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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과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술 정보를 나눔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적으로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KCC2021은 6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제주 ICC(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동시 개

최 예정입니다.

KCC2021은 “Unimagined Futures: Healing and Recovery with K-SW”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시

대 이후 K-SW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학술대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KCC2021에서는 논문 발표, 튜토리얼, 특별세션 등의 학회 주관 행사에 더불어 학술 분과 주관 워크

샵 및 협력 워크샵 등 다양한 산학연 학술 행사를 병행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채

택 논문 중 상위 10% 내외의 우수 논문과 발표 논문 중 상위 10% 내외의 우수발표 논문을 선정하

여 학회 논문지에 게재를 추천하고, 학부/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제

고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SW 경진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가 UNESCO 산하 국제정보처리연합회(IFIP,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의 회원으로서, IFIP의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IFIP 회원 학회들과 더욱 돈독한 관

계를 유지하고, KCC2021을 통해 우리 학회와 K-SW의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CC2021이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회원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21

대  회  장 　 홍지만(숭실대)

조 직 위 원 장 　 이정훈(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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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부위원장 권준호(부산대), 김경백(전남대), 김동균(경북대), 김지혜(국민대), 

김태호(ETRI), 이문규(인하대), 이중희(고려대), 허준영(한성대)

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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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UNIST)

백종호(서울여대)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서동민(KISTI)

서의성(성균관대)

서정욱(한신대)

서지원(한양대)

서창호(공주대)

서화정(한성대)

석준희(고려대)

석호식(강원대)

선충녕(KISTI)

소재우(서강대)

손용석(중앙대)

송사광(KISTI)

송순용(ETRI)

신기정(KAIST)

신동군(성균관대)

신상욱(부경대)

신석주(조선대)

신찬수(한국외대)

신현정(아주대)

심정섭(인하대)

안정섭(아주대)

안정호(서울대)

안형찬(연세대)

안희갑(POSTECH)

양단희(평택대)

염헌영(서울대)

오충석(멜퍼)

옥철영(울산대)

유동희(부산가톨릭대)

이승우(KISTI)

이영민(서울시립대)

이영호(목포대)

이옥연(국민대)

이용귀(ETRI)

이우기(인하대)

이우석(한양대)

이욱진(한양대)

이유부(성균관대)

이은서(ETRI)

이은지(숭실대)

이인복(한국항공대)

이임영(순천향대)

이재성(충북대)

이재우(중앙대)

이재환(한국항공대)

이재흥(대전대)

이정원(아주대)

이종우(숙명여대)

이주호(한양여대)

이준욱(아이브랩)

이지호(KETI)

이진규(성균관대)

이진호(연세대)

이찬근(중앙대)

이창기(강원대)

이충희(NCSoft)

이학진(ETRI)

이현아(금오공대)

이형준(이화여대)

임상규(ETRI)

임선영(배재대)

임성수(충남대)

임유진(숙명여대)

임철수(KISTI)

임학수(KIOST)

임현승(강원대)

임현일(경남대)

임효상(연세대)

조진성(경희대)

조현철(경일대)

조형민(성균관대)

조호묵(KAIST)

주재걸(KAIST)

지은경(KAIST)

차시호(청운대)

최동완(인하대)

최성필(경기대)

최성희(KAIST)

최영리(UNIST)

최우성(전력연구원)

최윤호(부산대)

최종무(단국대)

최진욱(서울대)

최진철(ETRI)

최호섭(단국대)

탁병철(경북대)

한경수(성결대)

한경식(아주대)

한상철(AITRICS)

한승철(명지대)

한요섭(연세대)

한정현(고려대)

한종대(상명대)

한진영(성균관대)

한  혁(동덕여대)

한환수(성균관대)

한효녕(ETRI)

허기홍(KAIST)

허재혁(KAIST)

홍문표(성균관대)

홍  신(한동대)

황선태(국민대)

황소영(부산가톨릭대)

황영섭(선문대)

황원준(아주대)

황의종(KAIST)

황지영(KAIST)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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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6월 24일(목) 15:0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제주ICC 한라홀A

사회 : 이원준 교수(고려대)

⁍ 개회사 홍 지 만 대회장 (KCC2021, 숭실대)

⁍ 환영사 나 연 묵 회  장 (한국정보과학회, 단국대)

⁍ 축  사 전 성 배 원  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 명 준   원  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상식 6월 24일(목) 15:10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제주ICC 한라홀A

사회 : 이원준 교수(고려대)

1. KCC2021 (최)우수논문상

No. 분야 논문제목 전체저자

1 고성능컴퓨팅
대규모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GPU 
memory 확장 방안

최현성･이재환(한국항공대)

2 고성능컴퓨팅
지능형 원격 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HPC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험

노승우･유진승･김상완(KISTI),
유명환(엑세스랩)

3 국방소프트웨어
공평한 헝가리안 알고리즘 기반 군집 비행 
시스템

문성태･이돈구･김도윤(항우연)

4 데이터베이스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 효율적인 연속 서브 
그래프 질의 처리 기법

이소민･김상혁･최도진(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5 데이터베이스
SSD 내부간섭 최소화를 위한 멀티테넌트 
데이터베이스 튜닝

오승진･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

6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증강과 강인 손실 함수를 이용한 
준지도 학습

안영준･심규석(서울대)

7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AppLens : 기존 모바일 앱과 AR 환경의 호환성 
지원을 위한 새로운 AR 프레임워크

김시정･이선재(KAIST), 
오상은(아주대), 신인식(KAIST)

8 사물인터넷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의 영향도 기반 제어 
방법

신일섭･가덕현･오승택･임재현(공주대)

9 사물인터넷
자연광 색온도의 대표 추세선을 이용한 
24절기별 색온도 주기 산출 방법

박범서･김윤지･오승택･임재현(공주대)

10 소프트웨어공학
교차버전결함예측을 위한 적대적 학습 기반 딥 
도메인 적응 기법 비교

최지원･이재욱･류덕산･김순태(전북대)

11 소프트웨어공학
안전가드와 강화학습을 통한 사이버물리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김영재･홍장의(충북대)

12 스마트시티 터널 내부 영상 정합 알고리즘 개선 연구
김석진･전민건･전수빈･서동만
(대구가톨릭대)

13 언어공학
비지도 기계 번역을 이용한 한국어 채팅체 문체 
변환

정영준･이창기(강원대),
황정인･노형종(엔씨소프트)

14 언어공학
Post-training을 이용한 한국어 전이학습  
모델에서의 성능 향상

김균엽･이승수･모윤호･이소라･강상우
(가천대)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식 및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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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언어공학
N-gram 사용량 조절을 통한 딥러닝 기반  Chit- 
chat 대화시스템의 Generic한 응답 생성 제어

오재영･방지수･신재훈･이종혁
(포항공대)

16 언어공학
사전 학습된 Encoder-Decoder 모델 기반  
질의응답 쌍 생성을 통한 기계 독해 학습 
데이터 증강

신현호･정선기･최성필(경기대)

17 언어공학
대화 생성 모델을 위한 답변 기반 질의 토큰 
중요도  계산기

김소언･홍충선･박성배(경희대)

18 언어공학
한국어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HLI-BERT 모델 제안

강연오･진교훈(중앙대), 
강경필(스캐터랩), 김영빈(중앙대)

1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COVID-19 범유행 정보 
구조 분석

김단우(KAIST, IBS), 이다민(POSTECH),
명재현･정창욱(KAIST, IBS),
홍인호(Max Planck Inst. for Human 
Development),
Diego Sáez-Trumper
(Wikimedia Foundation),
윤진혁(숭실대), 정우성(POSTECH),
차미영(IBS, KAIST)

20 인공지능
모달리티 정렬을 통한 비디오 질의 응답 시스템 
개선

김용일･윤현구･원승필･정교민(서울대)

21 인공지능
다수준 등장인물 주의집중을 통한 비디오 
스토리 이해 기법

최성호･온경운･허유정･서아정･장유원･
이민수･장병탁(서울대)

22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성능 개선을 위한 결측 대체법 최적화 한종민･강석호(성균관대)

23 인공지능
회귀 인공신경망의 예측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한 대리 기법

강명인･강석호(성균관대)

24 인공지능
이미지 분할 성능 개선을 위한 재귀적 피드백 
기반의 효율적인 모델 불특정 후처리 기법

김재호･강석호(성균관대)

25 인공지능
멀티모달 가우시안 분포 기반 VAE를 활용한 
감정표현 음성 합성

주성호･이윤형･정교민(서울대)

26 인공지능

Learning Densely Mutated  Region 
Embeddings from SARS-CoV2 Whole 
Genomes for Clade-specific  
Representations via Density-based 
Clustering and Deep Learning

박민우･이상선･성인영･신윤열(서울대),
정인욱(경북대), 김선(서울대)

27 인공지능
4D fMRI 자폐진단을 위한 레지듀얼-자가집중 
신경망 기반 상측두구의 동적 뇌연결성 학습

박경원･부석준･조성배(연세대)

28 인공지능
OLI(Optic Latus Inference): 복수의 망막 
SD-OCT 영상을 이용한 망막 질병 추론 기법

기대성･하상일･전동환･이영섭(경상국립대), 
한용섭･강태신(창원경상국립대병원), 
김경훈･김진현･이웅섭･이성진(경상국립대)

29 인공지능
셀도니언 블록플로우: 연합 학습에 적절성 
기준을 삽입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검증하기

이준하･박수용(서강대)

30 인공지능
The Effects of Randomizing  input Feature 
Vectors When Training Video Based 
Learning Models

Muhammad Zaigham Zaheer･
Marcella Astrid･Seung-Ik Lee
(UST, ETRI)

31 인공지능
VACS: 패션 객체 영역 분할 기법을 통한 가상 
착용  기술 아티팩트 보정 시스템

박원정･정유진･박순찬･박진아(KAIST)

32 인공지능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1x1 초광대역 무선 신호 
기반 사람의 자세 추정

김승현･채근홍･반성현･신승환･김유성
(성균관대)

33 인공지능 다중 인코더 구조를 활용한 기계번역 품질 예측
허담･이원기･신재훈･권홍석･이종혁
(포항공대)

34 인공지능
TabNet 기반의 반도체 재공재고 수준의 
조기예측과 해석

방성진･고해지･이상민(광운대)

35 인공지능
회전 기계 고장 진단을 위한 비지도 적대적 
일관성 유지 변환 학습을 적용한 교차 도메인 
적응 방법

장계봉･조성배(연세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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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공지능
합성곱 신경망과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독

김승민･조성민(넷코아테크), 
윤석민(원광대)

37 인공지능
Neural ODE를 이용한 COVID-19 확진자 수 
예측 모델

김예진･장윤(세종대)

38 인공지능
멀티헤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와 k-평균 
군집화를 활용한 건축물 이미지 군집화

김재현･김명준･신현정(아주대)

39 인공지능
노년층 우울감 예측을 위한 시멘틱 네트워크 
기반 뉴로심볼릭 그래프 컨볼루션

부석준･박경원･조성배(연세대)

40 인공지능
Few-shot 이미지분류를 위한 프로토타입 노드 
기반 그래프 신경망

장성은･김준태(동국대)

41 전산교육시스템
시각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점자블록 인식 
정확도 향상 방안 : YOLOv5와 꼭짓점 좌표 분석 
활용

강준구･Valentin Bajeneza･안소명･
성민우･이영석(강남대)

42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합리적 부정기능을 지원하는 플래시 
저장장치를 위한 새로운 플래시 명령어

조건희(서울대), 김명석(충북대),
김지홍(서울대)

43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DeAntiEmul :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탐지 
기법 탐지 도구

김규호･이수민･김아정･홍지만(숭실대)

44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카카오톡 메신저의 이미지 축소 스케일링에 
의한 비밀 메시지 파괴를 회피하는 스테고 봇넷 
통신 기법 연구

육심언･조영호(국방대)

45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함수 암호 기반 행렬 곱셈의 가속화된 구현 및 
성능 평가

전성윤･이문규(인하대)

46 정보통신
Tracing Dynamic URLLC Traffics in 
Vehicular Networks: A Proactive Resource 
Scheduling

Shashi Raj Pandey･Sabah Suhail･
Yan Kyaw Tun･Madyan Alsenwi･
Choong Seon Hong(경희대)

47 정보통신 QoS를 위한 QUIC 기반 적응형 다중 경로 기법
무함마드하피드펄만샤･
남혜빈･고석주(경북대)

48 정보통신
네트워크 단위 트래커 탐지를 위한 암호화된 
트래픽의 특성 분석

이동근･주민우･이원준(고려대)

49 정보통신
Fresh Aggregator for Intelligent Energy 
Regulation in Smart Grid Framework

Md. Shirajum Munir･
Do Hyeon Kim･Sun Moo Kang･
Young Woo Kim･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50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인터랙티브 VR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중감각 햅틱 렌더링

문민재･오승재･박채용･최승문
(포항공대)

51 컴퓨터시스템
CERN EOS 분산 파일 시스템의 배포 환경에 
따른 I/O 성능 비교

이준영･김문현･김경준･노서영(충북대)

52 컴퓨터시스템
고성능 저장장치 기반 키-밸류 스토어의 CPU 
사용량 분석

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

53 컴퓨터시스템
오토스케일링 알고리즘 비교를 위한 요청 수 
기반 쿠버네티스 Horizontal Pod Autoscaler 
모델링

장용현･정진원･이재학･유헌창(고려대),  
이은영(동덕여대)

54 컴퓨터시스템
NUMA 아키텍처를 고려한 PM 자료구조를 
위한 노드 리플리케이션 설계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55 컴퓨터시스템
Near-data Processing을 이용한 확장성 있는 
임베딩 메모리 시스템

김세진･김정우･이성진(DGIST)

56 컴퓨터시스템
MQSim-E: 엔터프라이즈향 SSD에 특화된 
NVMe SSD 시뮬레이터

홍두원･이두솔･김지홍(서울대)

57 컴퓨터이론
부분 그래프 매칭 문제를 위한 향상된 동적 매칭 
순서

민승환･신원석･김채원･박근수(서울대)

58 프로그래밍언어
베이지안 알람 랭킹 시스템의 거짓 일반화 
문제와 해결 방안

김현수･허기홍(KAIST)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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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Gold 홍충선(경희대) Silver 김현기(ETRI)

2. 공로상

   1) 공로상

김두현(건국대) 문양세(강원대) 송하주(부경대) 이윤근(ETRI)

진현욱(건국대) 최수미(세종대) 최한석(목포대) 김석규(안동대)

이병정(서울시립대) 백종문(KAIST) 김정아(가톨릭관동대) 이혁준(광운대)

김재수(KISTI) 임춘성(SPRi) 김진호(강원대) 안상현(서울시립대)

김형준(ETRI) 최병호(KETI) 황순욱(KISTI)

   2) 특별공로상

  ① ICSE2020 특별공로상

배두환(KAIST)

  ② KCC2021 특별공로상

홍충선(경희대) 장병탁(서울대) 엄영익(성균관대)

구명완(서강대) 배성호(경희대)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장윤(세종대)

3. 학술상

홍충선(경희대)

4. 논문공헌상

5. 우수논문상

분야 논문제목 저자 수상자

CST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동작 방식 

비교를 통한 DRAM 캐시 성능 분석 
문예빈･오덕재･안정호(서울대) 안정호(서울대)

SA
시각-언어 공동 임베딩과 지식 그래프 임베딩을 

이용한 영상 기반 상식 추론
이재윤･김인철(경기대) 김인철(경기대)

DB
신경망 및 비신경망 오토인코더 기반 추천 모델의 

성능 비교 및 분석
정윤기･이종욱(성균관대) 이종욱(성균관대)

IN
UAV-Edge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딜리버리 

시스템 연구
추마엣･이민경･홍충선(경희대) 홍충선(경희대)

CPL

암호화된 대중교통 교통카드 빅데이터에서의 

관광객 O-D 통행패턴 추출 알고리즘: 관광 도시, 

제주에의 적용

김예찬(GIST), 

김철수･김성백(제주대)
김성백(제주대)

홍보 및 채용

No. 업체명 내용

1 라인플러스

LINE 개발 문화 소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LINE에서 자랑하는 개발 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6.24(목) 12:00-13:00 ZOOM 바로가기 (ZOOM주소 홈페이지 참고)

2 큐브리드

CUBRID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자 채용상담 (공고보기)

6.23(수) 14:00-14:30 / 6.24(목) 14:00-14:30

- ZOOM 회의 ID : 329 100 3130, 암호: cU4E5i

- 문의: 오명환 CTO/상무 mhoh@cubrid.com / 070-436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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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No 프로그램 시간 진행방법

1

[기조강연 I]

Gabriele Kotsis 회장(ACM)

“Intelligence? Smartness? Emotion?

What do we expect from future computing machinery?”

6.24(목)

15:40-16:20
유튜브

실시간중계

&

제주ICC

한라홀A
[기조강연 II]

박종현 부원장(ETRI)

“How to innovate to solve society problems via DNA”

6.24(목)

16:20-17:00

2

[특별세션I : Green AI를 위한 뉴로모픽 컴퓨팅]

이건명 교수(충북대)

“Spiking neural network의 학습 기법”

윤영선 교수(한남대)

“뉴로모픽 아키텍처 기반 IoT Service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개발”

김용주 선임연구원(ETRI)

“AI 지원 뉴로모픽 SW 플랫폼 기술”

오광일 책임연구원(ETRI)

“뉴로모픽 반도체의 연구 동향 및 응용”

6.23(수)

13:00-17:00

ZOOM

실시간중계

3

[특별세션II : 비대면 시대와 보안]

Kim-Kwang Raymond Choo 교수(UTSA)

“Internet of Things (IoT) cyber security and threat intelligence:

What are the resear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노희준 교수(고려대)

“암호화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동향 및 발전 전망”

박후린 교수(고려대)

“무선 신호 충돌 현상을 활용한 백스캐터 네트워킹 보안 기술”

6.24(목)

09:00-12:00

ZOOM

실시간중계

4

[특별세션III : 추천시스템 최신 기술 동향]

이종욱 교수(성균관대)

“세션 기반 추천 시스템: 최신 연구 동향 및 향후 전망”

채동규 교수(한양대)

“추천시스템에서 generative model의 활용: 최신 연구 동향”

김상욱(교수(한양대)

“암시적 피드백을 다루는 협업 필터링 기반 최신 추천 기술 동향”

6.25(금)

09:00-12:00

ZOOM

실시간중계

5 [특별세션IV : IT 정책]
6.24(목)

13:00-15:00

유튜브

실시간중계

&

제주ICC

한라홀A

6 [신진연구자 세션]
6.25(금)

09:00-16:00

ZOOM

실시간중계

7 [Top Conference 세션]
6.23(수)

10:00-17:00

ZOOM

실시간중계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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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원준 교수(고려대)

기조강연 I

6.24(목) 15:40-16:2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Intelligence? Smartness? Emotion? What do we expect from future computing machinery?”

     Gabriele Kotsis 회장(ACM)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for dramatic change 

processes in the next 30 years.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I is driven by 

scientific and political ambitions, accompanied by great hopes and fears. What 

does it mean to live and work with such a form of intelligence? How wil 

computing machinery evolve within the next decades? What can and should 

computer societies consider to ensure a positive development from both, a 

technological as well as societal point of view?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will be addressed in this keynote. 

기조강연 II

6.24(목) 16:20-17:0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How to innovate to solve society problems via DNA”

박종현 부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Human life innovation via DNA(Data-Network-AI) convergence technology is 

playing a leading role in improv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people’s life by 

performing research & development, which will realize consumer-oriented new 

manufacturing and energy industry ecosystem, create a smart city and 

intelligent transport/logistics ICT infrastructure, realize a new generation of 

medical intelligence for realizing 100 years of health and accomplish public/ 

industrial safety. And it is also focusing on intelligent cyber security core 

technologies that block sophisticated and automated hacking. In this talk, we 

will provide a brief overview of the use of AI in terms of upgrad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DNA convergence and shares interesting applications 

such as AI medical, defense, and IoT(Internet of Things).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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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건명 교수(충북대)

특별세션 I – Green AI를 위한 뉴로모픽 컴퓨팅

6.23(수) 13:00-14:00 / ZOOM 실시간 중계

Spiking neural network의 학습 기법                                                                                        이건명 교수(충북대)

일반적인 신경망 모델에 비교하여 Spiking Neural Network(SNN)을 구성하는 뉴런의 동작 

메커니즘은 생물학적인 뉴런의 특성을 잘 모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SNN의 뉴런

을 어떤 형태로 모델링하고, 이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동작과 학습방법

이 영향을 받는다. 이 강연에서는 SNN을 구성하는 뉴런의 형태, 뉴런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

조에 따른 학습 알고리즘, 딥러닝 신경망과 같이 다층구조를 갖는 SNN의 학습 방법 등에 대해

서 소개하고, 일반 신경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6.23(수) 14:00-15:00 / ZOOM 실시간 중계

뉴로모픽 아키텍처 기반 IoT Service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개발                                 윤영선 교수(한남대)

지능형 IoT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전력 추론기능을 갖는 뉴로모픽 아키텍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뉴로모픽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적으로 뉴런을 모사하여 동일한 작업을 

처리하는 기존 인공신경망에 비하여 매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임. 그러나 뉴로모픽기반의 

IoT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합 개발환경이 부족한 실정임. 본 강연에서는 뉴로모

픽 아키텍처 기반의 디바이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IoT 서비스 개발을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소개하고자 함. 디바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

존의 IoT 장치뿐만 아니라, 이기종 장치에서 동작하는 뉴로모픽 기능을 규격화된 컴포넌트로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흐름 기반의 게이트웨이 통합 개발 환경을 제안함.

6.23(수) 15:00-16:00 / ZOOM 실시간 중계               

AI지원 뉴로모픽 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김용주 선임연구원(ETRI)

본 강의는 SNN 기반의 뉴로모픽 컴퓨팅 플랫폼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SNN 기

반의 뉴로모픽 응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실제 뇌의 구조와 기능, 동작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를 이용하여 응용을 동작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꾸미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그리고 해당 응용 시스템을 실제 뉴로모픽 시스템에서 구성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뉴로모

픽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6.23(수) 16: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뉴로모픽 반도체의 연구 동향 및 응용                                                                       오광일 책임연구원(ETRI)

최신 뉴로모픽 반도체의 연구 및 개발 동향과 응용을 소개하고 주요 반도체 칩의 특징 및 기능

을 간략히 요약 정리한다. 특히 Spiking Neural Network 관련 뉴로모픽 칩들을 중심으로 설

명하며 기본적인 SNN의 특징 및 향후 응용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 한다.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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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 – 비대면 시대와 보안

6.24(목) 09:00-10:00 / ZOOM 실시간 중계

Internet of Things (IoT) cyber security and threat intelligence: 

What are the resear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Kim-Kwang Raymond Choo 교수(Th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Internet of Things (IoT) devices are becoming commonplace in our society, due to their 

widespread applications (e.g., environmental monitoring, smart cities, healthcare, 

surveillance, and battlefields such as Internet of Battlefield Things). Such devices are 

also generally capable of capturing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digital 

artifacts that can be used for cyber threat intelligence and inform security mitigation 

strategy formulation. There are, however, a number of challenges associated with 

designing IoT cyber security and threat intelligence solutions.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challenges, there are also associated legal and policy challeng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and deployment of such solutions in practice.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explore the challenges from technical, legal and policy 

perspectives. For example, how do we use machine/deep learning to facilitate 

detection of real-time attacks against IoT devices and systems, and how can we 

automatically identify and collect digital evidence in a forensically sound manner 

which can be subsequently used for cyber threat intelligence? In the event that the 

attackers use sophisticated tools to obfuscate their trails, can we design machine/ 

deep learning techniques to unobfuscate and/or identify and exploit vulnerabilities to 

get access to digital evidence? What are the potential legal implications and 

challenges? Can we also design explainable AI techniques to facilitate the explanation 

and inclusion of such digital evidence and cyber threat intelligence in court 

proceedings or presentations to C-level or boards in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discussed challenges, we will identify potential opportunities for stakeholders in 

academia (e.g., students and researchers), industry and government.  

6.24(목) 10:00-11:00 / ZOOM 실시간 중계

암호화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동향 및 발전 전망                                                                   노희준 교수(고려대)

최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각 분야

가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한 트래픽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에 대해 이루어지던 네

트워크 측정, 보안 모니터링 및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암호화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에 관한 다양한 기술의 동

향을 논의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6.24(목) 11: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무선 신호 충돌 현상을 활용한 백스캐터 네트워킹 보안 기술                                                  박후린 교수(고려대)

최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한 트

래픽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에 대해 

이루어지던 네트워크 측정, 보안 모니터링 및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암호화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에 

관한 다양한 기술의 동향을 논의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발전 전망에 대

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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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 추천시스템 최신 기술 동향

6.25(금) 09:00-10:00 / ZOOM 실시간 중계

세션 기반 추천 시스템: 최신 연구 동향 및 향후 전망                                                              이종욱 교수(성균관대)

세션 기반 추천 모델은 사용자가 로그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추천 목록을 제공

하는 추천 시스템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추천 모델의 정

적 환경의 장기적인 사용자 선호도를 모델링하는 반면에 세션 기반 추천 모델은 동적 환

경의 단기적인 사용자 선호도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세션 기반 추천 모델은 

주어진 세션에서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의 순서를 기반으로 세션 문맥을 고려하여 시기적

절한 항목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강연에서는 비신경망 및 신경망 기반 세션 기반 추

천 모델을 소개하고,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6.25(금) 10:00-11:00 / ZOOM 실시간 중계

추천시스템에서 generative model의 활용: 최신 연구 동향                                                    채동규 교수(한양대)

본 강의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생성 모델인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을 활용한 추천시스템의 최신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먼저 추천시

스템에서의 GAN framework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학습되어 추천을 수행할 수 있

는지 간략히 소개한다. 그 후 추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인 data sparsity problem, 

cold start problem 등에 대해서 다룬 후, GAN 등의 generative model을 이용해서 위 

문제들을 해결하며 추천정확도를 향상시킨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다.

6.25(금) 11: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암시적 피드백을 다루는 협업 필터링 기반 최신 추천 기술 동향                                              김상욱 교수(한양대)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는 크게 명시적 피드백 (explicit 

feedback) 과 암시적 피드백 (implicit feedback) 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명시적 피드백은 

각 사용자가 각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 정도 (예: 1에서 5점 사이의 평점) 를 직접 나

타내는 다중-클래스의 피드백을 의미하는 반면, 암시적 피드백은 각 상품에 대한 각 사용

자의 행동 유무 (예: 구매, 장바구니, 클릭) 만을 포함하는 단일-클래스의 피드백을 의미한

다. 명시적 피드백은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지만, 사

용자들에게 평점 기입이라는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는 암시적 피

드백의 사용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암시적 피드백만을 활용하는 협업 필터링 기

술을 단일-클래스 협업 필터링 (One Class Collaborative Filtering, 이하 OCCF) 기반 기

술이라고 부른다. OCCF 기반 방법들의 주요 과제는 암시적 피드백만으로 사용자들의 구

체적인 선호도를 추론해 내고, 추론된 사용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OCCF 기반 방법들을 사용자들의 암시적 피드백을 학습하는 방식

에 따라 point-wise 학습 방식과 pair-wise 학습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 방식에 속하는 

최신의 OCCF 기반 방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실세계 데이터 셋들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을 통해 OCCF 기반 방법들의 추천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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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V – IT 정책

6.24(목) 13:00-15:0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 ICC제주 한라홀A           사회 : 홍지만 교수(숭실대)

1 인사말씀  최재훈 본부장(IITP)

2 ICT 융합기술의 현황과 전략 기술로드맵 AI 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김연배 PM(IITP)

3 국내외 차세대 AI 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이현규 PM(IITP)

4 인공지능 반도체 동향  오윤제 PM(IITP)

5 SW·클라우드･자율주행 기술개발 정책 및 추진 방향  김형철 PM(IITP)

6 차세대보안 기술전망과 기술개발 전략  정현철 PM(IITP)

7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글로벌 현황과 R&D 추진 방향  최성호 PM(IITP)

8 방송미디어･콘텐츠 R&D 추진 방향  이준우 PM(IITP)

6.24(목) 13:00-13:15

ICT 융합기술의 현황과 전략 기술로드맵 김연배 PM(IITP)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글로벌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全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고속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

보통신기술(ICT)이 합쳐진 ICT융합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활용 수요

도 증가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ICT 융합기술의 현황과 전략 기술로드맵을 소개한다.

6.24(목) 13:15-13:30

국내외 차세대 AI 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이현규 PM(IITP)

최근 국가별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도 2019년 국가전략을 발표하

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글로벌 주요 국

가들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를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패권경

쟁 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이유와 우리의 

인공지능 연구 및 활용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우

리의 국가전략 실현의 일환으로 현재 준비 중인 차세대 AI R&D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6.24(목) 13:30-13:45 

인공지능 반도체 동향 오윤제 PM(IITP)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해지고 적용영역도 더 많아지는데 

고성능, 저전력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필수적이고 다양한 응용

분야(서버, 모바일, 엣지 디바이스)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출

현 중에 있다. 이에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및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성능과 전력효율 획기

적으로 높일 수 있는 PIM (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컴퓨팅 아키

텍쳐에 대한 동향 및 기획중인 국가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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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목) 13:45-14:00

SW·클라우드·자율주행 기술개발 정책 및 추진 방향 김형철 PM(IITP)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요구,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술적 요구와 더불어 각국

의 기술 블록화 현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개발 정책과 R&D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특히, 사회･기술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래유망SW･서비스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미래형 컴퓨팅 아키텍처 대응 및 SW 신뢰성 기술, 클라우드 컴

퓨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ICT 융합 기술

의 R&D 투자 방향을 소개한다. 또한, 연구결과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

SW R&D의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6.24(목) 14:00-14:15

차세대보안 기술전망과 기술개발 전략 정현철 PM(IITP)

재택근무, 원격수업, 비대면 쇼핑 등 디지털 기반으로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전 산업분야

에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 디지털 범죄의 지능화, 전산업의 디지털화, 초연결･초지능 사회, 데이터 활

용의 극대화 등 사회, 기술, 경제적인 변화속에서 정보보호 R&D 방향과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6.24(목) 14:15-14:30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글로벌 현황과 R&D 추진 방향 최성호 PM(IITP)

5G 다음 세대인 6G 통신 관련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글로벌 현황과 

우리나라의 6G R&D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6G 시대에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현재 글로벌 현황과 우리나라의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R&D 추진 방향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6.24(목) 14:30-14:45

방송미디어·콘텐츠 R&D 추진 방향 이준우 PM(II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기술에 대한 주요 R&D 현황과 주요 기

술 분야에 대한 R&D 추진방향 소개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116

공통행사

신진연구자 세션 I

6.25(금) 09: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사회 : 권준호 교수(부산대)

인사말 권준호 교수(부산대)

1 쉽게 만드는 OS: Rust로 안전하게 모듈식으로 강지훈 교수(KAIST)

2 Machin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at Scale 김진규 교수(고려대)

3 Graph Neural Network: from Recommendation System to Drug Discovery 권선영 교수(부산대)

4 Reinforcement Learning with Domain Knowledge: Theory and Practice 옥정슬 교수(포항공대)

5 정보 시각화, 시각적 데이터 분석과 기계 학습의 활용 송현주 교수(숭실대)

휴식

6 다중언어 프로그램 대상의 정적분석 이성호 교수(충남대)

7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 김미정 교수(UNIST)

8 개발자와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정적 분석 시스템 허기홍 교수(KAIST)

9 그래프 기반 사용자 행위 분석 박찬영 교수(KAIST)

10 올 플래시 저장장치(All Flash storage)의 성능향상 방안 김재호 교수(경상국립대)

6.25(금) 09:10-09:25

 쉽게 만드는 OS: Rust로 안전하게 모듈식으로 강지훈 교수(KAIST)

OS를 비롯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까닭은 공유된 수정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야 하기 때문이다. OS는 CPU, 메모리, I/O 장치 등 본질적으로 병렬

적인 자원을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한 공유된 수정가능한 자원을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자원은 분석하고 제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 상태 등 에러를 유발하기 때문에 프

로그래밍하기 어렵다. 일례로 보안 취약점중 약 70%가 공유된 수정가능한 자원의 일종

인 메모리를 잘못 다룸으로써 생긴다는 관찰도 보고되었다. 

우리는 공유된 수정가능한 자원을 Rust 타입으로 캡슐화하여 OS를 안전하게 모듈식으로 

개발한다. Rust는 컴파일 시점에 소유 타입을 기반으로 공유된 수정가능한 자원을 분석

하고 또 안전한 API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Rust를 사용하여 (1) OS 각 

부품을 안전한 API를 가진 객체로 모듈화하고, (2) 부품을 조립하여 OS를 쉽게 개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3) 이 방법론을 토대로 작은 OS를 개발하였다. 기존에 Rust로 만든 

OS와 달리 우리는 Linux 등 기존 OS에서 사용된 공유된 수정가능한 부품 디자인을 별다

른 수정 없이 그대로 Rust 객체로 모듈화하였다. 

6.25(금) 09:25-09:40

Machin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at Scale 김진규 교수(고려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

다. 각국의 완성차 업체 및 구글, 아마존 등 Tech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적극

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 동향

을 소개하고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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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금) 09:40-09:55

Graph Neural Network: from Recommendation System to Drug Discovery 권선영 교수(부산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GNN)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인공 신경망 구조

로 최근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

래프 데이터와 기존의 CNN, RNN 신경망 구조와의 차이점,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

크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및 추천시스템부터 약물개발까지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자 합

니다. 

6.25(금) 09:55-10:10

Reinforcement Learning with Domain Knowledge: Theory and Practice 옥정슬 교수(포항공대)

The system to be studied in reinforcement learning often has intractable large state 

and action spaces, while the learning cost without any prior knowledge scales in the 

system size. In order to reduce the learning cost, there have been extensive works to 

implement the prior knowledge. This talk introduces an analysis on the 

fundamental limit of gain from the prior knowledge, and an optimal algorithm 

achieving the limit. Then, this talk concludes with a practical way to inject the prior 

knowledge into deep neural network models in reinforcement learning, which has 

interesting differences than that in supervised learning. 

6.25(금) 10:10-10:25

정보 시각화, 시각적 데이터 분석과 기계 학습의 활용 송현주 교수(숭실대)

정보 시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시각적 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분석 과정과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과정에서 기계 학습을 

활용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6.25(금) 10:35-10:50

 다중언어 프로그램 대상의 정적분석 이성호 교수(충남대)

SW 개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구현하는 다중언어 프로그램 

개발이 보편화 되고 있다. 다중언어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언어의 특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언어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형태의 결함

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결함이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프로그램의 결함 및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는 정적분석 기법이 단일언어 프로그램

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정적분석 기법은 프로그램의 구현 언어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중언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한된다. 본 강연에서는 다중언어 프로

그램, 특히 널리 활용되는 다중언어 안드로이드 앱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 및 보안 취약점

을 소개하고, 이를 탐지하는 정적분석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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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금) 10:50-11:05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 김미정 교수(UNIST)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머신러

닝 알고리즘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Tensorflow, PyTorch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출

시되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도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수많은 버그가 포함돼 있으며 해

당 버그는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성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소프트

웨어의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테스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함수 중 상당수가 특정 제약 조건을 따르는 구조화 된 입력값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존 테

스팅 연구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테스트 할 수 없습니다. 본 강

연에서는 API 문서에서 함수 제약 조건을 추론하고 잘못된 테스트 입력값을 분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팅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6.25(금) 11:05-11:20

개발자와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정적 분석 시스템 허기홍 교수(KAIST)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적 분석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에 꼭 필요한 주요 

기술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오탐 (올바른 코드를 오류라고 판단) 과 미탐 (오류를 올바르다고 판단) 문제가 큰 숙제

로 남아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쌍방향 정

적 분석 시스템을 이야기할 것이다. 전통적인 분석 시스템이 일방적인 (분석기에서 개발

자로) 정보 전달에 그쳤다면, 차세대 시스템은 분석기와 사람이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오

류를 탐지해가는 시스템일 것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호작용 시스

템과 그동안 여러 분석기에 적용 해 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

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6.25(금) 11:20-11:35

그래프 기반 사용자 행위 분석 박찬영 교수(KAIST)

최근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는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구조화 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그래프) 혹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오디오) 형태의 방대한 양의 멀티 모달 이종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데이

터의 본질적인 희소성 (Sparsity) 및 노이즈 (Noise) 로 인해 이종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이종 데이

터에서 추출 된 지식을 결합하고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본 강연에서

는 멀티 모달 이종 데이터에서 유용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그들간의 시너지를 

촉진하여 다양한 응용을 가능케 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특히, 그래프 기계학습 기반 방식

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6.25(금) 11:25-11:50

 올 플래시 저장장치(All flash storage)의 성능향상 방안 김재호 교수(경상국립대)

올 플래시 저장장치는 높은 입출력 성능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GC (Garbage Collection)

에 의한 성능 하락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본 발

표에서는 기존 방법과 차별화된 공간 분리(Spatial separation)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

를 통해 사용자 입출력 요청과 GC에 의한 입출력을 분리하여, 기존의 잘 알려진 기법대

비 입출력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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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금) 13:00-16:00 / ZOOM 실시간 중계         사회 : 김일주 교수(명지대), 이우기 교수(인하대)

인사말 김일주 교수(명지대)

11 소프트웨어 저장소 마이닝을 위한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 김진대 교수(서울과기대)

12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운영체제 연구 박지웅 교수(성신여대)

13 추천 시스템의 Cold start문제 한정규 교수(동아대)

14 AI-데이터 커먼즈 기술 소개 우성필 연구원(ETRI)

15 서피스에 기반한 뇌 자기공명영상 분석 감진규 교수(부산대)

휴식

인사말 이우기 교수(인하대)

16 혼합･증강현실에서 가상-실제 상호작용을 통한 가상물체의 실재감 유지 및 증대 이명호 교수(부산대)

17 커널 메모리 관리 정책의 기계학습 접근 기법 장준혁 교수(한남대)

18 최신 상호참조해결 기술 소개
박천음 책임연구원
(현대자동차)

19 Program Repair meets Deep Learning 김동선 교수(경북대)

20 Dual Supervision = Weak Supervision + Supervised Learning 정우환 교수(한양대)

6.25(금) 13:10-13:25

소프트웨어 저장소 마이닝을 위한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 김진대 교수(서울과기대)

코드 변경사항 추출 (source code differencing) 기법은 두 버전의 소스 코드에서 차이

점을 파악하여 코드의 변경사항을 수정 스크립트(edit script) 형태로 추출하는 기법을 말

합니다. 이런 기법은 코드의 변경된 부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코드의 변경을 코드의 삽입(insert), 삭제(delete), 이동(move) 등의 형태로 명료하게 표

현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소프트웨어 저장소 마이닝 (Mining Software Repository, 

MSR) 연구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은 

대량의 코드 변경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MSR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강연에서는 현재 코드 변경사항 추출 

기법의 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6.25(금) 13:25-13:40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운영체제 연구 박지웅 교수(성신여대)

최근 폭발적인 데이터 성장과 더불어 데이터 집약적인 응용들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인기

를 얻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집약적인 응용의 높은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어

진 자원을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운영체제의 지원

과 약간의 응용 수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 없이 높은 응용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 방법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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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금) 13:40-13:55

추천 시스템의 Cold start문제 한정규 교수(동아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전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초기 데이터 부족으로 추천 시스템이 

겪는 성능 저하 문제인 Cold Start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기법을 컨텐츠 기

반 필터링부터, 클래식 모델 기반 기법,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기반 기법등에 대해 설명

합니다. 

6.25(금) 13:55-14:10

AI-데이터 커먼즈 기술 소개 우성필 연구원(ETRI)

AI-데이터 커먼즈는 다양한 주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AI 모듈, 컴퓨팅 등의 리

소스를 공유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접근방식입니다. 

ETRI에서는 AI-데이터 커먼즈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측면에서 자기통제 권한 강

화 및 데이터 활용 투명성 확보와 같은 데이터 주권 보장, 민감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능 

및 데이터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공유 및 유통을 활성

화하고, 문제해결 측면에서 AI 문제를 누구나 쉽게 정의하고, 해결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가 참여하고 협업하며,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탈 중앙 개방형 협업 문

제 해결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AI-데이터 커먼즈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25(금) 14:10-14:25

 서피스에 기반한 뇌 자기공명영상 분석 감진규 교수(부산대)

서피스(Surface) 및 형상(Shape)에 기반한 3차원 영상 데이터의 처리는 기존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컴퓨터비전 등 다양한 컴퓨터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

러한 기술들을 3차원 의료영상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에 적용하는 문제는 최근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서피스 표현 방법은 뇌구조체 대한 정합(registration), 영역분할(parcellation), 

뇌위축의 정량화 등의 계산적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뇌

구조체 서피스 간에 각 노드에 대한 정확한 일대일 매칭을 찾아내는 서피스 매핑 기술은 

뇌의 성숙, 노화, 또는 정신 또는 신경 질환에 따른 뇌의 해부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변화

를 로컬하게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서피스 매핑의 전통적

인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라플라스-벨트라미(Laplace- 

Beltrami) 임베딩에 기반한 서피스 매핑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6.25(금) 14:35-14:50

혼합·증강현실에서 가상-실제 상호작용을 통한 가상물체의 실재감 유지 및 증대 이명호 교수(부산대)

물리적으로는 비대면이면서도 아바타를 통해 대면 의사소통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상공간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관심을 얻고 있다. 증강현실은 이에 더해 가

상의 물체(아바타 포함)를 실제공간에 나타내어 가상과 실제가 혼재하는 혼합현실 공간

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혼합현실 공간에서는 가상물체와 실제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

생하며, 이는 사용자가 느끼는 가상물체의 실재감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가상-실제 상호작용은 가상물체의 실재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강

연에서는 가상-실제 상호작용을 이용해 가상물체의 실재감을 유지하거나 증대하고자 하

는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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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금) 14:50-15:05

커널 메모리 관리 정책의 기계학습 접근 기법 장준혁 교수(한남대)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산학의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체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운영체제

의 여러 구성요소 중 메모리 관리, 특히 메모리 선반입(prefetching)과 캐시 교체 알고리

즘은 패턴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딥러닝의 문제 해결 방식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본 

발표에서는 메모리 관리를 비롯하여, 최근 운영체제의 여러 영역에서 연구되는 기계학습

적 접근 기법들을 소개한다. 

6.25(금) 15:05-15:20

최신 상호참조해결 기술 소개 박천음 책임연구원(현대자동차)

상호참조해결은 자연어처리의 담화 분석 태스크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형태소 분석, 의

존 구문 분석, 개체명 인식, 의미역 결정 등 구조적, 의미적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에는 span ranking이나 pointer network 기반의 딥 러닝을 이용한 상호

참조해결 연구가 활발하다. 잘 분석된 상호참조해결은 관계 추출, 질의 응답, 기계 번역, 

문서 요약 등 다양한 자연어처리 태스크에 응용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딥 러닝을 이

용한 최신 상호참조해결 기술과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6.25(금) 15:20-15:35

Program Repair meets Deep Learning 김동선 교수(경북대)

Fixing program bugs are often tedious and time-consuming. Many software projects 
are, however, relying on manual debugging. Automated program repair has been 
studied in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to deal with the current practice. One of the 
most promising research lines is pattern-based program repair. Many studies have 
already leveraged open-source projects as a large number of debugging cases are 
available in those projects. Since manual mining is not scalable, it is necessary to 
adopt an automated approach. Recent advancements of deep representation 
learning provide opportunities to automate pattern mining for program repair. This 
talk presents the results of two studies using deep repair pattern mining. The first 
study explores a space of fix patterns for static analysis violations; the study proposes 
an approach to leveraging deep neural networks to identify common fix patterns that 
resolve alarms found by FindBugs. The second study presents how to use deep 
feature representation techniques for debugging method names. In the study, we 
investigate a large number of pairs of method names and their implementations to 
identify inconsistent pair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a novel technique to 
identify and refactor inconsistent method names by using deep neural networks. 

6.25(금) 15:35-15:50

Dual Supervision = Weak Supervision + Supervised Learning 정우환 교수(한양대)

관계 추출은 자연어처리 분야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텍스트로부터 엔티티 간의 관계

를 추출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얻기 힘들다는 문제를 Weak 

supervision의 한가지 방법인 distant supervision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본 발표에서

는 Distant supervision과 함께 소량의 Human-annotated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해 모

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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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수) 10: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좌장 : 권동업 박사(서울대)

No. 분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컴퓨터시스템

ISCA 2021

SPACE: Locality-Aware Processing in

Heterogeneous Memory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갈홍주

(연세대)

노원우

(연세대)

2 OSDI 2020
FVM: FPGA-assisted Virtual Device
Emulation for Fast, Scalable, and Flexible 
Storage Virtualization

권동업
(서울대)

김장우
(서울대)

3 DDAC 2021
DANCE: Differentiable
Accelerator/Network Co-Exploration 

최강현
(연세대)

이진호
(연세대)

4 고성능컴퓨팅 HPDC 2020
Towards HPC I/O Performance Prediction
through Large-scale Log Analysis

김성곤
(서울대)

엄현상
(서울대)

5 프로그래밍언어 PLDI 2021
Alive2: Bounded Translation 
Validation for LLVM

이준영
(서울대)

허충길
(서울대)

▢ Abstract

[컴퓨터시스템]

▪논문제목 : SPACE: Locality-Aware Processing in Heterogeneous Memory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저자 : Hongju Kal, Seokmin Lee, Gun Ko, Won Woo Ro(Yonsei University)

▪학술대회 : ISCA 2021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s have become a major AI task in modern data centers. The main 

challenges in processing personalized recommendation inferences are the large memory footprint and high 

bandwidth requirement of embedding layers. To overcome the capacity limit and bandwidth congestion of 

on-chip memory, near memory processing (NMP) can be a promising solution. Recent work on accelerating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proposes a DIMM-based NMP design to solve the bandwidth problem and 

increase memory capacity. Also, the performance of NMP is determined by the internal bandwidth and to 

address this, the prior DIMM-based approach utilizes more DIMMs to achieve higher operation throughput. 

However, extending the number of DIMMs could eventually lead to significant power consumption due to 

inefficient scaling. We propose SPACE, a novel heterogeneous memory architecture, exploiting a 

compute-capable 3D-stacked DRAM with DIMMs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Prior to designing 

the proposed system, we give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user/item interactions and define the two 

localities: gather locality and reduction locality. In gather operations, we find only a small proportion of 

items are highly-accessed across users, and we call this gather locality. Also, we define reduction locality as 

the reusability of the gathered items in reduction operations. Based on the gather locality, SPACE allocates 

highly-accessed embedding items to the 3D-stacked DRAM to achieve the maximum bandwidth. 

Subsequently, by exploiting reduction locality, we utilize the remaining space of the 3D-stacked DRAM to 

store and reuse repeated partial sums, thereby minimizing the required elementwise reduction operations. 

As a result, the evaluation shows that SPACE achieves 3.2x performance improvement and 56% energy 

saving over the previous DIMM-based NMPs leveraging 3Dstacked DRAM with a 1/8 size of DIMMs. Also, 

compared to the state-of-the-art DRAM cache designs with the same NMP configuration, SPACE achieves 

an average 32.7% of performance improvement. 

Top Conference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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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FVM: FPGA-assisted Virtual Device Emulation for Fast, Scalable, and Flexible Storage Virtualization

▪저자 : Dongup Kwon, Junehyuk Boo, Dongryeong Kim, Jangwo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대회 : OSDI 2020

Emerging big-data workloads with massive I/O processing require fast, scalable, and flexible storage 

virtualization support. Hardware-assisted virtualization can achieve reasonable performance for fast storage 

devices, but it comes at the expense of limited functionalities in a virtualized environment (e.g., migration, 

replication, caching). To restore the VM features with minimal performance degradation, recent advances 

propose to implement a new software-based virtualization layer by dedicating computing cores to virtual 

device emulation. However, due to the dedication of expensive general-purpose cores and the nature of 

host-driven storage device management, the proposed schemes raise the critical performance and scalability 

issues with the increasing number and performance of storage devices per server.

 In this paper, we propose FVM, a new hardware-assisted storage virtualization mechanism to achieve high 

performance and scalability while maintaining the flexibility to support various VM features. The key idea is 

to implement (1) a storage virtualization layer on an FPGA card (FVM-engine) decoupled from the host 

resources and (2) a device-control method to have the card directly manage the physical storage devices. In 

this way, a server equipped with FVM-engine can save the invaluable host-side resources (i.e., CPU, memory 

bandwidth) from virtual and physical device management and utilize the decoupled FPGA resources for 

virtual device emulation. Our FVM-engine prototype outperforms existing storage virtualization schemes 

while maintaining the same flexibility and programmability as software implementations.  

▪논문제목 : DANCE: Differentiable Accelerator/Network Co-Exploration 

▪저자 : Kanghyun Choi, Deokki Hong, Hojae Yoon(Yonsei University), 

             Joonsang Yu(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sok Kim, Jinho Lee(Yonsei University)

▪학술대회 : DAC 2021

This work presents DANCE, a differentiable approach towards the co-exploration of hardware accelerator 

and network architecture design. At the heart of DANCE is a differentiable evaluator network. By modeling 

the hardware evaluation software with a neural network, the relation between the accelerator design and 

the hardware metrics becomes differentiable, allowing the search to be performed with backpropagation. 

Compared to the naive existing approaches, our method performs co-exploration in a significantly shorter 

time, while achieving superior accuracy and hardware cost metrics.  

[고성능컴퓨팅]

▪논문제목 : Towards HPC I/O Performance Prediction through Large-scale Log Analysis

▪저자 : Sunggo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Alex Sim, Kesheng Wu, Suren Byna(Berkeley), 

Yongseok Son(Chung-Ang University), Hyeonsang Eom(Seoul National University)

▪ 학술대회 : HPDC 2020

Large-scale 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systems typically consist of many thousands of CPUs and 

storage units, while used by hundreds to thousands of users at the same time. Applications from these large 

numbers of users have diverse characteristics, such as varying compute, communication, memory, and I/O 

intensiveness. A good understanding of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each user application is important 

for job scheduling and resource provisioning. Among thes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e I/O performance 

is difficult to predict because the I/O system software is complex, the I/O system is shared among all users, and 

the I/O operations also heavily rely on networking systems. To improve the prediction of the I/O performance 

on HPC systems, we propose to integrate information from a number of different system logs and develop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at dynamically selects the most relevant features from the most recent log 

entries, and automatically select the best regression algorithm for the prediction task.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scheme can predict the I/O performance with up to 84% prediction accuracy in the case of 

the I/O-intensive applications using the logs from CORI supercomputer at NE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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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Alive2: Bounded Translation Validation for LLVM

▪저자 : Nuno P. Lopes(Microsoft Research), Juneyoung Lee, Chung-Kil Hur(Seoul National University), 

Zhengyang Liu, John Regehr(University of Utah)

▪학술대회 : PLDI 2021

We designed, implemented, and deployed Alive2: a bounded translation validation tool for the LLVM 

compiler’s interme- diate representation (IR). It limits resource consumption by, for example, unrolling 

loops up to some bound, which means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it misses bugs. Alive2 is designed 

to avoid false alarms, is fully automatic through the use of an SMT solver, and requires no changes to LLVM. 

By running Alive2 over LLVM’s unit test suite, we discovered and reported 47 new bugs, 28 of which have 

been fixed already. Moreover, our work has led to eight patches to the LLVM Language Reference-the 

definitive description of the semantics of its IR-and we have participated in numerous discussions with the 

goal of clarifying ambiguities and fixing errors in these semantics. Alive2 is open source and we also made it 

available on the web, where it has active users from the LLVM community. 

Top Conference 세션 II

6.23(수) 13:00-15:00 / ZOOM 실시간 중계                                좌장 : 고성윤 박사(포항공대)

No. 분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스토리지

ASPLOS 2021
BCD Deduplication: Effective Memory 
Compression Using Partial Cache-Line 
Deduplication

문예빈
(서울대)

안정호
(서울대)

2 FAST 2021
FlashNeuron: SSD-Enabled Large-Batch 
Training of Very Deep Neural Networks

배종현
(서울대)

이재욱
(서울대)

3 FAST 2021
D2FQ: Device-Direct Fair Queueing for 
NVMe SSDs

안민우
(성균관대)

정진규
(성균관대)

4

데이터베이스

SIGMOD 2021
iTurboGraph: Scaling and Automating 
Incremental Graph Analytics

고성윤
(포항공대)

한욱신
(포항공대)

5 ICDE 2021
Trillion-scale Graph Processing Simulation 
based on Top-Down Graph Upscaling

박성우
(KAIST)

김민수
(KAIST)

6 WWW 2021
Session-aware Linear Item-Item Models for 
Session-based Recommendation

최민진
(성균관대)

이종욱
(성균관대)

7 고성능컴퓨팅 Eurosys 2020
An HTM-based update-side 
synchronization for RCU on NUMA systems

박성재
(Amazon)

염헌영
(서울대)

▢ Abstract

[스토리지]
▪논문제목 : BCD Deduplication: Effective Memory Compression Using Partial Cache-Line Deduplication

▪저자 : Sungbo Park(Intel), Ingab Kang(University of Michigan), Yaebin Moon, 

Jung Ho Ahn(Seoul National University), G. Edward Suh (Cornell University)

▪학술대회 : ASPLOS 2021

In this paper, we identify new partial data redundancy among multiple cache lines that are not exploited by 
traditional memory compression or memory deduplication. We propose Base and Compressed Difference 
(BCD) deduplication that effectively utilizes the partial matches among cache lines through a novel 
combination of compression and deduplic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 capacity of main memory.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BCD achieves the average compression ratio of 1.94× for SPEC2017, DaCapo, 
TPC-DS, and TPC-H, which is 48.4% higher than the best prior work. We also present an efficient imple-
mentation of BCD in a modern memory hierarchy, which compresses data in both the last-level cache (LLC) and 
main memory with modest area overhead. Even with additional meta-data accesses and compression/ 
deduplication operations, cycle-level simulations show that BCD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SPEC2017 
benchmarks by 2.7% on average because it increases the effective capacity of the LLC.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BCD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capacity of main memory with little performance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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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FlashNeuron: SSD-Enabled Large-Batch Training of Very Deep Neural Networks

▪저자 : Jonghyun Bae(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sung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amsung Electronics), Yunho Jin, Sam Son(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e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amsung Electronics), Hakbeom Jang(Samsung Electronics), Tae Jun 

Ham, Jae W.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대회 : FAST 2021

Deep neural networks (DNNs) are widely used in various AI application domains such as computer vis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utonomous driving, and bioinformatics. As DNNs continue to get wider and 

deeper to improve accuracy, the limited DRAM capacity of a training platform like GPU often becomes the 

limiting factor on the size of DNNs and batch size-called memory capacity wall. Since increasing the batch 

size is a popular technique to improve hardware utilization, this can yield a suboptimal training throughput. 

Recent proposals address this problem by offloading some of the intermediate data (e.g., feature maps) to 

the host memory. However, they fail to provide robust performance as the training process on a GPU 

contends with applications running on a CPU for memory bandwidth and capacity. Thus, we propose 

FlashNeuron, the first DNN training system using an NVMe SSD as a backing store. To fully utilize the limited 

SSD write bandwidth, FlashNeuron introduces an offloading scheduler, which selectively offloads a set of 

intermediate data to the SSD in a compressed format without increasing DNN evaluation time. FlashNeuron 

causes minimal interference to CPU processes as the GPU and the SSD directly communicate for data 

transfers. Our evaluation of FlashNeuron with four state-of-the-art DNNs shows that FlashNeuron can 

increase the batch size by a factor of 12.4x to 14.0x over the maximum allowable batch size on NVIDIA 

Tesla V100 GPU with 16GB DRAM. By employing a larger batch size, FlashNeuron also improves the 

training throughput by up to 37.8% (with an average of 30.3%) over the baseline using GPU memory only, 

while minimally disturbing applications running on CPU.

▪논문제목 : D2FQ: Device-Direct Fair Queueing for NVMe SSDs

▪저자 : Jiwon Woo, Minwoo Ahn, Gyusun Lee, Jinkyu Jeong(Sungkyunkwan University)

▪학술대회 : FAST 2021

With modern high-performance SSDs that can handle parallel I/O requests from multiple tenants, fair 

sharing of block I/O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performance isolation. Typical block I/O schedulers take 

three steps (submit-arbitrate-dispatch) to transfer an I/O request to a device, and the three steps incur high 

overheads in terms of CPU utilization, scalability and block I/O performance. This motivates us to offload 

the I/O scheduling function to a device. If so, the three steps can be reduced to one step (submit=dispatch), 

thereby saving CPU cycles and improving the I/O performance.

To this end, we propose D2FQ, a fair-queueing I/O scheduler that exploits the NVMe weighted round-robin 

(WRR) arbitration, a device-side I/O scheduling feature. D2FQ abstracts the three classes of command 

queues in WRR as three queues with different I/O processing speeds. Then, for every I/O submission D2FQ 

selects and dispatches an I/O request to one of three queues immediately while satisfying fairness. This 

avoids time-consuming I/O scheduling operations, thereby saving CPU cycles and improving the block I/O 

performance. The prototype is implemented in the Linux kernel and evaluated with various workloads. 

With synthetic workloads, D2FQ provides fairness while saving CPU cycles by up to 45% as compared to 

MQFQ, a state-of-the-art fair queueing I/O scheduler. 

[데이터베이스]
▪논문제목 : iTurboGraph: Scaling and Automating Incremental Graph Analytics

▪저자 : Ko, S., Lee, T., Hong, K., Lee, W., Seo, I.(POSTECH), Seo, J.(Hanyang University), Han, W.(POSTECH)

▪학술대회 : SIGMOD 2021

With the rise of streaming data for dynamic graphs, large-scale graph analytics meets a new requirement of 

Incremental Computation because the larger the graph, the higher the cost for updating the analytics 

results by re-execution. A dynamic graph consists of an initial graph G and graph mutation updates ΔG of 

edge insertions or deletions. Given a query Q, its results Q(G), and updates for ΔG to G, incremental graph 

analytics computes updates ΔQ such that Q(G ∪ ΔG) = Q(G) ∪ ΔQ where ∪ is a union operator.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roblem of large-scale incremental neighbor-centric graph analytics (NGA).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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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ystems: lack of usability due to the difficulties in programming incremental 

algorithms for NGA and limited scalability and efficiency due to the overheads in maintaining intermediate 

results for graph traversals in NGA. First, we propose a domainspecific language, L_NGA, and develop its 

compiler for intuitive programming of NGA, automatic query incrementalization, and query optimizations. 

Second, we define Graph Streaming Algebra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calable processing of 

incremental NGA. We introduce a concept of Nested Graph Windows and model graph traversals as the 

generation of walk streams. Lastly, we present a system iTurboGraph, which efficiently processes 

incremental NGA for large graphs. Comprehensive experiments show that it effectively avoids costly 

re-executions and efficiently updates the analytics results with reduced IO and computations. 

▪논문제목 : Trillion-scale Graph Processing Simulation based on Top-Down Graph Upscaling

▪저자 : Himchan Park(KAIST), Jinjun Xiong(IBM Thomas J. Watson Research Center), Min-Soo Kim(KAIST)

▪학술대회 : ICDE 2021

As the number of graph applications increases rapidly in many domains, new graph algorithms (or queri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he current twostep approach to develop and test a graph 

algorithm is very expensive for trillion-scale graphs required in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cept of graph processing simulation, a single-step approach that generates a graph and 

processes a graph algorithm simultaneously. It consists of a top-down graph upscaling method called 

V-Upscaler and a graph processing simulation method following the vertex-centric GAS model called 

T-GPS. Users can develop a graph algorithm and check its correctness and performance conveniently and 

costefficiently even for trillion-scale graphs.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e have demonstrated that 

our single-step approach of V-Upscaler and T-GPS significantly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two-step 

approach, although ours uses only a single machine, while the conventional one uses a cluster of eleven 

machines.  

▪논문제목 : Session-aware Linear Item-Item Models for Session-based Recommendation

▪저자 : Minjin Choi, Jinhong Kim(Sungkyunkwan University), 

Joonseok Lee(Googl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jung Shim(Yonsei University), Jongwuk Lee(Sungkyunkwan University)

▪학술대회 : WWW 2021

Session-based recommendation aims at predicting the next item given a sequence of previous items 

consumed in the session, e.g., on e-commerce or multimedia streaming services. Specifically, session data 

exhibits some unique characteristics, i.e., session consistency and sequential dependency over items within 

the session, repeated item consumption, and session timeliness. In this paper, we propose simple-yet- 

effective linear models for considering the holistic aspects of the sessions. The comprehensive nature of our 

models helps improve the quality of session-based recommendation. More importantly, it provides a 

generalized framework for reflecting different perspectives of session data. Furthermore, since our models 

can be solved by closed-form solutions, they are highly scalabl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linear models show competitive or state-of-the-art performance in various metrics on several 

real-world datasets.  

[고성능컴퓨팅]

▪논문제목 : An HTM-based update-side synchronization for RCU on NUMA systems

▪저자 : SeongJae Park(Amazon), Paul E. McKenney(Facebook), Laurent Dufour(IBM), 

Heon Y. Yeom(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대회 : Eurosys 2020

Read-copy update (RCU) can provide ideal scalability for read-mostly workloads, but some believe that it 

provides only poor performance for updates. This belief is due to the lack of RCU-centric update 

synchronization mechanisms. RCU instead works with a range of update-side mechanisms, such as locking. 

In fact, many developers embrace simplicity by using global locking. Logging, 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or fine-grained locking can provide better scalability, but each of these approache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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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such as imposing overhead on readers or poor scalability on non-uniform memory access 

(NUMA) systems, mainly due to their lack of NUMA-aware design principles.

 This paper introduces an RCU extension (RCX) that provides highly scalable RCU updates on NUMA 

systems while retaining RCU's read-side benefits. RCX is a software-based synchronization mechanism 

combining 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HTM) and traditional locking based on our NUMA-aware 

design principles for RCU. Micro-bench-marks on a NUMA system having 144 hardware threads show RCX 

has up to 22.6 times better performance and up to 145 times lower HTM abort rates compared to a 

state-of-the-art RCU/HTM combination.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RCX, we 

have applied RCX to parallelize some of the Linux kernel memory management system and an in-memory 

database system. The optimized kernel and the database show up to 24 and 17 times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original version, respectively. 

Top Conference 세션 III

6.23(수) 15: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 ICC제주 302호              좌장 : 이우석 교수(한양대)

No. 분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컴퓨터시스템 RTSS 2020

R-TOD: Real-Time Object Detector with 

Minimized End-to-End Delay for 

Autonomous Driving

정한샘

(국민대)

김종찬

(국민대)

2 소프트웨어공학 ASE 2020
JISET: JavaScript IR-based Semantics 
Extraction Toolchain

박지혁
(KAIST)

류석영
(KAIST)

3 프로그래밍언어 POPL 2021
Combining the Top-down Propagation 
and Bottom-up Enumeration for Inductive 
Program Synthesis

이우석
(한양대)

-

4

데이터베이스

AAAI 2021
PREMERE: Meta-Reweighting via 
Self-Ensembling for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김민석
(KAIST)

이재길
(KAIST)

5 WWW 2021
Learning Heterogeneous Temporal 
Patterns of User Preference for Timely 
Recommendation

조준수
(포항공대)

유환조
(포항공대)

▢ Abstract

[컴퓨터시스템]

▪논문제목 : R-TOD: Real-Time Object Detector with Minimized End-to-End Delay for Autonomous Driving

▪저자 : Wonseok Jang, Hansaem Jeong(Kookmin University), Kyungtae Kang(Hanyang University), 

Nikil Dutt(University of California), Jong-Chan Kim(Kookmin University)

▪학술대회 : RTSS 2020

For realizing safe autonomous driving, the end to-end delays of real-time object detection systems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and minimized. However, despite recent development of neural networks with 

minimized inference delays, surprising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ir end-to-end delays from an 

object’s appearance until its detection is reported. With this motiva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more 

compre 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nd-to-end delay, through which precise best- and worst-case delay 

predictions are formulated, and three optimization methods are implemented: (i) on-demand capture, (ii) 

zero-slack pipeline, and (iii) contention-free pipeline.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a 76% reduction in the 

end-to end delay of Darknet YOLO (You Only Look Once) v3 (from 1070 ms to 261 ms), thereby demonstrating 

the great potential of exploiting the end-to-end delay analysis for autonomous driving. Furthermore, as we 

only modify the system architecture and do not change the neural network architecture itself, our approach 

incurs no penalty on the detec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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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학]

▪논문제목 : JISET: JavaScript IR-based Semantics Extraction Toolchain

▪저자 : Jihyeok Park, Jihee Park, Seungmin An, Sukyoung Ryu(KAIST)

▪학술대회 : ASE 2020

JavaScript was initially designed for client-side programming in web browsers, but its engine is now 

embedded in various kinds of host software. Despite the popularity, since the JavaScript semantics is 

complex especially due to its dynamic nature, understanding and reasoning about JavaScript programs are 

challenging tasks. Thus, researchers have proposed several attempts to define the formal semantics of 

JavaScript based on ECMAScript, the official JavaScript specification. However, the existing approaches are 

manual, labor- intensive, and error-prone and all of their formal semantics target ECMAScript 5.1 (ES5.1, 

2011) or its former versions. Therefore, they are not suitable for understanding modern JavaScript 

language features introduced since ECMAScript 6 (ES6, 2015). Moreover, ECMAScript has been annually 

updated since ES6, which already made five releases after ES5.1.

 To alleviate the problem, we propose JISET, a JavaScript IR-based Semantics Extraction Toolchain. It is the 

first tool that automatically synthesizes parsers and AST-IR translators directly from a given lan- guage 

specification, ECMAScript. For syntax, we develop a parser generation technique with lookahead parsing 

for BNFES, a variant of the extended BNF used in ECMAScript. For semantics, JISET synthesizes AST-IR 

translators using forward compatible rule-based compilation. Compile rules describe how to convert each 

step of ab- stract algorithms written in a structured natural language into IRES, an Intermediate 

Representation that we designed for ECMAScript. For the four most recent ECMAScript versions, JISET 

automatically synthesized parsers for all versions, and compiled 95.03% of the algorithm steps on average. 

After we complete the missing parts manually, the extracted core semantics of the latest ECMAScript 

(ES10, 2019) passed all 18,064 applicable tests. Using this first formal semantics of modern JavaScript, we 

found nine specification errors in ES10, which were all confirmed by the Ecma Technical Commit- tee 39. 

Furthermore, we showed that JISET is forward compatible by applying it to nine feature proposals ready for 

inclusion in the next ECMAScript, which let us find three errors in the BigInt proposal.

[프로그래밍언어]

▪논문제목 : Combining the Top-down Propagation and Bottom-up Enumeration for Inductive Program Synthesis

▪저자 : Lee Woosuk(Hanyang University)

▪학술대회 : POPL 2021

We present an effective method for scalable and general-purpose inductive program synthesis. There have 

been two main approaches for inductive synthesis: enumerative search, which repeatedly enumerates 

possible candidate programs, and the top-down propagation (TDP), which recursively decomposes a given 

large synthesis problem into smaller subproblems. Enumerative search is generally applicable but limited in 

scalability, and the TDP is efficient but only works for special grammars or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synergistically combine the two approaches. We generate small program subexpressions via enumerative 

search and put them together into the desired program by using the TDP. Enumerative search enables to 

bring the power of TDP into arbitrary grammars, and the TDP helps to overcome the limited scalability of 

enumerative search. We apply our approach to a standard formulation, syntax-guided synthesis (SyGuS), 

thereby supporting a broad class of inductive synthesis problems. We have implemented our approach in a 

tool called Duet and evaluate it on SyGuS benchmark problems from various domains. We show that Duet 

achieves significant performance gains over existing general-purpose as well as domain-specific synthes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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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논문제목 : PREMERE: Meta-Reweighting via Self-Ensembling for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저자 : Minseok Kim, Hwanjun Song, Doyoung Kim, Kijung Shin, Jae-Gil Lee(KAIST)

▪학술대회 : AAAI 2021

Point-of-interest (POI) recommend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se days. The user 

check-in history used as the input to POI recommendation is very imbalanced and noisy because of sparse 

and missing check-ins. Although sample reweighting is commonly adopted for addressing this challenge 

with the input data, its fixed weighting scheme is often inappropriate to deal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users or POIs.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 PREMERE, an adaptive weighting scheme based on 

meta-learning. Because meta-data is typically required by meta-learning but is inherently hard to obtain in 

POI recommendation, we self-generate the meta-data via self-ensembling. Furthermore, the meta-model 

architecture is extended to deal with the scarcity of check-ins. Thorough experiments show that replacing a 

weighting scheme with PREMERE boosts the performance of the state-of-the-art recommender algorithms 

by 2.36-26.9% on three benchmark datasets.

▪논문제목 : Learning Heterogeneous Temporal Patterns of User Preference for Timely Recommendation

▪저자 : Junsu Cho, Dongmin Hyun, SeongKu Kang, Hwanjo Yu(POSTECH)

▪학술대회 : WWW 2021

Recommender systems have achieved great success in modeling user’s preferences on items and predicting 

the next item the user would consum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utilize time information 

of users’ interactions with items to capture inherent temporal patterns of user behaviors and offer timely 

recommendations at a given time. Existing studies regard the time information as a single type of feature 

and focus on how to associate it with user preferences on items. However, we argue they are insufficient 

for fully learning the time information because the temporal patterns of user preference are usually 

heterogeneous. A user’s preference for a particular item may 1) increase periodically or 2) evolve over time 

under the influence of significant recent events, and each of these two kinds of temporal pattern appears 

with some unique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first def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wo kinds of 

temporal pattern of user preference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ime-aware recommender systems. Then 

we propose a novel recommender system for timely recommendations, called TimelyRec, which jointly 

learns the heterogeneous temporal patterns of user preference considering all of the defined charac-

teristics. In TimelyRec, a cascade of two encoders captures the temporal patterns of user preference using a 

proposed attention module for each encoder. Moreover, we introduce an evaluation scenario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n predicting an interesting item and when to recommend the item simul-

taneously in top-K recommendation (i.e., item-timing recommendation). Our extensive experiments on a 

scenario for item recommendation and the proposed scenario for item-timing recommendation on 

realworld datasets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imelyRec and the proposed attention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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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사 프로그램 일시

T1 강승식 교수(국민대) ngram 언어모델과 대용량 텍스트 분석 이론 및 실습
6.23(수)

09:00-12:00

T2
윤성의 교수(KAIST),
안인규 박사과정(KAIST),
김태영 박사과정(KAIST)

AI 스피커 및 로봇을 위한 소리 위치 추적 기술에 관한

튜토리얼

6.23(수)

12:00-15:00

T3 서동민 책임연구원(KISTI) 3시간 만에 끝내는 이미지 분류 AI 웹/앱 서비스
6.23(수) 

15:00-18:00

T5 이재길 교수(KAIST)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기술
6.24(목) 

12:00-15:00

T6 김인중 교수(한동대)
Flow-based Deep Generative Models

(incl. Variational Inference)

6.25(금) 

09:00-12:00

T7 정진만 교수(인하대) NengoDL 프레임워크 적용한 IoT 통합개발환경 개발 사례
6.25(금)

13:00-14:00

T8 공준욱 팀장(Grepp) IT기업의 채용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이해
6.25(금) 

14:00-15:00

T1 / 6.23(수) 09:00~12:00 / ZOOM 실시간강의

ngram 언어모델과 대용량 텍스트 분석 이론 및 실습 강승식 교수(국민대)

ngram 언어모델과 문장생성 확률, 문서벡터 구성과 유사도 계산, 워드 임베딩 기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한 예제소스 실습을 통해 대규모 한글 텍스트 처리 기법을 

학습한다. 한글코드 체계(KS 완성형, 유니코드, UTF 인코딩)를 이해하고 한글 텍스트 처리

에 필요한 지식을 소개한다. ngram 언어모델과 문장생성 확률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 

대규모 한글 텍스트에 적용하여 실습한다. 문서분류 및 딥러닝 언어처리 등에 필수적인 문서

벡터 구성 방법과 워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하여 문서 유사도를 계산한다. 간단한 파이썬 코

드 및 C언어 예제소스 실습을 통해 한글 텍스트 처리 기법을 익힌다.

T2 / 6.23(수) 12:00~15:00 / ZOOM 동영상강의

AI 스피커 및 로봇을 위한 소리 위치 추적 기술에 관한 튜토리얼 윤성의 교수･안인규박사･김태영박사(KAIST)

로봇이 소리가 발생한 음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음원 추출 (source 

separation)과 사람-로봇 상호작용 등 다른 청각 시스템 모듈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최근 

Amazon Alexa, Google Home 등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널리 확산되며, 정확한 음원의 위

치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술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물체와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 (정/난반사 및 회 절 ), 

다양한 공간 특성 (다양한 공간 형태, 각 물체의 음향 특성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짐), 음원까

지 거리에 따른 특성 (far field에서 반향의 영향), 소리 전달 형태 (indoor 및 outdoor의 특

성) 등으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소리 위치 추적 기술은 상당한 난제로 알려져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기존 음향학에서 개발된 직접 전파 (direct path)를 바탕으로 한 위치 추

적 기술을 로봇 공학자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선 추적 기반 

반사/회절 인지 위치 추적 기술을 소개하고,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을 다루고자 한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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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 6.23(수) 15:00~18:00 / ZOOM 동영상강의

3시간 만에 끝내는 이미지 분류 AI 웹/앱 서비스 서동민 책임연구원(KISTI)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논증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최근 AI 기술은 
IT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제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형 융합 서비스로 차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AI 개발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AI 기술 활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파이썬 기초 지식만 알고 계
시면 3시간 안에 재미있는 이미지 분류 AI 웹/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본 강연에서는 파이썬을 통해 이미지 분류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
고, Google Teachable Machine을 통해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고, 클라우드 통합 개발환경 
goormide를 통한 웹서버 구축 및 전반적인 개발 과정을 소개합니다. 본 강연은 AI 입문자 과정
이며, 이를 통해 AI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AI 개발이 무조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강연입니다.

T5 / 6.24(목) 12:00~15:00 / ZOOM 실시간강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기술 이재길 교수(KAIST)

마이크로모빌리티(예: 공유킥보드), 자율주행 등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보급으로 인해 방
대한 양의 모빌리티(예: 개인 이동경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결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최신 연구내용을 살펴본다. 이동경로 데이터의 특성을 효
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기법과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택시 혹은 공유킥보드의 수요 예측, 택
배 혹은 배달서비스의 소요시간 예측 등의 실제 문제를 위해 개발된 기법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모빌리티 빅데이터 딥러닝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T6 / 6.25(금) 09:00~12:00 /  ZOOM 실시간강의

Flow-based Deep Generative Models (incl. Variational Inference) 김인중 교수(한동대)

Normalizing flow는 간단한 초기 확률분포에 복수의 가역변환(invertible transformation)
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확률분포를 학습하는 생성적 모델이다. GAN에 비해 학습이 안정적
이고, VAE에 비해 우도(likelihood)를 더 정확히 학습할 수 있으며, 병렬화가 가능하여 
autoregressive model보다 빠르다. 또한, 다양한 작업에 유용한 잠재공간 학습에도 효과적
이며 확장성이 우수해 고해상도 샘플을 합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과 잠재력에도 불구하
고 flow 기반의 생성적 모델은 GAN, VAE, autoregressive model에 비해 비교적 덜 주목받
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variational inference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 후 normalizing 
flow, IAF(inverse autoregressive flow), RealNVP 등 주요 flow 모델들을 소개한다. 그리
고, GLOW(Generative flow), Parallel WaveNet, WaveGlow 등 영상 및 음성합성 분야에
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flow 기반 모델들을 소개한다.

T7 / 6.25(금) 13:00~14:00 /  ZOOM 실시간강의

NengoDL 프레임워크 적용한 IoT 통합개발환경 개발 사례 정진만 교수(인하대)

본 튜토리얼에서는 뉴로모픽 모델링과 딥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NengoDL 프레

임워크를 소개합니다. NengoDL 프레임워크 기반의 예제와 함께 진행하며 FPGA 보드상

에서 동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NengoDL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IoT 응

용과 결합을 지원하는 IDE 개발 사례를 소개합니다.

T8 / 6.25(금) 14:00~15:00 /  ZOOM 실시간강의

IT기업의 채용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이해 공준욱 팀장(Grepp)  

많은 IT기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뽑을 때 실시하고 있는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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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No. 주관 세션명 일시

1 고려대학교 디지털 헬스 플랫폼 워크샵 6.23(수) 10:00-17:00

2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빅 데이터 기술의 산업 동향 워크샵 6.23(수) 13:00-17:00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년 AI 기반 도시 교통 최적화 기술 교류 워크샵 6.23(수) 13:30-16:30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교류 워크샵 6.23(수) 14:00-17:00

5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지능형 자율주행 최신기술 워크샵 6.23(수) 15:00-17:00

6 정보통신소사이어티 머신러닝을 활용한 네트워크 기술 워크샵 6.23(수) 16:00-18:00

7 한국정보과학회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워크샵 6.24(목) 10:00-12:00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6.24(목) 10:00-17:00

9 여성위원회 여성 연구자들이 함께 할 K-SW 미래 워크샵 6.24(목) 13:30-16:00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준지도학습 과제 3차년도 워크샵 6.24(목) 13:00-17:00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을 위한 단일 감각 정보의 변환 및 대외 지각 검증 워크샵 6.24(목) 14:00-17:00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기술 융합, 자율주행서비스 전략 워크샵 6.25(금) 09:00-12:00

13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와 AI기술 워크샵 6.25(금) 10:00-11:30

14 제주대SW융합교육원 제주대학교 SW융합 워크샵 6.25(금) 13:00-17:30

1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차세대 AI 예타 후속방안 회의 6.24(목) 10:00-18:00

디지털 헬스 플랫폼 워크샵

6.23(수) 10: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 ICC제주 삼다홀A

주관 : 고려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 D.N.A 분야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2021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

니다. 이 행사에서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 플랫폼 연구개발”의 개요와 

주요 기반기술을 공유합니다. 해당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진들이 모여 디지털 헬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과제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 유혁 교수(고려대 정보대학)

10:10-10:50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 플랫폼 연구개발 개요 유혁 교수

10:50-11:20 네트워크 전송계층 부채널 공격 및 방어 허준범 교수(고려대 정보대학)

11:20-11:50 비지도학습 기반 영상처리기술 연구 정원기 교수(고려대 정보대학)

11:50-13:30 점심 식사

13;30-14:00 디지털 헬스 플랫폼 데이터고립을 위한 보안 컨테이너 연구 이경운 박사(고려대 융합SW연구소)

14:00-14:30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 소개 임도선 교수(고려대 의료원)

14:30-15:00 프라이버시 보호 헬스 데이터 스트림 처리 정연돈 교수(고려대 정보대학)

15:00-15:20 휴식

15:20-15:50 시계열 생체 신호 분석을 위한 딥러닝 기반 모델 연구 김진규 교수(고려대 정보대학)

15:50-16:20 네이버클라우드 헬스케어 현황 류재준 이사(네이버 클라우드)

16:20-16:50 전체 과제 운영 계획 토의 전체

16:50-17:00 폐회사 유혁 교수

워크샵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1 33

공통워크샵

빅 데이터 기술의 산업 동향 워크샵

6.23(수) 13: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 씨에스호텔 꽃낭연회장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에서 2021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

에서는 최근 산업계에서의 빅데이터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공유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이 모여 빅데이터 기술의 주요 이슈와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10 개회사 위원장

13:10-14:0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김동욱 전무(LG전자)

14:00-14:50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무역 김채미 상무(KTNET)

14:50-15:10 휴식

15:10-16:00 언어지능의 현황, 한계, 도전 이상근 교수(고려대)

16:00-16:50 빅데이터와 신경망 기술에 의한 대규모 상용 IR 시스템의 발전 현황 곽용재 책임리더(네이버)

2021년 AI 기반 도시 교통 최적화 기술 교류 워크샵

6.23(수) 13:30-16:3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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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혼잡 해결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

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인사말 정문영 책임(ETRI)

교통 전문가 세미나

13:40-14:20 크라우드소싱 기반 교통 정보 수집 여명호 대표(위드라이브)

14:20-15:00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 운영 및 계획 손기민 교수(중앙대)

15:00-15:20 휴식

과제 소개 및 교류

15:20-15:45 클라우드 엣지 기반 도시교통 브레인 핵심기술 개발 과제 소개 정문영 책임(ETRI)

15:45-16:30 교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제 진행 이슈 토의 및 자문) 정문영 책임(ETRI)

16:3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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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교류 워크샵

6.23(수) 14: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 말씀

인간처럼 복합모달(언어, 청각, 시각) 정보를 융합하여 지식을 성장시키는 기억-집중-의미이해-인터랙션의 과정을 

모방하여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성장시키며 사용자의 인지 능력을 증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율성장

형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상호 간의 기술을 교류하기 

위한 공개 워크샵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20 개회 선언 및 과제 개요 송화전(ETRI)

14:20-14:40 퓨샷 학습 기술 김현우(ETRI)

14:40-15:00 연속 학습 기술 한란(ETRI)

15:00-15:20 시각 특징 추출을 이용한 영상 속성 인식 기술 박민호(ETRI)

15:20-15:50 Coffee Break

15:50-16:10 지식베이스 기반 시각 질의응답 기술 강동오(ETRI)

16:10-16:30 음성 특징 기반 감정 인식 기술 노경주(ETRI)

16:30-16:50 행동 인식 기술 정승은(ETRI)

16:50-17:00 마무리 및 Q&A 송화전(ETRI)

지능형 자율주행 최신기술 워크숍

6.23(수) 15: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시스템 소사이어티에서 2021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컴퓨터시스템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지능형 자율주행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5:00-15:05 개회사 진현욱 교수(건국대)

15:05-16:00 Embedded Intelligence in Autonomous Driving 김종찬 교수(국민대)

16:00-17:00
패널토의

(주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김철기 교수(한국항공대), 서의성 교수(성균관대)

김영재 교수(서강대), 강경태 교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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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머신러닝을 활용한 네트워크 기술 워크샵

6.23(수) 16:00-18: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소사이어티에서 2021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서는 최근 정보통신 산업체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네트워크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에 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산처리 기반 머신러닝 기술, 

SWIPT 기술의 머신 러닝 기술 적용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제 NFC 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neural 

network 기술 등 알찬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융합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산업계 연구진 

및 학계에서 최신 기술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6:00-16:40 Learning to Cooperate 이훈(부경대)

16:40-17:20 Deep Learning for SWIPT 이기송(동국대)

17:20-18:00 Deep learning based NFC security enhancement 이웅섭(경상대)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워크샵

6.24(목) 10: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 씨에스호텔 꽃낭연회장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학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연구과제를 위탁 받아 수행 중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 1) 디지털 신기

술 인재 양성, 2) 포스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 3) 디지털 데이터 신뢰와 안전한 활용 기술의 3분야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IT 기술･교육 전문가인 정보과학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책과 방안에 대한 다

양한 조언을 구하고자 이번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 조성제 교수(단국대)　

10:10-10:30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조성제 교수(단국대)

10:30-10:50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방안 백상헌 교수(고려대)　

10:50-11:00 휴식

11:00-11:20 AI·SW 기술 김경중 교수(GIST)

11:20-11:40 데이터 신뢰와 안전 권준호 교수(부산대)

11:40-12:00 토론 / 논의 / Q&A 진행: 조성제 교수(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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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6.24(목) 10: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암흑데이터 극한활용 연구센터에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 과제 연구 

내용 공유와 진척상황 보고를 위한 협력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센터구성

센터장: 이성진 교수(DGIST)

핵심연구원: 김민수 교수(KAIST), 조성현 교수(POSTECH), 곽수하 교수(POSTECH), 이슬 교수(아주대),

                   이종욱 교수(성균관대), 김대훈 교수(DGIST), 이제민 교수(DGIST), 

                   윤형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김진섭 교수(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 이성진 교수(DGIST)

10:30-11:00 Tweaking Deep Neural Networks 김민수 교수(KAIST)

11:00-11:30
Iterative Filter Adaptive Network for Single Image 

Defocus Deblurring
조성현 교수(POSTECH)

11:30-12:00 Unmet Needs of Medical AI R&D 윤형진 교수(서울대병원)

12:00-13:00 중식

13:00-13:30
Embedding Transfer with Label Relaxation for Improved 

Metric Learning
곽수하 교수(POSTECH)

13:30-14:00 Tensor Analysis 이슬 교수(아주대)

14:00-14:30 Modernizing File System through In-Storage Indexing 이성진 교수(DGIST)

14:30-15:00 Blockchain-Empowered Networks for IoT 이제민 교수(DGIST)

15:00-15:30
VM scheduling and interrupt management for 

high-performance network I/O in virtualized clouds
김대훈 교수(DGIST)

15:30-16:00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erabyte- to petabyte-scale 

brain image data
김진섭 교수(성균관대)

16:00-16:30
Small Worlds are Better: Local Collaborative Models for 

Top-N Recommendation
이종욱 교수(성균관대)

16:30-16:50 종합토론

16:50-17:00 폐회사 이성진 교수(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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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여성 연구자들이 함께 할 K-SW 미래 워크샵

6.24(목) 13:30-16:0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초대의 말씀

박사학위 졸업을 앞두었거나, 학위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국내외 신진 여성 연구 인력의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기존 연구인들과의 밋업 데이를 통해 신규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신진 연구자와 기존 연구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35 격려사 성미영 교수(인천대)

13:35-13:55 결함 위치 식별과 결함 예측 간의 상호보완적 작용 손정주 박사과정(KAIST)

13:55-14:15
웹 가상현실의 광고 사기 기법과 악의적인 광고 코드에 대한 

실용적인 방어 기법
이지연 박사과정(KAIST)

14:15-14:35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정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정소영 박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4:35-14:45 휴식 및 교류 

14:45-15:05

Polypharmacy side effect prediction with graph feature 

attention network & Brain MRI image segmentation for 

stroke onset time prediction

방선주 박사(아산병원)

15:05-15:25

Human Helping Machine Helping Human: Building Hybrid 

Intelligent Systems to Improve Human-Machine 

Collaboration

송진영 박사(KAIST)

15:25-15:45 풍부한 가상현실 경험을 위한 조우형 햅틱 디스플레이 김예솔 박사과정(이화여대)

15:45-16:05 스마트 AI 플랫폼 기술
이연희 실장(ETRI KSB인공

지능플랫폼연구실)

16:05-16:20 세션 마무리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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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준지도학습 과제 3차년도 워크샵

6.24(목) 13: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 씨에스호텔 꽃낭연회장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복합지능연구실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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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원천기술 및 이에 기반한 외국인 지원용 한국어 튜터링 서비스 개발” 과제의 3차년도 워크샵으로, 연구개발 

진행 현황과 향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10 개회사 및 과제 개요 권오욱 박사(ETRI)

13:10-13:30 사업화 데모: 팽톡서비스, 세종어학당 권오욱 박사(ETRI)

13:30-14:00 대화처리 발표 이요한 연구원(ETRI)

14:00-14:30 음성인식 발표 전형배 박사(ETRI)

14:30-14:40 휴식

14:40-15:05 Conversation-by-Reading 챗봇을 위한 지식 임베딩 기술 연구 김학수 교수(건국대)

15:05-15:30 해석 및 제어가능 의미벡터 학습 및 문장생성 정상근 교수(충남대)

15:30-15:55 종단형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위한 Unstructured Knowledge 활용 연구 차정원 교수(창원대)

15:55-16:05 휴식

16:05-16:30 섭동 인코더를 이용한 종단간 음성인식기의 준지도학습 권오욱 교수(충북대)

16:30-16:55 차폐음향특징 및 언어표현 예측기반 준지도 종단간 음성인식 기술 정호영 교수(경북대)

폐회

휴먼증강을 위한 단일 감각 정보의 변환 및 대외 지각 검증 워크샵

6.24(목) 14:00-17:00 / ZOOM 실시간 중계 & ICC제주 302호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연구실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연구실에서 『인간의 감각지각 능력을 증강하는 다중 감각 융합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 내용 공유와 진행상황 검토 및 휴먼증강 기술의 비전 공유를 위한 협력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휴먼증강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휴먼증강 분야의 주요 이슈와 향후 기술 발전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10 개회사

14:10-14:30 디지털 휴먼증강 기술 소개 신형철 실장(ETRI)

14:30-15:00 서비스 관점의 휴먼증강 기술  (온라인) 최용순 교수(서강대)

15:00-15:20
단일감각 기반 휴먼증강 기술 현황 소개
- 감각신호의 청각 치환 기술, - 감각신호의 촉각 치환 기술

김무섭 책임(ETRI)
오창목 선임(ETRI)

15:20-15:30 Coffee Break

15:30-15:45 다중감각 융합기술 과제 소개 및 현황 공유 문경덕 책임(ETRI)

15:45-16:00 동물모델 기반 단일감각 변환신호의 지각 메커니즘 분석 이승희 교수(KAIST)

16:00-16:25 문자 형태의 청각적 변환에 대한 뇌 반응 연구 김준식 교수(서울대)

16:25-16:40 감각정보 변환을 위한 딥러닝 기술 연구 김채규 교수(부경대)

16:40-17:00 휴먼증강 관련 기술 이슈 및 향후 비전 토의 참여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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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인공지능연구소 기술 융합, 자율주행서비스 전략 워크샵

6.25(금) 09:00-12:00 / ZOOM 실시간 중계 & 씨에스호텔 꽃낭연회장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연구실

초대의 말씀

인공지능연구소의 핵심 기술분야인 지능정보기술, 초성능컴퓨팅기술, 지능형반도체기술, 지능로보틱스기술, 자율

무인이동체기술, 블록체인･빅데이터기술의 융합을 통해 대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특히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협력 R&D 전략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사업화 확대전략, IP R&D 전략 

등 인공지능연구소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00-09:10 개회사

09:10-10:00 인공지능연구소 기술 및 서비스로드맵 이윤근(ETRI)

10:00-10:50 자유류주행서비스를 위한 협력 R&D전략 최정단(ETRI)

10:50-11:10 휴식

11:10-12:00 인공지능연구소 혁신전략 전원 토의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와 AI기술 워크샵

6.25(금) 10:00-11:30 / ZOOM 실시간 중계

주관 : 현대자동차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의 AI와 데이터를 담당하는 AIRS컴퍼니, CDO 조직에서 2021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CC2021)의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AI, 데이터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현황 및 기술을 공유하고

자 합니다. 관련 분야 연구진들이 모여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30 현대자동차/기아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현황과 미래
김일환 상무

(현대자동차 CDO 데이터혁신전략실)

10:30-11:00 자동차 설계 데이터기반 real image augmentation
위민국 매니저

(현대자동차 CDO 빅데이터실)

11:00-11:30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AI기술
이청재 책임연구원

(현대자동차 AIRS컴퍼니 AI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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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제주대학교 SW융합 워크샵

6.25(금) 13:00-17:30 / ZOOM 실시간 중계 & ICC제주 삼다홀A

주관 : 제주대학교 SW융합교육원 / 후원 : 제주도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SW융합교육원에서는 융합SW컨퍼런스의 일환으로 (2021 상반기 스마트 SW경진대회)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SW역량 향상을 위한 SW경진대회로서 함께 참석하시어 본 행사 

자리를 빛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10 스마트 SW경진대회 오프닝 사회자

13:10-13:30 개회사 SW융합교육원 원장

13:30-14:45
스마트 SW경진대회 발표 진행

(No.1~5, 10분 발표, 5분 질의 응답)
각 팀 발표

14:45-15:00 휴식

15:00-16:30
스마트 SW경진대회 발표 진행

(No.6~10, 10분 발표, 5분 질의 응답)
각 팀 발표

16:30-17:30 스마트 SW경진대회 시상식 및 폐회 사회자 및 심사위원 진행

차세대 AI 예타 후속방안 회의

6.24(목) 10:00-18:00 / ZOOM 실시간 중계 & ICC제주 201호

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22년부터 새롭게 추진될 차세대 인공지능 신규 사업의 추진경과 및 후속

작업 방안 논의를 위해 세미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지능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현재 딥러닝 중심의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 뇌 과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

고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20 개회사 박상욱 팀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10:20-11:20 후속 사업 추진 방향 전략(구조/개념, 플랫폼) 김진아 박사(KIOST)

11:20-12:20 후속 사업 추진 방향 전략(인공지능, 자연지능) 김영길 실장(ETRI)

12:20-13:00 휴식

13:00-14:00 뇌 역공학 기반 인공지능 R&D 전략 박영균 교수(KAIST)

14:00-15:00 자연지능 R&D 현황 유제광 교수(동국대학교)

15:00-15:30 차세대 AI 예타 통과 사업 소개 이현규 PM(정보통신기획평가원)

15:30-16:00 휴식

16:00-16:20 원장님 인사말씀 전성배 원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16:20-17:20 2040 미래 인공지능 R&D 추진방향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17:20-18:00 딥러닝 기반 질의응답 기술 박상욱 팀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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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특별 콜로키움 I : SW·AI 교육 혁신

6.24(목) 10:00-12:0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 ICC제주 한라홀A

주제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바람직한 SW･AI 교육 혁신 방안

배경 및 취지

ㅇ 선진 각국은 SW･AI 역량 부족은 국가 경쟁력의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SW･AI 기반의 컴퓨팅적 

사고 역량을 갖는 인재 양성에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집중 투자 진행 중

- 우리나라의 초중고생 SW･AI 기반 컴퓨팅적 사고 역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SW･AI 교육이 초중고 교과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하

는 SW･AI 교육 내용을 모두 교수･학습하기에는 주어진 시수가 절대 부족하고 교육과정 연계성이 부족하여 

SW･AI 교육의 성과 부실화 가능

ㅇ SW･AI  경쟁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2022년 교육과정 개편과 때를 맞추어 도전적인 초중고 

SW･AI교육 혁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

- SW･AI 교육시수 확대, 독립적인 교과과정 수립, 교사양성 확대 등

패널토론자

이름 소속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서정연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회장, 서강대 교수

김두현 한국정보과학회 명예회장, 건국대 교수

유정수 전)교육부 AI교육정책지원단장, 전주교대 교수

김현철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명예회장, 고려대 교수

이재호 한국정보교육학회 회장, 경인교대 교수

정웅열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백신중 교사

이현숙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 융합팀장

진유림 개발자(Front End Engineer), TOSS

Jay Kim 개발자, 구글클라우드코리아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05 참석자 소개

10:05-10:10 격려사, 김정삼 소프트웨어 정책관

10:10-10:25 발제 I : 초중고 정보교육이 나가야할 방향, 서정연 회장

10:25-10:35 초청 발언 : 진유림, 개발자(Front End Engineer), TOSS

10:35-10:50 발제 II :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 이슈, 김현철 교수

10:50-11:05 발제 III : 현행 초중고 교사 양성 이슈, 유정수 교수

11:05-11:15 초청 발언 : Jay Kim, 개발자, 구글클라우드코리아

11:15-11:50 자유 토론, 진행: SW･AI 정책위윈회 위원장 김두현 교수 

11:50-12:00 폐회

특별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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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콜로키움 II : 초우수 SW 육성

6.25(금) 10:00-12:0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 ICC제주 한라홀A

주제

미래 먹거리로써 초우수 SW 육성 방안

배경 및 취지

ㅇ 그동안 국내 SW산업은 SW제품/솔루션의 판매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SW

를 만들어 주는 SI(System Integration) 산업이 주력

- 이러한 SI 중심형 SW산업 생태계는 상용 SW를 만드는 기업과 개발자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SW제품을 만드는 상용 SW 기업과 제품 성장도 불가능하게 만듦

ㅇ 상용 SW와 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초우수 SW 육성 전략 시급

-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차세대 먹거리인 초우수 SW 개발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우수 SW 육성 전략

- 아키텍터급 초우수 SW 개발 고급 인력(전공자) 양성 및 융합형 우수 SW를 개발하기 위한 SW 전문 인력

(비전공자) 양성 전략 등

패널토론자

이름 소속

박성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홍봉희 한국정보과학회 명예회장, 부산대 교수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인재계발실장(상무)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상무)

박창민 그리드위즈(주), 전무이사

김서균 TmaxSoft(주), 전무이사

신혜권 이티에듀(주), 대표이사

김태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시스템SW연구실장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05 참석자 소개, 허준영 교수(한성대)

10:05-10:10 축사, 전성배 원장(IITP)

10:10-10:30 인사 말씀, 정부 전략 : 우수SW육성전략(안), 박성진 과장

10:30-11:00
발제 I : 미래 먹거리로써 SW, 박현제 소장
패널토론자 : 배승민 소장, 김서균 전무, 김태호 실장

11:00-11:30
발제 II : 우수 SW 인재 양성 방안, 이민석 학장
패널토론자 : 홍봉희 교수, 박환수 상무, 신혜권 대표

11:30-11:45 우수 SW 사례 발표 : AI_ICBM 기반 SW 발전소, 박창민 전무

11:45-11:55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

11:55-12:00 폐회사, 박성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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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수)

세션 시간 분야 좌장 장소

23A-O1 10:00-12:00 인공지능1 박경석(KISTI) ICC제주 삼다홀B

23A-O2 10:00-11:30 언어공학1 나승훈(전북대) ICC제주 301호

23A-O4 10:00-11:00 고성능컴퓨팅1 김도현(제주대) 씨에스호텔 꽃낭

23A-O5 10:00-12: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1 이중희(고려대) 온라인(ZOOM)

23A-O6 10:00-12:30 인공지능2 안민규(한동대) 온라인(ZOOM)

23A-O7 11:30-12:30 컴퓨터이론1 김도현(제주대) ICC제주 302호

23A-O8 11:30-12:30 정보통신1 양현(해양과학기술원) 씨에스호텔 꽃낭

23P-O9 13:00-15:00 인공지능3 최용석(한양대) ICC제주 삼다홀B

23P-O10 13:00-15:30 언어공학2 류법모(부산외대) ICC제주 301호

23P-O11 13:00-14:3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ICC제주 302호

23P-O12 13:00-15:30 컴퓨터시스템1 이정훈(KISTI) 온라인(ZOOM)

23P-O13 13:00-14:00 전산교육시스템 이주호(한양여대) 온라인(ZOOM)

23P-O14 14:00-15:30 국방소프트웨어1 최광남(중앙대) 온라인(ZOOM)

23P-O15 15:30-17:45 인공지능4 김진현(경상대) ICC제주 삼다홀B

23P-O17 16:00-17:30
고성능컴퓨팅2, 오픈소스소프트웨어1,

프로그래밍언어1
김봉재(충북대) 온라인(ZOOM)

23P-O18 15:30-17:30 언어공학3 장진욱(농협대) 온라인(ZOOM)

▶ 6월 24일(목)

세션 시간 분야 좌장 장소

24A-O1 09:00-12:00 인공지능5 신봉기(부경대) ICC제주 301호

24A-O2 09:00-11:00 데이터베이스1 서동민(KISTI) ICC제주 302호

24A-O3 10:00-12:45 정보통신2 황호영(한성대) 온라인(ZOOM)

24A-O4 10:00-13:00 인공지능6 양현(해양과학기술원) 온라인(ZOOM)

24P-O5 13:00-15:30 인공지능7 권영호(단국대) ICC제주 301호

24P-O6 13:00-15:30
컴퓨터그래픽스1, 모바일응용및시스템2, 

데이터베이스3, 사물인터넷1, 컴퓨터이론1
김봉재(충북대) 온라인(ZOOM)

24P-O7 13:00-15:00 언어공학5 이창기(강원대) 온라인(ZOOM)

▶ 6월 25일(금)

세션 시간 분야 좌장 장소

25A-O1 10:00-12:30 인공지능8 김지희(동국대) ICC제주 삼다홀B

25A-O2 09:00-12: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2 신동훈(DGIST) ICC제주 301호

25A-O3 09:00-11:30 컴퓨터시스템2 박준석(인하대) ICC제주 302호

25A-O4 09:30-12:30 언어공학6 류법모(부산외대) 온라인(ZOOM)

25A-O5 10:00-13:00 인공지능9 홍참길(한동대) 온라인(ZOOM)

25P-O6 13:00-15:00 소프트웨어공학9 백종문(KAIST) 온라인(ZOOM)

25P-O8 13:00-15:0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언어2,

컴퓨터그래픽스2
김경백(전남대) ICC제주 301호

25P-O9 13:00-15:00 컴퓨터시스템3 심준용(LIG넥스원) 씨에스호텔 꽃낭

25P-O10 13:00-14:30 사물인터넷2 전수빈(대구가톨릭대) ICC제주 삼다홀B

25P-O12 15:00-16: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국방소프트웨어 김태호(ETRI) 씨에스호텔 꽃낭

Ora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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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방법

1. 발표자

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본인의 세션명, 발표순서를 확인합니다.

② 일정표에서 본인이 속한 세션 시간을 확인합니다.

③ KCC 참가등록자에게는 6.18(금)에 온라인 컨퍼런스 로그인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④ 온라인 컨퍼런스는 6.18(금)에 오픈되며 본인이 제출한 논문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본인 해당 세션 시작 10분전까지 ZOOM에 접속합니다. *ZOOM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접속 가능

⑥ 본인의 순서에 발표합니다. (발표시간은 Q&A를 포함하여 15분)

2. 좌장

① 일정표 및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담당 분야의 세션명, 일시, ZOOM 링크를 확인합니다.

② 온라인 컨퍼런스(6.18오픈)에 로그인하면 발표자의 논문과 ZOOM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 ZOOM에 접속합니다. 

④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발표시간은 총 15분입니다. (Q&A포함)

⑥ Q&A시간에 채팅창에 입력된 일반청중의 질문내용은 좌장이 확인하여 발표자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신 후, 오다름 주임(dareum89@kiise.or.kr /070-4800-4012)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1 10:00-12:00 인공지능1 박경석(KISTI)

23A-O1-1 The Effects of Randomizing input Feature  Vectors When Training Video Based Learning 

Models

Muhammad Zaigham Zaheer･Marcella Astrid･Seung-Ik Lee(UST, ETRI)

23A-O1-2 DeepMedNet: Deep Learning based Medical Image Segmentation Model

Bekhzod  Olimov･Barathi Subramanian･Jeonghong Kim(경북대학교)

23A-O1-3 Fashion-HD: 복수 상품을 활용하는 고화질 패션 착용영상 생성을 위한 데이터세트

박순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한별(코그넷나인), 이종환(트랜쇼), 박지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A-O1-5 네트워크 전파 및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유방암 환자 생존 분석

성인영･이상선･이도훈･김선(서울대)

23A-O1-6 DU-Net Skip Connection의 분해를 통한 오디오 표현 생성 학습

정영석･김진성･최우성(고려대), 정재화(한국방송통신대), 정순영(고려대)

23A-O1-7 토픽모델링 기반 인공지능(AI) 관련 국가R&D 주요 동향 탐색

나혜인･양동헌･이지연･황명권(UST, KISTI)

23A-O1-8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지역적 대비 추정 손실 기반 한국어 단락 순위화 모델

배용진(ETRI), 이공주(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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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2 10:00-11:30 언어공학1 나승훈(전북대)

23A-O2-1 그래프 기반 증거 추론을 이용한 질의 응답에 대한 사실 여부 검증 연구

박은환･나승훈(전북대), 신동욱･김선훈･강인호(네이버)

23A-O2-2 자동 생성된 질문의 품질과 생성에 제공된 컨텍스트 정보량의 관계

조석민･양원석･박채훈･박종철(한국과학기술원)

23A-O2-3 증강 기법을 활용한 의도 분류 학습 모델 성능 비교 연구

신준호･신정수(명지대), 윤여훈(대검찰청), 정재희(명지대)

23A-O2-4 소셜 미디어상 언어폭력 정보를 고려한 BERT 기반 성격장애 탐지 모델

신지수･송호윤･박종철(한국과학기술원)

23A-O2-5 Fact 검증 기반 정답 재순위화를 이용한 다중추론 질의응답

이정두･나승훈(전북대), 김태형･최윤수･장두성(K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4 10:00-11:00 고성능컴퓨팅1 김도현(제주대)

23A-O4-1 대규모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GPU memory 확장 방안

최현성･이재환(한국항공대학교)

23A-O4-2 지능형 원격 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HPC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험

노승우･유진승･김상완(KISTI), 유명환(엑세스랩)

23A-O4-3 대규모 이종 메시지 처리를 위한 분산 메시징 시스템 비교 연구

이혁진･장현지･김직수(명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5 10:00-12:00 정보보안/고신뢰1 이중희(고려대)

23A-O5-1 합리적 부정기능을 지원하는 플래시 저장장치를 위한 새로운 플래시 명령어

조건희(서울대), 김명석(충북대), 김지홍(서울대)

23A-O5-2 FSM 시뮬레이터 기반 5G RRC 메시지 위변조 공격 검증

최동영･심재민･정제원･이수기･김유성(성균관대)

23A-O5-3 Adaptive Anomaly Detection Scheme for Sensory Data in Wireless Sensor Networks

Dang Thien Binh･Le Duc-Tai(성균관대학교), 김문성(서울신학대학교), 추현승(성균관대학교)

23A-O5-4 블록체인을 활용한 딥 웹 콘텐츠 포렌식 증거 수집 방법

문현수･이영석(충남대)

23A-O5-5 편집거리를 활용한 보안우회 악성메일 탐지 방안

강효수･임을규(한양대)

23A-O5-6 LinuxPTP OSS 정적분석

박웅섭･이혁･박승현･최진영(고려대)

23A-O5-7 연합학습 환경에서 참가자 재배치 기반 Backdoor 공격 식별 및 완화 연구

전정민･홍충선(경희대)

23A-O5-8 도시 컴퓨팅 환경에서 엣지-컴퓨팅을 통한 효율적인 공격 탐지 모델 공유 기법

김효원･도인실･채기준(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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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6 10:00-12:30 인공지능2 안민규(한동대)

23A-O6-1 다수준 등장인물 주의집중을 통한 비디오 스토리 이해 기법

최성호･온경운･허유정･서아정･장유원･이민수･장병탁(서울대학교)

23A-O6-2 불균형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 이상징후 예측 처리 기법

서지영･김현우(고려대)

23A-O6-3 Robust 행렬 분해를 이용한 신약 재창출

손동현･송길태(부산대학교)

23A-O6-4 특징점 추출 네트워크와 객체 검출 네트워크를 융합한 수화물 검출 네트워크

김도훈･박상현(KETI)

23A-O6-5 상호 작용 지시 수행을 위한 객체 중심적 위치화

김병휘･최종현 (GIST)

23A-O6-6 사전학습 언어모델 기반 뉴스 군집화의 성능 향상 방법 연구

이병욱(KB국민은행)

23A-O6-7 A Deep Learning Accelerator for a Typical Binary Neural Network Layer

Hieu Quang Vo･LokWon Kim･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3A-O6-8 감성 정보를 활용한 자동 각본 요약

이명지･권홍석･신재훈･이종혁(포항공대)

23A-O6-9 Natural Gradient 기반의 Preconditioner를 이용한 심층학습 Optimizer 가속화 성능 향상

송화전･정의석･한란･유병현･김현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A-O6-10 덕트 공동 탐지를 위한 LSTM Auto-Encoder

이다인･오병두(한림대학교), 최형(AI bridge), 김유섭(한림대학교)

23A-O6-11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대적 예제 비지도 이상 탐지

임규민･고기혁･조호묵(한국과학기술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7 11:30-12:30 컴퓨터이론1 김도현(제주대)

23A-O7-1 부분 그래프 매칭 문제를 위한 향상된 동적 매칭 순서

민승환･신원석･김채원･박근수(서울대)

23A-O7-2 원판 그래프의 최소 분리 집합 알고리즘

김이한･오은진(포항공대)

23A-O7-3 히스토그램을 직사각형들로 분할하는 알고리즘

김휘･안희갑(포항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O8 11:30-12:30 정보통신1 양현(해양과학기술원)

23A-O8-1 Performance Evaluation of ABR Video Streaming Algorithms over Cellular Networks

Waqas ur Rahman･Md Delowar Hossain･Eui-Nam Huh(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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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O8-2 작업 실패율 최소화를 위한 작업 분류 기반 클라우드-엣지서버간 협업 기법

김민선･박진호･정광수(광운대)

23A-O8-3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을 위한 지능형 에듀테크 플랫폼 연구

이세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강은석･곽소걸(한지한톡), 손아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9 13:00-15:00 인공지능3 최용석(한양대)

23P-O9-1 그래프 신경망과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악성코드 분류 기법의 비교

최유라･김도한･권영우(경북대)

23P-O9-2 대화의 특성을 고려한 BERT기반 대화 관계 추출 네트워크

이봉석･최용석(한양대)

23P-O9-3 광혈류 측정 신호 및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혈압 예측 방법론

박준원･조원근(충남대), 오규협(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동일(충남대)

23P-O9-4 대뇌피질 표면의 특징을 이용한 나이 및 성별 예측을 위한 그래프 기반 딥러닝 기법의 비교연구

김도환(경북대), 윤의철(대구가톨릭대), 강경훈･김재일(경북대)

23P-O9-5 클래스별 규제 엔트로피를 이용한 시각적으로 유사한 객체의 분류

김예찬･이윤관･고영민･유형준･전병관･전문구(GIST)

23P-O9-6 인공신경망 성능 개선을 위한 결측 대체법 최적화

한종민･강석호(성균관대)

23P-O9-7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한 문장 쌍 표현 모델 자기지도 학습 방법 연구

강태관･김양훈･정교민(서울대)

23P-O9-8 LSTM을 활용한 한반도 근해의 해수면 온도 예측

최혜민･임지선･김민규･양현(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0 13:00-15:30 언어공학2 류법모(부산외대)

23P-O10-1 사전 학습된 Encoder-Decoder 모델 기반 질의응답 쌍 생성을 통한 기계 독해 학습 데이터 증강

신현호･정선기･최성필(경기대)

23P-O10-2 Post-training을 이용한 한국어 전이학습 모델에서의 성능 향상

김균엽･이승수･모윤호･이소라･강상우(가천대)

23P-O10-3 Dense Retrieval을 이용한 한국어 FAQ Retrieval

강동찬･나승훈(전북대), 김태형･최윤수･장두성(KT)

23P-O10-4 다양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한 End-to-End 기반의 임상분야 개체 및 관계 추출

이명훈･최성필(경기대)

23P-O10-5 양방향 LSTM 모델을 활용한 SNS의 자살 고위험군 게시글 판별

박준상(서울대), 이성재(국민대)

23P-O10-6 개체멘션군집화에 기반한 Cross-document 상호참조해결

이종현･나승훈(전북대), 김현호･강인호･김선훈(네이버)

23P-O10-7 커리큘럼 학습을 이용한 생성요약 성능 향상

임진형･송현제(전북대)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148

Oral Session

23P-O10-8 의료 조언을 위한 의료 개체명 인식과 정규화

나선옥･김영민･공세운(한양대)

23P-O10-9 양방향 LSTM 기반의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상담 자동 분류

신진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은영(충남대학교), 설수정(코이션), 권주은(한남대학교), 

김영민(전북대학교), 강주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1 13:00-14:3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23P-O11-1 터널 내부 영상 정합 알고리즘 개선 연구

김석진･전민건･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3P-O11-2 시간패턴을 반영한 SHAP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정원용･박성우･문재욱･황인준(고려대)

23P-O11-3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스테레오 영상과 스켈레톤 정보기반 객체 간 거리 추정 방법

장규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배현재(성균관대), 김영민(인천대), 

김영남･김진평(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3P-O11-4 대전시 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 및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구역 제안

신정수(명지대), 박진영･김하성(수원대), 홍수희(텍사스대)

23P-O11-5 항공 영상 내 포트홀 탐지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 성능 비교 분석

한윤성･전민･김석진･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3P-O11-6 스마트공장 내 충돌 위험 실시간 탐지 시스템

신영진･임준영･장진호･박은영･유영환(부산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2 13:00-15:30 컴퓨터시스템1 이정훈(KISTI)

23P-O12-1 CERN EOS 분산 파일 시스템의 배포 환경에 따른 I/O 성능 비교

이준영･김문현･김경준･노서영(충북대)

23P-O12-2 MQSim-E: 엔터프라이즈향 SSD에 특화된 NVMe SSD 시뮬레이터

홍두원･이두솔･김지홍(서울대)

23P-O12-3 분산학습에서 워커의 비최적 배치로 인한 성능 비교 분석 및 예방

이현재･이현수･서의성(성균관대)

23P-O12-4 입출력 예제와 패턴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 자동 생성

이시형･김경숙･김보근･박희민･이다현(경북대)

23P-O12-5 Ceph RADOS Gateway 성능 분석

정성엽･조규진･강인재･김진수(서울대)

23P-O12-6 확률적 자료 구조인 쿠쿠 필터를 이용한 2Q 교체 정책

이지원･최종무(단국대)

23P-O12-7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성 요소에 따른 지연시간 분석

정현태･문예빈･위민복･오덕재･안정호(서울대)

23P-O12-8 Proportional Bandwidth Allocation to Vehicles at Wireless-enabled Traffic Signal System

Aunas Manzoor･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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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O12-9 동적 머클 트리를 활용한 효과적인 메시지 스트림 인증

정우창･박찬익(포항공과대학교)

23P-O12-10 마이크로벤치마킹을 통한 GPU 메모리 계층 구조 확인 및 대역폭 측정

윤지용･문수묵(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3 13:00-14:00 전산교육시스템 이주호(한양여대)

23P-O13-1 학습자 수준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저지 시스템의 평가 기법 분류

한상곤･류사오･우균(부산대)

23P-O13-2 로그 기반 아두이노 채점 피드백 시스템 설계

서강복･김덕엽･노준석･이우진(경북대)

23P-O13-3 e-OLDER: 활동적 노화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몰입형 교육

정성범･이아라･원경재･구동준･이은주･김일곤(경북대)

23P-O13-4 시각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점자블록 인식 정확도 향상 방안 : 

YOLOv5와 꼭짓점 좌표 분석 활용

강준구･Valentin Bajeneza･안소명･성민우･이영석(강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4 14:00-15:30 국방소프트웨어1 최광남(중앙대)

23P-O14-1 YOLO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차 국적 식별 방법

임승균･강동수(국방대)

23P-O14-2 비화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Desktop Experience를 활용한 국방 클라우드 Desktop as a Service 

적용 방안

최진호･이태화･서중하･김상현･신승원(KAIST)

23P-O14-3 인접 표적 분류를 위한 2차원 임계치 계산 알고리즘의 구현

김태형(성균관대학교, 한화시스템), 엄영익(성균관대학교)

23P-O14-4 북한 운영체제 붉은별(Redstar) 보안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론 지식베이스 설계

류효진･강동수(국방대)

23P-O14-5 TMMi를 반영한 국방 소프트웨어 테스트 절차 발전방안

박연동･백대현(국방기술품질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5 15:30-17:45 인공지능4 김진현(경상대)

23P-O15-1 이미지 분할 성능 개선을 위한 재귀적 피드백 기반의 효율적인 모델 불특정 후처리 기법

김재호･강석호(성균관대)

23P-O15-2 TabNet 기반의 반도체 재공재고 수준의 조기예측과 해석

방성진･고해지･이상민(광운대학교)

23P-O15-3 맥락 특질과 형태소 조합 특질을 활용한 BERT 기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정진우･최용석(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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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O15-4 다양한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해수면 온도 예측

김민규･최혜민(한국해양대학교),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3P-O15-5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가공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절삭력 예측

이수민･조원근(충남대), 김혜인･구정인(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동일(충남대)

23P-O15-6 웨이퍼 맵 패턴 분석을 위한 삼중항 손실 기반 비지도 표현 학습

강현구･강석호(성균관대)

23P-O15-7 BERT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대화 기반 폭력 및 비폭력 상황 인식

김진환･이현규･이지학･박진오･최영석(광운대학교)

23P-O15-8 뉴럴 네트워크 가속기의 추론 정확도 향상을 위한 타일 기반 양자화 기법

유주원･권진세･김형신(충남대)

23P-O15-9 DEC기반의 비소세포성 폐암환자 클러스터링

최철웅･염성웅･김경백(전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7 16:00-17:30
고성능컴퓨팅2, 오픈소스SW1,

프로그래밍언어1
김봉재(충북대)

23P-O17-1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COVID-19 범유행 정보 구조 분석

김단우(KAIST, IBS), 이다민(POSTECH), 명재현･정창욱(KAIST, IBS), 홍인호(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Diego Sáez-Trumper(Wikimedia Foundation), 윤진혁(숭실대), 

정우성(POSTECH), 차미영(IBS, KAIST)

23P-O17-2 ScienceDMZ 기반 엣지 컴퓨팅 환경 개발 및 연구

김기현･문정훈･석우진(KISTI)

23P-O17-3 버켓 간 슬롯 공유를 통한 쿠쿠 필터(Cuckoo Filter) 공간 효율화

이광진･김화정･염헌영(서울대)

23P-O17-4 aliusM: 누마환경에서 영구메모리를 활용한 대규모 시스템 메모리로 확장

이용섭･정성인(ETRI)

23P-O17-5 Infer를 이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용 정적 분석

강우석･허기홍(KAIST)

23P-O17-6 Julia 분산-병렬 모델을 이용한 K-Means 알고리즘 최적화

김민성(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O18 15:30-17:30 언어공학3 장진욱(농협대)

23P-O18-1 비지도 기계 번역을 이용한 한국어 채팅체 문체 변환

정영준･이창기(강원대), 황정인･노형종(엔씨소프트)

23P-O18-2 개조식 문장 내 한국어 복합 명사 추출 연구

권나현･이훈･장진후･김정길(사람인HR)

23P-O18-3 한국어 언어발달 자동 평가를 위한 신경망 기반 언어 분석 모델

오병두･이윤경･김유섭 (한림대)

23P-O18-4 모사학습의 문장형 수학 문제 자동 풀이 적용 가능성 탐구

김부근･권가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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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O18-5 채팅체-문어체 스타일 변환 병렬 코퍼스 자동 구축

최민주･이창기(강원대), 황정인･노형종(NCSOFT)

23P-O18-6 단일 도메인 대화 모델에 지속학습기법을 적용한 다중 도메인 대화 모델

박형준･홍충선･박성배(경희대)

23P-O18-7 고유명사를 활용한 Seed Lexicon 선정방식의 효율적인 다국어 임베딩

이준호･진교훈･김영빈(중앙대)

23P-O18-8 감성 분석을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 소설 텍스트 임베딩

박명건･박성홍･신현정(아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O1 09:00-12:00 인공지능5 신봉기(부경대)

24A-O1-1 모달리티 정렬을 통한 비디오 질의 응답 시스템 개선

김용일･윤현구･원승필･정교민(서울대)

24A-O1-2 OLI(Optic Latus Inference): 복수의 망막 SD-OCT 영상을 이용한 망막 질병 추론 기법

기대성･하상일･전동환･이영섭(경상국립대학교), 한용섭･강태신(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경훈･김진현･이웅섭･이성진(경상국립대학교)

24A-O1-3 VACS: 패션 객체 영역 분할 기법을 통한 가상 착용 기술 아티팩트 보정 시스템

박원정･정유진･박순찬･박진아(KAIST)

24A-O1-4 A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News Sentiment Analysis-based Pork Price 

Prediction

Yifan Zhu･최종혁･나형철･류관희･Nasridinov Aziz(충북대학교)

24A-O1-5 공동 임베딩을 활용한 음악 자동 태깅

이재환･조민경(명지대)

24A-O1-6 딥러닝 기반 교량 구조물 다중 손상유형 탐지 시스템

김영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배현재(성균관대), 김영민(인천대), 

장규진･김진평(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4A-O1-7 안과 질병 진단을 위한 DensNet121 기반 OCT 이미지 분류의 충돌 해결 기법

김지연(경상대), 한용섭(창원경상대병원), 이웅섭･이성진(경상대) 김경훈(경북대), 

강태신(창원경상대병원), 이영섭･김진현(경상대)

24A-O1-8 표면 모듈을 추가한 척추체 CT 이미지 분할 네트워크

강인하･조지훈･박진아 (KAIST)

24A-O1-9 Multi-Level Transformer-based Segmentation Network for Abnormal Tissue 

Segmentation in Medical Image

Duy-Phuong Dao･Hyung-Jeong Yang･Soo-Hyung Kim･Guee-Sang Lee(전남대학교), 

Sae-Ryung Kang(화순전남대학교병원), In-jae Oh(전남대학교)

24A-O1-10 Multimodal Deep Graph Fusion for Evoked Expression Recognition in 

Large-Scale Videos

양영광･호녁휜･양형정･김수형･이귀상･오아란(전남대)

24A-O1-11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탈수소화 엔탈피 예측

안수현･최건영･김예원(한동대), 육현우･한정우(포항공대), 홍참길(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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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O2 09:00-11:00 데이터베이스1 서동민(KISTI)

24A-O2-1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 효율적인 연속 서브 그래프 질의 처리 기법

이소민･김상혁･최도진(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24A-O2-2 데이터 증강과 강인 손실 함수를 이용한 준 지도 학습

안영준･심규석(서울대)

24A-O2-3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윈도우 레지스트리 기반 Key-Value Store

임정환･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학교)

24A-O2-4 조인 질의 카디널리티 추정: 경량 신경망을 이용한 시간 효율적인 방법

이협진･윤현식･정연돈(고려대)

24A-O2-6 SIMD 기반의 유사도 조인의 필터링에 대한 병렬화

최성준･문철한･손한기･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A-O2-7 비선형 기계학습 기반의 Redis 파라미터 튜닝 연구

서주연･이지은･김경훈･JIN HUIJUN･박상현(연세대)

24A-O2-8 합성곱 신경망의 특징맵과 로짓의 상관관계 분석

양승모･이웅희･김영훈(한양대)

24A-O2-10 효율적인 분산 메시징 환경을 위한 Apache Kafka 벤치마크 테스트

김다솔･길명선(강원대), 민차우･원희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양세(강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O3 10:00-12:45 정보통신2 황호영(한성대)

24A-O3-1 Tracing Dynamic URLLC Traffics in Vehicular Networks: 

A Proactive Resource Scheduling

Shashi Raj Pandey･Sabah Suhail･Yan Kyaw Tun･Madyan Alsenwi･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24A-O3-2 QoS를 위한 QUIC 기반 적응형 다중 경로 기법

무함마드하피드펄만샤･남혜빈･고석주(경북대)

24A-O3-3 Fresh Aggregator for Intelligent Energy Regulation in Smart Grid Framework

Md. Shirajum Munir･Do Hyeon Kim･Sun Moo Kang･Young Woo Kim･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4A-O3-4 네트워크 단위 트래커 탐지를 위한 암호화된 트래픽의 특성 분석

이동근･주민우･이원준(고려대)

24A-O3-5 Towards Reliable Communications for Vehicle-to-Vehicle Networks: 

A Neural Networks-based Approach

Madyan Alsenwi･Shashi Raj Pandey･Seong-Bae Park･Choong Seong Hong

(Kyung Hee University)

24A-O3-6 An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Framework for Cell-Free UAVs-Assisted Wireless 

Networks

Yan Kyaw Tun･Shashi Raj Pandey･Nway Nway Ei･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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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A-O3-7 IEEE 802.11ax 무선랜에서의 보안용량 향상을 위한 송신전력 조정 기법

박현주･장원우･정철훈･이원준(고려대)

24A-O3-8 건축물 안전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Dis-Corr Faults 알고리즘 기반 이상치 판단

김수비･김스베틀라나･윤용익(숙명여대)

24A-O3-9 A 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for Uplink Transmission in IRS-enabled Beyond 5G

Chit Wutyee Zaw･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4A-O3-10 Mode Selection for 360-degree Video Streaming over Wireless Network

Tri Nguyen Dang･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4A-O3-11 5G 네트워크에서 고대역폭·초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화학습 기반 무선 자원할당 연구

김기태･박성배･홍충선(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O4 10:00-13:00 인공지능6 양현(해양과학기술원)

24A-O4-1 Learning Densely Mutated Region Embeddings from SARS-CoV2 Whole Genomes for 

Clade-specific Representations via Density-based Clustering and Deep Learning

박민우･이상선･성인영･신윤열(서울대), 정인욱(경북대), 김선(서울대)

24A-O4-2 다중 인코더 구조를 활용한 기계번역 품질 예측

허담･이원기･신재훈･권홍석･이종혁(포항공대)

24A-O4-3 멀티헤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와 k-평균 군집화를 활용한 건축물 이미지 군집화

김재현･김명준･신현정(아주대)

24A-O4-4 효율적 컴퓨터 비전 심층 학습 모델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박승준(고려대), 오지환･김태현･윤세영(KAIST)

24A-O4-5 A Bayesian Optimized Model to Assist in Diagnosis of COVID-19 using Lung CT Images

Chu Myaet Thwal･Ye Lin Tu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4A-O4-6 KoBERT 기반 한국어 시나리오 개체명 인식 모델 성능과 한국어 조사의 관계 분석

이녕우･최호진(KAIST)

24A-O4-7 군중 탐지 시 거짓 양성 비율 감소를 위한 RDIoU 손실 함수

권준형･이은주･장수진･김영빈(중앙대)

24A-O4-8 Effect of Contrastive Loss on Latent Space of Variational Autoencoder

Lee Hyun sub･Choi Heeyoul(handong global university)

24A-O4-9 변분 평활법과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반도체 설비 진공챔버 리크감지 방법

하태경･신현정(아주대)

24A-O4-10 Forecast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with Bayesian Optimized Model Architecture 

on Federated Data

Ye Lin Tun･Chu Myaet Thwal･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4A-O4-11 딥러닝 기반 단백질 서열 임베딩을 이용한 BCR 레퍼토리 분석

김인영･김동민･김상엽(서울대), 변상윤(미국 그리넬대학교)

24A-O4-12 ActiveBoostThief: 신뢰할 수 있는 능동적 학습을 이용한 모델 추출 공격

남영은･강준혁･이재길(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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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O5 13:00-15:30 인공지능7 권영호(단국대)

24P-O5-1 4D fMRI 자폐진단을 위한 레지듀얼-자가집중 신경망 기반 상측두구의 동적 뇌연결성 학습

박경원･부석준･조성배(연세대)

24P-O5-2 노년층 우울감 예측을 위한 시멘틱 네트워크 기반 뉴로심볼릭 그래프 컨볼루션

부석준･박경원･조성배(연세대)

24P-O5-3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얼굴 이미지 조작 기술 적용 및 성능 평가

박정하･임채윤･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24P-O5-4 HEVC 비트스트림을 활용한 효율적인 실시간 이동 객체 검출

김영민･공세운･나선옥･김철연(한양대)

24P-O5-5 의료영상 분류를 위한 거리기반 메트릭 손실의 비교

Ghimire Raman･이상웅(가천대)

24P-O5-7 문서 수준 관계 예측을 위한 설명 가능한 증거 추출 모델

배현경･이환희･이민우･정교민(서울대)

24P-O5-8 TrackNet-V2를 사용한 골프 공 추적

Baidya Ranjai･이상웅(가천대)

24P-O5-9 영상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 신경망 경량화

김기연･임재성･조성현(포항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O6 13:00-15:30
그래픽스1, 모바일2, 

데이터베이스3
사물인터넷1, 컴퓨터이론1

김봉재(충북대)

24P-O6-1 AppLens : 기존 모바일 앱과 AR 환경의 호환성 지원을 위한 새로운 AR 프레임워크

김시정･이선재(KAIST), 오상은(아주대), 신인식(KAIST)

24P-O6-2 관측 모바일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과성 분석 비교 연구

정규원･Panyu Zhang･정규원･김희평･이의진(KAIST)

24P-O6-3 SSD 내부간섭 최소화를 위한 멀티테넌트 데이터베이스 튜닝

오승진･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

24P-O6-4 빅데이터 기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분석

김민석･고은정･장기태･이재길(KAIST)

24P-O6-5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을 이용한 반복 동작 검출 기법

신윤철･임효상(연세대)

24P-O6-6 On-Demand Unmanned Aerial Vehicle Deployment and Profit Maximization 

for Internet of Maritime Things Networks

Sheikh Salman Hassan･Umer Majeed･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4P-O6-7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위한 시선과 머리 동작을 결합한 핸즈프리 인터렉션

김채원･전익범･장현영･임승찬･우운택(한국과학기술원)

24P-O6-8 매개화된 이진문자열의 공간효율적인 색인

김성환･조환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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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O6-9 Towards the Quality Assessment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of Systems using 

Edge Computing

May Myat Thwe･현상원･배두환(KAIST)

24P-O6-10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감성 분석 및 영향력 기반의 효율적인 사용자 평판 계산 기법

최재용･김남영･김윤아･송상호･오영호･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24P-O6-11 소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계 학습 모델 기반의 교통 관련 지역 이벤트 검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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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O7 13:00-15:00 언어공학5 이창기(강원대)

24P-O7-1 N-gram 사용량 조절을 통한 딥러닝 기반 Chit-chat 대화시스템의 Generic한 응답 생성 제어

오재영･방지수･신재훈･이종혁(포항공대)

24P-O7-2 학습집합 확장을 위한 딥러닝 기반 메시지 필터링 구조 연구

김선우･권나현･김민정･장진후･김정길(사람인HR)

24P-O7-3 한림 한국어 발화 자동 분석 시스템(H-SAK) ver.1.5

황석주･이윤경･김유섭(한림대)

24P-O7-4 WikiCREM을 이용한 한국어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조경빈･정영준･이창기(강원대), 류지희･임준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P-O7-5 Incremental Memory에 기반한 Cross-document 엔터티 상호참조 해결

최형준･나승훈(전북대), 김현호･김선훈･강인호(네이버)

24P-O7-6 노이즈 자가 학습 기법을 사용한 혐오표현 판별 모델

임연수･김봉민･홍충선･박성배(경희대)

24P-O7-7 BERT에 기반한 심방세동 발생 가능성 예측

서수영･최정명･김철호･김유섭(한림대)

24P-O7-8 LUKE를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개체명 인식, 개체 연결

민진우･나승훈(전북대), 김현호･김선훈･강인호(네이버)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O1 10:00-12:30 인공지능8 김지희(동국대)

25A-O1-1 회귀 인공신경망의 예측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한 대리 기법

강명인･강석호(성균관대학교)

25A-O1-2 멀티모달 가우시안 분포 기반 VAE를 활용한 감정표현 음성 합성

주성호･이윤형･정교민(서울대)

25A-O1-3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1x1 초광대역 무선 신호 기반 사람의 자세 추정

김승현･채근홍･반성현･신승환･김유성(성균관대)

25A-O1-4 Neural ODE를 이용한 COVID-19 확진자 수 예측 모델

김예진･장윤(세종대)

25A-O1-5 Few-shot 이미지 분류를 위한 프로토타입 노드 기반 그래프 신경망

장성은･김준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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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O1-6 GAN을 활용한 로드뷰 이미지의 폐색 영역 복원 기법

이지은･김현우(고려대학교), 김충일(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승원･황인준(고려대학교)

25A-O1-7 셀도니언 블록플로우: 연합 학습에 적절성 기준을 삽입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검증하기

이준하･박수용(서강대)

25A-O1-8 잘못된 어노테이션 제거기법을 활용한 딥러닝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 셋 구축 시스템 연구

이동욱･김석진･박준홍･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5A-O1-9 퓨샷 지식 완성을 위한 태스크 증강 기반 메타러닝

서상현･김준태(동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O2 09:00-12:00 정보보안/고신뢰2 신동훈(DGIST)

25A-O2-1 DeAntiEmul :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탐지 기법 탐지 도구

김규호･이수민･김아정･홍지만(숭실대)

25A-O2-2 카카오톡 메신저의 이미지 축소 스케일링에 의한 비밀 메시지 파괴를 회피하는 스테고 봇넷 통신 

기법 연구

육심언･조영호(국방대)

25A-O2-3 함수 암호 기반 행렬 곱셈의 가속화된 구현 및 성능 평가

전성윤･이문규(인하대)

25A-O2-4 PLC(uC/OS-II)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상호인증 과정 구현

이건용･한승재･조성제･박창섭(단국대), 한상철(건국대)

25A-O2-5 탈중앙형 자기 주권 신원 모델의 보안 위협 분석

조강우･전미현･신상욱(부경대)

25A-O2-6 산업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상 탐지 성능 평가

권희용(인하대학교), 김태식(Texas A&M University - Kingsville), 이문규(인하대학교)

25A-O2-7 ‘실행시간에 새로운 코드 다운로드’ 기법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악성 행위 분석

박민수･조성제(단국대)

25A-O2-8 다중 메모리 소자 구조 방식을 활용한 IoT 의료장치의 내부 데이터 유출방지 메커니즘 디자인

안성규･정혜림･박기웅(세종대)

25A-O2-9 격자기반 양자내성암호에서 RST를 이용한 기각 샘플링 병렬 최적화 구현

안상우･서석충(국민대)

25A-O2-10 초분광 이미지 픽셀 분류를 위한 이산 범위 기반의 최적 밴드 선택

장두혁･정병현･허준영(한성대)

25A-O2-11 Android OP-TEE를 이용한 SE 기반 FIDO 생체 인증 시스템

정준호･조진성(경희대)

25A-O2-12 Web Assembly를 이용한 국산 블록 암호 알고리즘 벤치마킹

박보선･서석충(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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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O3 09:00-11:30 컴퓨터시스템2 박준석(인하대)

25A-O3-1 고성능 저장장치 기반 키-밸류 스토어의 CPU 사용량 분석

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

25A-O3-2 오토스케일링 알고리즘 비교를 위한 요청 수 기반 쿠버네티스 Horizontal Pod Autoscaler 

모델링

장용현･정진원･이재학･유헌창(고려대학교), 이은영(동덕여자대학교)

25A-O3-3 NUMA 아키텍처를 고려한 PM 자료구조를 위한 노드 리플리케이션 설계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25A-O3-4 의사결정 트리기반 거짓공유 특성 및 코어배치기법 분석

허진･최종무･유시환(단국대)

25A-O3-5 리눅스 멀티 레벨 I/O 캐시 성능 분석

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

25A-O3-6 범용 블록체인 동작 검증을 위한 바이너리 호환 하이브리드 에뮬레이션

김우승･김현진･전효진･김홍준(KAIST), 김용민(전남대)

25A-O3-7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작업 유형 기반 오토스케일링 기준 선택과 성능 분석

유문상･송충건･유헌창(고려대), 이은영(동덕여대)

25A-O3-8 기계 학습 기반 페이지 교체 정책

조민선･강동현(창원대)

25A-O3-9 계층 메모리 구조를 위한 리눅스 AutoNUMA 기반 페이지 Hotness 측정 기법

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O4 09:30-12:30 언어공학6 류법모(부산외대)

25A-O4-1 대화 생성 모델을 위한 답변 기반 질의 토큰 중요도 계산기

김소언･홍충선･박성배(경희대)

25A-O4-2 한국어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HLI-BERT 모델 제안

강연오･진교훈(중앙대), 강경필(스캐터랩), 김영빈(중앙대)

25A-O4-3 아동 언어 발달 평가를 위한 대화 자료 수집 챗봇

최정명･이윤경･김유섭(한림대)

25A-O4-4 신조어 검출에 효과적인 도치태깅을 이용한 문장 내 개체범위 인식

황태욱･정지수･정상근(충남대), 유원희･이충희(엔씨소프트)

25A-O4-5 BERT를 활용한 크로스도메인 슬롯 채우기

허성환･이원기･이종혁(포항공과대학교)

25A-O4-6 CAN와 Dense Synthesizer를 이용한 트랜스포머 디코딩 속도 개선

김도경･정영준･황현선･이창기(강원대), 이성민･류우종･염홍선･김준석(현대자동차)

25A-O4-7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단일 문서 요약에 대한 연구

권성구･임연수･박성배(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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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O4-8 Path Reranking 기반 전역적 End-to-End 엔터티 링킹

홍승연･나승훈(전북대), 김현호･김선훈･강인호(네이버)

25A-O4-9 Shared Attention Network와 Multi-Query Attention을 이용한 Transformer 모델의 디코더 

속도 개선

최민주･김도경･황현선･이창기(강원대), 이성민･류우종･염홍선･김준석(현대자동차)

25A-O4-10 한국어 Fact 검증을 위한 자동 Claim 데이터 생성

이종현･나승훈(전북대), 신동욱･김선훈･강인호(네이버)

25A-O4-11 한국어 악성 댓글 탐지 성능 향상을 위한 낮은 유사도 기반 Mixup 데이터 증강 방법

장수지･진교훈･이은주･김영빈(중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O5 10:00-13:00 인공지능9 홍참길(한동대)

25A-O5-1 회전 기계 고장 진단을 위한 비지도 적대적 일관성 유지 변환 학습을 적용한 교차 도메인 적응 방법

장계봉･조성배(연세대)

25A-O5-2 합성곱 신경망과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독

김승민･조성민(넷코아테크), 윤석민(원광대)

25A-O5-3 원샷 물체 탐지를 이용한 이동형 로봇의 서비스 응용 방법

이상준･유영재･장병탁(서울대)

25A-O5-4 RNN 기반 멀티에이전트 심층강화학습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경로 생성

심민호･최호진(KAIST)

25A-O5-5 심전도 신호의 HRV와 RRV를 사용한 수면 단계 분류 기법

서대웅･서영균(경북대)

25A-O5-6 Bi-level Distillation for On-Device Learning

Huy Q. Le･Minh N. H･Nguye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5A-O5-7 비디오 질의응답 DramaQA 데이터셋의 편향과 그 영향에 대한 탐구

비욘 베벤씨･장병탁(서울대)

25A-O5-8 단음 스펙트로그램의 증강기법 분석

임현진･권선영(부산대)

25A-O5-9 The Role and Effect of Data Augmentation i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Loc X. Nguyen･Minh N. H. Nguyen･Seong-Bae Park･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25A-O5-10 Semi-supervised regression using network-based Gaussian process

김명준･이동기･임지연･신현정(아주대)

25A-O5-11 스타일 트랜스퍼를 활용한 자율주행 데이터셋 증강 기법

조수진･장수진･이은주･김영빈(중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O6 13:00-15:00 소프트웨어공학9 백종문(KAIST)

25P-O6-1 교차버전결함 예측을 위한 적대적 학습 기반 딥 도메인 적응 기법 비교

최지원･이재욱･류덕산･김순태(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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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O6-2 안전가드와 강화학습을 통한 사이버물리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김영재･홍장의(충북대)

25P-O6-3 디자인씽킹 메커니즘을 사용한 불분명 요구사항명세 개선

김장환･장우성(홍익대학교), 박보경(U1대학교), 손현승(목포대학교), 서채연･김영철(홍익대학교)

25P-O6-4 이슈 보고서의 레이블 개수 예측

박도제･양혜진･이선아(경상대학교)

25P-O6-5 코드 블록과 NMT 모델을 활용한 자동 프로그램 정정

호혜민･김지성･이병정(서울시립대), 강병도(대구대)

25P-O6-6 그리드 색인 및 상태 천이 모델을 이용한 궤적 데이터 도로 네트워크 매칭 방법

정성모･이권동･송석일(한국교통대)

25P-O6-7 소프트웨어 결함 예측에서의 분류와 회귀를 결합한 다중 출력 신경망 모델

이재욱･최지원･류덕산･김순태(전북대)

25P-O6-8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다목적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 개념화 및 시나리오 메타모델 개발

Esther Cho･백영민･Zelalem Mihret･배두환(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O8 13:00-15:00
오픈소스SW2, 

프로그래밍언어2,
그래픽스2

김경백(전남대)

25P-O8-1 Enabling Horizontal Pod Autoscaler alongside with ElasticFog

Le Hoang Phuc･Linh-An Phan(충북대), Dae-Heon Park･Sehan Kim(ETRI), 

Taehong Kim(충북대)

25P-O8-2 ReferenceTracker: A Complex Scholarly Graph for Scientific Background Discovering

Karina Karapetian･Young-Kyoon Suh･Byung-Chul Ta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5P-O8-3 베이지안 알람 랭킹 시스템의 거짓 일반화 문제와 해결 방안

김현수･허기홍(KAIST)

25P-O8-4 매니코어 환경을 위한 공유 메모리 기반의 Haskell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

김연어･천준석･김민성(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25P-O8-5 인터랙티브 VR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중감각 햅틱 렌더링

문민재･오승재･박채용･최승문(포항공과대학교)

25P-O8-6 공간-시간적 그래프 신경망을 이용한 라그랑주 유체 시뮬레이션

조준엽･한정현(고려대)

25P-O8-7 돌출 특징기반 시각적 주의 계산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돌출 특징 분석 및 조정

유상봉･정성민･김석연･전석봉･장윤(세종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O9 13:00-15:00 컴퓨터시스템3 심준용(LIG넥스원)

25P-O9-1 Near-data Processing을 이용한 확장성 있는 임베딩 메모리 시스템

김세진･김정우･이성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P-O9-2 이종 구조 기반 모바일 시스템에서의 신경망 계층 분배를 통한 추론 성능 최적화 연구

강범우･최경환･박영준(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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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O9-3 CCoW: 커버리지를 활용한 로컬리티 기반 Copy-on-Write 기법

하민종･박주원･김상훈(아주대학교)

25P-O9-4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kube-proxy 모드 별 네트워크 라우팅 성능 분석

김명현･성광현･유헌창(고려대), 이은영(동덕여대)

25P-O9-5 SVR을 이용한 가상머신 자원 이용률 예측 기법의 성능 분석

김형준･김세진(고려대학교), 길준민(대구가톨릭대학교), 정광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헌창(고려대학교)

25P-O9-6 RISC-V 환경에서의 GCC/LLVM-Clang 성능 비교

손영빈･이석호･강석원･박영준(한양대)

25P-O9-7 GPU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GCN 추론 모델의 특성 분석

김인제･구건재(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O10 13:00-14:30 사물인터넷2 전수빈(대구가톨릭대)

25P-O10-1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의 영향도 기반 제어 방법

신일섭･가덕현･오승택･임재현(공주대)

25P-O10-2 자연광 색온도의 대표 추세선을 이용한 24절기별 색온도 주기 산출 방법

박범서･김윤지･오승택･임재현(공주대)

25P-O10-3 에너지 수집형 IoT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 QoE를 높이기 위한 강화학습 기반 동적 태스크 

오프로딩 기법

강민재･이승우･공유진･노동건(숭실대)

25P-O10-4 태양에너지 수집형 LoRaWAN IoT 환경에서 RF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드론의 최적 이동 경로 

설계

공유진･강민재･박세진･안서연･이찬서･강병휘(숭실대), 윤익준(경기대), 노동건(숭실대)

25P-O10-6 대용량 데이터 환경에서 Event Sourcing과 CQRS 패턴의 적합성 제공과 이를 적용한 IoT 플랫폼 

제안

박찬열･박현주(한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O12 15:00-16:00 모바일, 국방SW 김태호(ETRI)

25P-O12-1 CNN과 모바일 센서 데이터 기반의 Interlocking 오각형 그리기 검사 이미지 자동 스코어링

박인규･이은주(한림대)

25P-O12-2 공평한 헝가리안 알고리즘 기반 군집 비행 시스템

문성태･이돈구･김도윤(항우연)

25P-O12-3 HLA와 DDS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재사용이 용이한 통신 모듈 설계

심준용･이원식(엘아이지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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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수)

세션 시간 분야 좌장

23A-P1 10:00-11:00 오픈소스SW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23A-P2 10:00-12:0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23A-P3 10:00-12:00 인공지능1 이훈희(항공우주연구원)

23A-P4 10:00-12:00 인공지능2 박종열(서울과기대)

23A-P5 11:00-12:00 고성능컴퓨팅 이재환(한국항공대)

23P-P6 13:00-15: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민홍(가천대)

23P-P7 13:00-15:00 소프트웨어공학 류덕산(전북대)

23P-P8 13:00-15:00 정보통신1 양현(해양과학기술원)

23P-P9 13:00-15: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권영호(단국대)

23P-P10 15:00-16:00 전산교육시스템, 국방소프트웨어 이영석(강남대)

23P-P11 15:00-17:00 컴퓨터그래픽스, 프로그래밍언어 김도현(제주대)

23P-P12 15:00-17:00 인공지능3 권영호(단국대)

23P-P13 15:00-17:00 인공지능4 박종열(서울과기대)

23P-P14 16:00-17:00 컴퓨터시스템1 강동현(창원대)

▶ 6월 24일(목)

세션 시간 분야 좌장

24A-P1 10:00-12:00 컴퓨터시스템2 박준석(인하대)

24A-P2 10:00-12:00 사물인터넷 전수빈(대구가톨릭대)

24A-P3 10:00-12:00 인공지능5 박경석(KISTI)

24A-P4 10:00-12:00 인공지능6 홍참길(한동대)

24P-P5 13:00-14: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2 최윤호(부산대)

24P-P6 13:00-15:00 언어공학1 황윤영(KISTI)

24P-P7 13:00-15:00 데이터베이스 민홍(가천대)

24P-P8 13:00-15:00 인공지능7 김지환(서강대)

▶ 6월 25일(금)

세션 시간 분야 좌장

25A-P1 10:00-12:00 컴퓨터시스템3 이재우(중앙대)

25A-P2 10:00-12:00 언어공학2 강경태(한양대)

25A-P3 10:00-12:00 정보통신2 양현(해양과학기술원)

25A-P4 10:00-12:00 인공지능8 김지환(서강대)

25P-P5 13:00-14:00 컴퓨터이론 한석민(한국교통대)

25P-P6 13:00-15:00 인공지능9 박경석(KISTI)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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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방법

1. 발표자

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본인의 세션명, 인덱스를 확인합니다. 

② 일정표에서 본인이 속한 세션 시간을 확인하여 댓글로 Q&A를 진행합니다.

③ KCC참가등록자에게는 6.18(금)에 온라인 컨퍼런스 로그인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④ 온라인 컨퍼런스는 6.18(금)에 오픈되며 본인의 발표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세션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 컨퍼런스(6.18 오픈)에 로그인하면 논문발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6.18(금)~6.27(일) 사이에 논문을 평가합니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신 후, 오다름 주임(dareum89@kiise.or.kr /070-4800-4012)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r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P1 10:00-11:00 오픈소스SW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23A-P1-1 머신러닝 기반의 농업 유전자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최정민･김지현･추현경･박채린･채희준(숙명여대)

23A-P1-2 Docker 기반 CI/CD 환경에서의 빌드캐시 최적화 방법

김경준･문재식･김문현･이준영･노서영(충북대)

23A-P1-3 Operation of kube-proxy in Kubernetes cluster

Quang-Minh Nguyen･Linh-An Phan･Taehong Kim(충북대)

23A-P1-4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인식기반 접근경보 시스템

최평호(경희대학교)

23A-P1-5 MITRE ATT&CK™ 기반 익스플로잇 코드 아카이빙 자동화 시스템 설계

주재경･박기웅(세종대)

23A-P1-6 React-Korea-Map-Visualization: 대한민국 지도 시각화 리액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류연주･이원희(경희대)

23A-P1-7 웹 기반 움직이는 GIF 제작 서비스

오윤석･이정민(경희대)

23A-P1-8 드론 운용 실험을 위한 3D 시뮬레이터의 특성 비교

김강산･조희태･김태환(경상국립대학교), 김진동(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이선아(경상국립대학교)

23A-P1-9 소스 코드로부터의 로그 템플릿 추출 기법

장현수･탁병철(경북대)

23A-P1-10 코딩테스트 서비스 콘테스트 통계 기능 구현

강시온･문현수･이영석(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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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P2 10:00-12:0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23A-P2-1 빅데이터 포맷 변환 시스템 구성에 관한 연구

유해근･서주형･권순렬(한전KDN)

23A-P2-2 MG(microgrid)연계형 발전설비 시뮬레이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서주형･유해근･이준호･양아름(한전KDN)

23A-P2-3 CCTV 영상을 이용한 교통 정체 전파 인과 관계 분석

박기웅･연한별･문예완･장윤(세종대학교)

23A-P2-4 자율협력주행 지원 교통객체 위치 추정 알고리즘

백장운･이준구･최윤원･임길택(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A-P2-5 경기도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관계 분석을 위한 회귀 분석

김선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규원･원동준･조민상･김영훈(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3A-P2-7 주문형 모빌리티 동적 라우팅을 위한 도로망 품질 평가

탁해성･조환규(부산대)

23A-P2-8 2차원 LiDAR 데이터를 이용한 객체 추적 및 리시뮬레이션 방법 연구

박준홍･김재훈･김유리･서동만･전수빈(대구가톨릭대학교)

23A-P2-10 YOLO-v5 모델을 이용한 실시간 도난 감지 시스템

김시헌･이창민･김효진･박성용･김병만(금오공대)

23A-P2-11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형 홈 트레이닝 시스템

김유현･정은서･조아혜･전석희(경희대학교)

23A-P2-12 딥러닝과 Optical Flow를 활용한 보행자 사고 방지 모델

김영민(인천대), 장규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배현재(성균관대), 

김영남･김진평(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3A-P2-13 인공지능을 활용한 항공 영상 내 경작지 작물 분류

김수종･김석진･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3A-P2-14 영상처리 기반 차선 검출 알고리즘 구현 및 RC카 주행 연구

김재훈･박준홍･서동만･전수빈(대구가톨릭대학교)

23A-P2-15 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설계 및 구현

김유리･박준홍･서동만･전수빈(대구가톨릭대학교)

23A-P2-16 스마트시티에서 활용 가능한 LoRa기반 화재 대피 경로 안내 시스템

염진호･조성우･양서린･김경백(전남대)

23A-P2-17 Attention-based DCRNN을 이용한 가상의 교통네트워크 예측

문예완･연한별･정찬영･장윤(세종대)

23A-P2-18 라이다 및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실내 자율주행 이동체 구현

조혜원･김재훈･박준홍･서동만･전수빈(대구가톨릭대)

23A-P2-19 항공 영상 내 도로 영역 분할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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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수) 23A-P3 10:00-12:00 인공지능1 이훈희(항공우주연구원)

23A-P3-1 침습적 혈압 데이터를 이용한 수술환자의 저혈압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이수빈(순천향대학교), 이형철(서울대학교병원), 김상현(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우지영(순천향대학교)

23A-P3-2 단일 영상 기반 텍스쳐 보존 잡음제거

조연식･오태일･최종현(GIST)

23A-P3-20 사람 부분 분할을 이용한 어깨 및 허리 선 검출 연구

이제영･강호철(가톨릭대학교)

23A-P3-21 딥러닝을 이용한 초상화에서의 사람 검출

구정수･이제영･강호철(가톨릭대학교)

23A-P3-22 시계열 자료 분석법을 이용한 재배 환경 관리에 따른 참외의 수확량 예측 모델 개발

강소라･조완현･나명환(전남대), 나인섭(조선대)

23A-P3-23 골 성숙도 추정을 위한 측모 두부 영상에서 경추골 랜드마크 검출 자동화

김은경･강준혁(전북대), 오강한(원광대), 탁민경･이대우･오일석(전북대)

23A-P3-24 입력 임베딩과 출력 임베딩을 활용한 이중 임베딩으로 단어 표현

안윤주･이지훈(상명대)

23A-P3-3 혼합 정밀도와 선형 변환을 이용한 양자화된 심층 신경망의 추론 성능 개선 및 저장 공간 축소

조동빈･서지원(한양대학교)

23A-P3-4 한국어 문법 QA 시스템을 위한 BERT 기반 시퀀스 분류모델

송다연･조상현･권혁철(부산대)

23A-P3-5 베어링 고장 진단을 위한 전이학습 적용 방안

Minh Tuan Pham(전남대), 김철홍(숭실대)

23A-P3-6 초해상화를 이용하는 물체 탐지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

임경섭･김민재･허준범(고려대)

23A-P3-7 병목 구조를 적용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 로봇 팔 학습 및 제어성능 개선 기법

김성준･김병욱(창원대)

23A-P3-8 이질형 그래프에서의 간선 예측을 위한 고차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안성진･김명호(한국과학기술원)

23A-P3-9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효율적인 탐지 방법

무사부부수구밀란두키스･박동주(숭실대학교)

23A-P3-10 Channel Attention을 사용한 초고해상도 이미지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의 경험적 실험

송건학･추현승(성균관대학교)

23A-P3-11 장소 이미지 수집 및 학습을 통합 장소정보 분석 알고리즘 개발

장진욱(농협대학교), 강민지(토론토대학교)

23A-P3-12 커널밀도추정을 이용한 확장 가능한 COVID-19 핫스팟 탐지

김주성･손동현･오동빈･송길태(부산대)

23A-P3-13 전달성 커널을 사용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기반 간선 예측

안성진･김명호(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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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P3-14 초해상화 기반 심층 신경망 적대적 공격

손동현･서지원(한양대)

23A-P3-15 데이터 증강을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비지도 도메인 적응

강동민･최종현(GIST)

23A-P3-16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선박 접안속도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이형탁･강은지 조익순(한국해양대학교),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3A-P3-17 LSTM 기반의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 예측 기법

노윤아･정승원･문재욱･황인준(고려대)

23A-P3-18 기계 학습 기반의 태권도 경기의 변칙 발차기 탐지

조단비･이현영･이원재･강승식(국민대)

23A-P3-19 A GAN-based Approach for Fundus Image Translation

Pham Van Nguyen･추현승(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P4 10:00-12:00 인공지능2 박종열(서울과기대)

23A-P4-1 유방암 전이 관련 핵심 유전자를 이용한 기계학습 예측모델

김병철(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규(과학기술연합대학교), 김강산(한국원자력의학원), 

우상근(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23A-P4-2 위성 이미지와 순환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활용한 소나 이미지 내 수중 물체 지역화 방법

이지웅･기민송･변혜란(연세대)

23A-P4-20 드론과 딥러닝을 활용한 조난자 탐지 모델

배현재(성균관대), 장규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영민(인천대), 

김영남･김진평(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3A-P4-21 객체 검출을 위한 도메인 기반의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

황재기･강성주･정광수(광운대)

23A-P4-22 자연어 처리 및 기계학습을 활용한 제조업 현장의 통계적 공정관리 방법론

노정민･김용성(고려사이버대)

23A-P4-23 시나리오 기반 군사 모의 자동화를 위한 군사배치 생성기 및 시뮬레이션 기반 자동평가

이동건･최호진(KAIST)

23A-P4-3 시계열 그래프 네트워크 기반 자산 간 관계 모델링을 활용한 자산 배분 프레임워크

정한슬･정홍규･이성환(고려대)

23A-P4-4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합성곱 신경망에서 이미지 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가중치 초기화 기법

백인철･정기정･이혁기･정연돈(고려대)

23A-P4-5 토픽 분류를 활용한 다중 문장 요약 생성 기법

이필원･황윤영･신용태(숭실대)

23A-P4-6 3D 확산강조영상에서의 뇌경색 영역 검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Hoang Long Le(세종대), Vuong Thi Le Trinh(고려대), 한창희･Tan Nhu Nhat Doan(세종대), 

노홍기(건국대학교병원), 김현정(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곽진태(고려대학교)

23A-P4-7 심층 패치 학습을 이용한 유방촬영술 기반 병리학적 완전관해율(pCR) 예측

신호경(경북대), 김혜정･김원화(경북대 병원), 김찬호･김재일(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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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P4-8 실내 조명변화 환경에서 깊이 정보를 활용한 의미론적 영상 분할 방법

윤상빈･이혜진･정순기(경북대)

23A-P4-9 뉴스 요약문을 기반으로 한 가짜 뉴스 탐지

Jie Bian･Seungeon Lee(KAIST), Karandeep Singh(IBS), Meeyoung Cha(KAIST, IBS)

23A-P4-10 직장암환자의 균형 데이터를 이용한 항암치료 반응 예측 연구

김진규(과학기술연합대학교), 김병철(한국원자력의학원), 김강산(한국원자력의학원), 

우상근(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23A-P4-11 기계학습을 이용한 배추 시장 반입량 예측 모델 제안

김민수･Dong Jin･이지민･윤학민･구영현, 유성준(세종대학교)

23A-P4-12 분기된 일화기억 기반의 자기지도적 정책 학습 방법

이강훈･김기범･한동식･장병탁(서울대)

23A-P4-13 머신러닝을 이용한 동위원소 클러스터의 단동위질량 결정 방법

윤상호･나승진･백은옥(한양대)

23A-P4-14 스마트 빌딩에서 고장예지를 위한 회귀분석기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

정철･박강민･문수빈(서울과학기술대), 윤성훈･김종우(코젠), 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23A-P4-15 이상탐지를 위한 딥러닝 기반 학습모델의 성능평가 및 분산 학습모델

이소민･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23A-P4-16 Vanilla Split Learning for Transportation Mode Detection using Diverse Smartphone 

Sensors

Umer Majeed･Sheikh Salman Hassa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3A-P4-17 BERT Pre-trained Models for Data Augmentation in Twitter Medical Named-Entity 

Recognition

Kokoy Siti Komariah･Bong-Kee Sin(Pukyong National University)

23A-P4-18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성 문제해결을 통한 머신러닝 예측의 성능개선 방법

김동우･신기범･최승윤･정준홍(한전KDN)

23A-P4-19 감성 사전을 활용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감정분석

황소현(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A-P5 11:00-12:00 고성능컴퓨팅 이재환(한국항공대)

23A-P5-1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다중 관점 가상머신 

배치 기법

김문현･이준영･김경준･노서영(충북대)

23A-P5-2 엣지 컴퓨팅을 위한 효율적인 스케줄러의 설계

장수민･김대원･최현화･차재근･김선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A-P5-3 ARM 64비트 마이크로 서버 컨테이너 클러스터링 시스템 구현

이성원･박현주(한밭대학교)

23A-P5-4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 분석을 위한 페이지 단위 메모리 트레이싱

황인휘･이정은･김화정･염헌영(서울대)

23A-P5-5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고성능 병렬파일시스템 구축

조상만(아마존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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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P5-6 LSTM 기반 교통량 예측을 통한 Fog Computing QoS 향상 방안

원상연･김양우(동국대)

23A-P5-7 언어와 비언어 감성의 통합 분석을 중심으로 한 리뷰 동영상 신뢰도 분석 시스템 평가

김영민･곽서현･이진서･전지원(숙명여대), 신희원(서울대), 김윤희(숙명여대)

23A-P5-8 그래프 사전 분할 기법을 활용한 Butterfly Counting MapReduce 알고리즘

허태정･이용준･박하명(국민대)

23A-P5-9 React 기반 시뮬레이션 이력 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오정석･서영균(경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6 13:00-15: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민홍(가천대)

23P-P6-1 TLS 환경에서 ESNI 지원현황 및 한계점 고찰

이웅희･허준범(고려대)

23P-P6-2 오프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트코인 다계층 휴리스틱

이진희･김민재･허준범(고려대)

23P-P6-3 기계학습 모델에 대한 멤버십 추론 공격 분석

오원준･허준범(고려대)

23P-P6-4 Private 블록체인 기반 고성능, 저비용 NFT 설계

나동준･박세진(계명대)

23P-P6-5 제어 흐름 무결성의 한계와 향상된 기법 설계

정동재･신강식･최민지(KAIST)

23P-P6-6 난독화 기법 판별을 위한 명령 코드 히스토그램기반의 신경망

김정우･강서연･조은선･백준영(충남대학교)

23P-P6-7 강화 학습을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탐지 현황

이소영･손수엘(KAIST)

23P-P6-8 문서형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HWP 포맷 취약점 분석

최민지･신강식･조호묵(KAIST)

23P-P6-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기계학습 시스템의 비교 분석

남호철･이승균･유시환(단국대)

23P-P6-10 키워드 조합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 분류 기법

이경석･이정호･조호묵(KAIST)

23P-P6-11 블록체인 간 신뢰성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집계 방법에 관한 연구

이태영･김동준･심규연･정준홍(한전KDN)

23P-P6-12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 분석과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황택주(고려대)

23P-P6-13 BlankChain: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비용 효율적인 초확장 블록체인

박상현(서울대), 박보성(카카오), 문수묵(서울대)

23P-P6-14 스택 기반 머신의 EVM 바이트코드 분석 도구 설계

정승일･류찬호(한국과학기술원)

23P-P6-15 GPS와 Galileo 인증 기법 성능 비교전

다연･Turabek Gaybullaev･이문주(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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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6-16 2D 스캐너 기반 노면 모니터링 정량화 기법

최승호･김서연(한남대), 김태식(홍익대), 민홍(가천대), 정영훈(경희대), 정진만(인하대)

23P-P6-17 지문인식을 활용한 개인정보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유출방지

이수재(고려대)

23P-P6-18 Metamorphic Testing기반 암호알고리즘 구현 정확성 검증 기술 동향 조사

김영범･서석충(국민대)

23P-P6-19 타원곡선 암호의 최적화 구현, 부채널 대응기법 동향분석 및 벤치마킹

송진교･서석충 (국민대)

23P-P6-20 32-bit RISC-V 프로세서에서 블록 암호 최적화 구현 동향 조사

곽유진･서석충(국민대)

23P-P6-21 GPU 환경에서의 NIST PQC 3-round Lattice 및 Symmetric 기반 전자서명 알고리즘 

최적화 구현 동향

최호진･서석충(국민대)

23P-P6-22 메타 학습 기반 차량용 유해 트래픽 탐지 시스템

신종훈･홍충선(경희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7 13:00-15:00 소프트웨어공학 류덕산(전북대)

23P-P7-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적성에 대한 문헌 검토

뤼이징･조희태･이선아(경상대)

23P-P7-2 조직구성원의 적합한 직무 배치를 위한 Tool 개발

김동권(경희대)

23P-P7-3 허가형 블록체인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 기법

박도준･송현아･엄정빈･정수민･박준석･염근혁(부산대)

23P-P7-4 배터리 팩의 호환성을 위한 하드웨어 추상계층 소프트웨어 설계모델 제안

강석환(고려대학교)

23P-P7-5 테스트 모드에 따라 테스트 정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진단 소프트웨어 기능 모델링

강석환(고려대학교)

23P-P7-6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을 위한 테스트 프로세스 CSF 도출

채봉수･강건희･성민경･이진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3P-P7-7 Kubernetes 기반 네트워크 플러그인 동작방식 분석

최원미･이경운･이지유･유혁(고려대)

23P-P7-8 발전 플랜트 고장예측 정보 통합 시각화 시스템 구현 방법 연구

이호영･박준현･민설희･윤호근(포미트), 석승준(한국남동발전)

23P-P7-9 교통량에 의한 윤활유 수요예측 빅데이터 시스템 모델링 및 챗봇 시스템 적용 연구

김용(고려대)

23P-P7-10 OSSFuzzBugs: 유닛 테스트 퍼징 연구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결함 벤치마크

유한영･홍신(한동대)

23P-P7-11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 가격비교 최적가 제안

김수현･이은주(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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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7-12 수업 질문 자동응답을 위해 Doc2Vec모델을 이용한 챗봇

허주은･이선아(경상국립대학교)

23P-P7-13 OTT 웹 서비스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이용 패턴 연구

안희승･문주현･김도연･김진아･이유진(광운대)

23P-P7-14 매질과 타겟 물질 사이의 전도도 차이가 EIT reconstruction에 미치는 영향

최상규･이은주(한림대)

23P-P7-15 NUREGCR-6463 가이드라인에 대한 Cppcheck 정적분석 규칙 집합 개발

송승현･정세진･유준범(건국대학교)

23P-P7-16 NFT 블록체인에서 딥러닝 기반 이미지 모조품 소유권 방지 기법

박지원･김민혜･지의신･이병정(서울시립대학교)

23P-P7-17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한 이종 간의 코드 스멜 분석 플랫폼

권태윤･이승현･김가령･Scott Uk-Jin Lee(한양대학교)

23P-P7-18 애플리케이션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전환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배포 방식 추천 플랫폼 제안

김가령･권태윤･이승현･Scott Uk-Jin Lee(한양대학교)

23P-P7-19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 대상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 및 검증 사례 연구

최우영･지은경(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8 13:00-15:00 정보통신1 양현(해양과학기술원)

23P-P8-1 CCN에서 생성자 인기도 기반의 캐시 교체정책

최종현･권태욱(국방대학교)

23P-P8-2 YOLOv4를 이용한 실시간 컬러 바코드-광학 카메라 통신

김민태･김병욱(창원대)

23P-P8-3 외부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국가슈퍼컴퓨팅센터 발전방향

최장원･김은진･김강회(KISTI)

23P-P8-4 비트코인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거래 추적 연구

신혜영･맹수훈･김정연･김애리･박세진･주홍택(계명대)

23P-P8-5 사용자 관심도를 고려한 모바일 엣지 기반의 다중 클라이언트 스트리밍 프레임워크

이윤복･김민수･정광수(광운대)

23P-P8-6 Load Balancing 향상을 위한 분산 임계 기반 엣지서버간 협업 기법

윤현준･박진호･정광수(광운대)

23P-P8-7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이용한 멀티레벨 블록체인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

이정원･박세진(계명대)

23P-P8-8 오픈데이터 환경을 위한 강인한 연결 기반의 분산 데이터 관리 방법

이정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P-P8-9 Distributed Learning-Based Proactive Content Caching for Improved 

Quality-of-Experience (QoE)

Subina Khanal･Eui Nam Huh(Kyung Hee University)

23P-P8-10 지능형 에이전트의 강화 학습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구축 방법

현종환･최호진(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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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8-11 Direction-based packet forwarding protocol in Vehicular Content Centric Network

Ayesha Siddiqa･Muhammad Ashar Tariq･Abdueli Paulo Mdee･Huang Yufeng･
DongKyun Kim(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3P-P8-12 Transmit Power Allocation for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 Assisted Wireless 

Communications

Pyae Sone Aung･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23P-P8-13 효율적인 스플릿 학습을 위한 WOA 기반 분산 컴퓨팅 자원 할당

박유민･홍충선(경희대)

23P-P8-14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멀티 채널 플랫폼 구조 설계

이세연･김영훈･손아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3P-P8-15 UAV 기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VR 컨텐츠 제공을 위한 자원관리 기법 연구

강석원･홍충선(경희대)

23P-P8-16 소셜 네트워크 기반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연구

김선겸(한국건설기술연구원)

23P-P8-17 6TiSCH 네트워크 재전송 기반 Timeout 변화에 따른 통신 결과 비교

신형택･정상화(부산대)

23P-P8-18 가우시안 혼합 변분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성창민･송영록･박종혁･정윤경(성균관대)

23P-P8-19 국내 ICT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역량 분석: 다이아몬드 모형을 중심으로

박종현･김문구(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P-P8-20 강화학습 기반의 드론핸드오버 기법

장영훈･샤이드 무하마드 라자(성균관대학교), 김문성(서울신학대학교), 추현승(성균관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9 13:00-15: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권영호(단국대)

23P-P9-1 이동통신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을 위한 D2D/P2P 기반의 블록 오버

레이 멀티캐스트

김령환･박기석(동국대)

23P-P9-2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반 개인중심 공공복지서비스 시스템

구동준･이아라･김일곤(경북대)

23P-P9-3 이기종 IoT 플랫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oneM2M 기반 Android OS 환경의 

Mobile Application 설계

조준형･박현주(한밭대)

23P-P9-4 Collaborative Task Offloading for Cloud Assisted MEC-Enabled Vehicular Networks

Md Delowar Hossain･Waqas ur Rahman･Tangina Sultana･Md Alamgir Hossain･
Md Imtiaz Hossain･Md Abu Layek･Ga-Won Lee･Eui-Nam Huh(Kyung Hee University)

23P-P9-5 홈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개인 운동 추천 알고리즘

손상민･허대현･류성엽･임동훈･채경호･고병철(계명대)

23P-P9-6 투자자의 개입을 방지하는 완전 자동 주식매매 시스템 구현

이소진･이지현･송유정･이종우(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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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9-7 실내 위치 및 상황 인지 기반의 적응적 콘텐츠 디스플레이 기술 설계 및 개발

이선홍･EKATERINA IVANOVA･김현화･김태운(한림대)

23P-P9-8 노인을 위한 ‘안전 외출 도우미’ 앱 개발

전수현･박주현･안동언(전북대)

23P-P9-9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및 행동 분류 방안 및 성능 비교

최석준･이희연･장현국･김지인(건국대)

23P-P9-10 모바일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저비용 차선 인식 및 제어 알고리즘

장현수･이수안(세명대)

23P-P9-11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안심 귀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현

이정열･임건형･김효선･김민영･고석주(경북대학교), 이동욱(데이터스트림즈 기술연구소)

23P-P9-12 AMOLED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를 위한 터치 에너지 모델 연구

황혜선･이동현･김영진(아주대)

23P-P9-13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Social Distancing 시스템 개발

서예진･김민경･홍충선(경희대)

23P-P9-14 딥 러닝 기반의 실시간 주차 관리 시스템

이현학･이헌욱･강동현(창원대)

23P-P9-15 이상운동증 진단을 위한 나선그리기 검사의 정량화 방법

이예인･김연수･윤현진(한동대), 김영구(이화여대 목동병원), 안민규(한동대)

23P-P9-16 앱인벤터를 활용한 실천형 친환경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최재은･이승연･고혜원･김나은･이승현(제주대)

23P-P9-17 사용자 사진 기반 음식 추천 시스템

김병현･김세연･박선･구명완(서강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10 15:00-16:00 전산교육시스템, 국방소프트웨어 이영석(강남대)

23P-P10-1 엔트로피를 이용한 달 지표면 특성화 사례 분석

이훈희･류동영･안상일(한국항공우주연구원)

23P-P10-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받아쓰기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정여선(스터딕트), 이주원･허주환･강도연･서진호(한림대학교)

23P-P10-3 중･고등학생 대상 정보공유 SNS 플랫폼의 기능적 설계

이소희･강민주･김철민･이정훈(제주대학교)

23P-P10-4 안정적인 점자 블록의 인식을 위한 YOLOv5와 평균 해시 매칭 기법

안소명･성민우･강준구･Valentin Bajeneza･이영석(강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11 15:00-17:00 컴퓨터그래픽스, 프로그래밍언어 김도현(제주대)

23P-P11-1 직접 볼륨렌더링에서의 데이터변환과 t-SNE를 활용한 전이 함수 설계

김석연･박혜연･장윤(세종대)

23P-P11-2 가상현실 제작 플랫폼 활용 초등 비대면 교육 방법 탐색

전재천･이혜진･정순기(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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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11-3 실시간 드론 관제 웹 어플리케이션 UI/UX 설계

고다경(경희대), 윤찬(트웬티온스), 전석희(경희대)

23P-P11-4 초음파, 내시경 영상 환자 정보 익명화 기술

박재승･김도현･김동현(서울대), 변소현･안충일･조상욱(인피니트헬스케어)

23P-P11-5 온도 전달을 위한 햅틱 인터페이스

김윤지･기상윤･김성현･전석희(경희대)

23P-P11-6 Kinect와 AR을 활용한 운동 자세 교정 시스템

이상윤･고다경･이승규(경희대)

23P-P11-7 온라인 원격수업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원격수업 UI 디자인 개선방안

변정현･김승현･김다연･윤동화･양동호(제주대)

23P-P11-8 머신러닝 기반 바이너리 프로그램 자동 분석 및 검증 플랫폼 설계

고광만(상지대)

23P-P11-9 When Learning Based Caching at the Edge Meets Data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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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P-P11-10 QuickCheck를 사용한 neoESPA 입출력 데이터 생성 시스템

천준석･김연어･류샤오･왕인서(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12 15:00-17:00 인공지능3 권영호(단국대)

23P-P12-1 Region Proposal Network를 이용한 의류 탐지 연구

김선옥･김현우(고려대)

23P-P12-2 멀티스케일 누적 잔여 분산 엔트로피 기반 향상된 심박변이율 정량화

김영준･최영석(광운대)

23P-P12-3 IoT 환경을 위한 추론 시간 기반 뉴로모픽 컴퓨팅 성능 분석

이승연(숭실대), 조진성･김봉재(충북대), 홍지만(숭실대)

23P-P12-4 종단형 음성인식에서 도메인 적응을 위한 연결 학습 방법 연구

강병옥･전형배･박전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P-P12-5 스마트워치 기반 COVID-19 진단의 이상탐지 모델 성능 비교

조형래(경상대), 한용섭･강태신(창원경상대병원), 김진현(경상대)

23P-P12-6 IoT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뉴로모픽 하드웨어 기반 지능형 컴포넌트 설계

정재혁･김서연(한남대), 정진만(인하대), 윤영선(한남대)

23P-P12-7 균형 잡힌 적대적 생성 신경망 학습을 위한 Z-score 기반 샘플링

김상헌･이승규(경희대)

23P-P12-8 FDA 승인 약물의 화학적 모티프 탐색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김정우･임상수･조창연･김선(서울대학교)

23P-P12-9 일사･일조 예측모델 관리시스템 구성방안

김동준･심규연･이태영･정준홍(한전KDN)

23P-P12-10 Learning to Avoid Obstacles by Fast-Adapting Parameters to New Environment

김준호･이민수･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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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12-11 사용자 행동 패턴을 이용한 오타 보정으로 장소 검색의 Zero-Recall 성능 향상

김은희(고려대)

23P-P12-12 인공지능 경량화를 활용한 스마트홈 IoT 외부 침입 차단 시스템

김수진･송진수･신용태(숭실대)

23P-P12-13 Occlusion-Free Foreground Objects Segmentation via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

Maryam Sultana･윤상빈･정순기(경북대)

23P-P12-14 믹스업 기법 기반 비대칭 텍스트 분류

정유나(KISTI), 황명권･성원경(KISTI, UST)

23P-P12-15 BERT as Contextual Misspelling Correction in Spanish

Alvaro Enrique Peralta Gutierrez･Hyuk Chul Kwo(부산대)

23P-P12-16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정전력 관리 시스템

변규린･양희규･샤이드 무하마드 라자･추현승(성균관대)

23P-P12-17 k-means clustering을 활용한 음성 인식 성능 개선

서보원(이르테크), 이선덕(케이쓰리아이), 곽용진･장호림･한문성(이르테크)

23P-P12-18 단일 영상 기반의 3D 인체 복원 연구 동향

남현서･이승용(포항공과대학교)

23P-P12-19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 예측을 위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기반 데이터 확장 성능 비교

전인성· 김정호･안재훈･김영환(KETI)

23P-P12-20 불균형 딥러닝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한 잠재 공간 편향 외삽 샘플링

정수현･이승규(경희대)

23P-P12-21 입력 이미지 분할 기법을 활용한 YOLOv4 기반 소형 피트 결함 검출 성능 개선

반근우･권경필･정성우･유성은(대구대), 배성호(NPS), 유준혁(대구대)

23P-P12-22 마이크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에서 풀링 계층 감소의 효과

이광희(충남대), 정성헌(동강엠텍), 장용철･장경선(충남대학교)

23P-P12-23 BERT를 이용한 한국어 금융데이터 기계독해

황소현(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3(수) 23P-P13 15:00-17:00 인공지능4 박종열(서울과기대)

23P-P13-1 다중 실행 불가한 시뮬레이터 기반 지능형 에이전트를 위한 분산 학습 방법

이종화･최호진(KAIST)

23P-P13-2 근복사비디오 검출을 위한 프레임 CNN 특징벡터 융합 방법

이종석･정민수･낭종호(서강대)

23P-P13-3 강화 학습 기법을 이용한 클러스터 스케줄링 연구 동향

이효원･이경운･유혁(고려대)

23P-P13-4 준지도 이상치 탐지를 위한 통계적 임계값 기반의 슈도 라벨링

이영준･이재길(한국과학기술원)

23P-P13-5 인물 정보 태그를 활용한 드라마 영상의 이미지 캡셔닝 성능 개선

김현주･조진욱･현지웅･정윤경(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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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P13-6 제어 가능한 한국어 자연어 생성 모델

김은총･정민수･전현규･정윤경(성균관대)

23P-P13-7 비디오 세그먼트 단위 부분 복사 검출을 위한 CNN Local Feature의 Aggregation 방법별 

성능 비교

강민영･정민수･이동훈･낭종호(서강대)

23P-P13-8 합리적인 강화학습 에이전트 행동 유도를 위한 심층신경망 활용방안

황예찬･최호진(KAIST)

23P-P13-9 딥러닝 추론 설명을 위한 입력 데이터 이산화 방법

고영민･윤용상･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23P-P13-10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 탐지를 위한 지식 증류

김선영･김명호(KAIST)

23P-P13-11 Survival Time Analysis of Lung Adenocarcinoma from Colon Cancer by 

Using Pathology images

Vo Thi Tuong Vi･김수형(전남대)

23P-P13-12 EEG signal to Image Transformation for Emotion Recognition

Vo Thanh Hung･오아란･김수형(전남대)

23P-P13-13 딥러닝기반 펫 통합 케어 시스템

김소현･김미혜(대구가톨릭대)

23P-P13-14 Complementary Model 학습법을 활용한 흉부 X-ray에서의 세부 항목 폐렴 검출

장두혁(한성대), 이성빈(건양대), 최세현(홍콩과학기술대)

23P-P13-15 CNN을 이용한 고속 메모리 파형 분류

방현제･배성호(경희대)

23P-P13-16 기계학습을 통한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 조기 예측

박서연･은호선(연세대학교)･홍진혁(광주과학기술원), 이경우(연세대)

23P-P13-17 Spiking Neural Network을 위한 스파이크 입력 모델 설계

김회남･차신･윤영선(한남대)

23P-P13-18 LSTM 기반 Variational Autoencoder를 이용한 전력품질 이상 상황 탐지

고성현･홍충선(경희대)

23P-P13-19 식습관을 통한 당뇨위험도 예측모델

유기웅･김건우･박동현･강재우(고려대)

23P-P13-20 간접 투표 방식을 이용한 물리학 기반의 포렌식 설명자

구아롬･남주현･이상철(인하대)

23P-P13-21 캠코딩 및 Black-Border 변형 동영상에서 YOLO CNN 모델을 이용한 원본 영상 영역 검출 방법

나형윤･정민수･낭종호(서강대)

23P-P13-22 LSTM을 이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래픽 시계열 예측 모델

이도현･박수용(서강대)

23P-P13-23 다변량 시계열 분류를 위한 이미징 방식들의 실험적 비교

김유선･박경석(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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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수) 23P-P14 16:00-17:00 컴퓨터시스템1 강동현(창원대)

23P-P14-1 Splash�빌드�유닛을�이용한�분산�시스템으로의�Splash�응용�프로그램�자동화�배포

최우영･강환철･홍성수(서울대)

23P-P14-2 Thread-QD�변경에�따른�PCIe�4.0�NVMe�임의�읽기�성능�분석

임승호(KAIST),� 박찬현(SK하이닉스)

23P-P14-3 배터리�착탈식�전기�오토바이�충전�운영시스템�개발방법에�관한�연구

김박철･최원재(한전KDN)

23P-P14-4 데이터�압축�방식에�따른�대용량�분산�메시징�시스템�성능�분석

황윤영･이필원･신용태(숭실대)

23P-P14-5 재난�시�사용자�요구�기반의�상황�인지�시스템�설계�및�활용

류신혜･윤희원･이준우･최선화(국립재난안전연구원)

23P-P14-6 키-밸류�스토어�환경의�F2FS�파일�시스템�멀티-헤드�로깅�효율성�분석

이호영･엄영익(성균관대)

23P-P14-7 AI�스피커를�활용한�지진�안심서비스�시범�개발

최선화･이준우･윤희원･류신혜(국립재난안전연구원)

23P-P14-8 캐시�성능�향상을�위한�머신�러닝�기반�캐시�교체�정책

최혜정･박세진(계명대)

23P-P14-9 SLA�위반�최소화를�위한�마이크로서비스�기반�웹�서버의�부하�발생에�따른�가상�컴퓨팅�시스템�

자원�프로파일링에�관한�연구

오한수･허의남(경희대)

23P-P14-10 NFT를�활용한�메신저�서비스�보안�지원�기법

황제영･노융두･홍상원･박찬익(포항공대)

23P-P14-11 도커�스토리지�드라이버와�호스트�파일시스템에�따른�블록�입출력�성능�분석

권오은･박세진(계명대)

23P-P14-12 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를�위한�기계학습�기반의�행동인식�모델�개발

정현준･송규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3P-P14-13 서비스의�연속성을�개선하기�위한�고가용성�쿠버네티스�클러스터�아키텍처

이승환･전성환･정혜진･나연묵(단국대)

23P-P14-14 소셜네트워크�댓글�분석의�정확도�향상을�위한�미등록�명사�추출�기법

송진수･김수진･신용태(숭실대)

23P-P14-15 안전한�Autoware�자율주행을�위한�혼합�컨트롤러�모델

전해주･한종우･박성현･이창건(서울대)

23P-P14-16 분산협업�플랫폼에서의�상호�학습�및�훈련�모델�적용을�위한�Backend�설계�및�구현

김찬협･안재훈･김영환(KETI)

23P-P14-17 MSA환경에서�서비스�메시�및�리소스�모니터링�기반�라우팅�자동화�로드밸런싱�기법�구현

최리아･안재훈･김영환(한국전자기술연구원)

23P-P14-18 Rugged�환경에서�BMC�기반�엣지�서버�통합�관리�시스템

박기철･안재훈･김영환(한국전자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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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목) 24A-P1 10:00-12:00 컴퓨터시스템2 박준석(인하대)

24A-P1-1 RocksDB에서 집약과 WAL의 성능 특성 분석

신호진･최종무(단국대)

24A-P1-2 GPU 내장 임베디드 보드에서 다중 입력의 파이프라인 추론

강재민･권진세･김형신(충남대)

24A-P1-3 JPSS-1 위성을 이용한 DNB 불빛자료 처리시스템

윤석･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4A-P1-4 인공지능 모델생성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 다목적 데이터 수집에 관한 연구

이재규･조인표･이상엽(KETI)

24A-P1-5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이종 워크로드 간 성능 간섭 영향 분석

이관훈･이경운･윤유림･유혁(고려대)

24A-P1-6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객체 검출기의 신경망 전환

지민구･김종찬(국민대)

24A-P1-7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시스템 상태변화에 강인한 딥러닝 학습 속도 개선 방법

하동휘･김무섭･문경덕･정치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A-P1-8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설계

임정택･김태형･함경선(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A-P1-9 트럭 군집주행의 V2V 통신 장애 검출

최인･김종찬(국민대)

24A-P1-10 In-storage Processing을 활용한 LSM-tree 컴팩션 가속 기법

이영재･신동군(성균관대)

24A-P1-11 Darknet YOLO 객체 검출기의 복수 카메라 구현

구창진･김종찬(국민대)

24A-P1-12 지도 학습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Splash 데이터 필터의 구현 사례와 평가

김예현･이청화･홍성수(서울대)

24A-P1-13 하이브리드 폴링 기법의 I/O 응답 시간 예측 성능 분석

정지현･윤여환･서동주･주용수･임성수･임은진(국민대)

24A-P1-14 연속 컴팩션 기법을 이용한 LSM-tree의 FPGA 컴팩션 가속기

임민제･신동군(성균관대)

24A-P1-15 입력장치의 순간로깅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서효중(가톨릭대), 황호영(한성대)

24A-P1-16 멀티스트림을 지원하는 SSD 시뮬레이터

조용운･김태석(광운대)

24A-P1-17 Goroutine을 이용한 이더리움 상태 트라이 분석

김재훈･문수묵(서울대)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1 77

Poster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P2 10:00-12:00 사물인터넷 전수빈(대구가톨릭대)

24A-P2-1 무선 자가망과 구역기반 위치식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내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김천용･구영훈･이상권･석우진(KISTI)

24A-P2-2 WebRTC 기반 리소스 공유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정훈섭･엄영익(성균관대학교)

24A-P2-3 임베디드 머신러닝과 2차원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실내 사용자 행동패턴 파악

강호민･강순주(경북대학교)

24A-P2-4 소모 전류의 레벨 분할을 통한 가전 종류 및 상태 확인용 홈 어플라이언스 플러그

김현수･강순주(경북대)

24A-P2-5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멀티 소스 헬스케어 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김남현･황선태･임성수･허대영(국민대)

24A-P2-6 LwM2M 프로토콜 기반 FEP 시스템 구성에 관한 연구

이준호･박재신･유해근･양아름･서주형(한전KDN)

24A-P2-7 다중센서 결합을 활용한 통합 보관함의 상태 분석

이성규･홍승현･전원호･김형주･홍윤식(인천대)

24A-P2-8 Challenges of Developing a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in Large-scale WSNs

Linh-An Phan･Taehong Kim(충북대)

24A-P2-9 자가 복제 방식의 메모리 점유를 통한 연산 횟수 제한 메커니즘

정혜림･안성규･박기웅(세종대)

24A-P2-10 EdgeX Foundry에서 MQTT 기반의 ZigBee 프로토콜 지원 방안

이승환･판민린안(충북대), 박대헌･김세한(ETRI), 김태홍(충북대)

24A-P2-11 멀티 레벨 적시 피드백을 구현한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김원석･김남현･정지현･서동주･임성수(국민대)

24A-P2-12 자연광의 일별 색온도 변화 주기를 생성하는 TadGAN 모델

가덕현･오승택･임재현(공주대)

24A-P2-13 SSDLite-MobileNet 인공지능 모델과 Io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윈격제어 스

마트팜 기술

나동준･김성훈･김언동･남준섭･박지호･안재욱･홍동권(계명대)

24A-P2-14 농사왕 : 모니터링, 커뮤니티, 작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말농장 지원 어플리케이션

이아름･김정민･이민영･최현지･홍예슬･홍동권(계명대)

24A-P2-15 주차자리 배정 및 자동결제 시스템

성종화･이효진(계명대)

24A-P2-16 스마트 공간 내 사용자 환경 선호도 학습을 위한 심층 강화학습 기법

김건･김현주･이동만(KAIST)

24A-P2-17 패턴 그래프를 활용한 보행 데이터 분석

주윤지･장현국･이희연･김지인(건국대)

24A-P2-18 엣지 비디오 분석에서 프로파일링을 통한 DeepStream 제어 변수 분석

신성종･김상우･보이얀･장시영･이동만(KAIST)

24A-P2-19 [주니어논문]휴대용 미세먼지 센서 제작에 관한 연구

양정원(NLCS Jeju), 이은진･홍성욱(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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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P3 10:00-12:00 인공지능5 박경석(KISTI)

24A-P3-1 표현 학습을 위한 적대적 캡슐 네트워크

이현도･장병탁(서울대)

24A-P3-2 Deep Learning을 활용한 주요 원자재의 수급 패턴 분석 및 효율적인 원자재 수급 방안 연구

윤지웅･배성호(경희대)

24A-P3-3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워크로드 분석을 위한 메트릭 데이터 예측 기법

허태혁･안재훈･김영환(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A-P3-4 YOLOv4와 클로바AI의 4단계 STR 프레임웍을 이용한 문자 인식

박찬용･이규현(경북대), 임영민･정승대･조영혁(투아트), 김진욱(경북대)

24A-P3-5 Transformer 모델을 이용한 감정 분석

김은희(고려대)

24A-P3-6 다수의 CCTV 영상 분석을 위한 확장성 있는 CNN 기반 실시간 분석 시스템 설계

송진하･유재찬･황영준･낭종호(서강대학교)

24A-P3-7 비디오 질의응답을 위한 동작-모양 주의집중 네트워크

서아정･강기천･박준한･장병탁(서울대)

24A-P3-8 SHAP와 ICE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설명 및 성능 개선

박혜연･정성민･김석연(세종대), 박정희･이동균(엘시스), 장윤(세종대)

24A-P3-9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utoML 프레임워크 성능 비교

신승훈･주기훈･임현승(강원대), 박준범(이화여자대학교)

24A-P3-10 양자화를 적용한 OpenCL 인공신경망 추론 환경 개발

임현재･정우근･이재진(서울대)

24A-P3-11 Neural Embedding of Sneaker Designs over 23 Years

박성규(기초과학연구원), 송현호･한성원(한국과학기술원), Lev Manovich(City University of New 

York), Emanuele Arielli(Iuav University of Venice),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24A-P3-12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다중 레이블 분류

김준형･박병윤･홍참길(한동대)

24A-P3-13 LSTM 기반 시퀀스 투 시퀀스를 사용한 이벤트 시퀀스 예측 모델

홍혜인･윤찬영･김동건･장윤(세종대)

24A-P3-14 Convolution Augmented Transformer 기반 한국어 End-to-end 음성인식

손현수･박호성･김규진･이동현･서순신･조은수･김지환(서강대)

24A-P3-15 희소 데이터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의 특징 공학의 영향 분석

오혜지･용자윤･김철연(숙명여대)

24A-P3-16 멀티 모달리티의 특징을 가지는 장문 소설의 요약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연구

배현진･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24A-P3-17 한붓 따라그리기를 위한 모델 기반 커리큘럼 강화학습

이강훈･김민지･장병탁(서울대)

24A-P3-18 비디오 질의응답을 위한 멀티모달 대조 학습

임형석･장병탁(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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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A-P3-19 딥러닝 기반 항공기 지연 예측 분석

이건호･송사광(UST, KISTI)

24A-P3-20 Lookahead Composition 기반 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를 이용한 한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

김규진･손현수･박호성･서순신･조은수･이동현･김지환(서강대)

24A-P3-21 로봇 조작기술 학습을 위한 리셋프리 경쟁적 강화학습

김민지･이강훈･김기범･이민수･장병탁(서울대)

24A-P3-22 악천후 자율주행을 위한 이미지 복구 기반의 시각적 인식

이윤관･전문구(GIST)

24A-P3-23 심층 강화학습의 일반화를 위한 보상 기반 대조학습

황인우･송호준･한동식･이강훈･장병탁(서울대)

24A-P3-24 교차 도메인에서의 행동 예측을 위한 미래 상태 생성 방법

김현서･허유정･김기범･장병탁(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A-P4 10:00-12:00 인공지능6 홍참길(한동대)

24A-P4-1 Bidirectional LSTM-CRF 기반 띄어쓰기 모델을 활용한 한영/영한 번역 시스템

김영표･안동민･최슬기･황소정･최희열(한동대)

24A-P4-2 속성기반 감성분석의 연구 동향 및 방향성

조선희･최동희･강재우(고려대)

24A-P4-3 랜덤 포레스트 회귀자를 이용한 판매예측 서비스

권소영･김기진･김지현･노세린･최지원･고병철(계명대)

24A-P4-4 텐서플로우 순환신경망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예측

고경희･이종욱(성균관대)

24A-P4-5 딥러닝 기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인식을 통한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제혁･민대인･박보서･최지희･임은진(국민대)

24A-P4-6 SSD ResNet기반 Take-out컵 자동분리수거함

박소영･양강민･한윤정(동아대)

24A-P4-7 DCGAN 기반 코로나19 감염자 폐 이미지 생성

강진(성균관대)

24A-P4-8 보행자의 핸드폰 몰입도 예측 모델 : Virtual Adversarial Training을 이용한 준 지도 학습

김승재･이하은･최수한･정희용(전남대)

24A-P4-9 질병코드를 이용한 위암 예측 딥러닝 모델

김은선(세종대), 조윤식(중앙대)

24A-P4-10 BERT를 활용한 Django 기반 학사 지원 챗봇 애플리케이션

이병률･한상우･장은민･김현지･우현지･고병철(계명대)

24A-P4-11 심층 신경망 영상 분할 모델을 이용한 유방촬영술 종양 영역 검출 기법 연구

이재성･김찬호･신호경(경북대), 김혜정･김원화(경북대 병원), 김재일(경북대)

24A-P4-12 휴먼터치를 이용한 마이크로 타겟팅 모델 설계 – SNS 게시글과 의류 판매를 중심으로

이예진･임연택･김강석(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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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A-P4-13 코로나19 재난문자 데이터를 활용한 의도 분류 모델 설계

박순욱･김영국･김명호(숭실대)

24A-P4-14 수술실 vital sign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 마취법 분류 기술 연구

박태양･김병욱(창원대)

24A-P4-15 토마토 스마트팜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지능형 대시보드 개발

유정수･이원희(경희대)

24A-P4-16 딥러닝 단일단계 물체 탐지 신경망의 선택적, 단계적 지식 증류 기법

신휘명･배성호(경희대)

24A-P4-17 콜드 스타트 문제 개선을 위한 내용 기반 동시발생 예측 모델

임성준(중앙대)

24A-P4-18 하이퍼그래프 네트워크의 분석과 그 활용

서현진･윤성준･강재우(고려대)

24A-P4-19 Deep Multi-Filter: CycleGAN을 이용한 영상 잡음 제거

김태환･김수빈･김용혁(광운대)

24A-P4-20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특징 추출 알고리즘 제시 및 군집화 성능 분석 : 

RP-CNN Autoencoder과 Wavelet, Autoencoder 비교

이원빈･김범석･모상일･심다혜･최영근(광운대)

24A-P4-21 개인 식별 모델 학습을 위한 UWB 무선 신호 데이터 증강 기법

반성현･김승현･신승환･채근홍･김유성(성균관대)

24A-P4-22 연합학습 프레임워크 분석

최영환･고범수･김태홍(충북대)

24A-P4-23 딥러닝 모델에서 증강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 학습

김혁주･방채영･이동수･안홍렬(수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P5 13:00-14: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2 최윤호(부산대)

24P-P5-1 ARM PSA 기반의 드론 보안 시스템 설계

김성수･박현우･조진성(경희대)

24P-P5-2 API 함수간 의존도를 학습하는 모델 기반 커널 Fuzzer

남동현(인하대), 최지훈(연세대), 장인수(홍익대), 조한익(이글루시큐리티), 권대명(군산대)

24P-P5-3 특이값 분해를 이용한 새로운 근사-SVP 알고리즘 개발

이준상(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24P-P5-4 감염병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과 훼손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및 RSA기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방재현(한성과학고등학교)

24P-P5-5 랜섬웨어 대응 및 데이터 유출 보호를 위한 파일 접근 로그 기반 파일 접근 제어 시스템

이한수･김동주･이혁준(광운대), 황동혁(테르텐)

24P-P5-6 연합학습을 위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자료구조 효율성 분석

김민석･박상현･문수묵(서울대)

24P-P5-7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Golden Configuration’ 적용을 위한 Ansible 기반 인프라 코드 생성 시스템

김남준･한서윤･정찬혁･이나연･윤홍관･박기웅(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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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P5-8 사물인터넷 기기에서의 체크포인트와 복구 성능 분석

오성원･신동재･이채현･민홍(가천대)

24P-P5-9 이더리움에서의 타원 곡선 스칼라 곱셈 방법에 따른 가스 사용량 분석

박윤수･서민균･전성윤･이문규(인하대)

24P-P5-10 드론의 IMU 센서를 이용한 GPS Spoofing 탐지 방안

이준오･조진성(경희대)

24P-P5-11 CodeQL을 활용한 정적 분석

이소연· 윤종희(영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P6 13:00-15:00 언어공학1 황윤영(KISTI)

24P-P6-1 대규모 원시 말뭉치의 철자오류 탐지 및 교정 방법

원혜진･강승식(국민대)

24P-P6-2 MASS 기반 기계 번역의 성능 분석: 한국어-영어, 한국어-일본어를 중심으로

최용석･박요한･이공주(충남대)

24P-P6-3 Bi-gram단위 학습을 통한 문서 분류에서의 이중부정 문제해소

김균엽･유은석･정은서･강상우(가천대)

24P-P6-4 유향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영어 문장 축약

박요한･이공주(충남대학교)

24P-P6-5 한국어의 수사를 포함한 문서를 위한 질의응답 시스템

김청하･권혁철(부산대)

24P-P6-6 데이터 기반 문서 생성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

김충한･이근배(포항공대)

24P-P6-7 기계 독해를 위한 정답 유형 예측 모듈 기반의 수치 추론

곽재하･이근배(포항공대)

24P-P6-8 어족 기반 지식 증류 기법을 적용한 다국어 신경망 기계 번역도

희진･이근배(포항공대)

24P-P6-9 선박사고의 형량 예측을 위한 주의 집중 기법 기반의 다중 작업 학습 모델 제작

박호민･김재훈(한국해양대)

24P-P6-10 딥러닝과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텍스트 감정 분석

이민현(고려대학교)

24P-P6-11 개체명 자동 인식을 이용한 자막 번역 품질 개선

Aren Siekmeier･이종혁(포항공과대학교)

24P-P6-12 텍스트 전처리를 위한 불용어 목록의 구축

왕인서･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24P-P6-13 SpanBERT를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기계 독해, 개체 연결, 의존 파싱

박은환･나승훈(전북대), 김태형･최윤수･장두성(KT)

24P-P6-14 중공업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 HeavyBERT

박은환･나승훈(전북대)

24P-P6-15 우리말샘을 활용한 한국어 동의어 확장

최형준･나승훈(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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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P7 13:00-15:00 데이터베이스 민홍(가천대)

24P-P7-1 대규모 DATA를 안정적으로 저장 관리 방안 연구

양아름･이준호･유해근･박재신･서주형(한전KDN)

24P-P7-2 너비 우선 탐색(BFS) 기법 기반 국내 유튜브(Youtube) 동영상 정보 크롤링 기법 및 

국내 Youtube 데이터셋 구축

김태영･박하명(국민대)

24P-P7-3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의 가변길이 3축 가속도 스트림 패턴 분류 기법

오소연･박상아･이민수(이화여대)

24P-P7-4 Rule 기반의 필터링 및 딥러닝 LSTM을 결합한 이메일 스팸 분류

손한기･최성준･문철한･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P-P7-5 유전자 상관관계 기반 패스웨이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질병분석 방법

한언용･정인욱(경북대)

24P-P7-6 학술 빅데이터 기반 분야별 지능형 전문가 추천 시스템

임윤정･송규원･조민상･정현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4P-P7-7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재난분야 데이터셋을 LOD로 변환하는 방법

황윤영･육진희･신수미･손지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P-P7-8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워크로드 수행 시간 예측 모델

구한준･심규석(서울대)

24P-P7-9 서울시의 토지 이용에 따른 도로의 차량 속도의 상관관계 분석

김수빈･한수민･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24P-P7-10 DGA 도메인 탐지를 위한 LSTM과 GRU 모델 비교

김현종･길명선･문양세(강원대)

24P-P7-11 클라우드에서 확장 가능한 인메모리 DBMS, 알티베이스의 아키텍처 설계

박준호(알티베이스)

24P-P7-12 비음수 행렬 분해 기반의 유전자 염기서열 클러스터링

권휘준･정인욱(경북대)

24P-P7-13 블룸 필터 설정에 따른 RocksDB의 Get/Seek 연산 성능 분석

이정호･이호영･엄영익(성균관대)

24P-P7-14 파이썬 언어 기반의 퀀트 전략 개발 시스템

김상혁･노영준･윤세영･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학교)

24P-P7-15 유사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서 중복 제거 기법

손정빈･김선경･김민수(KAIST)

24P-P7-16 플래시 저장장치 상에서 RDBMS I/O 및 공간효율성 최적화

이보현･안미진･이상원(성균관대)

24P-P7-17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이슈 감지 방법

이건호･박성우･김민수(KAIST)

24P-P7-18 RocksDB의 MixGraph 벤치마크를 위한 QK 모델

김도환･이호영･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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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P7-19 프레임 기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구현

임재순･이문경･류법모(부산외국어대학교), 임철수(KISTI)

24P-P7-20 멀티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간 I/O 간섭 정도 측정

송일한･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

24P-P7-21 트위터상COVID-19담화의감성분류: 집단적 위기 피로감에 따른 감정 표현의 변화 분석

Assem Zhunis･송현호･한지영･차미영(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24P-P7-22 지리 공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배열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평가

김형민･정연돈(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4(목) 24P-P8 13:00-15:00 인공지능7 김지환(서강대)

24P-P8-1 FBCSP 기반의 공통 Motor Imagery EEG 분류 향상을 위한 연구

김재원･이효정･지정희(건국대)

24P-P8-2 Convolutional Autoencoder를 이용한 경로 유사도 계산

안태진(상명대), 채진석(인천대), 박희민(상명대)

24P-P8-3 이미지 분류 학습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증강 기법 : Random Scaling

최성원･조인천･배성호(경희대)

24P-P8-4 머신러닝 기반 한국어 띄어쓰기 교정

정재혁･황지원･박경문(경희대)

24P-P8-5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 분류 신경망 구조 탐색

조한희･박희민(상명대학교)

24P-P8-6 장애인 안전 이동을 위한 이미지 캡션 기반 시각 읽기 딥러닝 모델

이정엽(인하대), 이수안(세명대), 이우기(인하대)

24P-P8-7 심장비대증 진단을 위한 딥러닝 모델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박기범･박장선･손주혜･송세헌･이승규(경희대학교)

24P-P8-8 Compatible Training Objective for Improving Perceptual Super-Resolution

박시은･이은호(폴수학학교)

24P-P8-9 YOLO를 이용한 불건전 객체 모자이크 서비스

김선호･최정민･서승완･김우재(경희대)

24P-P8-10 예측 불확실성과 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

우제훈･김선규･강재우(고려대)

24P-P8-11 스마트 인쇄 공장에서 딥 러닝 기반 명함 회전오류 인식

김은경･윤혜원･은성배･차신(한남대)

24P-P8-12 Spiking Neural Network를 지원하는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구현

김경수･박지수･김찬･윤영선(한남대)

24P-P8-13 딥 네트워크 기반 X-ray 영상 분석을 이용한 Covid-19 중증도 분석

김지현･신승미･김성태(경희대)

24P-P8-14 악성 댓글 분류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메시지 큐

박진수･김현기･정태환･신은섭･배성호(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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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P8-15 립모션 센서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한국 수어 교육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김기연･양주연･이기용(숙명여대)

24P-P8-16 머신러닝 기반 졸음 검출을 위한 심장변이도의 특성 선택 기법 연구

김송연･홍승혁(수원대)

24P-P8-17 시계열 데이터 군집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신현석･임지원･이나경･장희완･박병준(광운대)

24P-P8-18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카메라 기반 장애물 인식 및 경고 시스템

박현진･이선우･안동혁(창원대)

24P-P8-19 보행자 내비게이션 앱에서의 맵 매칭 정확도 향상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최윤혜･홍세정･박유림･이혁준･신재경(광운대)

24P-P8-20 비지도 도메인 적응 기법을 이용한 필기 인식의 성능 향상 연구

배경호･이준호･최진우(경희대)

24P-P8-21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한 KoELECTRA 기반의 개체명 인식 기법

조우진･신규표･이원재･손승현･송현우･이지훈･이혁준(광운대), 조세현(한화시스템)

24P-P8-22 Retrospective Reader를 적용한 한국어 기계독해

어태경･송현제(전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P1 10:00-12:00 컴퓨터시스템3 이재우(중앙대)

25A-P1-1 VR 경찰직업 간접 체험 시스템

손동희･김지훈･조재현･김가빈･홍동권(계명대)

25A-P1-2 주기성을 갖는 센서 데이터의 학습 안정성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회귀-앙상블 학습 방법

김혜진･박예슬･이정원(아주대)

25A-P1-3 락-프리 기반 이진 탐색 트리 설계 및 구현

이상묵･이민욱･이상진･한재현･손용석(중앙대)

25A-P1-4 PinF : InfiniBand의 Work Completion 처리를 최적화한 통신계층 연구

박주원･하민종･김상훈(아주대학교)

25A-P1-5 심장박동 추정 기법에 따른 머신러닝 기반 졸음 검출 연구

김민해･홍승혁(수원대)

25A-P1-6 인디벤치: 웹 기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위한 비동기 NoSQL 벤치마크

이진수･남상현･이은지(숭실대)

25A-P1-7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를 이용한 근태관리시스템

강현우･이현지･안동혁(창원대)

25A-P1-8 I/O 간섭에 의한 텐서플로우 성능 분석

최진서･강동현(창원대)

25A-P1-9 프로그래밍 언어와 가상화에 따른 서버 성능 비교

오승영･이성원(경희대)

25A-P1-10 보안 컨테이너 런타임 간 네트워크 성능 비교

이재윤･김정수･이경운･유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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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P1-11 Ad-Stride : 프로세스의 특성에 맞게 stride값을 설정하는 Stride Scheduling기법

강정현･김산･최종무(단국대)

25A-P1-12 비휘발성 메모리 환경에서의 그래프 응용 분석

안홍조･하민종･김상훈(아주대)

25A-P1-13 제주도 등록 숙박업소 확인 서비스 설계

양지웅･양상우･염상권･이승현(제주대)

25A-P1-14 NVM 기반 키밸류 스토어를 위한 비동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남상현･김이주･신승민･이은지(숭실대)

25A-P1-15 라이더 기반 3차원 지도와 라이더 반사 강도를 이용한 측위 방법

최주형･최영준･김강희(숭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P2 10:00-12:00 언어공학2 강경태(한양대)

25A-P2-1 Bilingual Char-CNN을 이용한 Out-of-domain 한·영 병렬 코퍼스 필터링

이진우(해군미래혁신연구단(서울대))

25A-P2-2 LIWC를이용한소셜미디어정신질환게시글의 언어학적 특성 분석

심미단･이원희(경희대)

25A-P2-3 다중 토큰화 전략을 적용한 한국어-영어 기계 번역

박도준･장영진･김학수(건국대)

25A-P2-4 소셜미디어에서 정신질환을 예측하기 위한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 비교 평가

이상윤･이원희(경희대)

25A-P2-5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게시글의 주제 분석

배이지･이원희(경희대)

25A-P2-6 KoBART를 활용한 한국어 혐오 발언 분류

이상민･정영섭(순천향대학교)

25A-P2-7 질의를 위한 효율적인 Bi-encoder기반 End-to-End 한국어 개체 연결

이성민･나승훈(전북대)

25A-P2-8 KoBERT를 사용한 한국어 일상 주제 분류

박규훤･정영섭(순천향대학교)

25A-P2-9 KoBERT를 이용한 국내 음악의 주제 분류

김아경･정영섭(순천향대)

25A-P2-10 KcBERT를 사용한 질의응답

박현민･정태선(아주대)

25A-P2-11 리뷰기반Q&A 모델 :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Q&A 모델 제안

김은･윤혜정･이정은･김미숙(세종대)

25A-P2-12 KorQuAD 데이터셋과 KoBERT Tokenizer를 이용한 KoBART 모델 성능의 분석

박준용･이대호･방윤･이나연･김지환(서강대학교)

25A-P2-13 RDF 정보 분해를 통한 DBpedia 개체 요약 방법

황진엽･김은경(대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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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P2-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이용한 ESG 요소 정성적 분석

차지이･윤호근･김미숙(세종대)

25A-P2-15 BART 모델에 기반한 논문 요약 어플리케이션

이나연･박수진･신나현･구명완(서강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P3 10:00-12:00 정보통신2 양현(해양과학기술원)

25A-P3-1 이더리움 위스퍼 프로토콜 기반 모바일 블록체인 메신저 설계

김다운･양현주･나동준･박세진(계명대)

25A-P3-2 와이파이 트래픽 분석을 통한 사용자 사용 어플리케이션 감지 시스템

곽민주･안동혁(창원대)

25A-P3-3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게임 환경의 UX 개선 연구

임형･권하은･안민규(한동대학교)

25A-P3-4 NIR 기반 생체 신호 처리에 있어서의 Lock-in 변조 고찰

강준영･이은주(한림대)

25A-P3-5 교육용 로봇 팔 기기의 춤 동작 구현

김수정･정윤지･김석진･김미혜･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5A-P3-6 비트코인 거래 과정 시각화를 통한 거래 유형 판별

고도현･문현수･이영석(충남대)

25A-P3-7 토르(Tor) 기반 딥웹(Deep Web) 주소 가용성 검사 방법

노아영･문현수･이영석(충남대)

25A-P3-8 도심지에서의 CNN 기반 5G 밀리미터파 경로손실 모델

양준혁･진우빈･서민규･김현진･이혁준･홍청(광운대)

25A-P3-9 레고 마인드스톰을 통한 로봇 춤 동작 구현

임찬아･김영은･전민건･김미혜･전수빈(대구가톨릭대학교)

25A-P3-10 회의주제와 얼굴 감성 인식에 기반한 화상회의 분석 서비스 설계

곽서현･김영민･김윤희(숙명여대)

25A-P3-11 우울증 완화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 뉴로피드백 게임

최시령･정가현･안민규(한동대)

25A-P3-12 MPU-6050을 이용한 보행 측정 장치 설계 및 구현

김범준(오현고등학교), 이은진･홍성욱(제주대학교)

25A-P3-13 얼굴 움직임을 감지하여 모르스 부호 기록이 가능한 로봇팔 제작에 관한 연구

양준서(세화고등학교), 이은진･홍성욱(제주대학교)

25A-P3-14 얼굴 영상 기반 비 접촉형 심장박동 수 측정 기술 개발

정용훈(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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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A-P4 10:00-12:00 인공지능8 김지환(서강대)

25A-P4-1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췌장암 위험도 예측

석효영･조완서･홍참길(한동대)

25A-P4-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돌출 이미지 판별자가 추가된 생산적 적대 신경망

이유제･양수빈･배성호(경희대)

25A-P4-3 쇼핑몰 상품 카테고리 분류를 위한 Hyperbolic Interaction Model의 적용과 분석

김시현(한국과학기술원), 이은지･박성원(한국과학기술원,기초과학연구원),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김선동(기초과학연구원)

25A-P4-4 LSQ를 활용한 이중 판별자 대립 생성망 양자화

김동훈･양수빈･배성호(경희대)

25A-P4-5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비모수 리샘플링 스케일러 개발

김승원･김용하･이슬희･최지현･안홍렬(수원대)

25A-P4-6 대화 패턴 인식 기반의 다중 감정분류 모델 개발 및 적용

이화경･김민재･김영은･박가연･이승미･이지훈･이혁준･김동호(광운대)

25A-P4-7 CNN 모델을 이용한 실시간 체험형 미술전시 웹 플랫폼

방윤･채벼리･박수진･구명완(서강대)

25A-P4-8 U-net 기반 멜-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한 배전용 변압기의 배경 소리 제거

김민태･이선민･양수빈(상명대), 김철오(성진종합전기), 이현신(다빈치뷰), 이성주(상명대)

25A-P4-9 군집화 순서에 따른 주가 예측 결과 비교

김범찬(성균관대)

25A-P4-10 FastSpeech2 모델을 이용한 음식점 메뉴 중심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이예은･이지현･황동준･구명완(서강대)

25A-P4-11 Vector 기반 단어 연결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고성빈･정성엽･하태훈･구명완(서강대)

25A-P4-12 분류를 통한 시계열 예측 기법

이승재･배주호･박석(서강대)

25A-P4-13 YOLO v4를 기반으로 한 플레어 스택 객체 탐지 모델

이현지･김진호･강현우･안동혁(창원대)

25A-P4-14 제목과 본문이 다른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계층적 딥러닝 모델 개발 및 가짜 뉴스 데이터셋 구축

장준원･조하현･이재영･김미숙(세종대)

25A-P4-15 음악 자막 생성을 위한 Music Source Separation 기반 음성 인식기 성능 비교

박영재･김주현･전범준･구명완(서강대)

25A-P4-16 유전자발현량데이터에서의부츠스트랩가중치 앙상블 특성 선택 기법

김현태･한채은･김예지･안홍렬(수원대)

25A-P4-17 이미지 색상 추출을 위한 군집화 알고리즘 선택

홍석윤･김태헌･윤성호･Maneethong Prompiroon･구명완(서강대)

25A-P4-18 딥러닝기반 손동작 인식기능을 통한 효과적인 증강 현실 그래픽 제어

윤소원･배현진･변민희･양현주･이승현(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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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P4-19 멀티프로세싱을 이용한 연합학습 시뮬레이션 가속화

유상윤･박상현･문수묵(서울대)

25A-P4-20 흉부 X-ray 영상의 골조직 억제를 위한 심층 신경망 기법

정지훈･서효경･김유영･박준혁･김호준(한동대)

25A-P4-21 MNIST 데이터셋 분류를 위한 증강 방법에 관한 연구

정송민･전준렬･홍진혁(광주과학기술원)

25A-P4-22 불확실한 동적 환경에서의 Actor-Critic 기반 TRON 게임 에이전트

전민기･이재이･고상기(강원대)

25A-P4-23 3축 가속도 센서 이용한 정상 보행과 비정상 보행 분류

오예림･이희연･장현국･김지인(건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P5 13:00-14:00 컴퓨터이론 한석민(한국교통대)

25P-P5-1 CNN 모델을 활용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투자 분석

양정우･송시우･박근수(서울대), 김진환(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25P-P5-2 원판전송그래프 에서의 효율적인 도달가능성 질의 처리 자료구조

안신우･오은진(포항공대)

25P-P5-3 결손 원소에 대한 2-MEANS 군집화의 어려움

조경진･오은진(포항공대)

25P-P5-4 신장트리 오토마타 기반의 효율적인 Markush 화합물 매칭 알고리즘

백승엽･천현준(연세대), 강지연･최형종(LG 디스플레이), 한요섭(연세대)

25P-P5-5 경찰-도둑 그래프 문제에 대한 실험 기반 분석

박상운･조환규(부산대)

25P-P5-6 순위패턴매칭을 위한 랜덤 순열 분포 분석

공준호･심정섭(인하대)

25P-P5-7 [주니어논문]탐색을 응용한 선택 정렬의 개선 방법 제안

박정식(충남과학고)

25P-P5-8 2차원 공간에서의 점 시퀀스 재배치 문제

정채윤･안태훈･최종민･안희갑(포항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5(금) 25P-P6 13:00-15:00 인공지능9 박경석(KISTI)

25P-P6-1 연속혈당 측정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저혈당 예측 모델

김현아･문지은･윤영석･이현지･장혜원･이혁준･엄태현(광운대), 이재선･이승천(아이센스)

25P-P6-2 다중-객체 분석 기반 전동스쿠터 다중-탑승 행위 탐지

이윤준･심은석･정선주･김경백(전남대)

25P-P6-3 RA-CycleGAN: 관심 영역 집중 및 수정가능한 CycleGAN 기반 패션 생성기

정예림･권예경･박서형･이상철(인하대)

25P-P6-4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전방 물체 탐지

김재훈･김수종･이다예･전민건(대구가톨릭대), 김재현(아와소프트), 전수빈･서동만(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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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P6-5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의 감정 분석 사례 연구

정해빈･장수지･배병철(홍익대)

25P-P6-6 시각 정보 가중치를 적응적으로 학습하는 베이지안 개인화 순위 학습 기반 추천 알고리즘

임영서･문선아･고상기(강원대)

25P-P6-7 뇌 MRI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위한 뇌 영역 분할 방법에 대한 평가

이효찬･박성환･송민석(한동대), 김동현(뉴로핏), 안민규(한동대)

25P-P6-8 멀티 클래스 환경에서 추천을 위한 지식 증류를 이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행렬 분해 기법

안효인･우승윤･배홍균･김상욱(한양대)

25P-P6-9 기온 정보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풍속 시계열 데이터 보간 알고리즘

최한준･고상기･임종연(강원대)

25P-P6-10 전자기기 비교 서비스를 통한 전자기기 추천 시스템 구축

고대은･강성범･고지훈･변태보(제주대)

25P-P6-11 Funnel-Transformer를 이용한 의료용 질의응답 시스템

김수민･손경아(아주대)

25P-P6-12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원 이미지 분류 강건도 분석

박정호･장혁순･조겨리(충북대)

25P-P6-13 기와 훼손 진단 클라이언트-서버 서비스 SW 개발

정민･봉영훈･오재호･반상우(동국대학교)

25P-P6-14 제한된 데이터의 회전체 결함 진단을 위한 클래스 균형 샘플링기반 소수-샷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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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P6-23 비선형 Cox 비례위험 모델을 이용한 췌장암 발병 위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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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23A-O8 이정열 23P-P9 이호영 23P-P7 장준원 25A-P4

이세연 23P-P8 이정엽 24P-P8 이화경 25A-P4 장현수 23A-P1

이소민 23A-P4 이정원 23P-P8 이효원 23P-P13 장현수 23P-P9

이소민 24A-O2 이정호 24P-P7 이효정 24P-P8 전다연 23P-P6

이소연 24P-P5 이정훈 23P-P8 이효진 24A-P2 전민기 25A-P4

이소영 23P-P6 이제영 23A-P3 이효찬 25P-P6 전성윤 25A-O2

이소진 23P-P9 이제혁 24A-P4 이훈희 23P-P10 전수현 23P-P9

이소희 23P-P10 이종민 25P-P6 임경섭 23A-P3 전인성 23P-P12

이수민 23P-O15 이종석 23P-P13 임규민 23A-O6 전재천 23P-P11

이수빈 23A-P3 이종현 23P-O10 임민제 24A-P1 전정민 23A-O5

이수재 23P-P6 이종현 25A-O4 임성준 24A-P4 전해주 23P-P14

이승연 23P-P12 이종화 23P-P13 임승균 23P-O14 정동재 23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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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모 25P-O6 조단비 23A-P3 최승현 23A-P2 한상곤 23P-O13

정성범 23P-O13 조동빈 23A-P3 최승호 23P-P6 한언용 24P-P7

정성엽 23P-O12 조민상 23A-P2 최시령 25A-P3 한윤성 23P-O11

정성엽 25A-P4 조민선 25A-O3 최영환 24A-P4 한종민 23P-O9

정송민 25A-P4 조상만 23A-P5 최용석 24P-P6 허담 24A-O4

정수현 23P-P12 조석민 23A-O2 최우영 23P-P14 허성환 25A-O4

정승일 23P-P6 조선희 24A-P4 최우영 23P-P7 허주은 23P-P7

정여선 23P-P10 조수진 25A-O5 최원미 23P-P7 허진 25A-O3

정영석 23A-O1 조용운 24A-P1 최유라 23P-O9 허태정 23A-P5

정영준 23P-O18 조우진 24P-P8 최윤혜 24P-P8 허태혁 24A-P3

정예림 25P-P6 조준엽 25P-O8 최인 24A-P1 현종환 23P-P8

정용훈 25A-P3 조준형 23P-P9 최장원 23P-P8 홍석윤 25A-P4

정우창 23P-O12 조한희 24P-P8 최재용 24P-O6 홍승연 25A-O4

정원용 23P-O11 조형래 23P-P12 최재은 23P-P9 홍혜인 24A-P3

정유나 23P-P12 조혜원 23A-P2 최정명 25A-O4 황롱리 23A-P4

정은서 23A-P2 주성호 25A-O1 최종현 23P-P8 황석주 24P-O7

정재혁 23P-P12 주윤지 24A-P2 최주형 25A-P1 황소현 23A-P4

정준호 25A-O2 주재경 23A-P1 최지원 25P-O6 황소현 23P-P12

정지현 24A-P1 지민구 24A-P1 최진서 25A-P1 황예찬 23P-P13

정지훈 25A-P4 차지이 25A-P2 최진호 23P-O14 황윤영 23P-P14

정진우 23P-O15 채봉수 23P-P7 최철웅 23P-O15 황윤영 24P-P7

정채윤 25P-P5 천준석 23P-P11 최평호 23A-P1 황인우 24A-P3

정철 23A-P4 최동영 23A-O5 최한준 25P-P6 황인휘 23A-P5

정한슬 23A-P4 최리아 23P-P14 최현성 23A-O4 황재기 23A-P4

정해빈 25P-P6 최민주 23P-O18 최형준 24P-O7 황제영 23P-P14

정현준 23P-P14 최민주 25A-O4 최형준 24P-P6 황지원 24P-P8

정현태 23P-O12 최민지 23P-P6 최혜민 23P-O9 황진엽 25A-P2

정혜림 24A-P2 최상규 23P-P7 최혜정 23P-P14 황태욱 25A-O4

정훈섭 24A-P2 최석준 23P-P9 최호진 23P-P6 황택주 23P-P6

조강우 25A-O2 최선화 23P-P14 탁해성 23A-P2 황혜선 23P-P9

조건희 23A-O5 최성원 24P-P8 하동휘 24A-P1 황호영 24A-P1

조경빈 24P-O7 최성준 24A-O2 하민종 25P-O9

조경진 25P-P5 최성호 23A-O6 하태경 24A-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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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ENWIMADYANA
BDULLAHOTHMAN 24A-O3 KarinaKarapetian 25P-O8 Pyae Sone 

Aung 23P-P8

Aren Siekmeier 24P-P6 Kokoy Siti Komariah 23A-P4 Shashi Raj 
Pandey 24A-O3

Assem Zhunis 24P-P7 Kyi Thar 23P-P11 SHEIKH SALMAN 
HASSAN 24P-O6

aunasmanzoor 23P-O12 LE HOANG PHUC 25P-O8 Siddiqa Ayesha 23P-P8

Baidya Ranjai 24P-O5 lequanghuy 25A-O5 SubinaKhanal 23P-P8

BEBENSEEBJOERN 25A-O5 Maryam Sultana 23P-P12 TRI NGUYEN 
DANG 24A-O3

Bekhzod Olimov 23A-O1 May Myat Thwe 24P-O6 UmerMajeed 23A-P4

Chit Wutyee Zaw 24A-O3 Md Delowar Hossain 23P-P9 VoThanhHung 23P-P13

ChuMyaetThwal 24A-O4 Md. Shirajum Munir 24A-O3 VoThiTuongVi 23P-P13

Dang Thien Binh 23A-O5 Milandu Keith 
Moussavou Boussougou 23A-P3 vqhieu 23A-O6

DAO DUY 
PHUONG 24A-O1 Minh Tuan Pham 23A-P3 Waqas ur 

Rahman 23A-O8

Esther Cho 25P-O6 MINH-QUANG 
NGUYEN 23A-P1 Yan Kyaw Tun 24A-O3

Firmansyah 
Muhammad Hafidh 24A-O3 NguyenXuanLoc 25A-O5 YeLinTun 24A-O4

Ghimire Raman 24P-O5 Peralta Gutierrez 
Alvaro Enrique 23P-P12 ZaheerMuhamm

adZaigham 23A-O1

Hu Huimin 25P-O6 Pham Van Nguyen 23A-P3 ZHU YIFAN 24A-O1

Jie Bian 23A-P4 Phan Minh Linh An 24A-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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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KCC2021 오프라인 참가 안내

가. ICC 제주 입장방법

제주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1) ICC 건물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측정

2) 등록데스크 앞 한줄서기 및 체온측정

3) 1번(명찰만 수령) 또는 2번(오프라인 참석) 데스크로 가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명찰 수령

4) 세미나실 앞에서 한번 더 명단을 체크하고 제주안심QR코드를 찍은 후 입장

5)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나. 제주안심코드 사용방법

ICC 건물 및 각 세미나실마다 반드시 제주안심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1)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 후 실행

2) 본인인증 진행 최초 1회

3) 세미나실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인증완료

다. 셔틀버스 운영

1) 운영일자 : 6.23(수), 6.24(목), 6.25(금)

2) 운영시간 : 

08:30 제주공항 출발 → 09:30 ICC 제주 도착 ↔ 출발 → 10:30 제주공항 도착

11:00 제주공항 출발 → 12:00 ICC 제주 도착 ↔ 출발 → 13:00 제주공항 도착

13:30 ICC 제주 출발 → 14:30 제주공항 도착 ↔ 출발 → 15:30 ICC 제주 도착

18:00 ICC 제주 출발 → 19:00 제주공항 도착

3) 승하차 장소

출발 10분 전부터 탑승 가능하며, ‘한국정보과학회 KCC2021’ 문구를 확인하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공항 승차장소 : 도착1층 1번게이트 맞은편, 갈색주차타워 건물 뒤편 B1(버스주차장)

- 제주공항 하차장소 : 3층 출발층에서 하차

- ICC제주 승하차장소 : ICC 3층 정문의 좌측에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

***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는 

의심환자로 분류되며,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자는 제주시 방역지침에 

따라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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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C o m p u t e r  C o n g r e s s  2 0 2 1

2021. 6. 23.(수) ~ 25.(금)

ICC 제주 & 씨에스호텔 & 온라인

Unimagined Futures:  
Healing and Recovery with K-SW

주요행사

6.23 6.24 6.25
[특별세션]

• Green AI를 위한 뉴로모픽 컴퓨팅 세션

[Top Conference 특별세션]

[워크샵]

• 디지털 헬스 플랫폼 워크샵

• 빅 데이터 기술의 산업 동향 워크샵

• 머신러닝을 활용한 네트워크 기술 워크샵

• 지능형 자율주행 최신기술 워크샵

• AI 기반 도시 교통 최적화 기술 교류 워크샵

•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기술 교류 워크샵

[기조강연]

• Gabriele Kotsis 회장(ACM)

• 박종현 부원장(ETRI)

[특별세션]

• 비대면 시대와 보안 세션

• IT 정책 세션

[특별콜로키움]

• SW·AI 교육 혁신

[워크샵]

•   휴먼증강을 위한 단일 감각 정보의 변환 및 대외 

지각 검증 워크샵

• 차세대 AI 예타 후속방안 회의

•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워크샵

• 준지도학습 과제 3차년도 워크샵

• 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 여성연구자들이 함께 할 K-SW 미래 워크샵

[특별세션]

• 추천시스템 최신 기술 동향 세션

• 신진연구자 세션

[특별콜로키움]

• 초우수 SW 육성

[워크샵]

• 제주대 SW융합 컨퍼런스

•   인공지능연구소 기술 융합, 자율주행서비스  

전략 워크샵

•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와 AI기술 워크샵

후원                     

                 

             

http://www.ki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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