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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술 정보를 나눔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 한국

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는 7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 KCC2020에서는 “Toward the World’s Leading Software Event”라는 주제로 KCC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학술대회로의 도약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힘을 합쳐 최신의 소프트웨어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CC2020에서는 논문발표, 튜토리얼, 특별세션 등의 학회 주관 행사에 더불어 학술 분과 주관 워크샵 

및 협력 워크샵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채택 논문 중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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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를 추천하고, 학부/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SW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행사가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20

대  회  장 　 심규석(서울대)

프 로 그 램 위 원 장 　 김민경(삼성전자), 김철연(숙명여대)

조 직 위 원 장 　 송하주(부경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김규호(서강대), 김영훈(한양대), 이영구(경희대),

이영기(서울대), 임유진(숙명여대),

최재혁(가천대), 황의종(KAIST)

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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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민경(삼성전자) 김철연(숙명여대)

■ 부위원장 김규호(서강대)
김영훈(한양대)

이영구(경희대)
이영기(서울대)

임유진(숙명여대)
최재혁(가천대)

황의종(KAIST)

■ 위원 김우용(건국대)
남재창(한동대)
류연승(명지대)
박민규(건국대)
박수현(동서대)

박찬원(ETRI)
박희진(한양대)
서의성(성균관대)
엄현상(서울대)
이  준(호서대)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상환(국민대)
이영석(강남대)
이혜경(서울대병원)
장인선(ETRI)

정영범(퓨리오사AI)
차정원(창원대)
채진석(인천대)
최희열(한동대)

■ 심사위원 강민서(KAIST)
강병곤(한국뉴욕주립대)
강병훈(KAIST)
강상우(가천대)
강승식(국민대)
강신재(대구대)
강인수(경성대)
강인호(네이버)
강재우(고려대)
강지훈(KAIST)
강지훈(충남대)
강행봉(가톨릭대)
고병철(계명대)
고영준(충남대)
고인영(KAIST)
고재필(금오공대)
고정길(아주대)
고한얼(고려대)
곽수영(한밭대)
구동영(한성대)
구형일(아주대)
국중진(상명대)
권기현(경기대)
권동섭(명지대)
권영진(KAIST)
권오욱(ETRI)
권준형(한양대)
권준호(부산대)
권태경(서울대)
김강일(GIST)
김강희(숭실대)
김건희(서울대)
김경선(다이퀘스트)

류광렬(부산대)
류덕산(전북대)
류법모(부산외대)
류병래(충남대)
류은석(성균관대)
류인수(모아소프트)
문귀선(한성대)
문양세(강원대)
문태섭(성균관대)
문현곤(UNIST)
문현준(세종대)
민  홍(호서대)
박경수(KAIST)
박구만(서울과기대)
박대헌(ETRI)
박대희(고려대)
박동주(숭실대)
박동환(ETRI)
박래혁(서울과기대)
박문주(인천대)
박민호(숭실대)
박성래(NAVER)
박성배(경희대)
박성준(한국영상대)
박소영(상명대)
박영준(한양대)
박영택(숭실대)
박영호(숙명여대)
박용수(한양대)
박재성(광운대)
박정선(전남대)
박종훈(한양대)
박준상(홍익대)

유영환(부산대)
유  혁(고려대)
윤성욱(한국교통대)
윤성희(상명대)
윤세영(KAIST)
윤승현(서울대)
윤용익(숙명여대)
윤회진(협성대)
윤효석(KETI)
이경미(덕성여대)
이경용(국민대)
이경한(UNIST)
이공주(충남대)
이관용(한국방통대)
이규빈(GIST)
이근배(포항공대)
이기용(숙명여대)
이기혁(KAIST)
이기훈(광운대)
이도길(고려대)
이도훈(부산대)
이동명(동명대)
이동훈(ETRI)
이두원(성균관대)
이병정(서울시립대)
이상곤(전주대)
이상원(성균관대)
이상준(숭실대)
이상헌(국민대)
이석호(동서대)
이선아(경상대)
이성욱(한국교통대)
이수원(숭실대)

전명재(UNIST)
전성찬(GIST)
정교민(서울대)
정동원(군산대)
정명훈(KT)
정민교(서울여대)
정상근(충남대)
정석원(목포대)
정성우(고려대)
정성환(창원대)
정승도(상명대)
정영섭(순천향대)
정용주(가천대)
정우성(서울교육대)
정유철(금오공대)
정윤재(NCSOFT)
정익래(고려대)
정임영(경북대)
정진규(성균관대)
정진만(한남대)
정찬웅(스탠다임)
정형수(한양대)
정형일(SKT)
조동식(원광대)
조문증(경남과학기술대)
조성배(연세대)
조성제(단국대)
조완현(전남대)
조재춘(한신대)
조정원(제주대)
조준면(ETRI)
조현철(경일대)
조형민(성균관대)

대회장

 ■ 대회장 심규석(서울대)

조직위원회

 ■ 위원장 송하주(부경대)

프로그램위원회

대회 조직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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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영(KISTI)
김  국(서경대)
김남규(동의대)
김대원(중앙대)
김도현(제주대)
김동환(LIG넥스원)
김명주(서울여대)
김민수(목포대)
김민호(부산가톨릭대)
김병창(대구가톨릭대)
김병철(중부대)
김병철(충남대)
김병희(써로마인드)
김봉재(선문대)
김상철(국민대)
김상훈(아주대)
김선동(IBS)
김성동(한성대)
김성찬(KISTI)
김세한(ETRI)
김세화(한국외대)
김수형(전남대)
김순태(전북대)
김승욱(서강대)
김승천(한성대)
김영국(충남대)
김영균(단국대)
김용국(세종대)
김유섭(한림대)
김윤희(숙명여대)
김인중(한동대)
김인철(경기대)
김장우(서울대)
김재훈(아주대)
김재훈(한국해양대)
김정민(대진대)
김정현(고려대)
김종찬(국민대)
김주완(ETRI)
김주호(KAIST)
김지환(서강대)
김직수(명지대)
김진욱(한국방통대)
김철연(숙명여대)
김태성(경희대)
김  평(전주교육대)
김현기(ETRI)
김현학(ETRI.)
김형식(충남대)
나승훈(전북대)
나중채(세종대)
남범석(성균관대)
남원홍(건국대)
노동건(숭실대)
노영균(서울대)
노웅기(가천대)
노희준(고려대)
도윤미(ETRI)

박지현(KIAS)
박진아(KAIST)
박태준(ETRI)
박한훈(부경대)
박  현(ETRI)
박현규(페타바이코리아)
박현희(명지대)
방준성(ETRI)
배경민(포항공대)
백상헌(고려대)
백은옥(한양대)
백종호(서울여대)
변혜란(연세대)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서영석(영남대)
서정욱(한신대)
서주영(아주대)
서진욱(서울대)
서효중(가톨릭대)
석준희(고려대)
석호식(강원대)
석흥일(고려대)
선충녕(KISTI)
성낙명(KETI)
성동수(경기대)
손경아(아주대)
손영성(ETRI)
손용석(중앙대)
송순용(ETRI)
송오영(세종대)
송창근(한림대)
송환준(KAIST)
신기정(KAIST)
신동범(ETRI)
신봉기(부경대)
신석주(조선대)
신수용(경희대)
신준철(울산대)
신현준(아주대)
심준호(숙명여대)
심하진(KAIST)
안상철(KIST)
안상현(서울시립대)
양회석(아주대)
양희덕(조선대)
엄하영(KAIST)
예홍진(아주대)
오상윤(아주대)
오유수(대구대)
오일석(전북대)
오재철(순천대)
오학주(고려대)
오현옥(한양대)
오효정(전북대)
온병원(군산대)
우성필(ETRI)
우홍욱(성균관대)
유동희(부산가톨릭대)

이승우(KISTI)
이승원(제주대)
이승형(광운대)
이연수(NCSOFT)
이영구(경희대)
이영호(목포대)
이우진(경북대)
이욱진(한양대)
이은석(성균관대)
이은지(숭실대)
이인복(한국항공대)
이재길(KAIST)
이재동(KT)
이재욱(서울대)
이재원(성신여대)
이재진(서울대학
이재환(한국항공대)
이재훈(동국대)
이재흥(대전대)
이정원(ETRI)
이정원(아주대)
이정현(한양대)
이제근(가톨릭대)
이종근(창원대)
이주호(한양여대)
이지현(전북대)
이지호(KETI)
이진규(성균관대)
이진선(우석대)
이창기(강원대)
이창우(군산대)
이춘화(한양대)
이충희(NCSOFT)
이해범(KAIST)
이현아(금오공대)
이형구(한국산업기술대)
이형준(이화여대)
이호준(유원대)
이홍로(충남대)
임성수(충남대)
임수종(ETRI)
임순범(숙명여대)
임유진(숙명여대)
임은진(국민대)
임을규(한양대)
임지영(한국성서대)
임지희(KT연구소)
임철수(KISTI)
임효상(연세대학교)
임희석(고려대)
장경선(충남대)
장길진(경북대)
장두성(KT미래기술연구소)
장양자(부산대학
장인국(ETRI)
장일순(ETRI)
장희동(제주대)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조희승(전북대)
주재걸(KAIST)
주정현(한동대)
지은경(KAIST)
차미영(KAIST)
차시호(청운대)
채명수(Nota)
채흥석(부산대)
최광남(중앙대)
최대선(공주대)
최동완(인하대)
최명걸(가톨릭대)
최미선(충남대)
최선웅(국민대)
최성희(KAIST)
최수미(세종대)
최영리(UNIST)
최영준(아주대)
최용석(한양대)
최용훈(광운대)
최원규(ETRI)
최윤자(경북대)
최윤호(부산대)
최재식(KAIST)
최종무(단국대)
최진철(ETRI)
최호섭(단국대)
탁병철(경북대)
하영국(건국대)
하재철(호서대)
한경수(성결대)
한상철(AITRICS)
한종대(상명대)
한진영(성균관대)
한  혁(동덕여대)
한환수(성균관대)
허기홍(KAIST)
허  정(ETRI)
허준범(고려대)
허준영(한성대)
허태욱(ETRI)
홍도원(공주대)
홍  신(한동대)
홍장의(충북대)
황규백(숭실대)
황선태(국민대)
황성주(KAIST)
황소영(부산가톨릭대)
황영섭(선문대)
황원준(아주대)
황의종(KAIST)
황인준(고려대)
황형주(포항공대)
황호영(광운대)
황호영(한성대)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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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논문제목 논문저자

1

고성능컴퓨팅

Improvement of Parallel Matrix Multiplication 

routines in ScaLAPACK by using blocked matrix 

multiplication algorithm on Intel KNL cluste

응웬티미뚜엔･박유상･
최재영(숭실대)

2
파이프라이닝을 통한 효율적인 딥러닝 모델 병렬화 

수행 방안
최현성･이명성･이재환(항공대)

3

데이터베이스

분산병렬 클러스터를 이용한 GVCF(Genome Variant Call 

Format) 파일 정렬/병합
이진우･원정임･윤지희(한림대)

4
원소들의 순서 및 시간 간격을 모두 고려하는 이상 시퀀스 

탐지 기법
이주연･이기용(숙명여대)

5 RocksDB의 Column Family 간 성능간섭 현상 분석
이호영･이민호･
엄영익(성균관대)

6
DISIVR: Distributed Deep Feature Indexer for Video 

Big Data Retrieval on Spark

Muhammad Numan Khan･ 
Aftab Alam･Md. Anwarul 
Islam･Jawad Khan･
Young-Koo Lee(경희대)

7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차량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이동경로 예측에 기반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문성원･임유진(숙명여대)

8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딥 러닝 연산 오프로딩의 병렬 최적화 신광용･문수묵(서울대)

9 사물인터넷
IoT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 서비스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대화형 서비스 조합 모델
김상훈･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10

소프트웨어공학

구조적 성질을 활용한 심층신경망의 정형검증 기법 정문현･배경민(포항공대)

11
모바일 프로그램의 런타임 예외에 대한 온라인 Q&A 검색 

및 제안 시스템
이민석･권영우(경북대)

12 스마트시티
블록체인과 영지식 증명에 기반한 스마트 홈 디바이스 

보안관리 방식
박준범･장성주(한국과학기술원)

13 언어공학 단순 규칙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데이터 증강 방법
김기훈･이창기(강원대), 

임준호･김현기(ETRI)

개회식 07월 03일(금) 15:45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사회 : 송하주 조직위원장(부경대)

⁍ 개회사 심 규 석 대회장 (서울대)

⁍ 축  사 최 기 영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영사 김 두 현 회  장 (한국정보과학회)

시상식 07월 03일(금) 17:4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사회 : 이영구 프로그램부위원장(경희대)

1. KCC2020 (최)우수논문상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식 및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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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어공학

의료 조언을 위한 질문 의도 인식: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의도 

분류

이태훈･김영민･정은지･나선옥

(한양대)

15
Low-resource 음성인식에서의 Discriminative Vector 

학습을 위한 Self-attentive Layer

박호성･서순신･손현수･김창민･
김지환(서강대)

16 지식 증류를 이용한 한국어 RoBERTa의 경량화
강동찬･나승훈(전북대), 

최윤수･이혜우･장두성(KT)

17

인공지능

동적 텍스처 인식을 위한 스택형 ConvLSTM의 기반의 2 

스트림 컨볼루션 네트워크

Md Azher Uddin･
Young-Koo Lee (경희대)

18 Complement Entropy를 이용한 불균형 데이터의 학습 김예찬･이윤관･전문구(GIST)

19 GAN 기반 시점 변환을 통한 차량 영상 데이터 확장 선한결･이명희･김인중(한동대)

20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감소를 위한 적대적 오토인코더의 

상호정보 분석
김진영･조성배(연세대)

21
교차-엔트로피 샤플리를 이용한 경량 서로게이트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설계
정미라･김상원･고병철(계명대)

22 다단계 검증 학습에 기반한 다중 출력 신경망
송화전･정의석･한란･유병현･
박경문･김현우(ETRI)

23
Non-Zero Bitmap (NZB) 인덱싱: CNN 모델 등 희소행렬과 

집행렬이 혼재된 모델을 위한 효율적인 행렬 표현 방식
한치원･기민관･박기호(세종대)

24
변수 중요도를 차등하게 학습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 약제 복용 부작용 예측
방선주･지종호･신현정(아주대)

25 Self-attention을 활용한 효율적인 이미지 리타겟팅 기법
이은주･장수진･조윤성･김재원･
김영빈(중앙대)

26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화된 신경망 추출을 위한 

조건부 지식 증류 기법
김학빈･최동완(인하대)

27
클래스 불균형 상황의 불완전 데이터 분류를 위한 다중 결측 

대체법 기반 오버샘플링 방법
신교함･한종민･강석호(성균관대)

28
효과적인 음향잡음 제거를 위한 사전 훈련된 생성자 기반 

적대적 생성망
임경현･조성배(연세대)

29
Dynamics에 적응하는 잠재 Actor-Critic: 잠재 변수 모델을 

가진 효율적인 심층 강화학습
이동민･정창훈･장병탁(서울대)

30 전산교육시스템 컴퓨팅 사고력 수행 평가에 대한 제언
이정훈(제주대), 이경희(호서대), 

조정원(제주대)

31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머신러닝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멀웨어 탐지에서 API 콜의 

효과 분석

박성현･강문영･박지현･조성제

(단국대), 한상철(건국대)

32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추적성이 제공이 

되는 CP-ABE 접근기법에 관한 연구
황용운･이임영(순천향대)

33
피싱 URL 분류를 위한 컨볼루션-순환 트리플렛 신경망 기반 

웹주소 특징공간의 학습

부석준(연세대), 강호준

(패스트캠퍼스), 김혜정(경일대)

34

정보통신

Decentralized Operation of Multiple Federated 

Learning Services in Multi-access Edge Computing

Minh N. H. Nguyen･Huy Q. Le･ 
Choong Seon Hong(경희대)

35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방안
이민경･홍충선(경희대)

36

A Risk-sensitive Social Distance Recommendation 

System via Bluetooth Towards the COVID-19 Private 

Safety

Md. Shirajum Munir･Do Hyeon 

Kim･Sarder Fakhrul Abedin･ 
Choong Seon Hong (경희대)

37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명시야 전체 슬라이드 영상의 음영 보정 방법

탁윤오･최장훈･엄종현

(한국광기술원), 엄주범(단국대), 

박안진(한국광기술원)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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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다트 던지기 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격자구조 샘플링 고지은･이성길(성균관대)

39

컴퓨터시스템

자율주행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확률적 응답시간 분석 이효은･김강희･이길호(숭실대)

40 PCIe 기반 FPGA 보드를 위한 DMA 컨트롤러 구현 및 분석 김희훈･이재진(서울대)

41 비휘발성 메모리 인덱스 성능 분석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42 인메모리 분석 프레임워크의 캐시 성능 이득 예측 모델 정민섭･박성수･한환수(성균관대)

43 컴퓨터이론 이진인코딩을 이용한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 병렬화 박경빈･김영호･심정섭(인하대)

44 프로그래밍언어 입출력 예제로부터 JavaScript 프로그램 자동 생성 조정민･이우석(한양대)

2. 공로상

최종원(숙명여대) 김순철(대구대) 김영국(충남대) 나인호(군산대)

문수복(KAIST) 백은옥(한양대) 신용태(숭실대) 이상환(국민대)

이우기(인하대) 임성수(국민대) 황인준(고려대) 이경우(연세대)

진현욱(건국대) 고광만(상지대) 송하주(부경대) 나인호(군산대)

3. KCC2020 특별공로상

홍충선(경희대) 장병탁(서울대) 이영구(경희대) 엄영익(성균관대)

나승훈(전북대) 허의남(경희대)

4. 학술상

 김종권(서울대)

5. 논문공헌상

Gold 김종권(서울대) 낭종호(서강대) 엄영익(성균관대)

Silver 김종원(GIST) 맹성현(KAIST) 박세영(경북대)

심규석(서울대)

6. 우수논문상

분야 논문제목 저자 수상자

CST
이중 포물면 맵 기반 실시간 간접조명 

렌더링 
최재원･이성길(성균관대) 이성길(성균관대)

SA

두개악안면 CBCT 영상에서 밝기값 비용함수 

최적화 기반의 치아 분리선 및 평면 탐색을 

통한 자동 치아 분리

이소영･이민진･홍헬렌

(서울여대)
홍헬렌(서울여대)

DB
희소하고 긴 시계열 데이터의 동적 시간 

워핑 거리 상계값 개선
서장혁･정우환･심규석(서울대) 심규석(서울대)

IN
심층 강화학습 기반 다중경로 패킷 스케줄링 

기법 연구
주민우･장원우･이원준(고려대) 이원준(고려대)

CPL
난독화된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앱을 

탐지하는 기법 구현
임경환･김병철･조성제(단국대) 조성제(단국대)

수상자 명단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8

공통행사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 프로그램 시간 진행방법

G1

[기조강연 I]

윤성로 위원장(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정보과학의 역할”

07월 03일(금)

16:00~16:50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기조강연 II]

최인혁 대표(네이버 해피빈재단)

“공익과 비즈니스의 연결, 해피빈의 IT플랫폼 활용과 성장”

07월 03일(금)

16:50~17:40

D1

[특별세션 I - 퀀텀 컴퓨팅 최신연구]

Mariia Mykhailova SW Development Engineer(Microsoft Research)

“Microsoft Quantum: Learn and Develop for Quantum Impact”

허준 교수(고려대학교)

“양자컴퓨터의 응용(암호해독 및 이동통신)”

김태현 교수(서울대학교)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국내외 개발 현황”

07월 03일(금)

10:00~12:00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F1

[특별세션 I - 자율 주행 최신연구]

심현철 교수(KAIST)

“국내외 자율주행기술 발전 동향”

Jinkyu Kim Research Scientist(Waymo)

“Machine Learning for Autonomous Driving at Scale”

이창건 교수(서울대학교)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터 SW 기술”

07월 03일(금)

13:30~15:30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D2 [특별세션 II -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07월 03일(금)

09:00~12:00

ZOOM

실시간중계

F2

F3

F4

[특별세션 II - Top Conference]
07월 03일(금)

13:00~15:30

ZOOM

실시간중계

H1 Microsoft Cloud Chatbot 경진대회
7월 4일(토)

10:00~12:00

ZOOM

실시간중계

홍보 및 채용
No. 업체명 내용

1 라인플러스
인재채용 및 회사 소개

https://lin.ee/5dt6AuP/ehkn

2 NHN
인재채용

https://recruit.nhn.com

3  SK하이닉스
인재채용 상담

hunsuk86.kang@sk.com / jaehong.ahn@sk.com

4 큐브리드
인재채용(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자 모집)

https://www.cubrid.com/notice/3825589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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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기조강연 I

G1 / 7.3(금) 16:00~16:5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사회 : 김철연 프로그램위원장(숙명여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정보과학의 역할”

윤성로 위원장(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초지능과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가속

화되고 있다. 본 기조 강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국가 AI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과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Bio

2006 미국 스탠퍼드대 공학박사

1996 서울대학교 공학사

2012-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부교수/조교수

2020-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II

G1 / 7.3(금) 16:50~17:4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사회 : 김민경 프로그램위원장(삼성전자)

“공익과 비즈니스의 연결, 해피빈의 IT플랫폼 활용과 성장”

최인혁 대표(네이버 해피빈재단)

대한민국의 첫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의 15년간의 경험 및 성장과정을 소개를 드

리고, 이 과정에서 IT 플랫폼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 기부플래폼으로서의 해피빈의 역할, 

의미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Bio

1989~199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 학사

1993~199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제어계측공학 석사

2019.11 ~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2018.09 ~ 네이버 COO, 경영리더

2016.01 ~ 2018.09 네이버 비즈니스위원회 리더

2014.12 ~ 해피빈재단 대표

2013.08 ~ 2015.12 네이버 I&S 이사

2005.08 ~ 2013.08 NHN 이사

2000 NHN

1995 ~ 1999 삼성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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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 - 퀀텀 컴퓨팅 최신연구

사회 : 이영기 프로그램부위원장(서울대)

D1 / 7.3(금) 10:00~10:4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Microsoft Quantum: Learn and Develop for Quantum Impact

Mariia Mykhailova SW Development Engineer(Microsoft Research)

Quantum computing harnesses the quantum-mechanical laws of nature to 

enable new types of algorithms that can rapidly solve problems that would be 

intractable on traditional computer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quantum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that offer fast solutions to problems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number theory, optimization, chemistry, physics, and 

materials science. Quantum devices have also significantly advanced such that 

components of a scalable quantum computer have been demonstrated; the 

promise of being able to implement quantum algorithms and run them on a 

quantum computer is in our near future.

In this talk I will give an overview of Microsoft’s work on developing a full stack 

scalable quantum computing system, from quantum and classical hardware to 

the software and applications that will run on it. I will also talk about our efforts 

building up the quantum ecosystem and community, including our work on 

enabling hands-on quantum computing learning and teaching. 

D1 / 7.3(금) 10:40~11:2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양자컴퓨터의 응용 (암호해독 및 이동통신)

허준 교수(고려대학교)

국내외에서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언제 어느 분야에서 양자컴퓨터

가 활용될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음. 본 강연에서는 최근의 양자컴퓨터 하

드웨어 기술 발전속도를 반영하여 양자컴퓨터의 실용화에 요구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양자컴퓨터의 발전속도를 가늠해 봄. 또한 양자컴퓨터의 응용분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암호해독 이외의 분야로서 이동통신 알고리즘 해석 분야에 양자컴퓨터가 사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함 

D1 / 7.3(금) 11:20~12:0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국내외 개발 현황

김태현 교수(서울대학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많은 데이터를 다룸에 따라 컴퓨팅 파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이에 따라 최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직까

지도 양자컴퓨터의 성능에 대한 오해 및 구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이 존재함. 

본 강연에서는 양자 정보 처리와 기존 디지털 기반의 정보 처리 사이의 차이점 및 작년말

에 이슈가 되었던 양자 우월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 후, 이러한 성능을 가진 

하드웨어를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현재 양자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서 부딪히는 기술적인 문제점 및 개발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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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 - 자율 주행 최신연구

사회 : 이영기 프로그램부위원장(서울대)

F1 / 7.3(금) 13:30~14:1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국내외 자율주행기술 발전 동향

심현철 교수(KAIST)

본 강연에서는 최근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의 현재 수준 및 미래 발전방

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의 주요 요소 및 접근 

방법,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및 자율주행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실용화되는 내용도 소

개한다.

F1 / 7.3(금) 14:10~14:5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Machine Learning for Autonomous Driving at Scale

Jinkyu Kim Research Scientist (Waymo)

Self-driving vehicle perception and control have made dramatic progress in the last 

several years, and many auto vendors have pledged large-scale commercialization in 

a 2-3 year time frame. These controllers use a variety of approaches but recent 

successes suggest that neural networks will be widely used in self-driving vehicles. 

Classical AI systems involve carefully-crafted features and representations, while one 

of the new powers of deep learning methods is the ability to learn very effective 

latent representations from data.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approaches, which 

depend on the modular perception-prediction-planning-control pipeline, where 

each module can be built using deep learning methods.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some of Waymo Research's recent work on deep learning for autonomous driving 

at scale and the variety of challenges towards fully self-driving ride on public roads.

자율 주행 최신연구 II

F1 / 7.3(금) 14:50~15:3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터 SW 기술

이창건 교수(서울대학교)

본 강연에서는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SW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와 관

련된 최신 연구들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태스크들을 ECU에서 실시간 

수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 자율주행 기능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정확히 검증하기 위한 

설계/검증 SW 기술, 전자적 쇼크, 방사능 등에 의한 Soft-Error에도 자율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서울대

학교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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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 -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사회 : 황의종 프로그램부위원장(KAIST)

프로그램

7.3(금) 09: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No 분야 연사 프로그램 발표시간

1

인공

지능

김영석(연세대) 효율적인 인공신경망 실행을 위한 아키텍처 및 시스템 최적화 09:00~09:15

2 이진호(연세대)
SYSTEM OPTIMIZATIONS FOR FAST DISTRIBUTED 

DEEP LEARNING
09:15~09:30

3 여진영(연세대) Beyond AI Models, Towards AI Systems 09:30~09:45

4
김민호

(부산가톨릭대)
자연어처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09:45~10:00

5

빅데

이터

박노성(연세대)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반 의사결정 10:00~10:15

6
오은진

(포항공대)
기하 그래프에서의 최단경로 탐색 10:15~10:30

7 김정은(공주대) 대규모 지오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중 클러스터링 10:30~10:45

6

소프트

웨어

공학

김상훈(아주대) Distributed Thread Execution with DEX 10:45~11:00

7 강동현(동국대)
Storage-level Optimization Technique for 

Guaranteeing Data Consistency
11:00~11:15

8 권세진(강원대) 비휘발성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 11:15~11:30

9 권동현(부산대) 프로세서 아키텍처 기능을 활용한 시스템 보안 연구 11:30~11:45

10 IoT
박래혁

(서울과기대)
에너지 인포매틱스 11:45~12:00

 상세정보

[인공지능]

D2 / 7.3(금) 09:00~09:15 / ZOOM 실시간 중계

효율적인 인공신경망 실행을 위한 아키텍처 및 시스템 최적화 김영석 교수(연세대)

본 강연에서는 강연자가 최근에 수행한 효율적인 인공신경망 실행을 위한 아키텍처 및 

시스템 최적화 연구를 소개한다. 인공신경망은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인공신경망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 요하

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 아키텍처 및 시스템 분야에서는 새로운 GPU/NPU 아키텍 처 및 

현존하는 GPU/NPU의 하드웨어 특성을 활용하는 시스템 최적화 기법들이 제안 되고 있

다. 본 강연에서는 인공신경망의 실시간성 달성을 위한 GPU 성능 모델링 기법, 모바일 

기기 상에서 인공신경망 가속을 위한 인공신경망 프레임워크, 그리고 Processing 

In-Memory 기반 인공신경망 하드웨어 가속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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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7.3(금) 09:15~09:30 / ZOOM 실시간 중계

SYSTEM OPTIMIZATIONS FOR FAST DISTRIBUTED DEEP LEARNING 이진호 교수(연세대)

빠른 DNN 학습을 위하여 많은 GPU, 혹은 NPU를 이용한 분산 처리는 이미 필수불가결

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확장 가능한 분산 딥러닝을 위한 많은 통신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

며, 이들은 주로 네트워크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통신량을 최적화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등의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의 대칭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적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분산 딥 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방

법을 제시한다.

D2 / 7.3(금) 09:30~09:45 / ZOOM 실시간 중계

Beyond AI Models, Towards AI Systems 여진영 교수(연세대)

AI모델의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본 강연에서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지식, 모델, 인간이 체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사례들을 소개합니다.

D2 / 7.3(금) 09:45~10:00 / ZOOM 실시간 중계

자연어처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민호 교수(부산가톨릭대)

지난 수십 년간 자연언어처리 연구는 SVM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에 기반을 둔 

얕은 모델(shallow models)을 활용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도가 높은 

벡터 표현(dense vector representation)에 기반을 둔 인공신경망이 다양한 자연어처

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을 필두로 한 ‘sub-symbolic 

AI’는 기계학습에 의존하여 과거 경험으로 바탕으로 ‘올바른 추측’을 하고자 상관관계

(correlation)를 모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자연어이해에 광

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자연어처리 연구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D2 / 7.3(금) 10:00~10:15 / ZOOM 실시간 중계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반 의사결정 박노성 교수(연세대)

Data Science는 Data Engineering과 Data Analytics 및 Decision Making을 아우르는 

방대한 분야입니다. Data Analytics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훈련된 예측 모델을 이

용해서 Decision Making 과정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Data-driven Optimization

은 이러한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분야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실제 연구사례를 기반

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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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7.3(금) 10:15~10:30 / ZOOM 실시간 중계

기하 그래프에서의 최단경로 탐색 오은진 교수(포항공대)

그래프의 최단경로 문제는 알고리즘 분야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강연에서는 그

래프를 선처리 한 후 주어진 두 점의 최단 경로를 효율적으로 계산 가능하게 하는 자료 구

조에 대해 소개한다. 일반적인 그래프의 경우 효율적인 자료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이라 믿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성

질을 갖는 그래프에 대해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기하적인 특성을 갖는 그래프에서 동작

하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 소개한다.

D2 / 7.3(금) 10:30~10:45 / ZOOM 실시간 중계

대규모 지오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중 클러스터링 김정은 교수(공주대)

기존의 단일 노드와 단일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의 커뮤니티 발견 문제와 

달리 최근 응용에서의 네트워크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이종의 노

드와 이종의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다. 지오소셜 네트워크는 대표적인 이종 네트워크 데

이터로 위치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중화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강연에

서는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커뮤니티 발견 문제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이종 네트

워크 데이터인 지오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이중 클러스터링 연구를 소개한다. 먼저 지오소

셜 이중 클러스터링 문제를 음수 미포함 행렬 3중 분해 문제로 변환하여 정의한다. 하지

만 음수 미포함 행렬 3중 분해는 복잡도가 높아 대규모 네트워크 데이터에 적용이 어렵

다. 따라서 지오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용한, 계산상 오버헤드를 줄이고 정확도를 유

지할 수 있는 병렬 처리 기반 근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컴퓨터시스템]

D2 / 7.3(금) 10:45~11:00 / ZOOM 실시간 중계

Distributed Thread Execution with DEX 김상훈 교수(아주대)

최근 interactive service, AI 응용, 그래프 분석 등을 위해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

는 응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기기 폼펙터의 한계로 인해 메모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응용을 분산 실행 환경에 맞게 완전히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강연은 RDMA기반 고성능 네트워크와 운영체제 수준의 지원을 활용해 기존 응용을 

쉽게 분산 실행할 수 있게 하는 DEX 및 관련된 기반 기술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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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7.3(금) 11:00~11:15 / ZOOM 실시간 중계

Storage-level Optimization Technique for Guaranteeing Data Consistency 강동현 교수(동국대)

컴퓨팅 시스템에서 데이터 일관성 유지 기법은 사용자 또는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영구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예: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

이스, 등.)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파일 시스템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 사용하고 있는 동기화 명령어의 동작 구조와 NAND-based Storage 장치인 SSD의 내

부 구조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SSD의 내부 구조를 활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D2 / 7.3(금) 11:15~11:30 / ZOOM 실시간 중계

비휘발성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 권세진 교수(강원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강조되면

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강연에

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DRAM과 NAND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바이트 단위 

비휘발성 메모리 (BNVM: byte-addressable non-volatile memory)에 대한 소개를 하

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BNVM의 대표적인 예로 

PRAM과 MRAM의 하드웨어적 성질 및 한계점을 설명하고, 메모리 계층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BNVM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련된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본 강연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성능 SSD (3/4D NAND, Z-NAND) 기반의 플래

시 파일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D2 / 7.3(금) 11:15~11:30 / ZOOM 실시간 중계

프로세서 아키텍처 기능을 활용한 시스템 보안 연구 권동현 교수(부산대)

오늘날 여러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컴퓨팅 시스템에 탑재되

는 프로세서 아키텍처에도 다양한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

에서는 주요 프로세서 아키텍처들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살펴보고, 최근 학회에 이러

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IoT]

D2 / 7.3(금) 11:45~12:00 / ZOOM 실시간 중계

에너지 인포매틱스 박래혁 교수(부산대)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발전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

에 따라 기존 전력망의 스마트그리드화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력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 수요반응기술(Demand Response)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에 적용되는 에너지 인포매틱스 기술에 대하여 소

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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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 - Top Conference

프로그램  

7.3(금) 13:00~15:30 / ZOOM 실시간 중계

No 분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컴퓨터

시스템

RTSS2019 
Conditionally Optimal Task Parallelization for 

Global EDF on Multi-core Systems

조영은

(서울대)

이창건

(서울대)

2 DAC 2019

GATE: A Generalized Dataflow-level 

Approximation Tuning Engine For Data 

Parallel Architectures

강석원

(한양대)

박영준

(한양대)

3 NSDI 2019

JANUS: Fast and Flexible Deep Learning via 

Symbolic Graph Execution of Imperative 

Programs

정은지

(서울대)

전병곤

(서울대)

4 ISCA 2020 A Case for Hardware-Based Demand Paging
이규선

(성균관대)

정진규

(성균관대)

5 RTAS 2020
Real-Time Object Detection System with 

Multi-Path Neural Networks

허선영

(포항공대)

김한준

(연세대)

6 FAST 2020

DC-Store: Eliminating Noisy Neighbor 

Containers using Deterministic I/O 

Performance and Resource Isolation

권미령

(KAIST)

정명수

(KAIST)

7 EuroSys 2020
AniFilter: Parallel and Failure-Atomic Cuckoo 

Filter for Non-Volatile Memories

오형준

(한양대)

서지원

(한양대)

8

소프트

웨어

공학

ICSE 2019

Concolic Testing for High Test Coverage and 

Reduced Human Effort in Automotive 

Industry

김윤호

(KAIST)

김문주

(KAIST)

9
ESEC/FSE 

2019

Target-driven compositional concolic testing 

with function summary refinement for 

effective bug detection

김윤호

(KAIST)

김문주

(KAIST)

10

프로

그래밍

언어

OOPSLA 2019

Automatic and Scalable Detection of Logical 

Errors in Functional Programming 

Assignments

송도원

(고려대)

오학주

(고려대)

11 ICSE 2020
SAVER: Scalable, Precise, and Safe 

Memory-Error Repair

홍성준

(고려대)

오학주

(고려대)

12 S&P 2020
VeriSmart: A Highly Precise Safety Verifier 

for Ethereum Smart Contracts

소순범

(고려대)

오학주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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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데이터

베이스

ICDE 2020
D-Tucker: Fast and Memory-Efficient Tucker 

Decomposition for Dense Tensors

장준기

(서울대)

강유

(서울대)

14
SIGMOD 

2020

G-CARE: A Framework for Performance 

Benchmarking of Cardinality Estimation 

Techniques for Subgraph Matching

박연수

(포항공대)

한욱신

(포항공대)

15 VLDB 2020
Natural language to SQL: Where are we 

today?

김현지

(포항공대)

한욱신

(포항공대)

16 WWW'20

TRAP: Two-level Regularized 

Autoencoder-based Embedding for 

Power-law Distributed Data

박동민

(KAIST)

이재길

(KAIST)

17
USENIX 

ATC'19

Pre-Select Static Caching and Neighborhood 

Ordering for BFS-like Algorithms on 

Disk-based Graph Engines

이은재

(UNIST)

서지원

(한양대)

노삼혁

(UNIST)

18 VLDB2020
IDAR: Fast Supergraph Search Using DAG 

Integration

김현준

(서울대)

박근수

(서울대)

Top Conference 1 - 차세대 컴퓨터(Next Generation Computer) 세션

좌장 : 권미령 박사(KAIST)

상세정보

▢ Abstract

[컴퓨터시스템]

1. Conditionally Optimal Task Parallelization for Global EDF on Multi-core Systems

▪저자 : Youngeun Cho, Do Hyung Kim, Daechul Park, Seung Su Lee, 

Chang-Gu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RTSS 2019

Targeting global EDF scheduling, this paper proposes a conditionally optimal algorithm for parallelizing 

tasks with parallelization freedom. For this, we extend the interference-based sufficient schedulability 

analysis and derive monotonic increasing properties of both tolerance and interference for the 

schedulability. Leveraging those properties, we propose a one-way search based conditionally optimal 

algorithm with polynomial time complexity. Our extensive experiments through both simulation and actual 

implementation show that our proposed approa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schedulability up to 60 

percent. 

2. GATE: A Generalized Dataflow-level Approximation Tuning Engine For Data Parallel Architectures

▪저자 : Seokwon Kang, Yongseung Yu(Hanyang University), Jiho Kim(KAIST), 

Yongjun Park(Hanyang University)

▪대회명 : DAC 2019

Although approximate computing is widely used, it requires substantial programming effort to find 

appropriate approximation patterns among multiple pre-defined patterns to achieve a hig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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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e propose an automatic approximation framework called GATE to uncover hidden 

opportunities from any data-parallel program regardless of the code pattern or application characteristics 

using two compiler techniques, namely subgraph-level approximation (SGLA) and approximate thread 

merge (ATM). GATE also features conservative/aggressive tuning and dynamic calibration to maximize the 

performance while maintaining the TOQ level during runtime. Our framework achieves an average 

performance gain of 2.54x over the baseline with minimum accuracy loss. 

3. JANUS: Fast and Flexible Deep Learning via Symbolic Graph Execution of Imperative Programs

▪저자 : Eunji Jeong, Sungwoo Cho, Gyeong-In Yu, Joo Seong Jeong, Dong-Jin Shin, 

Byung-Gon Chun(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NSDI 2019

The rapid evolution of deep neural networks is demanding deep learning (DL) frameworks not only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quickly executing large computations, but also to support straightforward 

programming models for quickly implementing and experimenting with complex network structures. 

However, existing frameworks fail to excel in both departments simultaneously, leading to diverged efforts 

for optimizing performance and improving usability. 

This paper presents JANUS, a system that combines the advantages from both sides by transparently 

converting an imperative DL program written in Python, the de-facto scripting language for DL, into an 

efficiently executable symbolic dataflow graph. JANUS can convert various dynamic features of Python, 

including dynamic control flow, dynamic types, and impure functions, into the symbolic graph operations.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JANUS can achieve fast DL training by exploiting the techniques imposed by 

symbolic graph-based DL frameworks, while maintaining the simple and flexible programmability of 

imperative DL frameworks at the same time. 

4. A Case for Hardware-Based Demand Paging

▪저자 : Gyusun Lee(Sungkyunkwan University), Wenjing Jin(Seoul National University), 

Wonsuk Song(Sungkyunkwan University), Jeonghun Gong, Jonghyun Bae, Tae Jun Ham, 

Jae W.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Jinkyu Jeong(Sungkyunkwan University)

▪대회명 : ISCA 2020

The virtual memory system is pervasive in today’s computer systems, and demand paging is the key enabling 

mechanism for it. At a page miss, the CPU raises an exception, and the page fault handler is responsible for 

fetching the requested page from the disk. The OS typically performs a context switch to run other threads 

as traditional disk access is slow. However, with the widespread adoption of high-performance storage 

devices, such as low-latency solid-state drives (SSDs), the traditional OS-based demand paging is no longer 

effective because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demand paging latency is now spent inside the OS kernel. 

Thus, this paper makes a case for hardware-based demand paging that mostly eliminates OS involvement 

in page miss handling to provide a near-disk-access-time latency for demand paging. To this end, two 

architectural extensions are proposed: LBA-augmented page table that moves I/O stack operations to the 

control plane and Storage Management Unit that enables CPU to directly issue I/O commands without OS 

intervention in most cases. OS support is also proposed to detach tasks for memory resource management 

from the critical path. The evaluation results using both a cycle-level simulator and a real x86 machine with 

an ultra-low latency SSD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reduces the demand paging latency by 37.0%, 

and hence improves the performance of FIO read random benchmark by up to 57.1% and a NoSQL server 

by up to 27.3% with real-world workloads. As a side effect of eliminating OS intervention, the IPC of the 

user-level code is also increased by up to 7.0%.

5. Real-Time Object Detection System with Multi-Path Neural Networks

▪저자 : Seonyeong Heo, Sungjun Cho(POSTECH), Youngsok Kim, Hanjun Kim(Yonsei University)

▪대회명 : RTAS 2020

Thanks to the recent advances in Deep Neural Networks (DNNs), DNN-based object detection systems 

becomes highly accurate and widely used in real-time environment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drones 

and security robots. Although the systems should detect objects within a certain time limit that can vary 

depending on their execution environments such as vehicle speeds, existing systems blindly execute the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 19

공통행사

entire long- latency DNNs without reflecting the time-varying time limits, and thus they cannot guarantee 

real-time constraints. This work proposes a novel real-time object detection system that employs multi-path 

neural networks based on a new worst-case execution time (WCET) model for DNNs on a GPU. This work 

designs the WCET model for a single-layer of DNNs analyzing processor and memory contention on GPUs, 

and extends the WCET model to the end-to-end networks. This work also designs the multi- path networks 

with three new operators such as skip, switch, and dynamic generate proposals that dynamically change 

their execution paths and the number of target objects. Finally, this work proposes a path decision model 

that chooses the optimal execution path at run-time reflecting dynamically changing en- vironments and 

time constraints. Our detailed evaluation using widely-used driving datasets shows that the proposed 

real-time object detection system performs as good as a baseline object detection system without violating 

the time-varying time limits. Moreover, the WCET model predicts the worst-case execution latency of 

convolutional and group normalization layers with only 28% and 64% errors on average, respectively.

6. DC-Store: Eliminating Noisy Neighbor Containers using Deterministic I/O Performance and Resource 

Isolation

▪저자 : Miryeong Kwon, Donghyun Gouk, Changrim Lee(KAIST), Byounggeun Kim, 

Jooyoung Hwang(Samsung), Myoungsoo Jung(KAIST)

▪대회명 : FAST 2020

We propose DC-store, a storage framework that offers deterministic I/O performance for a multi- container 

execution environment. DC-store’s hardware-level design implements multiple NVM sets on a shared 

storage pool, each providing a deterministic SSD access time by removing internal resource conflicts. In 

parallel, software support of DC-Store is aware of the NVM sets and enlightens Linux kernel to isolate noisy 

neighbor containers, performing page frame reclaiming, from peers. We prototype both hardware and 

software counterparts of DC-Store and evaluate them in a real system. The evalu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containerized data-intensive applications on DC-Store exhibit 31% shorter average execution time, on 

average, compared to those on a baseline system.

7. AniFilter: Parallel and Failure-Atomic Cuckoo Filter for Non-Volatile Memories

▪저자 : Hyungjun Oh, Bongki Cho(Hanyang University), Changdae Kim(ETRI), 

Heejin Park, Jiwon Seo(Hanyang University)

▪대회명 : EuroSys 2020

Approximate Membership Query (AMQ) data structures are widely used in databases, storage systems, and 

other domains. Recent advances in Non-Volatile Memory (NVM) technologies made possible byte- 

addressable, high performance persistent memories. This paper presents an optimized persistent AMQ for 

NVM, called AniFilter (AF). Based on Cuckoo Filter (CF), AF improves insertion throughput on NVM with 

Spillable Buckets and Lookahead Eviction, and lookup throughput with Bucket Primacy. To analyze the 

effect of our optimizations, we design a probabilistic model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f CF and AF. For 

failure atomicity, AF writes minimum amount of logging to maintain its consistency. We evaluated AF and 

four other AMQs - CF, Morton Filter (MF), Rank-and-Select Quotient Filter (RSQF), and Bloom Filter (BF) - 

on NVM. We use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and Quartz emulation for the evaluation. AF and CF 

are generally much faster than the other filters for sequential runs. However, in high load factors CF's 

insertion throughput becomes prohibitively low due to the eviction overhead. With our optimizations, AF's 

insertion throughput is fastest even in high load factors. In parallel evaluation, AF's performance is 

substantially higher than CF for both insertion and lookup. Our optimizations reduce the bandwidth 

consumption, making AF's parallel performance much faster than CF's on bandwidth-limited NVM. For 

parallel insertion AF is up to 10.7X faster than CF (2.6X faster on average) and for parallel lookup AF is up to 

1.2X faster (1.1X faster 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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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nference 2 - 차세대 소프트웨어(Next Generation Software) 세션

좌장 : 김윤호 교수(KAIST)

▢ Abstract

[소프트웨어공학]

8. Concolic Testing for High Test Coverage and Reduced Human Effort in Automotive Industry

▪저자 : Yunho Kim(KAIST), Dongju Lee, Junki Baek(Hyundai Mobis), Moonzoo Kim(KAIST)

▪대회명 : ICSE 2019

The importance of automotive softwa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because software now controls many 

components in motor vehicles such as window controller, smart-key system, and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Consequently, the automotive industry spends a large amount of human effort testing automotive 

software and is interested in automated software testing techniques that can ensure high-quality 

automotive software with reduced human effort. In this paper, we report our industrial experience 

applying concolic testing to automotive software developed by Hyundai Mobis. We have developed an 

automated testing framework MAIST that automatically generates the test driver, stubs, and test inputs to 

a target task by applying concolic testing. As a result, MAIST has achieved 90.5% branch coverage and 

77.8% MC/DC coverage on the integrated body unit (IBU) software. Furthermore, it reduced the cost of 

IBU coverage testing by reducing the manual testing effort for coverage testing by 53.3%.

9. Target-driven compositional concolic testing with function summary refinement for effective bug  

detections

▪저자 : Yunho Kim(KAIST), Shin Hong(Handong Global University), Moonzoo Kim(KAIST)

▪대회명 : ESEC/FSE 2019

Concolic testing is popular in unit testing because it can detect bugs quickly in a relatively small search 

space. But, in system-level testing, it suffers from the symbolic path explosion and often misses bugs. To 

resolve this problem, we have developed a focusedcompositional concolic testing technique, FOCAL, for 

effective bug detection. Focusing on a target unit failure v (a crash or an assert violation) detected by 

concolic unit testing, FOCAL generates a system-level test input that validates v. This test input is obtained 

by building and solving symbolic path formulas that represent system-level executions raising v. FOCAL 

builds such formulas by combining function summaries one by one backward from a function that raised v 

to main. If a function summary φa of function a conflicts with the summaries of the other functions, FOCAL 

refines φa to φa′ by applying a refining constraint learned from the conflict. FOCAL showed high 

system-level bug detection ability by detecting 71 out of the 100 real-world target bugs in the SIR 

benchmark, while other relevant cutting edge techniques (i.e., AFL-fast, KATCH, Mix-CCBSE) detected at 

most 40 bugs. Also, FOCAL detected 13 new crash bugs in popular file parsing programs. 

[프로그래밍언어]

10. Automatic and Scalable Detection of Logical Errors in Functional Programming Assignments

▪저자 : Dowon Song, Myungho Lee, Hakjoo Oh(Korea University)

▪대회명 : OOPSLA 2019

We present a new technique for automatically detecting logical errors in functional programming 

assignments. Compared to syntax or type errors, detecting logical errors remains largely a manual process 

that requires hand-made test cases. However, designing proper test cases is nontrivial and involves a lot of 

human effort. Furthermore, manual test cases are unlikely to catch diverse errors because instructors 

cannot predict all corner cases of diverse student submissions. We aim to reduce this burden by 

automatically generating test cases for functional programs. Given a reference program and a student's 

submission, our technique generates a counter-example that captures the semantic difference of the two 

programs without any manual effort. The key novelty behind our approach is the counter-example 

generation algorithm that combines enumerative search and symbolic verification techniques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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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istic wa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technique is able to detect 88 more errors not 

found by mature test cases that have been improv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performs better than the 

existing property-based testing techniques. We als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our technique in the 

context of automated program repair, where it effectively helps to eliminate test-suite-overfitted patches. 

11. SAVER: Scalable, Precise, and Safe Memory-Erro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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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명 : ICSE 2020

We present SAVER, a new memory-error repair technique for C programs. Memory errors such as memory 

leak, double-free, and use-after-free are highly prevalent and fixing them requires significant effort. 

Automated program repair techniques hold the promise of reducing this burden but the state-of-the-art is 

still unsatisfactory. In particular, no existing techniques are able to fix those errors in a scalable, precise, and 

safe way, all of which are required for a truly practical tool. SAVER aim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To 

this end, we propose a method based on a novel representation of the program called object flow graph, 

which summarizes the program’s heap-related behavior using static analysis. We show that fixing memory 

errors can be formulated as a graph labeling problem over object flow graph and present an efficient 

algorithm. We evaluated SAVER in combination with Infer, an industrial-strength static bug-finder, and 

showed that 74% of the reported errors can be fixed automatically for a range of open-source C programs.

12. VeriSmart: A Highly Precise Safety Verifier for Ethereum Smart Contracts

▪저자 : Sunbeom So, Myungho Lee, Jisu Park, Heejo Lee, Hakjoo Oh(Korea University)

▪대회명 : S&P 2020

We present VeriSmart, a highly precise verifier for ensuring arithmetic safety of Ethereum smart contracts. 

Writing safe smart contracts without unintended behavior is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smart contracts 

are immutable and even a single flaw can cause huge financial damage. In particular, ensuring that 

arithmetic operations are saf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mmon security concerns of Ethereum 

smart contracts nowadays. In response, several safety analyzers have been proposed over the past few 

years, but state-of-the-art is still unsatisfactory; no existing tools achieve high precision and recall at the 

same time, inherently limited to producing annoying false alarms or missing critical bugs. By contrast, 

VeriSmart aims for an uncompromising analyzer that performs exhaustive verification without com-

promising precision or scalability, thereby greatly reducing the burden of manually checking undiscovered 

or incorrectly-reported issues. To achieve this goal, we present a new domain-specific algorithm for 

verifying smart contracts, which is able to automatically discover and leverage transaction invariants that 

are essential for precisely analyzing smart contracts. Evaluation with real-world smart contracts shows that 

VeriSmart can detect all arithmetic bugs with a negligible number of false alarms, far outperforming 

existing analy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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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nference 3 - 차세대 빅데이터(Next Generation BigData) 세션

좌장 : 김현지 박사(포항공대)

▢ Abstract

[데이터베이스]

13. D-Tucker: Fast and Memory-Efficient Tucker Decomposition for Dense Tensors

▪저자 : Jun-Gi Jang, 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ICDE 2020

Given a dense tensor, how can we find latent patterns and relations efficiently? Existing Tucker decom-
position methods based on Alternating Least Square (ALS)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ime and space since 
they directly handle large dense tensors to obtain the result of Tucker decomposition. Although few 
methods have tried to reduce their computational time by sampling tensors, sketching tensors, and 
efficient matrix operations, their speed and memory efficiency are limited.
In this paper, we propose D-Tucker, a fast and memory-efficient method for Tucker decomposition on large 
dense tensors. D-Tucker consists of the approximation, the initialization, and the iteration phases. D-Tucker 
1) compresses an input tensor by computing randomiz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of matrices sliced 
from the input tensor, and 2) efficiently obtains orthogonal factor matrices and a core tensor by using SVD 
results of sliced matrices. Through experiments, we show that D-Tucker is up to 38.4x faster, and requires 
up to 17.2x less space than existing methods with little sacrifice in accuracy.

14. G-CARE: A Framework for Performance Benchmarking of Cardinality Estimation Techniques for 

Subgraph Matching

▪저자 : Yeonsu Park, Seongyun Ko(POSTECH), Sourav Bhowmick(NTU), Kyoungmin Kim, 

Kijae Hong, Wook-Shin Han (POSTECH)

▪대회명 : SIGMOD 2020

Despite the crucial role of cardinality estimation in query optimization,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and 
in-depth study of the existing cardinality estimation techniques for subgraph matching queries. In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we present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existing cardinality estimation techniques 
for subgraph matching queries, scaling far beyond the original experiments. We first introduce a novel 
framework called G-CARE that enables us to realize all existing techniques on top of it and that provides 
insights on their performance. By using G-CARE, we then reimplement representative cardinality estima-
tion techniques for graph databases as well as relational databases. We next evaluate these techniques 
w.r.t accuracy on RDF and non-RDF graphs from different domains with subgraph matching queries of 
various topologies so far considered. Surprisingly, our results reveal that all existing techniques have serious 
problems in accuracy for various scenarios and datasets. Intriguingly, a simple sampling method based on 
an online aggregation technique designed for relational data, consistently outperforms all existing 
techniques. 

15. Natural language to SQL: Where are we today?

▪저자 : Hyeonji Kim, Byeong-Hoon So, Wook-Shin Han(POSTECH), Hongrae Lee(Google)

▪대회명 : VLDB 2020

Translating natural language to SQL (NL2SQL) has received extensive attention lately, especially with the 

recent success of deep learning technologies. However, despite the large number of studies, we do not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ow good existing techniques really are and how much is applicable to 

real-world situations. A key difficulty is that different studies are based on different datasets, which often 

have their own limitations and assumptions that are implicitly hidden in the context or datasets. Moreover, 

a couple of evaluation metrics are commonly employed but they are rather simplistic and do not properly 

depict the accuracy of results, as will be shown in our experiments. To provide a holistic view of NL2SQL 

technologies and access current advancements, we perform extensive experiments under our unified 

framework using eleven of recent techniques over 10+ benchmarks including a new benchmark (WTQ) and 

TPC-H. We provide the comprehensive survey of recent NL2SQL methods, introducing a taxonomy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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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veal major assumptions of the methods and classify translation errors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e also provide a practical tool for validation by using existing, mature database technologies such as query 

rewrite and database testing. We then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so that the translation can be 

used in practice.

16. TRAP: Two-level Regularized Autoencoder-based Embedding for Power-law Distribu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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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명 : WWW'20

Recently, autoencoder (AE)-based embedding approaches have achieved state-of-the-art performance in 
many tasks, especially in top-k recommendation with user embedding or node classification with node 
embedding. However, we find that many real-world data follow the power-law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the data object sparsity. When learning AE-based embeddings of these data, dense inputs move 
away from sparse inputs in an embedding space even when they are highly correlated. This phenomenon, 
which we call polarization, obviously distorts the embedding. In this paper, we propose TRAP that leverages 
two-level regularizers to effectively alleviate the polarization problem. The macroscopic regularizer 
generally prevents dense input objects from being distant from other sparse input objects, and the 
microscopic regularizer individually attracts each object to correlated neighbor objects rather than 
uncorrelated ones. Importantly, TRAP is a meta-algorithm that can be easily coupled with existing AE-based 
embedding methods with a simple modification. In extensive experiments on two representative 
embedding tasks using six-real world datasets, TRAP boosted the performance of the state-of-the-art 
algorithms by up to 31.53% and 94.99% respectively.

17. Pre-Select Static Caching and Neighborhood Ordering for BFS-like Algorithms on Disk-based  Graph 

Engines

▪저자 : Eunjae Lee(UNIST), Junghyun Kim(TmaxOS), Keunhak Lim(Nexon), Sam H. Noh(UNIST), 

Jiwon Seo(Hanyang University)

▪대회명 : USENIX ATC'19

Many important graph algorithms are based on the breadth first search (BFS) approach, which builds itself 
on recursive vertex traversal. We classify algorithms that share this characteristic into what we call a BFS-like 
algorithm. In this work, we first analyze and study the I/O request patterns of BFS-like algorithms executed 
on disk-based graph engines. Our analysis exposes two shortcomings in executing BFS-like algorithms. 
First, we find that the use of the cache is ineffective. To make use of the cache more effectively, we propose 
an in-memory static cache, which we call BFS-Aware Static Cache or Basc, for short. Basc is static as its 
contents, which are edge lists of vertices that are pre-selected before algorithm execution, do not change 
throughout the execution of the algorithm. Second, we find that the state-of-the-art ordering method for 
graphs on disks is ineffective with BFS-like algorithms. Thus, based on an I/O cost model that estimates the 
performance based on the ordering of graphs, we develop an efficient graph ordering called Neighborhood 
Ordering or Norder. We provide extensive evaluations of Basc and Norder on two well-known graph 
engines using five real-world graphs including Twitter that has 1.9 billion edges.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Basc and Norder, collectively have substantial performance impact. 

18. IDAR: Fast Supergraph Search Using DAG Integration

▪저자 : Hyunjoon Kim, Seunghwan Min, Kunsoo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Xuemin Lin(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eok-Hee Hong(University of Sydney), 
Wook-Shin Han(POSTECH)

▪대회명 : VLDB2020

Supergraph search is one of fundamental graph query processing problems in many application domains. 
Given a query graph and a set of data graphs, supergraph search is to find all the data graphs contained in 
the query graph as subgraphs. In existing algorithms, index construction or filtering approaches are 
computationally expensive, and search methods can cause redundant computations. In this paper, we 
introduce four new concept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1) DAG integration, (2) dynamic programming 
between integrated DAG and graph, (3) active-first search, and (4) relevance-size order, which together 
lead to a much faster and scalable algorithm for supergraph search. Extensive experiments with real 
datasets show that our approach outperforms state-of-the-art algorithms by up to orders of magnitude in 
terms of indexing time and query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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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와 함께하는 경진대회Microsoft Azure Chatbot

대학생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핸즈온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본인들이 만든 결과물을 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과 함께 두둑한 상금도. Github ,

노려보세요 팀은 최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

상금

최고기술상 만원 최고기획상 만원 최고창의상 만원: 100 : 100 : 100▶ ▶ ▶

위 개상의 수상팀 중 한팀을 선발하여 특별상 추가수상 만원* 3 : 50

노력상 만원 팀 격려상 만원 팀: 10 * 5 : 5 * 10▶ ▶

최고기술상 최고기획상 최고창의상 수상은 팀원 중 명 이상이 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 1 KCC2020 .

참가신청 방법

월 일 토 까지 참가신청 및 계정획득7 4 ( ) 9:30 Azure
오전 까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참가신청을 마치시면 부여된 가 이메일로9:30 credit Azure id/password▶

발송됩니다. (https://blog.naver.com/formktmkt/221994807603 또는 https://azure.microsoft.com/)

아래 링크를 통해 그룹에 가입합니다 을 통해 본 경진대회의 상세한 내용 공지 및 묻고 답하기 등Slack . Slack▶

참가자 커뮤니티 운영합니다.

https://join.slack.com/t/azurebasedchatbot/shared_invite/zt-fnw88rxs-N7vm4rGvz7DPe4bvIVO2WA

월 일 토 오전7 4 ( ) 10:00 ~ 12:00
▶동영상 기반의 자기주도형 온라인 워크샵 진행 참가신청 링크 하단부에 및 따라만들기. Azure ChatBot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formktmkt/221994807603)

위에 공지한 경진대회 에서 묻고 답하기 및 을 이용한 간단한 전달 등 예정slack community Zoom Tip▶

본 경진대회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서 가이드하는 개의 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4 Gate .▶

토 까지Gate 1. 7.4( ) 20:00
최소기능으로 작동하는 기반 인터넷 주소 제출Azure Chatbot▶

▶채팅을 하면 최소한 보낸 내용을 하는 등 최소의 기능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동방법 설명 포함echo . ( )

참가신청은 마감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Gate 1 .▶

토 까지Gate 2. 7.11( ) 20:00
만들고자 의도하는 테마의 챗봇 을 구현하고 인터넷 접속MVP(Minimum Viable Product) Version 0.1▶

가능한 을 제출합니다URL .

제출내용 만들고자 하는 것의 한문장 정의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시연영상 분이내: / 3▶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방법

토 까지Gate 3. 7.18( ) 20:00
만들고자 계획하는 챗봇의 주요기능을 완성시킨 버전의 인터넷 을 제출합니다Version 0.5 URL .▶

제출내용 서비스명: /▶ 만들고자 하는 것의 한문장 정의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시연영상 분이내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방법3 /

토 까지Gate 4. 7.25( ) 20:00
제출내용▶

에 잘 구조화된 형태로 다른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담은 소스를 올려둡니다Github URL: Github .

서비스명 서비스의 한문장 정의 소스코드 구조설명 아래의 등 에 보기 쉽게, , , YouTube URL README.MD

구성해 둡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 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소스코드 설명 시스템 구조 설명YouTube URL: 3 , ,

시연 영상 제출합니다 총 분 내외. ( 5 )

심사 월 일 월 월 일 목: 7 27 ( ) ~ 7 30 ( ) 심시기간동안 제출한 이 작동해야 합니다* URL .

수상팀 시상 월 일 금: 7 31 ( ) 세부 일정 및 요령은 상황을 고려 추후에 발표합니다* Cov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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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행사일정

No 연사 프로그램 일시

C1  김순태 교수(전북대) 블록체인 핵심 개념 및 산업별 응용 사례
7.2(목)

13:30~15:30

C2  서동민 책임연구원(KISTI)
파이썬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시각화 및 분석 서비스 만들기 

7.2(목)

13:30~16:30

C3  강동재 기술총괄(ETRI) 멀티 클라우드의 개요 및 주요기술
7.2(목)

13:30~16:30

C4
 이의진 교수(KAIST)

 김아욱 연구원(KAIST)
모바일 및 웨어러블 센서 기반 기계학습 응용 기초 

7.2(목)

13:30~16:30

H2  최승진 부사장(BARO AI) Variational Inference
7.4(토)

09:00~12:00

H3
 정진홍 연구원(서울대)

 신기정 교수(KAIST) 
Machine Learning with Graphs

7.4(토)

09:00~12:00

H4  강유 교수(서울대) 금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7.4(토)

09:00~12:00

참가 안내

* KCC2020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강좌당 50,000원입니다.

* 튜토리얼은 ZOOM 실시간 중계를 통해 방송됩니다.

* 등록자는 온라인컨퍼런스 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상세정보

C1 / 7.2(목) 13:30~15:30 / ZOOM 동영상 재생 및 이메일 Q&A

블록체인 핵심 개념 및 산업별 응용사례 김순태 교수(전북대)

최근 들어 블록체인은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자 들은 이에 대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사회적인 큰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그리고 컴퓨터공학 연구자로서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할 지에 대하여도 막연한 상황

이다. 본 튜토리얼을 통하여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블록체인

의 이슈인 STO (Security Token Offering), Facebook의 Libra등의 사회적 변화, 컨텐츠 시

장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국내 블록체인의 국내 시범 사업 등의 산업별 응용 사례를 알아본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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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7.2(목) 13:30~16:30 / ZOOM 동영상 재생 및 이메일 Q&A

파이썬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시각화 및 분석 서비스 만들기 
서동민 책임연구원(KIST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로 국내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많

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의 마스크 재고 현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를 위한 많은 서

비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API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모듈들을 활용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하고 다차원 분석하는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C3 / 7.2(목) 13:30~16:30 / ZOOM 동영상 재생 및 실시간 Q&A

멀티 클라우드의 개요 및 주요기술 강동재 기술총괄(ETRI)

최근 인공지능 및 제4차 산업혁명 트랜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래 서비스의 기반 컴퓨팅 인

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차기 기술인 “멀티 클라우드” 의 개념과 주

요 기술, 활용 사례,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 공개SW 기반으로 멀티 클라우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정

보를 공유함으로서 관련 기술에 관심이 있는 수강자분들이 실제로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C4 / 7.2(목) 13:30~16:30 / ZOOM 실시간 중계

모바일 및 웨어러블 센서 기반 기계학습 응용 기초 이의진 교수(KAIST), 김아욱 연구원(KAIST)

 

최근 모바일 및 웨어러블 센서(위치, 움직임, 심박/심전도 등)를 활용

하여 개인의 활동 및 심리 상태를 판단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 전처리, 기계학습 응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센서 데

이터를 활용한 응용 및 논문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실무

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룬다.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한 구글 코랩 기

반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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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H2 / 7.4(토) 09: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Variational Inference 최승진 부사장(BARO AI)

A probabilistic model is represented by a joint distribution over a set of hidden 

variables and a set of observed variables. Probabilistic inference involves 

calculating posterior distributions over hidden variables given the observations. 

Two big hammers for probabilistic inference include: (1) sampling methods; (2) 

variational inference (topic of today). In this talk, I begin with underlying 

mathematical preliminaries such as Shannon's entropy, KL-divergence, and 

variational methods. Then we will see how the variational method is applied to 

Bayesian hierarchical models, leading to 'variational inference'. I will explain 

how variational inference is applied to a few exemplary probabilistic models, 

including variational mixture of Gaussians, variational PCA, variational linear 

regression and variational logistic regression. Finally, I will be talking about deep 

probabilistic models with variational inference emphasized, from variational 

autoencoders to neural statisticians and neural processes. This will be a nice 3 

hour tutorial for those of you who really wish to dive into the world of 

probabilistic models.

H3 / 7.4(토) 09: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Machine Learning with Graphs 정진홍 연구원(서울대), 신기정 교수(KAIST)

본 강의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를 위한 기계학습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래프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지도 학습 방법을 통해 정적 그래프와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동적 그래프에서의 이상 현상 탐지 방법을 강의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래프에서 정점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래프 합성 네트워

크의 개념을 소개하고, 여러 그래프 합성 네트워크의 방법론에 대해서 강

의한다.

H4 / 7.4(토) 09: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금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강유 교수(서울대)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분야 중의 하

나는 금융이다. 금융은 데이터가 풍부하고, 인공지능의 통계적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가 많으며,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 활용 

가능성, 중요도가 매우 높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 인공지능 동향과 주요 응용 및 기술을 

살펴본다. 특히 보이스 피싱, 세금 사기,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사기와 같은 다양한 사기 

탐지 기술과 주식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예측 기술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 및 기술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28

분과워크샵

분과워크샵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 주관 세션명 일시

C10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AI 빅 데이터/블록체인 최신 기술 워크숍 7.2(목) 13:00~17:00

C11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머신러닝 연구회 신진 연구자 워크샵 7.2(목) 13:30~17:30

C1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연구회 오픈소스 기반 머신러닝 연구 개발 및 확산 방법론 워크샵 7.2(목) 13:30~17:00

AI 빅 데이터/블록체인 최신 기술 워크숍

C10 / 7.2(목) 13: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 채진석 교수(인천대)

프로그램위원장 : 권준호 교수(부산대)

프로그램위원 : 송하주 교수(부경대), 이상준 교수(숭실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에서 202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산업체와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관련 최신기술을 공유합니다. 데

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00~13:10  개회사

13:10~14:00  자연언어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질의 처리 기술 동향  한욱신 교수(포항공대)

14:00~14:10  휴식

14:10~15:00  Recommender systems: concept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김상욱 교수(한양대) 

15:00~15:10  휴식

15:10~16:00  블록체인 기술동향  김호원 교수(부산대)

16:00~16:10  휴식

16:10~17:00  블록체인 적용사례 (부산 및 부산규제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김정소 본부장 

(코인플러그)

분과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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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머신러닝 연구회 신진 연구자 워크샵

C11 / 7.2(목) 13:30~17:3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 최승진 CTO(BARO)

프로그램위원장 : 신진우 교수(KAIST)

조직위원장 : 한보형 교수(서울대)

실무담당 : 김세훈 연구원(Kakao Brain)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소속)

13:30~13:40 개회 및 분과 워크샵 소개

13:40~14:05 Deep Learning for Healthcare 최윤재(KAIST AI 대학원)

14:05~14:25 
Revisiting Hierarchical Approach for Persistent Video 

Prediction
홍승훈(KAIST 전산학부)

14:25~14:50 확장 가능한 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 학습 알고리즘 연구 김세훈(Kakao Brain)

14:50~15:05 Break

15:05~15:30 그래프 및 매니폴드 데이터를 위한 기계학습 기법 연구
김현우(고려대학교 

정보대학)

15:30~15:55
Optimal Sampling and Clustering in the Stochastic 

Block Model 
윤세영(KAIST AI 대학원)

15:55~16:20
Efficient Exploration in Structured Reinforcement 

Learning 

옥정슬(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16:20~16:35 Break

16:35~17:00 Set-Input Neural Networks and Amortized Clustering 이주호(KAIST AI 대학원)

17:00~17:25 Learning & Control under Uncertainty 임성빈(UNIST 산업공학과)

17:25~17: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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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오픈소스 기반 머신러닝 연구 개발 및 확산 방법론 워크샵

C12 / 7.2(목) 13:3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연구회

조직

대회장 : 이민석 학장(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그램위원장 : 허준영 교수(한성대)

프로그램위원 : 이재구 교수(국민대), 김민현 CEO(커먼컴퓨터), 김정현(커먼컴퓨터),  장래영(커먼컴퓨터), 

신수철(커먼컴퓨터)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연구회에서 (주)커먼컴퓨터와 함께 202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

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지능/머신러닝 연구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구 과정과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의 장점과 올바르게 공개하기, 잘 공개된 주요 논문의 예, 연구 결과 확

산을 위해 실제로 실행가능한 방식의 공개를 위한 기술과 도구에 관하여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준비물

노트북 + 실습 S/W (워크숍 행사전에 등록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3:30~13:40
개회사

오픈소스 논문의 중요성

이민석 학장

(이노베이션아카데미)

13:40~14:40
인공지능 연구자를 위한 논문 리뷰 1부

- Detectron2, Style-transfer, Zooming Slow-Mo
이재구 교수(국민대학교)

14:40~15:40
인공지능 연구자를 위한 논문 리뷰 2부(논문 저자 발표)

- U-GAT-IT (ICLR 2020)
김준호 개발자(네이버 클로바)

15:40~16:00 휴식

16:00~17:00
Ainize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의 오픈소스 공개

(https://ainize.ai/)
장래영(커먼커퓨터)

※ 발표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학술대회 웹사이트와 등록자에게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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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협력워크샵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 주관 세션명 일시

C5*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워크샵 7.2(목) 14:00~17:00

C6*  건국대학교 인공지능클라우드연구센터 자체워크숍 7.2(목) 15:00~17:45

C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교류 워크샵 7.2(목) 13:00~16:00

C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소브레인 SW기술개발과제 3단계 1차년도 워크샵 7.2(목) 13:30~17:30

C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 기반 도시교통 최적화 기술 교류 워크샵 7.2(목) 13:20~17:00

F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준지도학습 과제 2차년도 워크샵 7.3(금) 13:30~17:40

F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가적응형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 워크샵 7.3(금) 14:00~16:20

※ 협력워크샵은 KCC2020 참가등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표시된 워크샵은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워크샵

C5 / 7.2(목) 14: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조직

조직위원장: 최수미(세종대)

프로그램위원: 이명원(수원대), 송오영(세종대), 박우찬(세종대), 박준(홍익대), 김정현(고려대), 김용국(세종대), 

김성한(세종대), 이재환(나인브이알), 이종원(세종대), 김형남(세종대), 박정우(서틴스플로어)

초대의 말씀 /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에서 한국정보과학회 KCC2020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 ICT연구센터(ITRC) 사업으로 현재 수행중인 

‘모바일 플랫폼 기반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기술’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 공유, 성과 발표, 향후 연구진행 방향 등

에 대해 논의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05 개회사 최수미 교수(세종대)

14:05~14:15 1세부: 모바일 XR 콘텐츠 표현 기술 연구 최수미 교수(세종대)

협력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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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클라우드연구센터 자체워크숍

C6 / 7.2(목) 15:00~17:45 / ZOOM 실시간 중계

주최 및 주관 : 건국대학교 인공지능클라우드연구센터

조직

조직위원장: 김두현(건국대)

프로그램위원: 김상일(건국대, 위원장), 도경화(건국대)

초대의 말씀 /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인공지능클라우드연구센터(CLAIR)에서 202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

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클라우드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한 고성

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기술을 공유합니다. 건국대학교 ITRC 세부과제별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4:15~14:25 1세부: VR/MR/AR 환경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이명원 교수(수원대)

14:25~14:35 1세부: AR/MR 플랫폼을 활용한 특수효과 생성기술 개발 송오영 교수(세종대)

14:35~14:45 2세부: 고해상도 모바일 VR 시각/청각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박우찬 교수(세종대)

14:45~14:55 3세부: 모바일 MR의 공간 정합 연구 박준 교수(홍익대)

14:55~15:05 3세부: 모바일 인터랙션 연구 - XR 인터랙션 김정현 교수(고려대)

15:05~15:15 Q&A (1세부~3세부)

15:15~15:25 4세부: 모바일 VR 연동형 드론 및 인터페이스 개발 김용국 교수(세종대)

15:25~15:35 4세부: 자율주행자동차 VR/AR 콘텐츠 기반 기술 연구 김성한 교수(세종대)

15:35~15:45 4세부: 다수사용자간 실시간 위치 그래픽 구현기술 이재환 대표(나인브이알)

15:45~15:55 5세부: 모바일 VR 콘텐츠 제작 및 응용서비스 연구 이종원 교수(세종대)

15:55~16:05 5세부: VR 콘텐츠 제작 및 응용  김형남 교수(세종대)

16:05~16:15 5세부: VR 콘텐츠를 활용한 B2B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박정우 대표(서틴스플로어)

16:15~16:25 Q&A (4세부~5세부)

16:25~16:30 폐회사 최수미 교수(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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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5:00~15:05 개회사 김두현 센터장

15:05~15:35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력량 예측 학습모델 개발LSTM

기업 사례중심( )
유승무 수석 엔키노( )㈜

15:35~15:50 세부 연구내용1 도경화 교수

15:50~16:05 동영상 강의 지원을 위한 자동 질의응답 챗봇 김학수 교수

16:05~16:20 세부 연구내용2
김은이 교수 세부 책임(2 )

신지호 교수 세부(2 )

16:20~16:45 휴식

16:20~16:35 세부 연구내용3
하영국 교수

세부 책임(3 )

17:00~17:15 세부 연구내용4 임담섭 연구원

17:15~17:30 세부 연구내용5 진현욱 교수
세부 책임(5 )

17:30~17:45 세부 연구내용5 김영재 교수
세부(5 )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교류 워크샵

목 실시간 중계C7 / 7.2( ) 13:00~16:00 / ZOOM

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로그램 소개

의 최근 연구 개발 방향인 개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에서 수행중인 언어 청각 시각 등 복합 정보를AI AGI ETRI / /

융합하여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성장시키며 사용 자의 인지 능력을 증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인

자율성장형 복합인공지능 원천 기술 연구 의 일부인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교류 및 연구 개발용“ ” “ ”

으로 무료 개방 예정인 관련 확산을 위해 다년간 수집한 복합 모달 형태의 자율 성장 연구용 의AGI R&D DB

사전 소개를 위한 공개 워크샵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개회 선언 및 과제 개요

공개 및 챌린지 소개DB
송화전(ETRI)

13:30~14:10 자율 지식 성장 기술 단기 기억1- 김현우(ETRI)

14:10~14:30 Coffee Break

14:30~15:10 자율 지식 성장 기술 장기 기억2- 강동오(ETRI)

15:10~15:50 휴먼 이해 기술 정현태(ETRI)

15:50~16:00 Q&A 송화전(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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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엑소브레인 SW 기술개발 과제 3단계 1차년도 워크샵

C8 / 7.2(목) 13:30~17:30 / ZOOM 실시간 중계

주최 및 주관 : 엑소브레인 컨소시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솔트룩스)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엑소브레인 컨소시엄에서는 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하고 있는 엑소브레인 SW 기술개발 과제 3단계 1차년도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엑소브레인 

1/2세부 과제 주요 참여기관들의 연구분야별 최근 연구개발 진행 현황, 기술 공개 및 활용 현황,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연어처리, 질의응답, 기계학습, 딥러닝 등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원 및 학회 참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3:30~13:40 인사말
임준호 PL(ETRI)

(총괄 책임자)

[제1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진화형 Wise QA 플랫폼 기술 개발 (1세부과제)

13:40~14:10 엑소브레인 한국어 언어이해 및 질의응답 기술 소개 임준호 PL(ETRI)

14:10~14:30 Graph-based Multihop QA 맹성현 교수 연구실(KAIST)

14:30~14:50
Open-domain Relationship Extraction and Paraphrase 

Identification in Korean Sentences
최호진 교수 연구실(KAIST)

14:50~15:10 개념 표상 모델 옥철영 교수 연구실(울산대)

15:10~15:30
Memory Networks for Question Answering on Tabular 

Data
권혁철 교수 연구실(부산대)

15:30~15:50 휴식

[제2부] WiseKB: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 기술 개발 (2세부과제)

15:50~16:20 3세대 언어지능의 서막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16:20~16:40 문장 수준 관계 추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 김학수 교수 연구실(건국대)

16:40~17:00 KB-Based Proactive Conversational QA 박성배 교수 연구실(경희대)

17:00~17:20
내/외부 지식베이스와 문서독해 기술에 기반한

Open-domain QA 서비스
장두성 상무(KT)

17:20~17:30 맺음말 임준호 PL(ETRI)

* 해당 행사는 KCC2020 참가등록자만 신청가능하며, 무료 워크샵입니다.

* 과제 참여원 참석 및 외부 공개로 진행합니다.

* KCC2020 사전등록 시 '엑소브레인' 협력워크샵 체크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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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AI 기반 도시교통 최적화 기술 교류 워크샵

C9 / 7.2(목) 13:2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 말씀 /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십니까? 본 워크샵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시 교통 최적화를 통해 교통 혼잡에 기인하는 사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클라우드 엣지 기반 도시교통 브레인 핵심기술 개발” 연

구 과제 소개를 하고, AI 기반 도시 교통 최적화에 관심있는 분들과 기술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과 데이터 분

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혼잡 해결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

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20~13:30 인사말
정문영 책임

(ETRI)

지자체 현황

13:30~14:00 대전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 확장 계획
이창희 주무관

(대전시)

14:00~14:30 세종특별자치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김창현 주무관

(세종시)

14:30~14:45 휴식

교통 전문가 세미나

14:45~15:30 도시 내 연속류 및 단속류 교통상태 예측 기술
박호철 교수

(명지대학교)

15:30~16:15 신호 최적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전략 수립
박민주 교수

(한남대학교)

16:15~16:30 휴식

과제 소개

16:30~17:00 클라우드 엣지 기반 도시교통 브레인 핵심기술 개발
정문영 책임

(ETRI)

17:00~ 정리
 정문영 책임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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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지도학습 과제 2차년도 워크샵

F6 / 7.3(금) 13:30~17:4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복합지능연구실

초대의 말씀 /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십니까? 본 워크샵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준지도학습형 언

어지능 원천기술 및 이에 기반한 외국인 지원용 한국어 튜터링 서비스 개발” 과제의 2차년도 워크샵으로, 연구개

발 진행 현황과 향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자

13:30-13:40 개회사 및 과제 개요 권오욱 박사(ETRI)

13:40~14:10 대화처리 발표 권오욱 박사(ETRI)

14:10~14:40 음성인식 발표 전형배 박사(ETRI)

14:40~14:50 휴식

14:50~15:15 문서 요약기술을 활용한 Conversation-by-Reading 챗봇 기술연구 김학수 교수(건국대)

15:15~15:40 대화 자동평가를 위한 학습 기반 조합형 의미벡터 학습기술 연구 정상근 교수(충남대)

15:40~15:50 휴식

15:50~16:15 외부자원을 이용한 종단형 목적지향 대화처리 기술연구 차정원 교수(창원대)

16:15~16:40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법론 연구(서울교대)  홍선호 교수(서울교대)

16:40~16:50 휴식

16:50~17:15 음성 변환을 활용한 종단간 음성인식기의 준지도 학습 연구 권오욱 교수(충북대)

17:15~17:40 외국인의 한국어 작문 자동 평가용 학습코퍼스 구축  장태엽 교수(한국외대)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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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자가적응형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 워크샵

F7 / 7.3(금) 14:00~16:2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 말씀 /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DX원천기술연구실에서 ‘상황변화에 자율 대처하는 자가적응형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대하여 소개하고자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산업체와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머신러닝 연구 개발 기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머신러닝 분야의 주

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4:00~14:10 개회사

14:10~14:40 SAIL(self-adaptive incremental learning) 기술(30’) 김철호(ETRI)

14:40~15:10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적응적 점진학습

(Adaptive Incremental Learning) 기법 (30’)
김성환(KAIST)

15:10~15:40 시스템생물학 분석을 통한 브레인 네트워크의 설계 원리 탐구 (30’) 강의룡KAIST)

15:40~16:00 머신러닝 연계 self-describing 스마트 데이터 관리 기술(20’) 유재준(ETRI)

16:00~16:20 지능형 빅데이터 탐색활용 핵심 기술(20’) 원희선(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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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정표

Oral 발표는 동영상 발표와 Zoom Live Q&A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컨퍼런스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월 02일(목)

세션 시간 분야 좌장

A1 10:00~11:00 컴퓨터시스템Ⅰ 김영재(서강대)

A2 10:00~11:00 인공지능Ⅰ 전수빈(대구가톨릭대)

A3 10:00~11: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Ⅰ 허준영(한성대)

A4 10:00~11:00 전산교육시스템 이영석(강남대)

A5 10:00~11:00 국방 소프트웨어 류연승(명지대)

B1 11:00~12:00 컴퓨터시스템Ⅱ 송민석(인하대)

B2 11:00~12:00 인공지능Ⅱ 홍참길(한동대)

B3 11:00~12: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Ⅱ 박문주(인천대)

B4 11:00~12:00 사물인터넷 임선환(ETRI)

B5 11:00~12:00 프로그래밍 언어 정영범(퓨리오사AI)

▶ 07월 03일(금)

세션 시간 분야 좌장

D3 09:00~10:30 인공지능Ⅲ 이효종(전북대)

D4 09:00~10:30 소프트웨어공학 도경화(건국대)

D5 09:00~10:00 데이터베이스Ⅰ 채진석(인천대)

E3 10:30~12:00 인공지능Ⅳ 도경화(건국대)

E4 10:30~12:00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박수현(동서대)

E5 10:00~11:00 데이터베이스Ⅱ 서동민(KISTI)

E6 11:00~12:00 데이터베이스Ⅲ 권준호(부산대)

▶ 07월 04일(토)

세션 시간 분야 좌장

H5 09:00~10:30 인공지능Ⅴ 곽노윤(백석대)

H6 09:00~10:30 언어공학Ⅰ 류법모(부산외대)

H7 09:00~10:3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H8 09:00~10:30 컴퓨터시스템Ⅲ 서의성(성균관대)

H9 09:00~10:30 컴퓨터이론 나중채(세종대)

I5 10:30~12:00 인공지능Ⅵ 고병철(계명대)

I6 10:30~12:00 언어공학Ⅱ 최성필(경기대)

I7 10:30~12:00 고성능컴퓨팅 이재환(한국항공대)

I8 10:30~12:00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곽노윤(백석대)

I9 10:30~12:00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Oral Session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 39

Oral Session

Oral Session 진행방법

1. 발표자

① 인덱스(세션명 및 발표순서)를 확인합니다. 

② 온라인 컨퍼런스(6.30오픈)에 로그인하면 논문발표 동영상과 ZOOM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 ZOOM에 접속합니다.

④ 발표시간은 총 5분(간단한 논문 개요 소개 2분, Q&A 3분)입니다.

2.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세션명, 일시, ZOOM 링크를 확인합니다.

② 온라인 컨퍼런스(6.30오픈)에 로그인하면 논문발표 동영상과 ZOOM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 ZOOM에 접속합니다. 

④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발표시간은 총 5분(간단한 논문 개요 소개 2분, Q&A 3분)입니다.

⑥ Q&A시간에 채팅창에 입력된 일반청중의 질문은 좌장이 확인하여 발표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보혜 주임(bhpark@kiise.or.kr /02-588-9247)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A1 10:00~11:00 컴퓨터시스템Ⅰ 김영재(서강대)

A1-01 보안 컨테이너 런타임 보안성 측정 기법

양지혁･탁병철(경북대)

A1-02 P2PCheck: 오픈 뱅킹 API 를 활용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의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 디지털 수표 

플랫폼

홍상원･노융두･황제영･박찬익(포항공대)

A1-03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실시간 매물 분석 시스템 개발

정현준･송규원･김영훈･김선겸(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1-04 가상 스캔 매칭을 이용한 3차원 점군 지도의 품질 평가

백한나･김강희(숭실대)

A1-05 이질적인 과학기술 서비스간의 사용자통합인증체계 지원 방안

황윤영･이혜진･최희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1-06 다중 서버 기반 웹 서비스에서 하트비트를 이용한 서비스 안정화 방안 연구

김석진･박준홍･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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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A2 10:00~11:00 인공지능Ⅰ 전수빈(대구가톨릭대)

A2-01 시맨틱 얼굴 이미지 분할과 Triplet Loss를 활용한 얼굴 인식 기법

고범연･김현우･유제혁･황인준(고려대)

A2-02 [우수논문] Self-attention을 활용한 효율적인 이미지 리타겟팅 기법

이은주･장수진･조윤성･김재원･김영빈(중앙대)

A2-03 RRF: A Novel Technique for Forcing 3D CNN to Rethink about Temporal Features 

Using RGB and Residual Frames

Md Imtiaz Hossain･Luan N.T. Huynh･Md Alamgir Hossain･Md Delowar Hossain･Junyoung Park･
Seung-Jik Kim･Eui-Nam Huh(경희대)

A2-04 [우수논문] Non-Zero Bitmap (NZB) 인덱싱: CNN 모델 등 희소행렬과 집행렬이 혼재된 모델을 

위한 효율적인 행렬 표현 방식

한치원･기민관･박기호(세종대)

A2-05 이미지 질의응답을 위한 사람과 기계의 시각적 주의 집중 분석

이혁기･허유정･장병탁(서울대)

A2-06 딥러닝 기반 실시간 인체 영역 세그멘테이션 및 포즈 추정

이민영･전혜원･김인중(한동대)

A2-07 텍스트 기반 얼굴 감정표현 비디오 생성

한종호･신현광･최규상(영남대)

A2-08 인스턴스 분할을 이용한 포토 리뷰 적합성 평가 기법

조성국･김형준･황인준(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A3 10:00~11: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Ⅰ 허준영(한성대)

A3-01 비  공유 방식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

최수정(동아대), 정재화(방통대)

A3-02 악성 Enclave의 악의적 행동 방지를 위한 신뢰 가능한 중개 Enclave 활용 방안 

김영기･문수정･김윤서･이원준(고려대)

A3-03 내부자 침입탐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분리 표현 학습

고광명･부석준･조성배(연세대)

A3-04 Track and Trace Solutions to Combat Counterfeiting in Healthcare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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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05 [우수논문] 피싱 URL 분류를 위한 컨볼루션-순환 트리플렛 신경망 기반 웹주소 특징공간의 학습

부석준(연세대), 강호준(패스트캠퍼스), 김혜정(경일대)

A3-06 딥 러닝을 활용한 ROP 공격의 탐지

이현규･김종욱･표창우(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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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A4 10:00~11:00 전산교육시스템 이영석(강남대)

A4-01 온라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코드 연계형 대화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김종은･전영원･홍신(한동대)

A4-02 인공지능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향 제언

배진아(제주대), 이경희(호서대), 조정원(제주대)

A4-03 [우수논문] 컴퓨팅 사고력 수행 평가에 대한 제언

이정훈(제주대), 이경희(호서대), 조정원(제주대)

A4-04 온라인 코딩테스트 실습으로 보는 학업 성취도 상관 관계 분석 사례 

문현수･김수현･이영석(충남대)

A4-05 BEGAN을 이용한 광각 안저사진 합성 연구

고아라･류혜인･조정원(제주대)

A4-06 딥러닝 기반 실종 반려견 검색 시스템

김민혜･김성현･조정원 (제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A5 10:00~11:00 국방소프트웨어 류연승(명지대)

A5-01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개발전략

김의순(한국국방연구원)

A5-02 Dynamic Rule Processing based on the RETE Algorithm for Continuous Spatiotemporal 

Complex Event Processing
Rahman Muhammad Habibur･Lim Dongjun･Lee Jiwan･Hong Bonghee(부산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B1 11:00~12:00 컴퓨터시스템Ⅱ 송민석(인하대)

B1-01 SSD 성능 향상을 위한 블록 계층에서의 데이터 순서화 기법 

한재현･주광우･이은서･이상진･손용석(중앙대)

B1-02 On-Board RAID의 동작 및 성능 분석

전민식(KAIST), 박찬현(SK하이닉스)

B1-03 SSD를 위한 병렬적 가비지 컬렉션 기법 

주광우･한재현･이상진･이은서･손용석 (중앙대)

B1-04 사전할당 옵션에 따른 가상 디스크 성능 분석 

이민호･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B1-05 I/O 쓰레드 수 에 따른 NVMe 멀티 큐 성능 및 형평성 분석

이인영･송용주･이성우･엄영익(성균관대)

B1-06 이기종 스토리지 기반 Ceph 플랫폼에서 데이터 배치 성능 분석 

촘소판하피치･최종무(단국대)

B1-07 [우수논문] 비휘발성 메모리 인덱스 성능 분석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B1-08 [우수논문] PCIe 기반 FPGA 보드를 위한 DMA 컨트롤러 구현 및 분석

김희훈･이재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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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B2 11:00~12:00 인공지능Ⅱ 홍참길(한동대)

B2-01 [우수논문] 효과적인 음향잡음 제거를 위한 사전 훈련된 생성자 기반 적대적 생성망

임경현･조성배(연세대)

B2-02 이동형 조작 로봇을 위한 오토인코더 기반 멀티모달 이상탐지 방법

유영재･이충연･장병탁(서울대)

B2-03 종단형 음성인식에서의 인식 유닛에 따른 언어모델 평가

전형배･강병옥･정훈･오유리･이윤경･강점자･박전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B2-04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도심지 교통 소리 분류

이홍석･오현정･Nam Bui Khac Hoai･조지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B2-05 불균형 음성 데이터의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한 피치 쉬프팅과 업 샘플링 기법 연구

- 파킨슨병 환자 목소리 분석을 중심으로

채진영･이수민･홍영준(동국대), 박정이(동국대 일산병원), 김지희(동국대)

B2-06 DeepASMR: 딥러닝 기반의 ASMR 플랫폼

문지영･고형석(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B3 11:00~12: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Ⅱ 박문주(인천대)

B3-01 하이브리드 기계학습을 이용한 난독화 된 클래스 식별 

김민기･김대한･이원욱･황창하･조성제(단국대), 박민규･한상철(건국대)

B3-02 DGA 분류를 위한 GRU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 

남궁주홍･손시운･문양세(강원대)

B3-03 적대적 공격을 이용한 객체 탐지 모델의 취약성 검증

이효준･이철기･이수안･이우기(인하대)

B3-04 CNN을 사용한 이미지 기반의 안드로이드 멀웨어 패 리 분류

강문영･박성현･박지현･조성제(단국대), 박민규(건국대)

B3-05 벡터화 경로 데이터에 노이즈 추가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박수경･라시드･이철기･이수안･이우기(인하대)

B3-06 [우수논문] 머신러닝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멀웨어 탐지에서 API 콜의 효과 분석

박성현･강문영･박지현･조성제(단국대), 한상철(건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B4 11:00~12:00 사물 인터넷 임선환(ETRI)

B4-01 엣지클라우드를 활용한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의 부하 예측 

송병주･허의남(경희대)

B4-02 백스캐터 통신을 위한 signal to signal 변환 모델 

정신기･김유성(성균관대)

B4-03 [우수논문] IoT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 서비스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대화형 서비스 조합 모델

김상훈･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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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04 지능형 로봇 및 IoT 환경 연계 서비스 개발을 위한 복합 IoT 장치 및 서비스 가상화

이현규･이종욱･최병기･이재호(서울시립대)

B4-05 사용자 이동 경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분산 IoT 레지스트리 관리 방법

이문영･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B4-06 소셜 차량 IoT 환경에서 신뢰성 정보 공유를 위한 차량 신뢰도 계산

백연희･최도진･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2일 B5 11:00~12:00 프로그래밍 언어 정영범(퓨리오사AI)

B5-01 [우수논문] 입출력 예제로부터 JavaScript 프로그램 자동 생성

조정민･이우석(한양대)

B5-02 코드 커버리지 기반의 안드로이드 데모 어플리케이션 생성 기법

이제형･이우석(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D3 09:00~10:30 인공지능Ⅲ 이효종(전북대)

D3-01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법과 이미지 기반의 연기 배출량 예측

곽경민･노영주(한국산업기술대)

D3-02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행동기반 눈 움직임 이벤트 탐지

유상봉･김예진･손혜숙･장윤(세종대)

D3-03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점진적 학습 모델에 대한 성능 하락 요인 분석

김종영･최동완(인하대)

D3-04 [우수논문] 동적 텍스처 인식을 위한 스택형 ConvLSTM의 기반의 2 스트림 컨볼루션 네트워크 

Md Azher Uddin･Young-Koo Lee(경희대)

D3-05 [우수논문] GAN 기반 시점 변환을 통한 차량 영상 데이터 확장

선한결･이명희･김인중(한동대)

D3-06 Facial Emotion Recogni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on Repetitive 

Learning Blocks Approach

Enkhzul Enkhtaivan･Tosin A. Adesuyi･Sunmyeng Kim(금오공대)

D3-07 딥러닝 기반 피사체 시선 추적을 통한 캡션 생성 시스템

정지은･최용석(한양대)

D3-08 약한 지도 학습 기반 비디오에서의 행동 경계 탐지

박소영･최용석(한양대)

D3-09 Canny 엣지 검출방법을 활용한 Parallel 모델의 자동차 이미지 분류

이동은･김진우(연세대), 김태현(현대모비스)

D3-10 [우수논문] Complement Entropy를 이용한 불균형 데이터의 학습

김예찬･이윤관･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D3-11 HomeGAN: 향상된 건축 도면 생성을 위한 2 단계 적대적 생성 신경망

김용현(연세대), 온승엽(한국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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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D4 09:00~10:30 소프트웨어공학 도경화(건국대)

D4-01 [우수논문] 구조적 성질을 활용한 심층신경망의 정형검증 기법

정문현･배경민(포항공대)

D4-02 서브타입 다형성을 갖는 하위 클래스 간 유닛 테스트 교차 검사를 통한 효과적인 비일관성 오류 검출

전주영･홍신(한동대)

D4-03 [우수논문] 모바일 프로그램의 런타임 예외에 대한 온라인 Q&A 검색 및 제안 시스템

이민석･권영우(경북대)

D4-04 사례연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결함 분류

김유빈(라인플러스), 김보운(AB&I), 구상모･이재의･임지훈･진연진･차영호･황민(라인플러스)

D4-05 버그 리포트와 소스코드의 특징 추출과 Seq-GAN을 활용한 자동 버그 정정 기법 

양근석･최현호･이철훈･이병정(서울시립대)

D4-06 자동차 소프트웨어 교차-프로젝트 결함 예측을 위한 전이 학습 모델 비교 연구

최정환･류덕산･김순태(전북대)

D4-07 자동화 도구의 강건성을 위한 모델 기반 테스트 생성 기법

김동영･최윤자(경북대)

D4-08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버그리포트 해결 기술을 위한 적응형 필터 연구

김영경･김미수･이은석(성균관대)

D4-09 옳은 패치 생성 효율 증대를 위한 구조적 정보 관점에서의 과거 패치 분석

허진석･정호현･이은석(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D5 09:00~10:00 데이터베이스Ⅰ 채진석(인천대)

D5-01 신경망을 이용한 편집 거리 근사법

안영준･심규석(서울대)

D5-0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단어 이동 거리의 근사 

구한준･심규석(서울대)

D5-03 이미지 분류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위한 스니펫 생성

이국곤･이웅희･김영훈(한양대)

D5-04 임베딩 드롭아웃을 활용한 세션 기반 신경망 추천 모델의 성능 개선

문재완･최민진･이종욱(성균관대)

D5-05 아파치 스톰 기반 분산 딥러닝 추론 시스템

문효종･남궁주홍･길명선･문양세(강원대)

D5-06 리뷰 기반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추천시스템 개선

유성욱･구한준･심규석(서울대)

D5-07 딥러닝에 기반한 문학 소설 데이터에서의 이벤트 추출

전지윤･김철연(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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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E3 10:30~12:00 인공지능Ⅳ 도경화(건국대)

E3-01 온라인 준지도 능동학습 모델에 대한 머신티칭 기법

황인준･장병탁(서울대)

E3-02 [우수논문]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감소를 위한 적대적 오토인코더의 상호정보 분석

김진영･조성배(연세대)

E3-03 Resource Allocation for Federated Learning over Wireless Networks: A Matching Game 

Approach

Latif U. Khan･Choong Seon Hong(경희대)

E3-04 연합학습 과정에서의 양자화 매개변수 학습

김유준･홍충선(경희대)

E3-05 딥뉴럴 네트워크 공격을 위한 보편적 적대적 이미지 스탬프 생성

장기림･김종우･김영훈(한양대)

E3-06 다상 합성곱 신경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훈련 기법

최규식･장정규･양회석(아주대)

E3-07 [우수논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화된 신경망 추출을 위한 조건부 지식 증류 기법

김학빈･최동완(인하대)

E3-08 [우수논문] 다단계 검증 학습에 기반한 다중 출력 신경망

송화전･정의석･한란･유병현･박경문･김현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E3-09 [우수논문] 클래스 불균형 상황의 불완전 데이터 분류를 위한 다중 결측 대체법 기반 오버샘플링 방법

신교함･한종민･강석호 (성균관대)

E3-10 Generative Adversarial Nets를 이용한 범주 불균형 분류 문제에서의 지능적 데이터 생성

조원근･김동일(충남대)

E3-11 결측 대체 불확실성을 고려한 불완전 데이터의 능동학습 방법

한종민･강석호(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E4 10:30~12:00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박수현(동서대)

E4-01 [우수논문] 차량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이동경로 예측에 기반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문성원･임유진(숙명여대)

E4-02 [우수논문]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딥 러닝 연산 오프로딩의 병렬 최적화

신광용･문수묵(서울대)

E4-03 AM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I-R Drop 고려의 Aging map 생성 연구

임성근･김영진(아주대)

E4-04 고성능 SSD 환경에서 포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형 I/O 폴링 기법

오권제･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E4-05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비용을 고려한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 배포 방법

손정연･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46

Oral Session

E4-06 농약 살포 주행체의 분사각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한승의･박효현･이은진･김흥수･곽호영 (제주대)

E4-07 지연시간 제약을 가지는 종속 태스크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오프로딩 기법

구설원･임유진(숙명여대)

E4-08 ADS-B 신호를 이용한 무선 측위

류형욱･최성희(KAIST)

E4-09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 기반 MEC 콘텐츠 캐싱

김희수･임유진(숙명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E5 10:00~11:00 데이터베이스Ⅱ 서동민(KISTI)

E5-01 프로버넌스 기반 인-메모리 동적 그래프 압축 기법 

신보경･이현병･최도진･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E5-02 공통 데이터 모델에서 동형암호화를 사용한 민감 헬스케어 정보 보호 방법

김종혁･임효상(연세대)

E5-03 공개 데이터와 COVID-19: 범유행과 위키피디아의 상관성 분석 

정창욱･Sun Geng(KAIST, IBS), Diego Saez-Trumper(위키미디어 재단), 

홍인호(막스플랑크 연구소), 차미영(KAIST, IBS)

E5-04 다중 쿼리 처리 시스템의 공유 계산에 대한 조사

Md. Arif Rahman･Mostofa Kamal Rasel･Young-Koo Lee(경희대)

E5-05 성능 분석을 통한 PG-Strom의 효율적인 운용 환경 구축 방법

김성현･서영균(경북대)

E5-06 [우수논문] 원소들의 순서 및 시간 간격을 모두 고려하는 이상 시퀀스 탐지 기법

이주연･이기용(숙명여대)

E5-07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차 도메인 추천

김영빈･홍대영･심규석(서울대)

E5-08 공간 키워드 유사도 기반의 부분적 집단 공간 키워드 질의처리 기법

이아현･박 석(서강대)

E5-09 [우수논문] 분산병렬 클러스터를 이용한 GVCF(Genome Variant Call Format) 파일 정렬/병합

이진우･원정임･윤지희(한림대)

E5-10 구분적 상수 메커니즘 기반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평점 데이터 공개 알고리즘

홍대영･정우환･심규석(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3일 E6 11:00~12:00 데이터베이스Ⅲ 권준호(부산대)

E6-01 [우수논문] DISIVR: Distributed Deep Feature Indexer for Video Big Data Retrieval on Spark

Muhammad Numan Khan･Aftab Alam･Md. Anwarul Isl99am･Jawad Khan･Young-Koo Lee(경희대)

E6-02 [우수논문] RocksDB의 Column Family 간 성능간섭 현상 분석

이호영･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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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03 비디오 분석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간 결과 관리 기법

Aftab Alam･Jawad Khan･Muhammad Numan Khan(Kyung Hee University), Shah Khalid(Jiangsu 

University), Young-Koo Lee(Kyung Hee University)

E6-04 블록체인을 위한 KV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분석

김재윤･문수묵(서울대)

E6-05 GPU 가속 기반 SQL 엔진의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추하원･서영균(경북대)

E6-06 한정된 자원을 고려한 집단 여행 계획 질의 처리

이준규･박석(서강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H5 09:00~10:30 인공지능Ⅴ 곽노윤(백석대)

H5-01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심전도 기반의 호흡 상태 분류

김서영･서대웅･서영균(경북대)

H5-02 데이터 증강 기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향상된 움직임 심상 뇌-기계 인터페이스

이현규･이지학･최영석(광운대)

H5-03 헬스케어 예측을 위한 전자 건강 기록 기반 그래프 컨볼루션 모델

Yinhua Piao･이상선･김선(서울대)

H5-04 [우수논문] 변수 중요도를 차등하게 학습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 약제 복용 부작용 

예측

방선주･지종호･신현정(아주대)

H5-05 조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뇌 영역간 지역적 관계 표현 학습

이지연･고원준･강은송･석흥일(고려대)

H5-06 Evolvable Symptom-Disease Investigator for Smart Healthcare Decision Support System

Kyi Thar･Ki Tae Kim･Ye Lin Tun･Chu Myaet Thwal･Choong Seon Hong(경희대)

H5-07 유전자 발현 변화량과 약물 구조 정보를 이용한 심층 신경망 모형 기반 약물 표적 단백질 예측

장광훈･박정수･박성준･김선규･장부루･최용화･강재우(고려대)

H5-08 다중-크기 다중-인스턴스 학습 기반 해석 가능한 알츠하이머병 진단 모델

박창현･석흥일(고려대)

H5-09 임상 상태 예측을 위한 자가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 불규칙적 시계열 전자건강기록 데이터 모델링

이유림･전은지･석흥일(고려대)

H5-10 움직임 상상 뇌전도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일반화 Lp-norm 기반의 강건한 공통 공간 패턴 기법

이지학･이현규･최영석(광운대)

H5-11 데이터 증대와 전이학습의 CNN 기반 위내시경 분류/분할 성능 개선 효과 검증

강명인･강석호(성균관대), 오규협(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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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H6 09:00~10:30 언어공학Ⅰ 류법모(부산외대)

H6-01 [우수논문] 단순 규칙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데이터 증강 방법

김기훈･이창기(강원대), 임준호･김현기(ETRI)

H6-02 [우수논문] 의료 조언을 위한 질문 의도 인식: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의도 분류

이태훈･김영민･정은지･나선옥(한양대)

H6-03 ALBERT를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감성분석, 개체명 인식, 기계독해

이영훈･나승훈(전북대), 최윤수･이혜우･장두성(KT)

H6-04 한국어 의미역 결정을 위한 BERT 기반 데이터 증축 기법

배장성･이창기(강원대), 임준호･김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H6-05 기계 번역에서 기계 독해 기술을 이용한 마크업 처리

정영준･이창기(강원대), 김준석･이성민･류우종(현대자동차)

H6-06 의미틀 저차원 좌표변환 및 회귀 기반 의미벡터 학습 방법

황태욱･정상근･서혜인･김현지(충남대)

H6-07 시각 그라운딩된 (Visually Grounded)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이종현･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H6-08 [우수논문] Low-resource 음성인식에서의 Discriminative Vector 학습을 위한 Self-attentive 

Layer

박호성･서순신･손현수･김창민･김지환(서강대)

H6-09 [우수논문] 지식 증류를 이용한 한국어 RoBERTa의 경량화

강동찬･나승훈(전북대), 최윤수･이혜우･장두성(K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H7 09:00~10:3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H7-01 Proactive P2P Energy Sharing for a Community via PSO-based Stochastic Optimization

Luyao Zou･Choong Seon Hong (경희대)

H7-02 전이학습 기반의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월간 전력수요 예측기법

박성우･황인준(고려대)

H7-03 A Human Detection Model for UAV-Assisted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u Myaet Thwal･Kyi Thar･Ye Lin Tun･Choong Seon Hong(경희대)

H7-04 Federated Learning Based Energy Demand Prediction of Individual Households

Ye Lin Tun･Kyi Thar･Chu Myaet Thwal･Choong Seon Hong(경희대)

H7-05 [우수논문] 블록체인과 영지식 증명에 기반한 스마트 홈 디바이스 보안관리 방식

박준범･장성주(한국과학기술원)

H7-06 Optimizing the System Utility of Vehicles in Vehicular Ad Hoc Network

Pyae Sone Aung･Choong Seon Hong(경희대)

H7-07 항공 영상 내 물체의 정확한 면적 측정을 위한 외곽선 검출 방법

한윤성･김수종･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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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H8 9:00~10:30 컴퓨터시스템Ⅲ 서의성(성균관대)

H8-01 OpenMP 디바이스 컨스트럭트의 CUDA 소스 코드로의 변환

박대영･이재진(서울대)

H8-02 [우수논문] 인메모리 분석 프레임워크의 캐시 성능 이득 예측 모델

정민섭･박성수･한환수(성균관대)

H8-03 뉴럴 네트워크 채널 Pruning을 통한 Inference 성능 변화 분석 및 최적화

최경환･박영준(한양대)

H8-04 딥러닝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적정 프로세스 수 예측방법

한윤성･전수빈･서동만(대구카톨릭대)

H8-05 [우수논문] 자율주행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확률적 응답시간 분석

이효은･김강희･이길호(숭실대)

H8-06 멀티채널 라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차선 탐지 방법

최규진･김강희(숭실대)

H8-07 엔진-변속기 통합제어기를 위한 SW 결함 전파 방지 기술 연구

최재형･유민수(한양대)

H8-08 모바일 GPU 대상 커널 특화 런타임 DVFS 시스템

이새한･박영준(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H9 9:00~10:30 컴퓨터이론 나중채(세종대)

H9-01 [우수논문] 이진인코딩을 이용한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 병렬화

박경빈･김영호･심정섭(인하대)

H9-02 Aho-Corasick 오토마타를 이용한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 병렬화

박소민･김영호･심정섭(인하대)

H9-03 해싱기반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의 검색단계 병렬 계산

박진혁･김영호･심정섭(인하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I5 10:30~12:00 인공지능Ⅵ 고병철(계명대)

I5-01 구조적 주의 집중 모델을 활용한 지식 기반 시각 질의 응답

허유정(서울대), 김은솔(카카오브레인), 최우석･장병탁(서울대)

I5-02 [우수논문] Dynamics에 적응하는 잠재 Actor-Critic: 잠재 변수 모델을 가진 효율적인 심층 강화학습

이동민･정창훈･장병탁(서울대)

I5-03 인간-객체 상호작용 탐지를 위한 양방향 지식 분석 그래프 신경망

구자봉･조근식(인하대)

I5-04 단어 위치 정보를 이용한 Sequence-to-sequence 모델 기반 오류 수정 학습

서현태(연세대), 정민영･정혜동(전자부품연구원), 한요섭(연세대), 고상기(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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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05 임베딩 레이어와 LSTM을 적용한 문자메시지 일정 관련 키워드 추출

이상원･최원익(인하대)

I5-06 [우수논문] 교차-엔트로피 샤플리를 이용한 경량 서로게이트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설계

정미라･김상원･고병철(계명대)

I5-07 소셜 그래프에서 정점의 이웃 이용하여 가짜 계정의 분류법

비욘 베벤씨･나그맛 나자로프･장병탁(서울대)

I5-08 비정치적인 질문으로 정치성향 예측하기 : CNN기반 설문 빅데이터 분석기법

김은지･윤예빈(숙명여대), 박성용(굿윌헌팅주식회사), 강남우(숙명여대)

I5-09 관계 추출을 위한 자가 적응형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조충현･최용석(한양대)

I5-10 엔트로피 정규화를 통한 로봇 행동 복제 메타 학습

김준호･김민지･이민수･장병탁(서울대)

I5-12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Randomly Wired Neural Network의 다중 목적 구조최적화

곽유영(고려대), 김낙일(카이스트), 박경찬(고려대), 최용석･조동연(SK텔레콤)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I6 10:30~12:00 언어공학Ⅱ 최성필(경기대)

I6-01 TGST : 트랜스포머 기반의 한국어 생성적 스타일 변환

박다솔(창원대), 장두성(KT), 차정원(창원대)

I6-02 재무 용어 분류를 위한 용어 및 레이블 표현 기법

윤수환･박성배(경희대), 송현제(전북대)

I6-03 심볼릭 제약을 반영한 뉴럴 자연언어처리

홍승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I6-04 멀티태스크 학습을 이용한 대화 상태 추적 시스템

신창욱(창원대), 장두성(KT), 차정원(창원대)

I6-05 세로 합성곱과 시퀀스 정보를 활용한 한국 고문서 문자 인식

안준혁･진교훈･위정아･김신영･김영빈(중앙대)

I6-06 한글 자소분리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 탐지방법

박종혁(성균관대), 조소영(광운대), 이종혁(성균관대), 임현태(광운대), 정윤경(성균관대)

I6-07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민진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I6-08 관계성 학습을 이용한 자연어이해 영역에서의 유사구조 문장 벡터 학습방법

서혜인･정상근･황태욱･김현지(충남대)

I6-09 개체-문맥 간 상호 주의 집중을 이용한 문서 단위 관계 추출

박성식･김학수(건국대)

I6-10 관용구 기계번역을 위한 한-영 데이터셋 구축 및 평가 방법

최민주(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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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4일 I7 10:30~12:00 고성능컴퓨팅 이재환(한국항공대)

I7-01 [우수논문] Improvement of Parallel Matrix Multiplication routines in ScaLAPACK by using 

blocked matrix multiplication algorithm on Intel KNL clusters with AVX-512

응웬티미뚜엔･박유상･최재영(숭실대)

I7-02 GPU 통합 가상 메모리 상 선-적재 기법 분석

장세원･김현준･한환수(성균관대)

I7-03 [우수논문] 파이프라이닝을 통한 효율적인 딥러닝 모델 병렬화 수행 방안

최현성･이명성･이재환(항공대)

I7-04 다중 디바이스 기반 Ceph 시스템에서의 메타데이터 관리 오버헤드 분석

이성우･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

I7-05 파이프라이닝을 통한 효율적 데이터 무결성 검증

김화정･염헌영(서울대)

I7-06 HPC 컨테이너의 성능 비교 연구

채윤창･이재륜･탁병철(경북대)

I7-07 고성능 메모리 환경에서 파이썬 기반 딥러닝의 분산 처리를 위한 통신 성능 분석

우정훈･최현성･이재환(한국항공대)

I7-08 LVM 환경에서 컨테이너의 볼륨 배치 방식에 따른 성능 분석

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I7-09 분산 파일시스템 응용의 스토리지 성능 영향성 분석

정서현(KAIST), 박찬현(SK하이닉스)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I8 10:30~12:00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곽노윤(백석대)

I8-01 [우수논문] 명시야 전체 슬라이드 영상의 음영 보정 방법

탁윤오･최장훈･엄종현(한국광기술원), 엄주범(단국대), 박안진(한국광기술원)

I8-02 [우수논문] 다트 던지기 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격자구조 샘플링

고지은･이성길(성균관대)

I8-03 Performance analysis of Chinese Remainder Theorem for Data Compression

아흐마드 이자즈･신석주(조선대)

I8-04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의류 디자인 기술 사업화 : 패션 업계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술 인터페이스 

설계 사례

홍채원(한양대, 디자이노블), 이건일･신기영(디자이노블)

I8-05 혼합현실 상에서 가상물체를 휘두를 때 인지되는 질량에 변화를 주는 인터액션 기법

박관모･서진욱(서울대)

I8-06 군집 기반 색상 팔레트 비교

김수지･최성희(KAIST)

I8-07 이미지처리 기법을 이용한 선박 야간 등화 분류

유상록･이건명(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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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07월 04일 I9 10:30~12:00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I9-01 Impact of Segment Duration on the Performance of Adaptive Streaming Algorithms over 

Mobile Networks

Waqas ur Rahman･Seung-jin Lee･Subina Khanal･Youngmin An･Eui-Nam Huh(경희대)

I9-02 [우수논문]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방안

이민경･홍충선(경희대)

I9-03 Update and Channel Aware User Selection with Bandwidth Allocation for Federated 

Learning in Wireless Networks

Chit Wutyee Zaw･Choong Seon Hong(경희대)

I9-04 Energy-Efficient User Associ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in MEC-Enabled UAV-Assisted 

Network

Nway Nway Ei･Choong Seon Hong(경희대)

I9-05 Channel Prediction in Vehicular Networks: A Gaussian Process Regression-Based Approach

Madyan Alsenwi･Shashi Raj Pandey･Choong Seong Hong(경희대)

I9-06 [우수논문] Decentralized Operation of Multiple Federated Learning Services in Multi-access 

Edge Computing

Minh N. H. Nguyen･Huy Q. Le･Choong Seon Hong(경희대)

I9-07 인터넷 혼잡 제어를 위한 전지적 관측 기반 강화 학습

김승현･김유성(성균관대)

I9-08 [우수논문] A Risk-sensitive Social Distance Recommendation System via Bluetooth Towards 

the COVID-19 Private Safety

Md. Shirajum Munir･Do Hyeon Kim･Sarder Fakhrul Abedin･Choong Seon Hong(경희대)

I9-09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엣지 컴퓨팅 기반의 세그먼트 프리패칭 기법

박진호･정광수(광운대)

I9-10 IPTV 멀티캐스트 서비스 상 캐시 서버를 이용한 효과적인 패킷 손실 복구 기법

주현철･김인태･이대붕(SKT)

I9-11 다중 클라이언트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사용자 관심도 기반의 적응 프레임워크

김민수･정광수(광운대)

I9-12 컴퓨터 과학 분야의 유망기술별 우리나라 지식생산, 지식구조와 네트워킹에 관한 분석

: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비교

오지선(KAIST), 김문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덕희(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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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정표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 고성능컴퓨팅 한혁(동덕여대)

P2 국방소프트웨어 류연승(명지대)

P3 데이터베이스 문양세(강원대), 이재길(KAIST)

P4 모바일응용및시스템 박수현(동서대), 유동희(부산가톨릭대)

P5 사물인터넷 최진철(ETRI)

P6 소프트웨어공학 김순태(전북대)

P7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P8 언어공학 정상근(충남대), 이현아(금오공대)

P9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P10 인공지능

최희열(한동대), 김지환(서강대), 전수빈(대구가톨릭대), 

이혜경(서울대), 김성찬(전북대), 곽노윤(백석대), 고병철(계명대),

최용석(한양대), 송길태(부산대), 이효종(전북대), 장인선(ETRI), 
홍참길(한동대), 도경화(건국대), 정미라(계명대)

P11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P12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박민규(건국대), 민홍(호서대)

P13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상환(국민대)

P14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서안나(가천대), 이준(호서대)

P15 컴퓨터시스템 이재환(한국항공대), 진현욱(건국대)

P16 프로그래밍언어 정영범(퓨리오사AI)

Poster Session 진행방법

1. 발표자

① 6월 21일(일)까지 PPT 발표자료를 화면으로 음성 녹음하여(7분)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컨퍼런스(6.30오픈)에 로그인하면 논문발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세션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 컨퍼런스(6.30오픈)에 로그인하면 논문발표 동영상(유튜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6월 30일(화)~7월 4일(토) 사이에 논문을 평가합니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박보혜 주임(bhpark@kiise.or.kr /02-588-9247)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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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평가위원

P1.1 고성능컴퓨팅 한혁(동덕여대)

P1.1-01 타일링과 스케줄링: 딥러닝 가속 하드웨어의 실행코드 최적화

권용인･김영주･유미선･이제민･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1-02 데이터 집약형 연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호스트 머신 선택 알고리즘

김문현･이준영(충북대), 공병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노서영(충북대)

P1.1-03 단일 가상화 서비스 플랫폼 성능 분석

우준･윤준원･권민우･홍태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1.1-04 가상화 환경에서의 NUMA 기반 락 성능 분석

김승윤･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

P1.1-05 Efficient Frequent Pattern Management and Compression System in Multiple Named Graphs

탄지나 술타나･구두스 우매르･무함마드 우매르･김태연･골람 모르셰드･이영구(경희대)

P1.1-06 CERN EOS와 GlusterFS 분산파일시스템 성능비교

이준영･김문현･노서영(충북대)

P1.1-07 Tesla T4 GPU 상에서 Lazy Evaluation 기법을 활용한 Kronecker 대수 연산

함석환･성현모･양신형･Bernd Burgstaller(연세대)

P1.1-08 분산 고차원 거리 기반 색인에서 DNN모델을 이용한 학습기반 k-최근접 질의처리 최적화 기법

송상호･강택수･위지원･최도진･이현병･이호진(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P1.1-09 시청자 반응을 통한 영상 콘텐츠 객체의 감정 영향력 측정과 평가

이소정･손규진･신희원･김혜린･곽서현･김영민･남은비･김다혜･김윤희(숙명여대)

P1.1-10 HDL Synthesis 를 통한 FPGA 기반의 가속화 병합 정렬

Zuhaib Shakeel･이상원(성균관대)

P1.1-11 서버리스 컴퓨팅을 활용한 딥러닝 데이터 증강

최재강･이경용(국민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2.1 국방소프트웨어 류연승(명지대)

P2.1-01 정지궤도 위성의 온보드 시간 보정

신현규(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1-02 레이다 신호처리 임계치 계산 알고리즘의 구현

김태형･엄영익(성균관대)

P2.1-03 달 착륙선 영상처리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 구축: 디스플레이 기반 D-VATS

이훈희･류동영･주광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1-04 달궤도선 영상을 활용한 달착륙선 실시간 영상의 항법 분석

문귀원･이훈희･류동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1-05 SoC 디바이스의 PS와 PL간 통신 및 함수 호출 방식 분석

이신호･김주현･허아라･류연승(명지대)

P2.1-06 임베디드 리눅스 환경을 위한 안티탬퍼링 도구 개발

김주현･이신호･허아라･류연승(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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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평가위원

P3.1 데이터베이스 문양세(강원대)

P3.1-01 Fuseki와 AWS 스토리지 플랫폼을 대한 3가지 SPARQL 질의타입 성능 비교

짜오티엔이･윤슬기･이용주(경북대)

P3.1-02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매핑 자동화와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영향도 분석 연구

김영배･홍충선(경희대)

P3.1-03 오픈소스 대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 성능 비교 연구

허승범･장현지･김직수(명지대)

P3.1-04 개방형 연결 데이터 클라우드의 진화 및 보존 관리

Usman Akhtar･SungYoung Lee(경희대)

P3.1-05 PubMed 문서로부터 유전자-질병 상관관계 추출을 위한 딥러닝 기법

이헌우･전준범(한림대), 정다운･김기용(경기대), 원정임･윤지희(한림대)

P3.1-06 단조 증가 성질을 지닌 데이터 도메인에서의 집합 유사 시퀀스 매칭 방법

황우성･임효상(연세대)

P3.1-07 쿠버네티스에서 MySQL의 성능 평가 및 비교 분석

주광･나연묵(단국대)

P3.1-08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분산 네임노드 적용

이아룡･나연묵(단국대)

P3.1-09 A Method for generating simulation data to predict the processing capability of container terminals

Zhong-Yi･Ali Muhammad-Tayyab･Hong Bong-Hee(부산대)

P3.1-10 동적 환경에서 이력 질의 처리를 지원하는 정점 기반의 그래프 관리 기법

이현병･임종태･최도진(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3.2 데이터베이스 이재길(KAIST)

P3.2-01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율 기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 입출력 명세서 기술 및 처리 기법

김남영･임종태･함동호･김윤아･신보경･이현병･유재수(충북대)

P3.2-02 개인 맞춤형 대학 교육 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재용･임종태･오영호･편도웅･이소민･백연희･신보경･박수빈(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P3.2-03 Word2Vec과 LSTM을 활용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용자 리뷰 분석

허은영･김현희(동덕여대)

P3.2-04 소셜 네티워킹 서비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DRM 및 로컬 스토리지과 암호화를 활용

나빌(성균관대)

P3.2-05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RNN 기반의 만성 위염 환자에서의 위암 발생 예측 모델

임영서(동덕여대), 신운건(한림대), 김현희(동덕여대)

P3.2-06 북한 및 통일 문헌 빅데이터 검색 엔진 설계 및 구현 사례 연구

김혜영･김미소･원은지･홍참길(한동대)

P3.2-07 SSD에서 IO 상호간섭이 Tail Latency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승진･서성윤･최소이･이상원(성균관대)

P3.2-08 MySQL/InnoDB의 공간 증폭 최적화

이보현･안미진･이상원(성균관대)

P3.2-09 온라인 학술 데이터 기반 전문가 추천 기법

방민주･한건희･김 현･편도웅･오영호･이현병･최도진･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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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평가위원

P4.1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박수현(동서대)

P4.1-01 이상운동증 진단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임상 애플리케이션

하재경･황보효정･권효정･장지현･배수한･윤다은(한동대), 김영구(이화여대), 안민규(한동대)

P4.1-02 A Novel Medication Adherence Framework using Voice-based Emotion Recognition 

Technique for Person with Dementia

Ubaid Ur Rehman･Sungyoung Lee(경희대)

P4.1-03 청소년기 자녀의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 절제를 위한 마이크로 인센티브 중재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주연･박준영･이의진(한국과학기술원)

P4.1-04 Personalization and Adaptation in Lifestyle Intervention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Hafiz Syed Muhammad Bilal･Seoungae Kim･Sungyoung Lee(경희대)

P4.1-05 Fuzzy Handoff Based Efficient Edge Node Selection for Task Offloading in MEC-Enabled 

Networks

Md Delowar Hossain･Tri D. T. Nguyen･Tangina Sultana･Md Alamgir Hossain･Md Imtiaz Hossain･
Luan N. T. Huynh･Myeongseob Kim･Eui-Nam Huh(경희대)

P4.1-06 Glow 컴파일러를 활용한 CPU상에서의 물체 탐지 가속화 연구

이제민･권용인･유미선･김영주･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4.1-07 Towards a Vehicle-Assisted Multi-Access Edge Computing

Xuan-Qui Pham･VanDung Nguyen･Gawon Lee･Yeong-In Kim･Eui-Nam Huh(경희대)

P4.1-08 다중 AP에서 SDN과 다중 무선 접속을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 연구

하재준･송황준(포항공대)

P4.1-09 Applications of Swarm Intelligence for Multi-Access Edge Computing Systems: A Brief 

Overview

Luan N.T. Huynh･Md Delowar Hossain･Md Imtiaz Hossain･Tri D.T. Nguyen･Phoo Pyae Sone･
Yunkon Kim･Eui-Nam Huh(경희대)

P4.1-10 블록체인 기반의 대학교 학내 활동 보상 플랫폼

심건영･이상원(성균관대)

P4.1-11 Flutter를 이용한 TTS 화자의 다중 음색 지원

장관우･최진영･김용주･김윤정･최희열(한동대)

P4.1-12 블록체인 기반 환자 중심 의료정보 활용 동의 시스템

최령은･김시연･장서정･정주환･원경재･이아라･김일곤(경북대)

P4.1-13 정신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신호 기반 VR 치료 플랫폼

임예슬･차재욱･신지은･최아영(가천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4.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유동희(부산가톨릭대)

P4.2-01 YOLO 기반 영상 인식 및 직관적 가시화 기술을 적용한 아이 안전 교육 어플리케이션

이예슬･송형섭･김범수･최아영(가천대)

P4.2-02 아동의 영단어 학습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A-VOCA-DO

안샛별･이수민･이미정(이화여대)

P4.2-03 목표 달성을 위한 후원자 – 피후원자 매칭 플랫폼

이정원･백동선･성시철･이승민･윤용운(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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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04 PassTouch : 스마트폰 보안성 향상을 위한 터치 소리 기반 사용자 인증 연구

이준협･이상민･김효수(중앙대)

P4.2-05 사물 인식을 통한 기내반입 여부 테스트 서비스 개발

이지현･전영규･강수연･윤용운(서강대)

P4.2-06 EDK2를 이용한 ARM 안드로이드 호스트 기기에서의 KVM을 통한 Windows 가상화 기법

오혁재(한성과학고)

P4.2-07 영상인식 기반 자세교정 시스템

임윤지･에다카츠토시･황석형･김응희･김수환･김민경(선문대)

P4.2-08 컨테이너 네트워크 모드에 따른 성능 차이 및 네트워크 스택 오버헤드 분석

최원미･이경운･유혁(고려대)

P4.2-09 시각 장애인 안전을 위한 보행자 신호 판별 성능 향상 기법

박휘진･이종우(숙명여대)

P4.2-10 신속한 대피를 위한 GPS, RSSI기반 지진 비상대피 안내 시스템

임준호･이영찬･박지훈･김대영(대구가톨릭대)

P4.2-11 상황인지 기반 스마트 기기 자동 설정 서비스 사용 및 사용자 경험 탐구

이윤재(이화여대), 김인엽･이의진(한국과학기술원)

P4.2-12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합리적 소비를 위한 동기 부여 방안

김인석･이지헌･이종민･임도연･김용혁(부산가톨릭대)

P4.2-13 스마트폰 모션 센서를 이용한 동작 감지 기반 액티비티 구동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안승기(광운대), 김민형(연세대), 이혁준(광운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5.1 사물인터넷 최진철(ETRI)

P5.1-01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알림 모델

하재민･최정인(부산대)

P5.1-02 배양액 정화를 위한 수경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예림(제주여고), 신소윤･한승의･박효현･이은진(제주대)

P5.1-03 글쓰는 로봇팔 설계 및 구현

김범준(오현고), 신소윤･한승의･이은진(제주대)

P5.1-04 Identify digital cognitive-learning type for young students from academic performance 

with digital device usage data

Chun Yoon Ha(서울대)

P5.1-05 백스캐터 통신을 위한 경량 딥러닝

이지훈･김유성(성균관대)

P5.1-06 NFC를 활용한 소통형 스마트 키오스크

김건우･차지석･김연후･신홍철･윤용운(서강대)

P5.1-07 화재 대응을 위한 불꽃 인식 시스템 연구

김효준･이동찬･장준영･박성배･이찬우(경희대)

P5.1-08 SNS에서 촉감 경험의 공유를 위한 촉감 레코더 및 렌더러

강수빈･박진형･전석희(경희대)

P5.1-09 스마트 벨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후 행동 인식 및 위험도 평가

심준석･장승원･정근석･장현국･이희연･김지인(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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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10 CHILL-OUT: 냉장고 내 식료품 기반 레시피 추천 시스템

채지원･김선혁･정재헌･계정희･윤용운(서강대)

P5.1-11 실시간 포즈 인식을 이용한 넘어짐 감지

강동욱･천명철･오새암(서강대)

P5.1-12 IoT기술을 이용한 척추 건강습관 개선 솔루션

성시철･박건･이희준･김규호(서강대)

P5.1-13 농인을 위한 사이렌 및 아기 울음소리 진동 알림 어플리케이션

김재원･채벼리･조민호(서강대)

P5.1-14 복합센서를 활용한 피부 진단 관리 시스템

오정학(서강대)

P5.1-15 스마트 홈 보안을 위한 패킷-스니핑 기반 네트워크 사용 모니터링 서비스의 설계와 구현

가브리엘･김아론･홍신(한동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6.1 소프트웨어공학 김순태(전북대)

P6.1-01 정적 분석 도구의 메모리 오류 탐지 정확도 비교

김신해･김민정(ETRI)

P6.1-02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결함 예측에서의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이재욱･류덕산･김순태(전북대)

P6.1-03 자동차 산업 도메인에서 합성샘플링 방법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결함예측 적용

권순재(카이스트), 류덕산(전북대), 백종문(카이스트)

P6.1-04 Relationships of Traceability Analysis for Integration of Hazard Analysis Elements on 

Hierarchical Systems

정세진･유준범(건국대)

P6.1-05 프로그래밍 실패 피드백 시스템을 위한 학습자 코드의 런타임 오류 분석

김덕엽･서강복･황재성･이우진(경북대)

P6.1-06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정책이 대용량 소프트웨어 빌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근식･엄영익(성균관대)

P6.1-07 다중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동작 기반 웹 크롤러 설정 구조 설계

한동희･이영구(경희대)

P6.1-08 3차원 타깃 트래킹 모델 개발

정지광･이태관･김현준(대구과학고)

P6.1-09 라즈베리파이 센서를 이용한 아동 동작 및 위험상태 판단 기술 개발

이혜민･신지우･김지수･정여진(서울여대)

P6.1-10 머신러닝을 활용한 개인 소비 패턴 예측 및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양원준･송석범･김채은･민현홍(서강대)

P6.1-11 임베디드 보드에서 CNN의 정확도-수행속도 tradeoff 분석

손승욱･김대원･유승현･안한세･정용화･박대희(고려대)

P6.1-12 DApp 배포 효율성 향상을 위한 MSA의 적용 : 챗봇 사례

최석용･최지수･정동주･이병정(서울시립대)

P6.1-13 D-Angora: 분산 테스팅을 위한 Angora 퍼저의 확장

김승우･박지현･유시형･조정인･홍신(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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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평가위원

P7.1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P7.1-01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자립형 무선 IoT 센서의 구동 및 운용 시나리오

이권홍･김진형･서진욱･신규식･차철웅(전자부품연구원)

P7.1-02 네비게이션 GPS 로그 분석을 통한 운전 행태 및 교통상황 분석

장양중･이영구(경희대)

P7.1-03 전이학습 기반 주차면 객체탐지 모델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김지연(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준용･문용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용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7.1-04 CCTV 비디오를 사용한 교통 흐름 모델링

연한별･서성범･이미연･장윤(세종대)

P7.1-05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시스템

장재원･이소연･이영찬･김대영(대구가톨릭대)

P7.1-06 건축물의 ZEB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용 최적화 분석

최현규･이민구(서울대)

P7.1-07 학습자료 관리 도우미 로봇 설계 및 개발

양정원(NLCS Jeju), 신소윤･한승의･이은진(제주대)

P7.1-08 항공 영상 내 오브젝트 면적 계산 기법

김수종･한윤성･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P7.1-09 항공 영상 내 오브젝트의 정확한 GPS 좌표 예측 방법 및 정북 표현

김수종･한윤성･김석진･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P7.1-10 항공영상 기반 포트홀 위치 가시화 웹 서비스 구현 웹 어플리케이션

김재훈･김석진･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P7.1-11 R-CNN 기반 포트홀 탐지 웹 서비스 시스템 구현

전민건･한윤성･김석진･이동욱･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8.1 언어공학 정상근(충남대)

P8.1-01 Data-to-Text 생성을 위한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김건태･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P8.1-02 사용자의 입력 의도를 반영한 음절 N-gram 기반 한국어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 시스템

박서연･옥철영(울산대)

P8.1-03 머신러닝 기반 유행어 판별모델을 위한 특징공학

조새롬･김한준(서울시립대)

P8.1-04 번역문 사후교정을 위한 교차언어 모델 기반의 전이학습

이지형･이원기(포항공대),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종혁(포항공대)

P8.1-05 SentencePiece 토크나이저와 부분단어 임베딩 기법을 이용한 비형식적 텍스트의 감정 분석

조단비･이현영･강승식(국민대)

P8.1-06 다중 지문 기계 독해를 위한 경량화 BERT 모델의 비교

조상현(부산대), 김민호(부산가톨릭대), 권혁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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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07 대규모 텍스트 분석을 위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의 실행 성능 비교

원혜진･이현영･강승식(국민대)

P8.1-08 단어 사이의 거리를 활용한 Bi-gram 주제-키워드 그래프 생성 시스템

이주영･김재성･안준영･서영균(경북대)

P8.1-09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미디어 콘텐츠 검색 질의 분석

민태홍･김치영･김정호･성주원･장두성(KT)

P8.1-10 정보 검색 기반 기계독해 시스템을 위한 단락 재순위화 모델

장영진(강원대), 권오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학수(건국대)

P8.1-11 단어 및 문장 표상에 따른 선박사고 분류

박호민･천민아･남궁영･윤호･최민석･김재균･김재훈(한국해양대)

P8.1-12 단어 손실함수를 추가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디코더 기반의 제목 생성 모델

성수진(창원대), 이승우(한국과학기술정보원), 차정원(창원대)

P8.1-13 BERT를 이용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조현병 진단

홍승연･나승훈(전북대), 김고운･신병수･정영철(전북대 병원)

P8.1-14 메타 러닝에 기반한 개체 연결

이종현･나승훈(전북대), 김현호･김선훈･강인호(네이버)

P8.1-15 BERT를 활용한 비지도학습 기반 한국어 문장 축약

김소언･이준범･박성배(경희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8.2 언어공학 이현아(금오공대)

P8.2-01 Classifying verbal command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Mel-spectro-

graphic sound representations

Chris Hickey･장병탁(서울대)

P8.2-02 PositionRank를 이용한 한국어 뉴스 기사 키워드 추출

박준현･조장우(동아대)

P8.2-03 뉴스 생성 요약 모델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의 추정

권홍석･이종혁(포항공대)

P8.2-04 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홍승연･나승훈(전북대), 김현호･김선훈･강인호(네이버)

P8.2-05 Capsule Networks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민진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8.2-06 뉴로 심볼릭 관계 모델을 이용한 지식베이스 질의 응답

이영훈･나승훈(전북대), 최윤수･이혜우･장두성(KT)

P8.2-07 KnowBERT를 이용한 지식 그라운딩 (Knowledge-grounded)된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민진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8.2-08 K-평균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국민청원 내용과 동의 수 분석

이다인･김유섭(한림대)

P8.2-09 TF-IDF와 N-gram을 이용한 중국 언론 키워드 분석 시스템 개발

김도경･김유섭(한림대)

P8.2-10 비 학습 단어의 워드 임베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기법

용자윤･김철연(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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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11 부분 단어 토큰화 기법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채팅 텍스트의 감정 분류

신상훈･송성재･김연수･박형준･허진선･윤정연･이현영(국민대)

P8.2-12 NIL 탐지형 멘션 추출 및 개체 링킹

최형준･나승훈(경북대), 김현호･김선훈･강인호(네이버)

P8.2-13 임베딩 교체에 따른 한국어 욕설 탐지 모델 성능 비교

김현종･남궁주홍･손시운･길명선･문양세(강원대)

P8.2-14 맞춤법 오류를 포함한 영화 리뷰 감성 분석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처리 방법

김담린･김보은･장영진(강원대), 권오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학수(건국대)

P8.2-15 샴 네트워크와 디코더를 사용한 단어 표현 학습

김보은･김시형(강원대), 권오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학수(건국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9.1 오픈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P9.1-01 XGBoost 라이브러리를 튜닝하여 정확하게 데이터 판별하기

송원욱･전병곤(서울대)

P9.1-02 다중 원격 사용자를 위한 자율주행차 개발 환경

최진･박성현･박하연･이창건(서울대)

P9.1-03 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연구

정정환(성균관대)

P9.1-05 오픈소스 WAS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고가용 시스템 구성 솔루션

한진규･신주용･안태건･황귀환･고석주(경북대), 지호준(대보정보통신)

P9.1-06 구조적 예측 기반 다중레이블 분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기능 확장

박병윤･최준영･홍참길(한동대)

P9.1-07 Spring Boot 기반의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및 패치 정보 제공 웹 어플리케이션

심완･강태완･손창환･백근우･최웅철(광운대)

P9.1-08 스트리밍 콘텐츠 분석 및 요약 플랫폼

백종현･이규태･이유혁･홍성표･이영구(경희대)

P9.1-09 ROS 네트워크의 정확한 모듈 수행 시간 분석 기법

한종우･이세환･이승수･조영은･이창건(서울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1 인공지능 최희열(한동대), 김지환(서강대)

P10.1-01 불완전 관절 정보에 강인한 GCN 기반 행위 인식

윤용상･유종민･한대영･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P10.1-02 뉴스 임베딩 방법에 따른 경제변수 예측성능 비교

정현우(고려대)

P10.1-03 중재적 판별자 기반의 얼굴 이미지 복원

신우형･변혜란(연세대)

P10.1-04 랜덤 포레스트를 통한 네트워크 트래픽 변화 예측

고태진･양희규･샤이드 무하마드 라자(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P10.1-05 확장순환신경망을 이용한 세션기반 추천시스템

이성제･유환조 (포항공대)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62

Poster Session

P10.1-06 얼굴 인페인팅을 이용한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효과적인 딥러닝 기반 비식별화 기법

홍석범･함명원･김정훈(파인더스에이아이)

P10.1-07 워드 임베딩 전이학습을 이용한 새로운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분류 기법

김영학･배성호(경희대)

P10.1-08 자연어 기반 비디오 탐색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 분석

남진우･남영우･최종현(광주과학기술원)

P10.1-09 자연어 기반 비디오 탐색을 위한 심층신경망의 맥락 임베딩 학습

안대철･남진우･최종현(광주과학기술원)

P10.1-10 증분학습을 위한 샘플 메모리 관리 전략

강동민･조연식･남영우･최종현(광주과학기술원 GIST)

P10.1-11 Relativistic Average Patch GAN과 Residual in Residual Dense Block을 이용한 개선된 

Image-to-Image Translation

윤동식･곽노윤(백석대)

P10.1-12 멀티코어 CPU를 위한 병렬 GEMM 연산 기반 컨볼루션 알고리즘

최동식(목원대), 김태호･유미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0.1-13 수요 분별을 통한 일본 불매운동의 항공 수요 영향 및 노선별 성격 분석

양지원･조성준(서울대), 이현섭･하영식(바임컨설팅)

P10.1-14 컴퓨터비전 앱의 객체인식을 위한 딥러닝 모델 학습 데이터셋의 객체 분류 품질 평가

김범진･이진석･이승원(테스트웍스), 정영기(단국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2 인공지능 김지환(서강대), 전수빈(대구가톨릭대)

P10.2-01 머신러닝 기반의 농업 유전자원 데이터 중요 특성 추출을 통한 분류 및 연관성 분석

최정민･김지은･채희준(숙명여대)

P10.2-02 Cycle consistency를 이용한 transformer기반 텍스트 스타일 변환

김희진･손경아(아주대)

P10.2-03 BERT와 UDA를 이용한 철자오류에 강건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신동찬･백연미･백상윤･이지화(액션파워)

P10.2-04 탄력적 딥러닝 분산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입력 파이프라인

이경근･전병곤(서울대)

P10.2-05 신경망 학습에서 GPU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에 대한 조사

조해윤･전병곤(서울대)

P10.2-06 FHIR 기반의 지능 보조 진단 아키텍처

순위샹･정제현･이용주(경북대)

P10.2-07 머신 러닝을 이용한 효율적인 AP의 최적 채널 선택 방안

심정화･홍충선(경희대)

P10.2-08 임베디드 디바이스를 위한 딥뉴럴넷 C/C++ 코드 자동 생성 프레임워크

유미선･이제민･권용인･김영주･김태호 (ETRI)

P10.2-09 U-Net을 활용한 풍동 시뮬레이션 예측

이창건･이강선･권동섭(명지대)

P10.2-10 데이터 불균형이 머신러닝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보배(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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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11 자가 증강 기반 소수 샷 학습을 위한 딥 네트워크 일반화 기법

서진우･정홍규･이성환(고려대)

P10.2-12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딥러닝 기반 대화 관리 시스템

김유리･최용석(한양대)

P10.2-13 황반 이미지 생성을 위한 GAN과 STN을 결합한 영상 변환

길철휘･장영훈･범정현･추현승(성균관대)

P10.2-14 다양한 CNN 가속기에서 아키텍처에 따른 면적, 에너지, 성능 분석

김휘수･최재완･이선정･안정호(서울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3 인공지능 전수빈(ETRI), 이혜경(서울대)

P10.3-01 딥러닝 모델 시험을 위한 뉴런 커버리지 적용 사례

이준용(연세대), 마유승･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0.3-02 기상예보를 이용한 Convolutional Attention LSTM 기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유덕환･최원익(인하대)

P10.3-03 GAN기반 안저사진 생성모델을 위한 자동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인상규･장영훈･범정현･추현승(성균관대)

P10.3-04 작은 얼굴 개체에 대해서 ATSS(Adaptive Training Sample Selection) 알고리즘의 성능 확인

김준영(서강대)

P10.3-05 배경 레이블 증강 및 랜덤화를 통한 의미적 분할 학습 심층신경망

윤영민･배성호(경희대)

P10.3-06 영상 데이터에서의 CRNN 기반 자세 인식

임세민･채병철･임수빈･박주영･오형철(고려대)

P10.3-07 해상도에 따른 실세계 이미지 분류 고찰

유형준･이윤관･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GIST)

P10.3-08 Image Denoising에 따른 High-Level Vision Task 성능 비교 분석

이윤관･전지효･한대영･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GIST)

P10.3-09 다중 이종 NPU 장치에서 다중 뉴럴넷을 추론하기 위한 NPU 운영체제 플랫폼 개발

김상철･김용연･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0.3-10 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의도 분류 모델 성능 비교

김지은･장진예･신사임･정혜동･정민영(전자부품연구원)

P10.3-11 이미지스팸 필터링을 위한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 기반 혼성 분류 모델

이건석･배성호(경희대)

P10.3-12 LSTM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드라마 대본 생성

손성환･이현영･강승식(국민대)

P10.3-13 강화 학습 기반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경훈･김휘군･서주연･박상현(연세대)

P10.3-14 핵심어 추출을 이용한 행위자 모델 기반 서사 캐릭터 역할 모델링에 관한 연구

장수지･정해빈･유민경･배병철(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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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4 인공지능 이혜경(서울대), 김성찬(전북대)

P10.4-01 유사도 기반의 한국어 발화 의도 인식을 위한 임베딩 방식 비교

정민수･정윤경(성균관대)

P10.4-02 Blockchain-assisted Ensemble Federated Learning for Automatic Modulation Classification 

in Wireless Networks

Umer Majeed･Choong Seon Hong(경희대)

P10.4-03 적대적 학습과 주의집중 모델을 이용한 연속 출력 값 기반 언어 생성 기술

정의석･김현우･송화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0.4-04 스파크 위에 분산된 동적 비디오 주석

Md. Anwarul Islam･Md Azher Uddin･Muhammad Numan Khan･Young-Koo Lee(경희대)

P10.4-05 잠재변수 확신도를 고려한 여드름 심각도 구분 모델

고한빈･이건희･이성환(고려대)

P10.4-06 단어 임베딩 모델의 오탈자 교정 성능 평가

최세목･박정희(충남대)

P10.4-07 약지도 학습을 이용한 주간 위성 영상 기반의 도시화 점수 학습

한성원･박성원･안동현･이은지(한국과학기술원), 양재석(싱가폴 국립대), 이수상･김지희(한국과학기술원), 

양현주(서강대), 박상윤(홍콩대), 차미영(한국과학기술원)

P10.4-08 전이학습을 활용한 한국어 치매 예측을 위한 변수 추출

이건희･신수용(성균관대)

P10.4-09 PSO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해양경비함정 최적배치

유상록･이건명(충북대)

P10.4-10 Attention-based Self-supervised Monocular Depth Estimation

전지효･이윤관･한대영･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P10.4-11 다중-사이트 휴지-상태 fMRI 영상 기반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위한 메타학습 모델

이재인･강은송･이지연･석흥일(고려대)

P10.4-12 시각적 질의응답의 이해 및 성능향상을 위한 지역적 장면 인지 기반 언어적 설명 생성

김정준･정홍규･이성환(고려대)

P10.4-13 Training Deep Forward Spik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with STDP Pre-training 

Followed by Direct Supervised Learning Rule

Huynh Cong Viet Ngu･이건명(충북대)

P10.4-14 An improved co-training approach for document Sentiment classification

자와드 칸･아프타 발람･무함마드 누만 칸･이르판 울라･무하마드 우매르･구두스 우매르･
타리크 하비브 아프 리디･박성수･이영구(경희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5 인공지능 곽노윤(백석대), 고병철(계명대)

P10.5-01 양자화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점진적 압축 기법

이영수･최성희(KAIST)

P10.5-02 감정 분석을 위한 그래프 순위화 기반 강인한 한국어 BERT 모델

박준규･손경아(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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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5-03 클러스터 환경에서 딥러닝 학습 및 추론을 위한 작업 배포 관리 시스템

배유석･박종열(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0.5-04 동의어를 이용한 시각적 의미 지식 장면 그래프 통합 연구

최우석･온경운･허유정･장병탁(서울대)

P10.5-05 Continual Self-organized Learning of Hierarchical Mulitimodal ART

권일재･장병탁(서울대)

P10.5-06 3차원 골격정보 기반 관절 간 상관관계를 이용한 행동인식

양우희･권기룡･신봉기(부경대)

P10.5-07 Molecular Learning and Pattern Denoising using Markov Random Field Models

Dharani Punithan･Byoung-Tak Zhang(서울대)

P10.5-08 An Incentive Design to Perform Federated Learning

Shashi Raj Pandey･Sabah Suhail･Yan Kyaw Tun･Madyan Alsenwi･Choong Seon Hong(경희대)

P10.5-09 외부 상식 베이스를 활용한 시각적 질의응답 추론 모델

장유원･박준석･장병탁(서울대)

P10.5-10 유아모사 베이지안 학습

박준석･박관영･오현석･장유원･이영기･장병탁(서울대)

P10.5-11 Deep Learning Based Single Stage Detector for On Device Real-time Object Detection

Huy Q. Le･Hieu N. Thai･Kyi Thar･Choong Seon Hong(경희대)

P10.5-12 영상 기반 상식 추론을 위한 영상-언어 공동 임베딩과 지식 그래프 임베딩

이재윤･김인철(경기대)

P10.5-13 환자의 건강의무기록 데이터를 이용한 심층 신경망 모델 기반 위험도 예측

이상훈･최태호･주민재･김선규･이잉걸･최준석･강재우(고려대)

P10.5-14 A Hybrid approach for speech emotion recognition using 1D-CNN LSTM

Gayrat Tangriberganov･Tosin A. Adesuyi･Byeong Man Kim(금오공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6 인공지능 고병철(계명대), 최용석(한양대)

P10.6-01 A CYCLIC PATCHES APPROACH FOR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Khurboev Shakhzodbek･Tosin A. Adesuyi･Byeong Man Kim(금오공대)

P10.6-02 연령대 얼굴 인식을 위한 직교주의 블록

오신모･이효종(전북대)

P10.6-03 시계열 표현 학습을 위한 오토인코더의 구조적 영향에 관한 실험적 분석

Patara Trirat･Minseok Kim･Jae-Gil Lee(한국과학기술원)

P10.6-04 세포주 유전자 발현량 데이터 기반의 약물 반응 예측 및 예측 유전자 탐색

구가심･김민수･이중호･윤석현(단국대)

P10.6-05 계층적 모델을 활용한 이종데이터 연계형 범죄 네트워크 분석

지종호･김명준･신현정(아주대)

P10.6-06 Network based regularization for semi-supervised regression

김명준･신현정(아주대)

P10.6-07 Control of neural network weights in 3D simulation using value optimization

홍기진･김종남･최선한･김영봉(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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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6-08 사용자 채팅 데이터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송 하이라이트 구간 자동추출 시스템

문하겸･김영국(충남대)

P10.6-09 대칭 행동을 기반으로 한 풀린 표현 학습

이현도･장병탁(서울대)

P10.6-10 Comparison of Accuracy among the Pre-filtering Methods for Neighbor Selection in 

Collaborative Filtering

Sao-I Kuan･김종민･송하주(부경대)

P10.6-11 유전자 집합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반응 예측 기계학습

김병철(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규(과학기술연합대), 우상근(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연합대)

P10.6-12 Neural Network for Detecting Early stages of Alzheimer’s Disease

Temesgen Seyoum Alemayehu･백재순･조위덕(아주대)

P10.6-13 이미지의 의미론적 분할에서 컨텍스트의 중요성

Khwaja Monib Sediqi･Hyo Jong Lee(전북대)

P10.6-14 다양한 패턴인식 방법을 활용한 배추 재배전략에 관한 연구

강수람･조완현･나명환(전남대), 김상균(목포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7 인공지능 최용석(한양대), 송길태(부산대)

P10.7-01 MCTS와 결합하여 향상된 Deep Q-Network

정영빈(써로마인드 로보틱스), 김기범(서울대), 김병희(써로마인드 로보틱스)

P10.7-02 1D CNN에 기반한 빠른 비디오 행동 인식

주정현･최희열(한동대)

P10.7-03 딥러닝을 이용한 교차로에서의 차량 카운팅 방법

조지호･Khac-Hoai Nam Bui･이홍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10.7-04 Query-based zero-shot detection

송호준･이강훈･장병탁(서울대)

P10.7-05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 기반한 식습관과 만성질환간의 연관성 분석

김종민･Sao-I Kuan･송하주(부경대)

P10.7-06 교통량 조사 자동화를 위한 방법

박인정(계명대), 강미선･김병근･임길택(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0.7-07 고유명사 사전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한영 번역 시스템

남준영･김명진･정희석･최희열(한동대)

P10.7-08 Inception 모듈 기반의 경량화된 한자 필기체 인식 모델 개발

김경환(부산 신정고)

P10.7-09 BERT 언어 모델을 사용한 상담 매칭 시스템

한재현･김재희･전원호･김형주･홍윤식(인천대)

P10.7-10 Separating Frequency 학습방법을 통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

정지헌(인하대)

P10.7-11 다중분광 이미지 데이터 추출과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현

서성윤･박선우(성균관대), 김영식(스트라티오 코리아)

P10.7-12 수동 추출 특성과 합성곱 특성을 결합한 웨이퍼 맵 불량 패턴 분류

강현구･강석호(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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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7-13 자연어 처리와 딥러닝을 이용한 자동 문서 분류 시스템

조예은･정유진･박유진･장소정(이화여대)

P10.7-14 태양풍 변화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예측 및 분석

곽인희･박지희･홍참길(한동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8 인공지능 송길태(부산대), 이효종(전북대)

P10.8-01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한 멀티 뷰 준지도학습

경다은･최종현(GIST)

P10.8-02 기계학습을 이용한 마취 후 저혈압 예측

이주형･김다혜･한예찬･우지영･강아름･정영섭･김영민(순천향대), 김상현･이미순(순천향대 부천병원)

P10.8-03 RADA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Continual Learning 모델의 실용성 평가

허성환(성균관대)

P10.8-04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연합 학습을 위한 평판 모델

김윤재･박상현･김재윤･문수묵(서울대)

P10.8-05 BERT 모델을 이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문의 챗봇 시스템 설계

박지영･김도연･유석종(숙명여대)

P10.8-06 Text-To-Speech 를 위한 Transfer Learning 에 화자 성별이 미치는 영향

김윤정･김용주･최진영･장관우･최희열(한동대)

P10.8-07 열악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연합학습 플랫폼

김민재･박상현･김재윤･문수묵(서울대)

P10.8-08 한국어 음성 합성 시스템을 위한 모델 결합 기법

정승훈･양미경(한양대), 이문영(ETRI)

P10.8-09 Variational Autoencoder를 이용한 경제 데이터 증강

최형규･김래현･강재우(고려대)

P10.8-10 언어 모델을 이용한 빈발 패턴 마이닝

배현진･김철연(숙명여대)

P10.8-11 메타학습 문제를 위한 베이지안 신경망 모델 파라미터의 Amortized Inference

김주형･허재필(성균관대)

P10.8-12 특징 벡터 다양화를 통한 cGANs의 데이터 증강 개선 연구

김성윤･신중보･이윤형･정교민(서울대)

P10.8-13 한국 주가 상승 판단을 위한 순환신경망 적용

이지현･배승예･송하림･장하경･최희열(한동대)

P10.8-14 딥러닝 탐지용 임베디드 장치 간 처리속도 비교

이재혁･전민건･한윤성･김석진･서동만･전수빈(대구가톨릭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9 인공지능 장인선(ETRI), 홍참길(한동대)

P10.9-01 Global temperature prediction using Deep Learning

박지운(Portsmouth Abbey School)

P10.9-02 Identifying the Growth Trends of Traditional Commerce vs E-Commerce Using LSTM Networks

Hayong Choung(서울 용산 국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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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9-03 The Influence of Political Leaders on Public Sentiment in Social Media using NLP Analysis

Minsuh Cho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Claire Sion Moon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P10.9-04 Fast AutoAugment 기반의 데이터 증강을 통한 뇌종양 영상의 분류 성능 향상

조현아･이승규(경희대)

P10.9-05 딥러닝 기반의 위험 모델을 적용한 암 발병 위험도 예측

김준형･홍참길(한동대)

P10.9-06 항공 이미지에서의 Mask R-CNN 기반 포트홀 검출 연구

전민건･한윤성･김석진･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P10.9-07 유저 라벨링을 통한 정치 기사 댓글 정파성 분류기 구축

이영인･한지영･차미영(KAIST)

P10.9-08 GRU와 LSTM을 이용한 Mirai 봇넷 공격 탐지 연구

배경률･정태명(성균관대)

P10.9-09 풍향풍속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분석과 LSTM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

조수현･정미리･이진향･오일석･한영태(전북대)

P10.9-10 베이지안 신경망을 활용한 주가상승 예측과 영향변수 분석

장수연(성균관대), 신규용(홍익대)

P10.9-11 업무용 스캔문서의 페이지/유형별 자동 분류

조동희･김정환･박종민･박태현(광운대), 박범주((주)한국에프디엑스네트웍스), 김용혁(광운대)

P10.9-12 실시간 수치 데이터 이상검출 감지

김한주･배성호･김태영(경희대)

P10.9-13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배낭 문제의 근사값 계산

정시윤(폴수학학교)

P10.9-14 FFMPEG과TensorRT를 통한 젯슨 나노 기반 스마트 CCTV 플랫폼 아키텍쳐 설계

황영준･송진하･낭종호(서강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10 인공지능 홍참길(한동대), 도경화(건국대)

P10.10-01 급등주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종목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김준형･장지연･이지민･전화승･이주언･조재희(광운대)

P10.10-02 SSD을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감지 시스템 설계

최세현･김지은･신아형･김녹원(경희대)

P10.10-03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반도체 공정 칩 이상 검출

장윤호･이두길･김상연･이대성･김동현･정욱･배성호(경희대)

P10.10-04 Language Style과 감정 분석에 따른 챗봇 답변 변화 모델

김봉민･박성배(경희대)

P10.10-05 실내 문서 전달 자율주행 카트 개발을 위한 객체 인지 및 충돌 방지 모듈 개발

이재빈･김명현･김윤곤･허의남(경희대)

P10.10-06 제약 충족 문제 기반 네모 로직 퍼즐 풀기

정희재･박성배(경희대)

P10.10-07 AlphaQuoridor: AlphaZero 알고리즘 기반 쿼리도 에이전트 구현

이재이･고상기(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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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0-08 무용 전문가의 가상 오브젝트 움직임 결정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강화학습 모델

윤찬영･임수빈･김석연･유상봉･장윤(세종대)

P10.10-09 비디오 벡터를 이용한 내용 기반 유튜브 영상 추천 시스템

이현규･윤영빈･윤준현･이태현･박광훈(경희대)

P10.10-10 CCTV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유동 인구 분석 시스템

이현우･최동원･홍성현(경희대), 김대선(디파인), 양민구(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홍충선(경희대)

P10.10-11 Graph Centrality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송기훈･한치근(경희대)

P10.10-12 역강화학습 기반 최적의 경로 집합 탐색 학습 기법 연구

이정섭･이진수･이창환(동국대)

P10.10-13 일상 대화를 주제로 하는 감성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주원･이창환(동국대)

P10.10-14 사용자의 조작을 유도하는 레이드 몬스터의 설계

최승혁･김현구･송창용･박병준(광운대)

P10.10-15 가우시안 분포 변환을 통한 연속적 물체 탐지 학습 알고리즘

신휘명･배성호(경희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0.11 인공지능 도경화(건국대), 정미라(계명대)

P10.11-01 콜드 스타트 문제를 위한 다중 도메인 기반 추천 시스템

문선아･고상기(강원대)

P10.11-02 번호판 검출 및 모델인식 기반 차량 출입 관리시스템

방제호･황석형･김응희･김수환･김민경(선문대)

P10.11-03 Automatic Feature Extraction for Social Touch Classification

Songha Ban･Ngoc Doan･Ruben Kole･Michon Zeegers･Gökçe Kuscu (Tilburg University)

P10.11-04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식단 정보 제공 시스템

이상하･이승철･우찬혁･김태원･박병준(광운대)

P10.11-05 반려동물 행동 인식 기술 연구

김민석･김성주･장수창･조진성･이찬주(경희대)

P10.11-06 카메라 센서와 딥러닝을 이용한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김성희･김준석･홍석윤(서강대)

P10.11-07 실시간 화질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초해상도 기법 비교 분석

임재창･박선영･이지현･김나윤･김진희(광운대), 류성걸･박광우･김윤호((주)픽스트리), 김용혁(광운대)

P10.11-08 시간정보에 따라 수준이 다른 정답제시 온라인 강의용 챗봇 시스템 설계

양재혁･전효진･도경화･김두현(건국대)

P10.11-09 신경망 양자화를 이용한 딥러닝 모델의 추론 수행에서의 메모리 효율성 개선

강지우･이선태(한양대)

P10.11-10 라즈베리파이 소형보드에서의 음성인식 기능 구현

윤형진･김응주･이푸름･박병준(광운대)

P10.11-11 인공지능 동작 및 이미지 인식을 통한 개인 피트니스 프로그램 연구 개발

김민욱･김민주･서진하･윤홍찬･최우진･박병준(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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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1-12 한-영 기계번역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이지환･곽정원･김동영･김영서･조소영･박재성(광운대)

P10.11-13 Semantic Segmentation 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

최승혁･하현수･김태진･정구익･이상준(숭실대)

P10.11-14 한국어 개체명 분석을 위한 BERT-Tiny 기반 모델 연구

부상혁･송광원･안승기･김남곤･이지훈･이혁준(광운대)

P10.11-15 연속 혈당 측정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단시간 내 연속 혈당량 및 저혈당 예측

임치헌･강현수･이영서･이혁준･엄태현(광운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1.1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P11.1-01 온라인 학습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활용 동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성중･문일영(한기대)

P11.1-02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방안

이영석(강남대), 조정원(제주대)

P11.1-03 온라인 강의 상황에서의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한 온라인 저지 시스템 개발

박준홍･전민건･이재혁･김석진･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P11.1-04 이러닝 부적정 수강방지를 위한 지능형 학습인증 판단 모델 설계

윤혁진･박래근(상명대), 조재춘(한신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2.1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박민규(건국대)

P12.1-01 무인이동체와 이를 제어하는 GCS간의 암호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키 주입기에 관한 연구

김승찬･허의남(경희대)

P12.1-02 블록체인에서의 영지식 프로토콜 현황 조사

박상현･문수묵(서울대)

P12.1-03 블록체인에서의 불법적 데이터 필터링 레이어 제안

이도현･김인근･정현빈･정윤성･박수용(서강대)

P12.1-04 비트코인 믹싱 프로토콜 현황 조사

송아람･이유정･정다은･박수용(서강대)

P12.1-05 Droid-JF : 효율적인 안드로이드 JNI 퍼저

김영준(국방과학연구소), 이휘원(고려대), 이호준･박영기･이경식(국방과학연구소)

P12.1-06 OP-TEE를 통한 안전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

정준호･조진성(경희대)

P12.1-07 위협 트래픽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파싱 웹 시스템

이원규･신주용･권영우(경북대)

P12.1-08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얼굴 비식별화

조시헌･이수안･이우기(인하대)

P12.1-09 딥러닝 기반 드론 원격센싱에서 에너지 소모 최소화를 위한 연산 오프로딩

김선민･장두혁･최현웅･이정수･허준영 (한성대)

P12.1-10 Data Preparation for detecting Advance Persistent Threat using Network IDS Data

Indra Kumari, Taeyong Kim･Gunyang Park･Yunsoo Lee(KISTI), Jungsuk Song (KISTI,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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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11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 벤치마크 분석: 하이퍼레저 캘리퍼

김정수･이경운･유혁(고려대)

P12.1-12 IoT 서비스 환경에서 중간자 공격에 안전한 Certificateless Signcryption에 관한 연구

이대휘･이임영(순천향대)

P12.1-13 기업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동작업을 위한 프록시 재암호화의 연구

김원빈･김태훈･이임영(순천향대)

P12.1-14 [우수논문]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추적성이 제공이 되는 CP-ABE 접근기법에 관한 연구

황용운･이임영(순천향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2.2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민홍(호서대)

P12.2-01 Consortium Blockchain에서의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비  계산 기반의 가명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라경진･이임영(순천향대)

P12.2-02 효율적인 보안관제 지원을 위한 휴리스틱 기반 HTTP 웹 공격 자동 분류 방법

오채연(고려대), 이준･문형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노희준(고려대), 

김규일･권태웅(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12.2-03 충전 인프라 환경에서 안전한 연합학습 모델 학습기반 Smart Contract의 보안성 강화 방안연구

전정민･홍충선(경희대)

P12.2-04 가중치 다수 투표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 앱 패 리 분류

김희진･김명･이승연･이예나(숭실대), 허준영(한성대), 홍지만(숭실대)

P12.2-05 머신러닝을 사용한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모듈 설계

문주현･안현철･김상훈･신용태(숭실대)

P12.2-06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안약점에 대한 연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점

최홍준(고려대), 박성환(대구가톨릭대), 최진영(고려대)

P12.2-07 시각장애인을 위한 FIDO 인증 시스템 설계

김성수･조진성(경희대)

P12.2-08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C 코드 난독화 도구

강서연･김유민･이수정･조은선(충남대)

P12.2-09 카드 결제 내역 데이터 기반 COVID-19 감염 의심자 찾기: 함수 암호 기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

이협진･박승준･백인철･김우일･정연돈(고려대)

P12.2-10 LLVM 기반의 Baremetal IoT 디바이스 펌웨어 난독화

박우진･이한솔･조진성(경희대)

P12.2-11 Flask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분석 및 시큐어 코딩에 관한 연구

강민송･김혜진･임대동(대구가톨릭대), 최홍준(고려대)

P12.2-1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난독화 프로그램

장원석･채명준･조진성(경희대)

P12.2-13 감염된 IoT 디바이스에 대한 채증 방안

이준오･조진성(경희대)

P12.2-14 암호화를 통한 문서 유출 방지 USB 프로그램

김동준(경희대), 이기영(쿤텍), 조진성(경희대)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072

Poster Session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3.1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P13.1-01 Secure Element(SE)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뎀의 보안성 향상 연구

정주선･조진성(경희대)

P13.1-02 IPTV 멀티캐스트 서비스 상 임의 채널 변경 시, 리모컨 입력 기반 프리패칭 기법

주현철･김인태･이대붕(SK텔레콤)

P13.1-03 객체 인식을 위한 상황 인지 기반의 정보 필터링 프레임워크

강성주･정광수(광운대)

P13.1-04 스마트 단말에서 유해 동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한 스트리밍 제어 시스

강정호･김민수･정광수(광운대)

P13.1-05 사용자 반응 및 의도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추천 프레임워크

정채은･강성주･정광수(광운대)

P13.1-06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버퍼 변화량 기반의 품질 조절 기법

김민선･박진호･정광수(광운대)

P13.1-07 EdgeXR: Multi-Access Edge Computing 환경에서 확장된 리얼리티 애플리케이션

루숭구･양희규･리덕타이(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P13.1-08 Reliable Localization in Maritime Search and Rescue Operation by Utilizing Unmanned 

Aerial Vehicle

Sheikh Salman Hassan･Choong Seon Hong(경희대)

P13.1-09 선박 이동 경로 예측을 위한 연속적 이동 경로 생성 방법

김종희(한국과학기술원), 정찬호(한밭대), 강도근･이창진(국방과학연구소)

P13.1-10 선박 이동 경로 예측을 위한 노이즈 제거 방법

김종희(한국과학기술원), 정찬호(한밭대), 강도근･이창진(국방과학연구소)

P13.1-11 UAV-Assisted 6G Wireless Networks: An Adaptive Auction over the Sky

Yan Kyaw Tun･Choong Seon Hong(경희대)

P13.1-12 Efficient Drone Positioning Scheme for Capacity Enhancements in Cellular Network

Aunas Manzoor･Choong Seon Hong(경희대)

P13.1-13 A Distributed Approach for Virtual Reality Application in Cellular Networks

Tri Nguyen Dang･Choong Seon Hong(경희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3.2 정보통신 이상환(국민대)

P13.2-01 UAV-HST 환경에서 강화학습 기반의 Multi-UAV 배치 및 경로 최적화

박유민･홍충선(경희대)

P13.2-02 An Auction based Incentive Mechanism in UAV-Assisted Wireless Charging for IoT Devices

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경희대)

P13.2-03 IoT 환경에서 UAV-BS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태스크 오프로딩 기법 연구

강석원･홍충선(경희대)

P13.2-04 SVC Video Caching and Delivery for Ultra-Dense Networks in Beyond 5G

Saeed Ullah･Choong Seon Hong(경희대)

P13.2-05 Split Gibbs Sampling Algorithm for Consistent Motif Discovery

Chris Hickey･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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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2-06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폰 점자입력 보조공학기기

최은석･박해성(신도고),김명주(양운고),이지은(부산대)

P13.2-07 SDN 구조에서의 컨트롤러별 제어 트래픽 비교

김효경･양경식･유연호･유혁(고려대)

P13.2-08 Wi-Fi 프로브 요청 패킷 모니터링을 이용한 자동 출근부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김주성･문현수･김수현･이영석(충남대)

P13.2-09 게시판 크롤링을 통한 선호도 기반 게시물 푸시 서비스 구현

이다예･박준홍･이동욱･전수빈(대구가톨릭대)

P13.2-10 지하철 이용객 수를 이용한 COVID-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 분석 및 MERS-CoV 기간과의 비교

안시후･조남훈･황석형･김응희･김수환･김민경(선문대)

P13.2-11 CPU quota 제어를 통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성능 고립

임재민･김정수･이경운･유혁(고려대)

P13.2-12 머신러닝 기반 최적 기지국 선택기법과 엣지 콘텐츠 캐싱을 활용한 LMS

윤혜원･홍충선(경희대)

P13.2-13 방송 시청률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적 행동변화 분석

이지원･황석형･김응희･김수환･김민경(선문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4.1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서안나(가천대)

P14.1-02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라이트 필드 시뮬레이션

정혜인･이지호･정영주(숙명여대)

P14.1-03 직접 볼륨 렌더링을 위한 CNN 기반 Style-TF

김석연･장윤(세종대)

P14.1-04 깊은 고해상도 표현 학습 및 공동 손실을 사용한 다중 모드 의료 이미지 융합

오가화･이효종(전북대)

P14.1-05 ODD: Background Subtraction Based Effective Moving Object Detection for Dynamic Video

Md Alamgir Hossain･Md Imtiaz Hossain･Md Delowar Hossain･Ngo Thien Thu･Seungjun Hong･
Eui-Nam Huh(경희대)

P14.1-06 Attentive 고-해상도 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 비 제거

궐월･이효종(전북대)

P14.1-07 공공자전거 주행경로 선택모형 분석을 위한 시각화 및 상호작용 설계

신동화･조재민(서울대), 김보형(한국외대), 송현주(숭실대), 서진욱(서울대)

P14.1-08 ChordingCoding: 타이핑 이벤트에 따라 음악을 자동 생성하는 인터랙티브 시스템

안단태(서울대)

P14.1-09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정의 복기 및 재사용을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 프로비넌스 시각화

김영택(서울대), 김이은(삼성전자), 송현주(숭실대), 서진욱(서울대)

P14.1-10 DataHalo를 활용한 비전문가의 개인화된 앰비언트 정보 시각화 디자인 경향 연구

한구현･정재훈(서울대), 김영호(메릴랜드주립대), 서진욱(서울대)

P14.1-11 가상현실 콘텐츠를 위한 고도필드 렌더링 가속화

이은석(유한대), 신병석(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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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평가위원

P14.2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이준(호서대)

P14.2-01 1인칭 시점 드론의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혼합현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동현･고용국･최수미(세종대)

P14.2-02 비용 효율적인 3D 프린팅을 위한 내부채움 패턴
Kanygul Chynybekov･이종원･고용국･최수미(세종대)

P14.2-03 연성 구조물 프린팅을 위한 비동질 벌집무늬 패턴 생성
Kanygul Chynybekova･강호산･최수미(세종대)

P14.2-04 연령에 무관한 얼굴인식을 위한 이분기 잔차네트워크
이소려(창저우사범대), 이효종(전북대)

P14.2-05 프레젠테이션 제어 시스템을 위한 손 제스처와 모션 인식
박경리･백종승･신현철(한양대 ERICA)

P14.2-06 트위터에서의 전파에 텍스트의 감정과 진위가 미치는 영향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가재령･김정욱(KAIST), 한지영･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P14.2-07 채팅 지표 분석 기반 방송 핵심 이벤트 탐지 연구
박상운･조환규(부산대)

P14.2-08 FFA-Net을 이용한 X-ray 산란선 보정 기법
이찬혁･김유영･박준혁･김혜원･김호준(한동대)

P14.2-09 QR코드를 이용한 “Off-On” 사용자 편의 주문 시스템
조찬우(부산대)

P14.2-10 Graph Centrality를 이용한 영화감독과 투자배급사간 관계와 흥행성적의 분석
김한준･송성호(경희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5.1 컴퓨터시스템 이재환(한국항공대)

P15.1-01 확장 가능한 두뇌 시뮬레이션 가속 시스템을 위한 상호 연결망 구현
김찬명･김장우(서울대)

P15.1-02 어텐션 기반 딥러닝 신경망 모델의 성능분석
허수연･김장우(서울대)

P15.1-03 DRAM refresh parameter에 따른 컴퓨팅 성능 변화
이규현･나성민･김장우(서울대)

P15.1-04 인-메모리 데이터 구조의 종류에 따른 I/O 성능 및 메모리 사용량 분석
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

P15.1-05 리눅스 Cgroups의 버전별 I/O Throttling 성능 분석
유상훈･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P15.1-06 로봇 서비스 생성을 위한 메타 모델과 이를 활용한 패키지 구성 방법
유인식･조한얼･최병기･이재호(서울시립대)

P15.1-07 가상 SGX를 포함한 VM 마이그레이션 기법의 비교 분석
남호철･이승균･박재원･유시환(단국대)

P15.1-08 매니코어 환경에서 F2FS 파일시스템의 단일 파일 읽기 성능 개선
서동주･주용수･임성수･임은진(국민대)

P15.1-09 A Multi-priority Supported Task Offloading of Vehicular Edge Computing
Tran Trong Khanh･Tran Hoang Hai･Van-Nam Pham･VanDung Nguyen･Young-Rok Shin･
Eui-Nam Huh(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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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1-10 비디오 관제시스템에서 배경 감출과 Yolo기반의 이동객체의 탐지

판반뎃･이효종(전북대)

P15.1-11 도커 컨테이너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스토리지 자원관리 방법

엄상현･김직수(명지대)

P15.1-12 Imperative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추론 성능 분석

구윤모･정은지･전병곤(서울대)

P15.1-13 VOS: Accept 시스템 콜 최적화를 위한 가상 파일 시스템 설계

김문교･김건희･김수완･양경식･유혁(고려대)

 

세션 분야 평가위원

P15.2 컴퓨터시스템 진현욱(건국대)

P15.2-01 이종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추론을 위한 성능 기반 배치 분배 기법 연구

이성주･최경환･박영준(한양대)

P15.2-02 아파치 스파크 기반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성능 최적화 요소 분석

이수연･정연우･김민우･박성용(서강대)

P15.2-03 Autoware에서의 하이브리드 조향 제어 알고리즘의 구현

한태호･최영준･김강희(숭실대)

P15.2-04 자율주행 SW 스택을 위한 태스크 위상 스케줄링 프레임워크

최영준･이효은･김강희(숭실대)

P15.2-05 고성능 NVMe 장치를 위한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읽기 성능 분석

정지현･서동주･주용수･임성수･임은진(국민대)

P15.2-06 Stride 스케줄링에서 멀티코어 병렬성 향상을 위한 힙 기반 자료구조

송인호･최종무(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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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P13.2-06 하재민 P5.1-01 함석환 P1.1-07 황용운 P12.1-14

최재강 P1.1-11 하재준 P4.1-08 허성환 P10.8-03 황우성 P3.1-06

최재용 P3.2-02 한구현 P14.1-10 허수연 P15.1-02 황윤영 A1-05

최재형 H8-07 한대영 P10.3-08 허승범 P3.1-03 황인준 E3-01

최정민 P10.2-01 한동희 P6.1-07 허유정 I5-01 황태욱 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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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참가등록 안내

1.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비고

사전등록

1차 5.29(금) ~ 6.15(월) ※ 논문발표자는 6.08(월)까지 등록 필수

※ 논문 1편당 1인 참가등록 필수

   (ex. 동일인이 3편 발표시 3회 등록)

※ 미등록시 해당 논문은 게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차
6.16(목) ~ 6.22(월)

~7.1(수) 오후3시까지

행사기간 

중 등록
7.2(목) ~ 7.4(토)

2.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 1차(Early Bird) 사전 2차 행사기간 중 등록

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10,000원 130,000원 --> 110,000원 110,000원

대학원생 130,000원 150,000원 --> 130,000원 13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50,000원 270,000원 --> 250,000원 250,000원

비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60,000원 180,000원 --> 160,000원 160,000원

대학원생 180,000원 200,000원 --> 180,000원 180,000원

 일반 350,000원 370,000원 --> 350,000원 350,000원

※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등록비는 작년대비 최대 27%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가 등록자 혜택]

- 전체 프로그램 수강 (단, 일부 유료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비 있음)

- 원문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비회원 참가등록자에게는 1년간 회원혜택 무료 제공 (단, 회원정보 입력 시 적용)

3. 튜토리얼 참가비: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강좌당 50,000원입니다.

4. 유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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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까지) 100%, 1주전(6.24까지) 50% 금액을 환불하며,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4) 등록관련문의 : 문은정 과장 ejmoon@kiise.or.kr, 02-588-4002

등록

구분
회원구분

AI 빅 데이터/블록체인 

최신 기술 워크숍
머신러닝 연구회

신진 연구자 워크샵
오픈소스 기반 머신러닝

연구 개발 및 확산 방법론 워크숍

KCC+분과 분과행사만 KCC+분과 분과행사만 KCC+분과 분과행사만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12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4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20,000원 60,000원 110,000원 120,000원 150,000원

당일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3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12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4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30,000원 60,000원 110,000원 150,000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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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KCC2020 온라인컨퍼런스 ZOOM 사용안내서 (참가자용)

가. 참석방법

ZOOM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는 세션은 초대 URL과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

다. 초대 URL은 온라인학술행사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참가자의 접속환경(PC, 모바일)에 맞게 아래 단

계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C로 참석 시

1) 세션의 초대 URL 클릭

   예시 : https://us02web.zoom.us/j/86382793655

2) ZOOM 프로그램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자동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ZOOM 다운로드 URL : https://zoom.us/support/download

3) 설치가 완료되면 URL:Zoom Launcher 열기를 선택하여 참석

4)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선택

2. 모바일로 참석시

1) 애플 App Store 또는 Google Play를 통해 ZOOM 앱설치

2) 참석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

2-1) 세션의 초대 URL 클릭 -> 앱 자동실행

2-2) 앱실행 -> 회의참가 선택 -> 회의ID(세션의 초대 URL의 숫자 11자리)를 입력, 참가

     예시 : https://us02web.zoom.us/j/86382793655

3)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선택

※ 참가자가 제한되는 세션의 경우,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비 번호를 안내드립니다. 

나. 세션 참석시

세션에 참석했을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ZOOM 접속 시 이름은 참가자명으로 수정

2) 마이크는 음소거로 선택

3) 연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경우 채팅을 통해 질문입력

질문은 발표 종료 후 좌장이 취합하여 연사에게 전달하고, 연사가 답변

담당자: 한국정보과학회 사무국 최희수 대리 / Tel: 02-588-9246 / Email: hschoi@kiise.or.kr

※ ZOOM을 통해 진행되는 세션은 모두 녹화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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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 게임, 커머스, 교육 ...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NHN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긴
준비된 클라우드, TOAST를 만나보세요.

www.toast.com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O/IEC 27017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 정보 관리 체계 ISO/IEC 27018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PIMS 인증

국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O/IEC 27001 인증

금융보안원 안전성 평가 141개 항목 100% 충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O/IEC 27017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 정보 관리 체계 ISO/IEC 27018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PIMS 인증

국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O/IEC 27001 인증

금융보안원 안전성 평가 141개 항목 100% 충족

금융, 공공, 게임, 커머스, 교육...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NHN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긴
준비된 클라우드, TOAST를 만나보세요.

www.to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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