dB 이하” 세계�최고�수준의�저소음
DEEP Gadget을�사용하면�소음은�더�이상 GPU 컴퓨팅의
필수�요소가�아닙니다. GPU를 100% 사용하는�동안�소음은
55 dB (스탠드얼론) ~ 70 dB (4U 랙마운트) 이하로�유지됩니다.
전산실이�아닌�일반�사무실�안에서도�사용이�가능합니다.

모든�소프트웨어가�준비된�상태로
운영체제(Ubuntu)부터 TensorFlow, PyTorch 등�딥�러닝
프레임워크까지�모든�소프트웨어가�미리�설치된�상태로
제공됩니다. 번거로운�세팅�없이�바로�딥�러닝�튜토리얼을
시작해�볼�수�있습니다.

NVIDIA GeForce RTX 2080
NVIDIA GeForce RTX 2080 Ti
NVIDIA TITAN RTX
NVIDIA Tesla P100
NVIDIA Tesla V100

수냉�방식을�사용하여�가격�효율이�좋은�게임용 GPU
에서도�엔터프라이즈급�안정성을�보장합니다.

DEEP Gadget은 세계�최초의�수냉식 GPU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매니코어소프트의�기술로�탄생시킨�최적의 인공지능
연구용�머신입니다. DEEP Gadget에�내장된�수냉�솔루션은
고밀도로�장착된 GPU 최대 7개와 CPU, 메모리를�최대�로드
에서도�안정적으로�냉각합니다. 수냉�솔루션은�별도의�관리
없이�반영구적으로�동작합니다.

온라인�견적�산출�및�구입

시스템�사양
- 스탠드얼론�혹은 4U 랙마운트
- Intel Xeon Scalable 혹은 E5-2600 v4 CPU 1~2개
- DDR4 2400 MHz 메인�메모리 최대 768 GB
- M.2 NVMe SSD 최대 2 TB
- RAID 6 보조�스토리지 최대 56 TB
- ASUS 마더보드
- 1300 W 파워�서플라이 2개 (80 PLUS Platinum)
- Ubuntu 18.04 LTS
- 다양한 GPU 옵션�제공

http://deepgadget.com

서울대학교 ‘천둥’

미국 SC15 전시회
차세대�기술 10선�선정

2018 제13회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수상





국내�주요�은행의�계좌를
등록하여�사용

계좌�간편결제

신용카드�간편결제
국내�모든�카드사의�신용카드
지원(신용/체크/법인)

직접�충전하거나�상품권, 
각종 Point를�전환하여�사용

SSG MONEY
MONEY

결제와�동시에 쿠폰적용 / 포인트적립
현금영수증�발행까지 한번에~
상품권, 포인트, 신용카드, 은행계좌�등�다양한�결제수단을 
온/오프라인�가맹점에서�편리하게�사용하실�수�있습니다.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
다양한 기술 정보를
만나보세요

engineering.line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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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6.26 6.27 6.28
[대한민국 컴퓨터 네트워크 역사 워크샵]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반 분산지능 과제 워크숍]

[데이터 중심 스마트 시티: 이슈 및 대응전략 워크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샵]

•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표준화  

특강 및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융합 

서비스 분야 발표회

• 한국연구자정보 발전방안

•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시스템 워크숍 :  

Memory-Centric Computing 

•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 2019년도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교류회

[기조강연]

김성훈 리더(Naver Clova AI)

전홍범 원장(KT 융합기술원)

[초청강연]

유인상 단장(LG CNS)

강용성 대표(와이즈넛)

백도민 이사(NHN)

신용녀 상무(한국마이크로소프트)

•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특별세션

•   신진여성연구자 스포트라이트 -  

4차산업혁명시대, 여성연구인 Meet Up Day

•   2019년도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교류회

•   딥러닝 고속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개발 워크샵

•   Ambient Assisted 헬스케어를 위한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숍

•   자율성장형 AI 기술 교류 워크샵

[초청강연]

박민우 테크에반젤리스트(LINE)

• 라인X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 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기술 워크샵

• 스마트아일랜드 특별세션

• 2019년 엑소브레인 3세부 과제 공동 워크샵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총회 및 세미나

•  2019년 VTT (Video Turing Test) 과제 워크샵

Sponsored  by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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