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장소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3F

4F

2F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1차
(Early Bird)

2차

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40,000원 160,000원 180,000원

대학원생 160,000원 180,000원 20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80,000원 300,000원 320,000원

비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90,000원 210,000원 230,000원

대학원생 210,000원 230,000원 250,000원

일반 380,000원 400,000원 420,000원

●  전체 프로그램 수강 (단, 일부 유료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비 있음)

● 온라인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집, 자료집 등 제공

● 중식 3회 제공

●  비회원 참가등록자에게는 1년간 회원혜택 무료 제공 (단, 회원정보 입력시 적용)

● 문의: 문은정 과장 02-588-4002 / ejmoon@kiise.or.kr

온라인컨퍼런스 (http://kcc2022.kiise.or.kr/)

●  로그인 정보(ID/PW)는 학술대회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전달되었습니다.

●  프로그램북 및 논문집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병행 세션 ZOOM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세션(튜토리얼, 워크샵 등) 및 Closed 워크샵은 신청자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 문의:  최희수 대리 02-588-9246 / hschoi@kiise.or.kr

전시부스

●  온라인 부스(KCC2022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네이버, 디노아이티, 크래프톤, 에스투더블유

●  오프라인 부스(ICC 제주 3층 로비)

 - �카카오, 이테크시스템, LG전자, 크래프톤, KT, 버넥트, 

엔씨소프트, 그렙, 에스투더블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노타, 

성균관대학교 CSI연구실, 도서출판 홍릉

행사문의: 박보혜 주임 02-588-9247 / bhpark@kiise.or.kr

  

Korea Computer Congress 2022

ICC제주 주변 맛집

<5번> ICC제주에서 685m
찰스앤바이펍라운지 맥주호프 ★4.9

[영업시간] 19:00-02: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88 지하 1층
[전화번호] 0507-1313-3617
[대표메뉴] 낙지젓파스타 15,000원,  
육첩반상 23,000원, 잠봉뵈르 11,000원

<6번> ICC제주에서 1km
돈이랑 서귀포점 한식 ★4.77

[영업시간] 11:00-22: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21
[전화번호] 064-738-8700
[대표메뉴] 흑돼지600g 62,000원

<7번> ICC제주에서 1km

중문생선구이 ★4.7

[영업시간] 09:00-21: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23
[전화번호] 0507-1360-1474
[대표메뉴] 모듬생선구이 中 50,000원,  
해물뚝배기 15,000원, 은갈치조림 大 75,000원

<1번> ICC제주에서 1.3km
OCEAN VIEW 중문 큰갯물횟집 ★4.68

[영업시간] 11:50-22: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대포로 161
[전화번호] 0507-1360-1625
[대표메뉴] 갈치조림(4인) 120,000원,
갈치통구이 大 120,000원,  
회정식(1인) 60,000원

<2번> ICC제주에서 1.2km

중문흑돼지천국 ★4.81

[영업시간] 12:00-22: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137
[전화번호] 0507-1419-3478
[대표메뉴] 무한리필 20,000원,  
두루치기 8,000원

<4번> ICC제주에서 344m

대기정 ★4.54

[영업시간] 11:00-21: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41
[전화번호] 0507-1403-1041
[대표메뉴] 통갈치구이(2인) 65,000원, 
통갈치조림(2인) 65,000원,  
통갈치정식(2인) 85,000원

<3번> ICC제주에서 718m

중문솥뚜껑 ★4.53

[영업시간] 12:00-22:00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81
[전화번호] 0507-1322-8131
[대표메뉴] 흑오겹1인분 20,000원,  
흑목살1인분 20,000원, 갈치조림1인분 18,000원

202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22

2022. 6. 29.(수) ~ 7. 1.(금) / ICC 제주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소프트웨어”

주요행사

6.29
[워크샵]

•�디지털�혁신의�중심,�Computational�Thinking�2022
•�산업용�사물인터넷�기반�디지털�트윈�기술�워크숍
•�데이터�주도�인공지능�최신�기술�동향
•�바이오헬스케어·신약개발�AI�워크샵
•�KR4050�Workshop
•�정보통신소사이어티�인공지능�활용�워크샵

6.30
[기조강연]

•�문봉기�교수(서울대)
•�유승일�CTO(카카오모빌리티)
[초청강연]

•�주장훈�선임연구원(크래프톤)
•�신중휘�책임리더(네이버)
•�장문석�전무/SW센터장(LG전자)
•�임선호�교수(Texas�Tech�University)
•�최영재�교수(광주과학기술원)
•�양성구�교수(인천대)
[특별세션]

•�신진연구자�최신연구소개�세션
•�Top�Conference�세션
•�IT�정책�세션
[워크샵]

•�신진�여성�연구자�발표세션:�여성연구인�Meet�Up�Day

7.1
[특별세션]

•�Top�Conference�세션
[워크샵]

•�컴퓨터시스템�최신�기술�워크샵
•�인공지능소사이어티�머신러닝�연구회�워크샵
•�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성과와�과제�워크샵

http://www.ki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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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6.29(수) 3층 4층 2층

로비 삼다홀A 삼다홀B 301A 301B 302 303A 303B 304 401A 401B 400 402A 402B 201B 202 203

포스터발표 워크샵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29A-P1
10:30-12:00

일반논문1

29A-W1
10:00-13:00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디지털 혁신의 중심, 
Computational 
Thinking 2022

29A-O1
10:00-12:00
고성능컴퓨팅

29A-O2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

29A-O3
10:00-12: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전산교육시스템, 
프로그래밍언어

29A-O4
10:30-12:00

컴퓨터이론

29A-O5
10:00-12: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29A-O6
10:00-12:00
컴퓨터시스템

29A-O7
10:30-12:00
국방소프트웨어

29A-O8
10:00-12:00

인공지능1

29A-O9
10:00-12:00

인공지능2

포스터발표 튜토리얼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튜토리얼 워크샵 워크샵 구두발표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튜토리얼

29P-P2
13:30-15:00

일반논문2 

29P-T2
13:30-16:30

딥러닝 기반 정보 검색 
모델의 

최근 연구 동향
이종욱(성균관대)

29P-W3
14:00-18:00

[대한민국컴퓨터
역사위원회]

KR4050 Workshop

29P-W4
14:30-17:30

[ETRI]
Conversational AI 

사업 워크숍

29P-W8
14:00-17:00

[ETRI]
휴먼증강을 위한 

다중감각 융합기술 
워크샵

(closed)

29P-T1
13:30-16:30

대용량 및 
고 정확 

이미지 검색 기술에 
관한 튜토리얼
윤성의(KAIST)

29P-W31
13:30-17:30

[IITP]
사람 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 

IITP 지원 과제
발표회

(closed)

29P-W2
14:00-17:00

[KISTI]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공동활용 체계 
협력 워크숍
(closed)

29P-O10
13:00-15:00

인공지능3

29P-W9
14:00-17:00

[ETRI]
데이터옵스 
프레임워크 

워크샵

29P-W10
14:00-18:00

[IITP]
미래 인공지능 R&D 
전략 전략 수립방안 

전문가 회의
(closed)

29P-W5
13:30-17:00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바이오헬스연구회]
바이오헬스케어· 

신약개발 
AI 워크샵

29P-W11
13:00-18:00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데이터 주도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 워크샵

29P-W6
13:00-17:30

[사물인터넷연구회]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워크샵   

29P-T3
13:30-16:30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쉽게 

고성능 컴퓨팅 환경 
구성하기 

조상만(AWS)29P-P3
15:30-17:00

일반논문3 

워크샵

29P-W7
16:00-18:00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인공지능 활용 워크샵

6.30(목) 3층 4층 2층

로비 한라홀A 한라홀B 삼다홀A 삼다홀B 301A 301B 302 303A 303B 304 401A 401B 400 402A 402B 203

포스터발표 워크샵 워크샵 공통행사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공통행사 워크샵 워크샵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워크샵 구두발표 워크샵

30A-P4
09:00-10:30

일반논문4 

30A-W17
09:00-11:00
사이버 위협 

인텔리젼스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워크샵
(closed)

30A-W33
09:00-16:00

[IITP]
간담회

(closed)

30A-C3
09:00-12:00
신진연구자 

최신연구소개 세션 
I

30A-W12
10:00-18:00

[카카오] 
Kakao Tech 
Workshop

30A-W13
09:30-12:00
[여성위원회] 

신진 여성 연구자 
발표세션: 여성연구인 

Meet Up Day

30A-W15
10:00-17:30

[ETRI] 
차세대 시각지능 기술 

워크숍
(closed)

30A-C5
09:00-12:00

Top Conference 세션 
I

30A-W31
09:30-12:00

[IITP]
사람 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 IITP 지원 

과제 발표회
(closed)

30A-W14
10:00-17:00

[ETRI]
데이터맵 기반 

지능형 빅데이터 
탐색·활용 기술 워크샵

(closed)

30A-O11
09:00-11:30

정보통신

30A-O12
09:00-12:00

인공지능4

30A-O13
09:00-12:00

언어공학1

30A-O14
09:00-12:00
데이터베이스

30A-W16
09:00-12:00

[KETI]
“사회성을 갖고 
인간과 교감하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제 총괄 워크숍
(closed)

30A-O15
09:00-12:00

인공지능5

30A-W10
09:00-12:00

[IITP]
미래 인공지능 R&D 

전략 수립방안 
전문가 회의

(closed)

30A-P5
11:00-12:30

일반논문5 

초청강연I

30A-C2
11:00-12:00

주장훈(크래프톤)
신중휘(네이버)

초청강연II 공통행사 워크샵 구두발표 워크샵 구두발표 워크샵 워크샵 구두발표 워크샵 워크샵

30P-C6
13:30-15:30
장문석(LG전자)
임선호(TTU)
최영재(GIST)
양성구(인천대)

30P-C7
13:30-16:00
신진연구자 

최신연구소개 세션 
II

30P-W18
14:00-17:00

[포항공대]
블록체인 노드 간 

메시지 전달과 합의를 
위한 최적 경로 

네트워크 기술 워크샵
(일부closed)

30P-C8
13:30-15:30
IT 정책 세션

(IITP PM 초청)

30P-W34
13:00-18:00

[KAIST 설명가능인공
지능연구센터]

사람중심AI핵심원천
기술개발사업 

설명가능 인공지능 
통합 워크샵

(closed)

30P-O16
13:30-15:30

사물인터넷

30P-W19
13:30-17:00

[ETRI]
휴먼이해 인공지능

논문경진대회
(closed)

30P-W20
14:00-17:00

[ETRI]
ETRI 인공지능연구소 

혁신 전략 수립 
상반기 워크샵

(closed)

30P-O17
13:30-15:00

인공지능6

30P-W22
13:30-17:30

[ETRI]
준지도학습 과제 
4차년도 워크샵

30P-W23
14:00-17:00

[ETRI]
엑소브레인 SW 
기술개발 과제 

기술 교류 워크샵

기조강연&개회식 워크샵

30P-C1
16:00-18:00
문봉기(서울대)

유승일(카카오모빌리티)

개회식 및 시상식

30P-W21
16:00-18:00

[인하대]
인공지능 

BK교육연구단 워크샵

7.1(금) 3층 4층 기조강연 & 개회식 및 시상식

● 일시: 6.30(목) 16:00~18:00

● 장소: ICC 제주 3층, 한라홀A

중식

● 일시: 6.29(수)~7.1(금) 11:30~14:00

● 장소: ICC 제주 5층, 탐라홀

● 대상: KCC2022 참가등록자 (식권 제출)

뱅킷

● 일시: 6.30(목) 18:00~20:00

● 장소: ICC 제주 5층, 오션뷰

● 대상:  KCC2022 참가등록자 중 사전 신청한

정회원, 종신회원, 비회원일반 (학생등록자 제외)

로비 삼다홀A 삼다홀B 301A 301B 302 303A 303B 304 401A 401B 400 402A 402B

포스터발표 튜토리얼 튜토리얼 워크샵 구두발표 공통행사 튜토리얼 튜토리얼 튜토리얼 구두발표 구두발표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1A-P6
09:00-10:30

일반논문6, 
학부생논문1

1A-T5
09:00-12:00

비전 트랜스포머
오일석(전북대)

1A-T8
10:00-12:00

ftrace를 이용해 
리눅스 커널 정복하기

김동현, 박병철
(LG전자)

1A-W27
10:00-12:00
[컴퓨터시스템
소사이어티]

컴퓨터시스템 최신 
기술 워크샵

1A-O18
09:00-10:0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1A-C10
09:00-12:00

Top Conference 세션 
II

1A-T4
09:00-12:00

3차원 거리 정보  
인식 기법 

(Depth Estimation) 
튜토리얼

박진선(부산대)

1A-T7
09:00-12:00

Matrix Sketching
최승진(Intellicode)

1A-T6
09:00-12:00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심리학

이재용(한서대)

1A-O20
09:00-12:00

인공지능7

1A-O21
09:00-12:00

인공지능8

1A-W26
10:00-12:30

[한동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통일빅데이터센터
성과발표 워크샵

1A-W24
09:30-17:30

[DGIST]
암흑데이터 극한활용 
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closed)

1A-W32
09:00-12:00
[KENTECH]

AI+에너지 워크샵

1A-P7
11:00-12:30
학부생논문2

1A-O19
10:30-12:00

스마트시티

포스터발표 워크샵 공통행사 구두발표 구두발표 튜토리얼 구두발표 워크샵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구두발표 워크샵

1P-P8
13:30-15:00

일반논문7, 
학부생논문3

1P-W28
13:30-17:00

[인공지능소사이어티
기계학습 연구회]
머신러닝 연구회 

워크샵

1P-C11
13:00-16:00

Top Conference 세션 
Ⅲ

1P-O22
13:30-16:30

언어공학2

1P-O23
13:30-15:3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1P-T9
13:30-16:30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김인중(한동대)

1P-O24
13:30-15:30
컴퓨터시스템

1P-W29
14:00-18:00

[스마트시티연구회]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성과와 과제 워크샵

1P-O25
13:30-16:00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1P-O26
13:30-16:30

인공지능9

1P-O27
13:30-16:30
인공지능10

1P-O28
13:30-16:30
인공지능11

1P-W30
14:00-17:00

[제주대]
2022 제3회 

스마트SW·AI 
경진대회
(closed)

1P-P9
15:30-17:00
학부생논문4, 
주니어논문

※ 상기 일정 및 세미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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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적으로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KCC2022는 6월 29일(수)부터 7월 

1일(금)까지 제주도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CC2022는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가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변화되는 

세상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KCC2022에서는 논문 발표, 튜토리얼, 특별세션 등의 학회 주관 행사와 더불어 학술 분과 주관 워크샵 및 협력 워크샵 

등 다양한 산학연 학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최신 연구 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800여 편의 논문은 

물론이고, 신진연구자 최신연구소개세션, Top Conference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심규석 회장님과 학회 임원 여러분, 프로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위원님들,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유관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유용한 지식을 공유해주신 

모든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가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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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채진석(인천대)

프로그램위원장 문양세(강원대)

조직위원장 김성백(제주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권혁윤(서울과기대), 박영호(숙명여대), 서동민(KISTI), 이종욱(성균관대), 임성수(충남대), 

임현승(강원대), 주재걸(KAIST)

조   직

대회장  채진석(인천대)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성백(제주대)

프로그램위원회

프로그램위원장  문양세(강원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권혁윤(서울과기대), 박영호(숙명여대), 서동민(KISTI), 이종욱(성균관대), 임성수(충남대), 임현승(강원대), 주재걸(KAIST)

프로그램위원 

강형엽(경희대), 권영진(KAIST), 김우용(건국대), 박수현(동서대), 박희진(한양대), 손영성(ETRI), 송석일(한국교통대), 

안정섭(아주대), 양영욱(한신대), 염헌영(서울대), 오학주(고려대), 윤여찬(제주대),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슬(아주대), 임을규(한양대), 임현승(강원대), 조병인(국방과학연구소), 조재춘(한신대), 조정원(제주대), 

최용훈(광운대), 최재식(KAIST), 홍장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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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조강연,�초청강연
13 IT�정책�세션
14 신진연구자�세션
21 Top�Conference�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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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한동대학교�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통일빅데이터센터�성과발표�워크샵
67���인공지능소사이어티�머신러닝�연구회�워크숍
68���2022�제3회�스마트SW-AI�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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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과학회� KCC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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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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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2022는�6월�29일(수)부터�7월�1일(금)까지�제주도�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KCC2022는� “디지털�혁신을�이끄는�소프트웨어”라는�주제로,�소프트웨어가�선도하는�디지털�혁신을�

통해�변화되는�세상을�준비하는�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KCC2022에서는�논문�발표,�튜토리얼,�특별세션�등의�학회�주관�행사와�더불어�학술�분과�주관�워크샵�

및�협력�워크샵�등�다양한�산학연�학술�행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회원�여러분들의�최신연구개발�성과를�

소개하는�800여�편의�논문은�물론이고,�신진연구자�최신연구소개세션,�Top�Conference�세션�등�다양한�

프로그램이�준비되어�있으니�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이번�학술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노력해�주시는�심규석�회장님과�학회�임원�여러분,�

프로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위원님들,�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유관�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여러분,�유용한�지식을�공유해주신�모든�발표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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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22

대 � 회 � 장 　 채진석(인천대)

프 로 그 램 위 원 장 　 문양세(강원대)

조��직���위���원���장 　 김성백(제주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권혁윤(서울과기대),� 박영호(숙명여대),�서동민(KISTI),�

이종욱(성균관대),�임성수(충남대),�임현승(강원대),�주재걸(KAIST)

초대의 말씀

초대의�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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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 대회장 채진석(인천대)

조직위원회

�■� 위원장 김성백(제주대)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 문양세(강원대)

■�부위원장 권혁윤(서울과기대)

박영호(숙명여대)

서동민(KISTI)

이종욱(성균관대)

임성수(충남대)

임현승(강원대)

주재걸(KAIST)

■�위원 강형엽(경희대)

권영진(KAIST)

김우용(건국대)

박수현(동서대)

박희진(한양대)

손영성(ETRI)

송석일(한국교통대)

안정섭(아주대)

양영욱(한신대)

염헌영(서울대)

오학주(고려대)

윤여찬(제주대)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 � 슬(아주대)

임을규(한양대)

임현승(강원대)

조병인(국방과학연구소)

조재춘(한신대)

조정원(제주대)

최용훈(광운대)

최재식(KAIST)

홍장의(충북대)

■�심사위원
강동현(창원대)

강선무(경희대)

강승식(국민대)

강신재(대구대)

강� � 유(서울대)

강인호(네이버)

강지우(숙명여대)

강현철(ETRI)

경연웅(한신대)

고상기(강원대)

고우영(ETRI)

고재필(금오공대)

고정길(연세대)

고한얼(고려대)

구흥서(청주대)

길명선(강원대)

김경선(다이퀘스트)

김경옥(서울과기대)

김광선(POSTECH)

김광수(KAIST)

김남규(동의대)

김덕봉(성공회대)

김도현(제주대)

김도형(강원대)

김미정(UNIST)

김민호(가톨릭대)

김병철(중부대)

김봉재(충북대)

김상범(네이버)

김상훈(아주대)

김선희(상명대)

김성곤(과기대)

김성동(한성대)

김성수(ETRI)

김순태(전북대)

김승규(하이디어)

김시형(네이버)

김아욱(강원대)

김영균(단국대)

김영석(연세대)

김영재(서강대)

김유섭(한림대)

김윤호(한양대)

김윤희(숙명여대)

김일곤(경북대)

김재호(경상대)

김재호(세종대)

김정균(ETRI)

김정래(성균관대)

김정은(공주대)

김종원(GIST)

김지희(동국대)

김직수(명지대)

김진욱(방통대)

김태형(금오공대)

김학수(건국대)

김학용(순천향대)

김현기(ETRI)

김현준(한양대)

김현학(ETRI)

김형준(세명대)

나승훈(전북대)

나중채(세종대)

남재창(한동대)

남승우(ETRI)

노동건(숭실대)

노희준(고려대)

도형호(헬스올)

류덕산(전북대)

류법모(부산외대)

류은석(성균관대)

문귀선(한성대)

문의현(한국항공대)

문일철(KAIST)

민혜진(네이버)

박구만(서울과기대)

박대형(KAIST)

박동환(ETRI)

박미룡(ETRI)

박민호(숭실대)

박상규(ETRI)

박상훈(동국대)

박성규(강원대)

박성배(경희대)

박성용(서강대)

박소영(상명대)

박영민(현대자동차)

박영준(한양대)

대회 조직

대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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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광운대)

박종세(KAIST)

박종철(KAIST)

박지웅(성신여대)

박진아(KAIST)

박진호(숭실대)

박천음(현대자동차)

박춘서(ETRI)

박치현(강원대)

박하명(국민대)

박한훈(부경대)

박현(ETRI)

박현주(상명대)

박현찬(전북대)

박현희(명지대)

방준성(ETRI)

배경만(ETRI)

배경민(포항공대)

배명남(ETRI)

배병철(홍익대)

배상원(경기대)

배창석(대전대)

백상헌(고려대)

백종호(서울여대)

복경수(원광대)

서경은(KETI)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서민준(KAIST)

서병국(ETRI)

서영석(영남대)

서영훈(충북대)

서진욱(서울대)

선충녕(KISTI)

성원경(KISTI)

성한울(상명대)

손시운(ETRI)

손용석(중앙대)

손윤식(동국대)

송길태(부산대)

송사광(KISTI)

송영길(네이버)

송원준(강원대)

송유정(세명대)

송창근(한림대)

송현제(전북대)

신석주(조선대)

신종훈(ETRI)

신준철(울산대)

신현정(아주대)

신현준(아주대)

안기영(한남대)

안동언(전북대)

안상현(서울시립대)

안희갑(포항공대)

오경수(숭실대)

오상은(아주대)

오충석(멜퍼)

오효정(전북대)

옥철영(울산대)

온병원(군산대)

우성필(ETRI)

우운택(KAIST)

유관희(충북대)

유동희(부산가톨릭대)

유민수(KAIST)

유� � 신(KAIST)

유재수(충북대)

유주한(세명대)

유준범(건국대)

윤성희(상명대)

윤인수(KAIST)

이경님(LG� U+)

이경용(국민대)

이경준(멀티택)

이광재(상명대)

이기혁(KAIST)

이길호(숭실대)

이도길(고려대)

이명호(명지대)

이병엽(배재대)

이상곤(전주대)

이상국(가톨릭대)

이상연(ETRI)

이상환(국민대)

이석호(동서대)

이선아(경상대)

이성진(DGIST)

이성희(KAIST)

이숙의(충남대)

이순호(달리웍스)

이슬기(UNIST)

이승우(KISTI)

이영석(서율교대)

이영호(목포대)

이우기(인하대)

이우석(한양대)

이윤진(아주대)

이은주(경북대)

이은지(숭실대)

이의종(충북대)

이인권(연세대)

이재동(KT)

이재성(충북대)

이재원(성신여대)

이재환(한국항공대)

이정원(아주대)

이정진(숭실대)

이제현(KIER)

이종원(세종대)

이주호(KAIST)

이주호(한양대)

이찬근(중앙대)

이충희(NCSoft)

이학진(ETRI)

이현구(네이버)

이현아(금오공대)

이호준(유원대)

임상규(ETRI)

임선영(배재대)

임수종(ETRI)

임승호(한국외대)

임종태(충북대)

임지희(KT연구소)

임철수(KISTI)

장두성(KT미래기술)

장수영(ETRI)

장� � 윤(세종대)

장태욱(퀀텀솔루션)

장한휘(아주대)

전명재(UNIST)

전수빈(대구가톨릭)

정구민(국민대)

정민기(ETRI)

정승도(상명대)

정우성(서울교육대)

정우진(에이아이프렌)

정윤재(NCSoft)

정임영(경북대)

정진욱(KT)

정한민(KISTI)

정해덕(한국성서대)

정형일(SKT)

조성배(연세대)

조성제(단국대)

조희승(전북대)

좌훈승(DGIST)

지은경(KAIST)

차광호(KISTI)

차수영(성균관대)

차시호(청운대)

최도진(창원대)

최맹식(NCSoft)

최명걸(가톨릭대)

최선웅(국민대)

최성필(경기대)

최승진(Intellicode)

최원일(한양대)

최재영(숭실대)

최정주(아주대)

최준석(서강대)

최진철(ETRI)

최현수(강원대)

최호섭(단국대)

최호진(KAIST)

탁병철(경북대)

한경수(성결대)

한경식(아주대)

한요섭(연세대)

한정현(고려대)

한종대(상명대)

한혁(동덕여대)

현종환(KAIST)

홍석인(성균관대)

홍신(한동대)

홍지만(숭실대)

황선태(국민대)

황성재(연세대)

황소영(부산가톨릭대)

황영숙(와이더플래닛)

황재현(성균관대)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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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6월� 30일(목)� 16:00� /� 제주ICC�한라홀A

사회�:�문양세�프로그램위원장(강원대)

⁍ 개회사 채�진�석 교� � 수� (KCC2022� 대회장)

⁍ 축� �사 전�성�배 원� � 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환영사 심�규�석 교� � 수� (한국정보과학회�회장)

시상식 6월� 30일(목)� 16:20� /� 제주ICC�한라홀A

사회�:�문양세�프로그램위원장(강원대)

⁍ 시� � 상 KCC2022� (최)우수논문상

연회

(Banquet)

� ◆� 대� 상� :� 정회원,� 종신회원,� 비회원�일반�등록자

�◆� 일� 시� :� 2022년� 6월� 30일(목)� 18:00-20:00

� ◆� 장� 소� :� ICC� 제주� 5층� 오션뷰

�◆� 공로상,� 특별공로상,� 논문공헌상,� 우수논문상,� 학술논문상�시상

전시�및

채용상담

�◆� 온라인�부스� (홈페이지�링크�확인)

� 네이버,� 디노아이티,� 크래프톤,� 에스투더블유

�◆� 오프라인�부스� (ICC� 제주� 3층� 로비)

� 카카오,� 이테크시스템,� LG전자,� 크래프톤,� KT,� 버넥트,� 엔씨소프트,� 그렙,

� 에스투더블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CSI연구실,� 노타,

� 도서출판�홍릉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식�및�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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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시상은�개회식에서,�2~5번�시상은�뱅킷에서�진행됩니다.

1.�KCC2022�(최)우수논문상

No. 분야 논문제목 전체저자

1 고성능컴퓨팅
멀티코어�환경을�고려한�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향상�기법
한형석·염헌영(서울대),� 손용석(중앙대)

2 국방소프트웨어
영상처리�결과를�활용한�창어� 3호의�

달� 착륙�전략분석
문귀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데이터베이스
인피니밴드�네트워크에서�분산�병렬�그래프�

데이터�처리의�성능�개선
김현종·길명선·문양세(강원대)

4 데이터베이스
Non-IID�데이터에�대한�선택적�데이터�수집에�

기반�연합�학습�알고리즘
박강민·박정하·김민선·권혁윤(서울과기대)

5 데이터베이스
DPPML� :� 메타러닝을�활용한�데이터베이스�

성능�예측
염찬호·이지은·박상현(연세대)

6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모바일�메모리�할당자� Scudo의� 메모리�

단편화�분석
이경석·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

7 사물인터넷
가중치�보정�알고리즘�기반�시계열�데이터�

증강�적용�이상탐지�모델�개선
이혜영·임지현(스피랩)

8 사물인터넷

태양�에너지�수집형�엣지� AIoT� 환경에서�

효율적인�AI�분산�학습을�위한�데이터�수준�

근사�컴퓨팅�기법

유연태·강민재·이승우·공유진·노동건

(숭실대)

9 소프트웨어공학
Maude를� 활용한� OSEK/VDX� OS� API�

정형�명세�및� 검증
김상기·배경민(포항공대)

10 소프트웨어공학 개발자�특성�기반�메트릭�수집과�활용 양수진·남재창(한동대)

11 스마트시티
지역간�기상�유사도를�고려한� DNN�기반의�

제로�샷� 태양광� 발전�효율�예측�기법
김동준·박성우·문재욱·황인준(고려대)

12 언어공학
지식베이스�기반�근거�문장을� 제공하는�

질의응답�모델
성수진·차정원(창원대)

13 언어공학
군집�알고리즘과� NSP를� 이용한�문서�단위�

기계�번역�데이터�증강
김도경·이창기(강원대)

14 언어공학 DyLex를� 이용한�한국어�개체명�인식
강대욱·나승훈(전북대),�

김태형·류휘정·장두성(KT)

15 언어공학
KoDoc2dial:� 문서�기반�대화를�위한�

한국어�대화�데이터셋

김보은·이도행·장영진(건국대),�

황금하·권오욱(ETRI),� 김학수(건국대)

16 언어공학
한국어�구어체�텍스트�기반의� 저자�

프로파일링을�위한�성별�분류� 모델

강지혜(부산대),� 김민호(부산가톨릭대),�

권혁철(부산대)

17 언어공학
비즈니스�계약문서의�리스크�요소�키워드�

추출을�위한�트랜스포머�앙상블
부석준·문형준·조성배(연세대)

18 인공지능 판별�모델을�통한�대체어�추출 지승현·이수원(숭실대)

19 인공지능
빠르고�효율적인�이상�탐지를� 위한�점수�

증류�기법
홍정민·강석호(성균관대)

수상자 명단

수상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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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부족�상황에서의� 회귀�

인공신경망�지식�증류�기법
강명인·강석호(성균관대)

21 인공지능
이미지�분류를�위한�클래스�적합형�데이터�

증강�기법
유지수·강석호(성균관대)

22 인공지능
선택적�Test-Time�Augmentation을�이용한�

효율적인�분류�정확도�향상
손종욱·강석호(성균관대)

23 인공지능 음성�향상을�위한�복소� 상호작용� U-Net 신광현·신동찬·이지화(액션파워)

24 인공지능
비디오�부분�복사�검출을�위한�트랜스포머�

기반�세그먼트� Fingerprint� 생성�방법
강수연·정민수·낭종호(서강대)

25 인공지능
일반�상식�기반� 기계�독해를�위한�

Type-specific� 다중�헤드�공유�인코더�모델
채진영(오케스트로),� 김지희(동국대)

26 인공지능

생물학적�지식을�가이드로�활용한�생물학적�

이종�네트워크에서의�랜덤�워크를�통한�

약물�재창출

방동민·임상수·김선(서울대)

27 인공지능 FairU� :�정확성과�공정성을�고려한�링크�예측
강용훈·김가형·임지영·양희윤·윤수현·�

김호승·이지형(성균관대)

28 인공지능
다중�수준�특징을�이용한�음성신호에서의�

음소�분할
이충현·김성재·이고은·김인중(한동대)

29 인공지능
이미지�전처리�방법을�통한�딥페이크� 탐지�

회피�연구

김정호·김정현·김태준·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

30 인공지능
연결�매개변수�근사�추정을�통한�그래프�

통합�방법
윤태환·김명준·신현정(아주대)

31 인공지능 그래프�합성곱�잠재�레이블�전파�신경망 진종현·김명준·신현정(아주대)

32 인공지능
사출성형기�고장탐지를�위한�심층�적대학습�

기반�이종-기계�적응�방법
박경원·문형준·조성배(연세대)

33 인공지능
적대적�활성화도�기반�심층신경망�가지치기�

보정�기법
임규민·고기혁·이수영·손수엘(KAIST)

34 인공지능
동적�파라메트릭�정류선형유닛�및� 가중치�

초기화�방법
양동헌·황명권(UST,� KISTI)

35 인공지능
세밀한�객체�인식을�위한�자기�지도�학습�

모델의�전이�학습
이예진·황상흠(서울과기대)

36 인공지능
레이블�노이즈에�강건한�학습을�위한�

교사-학생�모델�간�증류에서의�지식�정제�방법
오중균·김예찬·전문구(GIST)

37 인공지능
지역�간�스펙트럼�유사도를�통한�GNN�기반의�

인플루엔자�예측�기법

정원용·문재욱·박성우·노윤아·

황인준(고려대)

38 인공지능 청각-시각�잠재�표현형을�위한�대조�임베딩�연결
이기훈·이경채·정민찬·이명진·윤세영·

윤찬현(KAIST)

39 인공지능
환경음�분류와�위치�정보를�이용한�

효율적인�딥러닝�기반�음성�품질�향상�기법

강병휘·강민재·이승우·공유진·

노동건(숭실대)

40 인공지능
SBERT-IQ:� 키워드�정보량을�고려한�

Sentence-BERT� 기반의� � 임베딩�모델
박상민·이재윤·손유리·김재은(솔트룩스)

41 인공지능
한국어�보이스피싱�감지를�위한�어텐션�

기반� CNN-BiLSTM� 모델

무사부부수구밀란두키스·박명규·박동주

(숭실대)

42 인공지능
이진�분류�데이터셋�내� 편향�제거를�위한�

다차원�서브셋�기반�시스템
변경수·권준호·김구(부산대)

43 인공지능
지식�추적�모델의�정확도�개선을�위한�

양자화된�정답률�임베딩�방법
임윤진·문재완·최은성·이종욱(성균관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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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공지능
Deep� Attention� Neural� Networks� 기반�

스마트워치를�이용한�세분화된�걸음�패턴�인식
김혜주·김현주·박진윤·김승찬(성균관대)

45 인공지능

질병과�관련된�유전자�내의� single�

nucleotide� variant� 병원성�예측을� 위한�

심층�신경망�적용

이다빈(숭실대),� 김선화·강문종·홍창범

(엔젠바이오),� 황규백(숭실대)

46
정보보안�및�

고신뢰컴퓨팅

위협인자�기반�HWP�문서형�악성코드�탐지�

시그니처�생성�방안
최민지·신강식·정동재(KAIST)

47
정보보안�및�

고신뢰컴퓨팅
블록체인�가상�채널�연구�현황�조사 이준하·문수묵(서울대)

48
정보보안�및�

고신뢰컴퓨팅

1BitMean� 지역�차분�프라이버시�기법을�

이용한�심전도�데이터의�안전한�수집�및�집계�방법
김용우·임효상(연세대)

49
정보보안�및�

고신뢰컴퓨팅

PBFT의� 합의�시간�단축을�위한�동적�그룹�

관리�기법

조진성·김근모·김광용·김봉재·

최민(충북대)

50 정보통신
Joint� Resource� Allocation� and� Task�
Offloading� in� Space-Aerial-Assisted�
MEC� System

Nway�Nway�Ei� ·�Choong�Seon�Hong

(Kyung� Hee� University)

51 정보통신

Target� Oriented� Communication�
Resource� Allocation� for� Holographic�
MIMO� using� Sequential� Neural�
Network� Model

Apurba� Adhikary� ·� Md.� Shirajum�

Munir� ·�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52 정보통신
강화학습�기반�태양광�패널이�장착된�이동형�

기지국�경로�및�에너지�수확�최적화
김동욱·홍충선(경희대)

53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가상환경에서�블록쌓기�활동의�잡는�경험을�

향상하기�위한�가상�현실�인터페이스� 설계
성민우·김승준(GIST)

54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인간�행동�인식을�위한� 3D� 골격�데이터의�

관절�가중치�기반�증강
정지우·박성실·김동영·채영호(중앙대)

55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메타버스�환경에서의�상호작용을�위한�

센서-재킷�기반�인간�행동�인식
김동영·류재영·정지우·채영호(중앙대)

56 컴퓨터시스템
이종�가속기�사용을�위한� Scala-OpenCL�

자동�변환�컴파일러

우정재(성균관대,� 삼성전자),�

박성수� ·� 한환수(성균관대)

57 컴퓨터시스템
저지연�어플리케이션�실행�가속을�위한�

효율적인�마이크로�서비스�배포�정책

장수민·서지현·차재근·최현화·김대원·

김선욱(ETRI)

58 컴퓨터시스템
다중�GPU�시스템에서의�복잡한�딥러닝�

모델의�고성능�추론을�위한�스케줄링�전략�분석

정선욱·이성주·강범우(한양대),�

오태욱(프린스턴대),� 박영준(한양대)

59 컴퓨터시스템
Processing-in-Memory를� 위한�코드� 생성�

및� 데이터�레이아웃�변형�기법
이하윤·김경모·신동군(성균관대)

60 컴퓨터이론 직사각형�장애물을�피하는�선분�최단경로 서찬양·안태훈·안희갑(포항공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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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로상

���1)�공로상

나연묵(단국대) 고인영(KAIST) 김수형(전남대) 낭종호(서강대)

박영호(숙명여대) 안상현(서울시립대) 이병정(서울시립대) 이종우(숙명여대)

이혁준(광운대) 정유진(한국외대) 조성배(연세대) 조성제(단국대)

윤상균(연세대) 이상돈(목포대) 채진석(인천대) 이상준(숭실대)

임효상(연세대) 김영국(충남대) 임을규(한양대) 김형준(ETRI)

최병호(KETI) 임춘성(SPRi) 이식(KISTI)

���2)� KCC2022�특별공로상

장병탁(서울대) 홍충선(경희대) 차미영(IBS,� KAIST) 김학수(건국대)

박수용(서강대) 배성호(경희대) 신현정(아주대) 안민규(한동대)

3.�논문공헌상

Silver 백종문(KAIST) 조은선(충남대) 황인준(고려대)

4.�우수논문상

분야 논문제목 저자 수상자

CST
2LRU:� � LRU�페이지�교체�기법을�위한�러닝�기반�

페이지�이동�정책�
조민선·강동현(창원대) 강동현(창원대)�

SA
분할�정복�및�요약해석� �기반� JavaScript� 프로그램�

합성
조정민·조한결·이우석(한양대) 이우석(한양대)

DB
데이터�스트림�분류를�위한� � 딥러닝�추론�모델의�

분산�처리
문효종·손시운·문양세(강원대) 문양세(강원대)�

IN
차량�엣지�컴퓨팅�환경에서� �강화학습�기반의�

서비스�마이그레이션
문성원·임유진(숙명여대) 임유진(숙명여대)

CPL
분류�정확도�향상을�위한� �선택적�마스킹�기반�추가�

사전�학습�기법
서수민·김남규(국민대) 김남규(국민대)

5.�학술상

정상화(부산대)

제40회� 미래�정보�기술�산업·� 전망�

2022�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iTIP� 2022)

◆�일자�및� 장소:� 2022년� 9월� 23일(금),� 대전컨벤션센터

◆�주최:�한국정보과학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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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양세�프로그램위원장(강원대)

기조강연� I

6.30(목)�16:00-16:40��/��ICC제주�한라홀A

Dynamic� Density-Based� Clustering���

��문봉기�교수(서울대)

클러스터링이란�유사한�객체들의�군집화를�통하여�데이터의�방대함에�묻혀있는�유의미한�

정보를�찾는�분석�방법이다.�기존의�밀도�기반�클러스터링�알고리즘들은�비정형의�클러스

터�조차도� 탐지할�수� 있는�장점을� 갖고�있으나,� 시간에�따라� 데이터의�집합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신속하게�클러스터를�갱신하기�어려운�단점�또한�갖고�있다.�이는�클러스터들

이�논리적�혹은�물리적인�그래프의�형태로�관리되기�때문이며,�특히�데이터�삭제�시에�클

러스터들을�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긴� 시간이�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해결�없이는�스트리밍�환경에서�발생하는�동적�데이터에�대한�실시간�적용이�

심각하게�제약될�수�밖에�없다.�이�해묵은�난제를�극복하고,�슬라이딩�윈도우가�적용되는�

스트리밍� 환경에서�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 DISC� 와�

DenForest� 알고리즘을�이� 강연을�통하여�소개하고자�한다.

기조강연� II

6.30(목)�16:40-17:20��/��ICC제주�한라홀A

모빌리티�인텔리전스의�현재와�미래

유승일�CTO(카카오모빌리티)

우버,�그랩,�리프트,�그리고�한국의�카카오�T�택시등�다양한�모빌리티�서비스가�전세계적

으로�인기를�끌고�있습니다.�이러한�모빌리티�서비스의�성장과�함께,�그동안�오프라인에

만�존재했던�이동에�관한�다양한�데이터들,�특히�공간정보�관련�데이터들이�온라인으로�

수집되고�있습니다.�이러한�모빌리티�데이터들에�대한�관심과�그�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

동향에�맞추어,�모빌리티�데이터의�특징에�대해서�소개하고,�모빌리티�데이터들을�잘�활

용하기�위한�AI�기술�연구�현황,�그리고�자율주행,�UAM�등�미래의�모빌리티�서비스들은�

어떤�형태로�진화해�나갈�것인지�또한�어떠한�기술�생태계�구성이�필요한지에�대해서�논

의해보고자�합니다.

기조강연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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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I � � � � � � � � � � � � � � � � � �사회�:�문양세�프로그램위원장(강원대)

6.30(목)� 11:00-11:30� � /� � ICC제주�한라홀A

Virtual�Friend�구현을�위한�딥러닝�기술�동향����������������������������������������

�주장훈�선임연구원(크래프톤)

최근�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게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서�Virtual�Human�Character�를�반영한�서비스들이�등장하고�있다.�본�강연은�크래프

톤의�딥러닝�기술이�궁극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 Virtual� Friend� 구현을� 위한�로드맵을�

간략히� 소개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술동향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특히� Virtual� Human의� 기본적인� 감각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3D�

Vision�과�Text-to-Speech�분야에서의�관련�연구�내용들을�소개할�예정이다.

6.30(목)�11:30-12:00��/��ICC제주�한라홀A

네이버�파파고�기계번역�기술�소개����������������������������������������������������

����신중휘�책임리더(네이버)

네이버�파파고는�월�평균� 1300만명이�사용하는�네이버의�대표�기계번역�서비스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파파고의� 기계번역�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파고의� 기계번역�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현재� 수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파고� 기계

번역�기술의�차후�기술�방향성에�대해서도�소개합니다.

초청강연� II ���������������������������������������������������사회�:�홍지만�학술부회장(숭실대)

6.30(목)�13:30-14:00��/��ICC제주�한라홀A��������������

SW�Innovation�Journey�:�from�Device�to�Cloud�&�Mobility�����������������������

장문석�전무/SW센터장(LG전자)

SW/Cloud� 기술� 발전을� 주도한�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현

재�LG전자에서�진행되고�있는�SW�R&D�혁신과�비전을�공유하고자�합니다.

초청강연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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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14:00-14:30� � /� � ICC제주�한라홀A

Drone�Helps�Privacy������������������������������������������������������������

임선호�교수(Texas� Tech� University)

It� is� not� surprising� to� frequently� witness� drones� flying� over� private� properties,�

restricted� areas,� or� cyber-critical� infrastructures.� Drones� equipped� with� diverse�

devices�and/or�sensors�can�easily�track,�monitor,�sense�target�objects�and�areas,�and�

illegally� collect� privacy-� and� security-sensitive� information.� Recent� research�

efforts�have�been�devoted�to�the�protection�and�prevention�of�users�from�unwanted�

privacy� attacks,� and� the� expulsion� of� drones� from�accessing� the� restricted� areas.�

Unlike�prior�literature,�we�try�to�shift�a�privacy�paradigm�of�drones�from�protecting�

users�and�restricted�areas�from�a�malicious�drone�to�protecting�and�hiding�sensitive�

information� of� the� drone� from� an� adversary.� In� this� talk,� sky� caching� assisted�

k-anonymity� and�privacy-preserving� target� tracking�strategies�will�be�discussed� to�

support�the�location�privacy�of�users�and�drones

6.30(목)� 14:30-15:00� � /� � ICC제주�한라홀A

DNA�Memory�:�Research�Landscape�and�Future�������������������������������

�최영재�교수(광주과학기술원)

핵산(DNA,�RNA)은�우리가�원하는�대로�프로그램된�후�생명�시스템에�조립되어�자연계에서�

볼�수�없는�특별한�기능을�만들어�낼�수�있습니다.�이러한�가능성을�기반으로�DNA�분자�기반�

정보�저장�기법(DNA�Memory)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습니다.�DNA�메모리는�혁신적인�

단위�부피당�정보저장�밀도,�그리고�매우�긴�정보유지�기간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하지만�

DNA�메모리는�기존�정보저장매체가�당연하게�가지고�있는�인덱싱�등의�기능을�제공하지�못하

고�있으며�높은�가격으로�실제�사용이�어려운�상태입니다.�본�강연에서는�이와�같은�DNA�메모

리가�가진�한계를�극복하기�위해�제가�진행한�알고리즘,�바이오�칩,�합성�생물학�등의�접근을�공

유하고�DNA�메모리의�미래에�대해�논의하려�합니다

6.30(목)� 15:00-15:30� � /� � ICC제주�한라홀A

BMI기반�Brain�to�X�연구�:�뇌파�디코딩(decoding)�및�인코딩�(encoding)����������

�양성구�교수(인천대)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MI)는� 뇌와� 외부� 장치간의� 직접적

인�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BMI를� 통해� 양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인간의� 인

지능력이나� 감각-운동기능을� 탐구하고,� 뇌의� 각� 부위에� 대한� 기능을� 지도로� 만들며,�

뇌의� 기능을� 보조,� 증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강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대해�다룬다.�

-�뇌�대뇌피질에서�음성정보� (및�다른�감각정보)�디코딩으로�및�자극을�통해�음성�정보(및�

다른�감각정보)를�인코딩으로�음성의사소통이�가능한�완전�이식형�초소형�폐회로�시스템�

개발� �그래핀�전극을�사용하는�뇌신호�획득�및�자극�회로와�통합�된�무선전력으로�구동

되는�양방향�통신�시스템�개발�-�그래핀�전극을�사용하여�소형�및�대형동물에서�디코딩�및�

인코딩�기술�개발�소리에�반응하는�청각�대뇌�뇌파�디코딩을�통한�이명�진단� -�청각�대뇌

에�특정�주파수�자극(인코딩)을�통한�이명�치료와�뇌파�디코딩을�통한�뇌질환�진단�및�인

코딩을�통한�뇌질환�치료�전략�수립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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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13:30-15:30� � /� � ICC제주� 302호� � � � � � � � � � � � � � � � � � � � �사회�:�서동민�프로그램부위원장(KISTI)

23년도� ICT� R&D� 중점�방향�및�신규�과제기획�추진체계 장은정�기획총괄팀장(IITP)

2023년� ICT� R&D�중점�방향과�함께�그간�다양하게�추진한� ICT� R&D�기획�프로세스�개

선�내용에�대하여�설명하며,�신규�과제기획의�추진체계�및�추진�절차,� 23년도�신규과제�

기획에� 대한�수요조사�및� 과제기획위원회�공모�등을�소개하고자�한다.

인공지능�연구개발�추진현황�및�계획 이현규�PM(IITP)

인공지능�기술의�전략적�중요성을�설명하고�이를�실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오해

와�우리의�현주소를�파악하여�연구개발�방향�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또한,�국내

외�차세대�인공지능�연구개발�동향과�향후�계획을�살펴보면서�인공지능�분야에서의�글로

벌�패권경쟁에� 대한�대응�전략을�살펴본다.

디지털사회혁신�및�디지털�트윈�분야� R&D�추진�현황�및�계획 백은경�PM(IITP)

우리�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진행되고�있는�디지털�혁신의� R&D�현황을�소개한다.� ICT

가�해결하는�사회문제와� ICT가�야기하는�사회문제를�살펴보고,�디지털�격차�해소와�R&D�

이슈를�고찰한다.�아울러,�최근�디지털사회혁신�분야의�주요�기반�기술로�활용되고�있는�

디지털� 트윈의� R&D� 현황과�발전방향을�소개한다.

ICT� 융합기술�분야� R&D�추진�현황� 및�계획 박문주�PM(IITP)

ICT융합기술�분야에서�2022년�진행되고�있는�스마트제조�및�스마트�디바이스의�R&D�현

황을�공유하고,� 향후�융합기술�연구개발�방향에�대하여�설명한다.

IT 정책 세션

IT� 정책�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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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세션� I

6.30(목)� 09:00-12:00� � /� � ICC제주�삼다홀A� � � � � � � � � � � � � � �사회� :�임현승�프로그램부위원장(강원대)

1 What� if� your� computer� is� lying?
고요한�교수

(연세대)

2
Learning� in� the�Wild:�When,� How,� and�What� to� Learn� for�On-Device�Dataset�
Adaptation

이슬기�교수
(UNIST)

3 Accelerated� Computing� for� Deep� Learning
문의현�교수
(항공대)

4 안드로이드�플랫폼의�상호�연동되는�모듈의�보안�문제
황성재�교수
(성균관대)

5 Data-Driven� Symbolic� Execution� (데이터�기반�기호�실행)
차수영�교수
(성균관대)

휴식

6 Human-Centered� Robotics:�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humans� and� robots?
박대형�교수
(KAIST)

7 정밀한� 3차원�얼굴�모양�및� 색상�모델링을�위한�경쟁적�적대� 학습�기술
강지우�교수
(숙명여대)

8 Learning� to� Discover� 3D� Structure
성민혁�교수
(KAIST)

9 추천�시스템과�멀티모달�데이터의�이해
조현석�교수
(아주대)

10 멀티모달� 기반의� 표정인식
윤여찬�교수
(제주대)

6.30(목)� 09:00-09:15

What� if� your� computer� is� lying? 고요한�교수(연세대)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완벽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고� 믿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 그� 프로그램

을� 작성한� 프로그래머를� 힐난했다.�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가� 늘� 완벽하다고� 믿었으니

깐.� 그러나� 과연� 나의,� 당신의,� 그리고� 우리의� 컴퓨터를� 정말� 완벽하다고� 믿어도� 될

까?� 정말� 모든� 오동작은� 소프트웨어의� 잘못일까?� 소프트� 에러란� 우주선,� 중성자,� 알

파� 입자� 등으로� 인해� 반도체에� 오류가� 일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프트�

에러는� 반도체의� 소형화에� 따라서� 그� 발생�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 일시적인� 오류라�

무시하기� 쉽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에러의� 발생� 여부조차� 추적하기가� 어렵다� 보

니� 그� 보호� 방법� 역시� 상당히� 까다롭다.� 이에� 따라� 본� 강연에서는� 어떻게� 소프트� 에

러로부터� 하드웨어를� 보호할지,� 그리고� 보호� 후에� 얼마나� 신뢰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값으로� 보여줄� 수� 있는�방법에�대해서�설명할�예정이다.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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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09:15-09:30

Learning� in� the�Wild:�When,�How,�and�What� to� Learn� for�On-Device�
Dataset� Adaptation 이슬기�교수(UNIST)

Although� deep� learning�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al� appli-� cations,�
many� embedded,� mobile,� and� IoT� systems� performing� deep� learning� tasks� in�
the� wild� suffer� from� the� problem� of� dataset� shift,� where� their� train� and� real�
data� distributions� are� different,� which� has� an� adversarial� effect� on� the� quality�
of� deep� model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holistic� online� dataset�
adaptation� strategy� for� on-device� deep�models� running� in� the�wild� by� tackling�
three� challenges� of� dataset� adaption:� 1)�when� to� start� learning� for� adaptation,�
2)� how� to� learn� for� adaptation,� and� 3)� what� (examples)� to� learn� for� adapta-�
tion.� To� enable� computing� resource-� and� learning� example-efficient� online�
model� update,� we� perform� a� model� adaptation� based� on� per-� output� feature�
distributions,� allowing� efficient� representation� and� high-level� learning� of� new�
datasets.� All� the� decisions� on� adaptation,� i.e.,� when,� how,� and� what� to� learn,�
as� well� as� adaptation� itself,� are� performed� with� the� outputs� of� feed-forward�
execution� without� an� explicit� back-propagation� of� the� model,� enabling�
lightweight� adap-� tation� on� resource-constrained� devices.� We� implement� a�
deep� IoT� device� with� a� microcontroller� and� evaluate� it� with� three� datasets�
under� various� dataset� shift� scenarios.� Our� evaluation� shows� that� the� deep�
models� effectively� adapt� to� new� data� on� the� device,� which� achieves� up� to�
28%� higher� and� 2.5x� efficient� learning� performance.

6.30(목)� 09:30-09:45

Accelerated� Computing� for� Deep� Learning 문의현�교수(항공대)

최근�인공�지능�응용�분야인�자연어�처리�분야에서�컴퓨터�비전�분야에�이르기까지�다양

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딥�러닝�모델이�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으며�실세계�현장에서�

다뤄지는�데이터의�양이�방대해짐에�따라�딥�러닝�모델의�질적�성능을�높이기�위해�모델

의�크기가�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다.�이에�따라�큰�스케일의�딥�러닝�모델�학습�시간을�

단축시키기�위해�인공�지능�분야의�첨단�이론과�고성능�컴퓨팅�분야의�최신�기술의�통합

을�목표로�하는�연구가�최근�활발히�진행되고�있다.�본�발표에서는�딥�러닝�모델을�효율

적으로�학습/추론하기�위한�최신�아키텍처들을�소개한�후,�공유�메모리�멀티�프로세서�플

랫폼�기반으로�딥�러닝�모델의�연산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선형�대수�커널들을�최적화

할�수�있는�병렬화�기법들과�분산�메모리�시스템�플랫폼�기반으로�딥�뉴럴�네트워크�모델�

학습�속도를�가속화하기�위해서�요구되는�핵심�분산처리�기술들의�현주소에�대해서�논의

한다.

6.30(목)� 09:45-10:00

안드로이드�플랫폼의�상호� 연동되는�모듈의�보안�문제 황성재�교수(성균관대)

안드로이드�플랫폼은�서로�다른�모듈간의�연동을�통해�사용자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다양한�모듈과의�연동은�애플리케이션�기능�확장이라는�강력한�기능을�제공함과�동시

에,�신뢰할�수�없는�외부�모듈로�인한�보안�취약점을�드러내기도�한다.�본�강연에서는�안드로이

드�플랫폼�상의�모듈간�연동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취약점을�소개한다.�안드로이드�앱�사이

의�연동,�앱과�시스템�유틸리티�사이의�연동,�앱을�개발하는�서로�다른�프로그래밍�언어�사이의�

연동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문제를�소개하고,�이러한�보안�문제를�해결하는�정적분석�및�자

동화�테스팅�프레임워크�연구에�대해�소개한다.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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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10:00-10:15

Data-Driven� Symbolic� Execution� (데이터�기반� 기호�실행) 차수영�교수(성균관대)

Symbolic� execution� is� a� popular� software� testing�method� to� achieve� high� code�

coverage� and� find� bugs.� The� basic� idea� of� symbolic� execution� is� to� replace�

program� inputs� by� symbolic� variables� and� explore� the� execution� paths� of� a�

program� symbolically.� Over� the� past� decades,� many� different� techniques� (e.g.,�

search� heuristic)� for� symbolic� execution� have� been� manually� designed� by�

domain�experts� for� enhancing� its�performance.�However,�our� key�observation� is�

that�manually� designing� such� techniques� is� nontrivial� and� typically� ends� up�with�

suboptimal� and� unstable� outcomes.� In� this� talk,�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

will� introduce� data-driven� symbolic� execution,� a� new� approach� that�

automatically� generates� diverse� solutions� of� symbolic� execution�without� reliance�

on� domain� experts.� The� key� idea� is� to� learn� how� to� design� good� techniques�

based� on� data� accumulated� during� symbolic� execu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symbolic� execution� to� data-driven�

symbolic� execution� remarkably� enhances� the� effectiveness� in� terms� of� both�

code� coverage� and� bug-finding.

6.30(목)� 10:30-10:45

� Human-Centered� Robotics� :�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 humans� and� robots?
박대형�교수(KAIST)

인간중심� 로보틱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조/협

력/동료� 로봇을�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로봇� 사이의� 다양한� 간극은� 로

봇이� 효과적으로�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어렵게�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로봇의� 인식체계를� 분석하고� 지식의� 습득을� 통한� 월드� 모델의� 생성을� 통해� 간극의�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논합니다.� 특히,� 지식� 기반의� 자연어� 명령� 이해,� 기술�

학습,� 모니터링� 등의� 요소�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한� 로봇� 동료

를�개발�가능함을�보일�것입니다.

6.30(목)� 10:45-11:00

정밀한� 3차원�얼굴�모양�및�색상�모델링을�위한�경쟁적�적대�학습�기술 강지우�교수(숙명여대)

3차원� 얼굴� (3D� Facial� Mesh)의� 모양� (Shape)과� 색상� (Texture)를� 인공지능� 모델

을� 통하여� 예측하는데� 있어,� 3차원� 모양� 예측� 인공지능� 모델과� 3차원� 색상� 예측� 인

공지능� 모델의�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이용,� 적대적� 에너지를� 정의하여� 정밀한� 3차원�

모델링이�가능하게�한� 생성적�적대�신경망�네트워크� (GAN)� 기술을�소개한다.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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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11:00-11:15

Learning� to� Discover� 3D� Structure 성민혁�교수(KAIST)

3D� data� matching� the� actual� form� of� a� physical� object� enables� a� direct�

representation�of� the�compositional� structure�of� the�object,�which� is�essential� in�

many�applications� in�graphics,� vision,�and� robotics� such�as�3D�modeling/editing,�

object�detection,�and�robot� interactions.�However,�discovering�the�compositional�

structure� from� raw� 3D� data� is� challenging� since� it� typically� requires� huge�

supervision� in� learning,� and� even� the� supervision� needs� to� be� carefully� applied�

when� it� is� given.�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several� learning-based� methods�

discovering� the� compositional� structure� of� 3D� shapes� without� any� direct�

supervision.

6.30(목)� 11:15-11:30

추천�시스템과�멀티모달�데이터의�이해 조현석�교수(아주대)

추천�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cold-star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유형(cold-user� &�

cold-item)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멀티모달� 데이터의�

이해에서는� 기존의�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선행된� 요약� 문제(summarization� task)에

서�표,� 이미지와�같은�다양한� 모달리티�특성을�함께�활용할�수� 있는�모델을�제안한다

6.30(목)� 11:30-11:45

멀티모달�기반의�표정인식 윤여찬�교수(제주대)

멀티모달�기반의�표정인식의�연구진행� 내용�및� 빅데이터분석�연구진행�내용�발표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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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세션� II

6.30(목)� 13:30-16:00� � /� � ICC제주�삼다홀A� � � � � � � � � � � � � �사회� :�이종욱�프로그램부위원장(성균관대)

11 Thermal� and� Battery-Aware� Systems
이영문�교수

(한양대)

12 Diversity� matters� when� learning� from� ensembles
이주호�교수
(KAIST)

13 Toward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박경문�교수
(경희대)

14 딥러닝�기반�주가예측�모델의�성능�향상기법
송유정�교수
(세명대)

휴식

15 Research� at� Language� &� Knowledge� Lab
서민준�교수
(KAIST)

16 Towards� Augmented� Intelligence:� Explainable� AI� for� Healthcare
김성태�교수
(경희대)

17 AI로� 어떻게�우리의�일상을�더� 건강하게�만들�수� 있을까요?
박성규�교수
(강원대)

18 대규모�전자의무기록을�이용하는�인공지능�예측�모델
최윤재�교수
(KAIST)

6.30(목)� 13:30-13:45

Thermal� and� Battery-Aware� Systems 이영문�교수(한양대)

스마트� 폰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은� 심각한� 배터리� 및� 전력� 관리�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기존의� 배터리� 및� 전력관리� 솔루

션은� 시스템� 동작�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사용자의� 안전까지도� 해칠� 수� 있다�

매우� 추운� 환경에서� 기기들은�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불능

이� 되거나� 심지어�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한다.� 이런� 배터리� 및� 전력관리� 문제는� 칩� 전

력� 밀도와�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상용� 임

베디드�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배터리� 및� 전력관리� 해

결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배터리� 열관리는� 다양한� 동작� 환경과� 변화하는�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열� 역학을� 이해하

여� 시스템의� 온도� 제한과� 성능� 요구� 조건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강연은� 적응할� 수� 있고� 효과적인� 열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

는�다양한�발열�및� 저온�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연구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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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13:45-14:00

Diversity� matters� when� learning� from� ensembles 이주호�교수(KAIST)

Deep� ensembles� excel� in� large-scale� image� classification� tasks� both� in� terms� of�

prediction� accuracy� and� calibration.� Despite� being� simple� to� train,� the�

computation� and� memory� cost� of� deep� ensembles� limits� their� practicability.�

While� some� recent� works� propose� to� distill� an� ensemble� model� into� a� single�

model� to� reduce� such� costs,� there� is� still� a� performance� gap� between� the�

ensemble� and�distilled�models.�We�propose�a� simple�approach� for� reducing� this�

gap,� i.e.,� making� the� distilled� performance� close� to� the� full� ensemble.� Our� key�

assumption� is� that� a� distilled� model� should� absorb� as� much� function� diversity�

inside� the� ensemble� as� possible.� We� first� empirically� show� that� the� typical�

distillation� procedure� does� not� effectively� transfer� such� diversity,� especially� for�

complex� models� that� achieve� near-zero� training� error.� To� fix� this,� we� propose�

a� perturbation� strategy� for� distillation� that� reveals� diversity� by� seeking� inputs�

for�which�ensemble�member�outputs�disagree.�We�empirically� show�that�a�model�

distilled� with� such� perturbed� samples� indeed� exhibits� enhanced� diversity,�

leading� to� improved� performance.

6.30(목)� 14:00-14:15

Toward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박경문�교수(경희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is� the� ability� of� an� Autonomous� Intelligent�

Agent� (AIA)� to�understand�or� learn�any� intellectual� task� that�a�human�being�can�

with� autonomy.� It� is� a� primary� go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Key�

functions� of� AGI� include� intelligence� and� adaptability,� but� contemporary� deep�

learning� cannot� adapt� new� environments� quickly�with� limited� data,� and� cannot�

learn� new� tasks� sequentially� because� of� catastrophic� forgetting.� In� this� talk,� I�

will� present� various� intelligent� AI� systems� and� algorithms� to� realize�

general-purpose�AI� technology,� including�continual� learning�without�catastrophic�

forgetting,� advanced� generative� models� and� inversion� technique,� and�

time-series� anomaly� detection.� Finally,� I� will� introduce� the� ongoing�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as� the� director� of� th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Laboratory� at� Kyung� Hee� University.

6.30(목)� 14:15-14:30

딥러닝�기반�주가예측�모델의�성능� 향상기법 송유정�교수(세명대)

주식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주식�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남녀노소를�불문하고�효과적인�자본운용이�가능한�재테크�방법이다.�하지만,�우리

나라의� 주식투자�문화는� 투자에� 대한�올바른� 의식의�부재와� 단기적� 목돈�마련을� 위주로�

진행되고�있다.�이에�반해�미국�등의�금융선진국에서는�주식을�투기성의�위험자산이�아니

라,�장기적으로�투자하는�안전한�자산으로�보고�투자를�한다.�메리츠자산운용의�존리�대표

이사는�이러한�현상을� ‘에쿼티�컬쳐’(Equity� Culture)라고�표현하며�한국의�기관,�개인�투

자자들은�주식이�위험하고�투기성�있는�투자�방법이라고�여기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이

에,� 주가예측�모델을�통한�추천�종목의�제시와�자동매매�프로그램이�있다면,� 주식투자로�

인해�생기는�일상생활의�지장을�최소화할�수�있고�투기성�또한�방지할�수�있다.�본�강연에

서는�최근�다양한�접근방법으로�개발되고�있는�딥러닝�기반�주가예측�연구와�주가예측�모

델의�성능향상�기법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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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14:45-15:00

Research� at� Language� &� Knowledge� Lab 서민준�교수(KAIST)

I�will� briefly� introduce�ongoing� research� projects� at� Language�&�Knowledge� Lab,�

which� include� text� and� video� retrieval,� chatbot� personality,� continual� knowledge�

learning,� few-shot� learning� and� semantic� parsing.

6.30(목)� 15:00-15:15

Towards� Augmented� Intelligence:� Explainable� AI� for� Healthcare 김성태�교수(경희대)

Recently� deep� learning� has� achieved� great� success� in�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computer� vis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erms� of�

performance.� However,� deep� neural� networks� have� still� major� challenges� in�

terms� of� interpretabilit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se� deep� learning� in�

mission-critical� applications.� In� this� talk,� Prof.� Seong� Tae� Kim� will� introduce�

recent� advances� to� improve� the� interpretability� of� deep� neural� networks,�which�

will� be� the� key� technology� for� augmented� intelligence.

6.30(목)� 15:15-15:30

AI로� 어떻게�우리의�일상을�더�건강하게�만들�수�있을까요? 박성규�교수(강원대)

이� 발표에서는� 개인/그룹� 수준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해석� 가능한� 수면� 예측� 연구와�

더� 큰� 집단� 수준에서의� 건강� 관련� 토픽� 모델링�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각�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들을� 개선하기� 위해� Self-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Contrastive�

learning� 방법론을� 사용하고�있는�현재�시도�등에�대해�논의할�것입니다.

6.30(목)� 15:30-15:45

대규모�전자의무기록을�이용하는�인공지능�예측�모델 최윤재�교수(KAIST)

최근�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일� 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우리는�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대해�알아볼�것입니다.

신진연구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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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nference� 세션� I

� 6.30(목)�09:00-12:00� � /� ICC제주�3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장� :�송길태�교수(부산대)

No. 분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데이터베이스

SIGMOD2022
Learned� Cardinality� Estimation:�
An� In-depth� Study

김경민
(포항공대)

한욱신
(포항공대)

2 SIGMOD�2022
FuseME:�Distributed�Matrix�Computation�
Engine� based� on� Cuboid-based� Fused�
Operator� and� Plan� Generation

한동형
(KAIST)

김민수
(KAIST)

3 AAAI� 2022
COVID-EENet:� Predicting� Fine-Grained�
Impact�of�COVID-19�on�Local�Economies

김도영
(KAIST)

이재길
(KAIST)

4 ICDE� 2022
DPar2:� Fast� and� Scalable� PARAFAC2�
Decomposition�for� Irregular�Dense�Tensors

장준기
(서울대)

강유
(서울대)

휴식

5 인공지능 AAAI� 2022
Sparse� Structure� Learning� via� Graph�
Neural� Networks� for� inductive�
Document� Classification

박은화
(서울대)

김선
(서울대)

6

프로그래밍언어

ICSE� 2022
Learning� Probabilisitic� Models� for� Static�
Analysis� Alarms

김현수
(KAIST)

허기홍
(KAIST)

7 ASE� 2021
Efficient� SMT-Based�Model� Checking� for�
Signal� Temporal� Logic.

이지아
(포항공대)

배경민
(포항공대)

8 ICSE� 2022
SymTuner:� Maximizing� the� Power� of�
Symbolic�Execution�by�Adaptively�Tuning�
External� Parameters

차수영
(성균관대)

-

▢ Abstract

[데이터베이스]

▪논문제목�:�Learned�Cardinality�Estimation:�An�In-depth�Study
▪저자�:�김경민,�정지성,�서인,�한욱신,�최강우,�정재혁
▪학술대회�:�SIGMOD�2022
▪발표자�:�김경민(포항공대)
▪지도교수�:�한욱신(포항공대)
Learned�cardinality�estimation�(CE)�has�recently�gained�significant�attention�for�replacing�long-studied�

traditional�CE�with�machine� learning,�especially� for�deep� learning.�However,� these�estimators�were�

developed�independently�and�have�not�been�fairly�or�comprehensively�compared�in�common�settings.�

Most� studies�use�a� subset�of� IMDB�data�which� is� too�simple� to�measure� their� limits�and�determine�

whether�they�are�ready�for�real,�complex�data.�Furthermore,�they�are�regarded�as�black�boxes,�without�

a�deep�understanding�of�why� large�errors�occur.� In� this�paper,�we� first� provide�a� taxonomy�and�a�

unified� workflow� of� learned� estimator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estimators.� We� next�

comprehensively�compare�recent�learned�CE�methods�that�support�joins,�from�a�subset�of�tables�to�full�

IMDB�and�TPC-DS�datasets.�Under�the�experimental�results,�we�then�demystify�the�black-box�models�

and� analyze� critical� components� that� cause� large� errors.� We� also� measure� their� impact� on� query�

optimization.�Finally,�based�on�the�findings,�we�suggest�realizable�research�opportunities.�We�believe�

Top Conference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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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a�deeper�understanding�of�the�behavior�of�existing�methods�can�provide�a�more�comprehensive�

and�substantial�framework�for�developing�better�estimators.

▪논문제목�:�FuseME:�Distributed�Matrix�Computation�Engine�based�on�Cuboid-based�Fused�Operator�
��������������������and�Plan�Generation

▪저자�:�한동형(KAIST),�이종욱(성균관대),�김민수(KAIST)
▪학술대회�:�SIGMOD�2022
▪발표자�:�한동형(KAIST)
▪지도교수�:�김민수(KAIST)
Operator� fusion� is� essentially� and�widely� used� in� a� large� number� of�matrix� computation� systems� in�

science� and� industry.� The� existing� distributed� operator� fusion� methods� focus� on� only� either� low�

communication�cost�with�the�risk�of�out�of�memory�or�large-scale�processing�with�high�communication�

cost.�We�propose�a�distributed�elastic�fused�operator�called�Cuboid-based�Fused�Operator�(CFO)�that�

achieves�both�low�communication�cost�and�large-scale�processing.�We�also�propose�a�novel�fusion�plan�

generator� called� Cuboidbased� Fusion� plan� Generator� (CFG)� that� finds� a� fusion� plan� to� fuse� more�

operators� including� large-scale� matrix� multiplication.� We� implement� a� fast� distributed� matrix�
computation�engine�called�FuseME�by�integrating�both�CFO�and�CFG�seamlessly.�FuseME�outperforms�

the�state-of-the-art�systems�including�SystemDS�by�orders�of�magnitude.�

▪논문제목�:�COVID-EENet:�Predicting�Fine-Grained�Impact�of�COVID-19�on�Local�Economies
▪저자�:�Doyoung�Kim,�Hyangsuk�Min,�Youngeun�Nam,�Hwanjun�Song,�Susik�Yoon,�Minseok�Kim,�
�������������Jae-Gil�Lee

▪학술대회�:�AAAI�2022
▪발표자�:�김도영(KAIST)
▪지도교수�:�이재길(KAIST)
Abstract:� Assess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economies� is� fundamental� to� tailor� the�

responses�of�the�governments�to�recover�from�the�crisis.�In�this�paper,�we�present�a�novel�approach�to�

assessing�the�economic�impact�with�a�large-scale�credit�card�transaction�dataset�at�a�fine�granularity.�
For� this� purpose,� we� develop� a� fine-grained� economic� epidemiological� modeling� framework�

COVID-EENet,�which�is�featured�with�a�two-level�deep�neural�network.�In�support�of�the�fine-grained�

EEM,�COVID-EENet�learns�the�impact�of�nearby�mass�infection�cases�on�the�changes�of�local�economies�

in�each�district.� Through� the�experiments�using� the�nationwide�dataset,�given�a� set�of� active�mass�

infection�cases,�COVID-EENet�is�shown�to�precisely�predict�the�sales�changes�in�two�or�four�weeks�for�

each�district�and�business�category.�Therefore,�policymakers�can�be�informed�of�the�predictive�impact�

to� put� in� the�most� effective�mitigation�measures.�Overall,�we� believe� that� our�work� opens� a� new�

perspective�of�using�financial�data�to�recover�from�the�economic�crisis.�For�public�use�in�this�urgent�

problem,�we�release�the�source�code�at�https://github.com/kaist-dmlab/COVID-EENet.

▪논문제목�:�DPar2:�Fast�and�Scalable�PARAFAC2�Decomposition�for�Irregular�Dense�Tensors
▪저자�:�장준기,�강유
▪ 학술대회�:�ICDE�2022
▪발표자�:�장준기(서울대)
▪지도교수�:�강유(서울대)
"Given�an�irregular�dense�tensor,�how�can�we�efficiently�analyze�it?�An�irregular�tensor�is�a�collection�of�

matrices�whose�columns�have�the�same�size�and�rows�have�different�sizes�from�each�other.�PARAFAC2�

decomposition�is�a�fundamental�tool�to�deal�with�an�irregular�tensor�in�applications�including�phenotype�
discovery�and�trend�analysis.�Although�several�PARAFAC2�decomposition�methods�exist,�their�efficiency�

is�limited�for�irregular�dense�tensors�due�to�the�expensive�computations�involved�with�the�tensor.�In�this�

paper,�we�propose�DPar2,� a� fast� and� scalable�PARAFAC2�decomposition�method� for� irregular�dense�

tensors.�DPar2�achieves�high�efficiency�by�effectively�compressing�each�slice�matrix�of�a�given�irregular�

tensor,�careful�reordering�of�computations�with�the�compression�results,�and�exploiting�the�irregularity�of�

the�tensor.�Extensive�experiments�show�that�Dpar2�is�up�to�6.0x�faster�than�competitors�on�real-world�

irregular�tensors�while�achieving�comparable�accuracy.�In�addition,�DPar2�is�scalable�with�respect�to�the�

tensor�size�and�target�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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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프로그래밍언어]

▪논문제목�:�Sparse Structure Learning via Graph Neural Networks for Inductive Document     
           Classification
▪저자�:�Yinhua�Piao,�Sangseon�Lee,�Dohoon�Lee,�Sun�Kim
▪학술대회�:�AAAI�2022
▪발표자�:�박은화(서울대)
▪지도교수�:�김선(서울대)
Recently,�graph�neural�networks�(GNNs)�have�been�widely�used�for�document�classification.�However,�

most� existing� methods� are� based� on� static� word� co-occurrence� graphs� without� sentence-level�

information,�which�poses�three�challenges:(1)�word�ambiguity,�(2)�word�synonymity,�and�(3)�dynamic�

contextual�dependency.�To�address�these�challenges,�we�propose�a�novel�GNN-based�sparse�structure�

learning�model� for� inductive�document�classification.�Specifically,�a�document-level�graph� is� initially�

generated�by�a�disjoint�union�of�sentence-level�word�co-occurrence�graphs.�Our�model�collects�a�set�of�

trainable� edges� connecting� disjoint� words� between� sentences,� and� employs� structure� learning� to�

sparsely�select�edges�with�dynamic�contextual�dependencies.�Graphs�with�sparse�structure�can�jointly�

exploit�local�and�global�contextual�information�in�documents�through�GNNs.For�inductive�learning,�the�

refined�document�graph�is�further�fed�into�a�general�readout�function�for�graph-level�classification�and�

optimization� in� an� end-to-end� manner.� Extensive� experiments� on� several� real-world� datase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s� most� state-of-the-art� results,� and� reveal� the�

necessity�to�learn�sparse�structures�for�each�document.

▪논문제목�:�Learning� Probabilisitic� Models� for� Static� Analysis� Alarms
▪저자�:�김현수�(Hyunsu�Kim),�Mukund�Raghothaman,�허기홍�(Kihong�Heo)
▪학술대회�:�ICSE�2022
▪발표자�:�김현수(KAIST)
▪지도교수�:�허기홍(KAIST)
Signal�temporal�logic�(STL)�is�widely�used�to�specify�and�analyze�properties�of�cyber-physical�systems�

with�continuous�behaviors.�However,�STL�model�checking�is�still�quite�limited,�as�existing�STL�model�

checking�methods� are� either� incomplete� or� very� inefficient.� This� paper� presents� a� new�SMT-based�

model�checking�algorithm�for�verifying�STL�properties�of�cyber-physical�systems.�We�propose�a�novel�

translation� technique� to� reduce� the� STL�bounded�model� checking�problem� to� the� satisfiability� of� a�

first-order� logic� formula� over� reals,� which� can� be� solved� using� state-of-the-art� SMT� solvers.� Our�

algorithm�is�based�on�a�new�theoretical�result,�presented�in�this�paper,�to�build�a�small�but�complete�

discretization�of�continuous�signals,�which�preserves�the�bounded�satisfiability�of�STL.�Our�translation�

method�allows�an�efficient�STL�model�checking�algorithm�that�is�refutationally�complete�for�bounded�

signals,�and�that�is�much�more�scalable�than�the�previous�refutationally�complete�algorithm.

▪논문제목�:�Efficient� SMT-Based� Model� Checking� for� Signal� Temporal� Logic.
▪저자�:�이지아,�류근열,�배경민
▪학술대회�:�ASE�2022
▪발표자�:�김경민(포항공대)
▪지도교수�:�배경민(포항공대)
Signal�temporal�logic�(STL)�is�widely�used�to�specify�and�analyze�properties�of�cyber-physical�systems�

with�continuous�behaviors.�However,�STL�model�checking�is�still�quite�limited,�as�existing�STL�model�

checking�methods� are� either� incomplete� or� very� inefficient.� This� paper� presents� a� new�SMT-based�

model�checking�algorithm�for�verifying�STL�properties�of�cyber-physical�systems.�We�propose�a�novel�

translation� technique� to� reduce� the� STL�bounded�model� checking�problem� to� the� satisfiability� of� a�

first-order� logic� formula� over� reals,� which� can� be� solved� using� state-of-the-art� SMT� solvers.� Our�

algorithm�is�based�on�a�new�theoretical�result,�presented�in�this�paper,�to�build�a�small�but�complete�

discretization�of�continuous�signals,�which�preserves�the�bounded�satisfiability�of�STL.�Our�translation�

method�allows�an�efficient�STL�model�checking�algorithm�that�is�refutationally�complete�for�bounded�

signals,�and�that�is�much�more�scalable�than�the�previous�refutationally�complete�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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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nference� 세션� II

� 7.1(금)� 09:00-12:00� � /� � ICC제주� 3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장� :� 서영균�교수(경북대)

No. 분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컴퓨터이론

ICDE� 2022
Efficient� Graph� Isomorphism� Query�
Processing� using� Degree� Sequences� and�
Color-Label� Distributions

남예현
(서울대)

박근수
(서울대)

2 SoCG� 2022
Farthest-point� Voronoi� diagrams� in� the�

presence� of� rectangular� obstacles
안태훈
(포항공대)

안희갑
(포항공대)

3

컴퓨터시스템

HPCA� 2022

DPrime+DAbort:�A�High-Precision�and�Timer-Free�

Directory-Based� Side-Channel� Attack� in�

Non-Inclusive� Cache� Hierarchies� using� Intel� TSX

김소웅
(UNIST)

백웅기
(UNIST)

4 RTAS� 2022
Guaranteeing� Safety� Despite� Physical� Errors�
in� Cyber-Physical� Systems

한종우
(서울대)

이창건
(서울대)

휴식

5

컴퓨터시스템

SIGMETRICS
2022

A� Comprehensive� Empirical� Study� of� Query�
Performance� Across� GPU� DBMSes

안준영
(경북대)

서영균
(경북대)

6 ISCA� 2022
GCoM:� A� Detailed� GPU� Core� Model� for�
Accurate� Analytical� Modeling� of� Modern�
GPUs

이정후
(연세대)

김영석
(연세대)

7 ISCA� 2022
XQsim:� Modeling� Cross-Technology� Control�
Processors� for� 10+K� Qubit� Quantum�
Computers

김준표
(서울대)

김장우
(서울대)

8 Infocom� 2021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for� SDN�
Virtual� Networks

유연호
(고려대)

유혁
(고려대)

▢ Abstract

▪논문제목�:�SymTuner:�Maximizing� the� Power� of� Symbolic� Execution� by�Adaptively� Tuning� External�
� � � � � � � � � � � Parameters

▪저자�:�차수영,�이명호,�이석현,�오학주
▪학술대회�:�ICSE�2022
▪발표자�:�차수영(성균관대)
"We� present� SymTuner,� a� novel� technique� to� automatically� tune� external� parameters� of� symbolic�

execution.� Practical� symbolic� execution� tools� have� important� external� parameters� (e.g.,� symbolic�

arguments,� seed� input)� that� critically� affect� their� performance.� Due� to� the� huge� parameter� space,�

however,� manually� customizing� those� parameters� is� notoriously� difficult� even� for� experts.� As� a�

consequence,� symbolic� execution� tools� have� typically� been� used� in� a� suboptimal�manner� that,� for�

example,� simply� relies�on� the�default�parameter� settings�of� the� tools�and� loses� the�opportunity� for�

better�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aim� to� change� this� situation� by� automatically� configuring�

symbolic� execution�parameters.�With�SymTuner� that� takes�parameter� spaces� to�be� tuned,� symbolic�

executors�are�run�without�manual�parameter�configurations;�instead,�appropriate�parameter�values�are�

learned�and�adjusted�during�symbolic�execution.�To�achieve�this,�we�present�a�learning�algorithm�that�

observes�the�behavior�of�symbolic�execution�and�accordingly�updates�the�sampling�probability�of�each�

parameter�space.�We�evaluated�SymTuner�with�KLEE�on�12�open-source�C�programs.�The�results�show�

that�SymTuner�increases�branch�coverage�of�KLEE�by�56%�on�average�and�finds�8�more�bugs�than�KLEE�

with�its�default�parameters�over�the�latest�releases�of�the�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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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이론]

[컴퓨터시스템]

▪논문제목� :� Efficient� Graph� Isomorphism� Query� Processing� using� Degree� Sequences� and� � � � � � � � �
� � � � � � Color-Label� Distributions

▪저자� :� 구건모,� 남예현,� 박근수,� Zvi� Galil,� Giuseppe� F.� Italiano,� 한욱신
▪학술대회� :� ICDE� 2022
▪발표자� :� 남예현(서울대)
▪지도교수� :� 박근수(서울대)
Given�a�set�of�data�graphs�and�a�query�graph,�graph�isomorphism�query�processing�is�the�problem�of�finding�

all�the�data�graphs�that�are�isomorphic�to�the�query�graph.�Graph�isomorphism�query�processing�is�a�core�

problem�in�graph�analysis�of�various�application�domains.�In�existing�approaches,�index�construction�or�query�
processing�takes�much�time�as�the�graph�sizes�increase.�In�this�paper,�we�propose�an�efficient�algorithm�for�

graph�isomorphism�query�processing.�We�present�a�coloring�method�that�computes�the�canonical�coloring�

of�a�vertex-labeled�graph,�and�we�define�the�color-label�distribution�to�represent�the�canonical�coloring.�

Based�on�degree�sequences�and�color-label�distributions,�we�introduce�a�two-level�index,�which�helps�us�

efficiently�solve�graph�isomorphism�query�processing.�Experimental�results�on�real�datasets�show�that�the�

proposed�algorithm�is�orders�of�magnitude�faster�than�the�state-of-the-art�algorithms�in�terms�of� index�

construction�time,�and�it�runs�faster�than�existing�algorithms�in�terms�of�query�processing�time�as�the�graph�

sizes�increase.

▪논문제목� :� Farthest-point� Voronoi� diagrams� in� the� presence� of� rectangular� obstacles
▪저자� :� Mincheol� Kim,� Chanyang� Seo,� Taehoon� Ahn,� Hee-Kap� Ahn
▪학술대회� :� SoCG� 2022
▪발표자� :� 안태훈(포항공대)
▪지도교수� :� 안희갑(포항공대)
"We� present� an� algorithm� to� compute� the� geodesic� L1� farthest-point� Voronoi� diagram� of� m� point�

sites� in� the� presence� of� n� rectangular� obstacles� in� the� plane.� It� takes� O(nm� +� nlogn� +� mlogm)�

construction� time� using� O(nm)� space.� This� is� the� first� optimal� algorithm� for� constructing� the�

farthest-point�Voronoi�diagram� in� the�presence�of�obstacles.�We�can�construct�a�data� structure� in� the�

same� construction� time� and� space� that� answers� a� farthest-� neighbor� query� in� O(log(n� +�m))� time."

논문제목� :�DPrime+DAbort: A High-Precision and Timer-Free Directory-Based Side-Channel Attack  
     in Non-Inclusive Cache Hierarchies using Intel TSX

▪저자� :� 김소웅,� 한명균,� 백웅기
▪학술대회� :� HPCA� 2022
▪발표자� :� 김소웅(UNIST)
▪지도교수� :� 백웅기(UNIST)
"Recent�CPUs�have�begun�to�adopt�non-inclusive�cache�hierarchies�for�more�effective�cache�utilization.�

Non-inclusive�cache�hierarchies�have�an�additional�advantage�in�that�they�eliminate�the�vulnerability�to�

cache-based�side-channel�attacks.�In�addition,�precise�timers�are�often�disabled�or�added�with�noise�to�

defeat�timer-based�side-channel�attacks.�With�the�combination�of�such�countermeasures,�existing�

cache-�and�directory-based�side-channel�attacks�can�robustly�be�defeated�on�commodity�systems.�In�this�

work,�we�discover�the�vulnerability�caused�by�the�undocumented�interactions�between�the�coherence

esign�space�exploration�than�using�cycle-level�simulators.�To�facilitate�rapid�design�space�exploration�for�

graphics�processing�units�(GPUs),�prior�studies�have�proposed�GPU�analytical�models�which�capture�
first-order�stall�events�causing�performance�degradation;�however,�the�existing�analytical�models�cannot

daccurately�model�modern�GPUs�due�to�their�outdated�and�highly�abstract�GPU�core�microarchitecture��

directories�and�Intel�TSX�transactions�in�latest�Intel�CPUs�with�non-inclusive�cache�hierarchies.�Guided�by�

the�observation,�we�propose�a�high-precision�and�timer-free�directory�attack�called�DPRIME+DABORT�in�

non-inclusive�cache�hierarchies�using�Intel�TSX,�which�nullifies�the�aforementioned�countermeasures.�

Our�quantitative�evaluation�conducted�on�real�systems�equipped�with�latest�Intel�CPUs�in�three�different�

generations�demonstrates�the�practicality�of�the�DPRIME+DABORT�attack�in�that�it�can�be�used�to�attack�

cryptographic�and�genome-sequencing�applications.�We�also�discuss�potential�countermeasures�and�

evaluate�the�feasibility�of�an�Intel�TSX-based�countermeasure�against�the�DPRIME+DABORT�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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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Guaranteeing Safety Despite Physical Errors in Cyber-Physical Systems
▪저자� :� Jongwoo� Han,� Seonghyeon� Park,� Haejoo� Jeon,� Chang-Gun� Lee
▪학술대회� :� RTAS� 2022
▪발표자� :� 한종우(서울대)
▪지도교수� :� 이창건(서울대)
This�paper�considers�a�cyber-physical�system�with�a�so-called�“self-looping”�node�that�repeats�the�
inner-loop�for�physical�situation�awareness,�i.e.,�more�loops�for�more�harsh�physical�situations.�
Regarding�such�a�self-looping�node,�we�observe�the�existence�of�physical�errors�that�make�the�looping�
useless�and�eventually�cause�a�critical�failure.�To�prevent�such�a�critical�failure�despite�a�physical�error,�this�
paper�proposes�a�novel�mechanism�by�introducing�“time�wall”�and�“safety�backup”.�The�time�wall�limits�
the�time�budget�for�the�self-looping�node�so�as�to�switch�to�the�safety�backup�while�still�meeting�the�
deadline�to�prevent�critical�failure�despite�physical�errors.�Our�experiments�through�both�simulation�and�
actual�implementation�show�that�the�proposed�mechanism�gives�a�comparable�accuracy�with�the�
existing�methods�in�normal�cases�while�completely�preventing�the�critical�failure�in�physical�error�cases.

▪논문제목� :� A� Comprehensive� Empirical� Study� of� Query� Performance� Across� GPU� DBMSes
▪저자� :� 서영균,� 안준영,� 탁병철,� 나갑주
▪학술대회� :� SIGMETRICS� 2022
▪발표자� :� 안준영(경북대)
▪지도교수� :� 서영균(경북대)
In� recent� years,�GPU�database�management� systems� (DBMSes)�have� rapidly�become�popular� largely�
due� to� their� remarkable� acceleration� capability� obtained� through� extreme� parallelism� in� query�
evalu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GPU�
DBMS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query� performance� in� various� contexts.� Also,� little� has�
been�known�about�what� the�potential� factors�could�be�that�affect� the�query�processing� jobs�within�
the� GPU� DBMSes.� To� fill� this� gap,� we� have� conducted� a� study� to� identify� such� factors� and� to�
propose� a� structural� causal� model,� including� key�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to� explicate� the�
variances� of� the� query� execution� times� on� the� GPU� DBMSes.� We� have� also� established� a� set� of�
hypotheses� drawn� from� the� model� that� explaine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o� test� the�
model,� we� have� designed� and� run� comprehensive� experiments� and� conducted� in-depth� statistical�
analyses� on� the� obtained� empirical� data.� As� a� result,� our� model� achieves� about� 77%� amount� of�
variance� explained� on� the� query� time� and� indicates� that� reducing� kernel� time� and� data� transfer�
time�are� the�key� factors� to� improve� the�query� time.�Also,�our� results� show�that� the�studied� systems�
should� resolve� several� concerns� such� as� bounded� processing� within� GPU� memory,� lack� of� rich�
query� evaluation� operators,� limited� scalability,� and� GPU� under-utilization,�

▪논문제목� :�GCoM: A Detailed GPU Core Model for Accurate Analytical Modeling of Modern GPUs
▪저자� :� 이정후,� 하연안,� 이수현,� 우진영,� 이진호,� 장한휘,� 김영석�
▪학술대회� :� ISCA� 2022
▪발표자� :� 이정후(연세대)
▪지도교수� :� 김영석(연세대)
"Analytical�models�can�greatly�help�computer�architects�perform�orders�of�magnitude�faster�early-stage
assumptions.�Therefore,�to�accurately�evaluate�the�performance�of�modern�GPUs,�we�need�a�new�GPU�
analytical�model�which�accurately�captures�the�stall�events�incurred�by�the�significant�changes�in�the�core
microarchitectures� of�modern�GPUs.�We�propose�GCoM,� an� accurate�GPU� analytical�model�which�
faithfully�captures�the�key�core-side�stall�events�of�modern�GPUs.�Through�detailed�
microarchitecture-driven�GPU�core�modeling,�GCoM�accurately�models�modern�GPUs�by�revealing�the�
following�key�core-side�stalls�overlooked�by�the�existing�GPU�analytical�models.�First,�GCoM�identifies�the�
compute� structural� stall� events� caused�by� the� limited�per-sub-core� functional�units.�Second,�GCoM�
exposes�the�memory�structural�stalls�due�to�the�limited�banks�and�shared�nature�of�per-core�L1�data�
caches.�Third,�GCoM�correctly�predicts�the�memory�data�stalls�induced�by�the�sectored�L1�data�caches�
which�split�a�cache�line�into�a�set�of�sectors�sharing�the�same�tag.�Fourth,�GCoM�captures�the�idle�stalls�
incurred�by� the� inter-�and� intra-core� load� imbalances.�Our�experiments�using�an�NVIDIA�RTX�2060�
configuration�show�that�GCoM�greatly�improves�the�modeling�accuracy�by�achieving�a�mean�absolute�
error�of�10.0%�against�Accel-Sim�cycle-level� simulator,�whereas� the� state-of-the-art�GPU�analytical�
model�achieves�a�mean�absolute�error�of�44.9%.���

Top Conference 세션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2 27

▪논문제목�:�XQsim: Modeling Cross-Technology Control Processors for 10+K Qubit Quantum Computers
▪저자� :� Ilkwon�Byun,� Seoul�National�University� Junpyo� Kim,� Seoul�National�University�Dongmoon�Min,�

Seoul�National�University� Ikki�Nagaoka,�Nagoya�University�Kosuke�Fukumitsu,�Kyushu�University�

Iori� Ishikawa,�Kyushu�University�Teruo�Tanimoto,�Kyushu�University�Masamitsu�Tanaka,�Nagoya�

University� Koji� Inoue,� Kyushu� University� Jangw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대회� :� ISCA� 2022
▪발표자� :� 김준표(서울대)
▪지도교수� :� 김장우(서울대)
10+K�qubit�quantum�computer�is�essential�to�achieve�a�true�sense�of�quantum�supremacy.�With�the�recent�

effort� towards� the� large-scale� quantum� computer,� architects� have� revealed� various� scalability� issues�

including�the�constraints�in�a�quantum�control�processor,�which�should�be�holistically�analyzed�to�design�

a�future�scalable�control�processor.�However,�it�has�been�impossible�to�identify�and�resolve�the�processor’s�

scalability�bottleneck�due�to�the�absence�of�a�reliable�tool�to�explore�an�extensive�design�space�including�

microarchitecture,�device�technology,�and�operating�temperature.�In�this�paper,�we�present�XQsim,�an�

open-source�cross-technology�quantum�control�processor�simulator.�XQsim�can�accurately�analyze�the�

target�control�processors’�scalability�bottlenecks�for�various�device�technology�and�operating�temperature�

candidates.�To�achieve�the�goal,�we�first�fully�implement�a�convincing�control�processor�microarchitecture�

for� the�Fault-tolerant�Quantum�Computer� (FTQC)�systems.�Next,�on�top�of� the�microarchitecture,�we�
develop� an� architecture-level� control� processor� simulator� (XQsim)� and� thoroughly� validate� it� with�

post-layout� analysis,� timing-accurate� RTL� simulation,� and�noisy� quantum� simulation.� Lastly,� driven�by�

XQsim,�we�provide�the�future�directions�to�design�a�10+K�qubit�quantum�control�processor�with�several�

design�guidelines�and�architecture�optimizations.�Our�case�study�shows�that�the�final�control�processor�

architecture�can�successfully�support�~59K�qubits�with�our�operating�temperature�and�technology�choices.

▪논문제목� :�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for� SDN� Virtual� Networks
▪저자� :� Gyeongsik� Yang,� Yeonho� Yoo,� Minkoo� Kang,� Heesang� Jin,� Chuck� Yoo
▪학술대회� :� Infocom� 2021
▪발표자� :� 유연호(고려대)
▪지도교수� :� 유혁(고려대)
We� introduce� TeaVisor,� which� provides�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for�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based� network� virtualization� (NV).� SDN-NV� provides� topology� and� address�

virtualization� while� allowing� flexible� resource� provisioning,� control,� and� monitoring� of� virtual�

networks.�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which� is�

essential� for� providing� stable� and� reliable� throughput� on� network� services,� is� missing� in� SDN-NV.�

Without�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tenants� suffer� degraded� service� quality� and� significant�

revenue� loss.� In� fact,� we� find� that� the� existing� studies� on�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s� are�

insufficient� for� SDN-NV.�With� SDN-NV,� routing� is� performed�by� tenants,� and� existing� studies� have�

not� addressed� the� overloaded� link�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eaVisor� designs� three�

components:� path� virtualization,� bandwidth� reservation,� and� path� establishment,� which� utilize� �

multipath� routing.� With� these,� TeaVisor� achieves� the�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while�

preserving� the� routing� of� the� tenants.� In� addition,� TeaVisor� guarantees� the� minimum� and�

maximum� amounts� of� bandwidth� simultaneously.� We� fully� implement� TeaVisor,�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near-zero� error� rates� on� achieving� the� bandwidth�

isolation� guarantee.� We� also� present� an� overhead� analysis� of� control� traffic� and� memor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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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데이터베이스]

▪논문제목�:�Augmentation-Free�Self-Supervised�Learning�on�Graphs
▪저자�:�Namkyeong�Lee,�Junseok�Lee,�Chanyoung�Park
▪학술대회�:�AAAI�2022
▪발표자�:�이남경(KAIST)
▪지도교수�:�박찬영(KAIST)
Inspired�by�the�recent�success�of�self-supervised�methods�applied�on�images,�self-supervised�learning�

on�graph�structured�data�has�seen�rapid�growth�especially�centered�on�augmentation-based�

contrastive�methods.�However,�we�argue�that�without�carefully�designed�augmentation�techniques,�

augmentations� on� graphs� may� behave� arbitrarily� in� that� the� underlying� semantics� of� graphs� can�

drastically� change.�As�a�consequence,� the�performance�of�existing�augmentation-based�methods� is�

highly� dependent� on� the� choice� of� augmentation� scheme,� i.e.,� hyperparameters� associated� with�

augment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ugmentation-free� self-supervised� learning�

framework� for� graphs,� named�AFGRL.� Specifically,�we� generate� an� alternative� view� of� a� graph� by�

discovering�nodes�that�share�the�local�structural�information�and�the�global�semantics�with�the�graph.�

Extensive� experiments� towards� various� node-level� tasks,� i.e.,� node� classification,� clustering,� and�

similarity�search�on�various�real-world�datasets�demonstrate�the�superiority�of�AFGRL.

▪논문제목�:�Graph�Neural�Controlled�Differential�Equations�for�Traffic�Forecasting
▪저자�:�Jeongwhan�Choi,�Hwangyong�Choi,�Jeehyun�Hwang,�Noseong�Park
▪학술대회�:�AAAI�2022
▪발표자�:�최정환(연세대)
▪지도교수�:�박노성(연세대)
Traffic�forecasting�is�one�of�the�most�popular�spatio-temporal�tasks�in�the�field�of�machine�learning.�A�

prevalent�approach�in�the�field�is�to�combine�graph�convolutional�networks�and�recurrent�neural�

� 7.1(금)�13:00-16:00� � /� � ICC제주�삼다홀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장� :�박찬영�교수(KAIST)

No. 분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1

데이터베이스

AAAI� 2022
Augmentation-Free� Self-Supervised�

Learning� on� Graphs

이남경

(KAIST)

박찬영

(KAIST)

2 AAAI� 2022
Graph�Neural�Controlled�Differential�
Equations� for� Traffic� Forecasting

최정환

(연세대)

박노성

(연세대)

3

인공지능

NeurIPS
2021

VoiceMixer:� Adversarial� Voice�
Style� Mixup

이상훈
(고려대)

이성환
(고려대)

4 ICLR� 2022
Representational� Continuity� for�
Unsupervised� Continual� Learning

윤재홍
(KAIST)

황성주
(KAIST)

휴식

5

인공지능

NeurIPS
2021

Goal-Aware� Cross-Entropy� for�
Multi-Target� Reinforcement� Learning

김기범
(서울대)

장병탁
(서울대)

6 ICCV� 2021
Zero-Shot� Natural� Language� Video�
Localization

남진우
(노리코리아)

최종현
(연세대)

7
NeurIPS
2021

Neo-GNNs:� Neighborhood�
Overlap-aware� Graph� Neural�
Networks� for� Link� Prediction

윤성준
(고려대)

강재우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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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for�the�spatio-temporal�processing.�There�has�been�fierce�competition�and�many�novel�methods�

have�been�proposed.�In�this�paper,�we�present�the�method�of�spatio-temporal�graph�neural�controlled�

differential�equation�(STG-NCDE).�Neural�controlled�differential�equations�(NCDEs)�are�a�breakthrough�

concept� for�processing� sequential� data.�We�extend� the� concept�and�design� two�NCDEs:�one� for� the�

temporal�processing�and�the�other�for�the�spatial�processing.�After�that,�we�combine�them�into�a�single�

framework.�We�conduct�experiments�with�6�benchmark�datasets�and�20�baselines.�STG-NCDE�shows�the�

best�accuracy�in�all�cases,�outperforming�all�those�20�baselines�by�non-trivial�margins.

[인공지능]

▪논문제목�:�VoiceMixer:�Adversarial�Voice�Style�Mixup
▪저자�:�Sang-Hoon�Lee,�Ji-Hoon�Kim,�Hyunseung�Chung,�Seong-Whan�Lee
▪학술대회�:�NeurIPS�2022
▪발표자�:�이상훈(고려대)
▪지도교수�:�이성환(고려대)
Although�recent�advances�in�voice�conversion�have�shown�significant�improvement,�there�still�remains�a�

gap�between�the�converted�voice�and�target�voice.�A�key�factor�that�maintains�this�gap�is�the�insufficient�

decomposition�of�content�and�voice�style�from�the�source�speech.�This�insufficiency�leads�to�the�converted�

speech� containing� source� speech� style� or� losing� source� speech� content.� In� this� paper,� we� present�

VoiceMixer� which� can� effectively� decompose� and� transfer� voice� style� through� a� novel� information�

bottleneck� and� adversarial� feedback.� With�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the� proposed�

information�bottleneck�can�decompose�the�content�and�style�with�only�a�small�loss�of�content�information.�

Also,�for�adversarial�feedback�of�each�information,�the�discriminator�is�decomposed�into�content�and�style�

discriminator�with�self-supervision,�which�enable�our�model�to�achieve�better�generalization�to�the�voice�

style� of� the� converted� speech.�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superiority� of� our� model� in�

disentanglement�and�transfer�performance,�and�improve�audio�quality�by�preserving�content�information.

▪논문제목�:�Representational�Continuity�for�Unsupervised�Continual�Learning
▪저자�:�Divyam�Madaan,�Jaehong�Yoon,�Yuanchun�Li,�Yunxin�Liu,�Sung�Ju�Hwang�
▪학술대회�:�ICLR�2022
▪발표자�:�윤재홍(KAIST)
▪지도교수�:�황성주(KAIST)
Continual� learning� (CL)� aims� to� learn� a� sequence� of� tasks� without� forgetting� the� previously�

acquired� knowledge.� However,� recent� CL� advances� are� restricted� to� supervised� continual� learning�

(SCL)� scenarios.� Consequently,� they� are� not� scalable� to� real-world� applications� where� the� data�

distribution� is� often� biased� and� unannotated.� In� this� work,� we� focus� on� unsupervised� continual�

learning� (UCL),� where� we� learn� the� feature� representations� on� an� unlabelled� sequence� of� tasks�

and� show� that� reliance� on� annotated� data� is� not� necessary� for� continual� learning.�We� conduct� a�

systematic� study� analyzing� the� learned� feature� representations� and� show� that�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s� are� surprisingly�more� robust� to� catastrophic� forgetting,� consistently� achieve� better�

performance,� and� generalize� better� to� out-of-distribution� tasks� than� SCL.� Furthermore,� we� find�

that� UCL� achieves� a� smoother� loss� landscap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the� learned�

representations� and� learns� meaningful� feature� representations.� Additionally,� we� propose� Lifelong�

Unsupervised� Mixup� (Lump),� a� simple� yet� effective� technique� that� interpolates� between� the� current�

task� and�previous� tasks'� instances� to�alleviate� catastrophic� forgetting� for�unsupervised� representations.

▪논문제목�:�Goal-Aware�Cross-Entropy�for�Multi-Target�Reinforcement�Learning
▪저자�:�김기범�·�이민후�·�김윤성�·�류제환�·�이민수�·�장병탁(서울대)
▪학술대회�:�NeurIPS�2022
▪발표자�:�김기범(서울대)
▪지도교수�:�장병탁(서울대)
"Learning� in� a� multi-target� environment� without� prior� knowledge� about� the� targets� requir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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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amount�of� samples�and�makes�generalization�difficult.�To� solve� this�problem,�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discriminate� targets� through� semantic� understanding.� In� this� paper,� we� propose�
goal-aware� cross-entropy� (GACE)� loss,� that� can� be� utilized� in� a� self-supervised� way� using�
auto-labeled� goal� states� alongside�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on� the� loss,� we� then� devise�
goal-discriminative�attention�networks� (GDAN)�which�utilize� the�goal-relevant� information� to� focus�
on� the� given� instruction.�We� evaluate� the� proposed�methods� on� visual� navigation� and� robot� arm�
manipulation� tasks� with� multi-target� environments� and� show� that� GDAN� outperforms� the�
state-of-the-art� methods� in� terms� of� task� success� ratio,� sample� efficiency,� and� generalization.�
Additionally,� qualitative� analyses� demonstrate� that� our� proposed� method� can� help� the� agent�
become� aware� of� and� focus� on� the� given� instruction� clearly,� promoting� goal-directed� behavior.� “

▪논문제목�:�Zero-Shot�Natural�Language�Video�Localization
▪저자�:�남진우,�안대철,�강동엽,�하성종,�최종현
▪학술대회�:�ICCV�2022
▪발표자�:�남진우(GIST)
▪지도교수�:�최종현(연세대)
Understanding� videos� to� localize� moments� with� natural� language� often� requires� large� expensive�
annotated� video� regions� paired� with� language� queries.� To� eliminate� the� annotation� costs,� we�
make� a� first� attempt� to� train� a� natural� language� video� localization� model� in� zero-shot� manner.�
Inspired� by� unsupervised� image� captioning� setup,� we� merely� require� random� text� corpora,�
unlabeled� video� collections,� and� an� off-the-shelf� object� detector� to� train� a� model.� With� the�
unpaired� data,� we� propose� to� generate� pseudo-supervision� of� candidate� temporal� regions� and�
corresponding� query� sentences,� and� develop� a� simple� NLVL� model� to� train� with� the�
pseudo-supervision.� Our� empirical� validations� show� that� the� proposed� pseudo-supervised� method�
outperforms� several� baseline� approaches� and� a� number� of�methods� using� stronger� supervision� on�
Charades-STA� and� ActivityNet-Captions.

▪논문제목�:�Neo-GNNs:�Neighborhood�Overlap-aware�Graph�Neural�Networks�for�Link�Prediction
▪저자�:�Seongjun�Yun,�Seoyoon�Kim,�Junhyun�Lee,�Jaewoo�Kang,�Hyunwoo�J.�Kim
▪학술대회�:�NeurIPS�2022
▪발표자�:�윤성준(고려대)
▪지도교수�:�강재우(고려대)
Graph� Neural� Networks� (GNNs)� have� been� widely� applied� to� various� fields� for� learning� over�
graph-structured�data.� They� have� shown� significant� improvements� over� traditional� heuristic�methods�
in� various� tasks� such� as� node� classification� and� graph� classification.� However,� since� GNNs� heavily�
rely� on� smoothed� node� features� rather� than� graph� structure,� they� often� show� poor� performance�
than� simple� heuristic� methods� in� link� prediction� where� the� structural� information,� e.g.,� overlapped�
neighborhoods,� degrees,� and� shortest� paths,� is� crucial.� To� address� this� limitation,� we� propose�
Neighborhood� Overlap-aware� Graph� Neural� Networks� (Neo-GNNs)� that� learn� useful� structural�
features� from� an� adjacency�matrix� and� estimate� overlapped� neighborhoods� for� link� prediction.� Our�
Neo-GNNs� generalize� neighborhood� overlap-based� heuristic� methods� and� handle� overlapped�
multi-hop� neighborhoods.� Our� extensive� experiments� on� Open� Graph� Benchmark� datasets� (OGB)�
demonstrate� that� Neo-GNNs� consistently� achieve� state-of-the-art� performance� in� link�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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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No 연사 프로그램 일시

T1
윤성의�교수
(KAIST)

� 대용량�및� 고� 정확�이미지�검색�기술에�관한�튜토리얼
6.29(수)

13:30-16:30

T2
이종욱�교수
(성균관대)

딥러닝�기반� 정보�검색�모델의�최근�연구�동향
6.29(수)

13:30-16:30

T3
조상만� Solutions�
Architect(AWS)

AWS� 클라우드�환경에서�손쉽게�고성능� 컴퓨팅(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환경� 구성하기� � *무료

6.29(수)

13:30-16:30

T4
박진선�교수
(부산대)

3차원�거리�정보�인식� 기법� (Depth� Estimation)� 튜토리얼
7.1(금)

09:00-12:00

T5
오일석�교수
(전북대)

비전� 트랜스포머
7.1(금)

09:00-12:00

T6
이재용�교수

(한서대)

메타인지�향상을�위한�프로그래밍�심리학� (Psychology� of�

Programming� to� Improve� Meta-Cognition)

7.1(금)

09:00-12:00

T7
최승진�연구소장
(Intellicode)

Matrix� Sketching
7.1(금)

09:00-12:00

T8
김동현� ·� 박병철�
책임연구원(LG전자)

ftrace를� 이용해�리눅스�커널�정복하기� � *무료
7.1(금)

10:00-12:00

T9
김인중�교수
(한동대)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7.1(금)

13:30-16:30

T1�/�6.29(수)�13:30~16:30��/��ICC�제주�302호

대용량�및�고�정확�이미지�검색�기술에�관한�튜토리얼 윤성의�교수(KAIST)

주어진�이미지와�비슷한�이미지를�검색하는�것은�중요한�문제이며,�이는� Goole� 이미지�검

색,� Naver� 스마트렌즈와�같은�형태로�실생활뿐만� 아니라�다양한�컴퓨터�비전�문제에�활용�

되고�있다.�이러한�중요성�때문에�연구가�많이�되고�있고�최근�딥러닝의�큰�발전으로�이미지�

검색영역도�고품질의�검색�결과를�보여주고�있다.�딥러닝의�도움으로�이미지�검색�분야에�큰�

발전이� 있었지만,�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색에서는� 이미지� 전체공간을� 활용한� 특징� 임베딩�

(global�embedding)이�주류�연구�방향으로�이것으로�파생되는�문제들�있다.�대표적으로�배

경�잡음� (background� noise)와�매니폴드�구조� (manifold� structure)의�문제가�있고�이것

에�관한�활발한�연구가�진행�중�이다.�본�튜토리얼에서는�위에서�언급된�두�가지�문제의�해

결을�위한� 기술들을�쉽게� 설명하고자�한다.� 또한,� 이미지�검색기술에서�파생된� 응용기술인�

사람�재인식� (person� re-identification)에� 대한�소개도�추가로�다루고자�한다.

T2�/�6.29(수)�13:30~16:30��/��ICC�제주�삼다홀A

딥러닝�기반�정보�검색�모델의�최근�연구�동향 이종욱�교수(성균관대)

대용량의�문서에서�사용자의�질의를�토대로�관련�있는�문서를�찾는�정보�검색은�현대�사회에

서�매우�중요한�기술이다.�본�튜토리얼에서는�최근�정보�검색�분야에서�활발히�연구되고�있는�

딥러닝�기반의�검색�모델에�대해서�살펴본다.�구체적으로,�전통적인�정보�검색�모델의�문제점

과�이를�해결하기�위한�신경망�기반�검색�모델의�개념에�대해서�살펴본다.�나아가,�사전�학습

된�언어�모델을�활용한�정보�검색�모델(예:�MonoBERT,�SentenceBERT,�ColBERT,�COIL)�및�

가중치� 재조정� 및� 문서� 확장� 방법을� 활용한� 검색� 모델(예:� DeepCT,� Doc2Query,�

DeepImpact)� 및� 향후�연구�방향에�대해서�논의한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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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T3�/�6.29(수)�13:30~16:30��/��ICC�제주�203호

AWS� 클라우드�환경에서�손쉽게�고성능�컴퓨팅(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환경�구성하기
조상만� Solutions� Architect(AWS)

온프레미스�환경에서�CAE(Computer�Aided�Engineering)�또는�머신러닝�트레이닝을�위한�대

규모의�클러스터를�구성하는�것은�많은�제약�사항을�가지고�있습니다.�이번�튜토리얼에서는�이러

한�클러스터를�구성하는데�필요한�전통적인�HPC의�개념�및�관련�기술에�대해�자세히�소개하고,�

AWS�클라우드�환경에서�클러스터를�구성하는�방법�및�개념에�대해�알아봅니다.

T4�/�7.1(금)�09:00~12:00��/��ICC�제주�303A호

� 3차원�거리� 정보�인식�기법� (Depth� Estimation)� 튜토리얼 박진선�교수(부산대)

실세계�환경에서�주변�환경을�인식하기�위한�주요�정보�중�하나로�거리�정보(Depth)가�있다.�특히�

거리�정보는�객체�검출,�SLAM,�증강현실�등의�다양한�문제에�필수적인�정보이며,�그�중요성으로�

인해�다양한�연구가�발표되었다.�최근�딥러닝�기술의�발전과�결합하여�거리�정보�인식�알고리즘

이�급속히�발전하고�있으며,�특히�다양한�센서를�통한�거리�정보�인식�알고리즘이�발표되었다.�본�

튜토리얼에서는�RGB,�NIR,�LiDAR,�Radar�등의�다양한�센서를�이용한�실세계�환경�변화에�강인

한�거리�정보�인식�알고리즘을�쉽게�설명하고자�한다.

T5�/�7.1(금)�09:00~12:00��/��ICC�제주�삼다홀A

비전�트랜스포머 오일석�교수(전북대)

자연어처리�분야에서�개발된�트랜스포머는�컴퓨터비전의�분류,�검출,�분할,�추적�문제를�해결하

는데�활발히�활용된다.�트랜스포머는�컨볼루션�신경망의�성능을�훌쩍�뛰어넘어�대세가�되었다.�

이�강의는�트랜스포머의�핵심�원리와�트랜스포머를�컴퓨터비전에�활용하는�기술을�소개한다.�먼

저�자기�주목(self-attention)의�의미와�동작을�쉬운�예제를�가지고�소개한다.�자기�주목을�이해

한�토대�위에서�트랜스포머의�구조와�동작을�설명한다.�구성요소의�입력과�출력�텐서를�명확히�

드러냄으로써�트랜스포머의�동작을�상세하게�이해하도록�이끈다.�분류,�검출,�분할,�추적�문제를�

위한�기존�딥러닝�모델을�돌아봄으로써�트랜스포머를�이들�문제에�어떻게�적용할지�구상한다.�

분류를�위한�ViT,�검출과�분할을�위한�DETR,�백본�모델로서�Swin�트랜스포머를�구체적으로�설

명한다.�구현�또는�응용�코드를�살펴봄으로써�비전�트랜스포머를�더욱�깊이�이해한다.�마지막으

로�트랜스포머는�왜�기존�모델보다�잘하는지�같이�생각해보는�시간을�가진다.

T6�/�7.1(금)�09:00~12:00��/��ICC�제주�304호

메타인지� 향상을�위한�프로그래밍�심리학�

(Psychology� of� Programming� to� Improve� Meta-Cognition)
이재용�교수(한서대)

프로그래머,�시스템분석가,�개발자,�CIO는�서로�빈번한�상호작용을�해야�하는�동시에�혼자만의�

깊은�내적�정신작용(프로그래밍/개발/프로젝트관리)으로�복잡하고�어려운�문제를�해결한다.�그�

과정은�새로운�기술을�끊임없이�습득하고�고도의�인지기능을�사용해야�한다.�이때�성장�및�발전�

방향을�잃어버리거나�소진되기�쉽다.�최근�PPIG�연구는�개발자의�성격과�적합한�소프트웨어�개

발�주기와의�관련성을�밝혀냈으며�전�세계�대학들이�성격유형을�고려한�팀�학습으로�소프트웨어

공학을�가르치고�있다.�대학과�기업에서는�이를�활용한다면�팀,�조직과�개인의�역량을�증대시킬�

수�있다.�본�튜토리얼에서는�HCI의�한�분야인�프로그래밍�심리학을�개괄하고�성격과�적합한�소프

트웨어�개발�주기를�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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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7.1(금)�09:00~12:00��/��ICC�제주�303B호

Matrix� Sketching� 최승진� 연구소장(Intellicode)

A�dataset� is�often� represented�as�a�matrix� in�most�of�machine� learning�problems.� For�

instance,�if�there�are�n�data�points�and�each�data�point�has�d�features�(attributes),�then�this�

can�be�formulated�as�an�(n�x�d)�or�(d�x�n)�matrix,�depending�on�whether�we�treat�each�data�

point�as�a�row�vector�or�a�column�vector.�Matrix�factorization�(or�decomposition)�has�been�

extensively�studied� in�numerical� linear�algebra�as�well�as� in�machine� learning�for�many�

decades.�However,�these�methods�often�require�more�space�and�time�than�is�feasible�for�very�

large�scale�settings.�Moreover,�in�streaming�environments,�it�is�not�obvious�to�apply�these�

methods�since�the�whole�data�is�not�available�at�the�time�when�the�factorization�methods�are�

performed.�The�last�decade�has�witnessed�an�explosion�of�work�in�matrix�sketching�where�

input�matrix�A�is�efficiently�approximated�with�a�more�compact�matrix�B�(or�product�of�a�few�

factor�matrices)�so�that�B�preserves�most�of�the�properties�of�A�up�to�some�guaranteed�

approximation�ratio.�This�tutorial�will�give�an�overview�of�matrix�sketching�methods,�with�its�

applications�to�streaming�algorithms�for�regression�and�anomaly�detection.�Two�different�

hammers,� randomized� sketches� and� deterministic� sketches� are� introduced,� including�

randomized�SVD,�CUR�decomposition,�and�frequent�direction.

T8�/�7.1(금)�10:00~12:00��/��ICC�제주�삼다홀B

ftrace를� 이용해�리눅스�커널�정복하기 김동현� ·� 박병철�책임연구원(LG전자)

연구실에서�진행되는�많은�프로젝트는�리눅스�기반에서�진행됩니다.�리눅스의�핵심인�리눅스�커

널은�알아두면�좋다고�생각하지만�리눅스�커널을�이루는�주요�기능은�무엇인지,�어떻게�배워야�

하는�지�모르는�경우가�많습니다.�본�튜토리얼에서�ftrace를�통해�리눅스�커널의�주요�기능을�설

명하고�리눅스�커널�오픈�소스�프로젝트에�컨트리뷰션하는�방법을�소개합니다.�첫�번째�섹션에

서�실전�프로젝트에서�활용되는�ftrace의�주요�기능(트레이스�포인트,�트레이서)을�소개하고�

ftrace�메시지를�직접�리뷰합니다.�이와�더불어�리눅스�커널과�함께�알아두면�좋은�Arm�아키텍

처의�주요�기능(레지스터,�익셉션,�GIC,�하이퍼바이저)을�간단히�소개합니다.�이어서�리눅스�커

널을�구성하는�주요�기능이�업계(시스템�반도체,�전기자동차,�스마트�가전)에�실제�어떻게�활용

되는지�설명하고�리눅스�커널과�관련된�IT�업계의�생태계를�간단히�소개합니다.�두번째�섹션에서�

리눅스�커널의�주요�기능을�개발하는�리눅스�커널�커뮤니티의�특징과�유익한�팁을�공유합니다.�

리눅스�커널�오픈�소스�프로젝트에�컨트리뷰션하는�방법을�설명하고�몇�가지�주의�사항을�공유합

니다.�본�튜토리얼을�통해�리눅스�커널을�이루는�주요�기능을�이해�할�수�있고,�리눅스�커널�오픈�

소스�프로젝트에�컨트리뷰션을�하는�방법을�익힐�수�있어�로우�레벨�시스템�소프트웨어�분야에�

관심�있는�분에게�큰�도움이�될�것입니다.

T9�/�7.1(금)�13:30~16:30��/��ICC�제주�302호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김인중�교수(한동대)

Diffusion�Probabilistic�Model(DPM)은�최근�빠르게�발전하고�있는�딥러닝�기반�생성적�모델

이다.�최근�빠르게�발전하여�GAN,�VAE,�normalizing�flow�등�기존에�널리�사용되던�생성�모델

들과�대등하거나�더욱�우수한�성능을�보이고�있으며,�DALL-E�2를�비롯한�최신�연구에도�적용되

었다.�본�강의에서는�Diffusion�Probabilistic�Model의�핵심�개념과�DDPM,�DDIM,�improved�

DDPM,�Analytic-DPM�등�최근�발표된�DPM들이�제시한�주요�아이디어,�그리고,�DPM의�주요�

성과�및�적용�사례들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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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6.28(화)

No. 주관 세션명
일정

W0 한국정보과학회 Pre-Conference� Meeting 14:00-18:00

Pre-Conference�Meeting

6.28(화)� 14:00-18:00� /� ICC제주� 300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

조직

조직위원장:� 문양세�교수(강원대)

조직위원:�채진석�교수(인천대),�홍봉희�교수(부산대),�나연묵�교수(단국대),�김철연�교수(숙명여대),�홍지만�교수(숭실대)

프로그램

KCC의�현재�상황에�대해�분석하고,� 4차�산업혁명�등� SW�산업의�최신�트렌드를�반영할�수�있도록�개최�장소,�논

문�모집,� 워크샵/튜토리얼,� 신진연구자�세션,� Top� Conference� 세션�구성�등의�주제에�대해�자유롭게�토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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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6.29(수)

No. 주관 세션명 일정

W1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디지털�혁신의�중심,� Computational� Thinking� 2022 10:00-13:00

W6 사물인터넷연구회 산업용�사물인터넷�기반� 디지털�트윈�기술�워크숍 13:00-17:30

W11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데이터�주도�인공지능�최신�기술�동향 13:00-18:00

W5 바이오헬스연구회 바이오헬스케어·신약개발� AI� 워크샵 13:30-17:00

W3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년�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IITP지원과제�워크샵 13:30-17:30

W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공동활용�체계�협력�워크숍� *Closed 14:00-17:00

W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데이터옵스�프레임워크�워크샵 14:00-17:00

W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을�위한� 다중감각�융합기술�워크숍� *Closed 14:00-17:00

W3 대한민국컴퓨터역사위원회 KR4050�Workshop 14:00-18:00

W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인공지능� R&D� 전략�수립방안�전문가�회의� *Closed 14:00-18:00

W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Conversational� AI� 사업�워크숍 14:30-17:30

W7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정보통신소사이어티�인공지능�활용�워크샵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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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디지털�혁신의�중심,�Computational�Thinking�2022

6.29(수)� 10:00-13:00� /� ICC제주� 301A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제주대학교�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

��������/�한국컴퓨터교육학회�/�한국정보교육학회

조직

대회장:� 조정원(제주대)

조직위원장:� 이영석(서울교대)

프로그램위원장:� 최신형(강원대)

프로그램위원:� 차시호(청운대),� 조재춘(한신대),� 이경희(호서대),� 정승도(상명대),� 전광길(인천대),

� � � � � � � � � � � � � 이주호(한양여대),� 김용영(건국대)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한국정보과학회�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와�제주대학교�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한국컴퓨터교육

학회가�공동으로�2022�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에서�Computational� Thinking� 2022를�주제로�하이브리드�학술�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Computational� Thinking(컴퓨팅사고력,� 이하� CT로� 표기)에� 대해� 고찰하고,� CT를� 함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SW)교육�및� 인공지능(AI)교육�방안에�대해서�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보과학�및� 컴퓨터교육�관련� 분야�교수님과�

연구진,�기업체�관계자들이�모여�CT에�대해�살피고,� CT�함양을�위한�SW/AI교육�방안�및�사례�등을�소개하고�토

론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의�진행�주제와�시간은�변경될�수� 있습니다.)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 및� 워크숍�소개 이영석�교수(서울교육대학교)

10:10-11:00 지능정보시대를�위한� 컴퓨팅사고력에�대한� 고찰 김한성�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1:00-11:50 컴퓨터� 전공자를�위한�컴퓨팅사고력의�이해 김철민�교수(제주대학교)

11:50-12:00 질의�응답�및� 휴식

12:00-12:40 더� 나은�세상을�만드는�컴퓨팅사고력과�소프트스킬 조훈�부장(카카오)

12:40-13:00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및� CT� 2022� SIGs� 소개 조정원�교수(제주대학교)

본�워크숍�강연�콘텐츠는�추후� Youtube� 채널을� 통해�일정�기간�동안�공개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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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산업용�사물인터넷�기반�디지털�트윈�기술�워크숍

6.29(수)� 13:00-17:30� /� ICC제주� 202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사물인터넷연구회

조직

대회장:� 박준희� (ETRI,� 단장)

프로그램위원:� 손지연� (ETRI,� 위원장),� 박문원� (엠아이큐브),� 김남희(온메이커스)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사물인터넷연구회에서�2022�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분과�워크숍을�준비하였습니다.�이�행사에서

는�제조�분야�디지털�트윈�최신�기술�현황과�함께�가상물리제조�기반�기술�과제를�소개하는�자리를�마련하였습니

다.� 디지털�트윈� 관련�분야�연구진들의�기술�교류� 및� 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13:40-14:10 대규모� 확장성� 및� 고신뢰�제조�디지털�트윈�기술 손지연�실장(ETRI)

14:10-14:40 대규모� 디지털� 트윈�최적�운용�관리�기술 박문원�대표(엠아이큐브)

14:50:15:10 디지털트윈�연계�환경설비�최적�관리�기술 김남희�교수(온메이커스)

15:10-15:30 휴식

15:30-16:00 스마트팩토리와�디지털�트윈� � 사례중심으로 노상도�교수(성균관대)

16:00-16:30 이차전지�소재� 공정�대상� XR솔루션�기반�디지털�트윈�기술 유기성�수석(RIST)

16:30-17:00 자율제로를�위한�지능f� 로봇�기술 조준면�책임(ETRI)

17:00-17:30 ISO� 23247� 디지털�트윈�제조�프레임워크�표준�소개 유상근�책임(ETRI)

17:30-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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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데이터�주도�인공지능�최신�기술�동향

6.29(수)� 13:00-18:00� /� ICC제주� 201B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유재수�교수(충북대)

프로그램위원장:� 박영호�교수(숙명여대)

프로그램�위원:� 권혁윤� 교수(서울과기대),� 임성수� 교수(충남대),� 임선영�교수(배재대)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에서� 2022� 정보과학회� KCC학술대회� 분과�워크숍을�준비하였습니다.�

이�행사에서는�최근�데이터�중심(Data-driven)�인공지능�기술을�소개합니다.�모델�중심의�인공지능에서�데이터�중

심의�인공지능으로의�변화는�응용�및�상용�성공률을�높일�것이며,� AI가�직면한�현실적인�많은�문제를�해결할�수�

있을�것이라는�측면에서�최근�관심을�받고�있습니다.�본�워크샵에서는�Data-driven�AI를�주제로�최고�전문가들을�

초청하여�최신�연구를�공유하고,�이�분야�주요�이슈에�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행사를�계획하였으니�여

러분의�많은�참석을�바랍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20 등록�및� 대회장�개회사 유재수�교수(충북대)

13:20-14:00 Date-Driven� AI� 연구�동향 황의종�교수(KIAST)

14:00-14:40
Date-centric� AI를� 위한,� MLOPS� 노하우� &� 데이터�기반�하드

웨어�최적화� automl� 플랫폼�개발
김태호� CTO(노타)

14:40-15:20 인공지능을�위한�보안�기술 조상현�상무(한화)

15:20-15:40 휴식

15:40-16:20
Toward� Human-Centered� AI� to� Improve� Desicison�

Making� in� Healthcare
정형구�교수(서울시립대)

16:20-17:00 Introduction� to� Digital� Healthcare� Data 정유채�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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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바이오헬스케어·신약개발�AI�워크샵

6.29(수)� 13:30-17:00� /� ICC제주� 402B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인공지능소사이어티�바이오헬스연구회

조직

대회장:� 최호진� (KAIST)

프로그램위원장:� 김선� (서울대)

조직위원장:� 송길태� (부산대)

실무담당:� 현종환� (KAIST)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소사이어티에서� 202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바이오헬스연구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

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최근�산업체와�학계에서�진행되고�있는�바이오헬스케어,�신약개발�분야� AI� 최신기술을�

공유합니다.�바이오헬스케어,�신약개발�관련�인공지능�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이�분야의�주요�이슈와�최신�기술

에�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 공유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개회사

13:40-14:20 인공지능�신약개발�연구소:� 목암연구소의� 변신
김선�연구소장/교수

(목암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14:20-14:50
Deep� generative� model� for� drug� design� with�

high� synthetic� feasibility�

김우연�교수

(KAIST)

14:50-15:20
헬스케어� 예측모델� 기반� 의사결정의� 신뢰성� � 이상분포탐지�

기법의�적용�및� 사례�분석

원승현�박사

(분당서울대병원)

15:20-15:30 휴식

15:30-16:00
연구하기� 좋은� 데이터� 만들기:� 현장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정

제

유한주�헬스케어팀�리더

(네이버�클로버� AI)

16:00-16:30 AI� in� medical� system� and� imaging
김민우�교수

(부산대)

16:30-17:00
Enhancing� Brain� Network� Analysis�

Multi-scale� Representation

김원화�교수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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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2022년�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IITP지원과제�워크샵

6.29(수)� 13:30-17:30� /� ICC제주� 303A호

주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기술개발평가단�인공지능SW평가팀

조직

책임자:� 신창훈�팀장(IITP)

실무자:� 박태희�수석(IITP)

프로그램�소개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인공지능SW평가팀에서�2022년�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워크샵을�준비

하였습니다.�이�행사에서는� IITP가� 올해�신규사업으로�선정한�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각�수

행기관별�과제들을�발표하고자�합니다.�더불어,�이에�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주요�이슈와�기술에�관하여�다

양한�의견을�교환하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35 개회식�및� 인사말씀
김근대�단장

(IITP� 기술개발평가단)

13:35-13:40 “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소개
신창훈�팀장

(IITP� 인공지능SW평가팀)

13:40-14:00

(총괄)�사용자�맞춤형�플로그앤플레이�방식의�설명가능성�제공�기술�개발

(1세부)� 플러그앤플레이�방식으로�설명가능성을�제공하는�인공지능�기

술�개발�및� 인공지능�시스템에�대한�설명�제공�검증

최재식�교수

(KAIST)

14:00-14:20
(2세부)�의사결정�지원을�위한�퓨샷�학습�기반�시각�및�언어에�대한�인

과관계�추론�기술�개발

문태섭�교수

(서울대)

14:20-14:40 (3세부)�대화�기반�설명가능성을�멀티모달로�제공하는�인공지능�기술�개발
구명완�교수

(서강대)

14:40-15:00
(4세부)�전문지식�대상�판단결과의�이유�근거를�설명가능한�전문가�의

사결정�지원�인공지능�기술�개발

임준호� PL/책임연구원

(ETRI)

15:00-15:20 휴식

15:20-15:40
(총괄)�사회성을�갖고�인간과�교감하는�멀티모달�인터랙션�인공지능�기술�개발

(1세부)� 인간과�교감하는�멀티모달�인터랙션�인공지능�기술

김제우�센터장

(KETI)

15:40-16:00 (2세부)�상황인지�및�사용자�이해를�통한�인공지능�기반�1대1�복합대화�기술
신사임�센터장

(KETI)

16:20-16:20 (3세부)� 다화자�동시�처리를�위한�인공지능�기반�대화�모델링�기술
박기영�책임연구원

(ETRI)

16:20-16:40
(총괄)�인공지능�자율성장을�위한�멀티에이전트�기반�복합지능�강화�기술�개발

(1세부)�인공지능�에이전트�협업기반�신경망�변이�및�지능�강화�기술�개발

이용주�실장

(ETRI)

16:40-17:00 (2세부)� AI� Bots� 협업�플랫폼�및� 자기조직�인공지능�기술개발
강동오�책임연구원

(ETRI)

17:00-17:10 과제수행�및� 성과관리�등� 협조요청
박태희�수석

(IITP� 인공지능SW평가팀)

17:10-17:30 단체사진�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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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국가초고성능컴퓨팅�공동활용�체계�협력�워크숍

6.29(수)� 14:00-17:00� /� ICC제주� 303B호

주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초고성능컴퓨팅정책센터

조직

책임자:� 함재균�센터장(KISTI)

실무자:� 정용환�책임연구원(KISTI),� 최윤근�선임연구원(KISTI)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KISTI�초고성능컴퓨팅정책센터에서�『국가�초고성능컴퓨팅�공동활용�체계』에�대한�국가적인�진행�현

황과�공동활용을�위한�시스템�기술의�비전�공유를�위한�협력�워크숍을�준비하였습니다.� KSTI와�관련�산학연�연구

진들이�모여�공동활용�대한�주요�이슈와�시스템�기술의�향후�발전에�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

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10 개회사

14:10-15:00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공동활용�체계 함재균�센터장(KISTI)

15:00-15:20 휴식

15:20-17:00 공동활용�시스템�기술�관련�이슈�및� 현안� 토의 참석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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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데이터옵스�프레임워크�워크샵

6.29(수)� 14:00-17:00� /� ICC제주� 401B호

주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사이버브레인연구실

조직

책임자:� 원희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무자:� 손시운(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고품질� 데이터의� 적시·적소� 활용을� 지� 원하는� 데이터옵스� 프레임워크�

과제�개요와�비전�공유를�위한�협력�워크샵을�준�비하였습니다.�데이터�관련�전문가들이�모여�기술�현황과�주요�

이슈를�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20 개회�및� 과제�소개 원희선�실장(ETRI)

14:20-15:00 통합�데이터�지도�구축�현황�및� 발전�방향 이용진�단장(NIA)

15:00-15:40 AI허브�데이터�구축�현황�및� 소개 신다울�팀장(NIA)

15:40-16:00 휴식

16:00-16:30 스마트시티�데이터�활용�사례�및� 이슈 김종원�주무관(IFEZ)

16:30-17:00 대전시� 데이터� 보유,� 개방�현황과�오픈랩�구축�계획 구자록�팀장(대전시)

17:00-17:20 Q&A� 및� 마무리 참석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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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휴먼증강을�위한�다중감각�융합기술�워크숍

6.29(수)� 14:00-17:00� /� ICC제주� 301B호

주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휴먼증강연구실

조직

책임자:� 문경덕�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무자:� 김무섭�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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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였습니

다.�휴먼증강�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휴먼증강�분야의�주요�이슈와�다중감각�융합기술의�향후�기술�발전에�

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10 개회사

14:10-14:30 휴먼증강을�위한�다중감각융합�기술 문경덕�책임(ETRI)

14:30-15:00 다중감각�융합기술�연구�내용�및� 현황�공유 김무섭�책임(ETRI)

15:00-15:10 Coffee� Break

15;10-15:30 동물모델�기반� 단일감각�변환신호의�지각�메커니즘�분석(온라인) 이승희�교수(KAIST)

15:30-15:50 시각-청각�감각대체�모델�및� 학습�변인�분석 김준식�교수(서울대)

15:50-16:10 사용자� 맞춤형� 감각지각�증강�학습과정�기술 김채규�교수(부경대)

16:10-17:00 휴먼증강�관련� 기술�이슈�및� 확산을�위한� 현안�토의 참여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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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KR4050�Workshop

6.29(수)� 14:00-18:00� /� ICC제주�삼다홀B

주관�:�한국정보과학회�대한민국컴퓨터역사위원회,�정보통신소사이어티

후원�:�서울대학교�컴퓨터연구소

조직

조직위원장:� 김지인(건국대),� 김상철(국민대),� 최덕재(전남대),� 심규석(서울대)

프로그램�소개

대한민국에서�인터넷이�시작된지�40주년이�되는�2022년을�맞아�한국�인터넷�초기�발전�역사를�소개하고,�앞으로�

50주년을�준비하는�과정에�필요한�지혜를�얻기�위한�토론�진행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05 Opening� Remark 김지인�교수(건국대)

14:05-14:08 Congratulatory� Speech Vint� Cerf(Google)

세션1 초청강연 김상철�교수(국민대)/사회

14:10-14:30 AI� for� Networking 홍충선�교수(경희대)

14:30-14:50 국내�인터넷�연구자들의� IETF� 참여�돌아보기 최종원�교수(숙명여대)

14:50-15:10 Break

세션2 초기�인터넷�개발 한선영�명예교수(건국대)/사회

15:10-15:30 Cybersecurity 김명철�교수(KAIST)

15:30-15:50 Broadband� Internet 박현제�소장(SPRi)

15:50-16:10 Users� of� Computer� Communications 전길남�명예교수(KAIST)

16:10-16:30 High� Technology� Ventures 전성민�교수(가천대)

16:30-16:50 Break

16:50-17:00 Science/Technology� Parks 전성민�교수(가천대)

17:00-17:10 Digital� Services� Overview� 전길남�명예교수(KAIST)

eCommerce� &� ePayment 전길남�명예교수(KAIST)

17:10-17:40 패널�토론
박용진�명예교수(한양대)

최덕재�교수(전남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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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미래�인공지능�R&D�전략�수립방안�전문가�회의

6.29(수)� 14:00~� 6.30(목)� 12:00,� ICC제주� 402A호

주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직

좌장:� 박병주�팀장(IITP)

프로그램�소개

인공지능�기술청사진�세부기술과�자연지능을�연계하는�통합�인공지능� R&D�전략방안을�논의하고,�인공지능�산업

청사진� 2035� 공유�및� 향후�활용방안을�논의

프로그램

06.29(수)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20 회의�안내 박병주�팀장(IITP)

14:20-14:50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 3차년도�보고서�발표� I 김진아�박사(KIOST)

14:50-15:20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 3차년도�보고서�발표� II
김영길�실장(ETRI)

이영한�책임(KETI)

15:20-15:50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 3차년도�보고서�발표� III 유제광�교수(동국대)

15:50-16:10 휴식

16:10-16:40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 3차년도�보고서�발표� IV 장민수�박사(ETRI)

16:40-17:10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 3차년도�보고서�발표� V 김태희�교수(건국대)

17:10-18:00 인공지능�산업청사진� 2035� 발표 박상욱�팀장(IITP)

06.30(목)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00-12:00 통합�인공지능� R&D� 전략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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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Conversational�AI�사업�워크숍

6.29(수)� 14:30-17:30� /� ICC제주� 301A호

주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복합지능연구실

조직

조직위원장:� 김상훈(ETRI)

프로그램위원:� 방정욱(ETRI),� 이민규(ETRI),� 윤승(ETRI)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합지능연구실에서� 202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

습니다.�이�행사에서는� ETRI�기본사업으로�추진중인� “Conversational� AI�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합니다.�이에�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주요�이슈와�기술에�관하여�다양한�의견을�교환하는�이번�

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30-14:50 “Conversational� AI�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 소개 김상훈(사업책임자)

14:50-15:10 Multi-lingual� Speech� Recognition 김동현�박사

15:10-15:30 Self-supervised� Incremental� Learning�with� Unlabeled� Data 최무열�박사

15:30-15:45 Conversational�Synthetic�DB�Generation�for�Low-Resource�ASR 임요한�박사과정(UST)

15:45-15:55 휴식

15:55-16:10 End-to-End� Conversational� Speech� Translation 방정욱�박사(ETRI)

16:10-16:25 Real-time� Simultaneous� Speech� Translation 김남형�석사과정(UST)

16:25-16:40 Audio-Visual�based�Face-to-Face�Speech�Translation:�SpeechLens 이민규�선임

16:40-17:10 기술시연 복합지능연구실

17:10-17:20 사업화�성과 윤승�박사(기술이전책임자)

17:20-17:03 마무리 김상훈(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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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정보통신소사이어티�인공지능�활용�워크샵

6.29(수)� 16:00-18:00� /� ICC제주� 304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정보통신소사이어티

조직

조직위원장:� 김상철(국민대)

프로그램위원:� 최용훈(광운대),� 고한얼(고려대),� 최민석(경희대),� 곽정호(DGIST)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소사이어티에서�2022�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분과�워크샵을�준비하였습니다.�이�행사에

서는�최근�많은�관심을�받고�있는�인공지능�기술을�네트워크�분야에�적용하는�연구에�관하여�공유하고자�합니다.�

인공지능과�네트워크의�융합에�관한�관심이�있는�산업계�연구진�및�학계에서�최신�기술을�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

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6:00-16:40 Distributed� AI� Service� Orchestration 고한얼�교수(고려대)

16:40-17:20 무선�네트워크에서�제한된�통신�범위,�딜레이,�공격자에�대응하는�연합�학습 최민석�교수(경희대)

17:20-18:00 모바일AI:� 학습모델과�모바일자원의�동적�최적화 곽정호�교수(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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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6.30(목)

No. 주관 세션명 일정

W1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회성을�갖고�인간과�교감하는�멀티모달�인터랙션�인공지능�기술�개발”�과제�총괄�워크숍 09:00-12:00

W3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년�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IITP지원과제�워크샵�*Closed 09:30-12:00

W13 여성위원회 신진�여성�연구자�발표세션:�여성연구인�Meet�Up�Day 09:30-12:00

W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데이터맵�기반�지능형�빅데이터�탐색�활용�기술�워크샵�*Closed 10:00-17:00

W12 카카오 Kakao�Tech�Workshop 10:00-18:00

W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시각지능�기술�워크숍��*Closed 10:00-18:00

W34 KAIST 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설명가능�인공지능�통합�워크샵�*Closed 13:00-18:00

W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이해인공지능논문경진대회��*Closed 13:30-17:00

W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준지도학습�과제�4차년도�워크샵 13:30:17:30

W18 포항공과대학교 블록체인�노드�간�메시지�전달과�합의를�위한�최적�경로�네트워크�기술�워크샵 14:00-17:00

W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인공지능연구소�혁신�전략�수립�상반기�워크샵�*Closed 14:00-17:00

W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소브레인�SW�기술개발�과제�기술�교류�워크샵 14:00-17:00

W21 인하대학교 인공지능�BK교육연구단�워크샵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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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사회성을�갖고�인간과�교감하는�멀티모달�인터랙션�

인공지능�기술개발”�과제총괄�워크숍

6.30(목)� 09:00-12:00� /� ICC제주� 402A호

주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조직

조직위원장:� 김제우(KETI)

프로그램위원:� 신사임(KETI,� 위원장)� 박기영(ETRI)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사회성을�갖고�인간과�교감하는�멀티모달�인터랙션�인공지능�기술�개발’�

과제의�총괄�워크숍을�준비하였습니다.�이�행사에서는� 2022년�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

로�수행�중인�상기�과제의�핵심�연구자들이�모여�1,�2,�3세부로�진행되는�세부과제들의�연구�목표�및�내용을�공유

하고,�총괄�과제에서�진행해야�하는�통합�프레임워크�구현을�위한�기본적인�방향성을�논의하는�이번�행사에�여러

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09:40 개회사

09:40-10:10 (1세부)�인간과�교감하는�멀티모달�인터랙션�인공지능�기술’�과제�소개 김제우�센터장(KETI)

10:10-10:35
(2세부)�상황인지�및�사용자�이해를�통한�인공지능�기반� 1:1�복합

대화�기술�개발’� 과제�소개
신사임�센터장(KETI)

10:35-11:00
(3세부)�다화자�동시�처리를�위한�인공지능�기반�대화�모델링�기술�

개발’� 과제�소개
박기영�책임(ETRI)

11:00-11:10 휴식

11:10-12:00
과제�이슈�논의�

(학습�데이터�구축,�통합�프레임워크�설계,�실증�도메인�구체화�등)
사회:�이영한�책임(K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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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2022년�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IITP지원과제�워크샵

6.30(목)� 09:50-12:00� /� ICC제주� 303A호

주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기술개발평가단�인공지능SW평가팀

조직

책임자:� 신창훈(IITP)

실무자:� 박태희(IITP)

프로그램�소개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인공지능SW평가팀에서�2022년�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워크샵을�준비

하였습니다.�이�행사에서는� IITP가� 올해�신규사업으로�선정한�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각�수

행기관별�과제들을�발표하고자�합니다.�더불어,�이에�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주요�이슈와�기술에�관하여�다

양한�의견을�교환하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50-10:00 인사말씀�및� “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소개
신창훈�팀장

(IITP� 인공지능SW평가팀)

10:00-10:20
스스로� 학습역량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적정한� 결과를� 제

공하는� 인공지능�기술�개발

배유석�책임연구원

(ETRI)

10:20-10:40
점차� 강화되고� 있는� 윤리� 정책에� 발맞춰� 유연하게� 진화하

는�인공지능�기술�개발�연구

김광수�교수

(KAIST)

10:40-11:00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준수

하는� AI� 플랫폼�연구�및� 개발

WOO� SIMON� SUNGIL�

교수(성균관대)

11:00-11:20
스스로� 불확실성을� 자각하며�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에이

전트�기술�개발

장민수�책임연구원

(ETRI)

11:20-11:40 개성�형성이�가능한�에이전트�플랫폼�기술�개발
정혜동�팀장

(KETI)

11:40-12:00 총평�및� 마무리
신창훈�팀장

(IITP� 인공지능SW평가팀)

◎�해당�행사는� IITP�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과제수행자만�참석�가능하며,� 무료�워크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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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신진�여성�연구자�발표세션:�여성연구인�Meet�Up�Day

6.30(목)� 09:30-12:00� /� ICC제주� 301A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여성위원회

조직

위원장:� 김지희�교수(동국대)

프로그램�소개

여성과학자간�네트워킹�강화�및�박사학위�졸업을�앞두었거나,�학위�취득�후�얼마�지나지�않은�국내외�신진�여성

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기존� 여성연구인들과의� 밋업데이를� 통해� 신규�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교수진� 및�

기관과의�네트워킹을�통해�새로운�기회의� 장을�마련하고자�한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09:45 인사�및� 참석자�소개 모든�참석자

09:45-10:00 Multimodal�data� integration�and�machine� learning� for�graphs 김소연�교수(아주대)

10:00-10:15
Large-scale� Image� and� Video� Understanding� using� Symbolic�

Graphs
김은솔�교수(한양대)

10:15-10:30 Formal� language� theoretical� perspective� in�natural� computing 조다정�교수(아주대)

10:30-10:45 AI� for� Good:� Security,� Privacy� and� Fairness 박새롬�교수(성신여대)

10:45-11:00 Break

11:00-11:15 한글�글꼴�형태소�분석�기반� 폰트�추천�기술�개발 송유정�교수(세명대)

11:15-11:30 Rich� and� Intuitive� Haptic� Interaction� for� Future� Computers? 이재연�교수(UNIST)

11:30-11:45
Hypergraph� Transformer:� Weakly-supervised� Multi-hop�

Reasoning� for� Knowledge-based� Visual� Question� Answering
허유정�연구원(서울대)

11:45-12:00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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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데이터맵�기반�지능형�빅데이터�탐색·활용�기술�워크샵

6.30(목)� 10:00-17:00� /� ICC제주� 303B호

주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사이버브레인연구실

조직

책임자:� 원희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무자:� 차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사이버브레인연구실에서� “데이터맵�기반�지능�형� 빅데이터�탐색·활용�핵심기

술�개발”�과제의�연구�내용�공유와�의견�교환을�위�한�협력�워크샵을�준비하였습니다.�관련�연구진들이�모여�주요�

이슈와�기술�발전�에� 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 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

10:10-10:40 지능형� 데이터� 허브�프레임워크�구조 원희선�실장(ETRI)

10:40-11:10 국제�및� 국내�표준기술�동향 하수욱�박사(ETRI)

11:10-11:40 멀티테넌트�데이터�레이크�구축 차우�선임(ETRI)

11:40-12:10 분산분석�워크플로우� 연구�개발 손시운�선임(ETRI)

12:10-13:30 점심식사

13:30-14:00 데이터허브�상호운용� 연구�개발 윤찬현�교수(KAIST)

14:00-14:30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저장,� 브로커링 문양세�교수(강원대)

14:30-15:00 메타데이터�추출�기술�연구�개발 정종진�팀장(KETI)

15:00-15:30 데이터� 탐색�기술�연구�개발 이영구�교수(경희대)

15:30-16:00 데이터셋�큐레이션�기술�개발 우형제�소장(데이터누리)

16:00-16:30 드론�기반�관제�데이터허브�구축 최태인�대표(클로버스튜디오)

16:30-17:00 Q&A� 및� 마무리 참석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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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Kakao�Tech�Workshop

6.30(목)� 10:00-18:00� /� ICC제주�삼다홀B

주관�:�카카오

조직

책임자/실무자:� 조훈(부장,� 카카오� DevRel)

초대의�말씀

KCC� 2022에서�카카오의�추천�기술과�대용량�데이터�처리�기술,�클라우드�기술�및�시스템을�공유합니다.�카카오

의�실무�개발진과�연구진이�참여하는�만큼,�단순히�기술이나�시스템을�소개하는�자리가�아닌�실�서비스�적용시�발

생하는�이슈들과�이를�해결하는�전략을�다양한�사례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기술과�공학이�카카오의�다양한�서비

스와�비즈니스를�어떻게�기여하고�개선하는지�다양한�사례를�발표할�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

10:10-10:40 Machine� Learning� 기술은�실제�서비스에�어떻게�기여하는가? 김성진

10:40-11:20 Challenges� in� Real-world� Recommender� Systems 박치완

11:20-12:00 실시간� 광고�추천�서빙을�위한� Real-time� Feature� Engineering 오영민,� 우영화

12:00-13:00 휴식

13:00-13:40 카카오�MongoDB에서�무손실�데이터�복제�및�대용량�데이터�처리�전략 서동주,� 김상철

13:40-14:20 카카오� 클라우드에�도입되는� 자체� ARM�서버 박일우,� 전병곤

14:20-14:40 카카오� 클라우드�내� 네트워크�가속을�위한� SR-IOV� 활용사례 박용곤

14:40-15:00 휴식

15:00-15:30 SPDK를�사용한�클라우드�볼륨�스토리지�가속화 손성국

15:30-16:00 클라우드�지표� 저장을�위한�대용량� TSDB� 만들기 김연우

16:00-16:30 카카오� 대용량� 로그�파이프라인을�위한�시스템 윤상민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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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차세대�시각지능�기술�워크숍

6.30(목)� 10:00-18:00� /� ICC제주� 301B호

주관�:�ETRI�인공지능연구소�시각지능연구실

조직

조직위원장:� 이용주(ETRI)

프로그램위원:� 강동오,� 배유석,� 문진영,� 문용혁(ETRI)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ETRI�시각지능연구실에서�최근�활발히�진행되고�있는�시각지능�연구�동향을�공유하기�위한� <차세

대�시각지능�기술�워크숍>을�개최합니다.�관련�분야의�최고의�연구진들이�모여�시각지능�분야의�주요�이슈와�기술

에�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 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55-10:00 서브�워크샵� <예지형�시각지능>� 개회사
문진영�박사

(ETRI)

10:00-11:00

예지형�과제� 1단계� 3차년도�연구개발�진행�및� 계획
문진영�박사

(ETRI)

시각�메모리�기반�영상�이해�및� 예측�기술

정찬호�교수

(한밭대)

김성태�교수

(경희대)

박찬영�교수

(KAIST)

13:00-14:00 점심식사

14:00-14:10 <차세대�시각지능�기술�워크샵>� 개회사
이용주�실장

(ETRI)

14:10-15:10 <CVPR’22� 발표�논문>� 전문가�초빙�세미나
이상민�박사과정

(KAIST)

15:10-16:10
CVPR’22�

연구동향�소개

-� CVPRW� Precognition� 논문�및� 워크샵�소개�

-� 비디오�이해�기술�동향

문진영�박사

(ETRI)

-� CVPR’22� 발표�논문�및� 세션�동향�소개�

-� 시각� Transformer� 기술�동향

이영완�연구원

(ETRI)

-� CVPR’22� 멀티�모달�학습�및� 응용�동향�

-� CVPR’22� 비디오-사전학습�모델�기술�동향

김종희�박사

(ETRI)

16:10-16:30 휴식

16:30-16:50
-�(딥뷰-1세부)�실시간�대규모�영상�데이터�이해·예측을�위한�고성능�비주얼�디스커버리�플랫폼�개발�

-�스스로�학습역량을�인지하고�활용하여�적정한�결과를�제공하는�인공지능�기술�개발

배유석�박사

(ETRI)

16:50-17:10 능동적�즉시�대응�및�빠른�학습이�가능한�적응형�경량�엣지�연동�분석�기술�개발
문용혁�박사

(ETRI)

17:10-17:30 (1세부)� 인공지능�에이전트�협업기반�신경망�변이�및� 지능�강화�기술�개발�
이용주�실장

(ETRI)�

17:30-17:50 (2세부)� AI� Bots� 협업�플랫폼�및� 자기조직�인공지능�기술개발�
강동오�박사

(ETRI)�

17:50-18:00 폐회사�
이용주�실장

(ETRI)�

18:00-21:00 이동�및�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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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설명가능�인공지능�통합�워크샵

6.30(목)� 13:00-18:00� /� ICC제주� 303A호

주관�:�KAIST�설명가능�인공지능연구센터

조직

조직위원장:� 최재식(KAIST)

조직위원:� 한보형(서울대),� 구명완(서강대),� 임준호(ETRI)

프로그램�소개

본�워크샵에서는� “사람중심AI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의�설명가능�인공지능� 개발사업인�다음�사업에�대한�

통합�워크샵을�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
(1세부)�플러그앤플레이�방식으로�설명가능성을�제공하는�인공지능�기술�

개발�및� 인공지능�시스템에�대한�설명�제공�검증
#

#
(2세부)�의사결정�지원을�위한�퓨샷�학습�기반�시각�및�언어에�대한�인과

관계�추론�기술�개발
#

# (3세부)�대화�기반�설명가능성을�멀티모달로�제공하는�인공지능�기술�개발 #

#
(4세부)�전문지식�대상�판단결과의�이유�근거를�설명가능한�전문가�의사

결정�지원�인공지능�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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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휴먼이해�인공지능�논문경진대회

6.30(목)� 13:30-17:00� /� ICC제주� 401A호

주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조직

책임자:� 정현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무자:� 김가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로그램�소개

인간과�교감할�수�있는�인공지능�구현을�위해서는�인간의�행동과�감정을�이해하는�기술이�필요합니다.�이를�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구축한�휴먼이해�데이터셋을�활용한�연구를�확산시키고�창의적인�연구�발굴을�목

적으로�하는�논문경진대회의�발표평가�및� 시상을� 위한�워크샵을�개최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 대회�소개

- 인사말
ETRI� 인공지능연구소�이윤근�소장

13:40-14:00 발표)� 논문번호� 412 멀티모달언어인지연구실�팀� /� 발표자:� 김준우

14:00-14:20 발표)� 논문번호� 591 Sogang-ISDS� 팀� /� 발표자:� 방나모

14:20-14:40 발표)� 논문번호� 811 SNU-BI� 팀� /� 발표자:� 송호준

14:40-15:00 발표)� 논문번호� 478 시조새�팀� /� 발표자:� 이서연

15:00-15:10 휴식

15:10-15:30 발표)� 논문번호� 640 Future� Gadget� Lab� 팀� /� 발표자:� 이경현

15:30-15:50 발표)� 논문번호� 680 디비디비딥�팀� /� 발표자:� 홍지우

15:50-16:10 발표)� 논문번호� 764 도래미솔�팀� /� 발표자:� 홍성래

16:10-16:40 평가�결과�집계�및� 시상팀�선정 심사위원

16:40-17:00 시상식� 및� 마무리
- 인공지능팩토리

- ETRI� 이윤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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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준지도학습�과제�4차년도�워크샵

6.30(목)� 13:30-17:30� /� ICC제주� 402A호

주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언어지능연구실,복합지능연구실

조직

책임자:� 권오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무자:� 최승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로그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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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원천기술�및�이에�기반한�외국인�지원용�한국어�튜터링�서비스�개발”�과제의� 4차년도�워크샵으로,�연구개발�

진행�현황과�향후�연구계획을�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4:00 개회사� 및� 과제�개요 권오욱�박사(ETRI)

14:00-14:30 대화처리�발표 이요한�연구원(ETRI)

14:30-14:45 휴식

14:45-15:15 음성인식�발표 김윤형�박사(ETRI)

15:15-15:45 비지도학습�기반�대규모�음향�특징표현�추출기�고도화�연구 정호영�교수(경북대)

15:45-16:00 휴식

16:00-16:30 다문서� 지식�기반�챗봇�모델�연구 김학수�교수(건국대)

16:30-17:00 대화표현�벡터학습�및� 문장생성�연구 정상근�교수(충남대)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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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블록체인�노드�간�메시지�전달과�합의를�위한�

최적�경로�네트워크�기술�워크샵

6.30(목)� 14:00-17:00� /� ICC제주� 301A호

주관�:�포항공과대학교�MCN�연구실�/�하이브리드�P2P�블록체인�연구그룹

조직

책임자:� 송황준�교수(포항공과대학교)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포항공과대학교�MCN�연구실� /�하이브리드� P2P�블록체인�연구그룹에서� 2022�한국컴퓨터종합학

술대회의�워크샵을�준비하였습니다.�이�행사에서는�블록체인�노드�간�메시지�전달과�합의를�위한�최적�경로�네트

워크�기술을�공유합니다.�블록체인�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블록체인�분야의�주요�이슈와�현황�및�기술에�관

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10 개회사�및� 과제�개요
송황준

(포항공대�MCNLab)

14:10-14:25
신속한�블록�전달을�위한�전송�지연�좌표계�및�견실한�오버레이�멀티

캐스트�트리� &매쉬�구조�설계�및� 구축

송황준/노현민

(포항공대�MCNLab)

14:25-14:40 신속한�합의�메시지�교환�프로토콜� 설계
박기석

(동국대)

14:40-14:55 FEC� 기반의�블록�전송�프로토콜�설계
고윤민

(한동대)

14:55-15:10 O(n)� 합의� 알고리즘
박찬익

(포항공대� SSLab)

15:10-15:25 검증�노드와�블록체인�노드�간� 인터페이스� 설계
박세진

(계명대)

15:25-15:40
DLT�기반�서비스�지원을�위한�고속�메시지�전달�프레임워크�요구사항�

표준화�이슈

정성호

(한국외대)

15:40-15:55 블록체인�기반�지급�결제�서비스�설계�및� 구축
정종식

(코인플러그)

15:55-16:10 Coffee� Break

16:10-16:50 종합토론� -� 관련�기술�이슈�및� 향후�비전�토의� (관계자만�참석) 전원�토의

16:50-17:00 마무리�및� 질의응답� (관계자만�참석)
송황준

(포항공대�MC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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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ETRI�인공지능연구소�혁신�전략�수립�상반기�워크샵

6.30(목)� 14:00-17:00� /� ICC제주� 401B호

주관�:�ETRI�인공지능연구소

조직

책임자/실무자:� 최정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로그램�소개

ETRI�인공지능연구소의�혁신�전략을�수립하기�위한� 2022년도�상반기�워크샵을�개최합니다.�국내외�R&D�협력을�

위해�유수�대학과�기업들과의�오픈�이노베이션�전략을�논의하고,�본�연구소에서�개발한�여러�분야별�기술들이�더�

많은�사업화(민간,�공공�포함)로�연결되어,�경제�사회에�기여하기�위한�실천�전략을�위한�방안을�발표하고,�의견을�

교환하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10 인사말 이윤근�소장

14:10-14:25 지능정보�연구분야 민옥기�본부장

14:25-14:40 초성능컴퓨팅�연구분야 김영균�본부장

14:40-14:55 지능형반도체�연구분야 김태호�본부장

14:55-15:10 지능로보틱스�연구분야 최정단�본부장

15:10-15:25 자율무인이동체�연구분야 안재영�단장

15:25-15:40 블록체인�빅데이터�연구분야 김기영�단장

15:40-17:00 전략�방향�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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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엑소브레인�SW�기술개발�과제�기술�교류�워크샵

6.30(목)� 14:00-17:00� /� ICC제주� 402B호

주관�:�엑소브레인�컨소시엄(한국전자통신연구원,�솔트룩스)

조직

책임자:� 임준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무자:� 장명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엑소브레인�컨소시엄에서는�과기정통부�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사업의�일환으로�수행하

고�있는�엑소브레인� SW�기술개발�과제�기술�교류�워크숍을�준비하였습니다.�이�행사에서는�엑소브레인�1/2세부�

과제�연구진들이�모여�연구분야별�최근�주요�이슈에�대해�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고자�합니다.�자연어처리,�질의

응답,� 기계학습,� 딥러닝�등� 관련�분야에�관심� 있는�연구원�및� 학회�참석� 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10 개회사

14:10-14:40 엑소브레인�한국어�언어이해�및� 질의응답�기술�소개 엑소브레인� PL(ETRI)

14:40-15:00
심층�학습�기반의�한국어�처리�기술이�극복해야�할�문제점과�극복�

방법:� 사례�중심으로
권혁철�교수(부산대)

15:00-15:20 Continual�Learning과�Meta�Learning을�이용한�한국어�상호참조해결 이창기�교수(강원대)

15:20-15:30 휴식

15:30-16:00 엑소브레인� 2세부�소개와� 상용화� 성과�소개
이경일�대표/김재은�리더

(솔트룩스)

16:00-16:20 문장�및� 문서로부터의�지식추출�기술 김학수�교수(건국대)

16:20-16:40 지식�기반�대화형�질의응답 박성배�교수(경희대)

16:40-17:00 정리�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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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인공지능�BK교육연구단�워크샵

6.30(목)� 16:00-18:00� /� ICC제주� 400호

주관�:�산업융합형�차세대�인공지능�혁신인재�교육연구단

조직

조직위원장:� 송병철(인하대)

프로그램위원:� 원동준(인하대,� 위원장),� 신병석(인하대),� 박인규(인하대)

초대의�말씀

인하대�인공지능�BK�교육연구단은�인공지능�분야에서의�지속적인�선도를�위한�워크샵을�준비하였습니다.�지난�2

년간�우리�교육연구단은�양적으로는�물론�질적으로�눈부신�성장을�해왔습니다.�본�워크샵을�통해�교육,�연구,�산학�

관점에서�잘한�점과�미흡했던�점을�분석하여�모든�구성원이�공유하고자�합니다.�이에�교육연구단�구성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6:00-16:10 개회사

16:10-16:30 교육연구단�성과�분석 원동준�교수(인하대)

16:30-17:00 발전�방향� Brain-storming 분과�별� 토의

17:00-17:10 휴식

17:10-17:40 분과�별� 발전�방향�발표 각� 분과위원장

17:40-17:50 폐회사 송병철�교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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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7.1(금)

No. 주관 세션명 일정

W27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컴퓨터시스템�최신�기술�워크샵 10:00-12:00

W32 한국에너지공과대학 AI+�에너지�워크샵 09:00-12:00

W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하계�워크샵�*Closed 09:30-17:30

W26 한동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통일빅데이터센터�성과발표�워크샵 10:00-12:30

W28 기계학습연구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머신러닝�연구회�워크샵 13:30-17:00

W30 제주대학교 2022�제3회�스마트SW·AI�경진대회�*Closed 14:00-17:00

W29 스마트시티연구회 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성과와�과제�워크샵 14:00-18:00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2 63

워크샵

컴퓨터시스템�최신�기술�워크샵

7.1(금)� 10:00-12:00� /� ICC제주� 301A호

주관�:�한국정보과학회�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조직

조직위원장:� 이경우(연세대)

프로그램위원:� 김한준(연세대)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시스템� 소사이어티에서� 202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컴퓨터시스템�분야�최근�주요�이슈에�대해�의견을�공유합니다.�컴퓨터시스템�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

모여�컴퓨터시스템�주요�이슈와�최신�기술에�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

10:10-10:40
컴퓨터시스템�최신�기술�발표� I:�인터벌�분석�기법을�이용한�빠

르고�정확한� GPU� 성능�예측�및� 분석
김영석�교수(연세대)

10:40-11:10
컴퓨터시스템� 최신� 기술� 발표� I:� ISCA� ‘22� � Security� and�

Computer� Architecture
장한휘�교수(아주대)

11:10-11:40 컴퓨터시스템�최신�기술�발표� III:�동형암호�컴파일러�기술�소개 김한준�교수(연세대)

11:40-11:50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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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AI+�에너지�워크샵

7.1(금)� 09:00-12:00� /� ICC제주� 402B호

주관�:�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AI�연구소

조직

김종권(준비위원장,� 한국에너지공대),� 김진수(GIST),� 김진술(전남대),� 김홍석(서강대),

윤성국(숭실대),� 임혁(한국에너지공대),� 최선웅(국민대)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탄소중립화�시대를�실현하기�위해�새로운�에너지�시스템의�구축�및�운영문제가�당면한�과제로�떠

오르고�있습니다.�다양한�신재생�발전원,�에너지�저장방법�및�에너지�그리드를�포함한�미래�에너지�시스템은�막대

한�구축비용이�소요될�뿐�만�아니라�매우�복잡하고�규모가�큰�분산형�제어�시스템이�될�것입니다.�대규모,�복잡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컴퓨터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

다.� AI+에너지� 워크샵에서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 및� 연구방향을� 조망하고� SOTA�

(State� of� the�Art)�연구결과를�공유하여�AI+에너지�분야의�관심을�고취하고자�합니다.�인류가�풀어야�할�에너지�

분야의�주요�이슈와�기술에� 관하여� 의견을�교환하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09:40 등록�및� 개회사 최선웅(국민대)

09:40-09:50 환영사
심규석

(서울대,�한국정보과학회�회장)

09:50-10:30 탄소중립을�위한� AI+� 에너지�연구분야�소개 김종권(한국에너지공대)

10:30-10:40 Break

10:40-11:20

Multi-agent�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Volt/VAr� Control� Algorithm� for� Active� Distribution�

Networks

윤성국(숭실대)

11:20-11:30 폐회�및� 경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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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하계�워크샵

7.1(금)� 09:30-17:30� /� ICC제주� 402A호

주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직

센터장:� 이성진�교수(DGIST)

참여교수:� 김민수�교수(KAIST),� 김대훈�교수(DGIST),� 김예성�교수(DGIST),� 좌훈승�교수(DGIST),

� � � � � � � � � � 손상혁�교수(DGIST),� 이슬�교수(아주대),� 윤형진�교수(서울대학교병원),

� � � � � � � � � � 조성현�교수(POSTECH),� 곽수하�교수(POSTECH),� 이종욱�교수(성균관대),�

� � � � � � � � � � 김진섭�교수(성균관대),� 이제민�교수(성균관대)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에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암흑데이터극한활용연구센터’�과제�연구�

내용�공유와�진척상황�보고를�위한� 협력�워크숍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30-09:50 등록

09:50-09:55 개회사 이성진�교수(DGIST)

09:55-10:20
대규모� 매트릭스� 데이터의�ML� 연산을�위한�분산� 퓨전� 연산자�및�

질의� 생성
김민수�교수(KAIST)

10:20-10:45 Label-efficient� Learning� for� Image� and�Video�Understanding 곽수하�교수(POSTECH)

10:45-11:10 디블러링�학습을�위한�사실적인�블러�생성 조성현�교수(POSTECH)

11:10-11:35
세션� 기반� 추천을� 위한� 효율적인� 선형� 모델� Efficient� Linear�

Models� for� Session-based� Recommendation
이종욱�교수(성균관대)

11:35-12:00 Deep� Tree� Learning 이슬�교수(아주대)

12:00-13:30 중식

13:30-13:55
Accelerating�Data-intensive�Applications� for�Next-generation�

Computing� Systems
이성진�교수(DGIST)

13:55-14:20 가상�머신�간의�메모리�페이지�수준의�연구데이터�중복�제거�기술 김대훈�교수(DGIST)

14:20-14:45
Optimized� Learning� Models� and� System� Software� for� Near�

Data� Computing
김예성�교수(DGIST)

14:45-15:10 연구데이터� 연산� QoS� 보장을�위한�컴퓨팅�자원�관리�기술 좌훈승�교수(DGIST)

15:10-15:30 휴식

15:30-15:55
Ensuring� Data� Freshness� in� Blockchain-empowered�

Networks
이제민�교수(성균관대)

15:55-16:20
Predicting� health� outcomes� with� electrocardiogram� signal;�

iterative� transfer� learning
윤형진�교수(서울대병원)

16:20-16:45
Methods� and� applications� of� large� scale� electron�

microscope� brain� image� analysis
김진섭�교수(성균관대)

16:45-16:50 휴식 김진섭�교수(성균관대)

16:50-17:30 종합토론

17:30 폐회사 이성진�교수(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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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한동대학교�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통일빅데이터센터�성과발표�워크샵

7.1(금)� 10:00-12:30� /� ICC제주� 400호

주관�:�한동대학교�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조직

조직위원장:� 박영춘(한동대)

프로그램위원:� 남재창(한동대),� 박지현(한동대),� 홍참길(한동대)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한동대학교�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에서�지난�3년�간�추진해온�대학생�통일교육�프로그램�내�전산

융합교육�프로그램의�내용과�성과를�요약하는�자리를�준비하였습니다.�워크샵을�통해�민족의�염원이자�과제� “통

일”을�주제로한�전산�전공�및�실무�수업,�프로젝트,�경진대회�등�수행결과를�공유할�계획이며,�사업의�주요�산출물�

중�하나인�통일빅데이터센터(Korean� Unification� Bigdata� Center,� KUBiC)의�제공�서비스를�일람하고,�그�구축�

과정과�기술적�요소를�소개할�예정입니다.�관련된�영역에서�연구와�교육활동을�하시는�많은�분들의�참석을�바라

며,� 준비된�이번� 행사에�여러분들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개회사�및� 환영인사 박영춘�교수(한동대)

10:10-10:45 ICT� 영역에서�대학생�통일교육�사례 박지현,� 홍참길�교수(한동대)

10:45-11:20
KUBiC,� 통일빅데이터센터� 서비스�소개

(https://kubic.handong.edu/)
남재창�교수(한동대)

11:20-11:30 휴식

11:30-12:25 북한�과학기술�데이터센터의�구축,� 관리,� 그리고�도전�과제 최현규�박사(KISTI)

12:25-12:30 폐회사

https://kubic.hand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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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인공지능소사이어티�머신러닝�연구회�워크숍

7.1(금)� 13:30-17:00� /� ICC제주�삼다홀A

주관�:�한국정보과학회�인공지능소사이어티�머신러닝연구회

조직

조직위원장:� 최호진(KAIST)

프로그램위원:� 최승진(Interlicode,� 위원장),� 신현정(아주대),� 현종환(KAIST)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인공지능�소사이어티,�머신러닝�연구회에서� 2022�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분과�워크숍을�준비하

였습니다.�이�행사에서는�최근�산업체와�학계에서�진행되고�있는�머신러닝/딥러닝�최신기술을�공유합니다.�머신러

닝/딥러닝�관련�분야의�연구진들이�모여�머신러닝�분야의�주요�이슈와�기술에�관하여�발표하고�의견을�교환하는�

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3:40 개회사

13:40-14:10 플러그앤�플레이�설명가능�인공지능�연구�및� 문제�소개 최재식�교수(KAIST)

14:10-14:40
Spectral� Clustering� Meets� Graph� Neural� Network:� A�

Study� of� GNNs� on� Heterophilic� Graph
김동우�교수(POSTECH)

14:40-15:10
Debiasing� Classification� Models� via� Image-� and�

Feature-Level� Data� Augmentation
주재걸�교수(KAIST)

15:10-15:30 휴식

15:30-16:00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for� Audio� Systems 옥정슬�교수(POSTECH)

16:00-16:30
Unsupervised� Discovery� of� World� Structure� (A�

Gateway� to� Deep� Learning� for� High-Level� Cognition)
안성진�교수(KAIST)

16:30-17:00 Copulas� and� mixed� variables 최승진�소장(Intelli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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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2022�제3회�스마트SW-AI�경진대회

7.1(금)� 14:00-17:00� /� ICC제주� 402B호

주관�:�제주대학교�SW융합교욱원

조직

조직위원장:� 송왕철(제주대)

프로그램위원:� 오승희(제주대,� 위원장),� 이승현(제주대,� 위원),� 변태보(제주대,� 위원),� 양동호(제주대,� 위원)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제주대학교�SW융합교육원에서는�제3회�스마트SW·AI�경진대회를�개최합니다.�이번�경진대회에서

는�4차�산업혁명의�원천기술인�SW와�AI�기술을�활용한�경진대회로서�16개팀�43명의�학생이�그동안�쌓은�소프트

웨어�기량을�선�보일�예정입니다.�최신�인공지능�및�소프트웨어�기술을�익힌�제주대�학생들의�소프트웨어�파워를�

볼� 수� 있는�이번�행사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05 Opening 사회자

14:05-14:10 개회사 송왕철(SW융합교육원�원장)

14:10-14:20 제주도�여행�경비�예측�모델�개발 강박

14:20-14:30 전기자동차� 충전�수요�분석 de� Reve

14:30-14:40 제주대학교� 교내�순환�버스�알리미 르네상스

14:40-14:50 시차� 계산�알림�서비스(YOGO) 팀� 스피노

14:50-15:00 k-nn을� 활용한�색채기반�감성�분석� 장소�추천�시스템 희희

15:00-15:10 공사� 현장�안전�장비�착용�여부� 감지� AI� 서비스 인간지능

15:10-15:20 웹�크롤링을�이용한�클라우드�기반�학업�정보�공유�솔루션�‘JNU�뷰어’ MN� Die

15:20-15:30 간편한�학점�계산기 문이과통합형인재

15:30-15:40 Break� Time

15:40-15:50 음식� 월드컵을�통한�주변�식당�추천 식사하는�친구들

15:50-16:00 메타버스�세계에서� 배우는�컴퓨터�시스템 TreeSet

16:00-16:10 강의실�사용�알림�서비스 탱탱볼

16:10-16:20
제주어�보존을�위한�서비스�활용�연구

-� 이미지�속� 텍스트�제주어로�번역�및� 음성지원
딥린이

16:20-16:30 제주대학교� 편의시설�알림�서비스 꽉JAVA

16:30-16:40 위치정보기반�블록체인�관광지�제공�서비스 HRB

16:40-16:50 AI기반�사용자�맞춤화�관광지�추천�프로그램과�AR·VR�관광과의�접목 J.N.U(Jeju� &U)

16:50-17:00 시상� 및�단체�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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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성과와�과제

7.1(금)� 14:00-18:00� /� ICC제주� 303B호

주관�:�스마트시티연구회

공동주관�:�건국대�인간중심스마트인프라�연구소,�세종대�메타버스�자율트윈�연구센터

조직

대회장:� 박청원�상근부회장(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프로그램위원장:� 김우용�교수(건국대)

프로그램�소개

도시에서�생활하는�인간을�중심으로�편리성,�안전성�및�효율성을�핵심�가치로�제공하는�스마트시티의�구현을�위하

여�다양한�디지털�데이터를�근간으로�기술�생태계�융합�환경�조성이�전세계적으로�가속되고�있는�현�시점에서,�관

련�산/학/연�전문가들을�통하여�스마트도시와�기술생태계�융합의�현주소를�공유하고�서비스/비지니스�활성화를�위

한�한계와�도전과제를�고찰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운영위원장/대회장

14:20-14:50 IoT,� Digital� Twin� &� Metaverse� 융합� 기반�사물지능화 김재호�교수(세종대)

14:50-15:20 스마트� 도시재생�기술�동향�및� 전망 서동만�교수(대구가톨릭대)

15:30-16:00 스마트시티�에지�지능기술과� 응용 김도현�교수(제주대)

16:00-16:30 디지털플랫폼�도시와�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전략 정갑주�교수(건국대)

16:30-18:00
전문가� 패널토론� -� 스마트시티�미래기술

[운영위원장/발표자�전원]
운영위원장�김우용�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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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 6월� 29일(수)

세션 시간 분야 좌장 장소

29A-O1 10:00-12:00 고성능컴퓨팅 황순욱(KISTI) ICC제주� 301B

29A-O2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 김진현(경상국립대) ICC제주� 302

29A-O3 10:00-12: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전산교육시스템,� 프로그래밍언어
서동만(대구가톨릭대) ICC제주� 303B

29A-O4 10:30-12:00 컴퓨터이론 김현우(KISTI) ICC제주� 304

29A-O5 10: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1 임을규(한양대) ICC제주� 401A

29A-O6 10:00-12:00 컴퓨터시스템1 고요한(연세대) ICC제주� 401B

29A-O7 10:30-12:00 국방소프트웨어 이태호(국방과학연구소) ICC제주� 400

29A-O8 10:00-12:00 인공지능1 신현정(아주대) ICC제주� 402A

29A-O9 10:00-12:00 인공지능2 안민규(한동대) ICC제주� 402B

29P-O10 13:00-15:00 인공지능3 배창석(대전대) ICC제주� 304

▶� 6월� 30일(목)

세션 시간 분야 좌장 장소

30A-O11 09:00-11:30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대) ICC제주� 304

30A-O12 09:00-12:00 인공지능4 박건우(숭실대) ICC제주� 401A

30A-O13 09:00-12:00 언어공학1 김철연(숙명여대) ICC제주� 401B

30A-O14 09:00-12:00 데이터베이스 서동민(KISTI) ICC제주� 400

30A-O15 09:00-12:00 인공지능5 홍참길(한동대) ICC제주� 402B

30P-O16 13:30-15:30 사물인터넷 전수빈(대구가톨릭대) ICC제주� 304

30P-O17 13:30-15:00 인공지능6 심준용(LIG넥스원) ICC제주� 400

▶� 7월� 1일(금)

세션 시간 분야 좌장 장소

1A-O18 09:00-10:0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ICC제주� 301B

1A-O19 10:30-12:0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ICC제주� 301B

1A-O20 09:00-12:00 인공지능7 이덕우(계명대) ICC제주� 401A

1A-O21 09:00-12:00 인공지능8 윤여찬(제주대) ICC제주� 401B

1P-O22 13:30-16:30 언어공학2 이창기(강원대) ICC제주� 301A

1P-O23 13:30-15: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2 이광용(제주대) ICC제주� 301B

1P-O24 13:30-15:30 컴퓨터시스템2 이경운(경북대) ICC제주� 303A

1P-O25 13:30-16: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고요한(연세대) ICC제주� 304

1P-O26 13:30-16:30 인공지능9 배병철(홍익대) ICC제주� 401A

1P-O27 13:30-16:30 인공지능10 조성배(연세대) ICC제주� 401B

1P-O28 13:30-16:30 인공지능11 서영균(경북대) ICC제주� 400

Ora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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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ral�Session�진행방법�및�유의사항

1.� 발표자

①�홈페이지�공지사항�및� 일정표에서�본인의�세션명,� 발표일시,� 발표순서,� 발표장소를�확인합니다.

②�발표자료를� PPT� 또는� PDF� 파일로� USB� 메모리에�담아�준비합니다.

③�세션�시작� 10분� 전까지�발표자료를�발표장�노트북에�저장합니다.

④�발표시간은�질의응답을�포함하여� 15분입니다.

⑤�발표에�참여하지�않을�경우�논문�게재가�취소됩니다.

2.� 좌장

①�홈페이지�일정표에서�담당�분야의�일시�및� 발표장소를�확인합니다.

②�세션�당일� 좌장데스크에서�평가지를�받고,� 세션�시작� 10분� 전까지�발표장에� 입실을�완료합니다.

③�발표자들이�모두�참석했는지�세션�시작�전에�확인합니다.

④� 1인당�발표시간은�질의응답을�포함하여� 15분입니다.

⑤�다음�순서의�발표에�영향을�주지�않기�위하여�평가지의�발표순서에�따라� 발표를�진행합니다.

⑥�발표논문에�대하여�지정� 양식에� 따라�평가하신�후,� 좌장데스크�담당자에게� 전달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⑦�발표에�참여하지�않은�발표자에� 대해서는� “No� Show”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ral�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1 10:00-12:00 고성능컴퓨팅 황순욱(KISTI)

29A-O1-1 [우수논문]멀티코어� 환경을� 고려한�최적�페이지�교체�알고리즘�향상� 기법

한형석� ·� 염헌영(서울대),� 손용석(중앙대)

29A-O1-2 ZFS� 기반� Lustre� 파일시스템의�성능�분석�및� 최적화�방안�연구

방지우� ·� 김정용(서울대),� 변은규(KISTI),� 성한울(상명대),� 이재환(한국항공대),� 엄현상(서울대)

29A-O1-3 읽기�작업�기반� RocksDB� 성능�분석

이성현� ·� 최종무(단국대)

29A-O1-4 분산�스트림�처리�시스템을�위한�메타�휴리스틱�알고리즘�기반의�다중� 목적�스케줄링

김도한� ·� 권영우(경북대)

29A-O1-5 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경제적�수익�활성화를�위한� 다중�관점�기반�가상머신�배치�기법

김성민� ·� 신재혁� ·� 김정빈� ·� 김경준� ·� 노서영(충북대)

29A-O1-6 OpenCL을� 이용한� GPGPU� 환경에서의� AES� 암호화�성능�분석

문준익� ·� 김철홍(숭실대)

29A-O1-7 AWS� 클라우드를� 활용한�초고속�인터커넥트�구축

조상만(아마존웹서비스)

29A-O1-8 코드�기반으로�구현하는� AWS� 클라우드�환경에서의�고성능�컴퓨팅�시스템�구축

조상만(아마존웹서비스)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272

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2 10:00-12:00 소프트웨어공학 김진현(경상국립대)

29A-O2-1 [우수논문]Maude를� 활용한� OSEK/VDX� OS� API� 정형�명세�및� 검증

김상기� ·� 배경민(포항공대)

29A-O2-2 [우수논문]개발자�특성�기반�메트릭�수집과�활용

양수진� ·� 남재창(한동대)

29A-O2-3 시스템�테스트�자동화를�위한� 효과적인�키워드�추출�방안

최승훈� ·� 최은만(동국대)

29A-O2-4 기계�학습�기반� Python� 예외�추천

강민구� ·� 김순태(전북대)

29A-O2-5 BERT� 모델을�이용한�사용자�매뉴얼의� 피처�설명에�따른�이슈�보고서�분류

곽창원� ·� 조희태� ·� 이선아(경상국립대)

29A-O2-6 Fault� Tolerance� by� Predictive� Fault� Prevention� System� based� on�Operational� Data� for�

Autonomous� Vehicles

Manzoor� Hussain� ·� 김영재� ·� 홍장의(충북대)

29A-O2-7 깃허브�이슈�보고서�관리를�위해�RoBERTa�Fine-Tuning을�이용한�다중�레이블�분류�기법과�성능�비교

허주은� ·� 박도제� ·� 이선아(경상국립대)

29A-O2-8 연속적�퍼징을�위한�유닛�테스트는�어떻게��변화하는가:�OSS-Fuzz의�퍼징�테스트�케이스�변경�연구

김지웅� ·� 김서예� ·� 홍신(한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3 10:00-12: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전산교육시스템,프로그래밍언어
서동만(대구가톨릭대)

29A-O3-1 [우수논문]모바일�메모리�할당자� Scudo의� 메모리�단편화�분석

이경석� ·� 이태형� ·� 엄영익(성균관대)

29A-O3-2 다중�서피스�상호작용�지원을� 위한�모바일�앱� 변환�프레임워크

이상진� ·� 하영우� ·� 오상은(아주대)

29A-O3-3 디바이스�범용적인�모바일�전력�소모� 예측모델을�위한�새로운� CPU로드�분류기법

김광호� ·� 이세라� ·� 정대룡� ·� 신인식(KAIST)

29A-O3-4 모바일�기기에서의�파이프라이닝을�통한�딥� 러닝�응용�처리량�향상

박충훈� ·� 김장률� ·� 하순회(서울대)

29A-O3-5 영상�내�화장품명�인식� 연구

김수종� ·� 권혁규� ·� 전민건� ·� 서동만� ·� 전수빈(대구가톨릭대)

29A-O3-6 효율적인�멀티�코어�프로그래밍을�위한�함수형�언어의�가변성�연구

김정한� ·� 엄영익(성균관대)

29A-O3-7 Web� 기반의�코딩� 과제물�관리�시스템을�이용한� � 제출�코드�특성�분석

김민지� ·� 박상운� ·� 조환규� ·� 이도훈(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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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4 10:30-12:00 컴퓨터이론 김현우(KISTI)

29A-O4-1 [우수논문]직사각형� 장애물을�피하는�선분�최단경로

서찬양� ·� 안태훈� ·� 안희갑(포항공대)

29A-O4-2 탄력적�기하�매칭�알고리즘의� 분석

박지우� ·� 이승준,� 안희갑(포항공대)

29A-O4-3 Supergraph� search� 알고리즘� IDAR의�병렬화에�대한�실험� 분석

이연준� ·� 민승환� ·� 박근수(서울대)

29A-O4-4 Gap� Filling� 알고리즘�연구를�위한� BLAST� 기반� Gap� 분석

간예진� ·� 김동연� ·� 지민근� ·� 이승민� ·� 이강만(동국대)

29A-O4-5 k개의�대체�경로를�고려한�소셜�네트워크�구조�분석�척도의�일반화

장희주� ·� 이강배� ·� 박희진(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5 10: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1 임을규(한양대)

29A-O5-1 [우수논문]PBFT의� 합의� 시간�단축을�위한�동적�그룹�관리� 기법

조진성� ·� 김근모� ·� 김광용� ·� 김봉재� ·� 최민(충북대)

29A-O5-2 [우수논문]블록체인� 가상�채널�연구�현황�조사

이준하� ·� 문수묵(서울대)

29A-O5-3 Introduction� to� attack� methods� of� locally� accessible� private� blockchain

은태영� ·� A.Saad� ·� 박수용(서강대)

29A-O5-4 NFT� 마켓플레이스에�대한�위협�모델링�방안�연구

이종훈� ·� 이혁(고려대)

29A-O5-5 라이트닝�네트워크�대역폭�확장을�위한�멀티�레이어�트랜잭션�구조�설계

서정범� ·� 김종(포항공대)

29A-O5-6 Comprehensive�Analysis�of�Open-Source�Tools� for�Differentially�Private�Deep�Learning

우타리예바�아쎔� ·� 신진명� ·� 황보규민� ·� 이혜주� ·� 김재석� ·� 최윤호(부산대)

29A-O5-7 빌딩�자동화�시스템에서�보안� 향상을� 위한�예방�및� 사후� 접근방법

고희아� ·� 박민수� ·� 강해인� ·� 조성제(단국대),� 김홍근(KISA)

29A-O5-8 IOMMU를�활용한� RDMA� 네트워크에서의�원격�타이밍�부채널�공격

김태훈� ·� 박형진� ·� 허준범(고려대),� 신승희(뉴욕주립대),� 신영주(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6 10:00-12:00 컴퓨터시스템1 고요한(연세대)

29A-O6-1 SSD� Emulator� FEMU를�통한� Retention� Error� 모델링

이정원� ·� GUANGXUN� ZHAO� ·� 최종무(단국대)

29A-O6-2 빅데이터�분석�환경을�위한�컨테이너� 및� 베어메탈�기반의�분산�파일�시스템�성능�비교

김정빈� ·� 김성민� ·� 김경준� ·� 신재혁� ·� 노서영(충북대)

29A-O6-3 실시간�파일�시스템�단편화�모니터링� 도구�설계

조민선� ·� 강동현(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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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O6-4 ZNS� SSD를�활용한�컨테이너�체크포인트�성능�간섭�최소화

한예진� ·� 오명훈� ·� 최종무(단국대)

29A-O6-5 ZNS�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파일�시스템�성능�분석

박종규� ·� 엄영익(성균관대)

29A-O6-6 자율차량을�위한� 3차원�점군�지도의�복셀�단위� 압축

최영준� ·� 김강희(숭실대)

29A-O6-7 시뮬레이션�기반�오토사�시스템의�정확한�지연시간� 추정

최인� ·� 김종찬(국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7 10:30-12:00 국방소프트웨어 이태호(국방과학연구소)

29A-O7-1 [우수논문]영상처리� 결과를� 활용한�창어� 3호의�달� 착륙�전략분석

문귀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29A-O7-2 해외�특허정보를�이용한�북한� 기술�동향�분석

윤혜영� ·� 강동수(국방대)

29A-O7-3 무기체계�소프트웨어�신뢰성�시험의�코딩규칙�기준� 확대�방안

최민관� ·� 박다운� ·� 국승학� ·� 이태호(국방과학연구소)

29A-O7-4 ISO/IEC/IEEE� 12207:2017� 기반�무기체계�소프트웨어�개발�및� 관리�매뉴얼�분석

김태현� ·� 박다운� ·� 이태호(국방과학연구소)

29A-O7-5 무기체계�시뮬레이터�개발을�위한�이종�언어�방식의�컴포넌트�참조�아키텍처

심준용� ·� 이원식(LIG넥스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A-O8 10:00-12:00 인공지능1 신현정(아주대)

29A-O8-1 [우수논문]음성�향상을�위한�복소�상호작용� U-Net

신광현� ·� 신동찬� ·� 이지화(액션파워)

29A-O8-2 [우수논문]환경음�분류와�위치�정보를�이용한�효율적인�딥러닝�기반� 음성�품질�향상�기법

강병휘� ·� 강민재� ·� 이승우� ·� 공유진� ·� 노동건(숭실대)

29A-O8-3 [우수논문]청각-시각�잠재�표현형을� 위한�대조�임베딩�연결

이기훈� ·� 이경채� ·� 정민찬� ·� 이명진� ·� 윤세영� ·� 윤찬현(KAIST)

29A-O8-4 [우수논문]다중�수준�특징을�이용한�음성신호에서의�음소�분할

이충현� ·� 김성재� ·� 이고은� ·� 김인중(한동대)

29A-O8-5 파동함수�붕괴�알고리즘을�이용한�소형�디자인기반� 대규모�게임�맵� 자동생성

유병화� ·� 하태관� ·� 박태화� ·� 백인창� ·� 김경중(GIST)

29A-O8-6 안정적�광혈류�측정�신호를�이용한�딥러닝�기반�혈압�예측�방법론

박준원� ·� 김동일(충남대)

29A-O8-7 뇌전도�신호�자가-지도�표현�학습을�통한�발화�상상� BCI� 성능�향상

전재현� ·� 고원준� ·� 석흥일(고려대)

29A-O8-8 XAI를� 사용한�이상�탐지�결과의�위� 양성�감소

손준혁� ·� 우승제� ·� 백형구� ·� 황병우� ·� 최승진(인텔리코드)

29A-O8-9 BiGAN과� KDE를�결합한�이상�탐지�모델

우승제� ·� 손준혁� ·� 백형구� ·� 황병우� ·� 최승진(인텔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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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수) 29A-O9 10:00-12:00 인공지능2 안민규(한동대)

29A-O9-1 [우수논문]생물학적�지식을�가이드로�활용한�생물학적�이종�네트워크에서의�랜덤�워크를�통한�약물�재창출

방동민� ·� 임상수� ·� 김선(서울대)

29A-O9-2 [우수논문]질병과�관련된�유전자�내의�single�nucleotide�variant�병원성�예측을�위한�심층�신경망�적용

이다빈(숭실대),� 김선화� ·� 강문종� ·� 홍창범(엔젠바이오),� 황규백(숭실대)

29A-O9-3 EEG� 기반�감정�인식을�위한� Bottleneck� 구조의�컨볼루션�신경망�모델�개발

김성규� ·� 김태성� ·� 이원희(경희대)

29A-O9-4 도로�노면�상태� 분류�성능�향상을�위한�주파수�기반�시계열�데이터�증강

이루다� ·� 강아영� ·� 손상규� ·� 유현상� ·� 엄재홍(현대오토에버)

29A-O9-5 생물학적�네트워크�분석을�통한�비만� 관련�약물군의�메커니즘�규명

구정현� ·� 방동민� ·� 이정섭� ·� 김선(서울대)

29A-O9-6 Unique�Characteristics�of�Human-Chatbot�Conversations�and�Their�Potential� For�Mental�

Health� Support

Assem� Zhunis� ·� Gabriel� Lima(KAIST,� IBS),� Hyojin� Chin(IBS),� � Mingi� Shin(KAIST,� IBS),�

Jeonghoi�Choi(Simsimi� Inc.),�Chiyoung�Cha(Ewha�Womans�University),�Meeyoung�Cha(IBS,�KAIST)

29A-O9-7 온톨로지를�이용한�질병-유전자�이기종�네트워크�생성

박종훈� ·� 조영래(연세대)

29A-O9-8 머신러닝�기반� E4� 라이프로그�데이터를�활용한�수면의�질� 예측

강효정� ·� 곽주헌� ·� 조원근� ·� 김동일(충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29(수) 29P-O10 13:00-15:00 인공지능3 배창석(대전대)

29P-O10-1 [우수논문]세밀한�객체�인식을�위한�자기�지도� 학습�모델의�전이�학습

이예진� ·� 황상흠(서울과기대)

29P-O10-2 돌출맵�마스킹을�적용한�물체� 탐지에서의�증류�기법

임종경� ·� 장윤호� ·� 배성호(경희대)

29P-O10-3 LIRAR와� RGB� 카메라를�사용한�실시간�객체�탐색

이지섭� ·� 하순회(서울대)

29P-O10-4 웨이퍼�맵�패턴� 분류를� 위한�지도�대조학습

배영재� ·� 강석호(성균관대)

29P-O10-5 그리드�데이터를�이용하는�인공지능�기반�건축설계도면�자동�생성

임훈� ·� 유태호� ·� 성미영(인천대)

29P-O10-6 FedGC:� 글로벌� 일관성�정규화�기법을�이용한�준지도�연합학습기법

정구본� ·� 김성웅� ·� 최동완(인하대)

29P-O10-7 약지도�의미론적�분할을�위한� 거대�커널�기반�고품질�수도�마스크�생성�기법

윤아로� ·� 권준형� ·� 장수진� ·� 고벽란� ·� 김영빈(중앙대)

29P-O10-8 차량�운전자의�내비게이션�사용�이력� 데이터셋을�활용한�개인화� POI� 추천� 시스템

김예빈� ·� 배홍균� ·� 안지원(한양대),� 최현우� ·� 이아랑� ·� 이한송(현대자동차),� 김상욱(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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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30A-O11 09:00-11:30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대)

30A-O11-1 [우수논문]Target�Oriented�Communication�Resource�Allocation� for�Holographic�MIMO�

using� Sequential� Neural� Network� Model

Apurba� Adhikary� ·� Md.� Shirajum� Munir�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O11-2 [우수논문]Joint�Resource�Allocation�and�Task�Offloading�in�Space-Aerial-Assisted�MEC�System

Nway� Nway� Ei�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O11-3 [우수논문]강화학습� 기반�태양광�패널이�장착된�이동형�기지국�경로� 및� 에너지�수확�최적화

김동욱� ·� 홍충선(경희대)

30A-O11-4 Deep�Reinforcement�Learning�based�Aerial�Reconfigurable� Intelligent�Surfaces�Enabled�

Communication� Networks

Pyae� Sone� Aung�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O11-5 A�Federated�Architecture�for�Proactive� Infotainment�Content�Caching� in�Moving�Edge

Avi� Deb� Raha� ·� Md.� Shirajum� Munir�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O11-6 동적�네트워크�환경에서� QoE� 기반� 실시간�적응적�비트레이트�스트리밍�방안

정진� ·� 하재희� ·� 이지훈� ·� 이요한� ·� 김명철(KAIST)

30A-O11-7 유화�미술품에�대한�과학�감정�지원을�위한�데이터�구축� 방안

최윤석� ·� 정순철� ·� 정형주� ·� 김재우� ·� 김진서(ETRI)

30A-O11-8 블록체인�네트워크를�위한�확장�가능한�크로스�샤드�트랜잭션�프로토콜

이효식� ·� 이춘화(한양대)

30A-O11-9 백스캐터�통신을�위한�채널�학습�모델�기반�빔포밍�기법

신재민� ·� 김유성(성균관대)

30A-O11-10 Q-means� 알고리즘을�통한� UAV� 데이터� 포워딩�환경에서의�이용자�군집화

윤지수� ·� 홍충선(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30(목) 30A-O12 09:00-12:00 인공지능4 박건우(숭실대)

30A-O12-1 [우수논문]연결�매개변수�근사�추정을�통한�그래프�통합�방법

윤태환� ·� 김명준� ·� 신현정(아주대)

30A-O12-2 [우수논문]지역�간� 스펙트럼�유사도를�통한� � GNN� 기반의�인플루엔자�예측�기법

정원용� ·� 문재욱� ·� 박성우� ·� 노윤아� ·� 황인준(고려대)

30A-O12-3 [우수논문]그래프�합성곱�잠재�레이블�전파�신경망

진종현� ·� 김명준� ·� 신현정(아주대)

30A-O12-4 Missing� value� imputation� Based� on� Graph� Neural� Networks

김가희� ·� 유나래� ·� 윤세영(KAIST)

30A-O12-5 그래프�기반� Positive-Unlabeled� 학습�모델의�앙상블�체계를�사용한� 철회�약물�예측

조창연� ·� 이상선� ·� 김선(서울대)

30A-O12-6 생물학적�패스웨이�기반�그래프�신경망을�이용한�항암제�반응�예측

신지혜� ·� 박은화� ·� 김선(서울대),� 조겨리(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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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O12-7 대화형�추천�시스템을�위한�사용자�선호도�기반�지식�그래프의�점진적� 학습�프레임워크

김성훈(서울여대,� 에이아이닷엠),� 손연빈� ·� 김솔하� ·� 강예원� ·� 서혜원(서울여대),�

김민정� ·� 최예림(서울여대,� 에이아이닷엠)

30A-O12-8 NMR� Chemical� Shift� 예측을�위한�규모가변적�그래프�신경망

한종민� ·� 강현구� ·� 강석호(성균관대),� 권영천� ·� 이동선� ·� 최윤석(삼성종합기술원)

30A-O12-9 A� Statistical� Analysis� of� Stochastic� Gradient� Noises� for� GNNs

이정현� ·� 정민찬� ·� 허남규� ·� 윤세영(KAIST)

30A-O12-10 초거대�그래프�임베딩을�위한� 효율적� 샘플링�기법

권기진� ·� 신주영� ·� 이영구(경희대)

30A-O12-11 ChemBERTa� 모델을�이용한� SMILES� 데이터�기반의� HTTK� 특성�예측�모델

고태원� ·� 구성우(충남대),� 류창선(KIST),� 윤휘열� ·� 김동일(충남대)

30A-O12-12 약물�유인성�간염�예측을�위한�그래프�신경망�앙상블

최건영� ·� 홍참길(한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30(목) 30A-O13 09:00-12:00 언어공학1 김철연(숙명여대)

30A-O13-1 [우수논문]지식베이스�기반� 근거�문장을�제공하는�질의응답�모델

성수진� ·� 차정원(창원대)

30A-O13-2 Self� Organizing� Map(SOM)� 알고리즘을�이용한�구음장애� 발화�교정�시각화�시스템�

박인규� ·� 장대훈� ·� 최상규(한림대),� 서보인(숭실대),� 이은주(한림대)

30A-O13-3 XLM-R과� 언어�자질을�이용한� Bi-Lingual� 개체명�인식

이주상� ·� 선주오� ·� 김홍진� ·� 김학수(건국대)

30A-O13-4 미세조정�언어모델을�통한� ESG� 시장의� Cross-Domain� 간� 적응

이재영� ·� 김미숙(세종대)

30A-O13-5 키워드를�이용한�패러프레이즈�문장�생성

홍성태� ·� 차정원(창원대)

30A-O13-6 채팅�메시지�구성을�활용한�메신저�특성�분석

이다영� ·� 조환규(부산대)

30A-O13-7 대화�생성을�위한�고품질�후보�답변�검색�방법

김봉민� ·� 홍충선� ·� 박성배(경희대)

30A-O13-8 계층적�다중�레이블�임베딩을� 이용한� 논문�문장�수사학적�분류�모델

김담린� ·� 박성식� ·� 김학수(건국대)

30A-O13-9 BERT�문장�임베딩과�Co-Attention�메커니즘�결합에�기반한�알츠하이머병�치매와�조현병�진단

정민교� ·� 나승훈(전북대),� 김고운� ·� 신병수� ·� 정영철(전북대�병원)

30A-O13-10 BART� 모델�기반의�긴� 특허� 문서�요약�시스템�개발

구동준� ·� 원경재� ·� 이아라� ·� 이동훈� ·� 박종민� ·� 심민기� ·� 김천구� ·� 김일곤(경북대)

30A-O13-11 Ko-bert2BERT:� 지식�전이를�통한�인코더-디코더�언어모델의�효율적인�사전�학습

이건희� ·� 나승훈(전북대),� 임준호(ETRI),� 김태형� ·� 류휘정� ·� 장두성(KT)

30A-O13-12 EVALNET� :� 신경망�기계� 번역의�증강�데이터를�위한�가중치�평가� 네트워크

박요한� ·� 최용석(충남대),� 윤승� ·� 김상훈(ETRI),� 이공주(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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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30A-O14 09:00-12:00 데이터베이스 서동민(KISTI)

30A-O14-1 [우수논문]DPPML� :� 메타러닝을�활용한�데이터베이스�성능�예측

염찬호� ·� 이지은� ·� 박상현(연세대)

30A-O14-2 [우수논문]Non-IID� 데이터에�대한�선택적�데이터�수집에�기반�연합�학습�알고리즘

박강민� ·� 박정하� ·� 김민선� ·� 권혁윤(서울과기대)

30A-O14-3 [우수논문]인피니밴드�네트워크에서�분산� 병렬�그래프�데이터�처리의�성능� 개선

김현종� ·� 길명선� � ·� 문양세(강원대)

30A-O14-4 대규모�데이터를�위한�간단하면서도�효과적인�분산� k-평균�클러스터링

류혜원� ·� 이기용(숙명여대)

30A-O14-5 그래프�임베딩을�사용한�빈발� 부분�그래프�탐색�속도�향상�기법

김한슬� ·� 이기용(숙명여대)

30A-O14-6 제한된�메모리를�가진� GPU를�이용한�그래프�알고리즘�처리�기법의�성능�평가

송상호� ·� 이현병(충북대),� 최도진(창원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30A-O14-7 세션�기반�추천의�반복� 및� 비반복�항목�예측에�대한�성능�비교�및� 분석

김혜영� ·� 최민진� ·� 김준영� ·� 이종욱(성균관대)

30A-O14-8 모델�피드백을�이용한�테이블� 데이터� 증강기법

서장혁� ·� 안영준� ·� 권수용� ·� 심규석(서울대)

30A-O14-9 PageRank� 알고리즘을� 활용한�미생물�네트워크에서의�간선�중요도�추정

신섭재� ·� 심동환� ·� 임성수(충남대)

30A-O14-10 인간�조직�내� 차등�메틸화�유전체�지역�연구를�위한�웹� 기반�브라우저�구축

김준영� ·� 심미강� ·� 박나영� ·� 김재범(건국대)

30A-O14-11 다중�서열�정렬�기반의�이종�상동�엑손�탐색�방법론�개발�및�포유류�종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안지영� ·� 위수연� ·� 김재범(건국대)

30A-O14-12 오픈�데이터�레이크의� CSV� 파일에�대한� Airbyte� 기반� 자동�테이블�추출�프레임워크

김다솔(강원대),� 손시운� ·� 원희선(ETRI),� 문양세(강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30(목) 30A-O15 09:00-12:00 인공지능5 홍참길(한동대)

30A-O15-1 [우수논문]일반�상식�기반�기계�독해를�위한� Type-specific� 다중�헤드�공유�인코더�모델

채진영(오케스트로),� 김지희(동국대)

30A-O15-2 핵심�멀티모달�정보�추출을�통한�효율적인�비디오�질의응답

김경호� ·� 이지화(액션파워)

30A-O15-3 조합적�모델�취합과�멀티�암드�밴딧을�활용한�연한�학습의�클라이언트� 샘플링� 알고리즘

배상민� ·� 김태현� ·� 안수명� ·� 김상묵� ·� 고종우� ·� 윤세영(KAIST)

30A-O15-4 다중�클래스�양성�데이터와�레이블이� 존재하지�않는�데이터를�이용한�시계열�이상탐지

홍우헌� ·� 유환조(포항공대)

30A-O15-5 다제내성�결핵균�예측을�위한� 다중레이블�분류�모델�연구

문기성� ·� 신예원� ·� 강전일� ·� 권선영(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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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O15-6 다중�목표�강화학습에서�불균형�문제를�위한�균등�샘플링�방법

김기범� ·� 이민후� ·� 이민수� ·� 장병탁(서울대)

30A-O15-7 다중�에이전트�환경의�가역성� 측정을� 통한�초기화없는�강화학습

김민지� ·� 이강훈� ·� 장병탁(서울대)

30A-O15-8 멀티�도메인�대화�데이터�셋을�사용한�문서�검색�모델�성능�개선

배수영� ·� 김은총� ·� 정윤경(성균관대)

30A-O15-9 멀티턴�대화를�위한�감정분석� 기반의� 스트레스�예측�모델

김동영� ·� 박상민� ·� 고동률� ·� 김재은(솔트룩스)

30A-O15-10 MeshNet:� 3D� 치아�표면의�자동� 라벨링을�위한�다중�스케일�메시� 특징�학습�모델

안정수� ·� 조영래(연세대)

30A-O15-11 비정형�객체�인식을�위한� Adaptive� Attention� Mechanism� 기반�객체�탐지�기법

이정훈� ·� 전우선� ·� 손상규� ·� 엄재홍(현대오토에버)

30A-O15-12 BERT의� 은닉�계층과�다중� Generator를� 활용한� Semi-Supervised� GAN

조환희� ·� 최용석(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30(목) 30P-O16 13:30-15:30 사물인터넷 전수빈(대구가톨릭대)

30P-O16-1 [우수논문]태양�에너지�수집형�엣지� AIoT� 환경에서�효율적인� AI� 분산�학습을�위한�

� � � � � � � � � � � � � 데이터�수준�근사� 컴퓨팅� 기법

유연태� ·� 강민재� ·� 이승우� ·� 공유진� ·� 노동건(숭실대)

30P-O16-2 [우수논문]가중치�보정�알고리즘�기반�시계열�데이터�증강�적용�이상탐지�모델�개선

이혜영� ·� 임지현(스피랩)

30P-O16-3 활동�특이적�사용자�선호를�위한� DQN� 기반�에너지�효율적인�실내�온습도�제어

김건� ·� 김현주� ·� 이동만(KAIST),� 김영재(LG전자)

30P-O16-4 크라우드�소싱�기반의�효율적인�지역� 교통�이벤트�검출�기법

김윤아� ·� 임종태(충북대),� 최도진(창원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30P-O16-5 IoT� 환경에서�센서�디바이스의�이상� 감지�기법

박민지� ·� 김의석� ·� 하순회(서울대)

30P-O16-6 IoT�디바이스의�딥러닝�기반�데이터�전처리를�이용한�효율적인�오디오�AI를�위한�엣지�컴퓨팅�모델

이찬서� ·� 강민재� ·� 공유진� ·� 이승우� ·� 노동건(숭실대)

30P-O16-7 IoT플랫폼에서�디바이스를�군집으로�관리하는�기술

손태형� ·� 김의석� ·� 하순회(서울대)

30P-O16-8 실시간�자연광�색온도�주기의� 생성�시� 지연�및� 결손�해소를�위한� TadGAN� 모델

오승택� ·� 이세현� ·� 임재현(공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6.30(목) 30P-O17 13:30-15:00 인공지능6 심준용(LIG넥스원)

30P-O17-1 [우수논문]동적�파라메트릭� 정류선형유닛� 및� 가중치�초기화�방법

양동헌� ·� 황명권(UST,� KISTI)

30P-O17-2 잠재�공간의�정규화가�적대적� 오토인코더�기반�생성�모델에�미치는�영향성�분석

한누리� ·� 양현식(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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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O17-3 복합적인�구조적�변이�분류를� 위한�의사�결정�트리�기반� 모델�설계

김태영� ·� 신인철� ·� 황보광� ·� 송인혁� ·� 프라타마�리안�다니스�아디� ·� 설상훈� ·� 송길태(부산대)

30P-O17-4 Federated�Domain�Adaptation�based�Human�Activity�Recognition�using�FADA�and�CORAL

Ignatius� Iwan� ·� Bernardo� Nugroho� Yahya� ·� Seok-Lyong� Lee(한국외대)

30P-O17-5 데이터�선형화�처리�기법을�통한�기력발전�공정�데이터의�인공지능�학습성�향상

김진수(한국전력공사)

30P-O17-6 포아송�과정에서의�바서슈타인�거리의�정보� 처리

원종현� ·� 노영균(한양대,� 고등과학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A-O18 09:00-10:0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1A-O18-1 MRI� 영상�분석�기반�알츠하이머성�치매�진단�시스템�구현

김소희� ·� 권용현� ·� 한다희� ·� 하지선(강원대),� 김영균(이화여대)

1A-O18-2 워크로드�특성에�따른�하이퍼레저�패브릭�상태�저장소�성능�분석

최기한(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1A-O18-3 Kubernetes에서�분산�딥러닝을�위한� GPU� 컨테이너�배치�기술�동향�분석

이정환� ·� 양경식� ·� 유혁(고려대)

1A-O18-4 A� Study� on� Improving� P-tuning� Performance� with� GPT2

수라폰논상� ·� 성열우� ·� 김정길(남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A-O19 10:30-12:0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1A-O19-1 [우수논문]지역간�기상�유사도를�고려한� DNN� 기반의�제로�샷� 태양광�발전�효율�예측�기법

김동준� ·� 박성우� ·� 문재욱� ·� 황인준(고려대)

1A-O19-2 Plant� Disease� Classification� with� Model-Contrastive� Loss� Based� Federated� Learning

Ye� Lin� Tun� ·� Chu� Myaet� Thwal� ·� Choong� Seon� Hong(경희대)

1A-O19-3 A*� 알고리즘�기반�주행�중� 장애물�회피를�위한�경로�계획�전환�알고리즘�제안

김재훈� ·� 박준홍� ·� 서동만� ·� 전수빈� (대구가톨릭대)

1A-O19-4 라이프로그기반�비대면�헬스케어�서비스

김신의� ·� � 정갑주� ·� 김우용� ·� 이준석� ·� 박경민� ·� 허준호� ·� 정연수(건국대)

1A-O19-5 3D� CNN을�이용한�미래�프레임�예측을�통한�비디오�이상�감지

조영완� ·� 조준흠(연세대),� 최승연(강원대),� 박상현(연세대)

1A-O19-6 어린이�보호�구역에서�보행자의�횡단� 의도�예측

함제석(ETRI),� 김보경(성신여대),� 문진영(ETR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A-O20 09:00-12:00 인공지능7 이덕우(계명대)

1A-O20-1 [우수논문]한국어�보이스피싱�감지를�위한�어텐션�기반� CNN-BiLSTM� 모델

무사부부수구밀란두키스� ·� 박명규� ·� 박동주(숭실대)

1A-O20-2 [우수논문]빠르고�효율적인� 이상�탐지를�위한�점수�증류�기법

홍정민� ·� 강석호(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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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O20-3 [우수논문]Deep�Attention�Neural�Networks�기반�스마트워치를�이용한�세분화된�걸음�패턴�인식

김혜주� ·� 김현주� ·� 박진윤� ·� 김승찬(성균관대)

1A-O20-4 [우수논문]사출성형기�고장탐지를� 위한�심층�적대학습�기반� � 이종-기계�적응� 방법

박경원� ·� 문형준� ·� 조성배(연세대)

1A-O20-5 초광각�안저사진을�이용한�눈병�탐지� 인공지능�모델의�성능�평가

NGUYEN� DUC� TOAN� ·� 정경희� ·� 변규린� ·� 추현승(성균관대)

1A-O20-6 오디오�특징추출�방법에�따른� 오디오� 기반�산업�부품�이상치�탐지�성능�비교

정영석� ·� 김진성� ·� 이준형� ·� 김민석� ·� 정순영(고려대)

1A-O20-7 Classification� of� Multivariate� Time-Series� with� Different� Time� Length� on� Grassmann�

Manifold� using� Neural�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Nuriye� Bezawit� Habtamu� ·� Oh� Beom-Seok(경상국립대)

1A-O20-8 이상탐지�모델�PaDiM(a�Patch�Distribution�Modeling�Framework)의�통계적�차원�축소�기법에�

관한�연구

윤대훈(고려대,� SK텔레콤)

1A-O20-9 잠재벡터�정규화를�이용한�문맥기반�욕설탐지의�성별�편향성�제거

박재일� ·� 조성배(연세대)

1A-O20-10 분류�모델의�강건성�증대를�위한�형태�중심�데이터�증강� 적용

이상준� ·� 황인우� ·� 강기천� ·� 장병탁(서울대)

1A-O20-11 Temporal� Iterative� EPNet� :� 퓨샷�러닝을�이용한�시계열�분류�모델

박서형� ·� 임유한� ·� 이상철(인하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A-O21 09:00-12:00 인공지능8 윤여찬(제주대)

1A-O21-1 [우수논문]이진�분류�데이터셋�내� 편향�제거를� 위한�다차원�서브셋�기반�시스템

변경수� ·� 권준호� ·� 김구(부산대)

1A-O21-2 [우수논문]지식�추적�모델의�정확도�개선을�위한�양자화된�정답률�임베딩�방법

임윤진� ·� 문재완� ·� 최은성� ·� 이종욱(성균관대)

1A-O21-3 [우수논문]SBERT-IQ:� 키워드� 정보량을�고려한� Sentence-BERT� 기반의� � 임베딩�모델

박상민� ·� 이재윤� ·� 손유리� ·� 김재은(솔트룩스)

1A-O21-4 [우수논문]판별�모델을�통한�대체어�추출

지승현� ·� 이수원(숭실대)

1A-O21-5 An� Offline� Signature� Verification� leveraging� One-shot� Learning

Usama� Ejaz� ·� Muneeb� A.� Khan� ·� Heemin� Park� ·� Hyun-chul� Kim(상명대)

1A-O21-6 EDAD:� 자연어�처리에서의�효율적�도메인�적응�증류

서승원� ·� 황상흠(서울과기대)

1A-O21-7 Attention-based� Text� Augmentation� Method� for� Referring� Expression� Segmentation

김정현� ·� 강기천� ·� 설한울� ·� 장병탁(서울대)

1A-O21-8 유사도�손실�함수를�적용한�저변동�임베딩�오토인코더

김재현� ·� 김명준� ·� 신현정(아주대)

1A-O21-9 사전학습�언어�모델�기반�텍스트�분류에서�지식�뉴런�분석

김기백� ·� 임상훈� ·� 조성웅� ·� 김동환� ·� 오흥선(한국기술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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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O21-10 Multi-Discriminator� GAN� for� Multi-Style� Transfer� in� Text

김수형� ·� 최용석(한양대)

1A-O21-11 BERT의� 문맥�정보에�미치는�로그�차원의�영향

심유라� ·� 김영훈(한양대)

1A-O21-12 불용어�빈도수에�강건한� BERT� 기반�문장�자동�분류기�학습

박도영� ·� 김영훈(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2 13:30-16:30 언어공학2 이창기(강원대)

1P-O22-1 [우수논문]군집�알고리즘과� NSP를� 이용한� 문서�단위�기계�번역�데이터�증강

김도경� ·� 이창기(강원대)

1P-O22-2 [우수논문]DyLex를� 이용한�한국어�개체명�인식

강대욱� ·� 나승훈(전북대),� 김태형� ·� 류휘정� ·� 장두성(KT)

1P-O22-3 [우수논문]KoDoc2dial:� 문서�기반�대화를�위한�한국어�대화�데이터셋

김보은� ·� 이도행� ·� 장영진(건국대),� 황금하� ·� 권오욱(ETRI),� 김학수(건국대)

1P-O22-4 [우수논문]한국어�구어체�텍스트�기반의�저자�프로파일링을�위한�성별�분류�모델

강지혜(부산대),� 김민호(부산가톨릭대),� 권혁철(부산대)

1P-O22-5 [우수논문]비즈니스� 계약문서의�리스크�요소�키워드�추출을�위한�트랜스포머�앙상블

부석준� ·� 문형준� ·� 조성배(연세대)

1P-O22-6 클로즈�태스크를�위한�배경�지식�반영�언어�모델

박원재� ·� 최기현� ·� 김학수(건국대)

1P-O22-7 스팬�표현을�사용하지�않는�어절�단위의�한국어� End-to-End� 상호참조해결

조경빈� ·� 정영준� ·� 최요한� ·� 이창기(강원대),� 류지희� ·� 임준호(ETRI)

1P-O22-8 문장�주제와�Multi� Task� Learning을� 이용한�감성�표현�영역�추출�모델

박지은� ·� 이주상� ·� 옥철영(울산대)

1P-O22-9 제로샷을�이용한�언어�교차�제목�생성�모델

최용석� ·� 박요한� ·� 이공주(충남대)

1P-O22-10 잠재�표현의�지식�증류를�이용한�비자기회귀�신경망�기계�번역

정영준� ·� 이창기(강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3 13:30-15: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2 이광용(제주대)

1P-O23-1 [우수논문]위협인자� 기반� HWP� 문서형�악성코드�탐지�시그니처�생성�방안

최민지� ·� 신강식� ·� 정동재(KAIST)

1P-O23-2 [우수논문]1BitMean�지역�차분�프라이버시�기법을�이용한�심전도�데이터의�안전한�수집�및�집계�방법

김용우� ·� 임효상(연세대)

1P-O23-3 변경�데이터�감지를�지원하는� 통합�인증�인가�시스템

정현재(UST),� 민차우� ·� 원희선� ·� 손시운(ETRI)

1P-O23-4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평가�분야별�부적합사항�분석

김재현� ·� 박순태� ·� 이상무(한국인터넷진흥원),� 김경백(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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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O23-5 설정�데이터�변경을�통한�드론의�무력화�방안

이준오·� 조진성(경희대)

1P-O23-6 지속적인�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티켓�관리� 기반� � 보안�위협�대응�자동화�방법

김민찬� ·� 김민교� ·� 신대현(삼성전자)

1P-O23-7 EDR� 활용한�랜섬웨어�감염�탐지�및� 대응�방법

박경수� ·� 전명건� ·� 신대현(삼성전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4 13:30-15:30 컴퓨터시스템2 이경운(경북대)

1P-O24-1 [우수논문]이종�가속기�사용을�위한� Scala-OpenCL� 자동�변환�컴파일러

우정재(성균관대,� 삼성전자),� 박성수� ·� 한환수(성균관대)

1P-O24-2 [우수논문]저지연�어플리케이션�실행�가속을�위한�효율적인�마이크로�서비스�배포� 정책

장수민� ·� 서지현� ·� 차재근� ·� 최현화� ·� 김대원� ·� 김선욱(ETRI)

1P-O24-3 [우수논문]다중�GPU�시스템에서의�복잡한�딥러닝�모델의�고성능�추론을�위한�스케줄링�전략�분석

정선욱� ·� 이성주� ·� 강범우(한양대),� 오태욱(프린스턴대),� 박영준(한양대)

1P-O24-4 [우수논문]Processing-in-Memory를� 위한�코드�생성�및� 데이터�레이아웃�변형�기법

이하윤� ·� 김경모� ·� 신동군(성균관대)

1P-O24-7 정규표현식을�이용한�파일데이터의�품질진단�및� 정제도구� 개발

김석균� ·� 이관우(한성대)

1P-O24-8 슬라이싱과� Top-k� 기반�피쳐�선택�기법을�활용한�동적�프루닝

최성헌� ·� 이하윤� ·� 신동군(성균관대)

1P-O24-9 사물�인터넷�기기에서의�심층�인공신경망�응용의�효과적인�메모리�사용을�위한�인공신경망�탐색

이문형� ·� 윤다영� ·� 이혁준(서강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5 13:30-16: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고요한(연세대)

1P-O25-1 [우수논문]가상환경에서�블록쌓기�활동의�잡는�경험을�향상하기�위한�가상�현실�인터페이스�설계

성민우� ·� 김승준(GIST)

1P-O25-2 [우수논문]인간�행동�인식을�위한� 3D� 골격�데이터의�관절�가중치�기반�증강

정지우� ·� 박성실� ·� 김동영� ·� 채영호(중앙대)

1P-O25-3 [우수논문]메타버스� 환경에서의�상호작용을�위한�센서-재킷�기반�인간�행동�인식

김동영� ·� 류재영� ·� 정지우� ·� 채영호(중앙대)

1P-O25-4 데이터�품질�향상을�위한�시각적�분석�시스템

홍혜인� ·� 유상봉� ·� 진예진� ·� 박정수� ·� 장윤(세종대)

1P-O25-5 반사�공간�정보를�이용한�몬테카를로� 렌더링�이미지�노이즈�제거

한규범� ·� 윤성의(KAIST)

1P-O25-6 모바일�주식거래�애플리케이션의�사용자�적응형�랭킹�시스템

김태윤� ·� 배민영� ·� 정훈진� ·� 남영은� ·� 신유주� ·� 민향숙(KAIST)

1P-O25-7 크롬�확장�프로그램을�이용한� 공공기관�웹사이트�인터랙티브�튜토리얼

박수빈� ·� 서현영� ·� 권혁윤(서울과기대)

1P-O25-8 가상�물리감�햅틱�피드백이�영유아의� 소근육�발달에�미치는�긍정적�효과

이현진� ·� 전석희(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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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O25-9 적대적�오토인코더를�이용한�나이�편향�제거�얼굴�감정인식�시스템

강한빛� ·� 조성배(연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6 13:30-16:30 인공지능9 배병철(홍익대)

1P-O26-1 [우수논문]비디오�부분�복사�검출을�위한�트랜스포머�기반�세그먼트� Fingerprint� 생성�방법

강수연� ·� 정민수� ·� 낭종호(서강대)

1P-O26-2 [우수논문]이미지�분류를�위한�클래스�적합형�데이터�증강�기법

유지수� ·� 강석호(성균관대)

1P-O26-3 [우수논문]이미지�전처리�방법을�통한�딥페이크�탐지�회피�연구

김정호� ·� 김정현� ·� 김태준� ·� 우사이먼성일(성균관대)

1P-O26-4 유사도�모듈을�통한�일반화된� 제로샷� 이미지�분류

안유진� ·� 김지희(동국대)

1P-O26-5 시각적�돌출�감지�모델을�활용한�시선예측�기반�동영상�편집�시스템

송우석� ·� 안창욱(GIST)

1P-O26-6 사용자�힌트�기반�이미지�채색화�딥러닝�모델

이수빈� ·� 정용주(가천대)

1P-O26-7 이벤트�기반�비디오�디블러링을�위한� 딥러닝�모델

김정민� ·� 정용주(가천대)

1P-O26-8 효율적인�뉴로-심볼릭�시각적�질의�응답을�위한�인과적�반사실�추론

문형준� ·� 조성배(연세대)

1P-O26-9 다양한�스타일의�상,�하의�가상�착용�이미지�생성을�위한�Wearing-guide�파싱맵�생성�네트워크

박순찬(ETRI),� 박진아(KAIST)

1P-O26-10 인공신경망을�이용한�위성영상의�지도변환�연구

이훈희� ·� 이돈구� ·� 오한(한국항공우주연구원)

1P-O26-11 실시간�자율�주행을�위한�영상�객체�분할

송찬선� ·� 임종우(한양대)

1P-O26-12 가이드라인을�적용한� HEVC� 압축� 동영상에서의� 이동객체�검출

공세운� ·� 김영민� ·� 나선옥(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7 13:30-16:30 인공지능10 조성배(연세대)

1P-O27-1 [우수논문]레이블�노이즈에�강건한�학습을�위한�교사-학생�모델�간�증류에서의�지식�정제�방법

오중균� ·� 김예찬� ·� 전문구(GIST)

1P-O27-2 [우수논문]선택적� Test-Time� Augmentation을� 이용한�효율적인�분류�정확도�향상

손종욱� ·� 강석호(성균관대)

1P-O27-3 흉부�단순촬영�영상을�이용한� 척추측만증�조기�진단�모델�개발

이승아(강원대),� 최선(서울대),� 장미영(ETRI),� 이동규(경기북부병무지청),� 양수진(연세대),�

이선호(삼성서울병원),� 최현수(강원대),� 이준구(울산의대)

1P-O27-4 샘플�별�모델�신뢰도를� 통한�지식�증류�강화

장윤호� ·� 배성호(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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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O27-5 클래스�대표�데이터와�바운더리�데이터를�활용하는� 메모리�리플레이�기반의�연속�학습�기법

이준범� ·� 홍충선� ·� 박성배(경희대)

1P-O27-6 적응형� Neural� ODE를�활용한�효율적인�오프라인�강화학습

곽윤혁� ·� 정창훈� ·� 장병탁(서울대)

1P-O27-7 결정적�시기를�활용한�안티�커리큘럼� 강화학습

박준석� ·� 이민후� ·� 황인우� ·� 정창훈� ·� 오현석� ·� 이민수� ·� 장병탁(서울대)

1P-O27-8 심층�강화학습�기반의�스트로크-조건화된�자동�페인팅

이강훈� ·� 이민수� ·� 장병탁(서울대)

1P-O27-9 반려동물�피부질환�검출을�위한�피부영상�털�영역분할에�대한�크로스�도메인�지식�증류�기법

이영찬� ·� 박범진(선문대),� 최재영(한국외대),� 이범식(조선대),� 유원상(선문대)

1P-O27-10 분포를�고려한�배치�정규화를� 통한�강건한�강화학습

고종우� ·� 김성년� ·� 김준기� ·� 박승준� ·� 배상민� ·� 윤세영(KAIST)

1P-O27-11 최대�용량�제약� 조건을� 고려하기�위한� Q-학습�마스킹� 초기화� 기법

정상현(오케스트로)

1P-O27-12 강화학습�기반의�선박의�최적� 항로�생성�기법

김민규� ·� 김종화� ·� 조익순(한국해양대),� 이형탁(KIOST),� 양현(한국해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좌장

7.1(금) 1P-O28 13:30-16:30 인공지능11 서영균(경북대)

1P-O28-1 [우수논문]적대적�활성화도� 기반�심층신경망�가지치기�보정�기법

임규민� ·� 고기혁� ·� 이수영� ·� 손수엘(KAIST)

1P-O28-2 [우수논문]학습�데이터�부족�상황에서의�회귀�인공신경망�지식�증류� 기법

강명인� ·� 강석호(성균관대)

1P-O28-3 [우수논문]FairU� :� 정확성과�공정성을� 고려한�링크�예측

강용훈� ·� 김가형� ·� 임지영� ·� 양희윤� ·� 윤수현� ·� 김호승� ·� 이지형(성균관대)

1P-O28-4 Enhanced� DARTS� with� Thinner� Supernet

Linh� Tam� Tran� ·� Sung-Ho� Bae(경희대)

1P-O28-5 데이터�세트의�일부�라벨�제거에�따른�학습�외� 분포�데이터�검출�성능�분석

이주빈(UST,� ETRI),� 마유승� ·� 김태호(ETRI)

1P-O28-6 AI� 기반� 수입�영화의�한국�흥행성�예측�모델

정경희� ·� NGUYEN� DUC� TOAN� ·� 범정현� ·� 추현승(성균관대)

1P-O28-7 알츠하이머병�진행�예측을�위한�전향적�분류�알고리즘

박성홍� ·� 이동기� ·� 홍창형� ·� 신현정(아주대)

1P-O28-8 동일한�가중치를�적용한�다수의�레이어�딥러닝�모델�성능�평가

김선준� ·� 조영래(연세대)

1P-O28-9 합성�신경망�재생성을�위한�적대적�생성�신경망

강한얼� ·� 최동완(인하대)

1P-O28-10 샘플링된�깊이�추정�특징�맵을�이용한�의미론적�분할

임현정� ·� 임종우(한양대)

1P-O28-11 합성곱�신경망�모델의�가지치기�알고리즘�분석�기법

유정현� ·� 이웅희� ·� 김영훈(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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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수)

세션 시간 장소 구분 분야 평가위원

29A-P1.1

10:00-12:00 로비 일반논문

데이터베이스1 최도진(창원대)

29A-P1.2 언어공학1 윤여찬(제주대)

29A-P1.3 인공지능1 서동민(KISTI)

29A-P1.4 인공지능2 길명선(강원대)

29A-P1.5 인공지능3 신동훈(DGIST)

29P-P2.1

13:30-15:00 로비 일반논문

언어공학2 양영욱(한신대)

29P-P2.2 인공지능4 민홍(가천대)

29P-P2.3 인공지능5 정진만(인하대)

29P-P2.4 인공지능6 김봉재(충북대)

29P-P2.5 정보통신1 신동훈(DGIST)

29P-P3.1

15:30-17:00 로비 일반논문

고성능컴퓨팅 이재환(한국항공대)

29P-P3.2 데이터베이스2 유재수(충북대)

29P-P3.3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전수빈(대구가톨릭대)

29P-P3.4 사물인터넷1 이영석(서울교대)

29P-P3.5 전산교육시스템 이영석(서울교대)

29P-P3.6 소프트웨어공학 남재창(한동대)

29P-P3.7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1 허준영(한성대)

29P-P3.8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1 권영호(단국대)

29P-P3.9 컴퓨터시스템1 김병룡(효성)

▶� 6월� 30일(목)

세션 시간 장소 구분 분야 평가위원

30A-P4.1

09:00-10:30 로비 일반논문

사물인터넷2 김창범(ETRI)

30A-P4.2 언어공학3 임준호(ETRI)

30A-P4.3 인공지능7 김일곤(경북대)

30A-P4.4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2 임을규(한양대)

30A-P4.5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2 송순용(ETRI)

30A-P4.6 컴퓨터시스템2 임승호(한국외대)

30A-P5.1

11:00-12:30 로비 일반논문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30A-P5.2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30A-P5.3 인공지능8 장진욱(농협대)

30A-P5.4 인공지능9 이덕우(계명대)

30A-P5.5 인공지능10 박지현(한동대)

30A-P5.6 인공지능11 이수안(세명대)

30A-P5.7 정보통신2 권영호(단국대)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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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금)

세션 시간 장소 구분 분야 평가위원

1A-P6.1

09:00-10:30 로비

일반논문

국방소프트웨어 임현승(강원대)

1A-P6.2 프로그래밍언어/정보통신3 임현승(강원대)

1A-P6.3 인공지능12 옥정슬(포항공대)

1A-P6.4

학부생논문

데이터베이스1 송석일(한국교통대)

1A-P6.5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이수안(세명대)

1A-P6.6 스마트시티1 전수빈(대구가톨릭대)

1A-P6.7 인공지능1 박영호(숙명여대)

1A-P6.8 인공지능2 김영훈(한양대)

1A-P7.1

11:00-12:30 로비 학부생논문

고성능컴퓨팅 임성수(충남대)

1A-P7.2 사물인터넷 전수빈(대구가톨릭대)

1A-P7.3 소프트웨어공학 이병정(서울시립대)

1A-P7.4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1A-P7.5 인공지능3 정임영(경북대)

1A-P7.6 인공지능4 박성배(경희대)

1A-P7.7 전산교육시스템 임성수(충남대)

1A-P7.8 정보통신 이경운(경북대)

1A-P7.9 컴퓨터이론 임성수(충남대)

1P-P8.1

13:30-15:00 로비

일반논문 인공지능13 이동기(아주대)

1P-P8.2

학부생논문

데이터베이스2 송석일(한국교통대)

1P-P8.3 스마트시티2 김도현(제주대)

1P-P8.4 언어공학 조재춘(한신대)

1P-P8.5 인공지능5 김명준(아주대)

1P-P8.6 인공지능6 지종호(아주대)

1P-P9.1

15:30-17:00 로비

주니어논문 주니어논문 손시운(ETRI),�박성규(강원대)

1P-P9.2

학부생논문

인공지능7 이재흥(대전대)

1P-P9.3 인공지능8 강경태(한양대)

1P-P9.4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허준영(한성대)

1P-P9.5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정임영(경북대)

1P-P9.6 컴퓨터시스템 강동현(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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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방법�및�유의사항

1.� 발표자

①�홈페이지�공지사항�및� 일정표에서�본인의�세션명,� 발표일시,� 발표순서,� 발표장소를�확인합니다.

②�발표자료를�포스터보드�규격에�맞추어� A4용지�또는�전지로�준비합니다.

③�세션�당일� 본인의� 인덱스�번호에�따라�포스터보드를�확인한�후� 발표자료를�부착합니다.

④�세션�시작� 10분� 전까지�정위치합니다.

⑤�발표시간은�질의응답을�포함하여� 7-8분입니다.

⑥�학부생/주니어논문은�필요�시� 동영상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 � � (QR코드를�발표포스터에�포함�또는�휴대폰�사용하여�동영상� 재생)

⑦� 지정된�시간�동안� 평가위원�및� 참가자들에게�발표�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⑧�발표자�부재로�평가위원이� no� show� 처리시�불참으로�간주되며,� 논문�게재가�취소됩니다.

⑨�발표시간�종료�후� 10분� 이내에�게시물을�제거하시기�바랍니다.

[발표자료� 부착�예시]

2.� 좌장

①�홈페이지�일정표에서�담당�분야의�일시�및� 발표장소를�확인합니다.

②�세션�당일�좌장데스크에서�평가지를�받고,� 발표장소인� 로비로� 이동합니다.

③�발표논문에� 대하여�지정�양식에�따라�평가하신�후,� 좌장데스크�담당자에게�전달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④�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는�학부생,�고등학생만�발표만�허용합니다.

⑦�발표에�참여하지�않은�발표자에� 대해서는� “No� Show”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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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A-P1.1 10:30-12:00 데이터베이스1 최도진(창원대)

29A-P1.1-1 클라우드�네이티브�분산�데이터베이스� TIDB� 기반�성능�분석

공경흠� ·� 나연묵(단국대)

29A-P1.1-2 DBMS에서� Data� Warehouse에� 임포트할때�물리적으로�삭제된�데이터에�대한�보충�솔루션

양문총� ·� 나연묵(단국대)

29A-P1.1-3 LSM-tree� 컴팩션�수행�조건에�따른�읽기�및� 쓰기�성능�분석

이정호� ·� 송용주� ·� 엄영익(성균관대)

29A-P1.1-4 OLTP� 워크로드에서�쓰기워킹셋� 분석

이경식� ·� 안미진� ·� 이상원(성균관대)

29A-P1.1-5 Don’t� forget� the�NVDIMM-N:�The�Performance�Evaluation�on�NVDIMM-N�and�DCPMM

Tran� Tuan-Linh� ·� 박종혁� ·� 이상원(성균관대)

29A-P1.1-6 fsync에� 의한�WiscKey� DB의� 성능�저하

송일한� ·� 박종혁� ·� 이상원(성균관대)

29A-P1.1-7 융합� IoT� 서비스의�딥러닝�모델�학습을�지원하기�위한�결합�센서�스트림�처리�시스템�제안

오소연� ·� 이민수(이화여대)

29A-P1.1-8 CNN-LSTM� 기반의�잠재요인�특징�추출을�활용한�효과적인�불규칙�경향�예측�기법

이미경� ·� 이민수(이화여대)

29A-P1.1-9 멀티�언어�설정� 및� 질의�확장을�통한�스트리밍�트윗�수집�범위�확장�방안

유재범� ·� 권혁윤(서울과기대)

29A-P1.1-10 데이터베이스�파라미터�튜닝�기법�비교�분석

권세인� ·� � JIN� HUIJUN� ·� 박상현(연세대)

29A-P1.1-11 레퍼런스�데이터�셋을�이용한� 알려지지�않은�피쳐�추정

정재균� ·� 윤성욱� ·� Junaid� Rashid� � ·� 김정은(공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A-P1.2 10:30-12:00 언어공학1 윤여찬(제주대)

29A-P1.2-1 한국어�자연어처리�모델간�도메인�별� 감성�분류�성능�비교�분석

임가람� ·� 임희석(고려대)

29A-P1.2-2 사전학습�언어모델과� Soft� Prompting� 기법을�활용한�온라인�고객�리뷰�감정�분석�연구

이민현(고려대)

29A-P1.2-3 Self-Training을� 통한�금융�감성�분석�모델

김지연� ·� 임희석(고려대)

29A-P1.2-4 언어숙련도에�따른�형태�통사적�위반처리에� 대한�뇌인지처리�및� 분류�검증

손귀영(세종대),� 이원영(LG� CNS)

29A-P1.2-5 모든�자연언어를�위한�통합적� 문장구조�모델링

김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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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P1.2-6 딥러닝을�이용한�화자의�성별� 및� 방언�분석

이상화� ·� 주진호� ·� 김아욱� ·� 임현승(강원대)

29A-P1.2-7 Sequence-to-sequence� 모델에�기반한�한국어�대화�요약

유호선� ·� 이건희� ·� 나승훈(전북대)

29A-P1.2-8 인과�추론�문제� 해결에� 적합한�자연어�처리�모델� BART� 분석

조건희� ·� 성창민� ·� 김은총� ·� 정윤경(성균관대)

29A-P1.2-9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을� 이용한� � 고객� 전화상담�불만�유형�분류

김기훈� ·� 최원석� ·� 박성익(LG유플러스)

29A-P1.2-10 청크�표현�방법과�의존� 구문�분석을�활용한�논문�문장�이중�분류

김슬기� ·� 김홍진� ·� 김학수(건국대)

29A-P1.2-11 GPT3는�공감�대화를�생성할�수� 있는가?� 공감�대화�생성에서�제로샷�능력에�관하여

이영준� ·� 한승호� ·� 최호진(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A-P1.3 10:30-12:00 인공지능1 서동민(KISTI)

29A-P1.3-1 개방형�클라우드�기반�음성�인식� API를� 사용한� 시청각� 음성�인식�아키텍처

전상훈� ·� 김문상(GIST)

29A-P1.3-2 자소�정보를�활용한� End-to-End� 음성� 인식

신동찬� ·� 문환복� ·� 김규진� ·� 박성민� ·� 이지화(액션파워)

29A-P1.3-3 딥러닝�기반�음악�분류� 모델�연구�동향

김원희� ·� 이기용(숙명여대)

29A-P1.3-4 음성�특징�추출기법을�활용한� 진동�신호의� CNC공구�마모도�예측

임현진� ·� 강재민� ·� 구본유� ·� 권선영(부산대)

29A-P1.3-5 전화�통화에서� IVR� 음성�탐지�기법

최수봉� ·� 신동찬� ·� 이지화(액션파워)

29A-P1.3-6 정상상태시각유발전위�스펠러를�위한�뇌신호�증식�쉬프트�크기�변화에�따른�심층신경망�모델�성능�비교

주영기� ·� 박도근� ·� 김호중� ·� 전영은� ·� 소광섭� ·� 원동옥(한림대)

29A-P1.3-7 Chord-BERT� 사전학습�모델�기반의�음악�화성�생성

이은빈� ·� 안창욱(GIST)

29A-P1.3-8 이질형�그래프에서의�고차�구조�정보� 활용을�위한�그래프�뉴럴�상미분� 방정식

안성진� ·� 김명호(KAIST)

29A-P1.3-9 비구형�공간�좌표를�이용한�그래프�뉴럴�네트워크�기반�피질�표면�분할�연구

강동희� ·� 윤기중(한양대)

29A-P1.3-10 그래프�구조�학습을�이용한�시계열�예측

김주현� ·� 윤기중(한양대)

29A-P1.3-11 KoBERT와� 그래프�뉴럴�네트워크를� 활용한�세션�기반�추천�시스템�성능�향상�기법

이지환� ·� 양지훈(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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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A-P1.4 10:30-12:00 인공지능2 길명선(강원대)

29A-P1.4-1 사전�학습�언어모델�기반�오픈�도메인에서의�한국어�대화�생성

이준민� ·� 김현수� ·� 하태빈� ·� 박호진� ·� 안영민(아이브릭스)

29A-P1.4-2 인공지능�기반�신약�개발에서� 사용하는�단백질�임베딩�방법에�대한�비교�연구

공현승� ·� 김인영� ·� 김동민� ·� 장병탁(서울대)

29A-P1.4-3 BERT의� 언어�지식의�편향성으로�인한� 텍스트�정보�추출�오류

김세린� ·� 권혁철(부산대)

29A-P1.4-4 워드�임베딩을�이용한�단백질� 유사도� 측정

정이수� ·� 김윤비� ·� 조영래(연세대)

29A-P1.4-5 도메인�지식에�특화된�신경망� 기계번역

김세린� ·� 장칭하오� ·� 권혁철(부산대)

29A-P1.4-6 사람�자세상태�인식�향상을�위한�다중�작업�학습용�백본� 모델�및� 데이터셋�조합�연구

김진아(가천대),� 송길재(난징대),� 배강민� ·� 윤기민� ·� 배유석(ETRI)

29A-P1.4-8 유전자�발현�데이터�기반�한국인�육종에�대한�임베딩�모델�설계

이현수� ·� 홍승환(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관헌(연세대)

29A-P1.4-9 도메인�적응을�활용한�딥러닝� 기반의� 단일�세포� RNA� 시퀀싱� 데이터의�세포�타입�예측

박채린� ·� 채희준(숙명여대)

29A-P1.4-10 전이학습�및�프레임워크�결합형�원샷� 2D� 아바타�생성�모델

이동건� ·� 최호진(KAIST)

29A-P1.4-11 컬러�조명�사용� 이력�기반�감정�분석�및� 맞춤형�제품�추천

이기환� ·� 안세혁� ·� 서재용� ·� 김태형(금오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A-P1.5 10:30-12:00 인공지능3 신동훈(DGIST)

29A-P1.5-1 행동�유사도�임베딩�기반�실시간�훈련원�행동�인식

이종화� ·� 심민호� ·� 최호진(KAIST)

29A-P1.5-2 KoLegal-BERT:� 법률�도메인�텍스트�마이닝을� 위한�법률�언어�표상�모델

박상민� ·� 윤예진� ·� 이재윤� ·� 김재은(솔트룩스)

29A-P1.5-3 멀티�태스크�학습을�이용한�실시간�얼굴�정보�예측

박상민� ·� 김성준� ·� 윤인식(에프에스솔루션)

29A-P1.5-5 멀티모달�퓨전을�활용한�폐색전증�예측�모델의�성능�개선

김준구� ·� 조겨리(충북대)

29A-P1.5-6 다중� NPU에서�다중�신경망�추론을�위한� 운영체제�응용� API

김상철� ·� 전형국� ·� 김태호(ETRI)

29A-P1.5-7 농업인�손상�요인을�탐지를�위한�트리�통합�특성�중요도

김승원� ·� 전경훈� ·� 안홍렬(수원대)

29A-P1.5-8 머신러닝을�이용한�선형가속기�MLC� 위치�예측�연구

서영석� ·� 하만진� ·� 김필수� ·� 민병준(충북대병원)

29A-P1.5-9 순차성을�가진�전역정보�학습을�통한� 장기�시계열�예측의�정확도�향상� 기법

김선민� ·� 채동규(한양대)



한국정보과학회� KCC 202292

Poster Session

29A-P1.5-10 특정�객체의�셈� 정보�추출을�위한�정규화�분할의�활용

연유빈(한양대,� 고등과학원),� 김승현(서울대),� 노영균(한양대,� 고등과학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2.1 13:30-15:00 언어공학2 양영욱(한신대)

29P-P2.1-1 미분가능한� BLEU� loss를� 이용한� NAR� 패러프레이징�생성�모델

문성후� ·� 차정원(창원대)

29P-P2.1-2 기계�독해�데이터셋을�이용한� Dense� Passage� Retrieval

서민택� ·� 나승훈(전북대),� 신동욱� ·� 김선훈� ·� 강인호(네이버)

29P-P2.1-3 문서�편향성�분류�모델� 구축�및� 가짜�뉴스� 탐지에서의�활용

이재훈� ·� 김미숙(세종대)

29P-P2.1-4 문법�교정을�활용한�한국어�대화�요약�시스템

정지수� ·� 정상근(충남대)

29P-P2.1-5 PDF� 문서에서�텍스트,� 이미지�및� 도표를�자동으로�추출하기�위한�조건�기반�규칙과�

Faster� R-CNN� 모델의�통합�적용�방안�연구

정선기� ·� 안효준� ·� 박수진� ·� 심대훈� ·� 이효진� ·� 권지현� ·� 최성필(경기대)

29P-P2.1-6 불용어�마스크�풀링을�이용한� 의학�도메인�밀집�검색

최동호� ·� 송호윤� ·� 정소영� ·� 조석민� ·� 박종철(KAIST)

29P-P2.1-7 기계번역을�활용한�한국어�언어폭력�데이터셋의�구축

신지수� ·� 송호윤� ·� 이희제� ·� 박종철(KAIST)

29P-P2.1-8 의학용어�임베딩을�이용한�한국질병분류�예측

윤동근� ·� 정근영� ·� � 박성식(건국대),� 신현진(건국대병원),� 김학수(건국대)

29P-P2.1-9 Ko-METER:� Dual-Stream� 구조의� Vision-Language� Foundation� Model을� 이용한�

한국어�시각�정보�질의응답

이성민� ·� 나승훈(전북대),� 서대룡� ·� 김선훈� ·� 강인호(네이버)

29P-P2.1-10 대화의�중요�발화를�반영하기� 위한�지식�문서�검색�방법

박성흠� ·� 장영진� ·� 김홍진(건국대),� 황금하� ·� 권오욱(ETRI),� 김학수(건국대)

29P-P2.1-11 사실�확인을�위한�그래프�기반�추론�및� 계층적�구조�어텐션�결합�모델

박은환� ·� 나승훈(전북대),� 신동욱� ·� 전동현� ·� 강인호(네이버)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2.2 13:30-15:00 인공지능4 민홍(가천대)

29P-P2.2-1 다중�카메라�입력�인식� 모델을�위한�배치�추론�및� 이벤트�알람�전송�프레임워크

송길재(난징대),� 김진아(가천대),� 배강민� ·� 윤기민� ·� 배유석(ETRI)

29P-P2.2-2 인스타그램�게시물의�장면�그래프�적용을�통한�멀티모달�지도학습�기반�인간�활동�인식율�향상

Thanh� Long� Cao� ·� 한수민� ·� 이동만(KAIST)

29P-P2.2-3 Multimodal� Representation� Fusion� for� On-Device� Learning

Huy� Q.� Le� ·� Choong� Seon� Hong(경희대)

29P-P2.2-4 문자�인식을�위한�레이블�및� 임베딩�공간에서의�다중�학습�방법

기민송� ·� 이정택� ·� 이승현� ·� 박상훈� ·� 전병기(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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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P-P2.2-5 객체�검출�기반� 다중�모달리티�어텐션�향상

김용일� ·� 윤현구� ·� 황예린� ·� 정교민(서울대)

29P-P2.2-6 상호정보량�기반�자기지도�다중�객체� 강화학습

송연지� ·� 정창훈� ·� 장병탁(서울대)

29P-P2.2-7 A� Survey� of� Transformer-based� Multimodal� Models

정소영(서울대),� 전병곤(서울대,� FriendliAI)

29P-P2.2-8 다중언어�텍스트에�대한�이미지�생성� 기법

정성준� ·� 최우석� ·� 최성호� ·� 장병탁(서울대)

29P-P2.2-9 다중�스케일�특성�생성� 네트워크

이광한� ·� 신새별� ·� 우사이먼성일(성균관대)

29P-P2.2-10 다중�도메인�적응을�활용한�알츠하이머병�진행�예측

박성홍� ·� 손상준(아주대),� 남용현(펜실베니아대),� 신현정(아주대)

29P-P2.2-11 준지도학습을�위한�도메인�적응�기반� 다중�그래프�통합

박성홍(아주대),� 박강희(KISTI),� 신현정(아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2.3 13:30-15:00 인공지능5 정진만(인하대)

29P-P2.3-1 얼굴�감지�및� 정렬�네트워크를�사용한�딥� 페이크�탐지

권민지� ·� 김명철� ·� 이대호(경희대)

29P-P2.3-2 유무�검사를�위한�실용적인�불량�데이터�수집�방법

강민혜� ·� 고재필(금오공대)

29P-P2.3-3 현실적인�데이터�풀을�고려한� 능동적� 학습�방법�비교연구

김지효� ·� 황상흠(서울과기대)

29P-P2.3-4 뇌과학�기반�순차적�의사결정� 문제에서�능동적�추론과�강화학습의�비교

김재인� ·� 장병탁(서울대)

29P-P2.3-5 제조�설비�이상탐지를�위한�시계열�전력�데이터�기반�비지도�학습�모델�연구

김윤기� ·� 강선무� ·� 홍충선(경희대)

29P-P2.3-6 Edge� AI� 기반� 실시간�안전사고�예방�시스템

허지원(경희대),� 김정호(해피콤),� 강선무� ·� 홍충선(경희대)

29P-P2.3-7 LSTM을�활용한�일반주택의�실내온도�예측

이희원� ·� 김덕환(인하대)

29P-P2.3-8 결과�해석이�가능한�시계열�예측�신경망

조원근� ·� 김동일(충남대)

29P-P2.3-9 Multi-task� Learning을� 이용한�다변량�시계열�회귀모델�연구

이수민(충남대),� 김혜인� ·� 구정인(생산기술연구원),� 김동일(충남대)

29P-P2.3-10 변경된� GoogLeNet을� 이용한�콘택트렌즈�불량� 검출

김기남� ·� 김성훈� ·� 주인� ·� 류관희(충북대)

29P-P2.3-11 수어�발화�시점� 탐지를� 위한�기법�설계�및� 구현

김근모� ·� 조진성� ·� 김광용� ·� 김봉재(충북대),� 전기만(K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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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2.4 13:30-15:00 인공지능6 김봉재(충북대)

29P-P2.4-1 Arbitrary-shaped�Scene�Text�Detection�based�on�Multi-scale�Feature�Enhancement�Network

My-Tham� Dinh� ·� Guee-Sang� Lee(전남대)

29P-P2.4-2 트랜스포머�모델을�활용한�질의�유형� 분류와�질의응답�시스템

김소망� ·� 양지훈(서강대)

29P-P2.4-3 자연어처리�연속학습에�대한�최신기술�조사

이지혜� ·� 하현민(서울대),� 전병곤(서울대,� FriendliAI)

29P-P2.4-4 딥러닝�기계어�문장�생성�모델�평가�기술:� 서베이

이상호� ·� 최준희(성균관대)

29P-P2.4-5 코드�주석�자동� 생성�품질�개선을�위한� AST� 순회�정보�활용에�관한�연구

박영미� ·� 박아정� ·� 김철연(숙명여대)

29P-P2.4-6 자소�단위를�활용한�문장�간� 복합�오류율�측정

문환복� ·� 백상윤� ·� 신동찬� ·� 최수봉� ·� 이지화(액션파워)

29P-P2.4-7 딥러닝을�이용한�자연어�처리� 기반�작성자�판별�방법

오해미� ·� 박희진(한양대)

29P-P2.4-8 BERT� 계층에�따른�단어간�관계�변화�분석

김가연� ·� 김영훈(한양대)

29P-P2.4-9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BERT� 모델�압축

정홍석� ·� 이준열� ·� 서지원(한양대)

29P-P2.4-10 인공지능�언어�모델을�이용한�인�실리코�약물�발굴에서의�데이터�전처리와�도킹�사이트�발견

윤유경(충남대),� 최재문� ·� 리� 반� 흐엉� ·� 마일리바이�딘무하메드� ·� 윌리안토�조나단� ·� 박진희� ·�

샤디에브�누숩� ·� 성철(칼리시),� 김영국(충남대)

29P-P2.4-11 딥러닝을�이용한�정형화된�답안지의�숫자�인식�시스템�설계

김찬� ·� 김경수� ·� 오경환� ·� 윤영선(한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2.5 13:30-15:00 정보통신1 신동훈(DGIST)

29P-P2.5-1 K-평균�클러스터링�및� 주성분�분석을�활용한� 뉴스�앱� 이용자�유형�분류

박수연� ·� 이도길(고려대)

29P-P2.5-2 소셜�데이터의�주권�확보를�위한�블록체인�기반�소셜�데이터�공유�플랫폼�연구

김선겸(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P-P2.5-3 뇌의�인지�처리속도에�따른�사람의�의사결정모델과� 주의력의�관계

송민석� ·� 이효주� ·� 홍사익� ·� 안민규(한동대)

29P-P2.5-4 Mobile� Edge� Computing� 환경에서� 스케일�아웃을�통한�다중�자원�할당�적용�방안�연구

장현희(경희대,� 이노그리드),� 김명진(이노그리드),� 강선무� ·� 허의남(경희대)

29P-P2.5-5 딥러닝�기반의�밀리미터파�경로�손실� 모델링을�위한�다중�데이터�분할� 방법

진우빈� ·� 김현진� ·� 이혁준(광운대)

29P-P2.5-6 메타버스�내�시각�자극� 기반�뇌-컴퓨터�인터페이스�방법�조사

강준우� ·� 이신비� ·� 김현지� ·� 안민규(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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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P-P2.5-7 적대적학습(GAN)� 모델�기반의�사전예방적�네트워크�트래픽�예측

변규린� ·� Syed.M� Raza� ·� 추현승(성균관대)

29P-P2.5-8 UAV�기반�무선�네트워크�환경에서�효율적인�콘텐츠�인기도�예측을�위한�계층적�연합학습�기법�연구

강석원� ·� 홍충선(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1 15:30-17:00 고성능컴퓨팅 이재환(한국항공대)

29P-P3.1-1 CUDA� 프로그래밍을�통한� AES� 암호화� 속도�향상�분석

정준영� ·� 김철홍(숭실대)

29P-P3.1-2 클라우드�환경에서� HPC� 클러스터를�위한�가상�머신�프로비저닝

조혜영� ·� 정기문� ·� 홍태영� ·� 오광진(KISTI)

29P-P3.1-3 연산�집약을�통한�인공지능� GPU� 연산�가속

신현일� ·� 김지은� ·� 엄현상(서울대)

29P-P3.1-4 Stocks� Price� Prediction� by� Analyzing� Models� Performance� � A� comparative� analysis

Jabeen� Shaisata� ·� 홍봉희(부산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2 15:30-17:00 데이터베이스2 유재수(충북대)

29P-P3.2-1 유사도�기반�지역현안�해결�지원형�데이터�연계

육진희� ·� 신수미� ·� 문영수� ·� 황윤영(KISTI)

29P-P3.2-2 기계학습기반�수요반응참여고객의�자발적� DR(Demand� Response)� 입찰가능량� 예측

권동영� ·� 강선무� ·� 이영구(경희대)

29P-P3.2-3 Meta� path� 기반�한국어�소설�검색�모델

용자윤� ·� 김철연(숙명여대)

29P-P3.2-4 한국어�소설에�대한�문맥�기반�추출�요약�기법

배현진� ·� 김철연(숙명여대)

29P-P3.2-5 파이썬을�이용한�기업�재무제표�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설계�및� 구현에� 관한�연구

엄태선� ·� 유성준� ·� 구영현(세종대)

29P-P3.2-6 퇴행성�뇌질환�도메인의�유전자-질병�상관관계�자동� 큐레이션�시스템

이헌우� ·� 전준범� ·� 백경민(한림대),� 원정임(한양대),� 김윤중(연세대),� 윤지희(한림대)

29P-P3.2-7 데이터베이스�및�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기법을�활용한�미국�주식�투자�및�레버리지�ETF�상품�투자�

전략분석:�나스닥� 100,� S&P500,� 다우존스,�러셀� 2000,� 원유

송영서(육군사관학교,�서울대),�유진철� ·�한창희� ·�신규용� ·�김기환� ·�박정규� ·�김동현(육군사관학교),�

정진안(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3 15:30-17: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전수빈(대구가톨릭대)

29P-P3.3-1 범죄발생�영향요인�정보�제공� 지도�구축

안효준� ·� 임선영(배재대)

29P-P3.3-2 IoT� 환경에서의�MSA� 최적화를�위한� API� Gateway의� 캐싱�자동화�제안

이상민� ·� 박현주(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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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P-P3.3-3 일상생활활동에서�최적의�생체신호센서�선정에�관한�연구

이진명� ·� 이준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P-P3.3-4 이기종�플랫폼을�위한�데이터� 공유�프레임워크

공형준(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29P-P3.3-5 모바일�DNN�추론�프레임워크의�모델�변환기에서�활용되는�그래프�변환을�통한�최적화�기법�분석

김민재� ·� 정창진(서울대),� 전병곤(서울대,� FriendliAI)

29P-P3.3-6 효율적인�통신�프로토콜�선택을�위한� HTTP와� RSocket� 프로토콜�비교

황순호� ·� 박현주(한밭대)

29P-P3.3-7 마이크로�서비스�환경에서의� gRPC와� RSocket� RPC의� 성능�및� 구조�비교�분석

박대원� ·� 박현주(한밭대)

29P-P3.3-8 식품�알레르기를�고려한�개인� 맞춤형� 메뉴�추천�모바일앱의�설계와�구현

김동연� ·� KHIN� CHAN� MYAE� AUNG� ·� UWIZEYE� Delphine� ·� 권오흠� ·� 송하주(부경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4 15:30-17:00 사물인터넷1 이영석(서울교대)

29P-P3.4-1 IoT� 기반�이상상태�조기감지�연구

현은빈� ·� 강선무� ·� 허의남(경희대),� 김정호(해피콤)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5 15:30-17:00 전산교육시스템 이영석(서울교대)

29P-P3.5-1 멀티모달�오브젝트를�통한�협업�기반� XR� 콘텐츠�저작�모델

이정훈(KISTI)

29P-P3.5-2 분류�모형�기반� 교육분야�인공지능�윤리원칙(시안)� 분석

이여름(고려대)

29P-P3.5-3 체계적�문헌�연구�기반의�인공지능�교육�동향�분석�방안� 설계

이영석(서울교대),� 조정원(제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6 15:30-17:00 소프트웨어공학 남재창(한동대)

29P-P3.6-1 UI� 상호작용�요소를�이용한�시스템�테스트의�자동화

변혁� ·� 최은만(동국대)

29P-P3.6-2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지속적인�통합�및� 테스팅을� 위한�효과적인�테스트�프레임워크�구현

김해욱� ·� 현희철� ·� 김성혜(LG전자)

29P-P3.6-3 Commit안의� Diff� 기반� 작업�식별을�통한�작업�요약문�생성�연구

김태영� ·� 김순태� ·� 류덕산(전북대)

29P-P3.6-4 이더리움�스마트�컨트랙트의�저비용�업그레이드�전략

김진영� ·� 김미수� ·� 이은석(성균관대학교)

29P-P3.6-5 사전�훈련된�모델을�활용한�버그�보고서�요약

Mukhtar� Samal� ·� 이선아(경상국립대)

29P-P3.6-6 다변수�시계열�데이터�군집화�알고리즘의�사이버�물리�시스템�오브�시스템즈�실패�분석을�위한�연구�조사

김한수� ·� 현상원� ·� 배두환(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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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P-P3.6-7 Micro�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에서�Multi-cross� electrode� 을� 이용한�영상복원

최상규� ·� 박인규� ·� 장대훈� ·� 서보인� ·� 이은주(한림대)

29P-P3.6-8 Synthesizing� Talking� Face� Animation� with� order� Motion

Asatullaev� Ubaydullo� ·� Toshpulatov� Mukhiddin� ·� Wookey� Lee(인하대)

29P-P3.6-9 Automatically�Generating�Behavior�Descriptions�of�a�Cyber-Physical�System-of-Systems

Esther� Cho� ·� 김한수� ·� 신용준� ·� 배두환(KAIST)

29P-P3.6-10 ISO/IEC�25023을�활용한�키넥트�기반�모션�인식�소프트웨어의�품질�측정�항목�도출에�관한�연구

이재훈(경북대,� TTA),� 김대용(경북대,� 이튜),� 이우진(경북대)

29P-P3.6-11 다음을�사용하는�버그�심각도� 권장�사항텍스트�마이닝과�장단기�기억�네트워크

부닝� ·� 김순태� ·� 류덕산(전북대)

29P-P3.6-12 데이터�비식별화의�편의성�향상을�위한� ARX� 웹� 서비스� 개발

송종휘� ·� 양준열� ·� 유수연� ·� 차재빈� ·� 윤상균(연세대)

29P-P3.6-13 AND,� OR� 논리�연산자�관계�분석을�통한� MC/DC� 테스트�케이스�집합�생성

이순영� ·� 남영호� ·� 오범석(경상국립대)

29P-P3.6-14 PlusCal을� 이용한� Chang의� 리더�선출�알고리즘�검증

윤성호� ·� 이혁(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7 15:30-17: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1 허준영(한성대)

29P-P3.7-1 디지털�이미지의�재창조를�위한�객체지향�기반의� NFT

정윤성� ·� 서중원� ·� Saad� Alshihri� ·� 강호준� ·� 박수용(서강대)

29P-P3.7-2 동영상�데이터�무결성�검증을� 위한�블록체인�기반의�비트맵�시리얼�기법

조성우� ·� 서중원� ·� 박수용(서강대)

29P-P3.7-3 블록체인�지갑을�위한�개인�기기�기반�개인�키� 복구�체계

성시우� ·� 서중원� ·� 박수용(서강대)

29P-P3.7-4 하이퍼레저�패브릭에서의�대체�가능/불가능�토큰�프레임워크�지원� 현황�조사

박윤서� ·� 박찬익(포항공대)

29P-P3.7-6 제어�흐름�무결성�검증� 기법을�이용한� Spectre� 공격완화

장혜린� ·� 신영주(고려대)

29P-P3.7-7 XAI� 기반�도박사이트�분류�모델�분석을�통한� 주요�키워드�탐색

이경석� ·� 임규민� ·� 조호묵(KAIST)

29P-P3.7-8 BM25� 알고리즘�기반� XSS� 공격�탐지

Zhen� Yin� ·� Scott� Uk-Jin� Lee(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8 15:30-17: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1 권영호(단국대)

29P-P3.8-1 지식�그래프�기반�공예품�속성�정보�탐색�시스템�개발�및� 유용성�연구

김희찬� ·� 김주연� ·� 강우진� ·� 홍진혁(GIST)

29P-P3.8-2 볼륨�데이터�상호작용을�위한� 점구름� 생성�및� 처리의� GPU� 기반�가속화�방법

이찬혁� ·� 박진아(KAIST)

29P-P3.8-3 시각장애인을�위한�전자출판물에서의�수식�콘텐츠의�한글� 독음�텍스트�변환�서비스

박주현(숙명여대),� 김현영(보인정보기술),� 송유정(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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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P-P3.8-4 컨텐츠�기반�필터링을�활용한� 공예품� 추천�시스템�개발

김주연� ·� 김희찬� ·� 강우진� ·� 홍진혁(GIST)

29P-P3.8-5 공예�정보�인터랙티브�탐색기� 개발

나은경� ·� 공혜정� ·� 이다현� ·� 이나림� ·� 이지현(GIST)

29P-P3.8-6 양방향�수어�생성�및� 번역을�위한�통합�모델

김민선� ·� 이도희� ·� 권혁윤(서울과기대)

29P-P3.8-8 청각장애인�학생의�음악�학습을�지원하는�게임�기반�교사�지원�시스템� 개발

최유진� ·� 정송민� ·� 한명훈� ·� 홍진혁(GIST)

29P-P3.8-9 원자로�해체�공정작업�가상훈련을�위한� 3D� 모델�절단�및� 평가�시스템

우태윤� ·� 박원정� ·� 김현수� ·� 박진아(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29(수) 29P-P3.9 15:30-17:00 컴퓨터시스템1 김병룡(효성)

29P-P3.9-1 파일�시스템에서�고려해야�할� SSD의�특성�분석

이제연� ·� 최종무(단국대)

29P-P3.9-2 디스크�결함�예측�및� 확장성을�고려한� Pull� 방식�디스크�상태�모니터링� 방법

김경준� ·� 김정빈� ·� 김성민� ·� 신재혁� ·� 노서영(충북대)

29P-P3.9-3 ZNS� SSD를�활용한� F2FS� 파일시스템�성능� 분석

이만종� ·� 박종규� ·� 엄영익(성균관대)

29P-P3.9-4 BSS� :� 외부�저장장치를�활용하는�블록체인�스토리지�서비스

정우창� ·� 박찬익(포항공대)

29P-P3.9-5 클라우드�컴퓨팅�서버의�주요� 부품�별� 내구도�기반�가상머신�자원�배치�방법

신재혁� ·� 김성민� ·� 김경준� ·� 김정빈� ·� 노서영(충북대)

29P-P3.9-6 큐버네티스를�활용한�리눅스�컨테이너�클러스터의� � 사용자�인증�및� 다중�사용자�지원�기법

조태규� ·� 김홍덕� ·� 박재일� ·� 이정훈� ·� 전현성� ·� 유시환(단국대)

29P-P3.9-7 캐시�메모리�배치를�위한�학습�기반�결정�프로세스

최혜정� ·� 박세진(계명대)

29P-P3.9-8 멀티�코어�시스템에서�전력을� 고려한� 태스크�병렬화�메커니즘

유서환� ·� 신동민� ·� 이창건(서울대)

29P-P3.9-9 천리안�해양위성� 2호� 임무생성�자동화�시스템

최우창� ·� 한희정(KIOST),� 김영현(아이옵스)

29P-P3.9-10 StateChart를� 이용한� Inverted� Pendulum� Simulation

김응남� ·� 최진영(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4.1 09:00-10:30 사물인터넷2 김창범(ETRI)

30A-P4.1-1 앰비언트�센서�기반�실시간�인간�행동�인식을�위한�기술적�이슈� 분석

이태훈� ·� 김현주� ·� 이동만(KAIST)

30A-P4.1-2 Energy�Efficient�UAVs�and�Internet�of�Everything�Networks�Deployment�via�Genetic�Algorithm

Sheikh� Salman� Hassan� ·� Umer� Majeed�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P4.1-3 딥러닝�기반�드라이�진공펌프� IoT� 이상감지

이혜영� ·� 이한경(스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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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P4.1-4 An�Optimized�Computation�Offloading�and�Resource�Allocation�Strategy� in�Mobile�Edge�

Computing� Using� Deep� Reinforcement� Learning

Yu� Qiao� ·� Md.� Shirajum� Munir�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P4.1-6 스마트홈� IoT� 기술�및� 프라이버시�최신�연구�동향

신유원� ·� 이현수� ·� 최우혁� ·� 김희평� ·� 정용� ·� 이의진(KAIST)

30A-P4.1-7 IoT바이오센서의� 설계요소�검토와�축산데이터�활용

고미애(리얼팜)

30A-P4.1-8 스마트�팩토리�모니터링을�위한�MAML� 기반�이상치�탐지� 기법

노윤아� ·� 정승원� ·� 문재욱� ·� 정원용� ·� 황인준(고려대)

30A-P4.1-9 잠재영역�특징의�적대적�생성망�훈련방법을�사용한�준지도�위성�이미지�데이터�분류에�관한�연구

송순용� ·� 박찬원(ETRI)

30A-P4.1-10 무인�드론�이미지�활용� 및� 사람�인식을�위한�연구� 리뷰

정민기(ETRI,� 서울대),� 이상연� ·� 이강복(ETR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4.2 09:00-10:30 언어공학3 임준호(ETRI)

30A-P4.2-1 의사�문장�표현을�활용한�수학�문장형�문제�풀이�모델

김지우� ·� 이선경� ·� 최은성� ·� 이종욱(성균관대)

30A-P4.2-2 Ko-SenseBERT:� 한국어�어휘지도(UWordMap)에� 기반한�의미�강화된�언어�모델

이현민� ·� 이건희� ·� 나승훈(전북대),� 옥철영(울산대)

30A-P4.2-3 Dense� Retrieval에� 기반한�유의어�추출�개선

이정두� ·� 나승훈(전북대),� 김관우� ·� 이성민� ·� 한상민(삼성�중공업)

30A-P4.2-4 인터리브-디코더를� 이용한� Sequence-to-Sequence기반�한국어�형태소�분석

민진우� ·�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 김영길(ETRI)

30A-P4.2-5 규칙을�적용한�인공신경망�기반�의존� 구문분석

신중민� ·� 조상현� ·� 박승렬� ·� 권혁철(부산대)

30A-P4.2-6 수학�문장제�해결을�위한� PLM기반�수리적�추론의�필요성에�대한�성능�비교

송상민� ·� 진교훈� ·� 조수진� ·� 이은주� ·� 김영빈(중앙대)

30A-P4.2-7 독해�보조로서의�자동�생성�요약문�평가

김어진� ·� 신지수� ·� 정소영� ·� 조석민� ·� 박종철(KAIST)

30A-P4.2-8 T5모델을�이용한�스키마�기반의�한국어�대화�상태�추적

박준범� ·� 이종현� ·� 이정두� ·� 나승훈(전북대)

30A-P4.2-9 Box� 임베딩에� 기반한� 멘션�탐지�및� 엔티티�링킹

최형준� ·� 민진우� ·� 나승훈(전북대)

30A-P4.2-10 데이터�중요도를�반영한�적응� 결정경계�기반�오픈�의도�분류

박나현� ·� 송현제(전북대)

30A-P4.2-11 CANINE� 모델을�활용한�온라인� 대화에서�시간일정�추출

김혜원� ·� 송현제(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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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4.3 09:00-10:30 인공지능7 김일곤(경북대)

30A-P4.3-1 Analyzing�Latent�Space�behavior�with�Learnable�Quantization�and�Sparsity�in�Image�Compression

Muhammad� Salman� Ali� ·� Muhammad� Awais� ·� Hui� Yong� Kim� ·� Sung-Ho� Bae(경희대)

30A-P4.3-2 CNN,� KTS,� RNN와�강화학습을�이용한�비디오�요약

옥수빈� ·� 김명철� ·� 이대호(경희대)

30A-P4.3-3 GAN� 기반�의료�영상� 학습을�위한�데이터�증강�기법

박진선� ·� 홍충선(경희대)

30A-P4.3-4 Edge-oriented�Convolution�Block과�Random�Degradation�기반의�얼굴�중심�방송�영상�초해상화

차정훈(경희대),� 황지원(사피온�코리아),� 이민석� ·� 전준근(카이미디어),� 배성호(경희대)

30A-P4.3-5 이미지�전처리를�이용한� CNN� 기반�모델들에서�해상�열화상�선박�이미지�분류�성능�비교

지윤호� ·� 정재영� ·� 정순영(고려대)

30A-P4.3-6 이미지�인페인팅을�활용한�주름�및� 결점�복원�기법

이준석� ·� 김현우� ·� 심종화� ·� 이지은� ·� 황인준(고려대)

30A-P4.3-7 GAN을�이용한�객체�검출�데이터셋� 생성�프레임워크

이형탁� ·� 강성주� ·� 황재기� ·� 정광수(광운대)

30A-P4.3-8 주행가능영역�인식을�위한�Deep�Metric� Learning�기반�3D�포인트�클라우드�학습�프레임워크

배지환� ·� 안성용(국방과학연구소)

30A-P4.3-9 딥�러닝�기반의�이미지�분류�모델에�대한�백도어�공격과�방어�방법의�최신�동향에�관한�연구

김태훈� ·� 김형건� ·� 황선진� ·� 손기수� ·� 최윤호(부산대)

30A-P4.3-10 Frequency-Focused� GAN� Pipeline� for� Art-like� Image� Generation

Jose� Castelo� ·� Yohwan� Noh� ·� Dohoon� Lee(부산대)

30A-P4.3-11 이미지�캡셔닝�기반�멀티�모달�복합�감정인식�기술

이이삭� ·� 홍영기� ·� 윤준석� ·� 김병수� ·� 유석봉(전남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4.4 09:00-10: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2 임을규(한양대)

30A-P4.4-1 EVM�바이트코드의�제어�흐름�그래프�복원을�위한� 구조�설계

정승일� ·� 최재승� ·� 김수민(KAIST)

30A-P4.4-2 기업�근무환경�변화에�따른�보안�이슈와�대응(스마트워크를� 중심으로)

장경연(고려대)

30A-P4.4-3 MS-Word�문서형�매크로�악성코드의�효율적�탐지를�위한�포맷�분석�및�위협�인자�추출�방안

손승호� ·� 조호묵� ·� 정동재(KAIST)

30A-P4.4-4 클라우드�네이티브�환경�내� � 강화학습을�통한�부하�패턴� 파악�시스템

최유준� ·� 홍두표� ·� 신용태(숭실대)

30A-P4.4-5 시계열적�특성이�CNN�기반�네트워크�이상치�탐지에�미치는�영향�및�이상치�탐지�방법에�대한�연구

김민석� ·� 신종훈� ·� 홍충선(경희대)

30A-P4.4-6 모바일�네트워크를�통한�드론� 임무�컴퓨터�제어

정병현� ·� 장두혁� ·� 허준영(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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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P4.4-8 리눅스�부팅�시간�단축� 기법�분석

김아정� ·� 김재섭� ·� 홍지만(숭실대)

30A-P4.4-9 안드로이드�앱�로직�밤� 탐지�기법�비교

이수민� ·� 박민호� ·� 홍지만(숭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4.5 09:00-10:3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2 송순용(ETRI)

30A-P4.5-1 질병�진단을�위한�딥러닝�기반�증강�사용자�인터페이스

심상일� ·� 김민우� ·� 오일석(전북대)

30A-P4.5-2 청각장애인의�음악�향유를�위한�음악� 시각화�표현�방법에�대한�선호도� 실험�조사

황민지� ·� 옥창엽� ·� 조은혜� ·� 조예본� ·� 송은성� ·� 이지현(GIST)

30A-P4.5-3 청각장애인을�위한�음악�시각화�도구� 연구:� 탐색과�개인화의�관점에서

이정하� ·� 최유진� ·� 전준렬� ·� 홍진혁(GIST)

30A-P4.5-4 게임�플레이어의�경험�측정을� 위한�멀티모달�통합�센서�플랫폼�개발

최준두� ·� 이대호� ·� 문재영� ·� 최유진� ·� 박태화� ·� 홍진혁(GIST)

30A-P4.5-5 레이더�신호를�활용한�작업자� 행동�분류에�관한�연구

박영진� ·� 조희섭(DGIST)

30A-P4.5-6 퇴행성�근골격계�질환�보유�고령자� 1인� 가구의� 재활운동�데이터�분석�모델과�소프트웨어

유혜리(건국대),� 도종걸(삼성서울병원),� 김지인� ·� 김민경(건국대)

30A-P4.5-7 연료전지�스택�조립� � 실습용�소프트웨어� STACK-Up� 개발에� 관한�연구

Duong� Thuy� Trang� ·� 곽경민� ·� 노영주(한국공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4.6 09:00-10:30 컴퓨터시스템2 임승호(한국외대)

30A-P4.6-1 아날로그� In-Situ� PIM� 기반� DNN� 가속기에서의� 로드�분할�방법에�따른�성능·효율�분석

김민섭� ·� 이헌준� ·� 김장우(서울대)

30A-P4.6-2 그룹화를�통한�이종�시스템에서의�희소�행렬�곱셈�가속화

박태형� ·� 박영준(한양대)

30A-P4.6-3 컴퓨팅�자원을�고려한�딥러닝� 작업�배치의�영향�분석

맹재우� ·� 이재연� ·� 박재형(서울대),� 전병곤(서울대,� FriendliAI)

30A-P4.6-4 가속기�구조에서의�그래프�신경망�성능�특성�분석

이훈종� ·� 구건재(고려대)

30A-P4.6-5 협동적�데이터�프로세스를�통해�고품질�데이터를�형성하기�위한�데이터옵스�프레임워크의�개념적�설계

전지연� ·� 송광호� ·� 최진(인피닉)

30A-P4.6-6 양자�제어�프로세서�시뮬레이션을�통한�양자�컴퓨터�확장성�제한�요소� 분석

김준표� ·� 김장우(서울대)

30A-P4.6-7 공유로그�기반� Solidity� 스마트� 컨트랙트�실행�환경

정문현� ·� 박찬익(포항공대)

30A-P4.6-8 NFT기반�연구�논문�오픈�액세스�플랫폼�설계

이정현� ·� 임윤정� ·� 송규원� ·� 조민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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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P4.6-9 MEC-Chain� :� 동적�지역성을�지원하는� 고성능�블록체인

조용래� ·� 박찬익(포항공대)

30A-P4.6-10 이더리움�데이터를�읽기�위한� API와� 노드활용�방식�비교분석

김민석� ·� 문수묵(서울대)

30A-P4.6-11 Audit� Chain:� O(n)� BFT� 합의� 프로토콜�기반�고성능�허가형�블록체인

오하늘� ·� 박찬익(포항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1 11:00-12:30 스마트시티 서동만(대구가톨릭대)

30A-P5.1-1 GS1� 국제표준�디지털�사물주소�기반�스마트버스정류장�공유� 서비스� 플랫폼�구현

이영종� ·� 정만기� ·� 김대영(KAIST),� 송기영� ·� 남기태(데이터릭),� 최명춘(SDT)

30A-P5.1-2 Edge�based�Automated�Wireless�Alert�System�for�Avoiding�and�Managing�Crowded�Location

Girum� Fitihamlak� Ejigu�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P5.1-3 웹�기반�전자정부�문서� 및� 데이터를�위한�통합�고유식별체계�설계

최민석� ·� 정영준(ETRI)

30A-P5.1-4 Colored� Motif를� 통해�본� 휠체어�장애인들의� ‘제� 3의� 장소’와� 삶의� 만족도와의�상관관계:�

휠체어�장애인과�비장애인의�모바일� GPS데이터를�중심으로

신유진� ·� 이관주� ·� 정근성� ·� 차재혁(한양대)

30A-P5.1-5 Federate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with� Attentive� Aggregation

Chu� Myaet� Thwal� ·� Ye� Lin� Tun� ·� Choong� Seon� Hong(경희대)

30A-P5.1-6 IEC� 62443� 체크리스트�기반� 스마트공장�보안�위협�분석�및� 대응�방안

조종진� ·� 강미영(고려대)

30A-P5.1-7 지능형�교통안전시설물을�위한�이륜차�운전자�검출� 및� 분류�방법

백장운� ·� 이준구� ·� 최윤원(ETR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2 11:00-12:3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30A-P5.2-1 병렬화를�이용한�고효율�가상� 약물�스크리닝

홍승환� ·� 이현수� ·� 김관헌(한국제약바이오협회)

30A-P5.2-2 MyBatis� 개발� 생산성�향상을�위한�메타데이터�기반의�타입분석�기법

최창원� ·� 조은선(충남대)

30A-P5.2-3 네트워크�성능�개선을�위한� kube-scheduler� 분석

이효원� ·� 유혁(고려대)

30A-P5.2-4 모바일� IoT� 장치를�위한�엣지� 플랫폼�성능�향상

김경진(한양대),� 한혁(동국여대),� 강수용(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3 11:00-12:30 인공지능8 장진욱(농협대)

30A-P5.3-1 설명�가능한�딥러닝을�활용한� CT� 영상에서의�골밀도�예측

강정운� ·� 박춘수(부산대),� 유재흥� ·� 민영경(부산의료원),� 김민우(부산대)

30A-P5.3-2 실제�로드뷰�이미지에서�Faster�R-CNN과�Scene�Text�Detection�CNN을�이용한�간판�영역�검출�방법

나형윤� ·� 낭종호(서강대),� 김동은(무한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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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P5.3-3 폭력�이벤트�검출을�위한� Pose� 기반� CCTV� 동영상�행동�분류기�개발

황영준� ·� 송진하� ·� 문형빈� ·� 최규식� ·� 낭종호(서강대)

30A-P5.3-4 개인�정보�비식별화를�위한�딥러닝�기반�이미지�및� 이미지�특징� 벡터�생성�방법

이종석� ·� 정민수� ·� 조재찬� ·� 낭종호(서강대)

30A-P5.3-5 자동�회귀�기반� 시각�대화�생성�기법

강기천� ·� 장병탁(서울대)

30A-P5.3-6 부분적�관측�가능�환경에서의� 객체�인식을�위한�자기�지도�학습� 알고리즘

최원석� ·� 장병탁(서울대)

30A-P5.3-7 편향된�데이터셋에서의�데이터�증강의�효과에�대한� 고찰

황인우� ·� 이상준� ·� 곽윤혁� ·� 장병탁(서울대)

30A-P5.3-8 CycleGAN을� 이용한� 실내�저조도�야간�환경에서의�객체�검출

박예솔� ·� 강제순� ·� 장병탁(서울대)

30A-P5.3-9 딥러닝을�사용하는�베어링�고장�진단의�효율성�향상을�위한�이미지�크기�조절� 방안

김찬진� ·� 박재현� ·� 김철홍(숭실대)

30A-P5.3-10 혈액�암종�세부분류를�위한�기계학습� 기반�속성선택�기법�비교

박광호� ·� Munkhdalai� Lkhagvadorj� ·� 류근호(충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4 11:00-12:30 인공지능9 이덕우(계명대)

30A-P5.4-1 이미지�인식�기반�국내� 자생종�소나무�종� 분류

신우철(인천대),� 장동석(환경부),� 홍승현� ·� 이성규� ·� 전원호� ·� 김민정� ·� 홍윤식(인천대)

30A-P5.4-2 그림자�마스크�업데이트를�통한�얼굴�그림자�제거

김수정� ·� 이상철(인하대)

30A-P5.4-3 Synthesizing� Challenging� Pose� Images� for� 2D� Human� Pose� Estimation

Vuong� Minh� Phu� ·� 이현석� ·� 임도훈� ·� 김성찬(전북대)

30A-P5.4-4 Ko-ViLT:� Vision-Language� Transformer에� 기반한�한국어�시각�질의응답

서민택� ·� 나승훈(전북대),� 서대룡� ·� 김선훈� ·� 강인호(네이버)

30A-P5.4-5 EfficientDet� 기반�온실�내� 해충� 피해�예방을�위한�실시간�해충�객체�감지

강채영� ·� 박종석� ·� 김영국(충남대)

30A-P5.4-6 AWS�DeepRacer를�활용한�라이다�센서�유무에�따른�강화학습�기반�자율주행�모델�성능�비교

김조은� ·� 김도영� ·� 김세진� ·� 강준혁� ·� 박동민� ·� 김민석� ·� 이영준� ·� 이재길(KAIST)

30A-P5.4-7 손실함수에�따른�적대적�생성� 신경망� 기반�영상�변환�모델의�생체분포� 변화�평가

김강산� ·� 변병현� ·� 김병철� ·� 임상무� ·� 우상근(한국원자력의학원)

30A-P5.4-8 Variational� AutoEncoder를� 이용한� 이상점�검출�기반�영상�내� 범죄상황�검출

김하림� ·� 홍참길(한동대)

30A-P5.4-9 자가�지도�방식� 디노이징을�이용한�저선량� CT� 진단�예측률�향상

김경아� ·� � 김태현(한양대)

30A-P5.4-10 금형�이미지의�특이점�분석�및� 클러스터링을�이용한�학습�이미지�레이블�자동생성�기법

방민주(한양대),� 안성헌� ·� 고영훈� ·� 권준형(우주일렉트로닉스),� 채동규(한양대),� 이상철(DGIST)

30A-P5.4-11 금형�공정�이미지로부터�객체�탐지�모델을�학습하기�위한�효율적인�Annotation�및�학습�방법

나요한(한양대),� 안성헌� ·� 고영훈� ·� 권준형(우주일렉트로닉스),� 채동규(한양대),� 이상철(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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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5 11:00-12:30 인공지능10 박지현(한동대)

30A-P5.5-1 자기지도학습을�위한�랜덤추출�기반�손실함수

서나미� ·� 안창욱(GIST)

30A-P5.5-2 강화학습을�활용한�공급망�관리�최적화

김봉석� ·� 황유정� ·� 심민규(서울과기대)

30A-P5.5-3 강화학습�기반�에너지�저장�시스템(ESS)� 운영�최적화

권태현� ·� 박재민� ·� 심민규(서울과기대)

30A-P5.5-4 지도학습�데이터가�적은�환경에서�강건한�지칭�표현�세그멘테이션�학습

설한울� ·� 강기천� ·� 김정현� ·� 장병탁(서울대)

30A-P5.5-5 클라우드�기반�서비스�품질�유지를�위한�자원�할당�강화학습�기법�연구

홍두표� ·� 최유준� ·� 신용태(숭실대)

30A-P5.5-6 강화학습을�이용한� 3D-Pinball� game

김경수� ·� 윤영선(한남대)

30A-P5.5-7 앙상블�기법을�이용한�한국어� 혐오�표현�분류

김지희� ·� 최준희(성균관대)

30A-P5.5-8 NFNet� 기반�북극�해빙�두께�시퀀스�예측

김동훈� ·� 최준희(성균관대)

30A-P5.5-9 어텐션�메커니즘을�이용한�저혈당�및� 고혈당�예측�모델�개발

김서희� ·� 우지영(순천향대),� 김대연(순천향대�천안병원)

30A-P5.5-10 시스템�교란을�통한�뇌신경망� 관계�추론�연구

박태훈� ·� 윤기중(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6 11:00-12:30 인공지능11 이수안(세명대)

30A-P5.6-1 연합학습에서의�활성화�함수에�대한�연구

신재우� ·� 김동규� ·� 김태현� ·� 오재훈� ·� 윤세영(KAIST)

30A-P5.6-2 연합학습에서�클래스�균형을�고려한�디바이스�스케줄링�알고리즘

김상묵� ·� 배상민� ·� 엄성하� ·� 윤세영(KAIST)

30A-P5.6-3 심층�신경망�텐서의�무손실�압축�효율�분석

이준호� ·� 김광선(포항공대)

30A-P5.6-4 GAN의�성능�향상을�위한�온라인� GAN� 지식�증류�기법

양수빈� ·� 배성호(경희대)

30A-P5.6-5 CGM�데이터�기반의�이벤트�시점� 예측�딥러닝�모델을�이용한�저혈당�발생� 시점�예측

엄태현� ·� 김동주� ·� 이혁준(광운대)

30A-P5.6-6 연합�학습과�클라이언트�분포� 추적

강동석� ·� 안창욱(GIST)

30A-P5.6-7 잔여�블록을�이용한�단백질과� 압타머� 후보�염기서열의�결합을�예측하는�분류�모델�설계

한연수� ·� 송길태� ·� 추동원� ·� 김주성� ·� 김준철� ·� 유승태� ·� 정광훈(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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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P5.6-8 TSC-NAS:�임베디드�보드�내�센서�데이터의�On-Device�학습을�위한�신경망�구조�탐색�알고리즘

강태호� ·� 이혁준(서강대)

30A-P5.6-9 COVID-19� 심각성�예측을�위한�딥러닝�전이학습

황예린� ·� 김용일� ·� 정교민(서울대)

30A-P5.6-10 연합학습에서의�공정성�간의�관계

유상윤� ·� 문수묵(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6.30(목) 30A-P5.7 11:00-12:30 정보통신2 권영호(단국대)

30A-P5.7-1 전이학습을�이용한�고정밀�풍력발전단지�발전량�예측

고은별� ·� 김태형� ·� 임정택� ·� 김민호� ·� 선지영� ·� 함경선(KETI)

30A-P5.7-2 에너지�디지털�트윈을�위한�데이터�파이프라인�설계

허성민� ·� 김태형� ·� 임정택� ·� 김민호� ·� 김민수� ·� 함경선(KETI)

30A-P5.7-3 P2P� 전력거래를�위한�경제성�분석�시뮬레이터�설계

홍석재� ·� 김태형� ·� 임정택� ·� 김민호� ·� 함경선(KETI)

30A-P5.7-4 강화학습을�이용한�배터리�열화를�최소화하는�최적의�충전�전략

김민호� ·� 임정택� ·� 함경선� ·� 지현호� ·� 김태형(KETI)

30A-P5.7-5 공동주택단지�내�구독형�태양광발전의�경제성�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델링

임정택� ·� 김태형� ·� 김민호� ·� 이화랑� ·� 함경선(KETI)

30A-P5.7-6 고속철도전용망에서�셀�재선택�방법

최민석� ·� 윤병식(ETRI),� 김동준� ·� 성동일(철도시설공단)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1 09:00-10:30 국방소프트웨어 임현승(강원대)

1A-P6.1-1 컴퓨터�시뮬레이션을�활용한�공대공�유무인� 협업�전술�개발

박명환� ·� 유승훈(공군사관학교),� 설현주� ·� 서연(충남대),� 오지현(국방과학연구소)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2 09:00-10:30 프로그래밍언어/정보통신3 임현승(강원대)

1A-P6.2-1 파이썬�인터프리터의�구현�언어에�따른�연산�성능�분석

정호연� ·� 문준식� ·� 김동근(상명대)

1A-P6.2-3 메가트렌드�분석을�통한�미래전망�및� R&D� 주제�발굴�연구

최장원� ·� 한유리(KIST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3 09:00-10:30 인공지능12 옥정슬(포항공대)

1A-P6.3-1 산업�환경에서�자동�제어를�위한�MLOps� 시스템�설계�및� 구현

채영은� ·� 김재성� ·� 서대웅(경북대),� 옥진성(경북대,� 대우조선해양),� 서영균(경북대)

1A-P6.3-2 W3C� DCAT·PROF�표준동향�및�데이터맵�구조�설계·구현

우예린(UST,� ETRI),� 원희선� ·� 차우(ETRI)

1A-P6.3-4 ERNIE-IDCNN-CRF� 기반의�중국어�개체명인식

Hongjian� Yang� ·� Qinghao� Zhang� ·� Qikang� Deng� ·� 권혁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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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6.3-5 범주�불균형�문제�해결을�위한�비대칭�마진� SVM

김명종(부산대)

1A-P6.3-6 Kubeflow를�사용한�컨테이너�환경에서의�분산�딥러닝�모델�개발

문준식� ·� 정호연� ·� 김동근(상명대)

1A-P6.3-7 Development� of� Visual� Analytics� Tool� for� Explaining� Data� Characteristics� and� Model�

Performance� Indicators

전민기� ·� 정형구(서울시립대)

1A-P6.3-8 딥�러닝�기반�테이블�검출�기법

최진서� ·� 강동현(창원대)

1A-P6.3-9 인공지능�주석�데이터에�대한� 검색�및� 관리�시스템의�설계

정지성� ·� 이정훈� ·� 한욱신(포항공대)

1A-P6.3-10 가중�군집�모델을�활용한�공동주택�입지�분석에�관한�연구

황윤선� ·� 주병준(포스코ICT),� 윤혜선� ·� 박종대� ·� 이형진(포스코건설),� 강유(서울대)

1A-P6.3-11 제로샷�학습이�가능한�패션�코디네이션�시스템

김현우� ·� 정의석� ·� 박민호� ·� 송화전(ETR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4 09:00-10:30 데이터베이스1 송석일(한국교통대)

1A-P6.4-1 [학부생논문]HTAP� 환경에서�쿼리�최적화�기법의�정확도�분석

윤민석� ·� 김기환� ·� 정형수(한양대)

1A-P6.4-2 [학부생논문]HTAP�워크로드가�MVCC�데이터베이스에�미치는�성능�영향

김기환� ·� 정형수(한양대)

1A-P6.4-3 [학부생논문]RocksDB의�블록�캐시�샤딩에�따른�읽기�성능�분석

김수겸� ·� 이정호� ·� 엄영익(성균관대)

1A-P6.4-4 [학부생논문]고속�분산�네트워크에서�빅데이터�처리를�위한�효율적인� RDMA� 라이브러리

정래원� ·� 서지희� ·� 길명선� ·� 문양세(강원대)

1A-P6.4-5 [학부생논문]일반화된�RDMA�통신�모델에서�다양한�오퍼레이션�모드에�대한�벤치마크�테스트

홍이삭� ·� 김다솔� ·� 문양세(강원대)

1A-P6.4-6 [학부생논문]HTAP� 워크로드의�자원�경합으로�인한� 쓰기�증폭�현상�분석

임경민� ·� 김종빈� ·� 김기환� ·� 정형수(한양대)

1A-P6.4-7 [학부생논문]Graph� DBMS에서�멀티스레딩을�이용한�질의�최적화

허경� ·� 나인주� ·� 김민수(KAIST)

1A-P6.4-8 [학부생논문]학습된� 색인�구조에서�편중된�삽입�문제와�해결책

김대현� ·� 윤현식� ·� 정연돈(고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5 09:00-10:3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이수안(세명대)

1A-P6.5-1 [학부생논문]메모리� 사용량을�고려한�텐서플로우�라이트�데이터�관리�기법

권철현� ·� 신재하� ·� 강동현(창원대)

1A-P6.5-2 [학부생논문]양치�효율�분석을�통한�AI�스마트�양치�애플리케이션

고유미� ·� 김정규� ·� 김한결� ·� 최아영(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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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6.5-3 [학부생논문]모바일�폰� ToF센서를�사용한� 3차원�발�스캐너�앱�개발

윤영식� ·� 브이�반� 만� ·� 구동준� ·� 안희준(서울과기대)

1A-P6.5-4 [학부생논문]근위축성�측색�경화증�환자를�위한�눈�움직임�검출�기반�모바일�플랫폼�의사소통�시스템

전은서� ·� 김채연� ·� 신애리� ·� 전영은� ·� 원동옥(한림대)

1A-P6.5-5 [학부생논문]블록체인�기반� 사용자�맞춤형�모바일�투표�관리� 플랫폼

김지은� ·� 김미승� ·� 홍지우� ·� 박소영(건국대)

1A-P6.5-6 [학부생논문]OTT� 서비스의�개인화�추천�시스템을�위한�사용자� 개입기술�설계

강유미(경희대)

1A-P6.5-7 [학부생논문]Hello� my� Plant� :� 실내�식물�이미지� 인식�및� 관리�앱� 구현

은나현� ·� 이종우(숙명여대)

1A-P6.5-8 [학부생논문]WebRTC� 기반�다국어�실시간�채팅�번역�및� 다중�통화�어플리케이션

우정훈� ·� 문이빈� ·� 강현우� ·� 안동혁(창원대)

1A-P6.5-9 [학부생논문]웹�크롤링을�활용한�텔레그램�공지사항�챗봇�구현

송희재� ·� 김미혜� ·� 전수빈� ·� 서동만(대구가톨릭대)

1A-P6.5-10 [학부생논문]점자�인식�딥러닝�모델을�이용한�점자�문서�번역�애플리케이션�개발

김세연(고려대),� 김나연� ·� 양유진(동국대),� 조은호� ·� 지은경(KAIST)

1A-P6.5-12 [학부생논문]사용자� 친화형� 모바일/웨어러블�센서�데이터�수집�시스템�파일럿�디자인�연구

장진혁� ·� 이현수� ·� 이의진(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6 09:00-10:30 스마트시티1 전수빈(대구가톨릭대)

1A-P6.5-1 [학부생논문]장애물� 회피�및� 제거를�고려한�이동형�조작�로봇의�실내�경로�플래너

임승현(성균관대),� 유영재� ·� 장병탁(서울대)

1A-P6.5-2 [학부생논문]운전자�시선�및�행동�분석을�이용한�운전자�주의�산만�감지

이상화� ·� 안윤모� ·� 홍충선(경희대)

1A-P6.5-3 [학부생논문]ATCam:�공공편의시설�접근성�및�사용성의�실제적�향상을�위한�심층신경망�기반�장애인�

고충�탐지�모델�및�중재�제공기법

이재현� ·� 서경덕� ·� 가현욱(KAIST)

1A-P6.5-4 [학부생논문]FCN-rLSTM� 모델에� 기반한�교통량�분석�시스템

권태윤� ·� 윤찬웅� ·� 손홍일� ·� 김기태� ·� Scott� Uk-Jin� Lee(한양대)

1A-P6.5-5 [학부생논문]YOLOv4를� 이용한�노면의�포트홀� 검출�모델�개발

신지훈(중앙대)

1A-P6.5-6 [학부생논문]복수의� 응급환자�발생에�있어서의�병원�매칭�방법의�설계

양래은� ·� 박지현� ·� 윤소원� ·� 이정훈(제주대)

1A-P6.5-7 [학부생논문]서울시� 공간데이터�분석�및� 도시데이터�센서(S-DoT)� 추가�설치�위치�제안

박진영(수원대),� 신정수� ·� 박소민(명지대),� 김하성(수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7 09:00-10:30 인공지능1 박영호(숙명여대)

1A-P6.7-1 [학부생논문]음성인식과�객체인식을�이용한�농인�부모�육아�보조�프로그램

김민석� ·� 권기범� ·� 박가영� ·� 김정숙� ·� 나소이(계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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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6.7-2 [학부생논문]청각장애인을�위한�음의�시각�및�촉각화

허동민� ·� 유소령(계명대)

1A-P6.7-3 [학부생논문]기능적�MRI�신호를�이용한�개선된�지식�증류�기법

신휘명� ·� 배성호� ·� 이원희(경희대)

1A-P6.7-4 [학부생논문]음성과� 영상기반�감성�인식이�가능한�실버�케어� 로봇

정찬혁� ·� 김병일� ·� 김선빈� ·� 조성민� ·� 라경준� ·� 고병철(계명대)

1A-P6.7-5 [학부생논문]비접촉� 조작�및� 위급�상황�탐지를� 위한�엘리베이터�음성�인식�시스템

이주언� ·� 이기환� ·� 이나현� ·� 서재용� ·� 김태형(금오공대)

1A-P6.7-6 [학부생논문]유사-로그스케일�인코딩�기반� 심볼릭� 음악�생성�모델

방은영� ·� 정재호� ·� 박치현� ·� 고상기(강원대)

1A-P6.7-7 [학부생논문]피부암� 병변�분류를�위한� Edge� 검출�알고리즘

박준영� ·� 정현모(상지대),� 정호일(대림대),� 박찬홍(상지대)

1A-P6.7-8 [학부생논문]텍스트�분류�모델의�예측�편향�감소�방법론:�한국어�뉴스�인용구�감성분석�사례를�중심으로

송선영� ·� 박건우(숭실대),� 한지영(KAIST),� 차미영(IBS,� KAIST)

1A-P6.7-9 [학부생논문]Seq-to-Seq� 모델을�이용한�수술�환자의�커프스�혈압�예측

정은서� ·� 우지영(순천향대),� 김상현(순천향대�부천병원)

1A-P6.7-10 [학부생논문]문장�추출� Post-training을� 통한�한국어�도메인�질문�생성�언어모델� 성능�향상

홍성은� ·� 박성배(경희대)

1A-P6.7-11 [학부생논문]모델편향�노이즈를�고려한�기울기�매칭�방식의�데이터�응축

배제언� ·� 조현동� ·� � 박찬미� ·� 배성호� ·� 이원희(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6.8 09:00-10:30 인공지능2 김영훈(한양대)

1A-P6.8-1 [학부생논문]투명성� 탐지�학습을�위한�비지도�학습�기반�데이터�생성�시스템

전수진� ·� 유영재� ·� 장병탁(서울대)

1A-P6.8-2 [학부생논문]기계학습을�이용한�불량자세�검출과�교정�안내

류준형� ·� 김건호� ·� 이상철� ·� 조승헌� ·� 응웬반홍(계명대)

1A-P6.8-3 [학부생논문]중환자실�폐렴�환자에�대한�시뮬레이션�기반�시계열�사망�마커�탐지

김수현� ·� 이수현� ·� 고가연� ·� 안홍렬(수원대)

1A-P6.8-4 [학부생논문]통합�종목�주가�예측을�위한�시계열�스케일러�비교

정인호� ·� 이하늘� ·� 김민주� ·� 안홍렬(수원대)

1A-P6.8-5 [학부생논문]소집단� 탐색을� 활용한�고무성형�공정에서의�불량�발생�원인�분석

강금석� ·� 최정훈� ·� 김태현� ·� 김민욱� ·� 김민수� ·� 김기범� ·� 강동길� ·� 송길태(부산대)

1A-P6.8-6 [학부생논문]Grassmann� 군집화�성능향상을�위한�다변량� 시계열의�특징추출

허세빈� ·� 오범석(경상국립대)

1A-P6.8-7 [학부생논문]LSTM� 모델�기반� 5G� 네트워크�대역폭�예측

이현지� ·� 곽민주� ·� 안동혁(창원대)

1A-P6.8-8 [학부생논문]IR-UWB� Radar를� 통한�비파괴·비침습·비접촉� 악성�종양�탐지

김지훈� ·� 이지훈� ·� 정신기� ·� 손경식� ·� 김유성(성균관대)

1A-P6.8-9 [학부생논문]RR� 간격을�통한� CNN-LSTM� 기반의�심방세동�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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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호� ·� 박천성� ·� 주성빈� ·� 안민규(한동대)

1A-P6.8-10 [학부생논문]딥러닝� 기반�시공간�데이터�보간�알고리즘�비교� 분석

박현우� ·� 최한준� ·� 고상기(강원대)

1A-P6.8-11 [학부생논문]체류�시간을�고려한� LSTM� 기반�관심�지점�추천시스템

유사라� ·� 김채현� ·� 이기용(숙명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1 11:00-12:30 고성능컴퓨팅 임성수(충남대)

1A-P7.1-1 [학부생논문]대규모�딥러닝�네크워크�구조를�위한�다중�머신�환경에서의�딥러닝�모델의�병렬�처리

정하민� ·� 최현성� ·� 이수광� ·� 이재환(한국항공대)

1A-P7.1-2 [학부생논문]Producer-Consumer�Model의�구현과�확장성

박종기� ·� 최종무(단국대)

1A-P7.1-3 [학부생논문]HPC�워크로드의�크기와�유형에�따른� Singularity� 컨테이너�런타임의�오버헤드�분석

임규정� ·� 송충건� ·� 김형준� ·� 김명현� ·� 유헌창(고려대)

1A-P7.1-4 [학부생논문]실시간� 및� 배치�빅데이터�분석과�분산�학습을�지원하는� Spark와�

Kafka를� 사용한� AIOps� 기반�아키텍처

안영민� ·� 김서현� ·� 허의남(경희대)

1A-P7.1-5 [학부생논문]OverlapPartitioner를� 적용한� 아파치�스파크�코어�성능�개선�방법

안영민� ·� 홍기대� ·� 노설� ·� 최인훈� ·� 허의남(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2 11:00-12:30 사물인터넷 전수빈(대구가톨릭대)

1A-P7.2-1 [학부생논문]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Li-Fi� 기반의�사운드�전송�시스템�구현

박윤아(한성대)

1A-P7.2-2 [학부생논문]무게센서를�활용한�스마트팜�수분관리�시스템

박솔희� ·� 조진성� ·� 엄석현(경희대)

1A-P7.2-3 [학부생논문]열화상과�실화상�영상을�이용한�화재�위험구역�탐지

이윤석� ·� 정임영(경북대)

1A-P7.2-4 [학부생논문]AIoT� 환경에서�마커와�사람�인식을�이용한�식별된�사람�출입관리�시스템�개발

임채환� ·� 이수형� ·� 이수안(세명대)

1A-P7.2-5 [학부생논문]3면�영상분석을�이용한�멀티콥터�프로펠러�뒤틀림�측정�장치�개발

김송현� ·� 심재성� ·� 정윤교(공군사관학교)

1A-P7.2-6 [학부생논문]상용�뇌전도�측정�장비들의�성능�비교

김미성� ·� 방승민� ·� 정현희(한동대),� 이승찬(KETI),� 안민규(한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3 11:00-12:30 소프트웨어공학 이병정(서울시립대)

1A-P7.3-1 [학부생논문]갤럭시� 스마트폰의�데이터�분석�및� 추출�방법

조영호� ·� 황지민� ·� 조진성(경희대)

1A-P7.3-2 [학부생논문]자기공명영상�데이터�시각화�및�분석을�위한�브라우저�기반�도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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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혜� ·� 이원희(경희대)

1A-P7.3-3 [학부생논문]정확한�패치�수정�정보를�통한� ConFix�실행�결과�분석

최성현� ·� 허정현� ·� 유채우� ·� 남재창(한동대)

1A-P7.3-4 [학부생논문]객체�지향�프로그램�자동�평가�시스템

서주은� ·� 최복원� ·� 김영빈� ·� 남재창(한동대)

1A-P7.3-5 [학부생논문]Ft-Transformer� 기반의�소프트웨어�결함�예측

김소정� ·� 주은정� ·� 최지원� ·� 류덕산(전북대)

1A-P7.3-6 [학부생논문]동질적� 특징을� 이용한�견고한�멀티모달�분류�모델

배기웅(인하대),� 이수안(세명대),� 이우기(인하대)

1A-P7.3-7 [학부생논문]배달�어플리케이션에� 대한�제안�및� 보완

임요셉� ·� 신해림� ·� 최서연� ·� 최인혁� ·� 박시호� ·� 이은주(한양대)

1A-P7.3-8 [학부생논문]한정판� 응모와� 거래�통합�시스템�제안

백소현� ·� 신현민� ·� 강재혁� ·� 임성주� ·� 이수호� ·� 이은주(한양대)

1A-P7.3-9 [학부생논문]가상계좌를�활용한�구독형�소프트웨어�서비스�시스템�개선

서연우� ·� 김규빈� ·� 김영환� ·� 김수인� ·� 홍혜준� ·� 이은주(한양대)

1A-P7.3-10 [학부생논문]사용자� 맞춤형� 통합�길� 찾기�플랫폼�제안

안선우� ·� 김태경� ·� 양다은� ·� 이나은� ·� 이해연� ·� 이은주(한양대)

1A-P7.3-11 [학부생논문]개인�맞춤형�복지제도�서비스를�위한�정보추천�시스템

김설원� ·� 김유빈� ·� 김태균� ·� 신수현� ·� 윤영민� ·� 이은주(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4 11:00-12:3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이노베이션아카데미)

1A-P7.4-1 [학부생논문]SITL� Simulator를� 활용한�안티드론�개발

김명주� ·� 박하늘(경희대)

1A-P7.4-2 [학부생논문]오픈소스�보안사고�사례를�통한�그�안정성에�대한�고찰

김준형(성균관대)

1A-P7.4-3 [학부생논문]유튜브�댓글�감정�분석�시각화

구나영� ·� 박정수� ·� 홍혜인� ·� 유상봉� ·� 장윤(세종대)

1A-P7.4-4 [학부생논문]실차�주행을�위한� Autoware� 컨트롤러�인터페이스

김선호� ·� 신동민� ·� 이창건(서울대)

1A-P7.4-5 [학부생논문]Autoware� 자율주행�곡선주로� 감속�및� 제어�인자� 조율�메커니즘�제안

김지환� ·� 한종우� ·� 이창건(서울대)

1A-P7.4-6 [학부생논문]Flask를� 이용한�소형� Open� Data� API� 설계�및� 개발

신지영� ·� 금아현� ·� 박지현(한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5 11:00-12:30 인공지능3 정임영(경북대)

1A-P7.5-1 [학부생논문]전처리의�무작위화와� 효율적인�백본�활용을�통한�장면�텍스트� 추출�성능�개선

전준형� ·� 박성훈� ·� 박서영(KAIST),� 박호준� ·� 정우석(한글과컴퓨터),� 최옥주(KAIST)

1A-P7.5-2 [학부생논문]Auto�Labeling�Restaurant�Notices�of�Delivery�Applications�using�Text�Classification�Model

이현민� ·� 정형구(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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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7.5-3 [학부생논문]과거와�미래�정보를�활용한�다중�대화�질문�생성

장채윤� ·� 박진영(성균관대)

1A-P7.5-4 [학부생논문]멀티-뷰�컬러�영상들을� 활용하는� 3차원�포인트� 클라우드의�의미적�분할

배혜림� ·� 백호준� ·� 김인철(경기대)

1A-P7.5-5 [학부생논문]영상�콘텐츠에서의�장면�전환�인식을�사용한�다중�얼굴� 추적

박한규� ·� 이현민(한양대),� 유한봉(클레온)

1A-P7.5-6 [학부생논문]텍스트� 스타일� 변환�기법을�이용한�유해�코멘트� 변환

장혜준� ·� 박진영(성균관대)

1A-P7.5-7 [학부생논문]KoBERT� 기반의�사자성어�분류

이한나� ·� 배혜원� ·� 심규홍� ·� 성원용(한양대)

1A-P7.5-8 [학부생논문]위성사진과� Power-law� 기반�학습을�통한�지역�내� 경제�규모�분배

송민혁(KAIST),�안동현� ·�한성원� ·�박성원(KAIST,� IBS),� � Xaviera� Putri(KAIST),�차미영(IBS,� KAIST)

1A-P7.5-9 [학부생논문]Structure-based� representation� for� protein� functionality� prediction� using�

machine� learning

이민지�·�Anar�Rzayev(KAIST),�정현규(KAIST,�IBS),�Luiz�Felipe�Vecchietti(IBS),�차미영(IBS,�KAIST),�김호민(IBS)

1A-P7.5-10 [학부생논문]탄소�중립을�위한� Kochat� 기반� AI� 챗봇�시스템�구현

조영은� ·� 서정윤� ·� 이새봄� ·� 백호기(경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6 11:00-12:30 인공지능4 박성배(경희대)

1A-P7.6-1 [학부생논문]심층�그래프�뉴럴네트워크를�이용한�종단간�인간�활동�인식:�희소�레이더�포인트�

클라우드를�위한�데이터�증강� 기법

박세준� ·� 정경은� ·� 이가원� ·� 김지희(동국대)

1A-P7.6-2 [학부생논문]3D�Residual�Network와�top-k�Ranking�Loss를�이용한�감시�영상�이상�탐지�모델

유희평� ·� 이대호(경희대)

1A-P7.6-3 [학부생논문]CycleGAN과� Super� Resolution을�이용한� EPI� 기반의�뇌�MR�영상의�화질�개선

손유성(경일대,�캐논),�출롱�바타르(서울대병원),�심학준(캐논),�홍영택(연세대),�하지영�·�백혜진(경상대병원)

1A-P7.6-4 [학부생논문]OctoFedS:� 엣지에서�객체�검출을�위한�스플릿�컴퓨팅�연합�학습�시스템

Bich-Ngoc� Doan� ·� Thanh-Tung� Nguyen� ·� 이동만(KAIST)

1A-P7.6-5 [학부생논문]YOLO� 모델을�이용한�동영상�하이라이트�추출기

김영빈� ·� 고범석� ·� 김용재� ·� 이윤종� ·� 박광훈(경희대)

1A-P7.6-6 [학부생논문]딥러닝을�이용한�흉부� X-ray� 영상의�병변�분류�및� 검출

이준호� ·� 김동하� ·� 윤홍국� ·� 전가배� ·� 홍정희(연세대)

1A-P7.6-7 [학부생논문]영상의� 단계적� 차원�축소를�통한�강아지�행동인식�모델� 연구

조수현(경희대,� 펫페오톡),� 소은비� ·� 이찬주(펫페오톡),� 박근태(경희대,� 펫페오톡),� 이대호(경희대)

1A-P7.6-8 [학부생논문]RGB정보를�활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객체�검출�향상�방법

이성원� ·� 황효석(경희대)

1A-P7.6-9 [학부생논문]배경이� 이미지� 유사도�학습에�미치는�영향�분석

선주형� ·� 안국원� ·� 윤성의(KAIST)

1A-P7.6-10 [학부생논문]기사�내용과�관련�없는�대표�이미지를�사용하는�뉴스�기사�탐지:�다국어�CLIP을�활용하여

윤예준� ·� 박건우(숭실대),� 윤승현(Adob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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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7.6-11 [학부생논문]텍스트� 분류를� 위한�질문�형태의�데이터�증강�기법

박채원� ·� 박건우(숭실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7 11:00-12:30 전산교육시스템 임성수(충남대)

1A-P7.7-1 [학부생논문]부정행위�차단을�위한�온라인�저지�시스템�기능� 설계�및� 구현

김수정� ·� 송희재� ·� 박준홍� ·� 김미혜� ·� 전수빈� ·� 서동만(대구가톨릭대)

1A-P7.7-2 [학부생논문]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래밍�수업에�대한�학습자�인식�연구

우효주� ·� 이현수� ·� 양영욱� ·� 조재춘(한신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8 11:00-12:30 정보통신 이경운(경북대)

1A-P7.8-1 [학부생논문]소수-샷�학습을� 이용한� 반도체�공정에서의�불량�탐지

한정석(한국방통대)

1A-P7.8-2 [학부생논문]데이터센터�스위치의� 정확한� 트래픽�분배를�위한�다중�경로�가중치�예측�기법

김호석� ·� 유연호� ·� 양경식� ·� 유혁(고려대)

1A-P7.8-3 [학부생논문]5G�이동통신의�28GHz�전파예측을�위한�데이터�증강�기반의�딥러닝�모델�성능향상�방법

김영빈� ·� 권보경� ·� 나원호� ·� 한정진� ·� 현예림� ·� 이혁준(광운대)

1A-P7.8-4 [학부생논문]명상을� 돕는�인터렉티브� BCI� 사운드

윤하성� ·� 서현서� ·� 이예은� ·� 김현지� ·� 안민규(한동대)

1A-P7.8-5 [학부생논문]블록체인�기반� 파일�전송�및� 액세스�제어� 서비스�제안

김다운� ·� 양현주� ·� 박예리� ·� 예창환� ·� 손상희� ·� 박세진(계명대)

1A-P7.8-6 [학부생논문]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위한� 운동�실행,� 관찰�그리고�상상에�대한�비교�분석

권지현� ·� 신예은� ·� 황민주� ·� 권다은� ·� 안민규(한동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A-P7.9 11:00-12:30 컴퓨터이론 임성수(충남대)

1A-P7.9-1 [학부생논문]부분�그래프�매칭�문제를�위한�최신�알고리즘�비교

노길호� ·� 이선호� ·� 박근수(서울대)

1A-P7.9-2 [학부생논문]Graph�Centrality를�이용한�국내�힙합�프로듀서와�아티스트�간�영향력과�음원�성적�분석

김건희� ·� 송근영� ·� 한치근(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8.1 13:30-15:00 인공지능13 이동기(아주대)

1P-P8.1-1 도표형�데이터를�위한�유연하고�효율적인�규칙�기반�자가�설명�모델

이승언� ·� 안경진� ·� 김단우� ·� 정채윤(KAIST),� 차미영(IBS,� KAIST)

1P-P8.1-2 원전�빅데이터의�특징선택방법�비교분석

장귀숙� ·� 구서룡(한국원자력연구원)

1P-P8.1-3 Analyzing� Web� data� to� examine� the� gender� pay� gap� in� STEM� fields

Wenchao�Dong�·�Bryan�Wong�·�Hasnain�Irshad�·�Bhatti,�Lanu�Kim(KAIST),�Meeyoung�Cha(IBS,�KAIST)

1P-P8.1-4 Deep� Learning� Accelerator� with� MAC� Optimization� for� Binary� Neural� Network

Quang� Hieu� Vo� ·� � Lok-Won� Kim� ·� 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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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P8.1-5 자세�추정과�깊이�맵� 기반� CNN을� 활용한�실시간�손� 제스처�인식�기술

구동우� ·� 김문상(GIST)

1P-P8.1-6 Lite�weight�Semantic�Segmentation�Model�for�Self-Driving�base�on�Improved�YOLOv5�and�DBNet++

등제강� ·� 라동엽� ·� 조인구� ·� 이도훈(부산대)

1P-P8.1-7 연속혈당�값�및� 클래스� 분류를�위한�트랜스포머�모델�개발

이상민� ·� 우지영(순천향대),� 김대연(순천향대�천안병원)

1P-P8.1-8 키워드�부스팅을�위한�유사�발음�구간�교체

김규진� ·� 백상윤� ·� 신동찬� ·� 박성민� ·� 이지화(액션파워)

1P-P8.1-9 Multi-Scale� Instance-Aware� Approach� for� Bottom-Up� Human� Pose� Estimation

Ngoc� Bao� Bui� ·� 이현석� ·� 임도훈� ·� 김성찬(전북대)

1P-P8.1-10 한국�드라마�캐릭터의�성격을� 가진�대화형�챗봇�구현

김상렬� ·� 유승욱� ·� 김중훈� ·� 조윤식(중앙대)

1P-P8.1-11 Deep� Fake� Detection� using� Transformer

김나훈� ·� 최강� ·� 서지원(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8.2 13:30-15:00 데이터베이스2 송석일(한국교통대)

1P-P8.2-1 [학부생논문]동적�어텐션을� 이용한�지식그래프�임베딩

황민성� ·� 황지영(KAIST)

1P-P8.2-2 [학부생논문]한국인� 파킨슨병�환자를�위한�인지장애�스크리닝�시스템

이준기� ·� 김성문� ·� 전준범� ·� 이헌우(한림대),� 김기용(경기대),� 김윤중(연세대),� 윤지희(한림대)

1P-P8.2-3 [학부생논문]SNS� 크롤링�기반�사건� 발생의� 지수화�연구

민지인� ·�정민수� ·�유도근� ·�홍승혁(수원대)

1P-P8.2-4 [학부생논문]상품�리뷰의�홍보성�유무�판단을�위한�트랜스포머�기반� 인공지능�모델�구현

국주현� ·� 이지수� ·� 박재은� ·� 김철연(숙명여대)

1P-P8.2-5 [학부생논문]스마트�공장�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시계열�및�관계형�데이터베이스�성능�비교

이나현� ·� 김미령� ·� Sodikov� Normatjon� ·� 김태형(금오공대)

1P-P8.2-6 [학부생논문]화재�연관성�분석:� 건물의�구조와�용도를�중심으로

임주혁� ·� 정현철� ·� 김정은� (공주대)

1P-P8.2-7 [학부생논문]스테가노그래피를�이용한� DBMS� 보안�방식에�대한�연구

박경진� ·� 송경수� ·� 정장훈(공군사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8.3 13:30-15:00 스마트시티2 김도현(제주대)

1P-P8.3-1 [학부생논문]서울시� 어린이집�실내공기질� 영향요인�분석

윤지의� ·� 최우석(세종대),� 윤성진(서울기술연구원)

1P-P8.3-2 [학부생논문]지하철� 이용패턴을�통한�역단위�장소성�추론

김창희� ·� 한수민� ·� 이동만(KAIST)

1P-P8.3-3 [학부생논문]비정형� 데이터� 분석을�통한�재난�상황�인식�연구

김미소� ·�정윤규� ·�박지운� ·�김선형� ·�권영우(경북대)

1P-P8.3-4 [학부생논문]Jetson� TX2에서의�포트홀�탐지�연구

권혁규� ·� 김수종� ·� 전민건� ·� 전수빈� ·� 서동만(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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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P8.3-5 [학부생논문]지역�소통을�위한�디지털�사이니지�기반�커뮤니티�시스템�설계�및� 구현

김보경� ·� 이예지� ·� 이동욱� ·� 전수빈� ·� 서동만(대구가톨릭대)

1P-P8.3-6 [학부생논문]자율주행�이동체�분석을�위한�시각화�기능�구현

박성주� ·� 김재훈� ·� 서동만� ·� 전수빈(대구가톨릭대)

1P-P8.3-7 [학부생논문]콘텐츠� 제공을� 위한�디지털�사이니지�갤러리�시스템�설계�및� 구현

이예지� ·� 김보경� ·� 이동욱� ·� 전수빈� ·� 서동만(대구가톨릭대)

1P-P8.3-8 [학부생논문]저해상도�3D�LiDAR에서�객체�탐지를�위한�포인트�클라우드�데이터�군집화�방법�연구

조혜원� ·� 김재훈� ·� 서동만� ·� 전수빈(대구가톨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8.4 13:30-15:00 언어공학 조재춘(한신대)

1P-P8.4-1 [학부생논문]워드�임베딩�기법을�이용한�혐오표현�데이터셋�자동�구축

서보성� ·� 김정민� ·� 강승식(국민대)

1P-P8.4-2 [학부생논문]기후변화와�관련�대응�정책에�대한�국민들의�인식�및� 정서�연구

김영현� ·� 최우석(세종대)

1P-P8.4-3 [학부생논문]추출�기반의�뉴스�부제목�생성�프레임워크

장준원� ·�김미숙(세종대)

1P-P8.4-4 [학부생논문]대조�학습을�통한�혐오�표현�탐지� 기법

정찬이� ·� 송현호(KAIST,� IBS),� 진효진(IBS),� 신민기� ·� 차미영(KAIST,� IBS)

1P-P8.4-5 [학부생논문]토픽�모델링�기법을�활용한�소셜�미디어�상의�코로나� 19� 백신�부작용�보고

권수빈� ·� 옥명주(경북대),� 박수잔(서울대),� 서영균(경북대)

1P-P8.4-6 [학부생논문]일반상식을�적용한� KoBART� 기반�대화�생성�모델

손건영� ·� 김미숙(세종대)

1P-P8.4-7 [학부생논문]Pre-trained� Continuous� Prompts에� 기반한�한국어�자연언어처리

이정� ·� 박은환� ·� 나승훈(전북대)

1P-P8.4-8 [학부생논문]임상시험�참여의�적격성�판독을�위한� NLP� 기반�전문가�시스템

양수빈� ·� 김민태� ·� 우나현� ·� 권수빈(상명대),� 김학재(클래스엑트),� 정태경(한림대),� 이성주(상명대)

1P-P8.4-9 [학부생논문]Robust� Representations� through� Regularized� Fine-Tuning� (R3F)� 기반�

뉴스�요약�시스템�개발

정진원� ·� 강민석� ·� 김동건� ·� 배성현� ·� 구명완(서강대)

1P-P8.4-10 [학부생논문]감정분석을�위한�사전학습�모델을�통한�한국�대선�예측

박진영(수원대),� 신정수(명지대),� 정민준(강남대),� 김하성(수원대)

1P-P8.4-11 [학부생논문]온라인� 텍스트� 분석�서비스�플랫폼에서�전처리�고도화를�위한� 사용자� 사전�설계

이성원� ·� 금아현� ·� 박지현(한동대)

1P-P8.4-12 [학부생논문]Nodes-in-Cluster�Significance�Score(NCSS):�재정의한�TW-IDF를�적용한�기업�뉴스�

텍스트�기반�키워드�추출

정준혁� ·� 이광현� ·� 신지우(KAIST),� 한지은(한국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8.5 13:30-15:00 인공지능5 김명준(아주대)

1P-P8.5-1 [학부생논문]Novel�클래스의�가중치를�재사용하는�부분�공간�규제를�통한�소수샷�클래스�증강�학습

서주원� ·� 박민호� ·� 박경문(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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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P8.5-2 [학부생논문]시계열� 딥러닝� 모델을�사용한�실시간�동영상�트래픽�예측

김진호� ·� 안동혁(창원대)

1P-P8.5-3 [학부생논문]주차장� 범죄�분석을�위한�동영상�요약�프로토타입�설계

김명철� ·�권민지� ·�옥수빈� ·�이대호(경희대)

1P-P8.5-4 [학부생논문]텍스트와�이미지�데이터를�활용한�관세�품목�분류�모델� 분석

김시현(KAIST),� 이은지(KAIST,� IBS),� 김선동(IBS),� 차미영(IBS,� KAIST)

1P-P8.5-5 [학부생논문]X-ray� 영상에서� VHS� 자동�추출을�위한�딥러닝�기법

한승화� ·� 홍석찬� ·� 이예은� ·� 이동규(한동대),� 김경우(제이피아이헬스케어),� 김호준(한동대)

1P-P8.5-6 [학부생논문]노이즈에�강인한�이미지�분류기를�만들기�위한�훈련�데이터셋� 증강

김예진� ·� 박희민(상명대)

1P-P8.5-7 [학부생논문]약지도� 지식�검색을�활용한�지식�기반�시각적�질의응답� 방법

박준영� ·� 김현수� ·� 김은솔(한양대)

1P-P8.5-8 [학부생논문]딥러닝� 기반�이미지�속� 텍스트�인식�및� 기계번역� -� 제주어�보존을�중심으로�한�

표준어-제주어�기계번역�연구

윤지영� ·� 김동욱� ·� 부승빈� ·� 변영철(제주대)

1P-P8.5-9 [학부생논문]이미지� 토큰�기반�비전�트랜스포머�불확실성�측정

이재호� ·�이태영� ·�박경문(경희대)

1P-P8.5-10 [학부생논문]웹�광고를�대체할�데이터�레이블링�미들웨어�서비스�제안

신지영� ·� 박지현(한동대)

1P-P8.5-11 [학부생논문]북한�및� 통일�관련�뉴스�기사의�자동�주제�분류

장지형� ·� 홍참길(한동대)

1P-P8.5-12 [학부생논문]긍정�리뷰의�게임�플롯�감성�연구

서채원·� 남지혜·� 배병철(홍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8.6 13:30-15:00 인공지능6 지종호(아주대)

1P-P8.6-1 [학부생논문]부산시� 인구수� 분석�및� 예측

박보영(이화여대)

1P-P8.6-2 [학부생논문]합성곱� 신경망을�이용한�장소�정보�제공�서비스� 연구

이동욱(야콥스대),� 장진욱(농협대)

1P-P8.6-3 [학부생논문]Bag� of� Words� 기반�사용자� 의도�분류�모델�성능�비교

한유정(순천향대),�정영섭(충북대),�우지영(순천향대)

1P-P8.6-4 [학부생논문]특징�추출을�이용한�사용자�행동�인식�모델�성능�향상

홍윤정� ·� 우지영(순천향대)

1P-P8.6-5 [학부생논문]Edge-popup�알고리즘의�Pruning�Edge�선정�방식�변경을�통한�Network�Pruning의�성능�개선

이주현(아주대)

1P-P8.6-6 [학부생논문]공간적� 인접성을�고려한� TFT� 모델�기반�교통사고� 예측

안세혁� ·� 이주언� ·� Adnan� Md� Tayeb� ·� 김태형(금오공대)

1P-P8.6-7 [학부생논문]기능적� 뇌� 연결성을�이용한�합성곱�신경망�기반� 감정�인식�모델�개발

김태성� ·� 이원희(경희대)

1P-P8.6-8 [학부생논문]GRU-D를�이용한�만성� B형간염�약물�치료�반응�예측

송지현� ·� 홍참길(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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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P8.6-9 [학부생논문]데이터� 증대를� 위한�배경�투명도�조정

양서윤� ·�배성호(경희대)

1P-P8.6-10 [학부생논문]사전학습�어댑터를�사용한�평생�언어�학습

조문기� ·� 박경문(경희대)

1P-P8.6-11 [학부생논문]메타버스�기반�실감형�아바타�생성�기술�및�인간�아바타�상호작용�매칭�분산�시스템�개발

정홍주� ·� 문채연� ·� 정승우� ·� 허의남(경희대)

1P-P8.6-12 [학부생논문]한국어� 게임�리뷰�감성�분석�연구

박정윤� ·� 배병철(홍익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9.1 15:30-17:00 주니어논문 손시운(ETRI),� 박성규(강원대)

1P-P9.1-1 [주니어논문]걸음걸이를�이용한�개인인증� 어플리케이션� 개발

김민준(오현고)

1P-P9.1-2 [주니어논문]사용자별�생활� 패턴�관리�시스템에�대한�연구

강다연(신성여고),� 한승의� ·� 이은진(제주대)

1P-P9.1-3 [주니어논문]시각�장애인을� 위한�독서기록�어플리케이션�개발

김준현(오현고),�이은진(제주대)

1P-P9.1-4 [주니어논문]안전�웨어러블� 조끼�설계�및� 구현

이예림(제주여고),� 홍성욱� ·� 이은진(제주대)

1P-P9.1-5 [주니어논문]임베디드�시스템을�위한�인공위성�영역�검출기법�연구

김이삭� ·� 김상민� ·� 오수민� ·� 김인유(모두의�연구소),� 전다형(대한항공)

1P-P9.1-6 [주니어논문]CNN� 분류�프로그램을�이용한�쓰레기�분류�장치에�대한�연구

임미르(함덕고),� 한승의(제주대)

1P-P9.1-7 [주니어논문]가상현실을�활용한�교육�시스템의�발달�과정과�앞으로의� � 방향성

이현서(나무와�숲)

1P-P9.1-8 [주니어논문]리니어레일을�이용한� XY플로터에�대한�연구

김치우(오현고),� 홍성욱(제주대)

1P-P9.1-9 [주니어논문]다중�속성을�고려한�팬데믹�전파에�대한�수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김영준� ·�이경민(서울과학고)

1P-P9.1-10 [주니어논문]걸음걸이�분석을�위한�발목�관절�움직임�측정�장치

양정원(NLCS� Jeju),� 홍성욱� ·� 이은진(제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9.2 15:30-17:00 인공지능7 이재흥(대전대)

1P-P9.2-1 [학부생논문]악보의� 음표�인식을�위한�형택학�기반의�오선�제거�및� 잡음�제거

제승완� ·� 이덕우(계명대)

1P-P9.2-2 [학부생논문]얼굴�인식을�이용한�안전한�학습�도우미�프로그램

김수환� ·� 공태민� ·� 권여진� ·� 임의연� ·� 최동연(계명대)

1P-P9.2-3 [학부생논문]랜덤�포레스트를�활용한�주가�예측�애플리케이션

김병일� ·�라현근� ·�이재호� ·�한수찬� ·�황진우� ·�고병철(계명대)

1P-P9.2-4 [학부생논문]스마트시티�감시�환경에서�드론�인증�프로토콜의�안전성�분석

류다은� ·� 주시은(계명대)

1P-P9.2-5 [학부생논문]자기�닮음�기계학습�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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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준� ·� 김진규� ·� 김승은� ·� 김상우� ·� 응웬휘히엔(계명대)

1P-P9.2-6 [학부생논문]ToasTooL� :� 소프트웨어�교육을�위한�메타버스�플랫폼

조성민� ·� 김서지� ·� 김지현� ·� 방준하� ·� 백지승� ·� 박세진(계명대)

1P-P9.2-7 [학부생논문]세션�기반�여행지�추천�시스템의�정확도�향상을� 위한�피처�분석

최수로� ·� 이상철(DGIST)

1P-P9.2-8 [학부생논문]Three-Steam� I3D:�ViT�기반의�Attention�Stream을�활용한�Action�Recognition�연구

조성운(동국대),� PIAO� SHENGMIN� ·� 박상현(연세대)

1P-P9.2-9 [학부생논문]Auto� Encoder를� 이용한� one-shot� learning� 구현

오채은� ·� 오윤주� ·� 박희민(상명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9.3 15:30-17:00 인공지능8 강경태(한양대)

1P-P9.3-1 [학부생논문]안저�혈관�윤곽선�검출�알고리즘을�활용한�당뇨망막병증�분류

정현모� ·� 박준영(상지대),� 정호일(대림대),� 박찬홍(상지대)

1P-P9.3-2 [학부생논문]Vision� Transformer와� EasyOCR� 기반의�식품�소비기한�추산�시스템

오지연� ·� 정진우(서울과기대)

1P-P9.3-3 [학부생논문]마커�데이터를� 이용하여�관절의�움직임을�추론하는�딥러닝�알고리즘�시스템

박재성� ·�우홍욱(성균관대)

1P-P9.3-4 [학부생논문]인과관계�발견을�위한� Radial� Basis� Function� 모델

정찬영� ·� 윤찬영� ·� 임수빈� ·� 유상봉� ·� 장윤(세종대)

1P-P9.3-5 [학부생논문]DANN� with� Data� Augmentation

유승수(아주대)

1P-P9.3-6 [학부생논문]단계적�딥러닝�모델과�드론�이동경로계획�알고리즘을�사용한�포도�등급�판별�시스템

강다연� ·� 김지수� ·� 김도연� ·� 김혜진� ·� 채기준(이화여대)

1P-P9.3-7 [학부생논문]여행�이동경로� 패턴�추출을�위한�머신러닝�군집화�방법� 비교�연구

김민선� ·� 조서영� ·� 이형준(이화여대)

1P-P9.3-8 [학부생논문]PDSeg:� 픽셀�단위�판별기를�통한�세부�세그먼테이션

박재민� ·� 정예림� ·� 이상철� (인하대)

1P-P9.3-9 [학부생논문]쇼핑몰� 고객�추적�정보를�이용한�딥러닝�성별�분류�모델의�정확도�향상

김세희� ·� 유태웅� ·� 김민우� ·� 오일석(전북대)

1P-P9.3-10 [학부생논문]CoLA� 데이터에�적합한�딥러닝�사전�학습�모델�탐색

노다설� ·� 차정원(창원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9.4 15:30-17: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허준영(한성대)

1P-P9.4-1 [학부생논문]암호화폐�결제� 승인�속도�개선을�위한�결제�대행�시스템

김효서� ·� 서중원� ·� 박수용(서강대)

1P-P9.4-2 [학부생논문]창작자� 인증을� 위한�이미지�레이어�기반의� NFT� 이미지�저작권�보호�시스템

김지나� ·� 이찬우� ·� 서중원� ·� 박수용(서강대)

1P-P9.4-3 [학부생논문]모니터링�대상에�따른�드론의�선회와�상승�비행� 거리�비교

김윤호� ·�최철웅� ·�조연겸� ·�임동혁� ·�유현우� ·�민홍(가천대)

1P-P9.4-4 [학부생논문]리카르디안�컨트랙트� 기반의� 수정�가능한�스마트�컨트랙트�프레임워크

김준서� ·� 서중원� ·� 박수용(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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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P9.4-5 [학부생논문]단어의� 의미적� 유사도를�응용한�암호�생성기

최현호� ·� 김재웅� ·� 이영구(경희대),� 한용구(메타빌드)

1P-P9.4-6 [학부생논문]사례�기반�추론을�이용한�APT�공격�사례�보안�위험�평가�및�통제�방법에�관한�연구

정원종� ·� 박신혜� ·� 이석원(아주대)

1P-P9.4-7 [학부생논문]APT� 공격�사례� 개선된�유사도�산정�기반�보안�요구사항� 추론�방법�연구

정욱� ·� 박신혜� ·� 이석원(아주대)

1P-P9.4-8 [학부생논문]PoWnA:� 인공지능�모델의�분산�훈련�기여도�기반�블록체인�합의� 프로토콜

임형우� ·� 김현우� ·� 인호(고려대)

1P-P9.4-9 [학부생논문]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사이버�전장�내� 공격�유형�분석

손현우� ·� 이승진� ·� 허원석(공군사관학교)

1P-P9.4-10 [학부생논문]GCS� 로그�데이터를�통한� 비행�경로�복원�방안

강기봉� ·� 조진성(경희대)

1P-P9.4-11 [학부생논문]머신러닝�및� 좌표�제거�이미지화를�통한�악성�안드로이드�애플리케이션�탐지

강상위� ·� 조진성(경희대)

1P-P9.4-12 [학부생논문]PX4� Autopilot� 로그�데이터�무결성�검증�방안

유영빈� ·� 손지언� ·� 조진성(경희대)

1P-P9.4-13 [학부생논문]보안학습용�문제의�명시적�난이도에�대한�체감도�분석

최주호� ·� 김애영(한신대)

1P-P9.4-14 [학부생논문]양자기계학습�알고리즘�기반� 양자�키공유�모델�설계

양수빈� ·� 김해림(한신대),� 김병훈(휴톰),� 김애영(한신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9.5 15:30-17: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정임영(경북대)

1P-P9.5-1 [학부생논문]Neural� Radiance� Fields와� 깊이�정보를�활용한� Neural� Radiance� Fields의�

성능�비교�분석

원윤구� ·� 최예인� ·� 김지수� ·� 원윤구(한동대)

1P-P9.5-2 [학부생논문]대규모� 공간에� 대한�포인트�클라우드�기반�가상공간�모델링� VR� 콘텐츠

곽철수� ·� 윤보영� ·� 김다영� ·� 황성수(한동대)

1P-P9.5-3 [학부생논문]이미지� 검색을� 위한�조도효과의�완화

이지훈� ·�정임영(경북대)

1P-P9.5-4 [학부생논문]근전도� 센서를� 활용한�스마트�홈� 트레이닝�게임

배건우� ·� 홍준섭(경희대)

1P-P9.5-5 [학부생논문]효율적인� UI/UX� 설계를�위한� AI� 기반�감정분석�테스트�프레임워크

김태영� ·� 김지수� ·� 박민재� ·� 최현준� ·� 전석희(경희대)

1P-P9.5-6 [학부생논문]DTG� 교통�빅데이터를�이용한�교통�흐름�시각적�분석

소다영(순천향대),� 피민규� ·� 송혜원� ·� 정문영(ETRI)

1P-P9.5-7 [학부생논문]딥러닝� 모델�기반�가상�피팅�웹� 서비스�개발

고상근(세명대),� 장현수(숭실대),� 민정호� ·� 이다혁� ·� 이수안(세명대)

1P-P9.5-8 [학부생논문]Fingertip� Ruler:� Head� Mounted� Display의� Fish-Eye� 스테레오�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통한� 3D� 손가락�끝� 거리�계산

이채연� ·� 오범석(경상국립대)

1P-P9.5-9 [학부생논문]PilotNet을� 이용한�모형�차량(HENES-T870)의� 자율�주행�시뮬레이션

유승준� ·� 유상곤� ·� 황성수(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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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7.1(금) 1P-P9.6 15:30-17:00 컴퓨터시스템 강동현(창원대)

1P-P9.6-2 [학부생논문]Discard� 명령의� F2FS� 성능�영향

이인수� ·� 이재훈� ·� 이상원(성균관대)

1P-P9.6-3 [학부생논문]가상화� 환경의� I/O� 처리를�위한�적응적�폴링�기법의�비교�및� 분석

고영훈� ·�박현찬(전북대)

1P-P9.6-4 [학부생논문]오픈스택�환경에서의� 실시간� 오픈소스�모니터링�시스템�비교�분석

신승원� ·� 권기남� ·� 고영훈� ·� 남윤수� ·� 박현찬(전북대)

1P-P9.6-5 [학부생논문]오픈스택을�활용한�교육용�클라우드�시스템�설계�및� 구축

남윤수� ·� 고영훈� ·� 신승원� ·� 권기남� ·� 박현찬(전북대)

1P-P9.6-6 [학부생논문]오픈스택�기반� 교육용�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권한�모델에� 관한�연구

권기남� ·� 신승원� ·� 남윤수� ·� 고영훈� ·� 박현찬(전북대)

1P-P9.6-7 [학부생논문]GPU� 활용률�개선을�위한� TensorFlow의� GPU� 메모리�할당�방식�분석

이진형� ·� 신창용� ·� 양경식� ·� 유혁(고려대)

1P-P9.6-8 [학부생논문]Jetson�AGX�Xavier�보드에서�이기종�프로세서를�이용한�얼굴�검출�및�인식의�가속

박재선� ·� 이영민(서울시립대)

1P-P9.6-9 [학부생논문]OTT� 서비스를�위한�엣지�캐싱�기반� 콘텐츠� 추천�알고리즘

한지수� ·� 허의남(경희대)

1P-P9.6-10 [학부생논문]LOLR:� 효울적�재사용�거리�예측을�위한� OPT� 캐시�교체�알고리즘�학습�정책

정혜미� ·� 정대호� ·� 김재호(경상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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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석 1A-P6.8-5 고희아 29A-O5-7 김경호 30A-O15-2

강기봉 1P-P9.4-10 공경흠 29A-P1.1-1 김광호 29A-O3-3

강기천 30A-P5.3-5 공세운 1P-O26-12 김규진 1P-P8.1-8

강다연 1P-P9.3-6 공현승 29A-P1.4-2 김근모 29P-P2.3-11

강다연 1P-P9.1-2 공형준 29P-P3.3-4 김기남 29P-P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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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인 1P-O28-2 구나영 1A-P7.4-3 김기훈 29A-P1.2-9

강민구 29A-O2-4 구동우 1P-P8.1-5 김나훈 1P-P8.1-11

강민혜 29P-P2.3-2 구동준 30A-O13-10 김다솔 30A-O14-12

강병휘 29A-O8-2 구정현 29A-O9-5 김담린 30A-O13-8

강상위 1P-P9.4-11 권기남 1P-P9.6-6 김대현 1A-P6.4-8

강석원 29P-P2.5-8 권기진 30A-O12-10 김도경 1P-O22-1

강수연 1P-O26-1 권동영 29P-P3.2-2 김도한 29A-O1-4

강용훈 1P-O28-3 권민지 29P-P2.3-1 김동연 29P-P3.3-8

강유미 1A-P6.5-6 권세인 29A-P1.1-10 김동영 1P-O25-3

강정운 30A-P5.3-1 권수빈 1P-P8.4-5 김동욱 30A-O11-3

강준우 29P-P2.5-6 권지현 1A-P7.8-6 김동준 1A-O19-1

강지혜 1P-O22-4 권철현 1A-P6.5-1 김동훈 30A-P5.5-8

강채영 30A-P5.4-5 권태윤 1A-P6.6-4 김명종 1A-P6.3-5

강태호 30A-P5.6-8 권태현 30A-P5.5-3 김명주 1A-P7.4-1

강한빛 1P-O25-9 권혁규 1P-P8.3-4 김명철 1P-P8.5-3

강한얼 1P-O28-9 금아현 1A-P7.4-6 김미성 1A-P7.2-6

강효정 29A-O9-8 기민송 29P-P2.2-4 김미소 1P-P8.3-3

고동률 30A-O15-9 김가연 29P-P2.4-8 김민구 29A-P1.2-5

고미애 30A-P4.1-7 김가희 30A-O12-4 김민규 1P-O27-12

고상근 1P-P9.5-7 김  건 30P-O16-3 김민석 1A-P6.7-1

고영훈 1P-P9.6-3 김경수 30A-P5.5-6 김민석 30A-P4.4-5

고은별 30A-P5.7-1 김경아 30A-P5.4-9 김민석 30A-P4.6-10

고종우 1P-O27-10 김경준 29P-P3.9-2 김민선 1P-P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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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9P-P3.8-6 김송현 1A-P7.2-5 김정한 29A-O3-6

김민섭 30A-P4.6-1 김수겸 1A-P6.4-3 김정현 1P-O26-3

김민재 29P-P3.3-5 김수정 30A-P5.4-2 김정현 1A-O21-7

김민준 1P-P9.1-1 김수정 1A-P7.7-1 김조은 30A-P5.4-6

김민지 29A-O3-7 김수종 29A-O3-5 김주연 29P-P3.8-4

김민지 30A-O15-7 김수현 1A-P6.8-3 김주은 1A-P6.5-11

김민찬 1P-O23-6 김수형 1A-O21-10 김주현 29A-P1.3-10

김민호 30A-P5.7-4 김수환 1P-P9.2-2 김준구 29A-P1.5-5

김병일 1P-P9.2-3 김슬기 29A-P1.2-10 김준서 1P-P9.4-4

김보경 1P-P8.3-5 김승원 29A-P1.5-7 김준영 30A-O14-10

김보은 1P-O22-3 김시현 1P-P8.5-4 김준표 30A-P4.6-6

김봉민 30A-O13-7 김신의 1A-O19-4 김준현 1P-P9.1-3

김봉석 30A-P5.5-2 김아정 30A-P4.4-8 김준형 1A-P7.4-2

김상기 29A-O2-1 김어진 30A-P4.2-7 김지나 1P-P9.4-2

김상렬 1P-P8.1-10 김영빈 1A-P7.6-5 김지연 29A-P1.2-3

김상묵 30A-P5.6-2 김영빈 1A-P7.8-3 김지우 30A-P4.2-1

김상철 29A-P1.5-6 김영준 1P-P9.1-9 김지웅 29A-O2-8

김서희 30A-P5.5-9 김영현 1P-P8.4-2 김지은 1A-P6.5-5

김석균 1P-O24-7 김예빈 29P-O10-8 김지환 1A-P7.4-5

김선겸 29P-P2.5-2 김예진 1P-P8.5-6 김지효 29P-P2.3-3

김선민 29A-P1.5-9 김용우 1P-O23-2 김지희 30A-P5.5-7

김선준 1P-O28-8 김용일 29P-P2.2-5 김진수 30P-O17-5

김선호 1A-P7.4-4 김원희 29A-P1.3-3 김진영 29P-P3.6-4

김설원 1A-P7.3-11 김윤기 29P-P2.3-5 김진호 1P-P8.5-2

김성규 29A-O9-3 김윤아 30P-O16-4 김  찬 29P-P2.4-11

김성민 29A-O1-5 김응남 29P-P3.9-10 김창희 1P-P8.3-2

김성훈 30A-O12-7 김이삭 1P-P9.1-5 김철연 29P-P3.2-3

김세린 29A-P1.4-3 김재인 29P-P2.3-4 김치우 1P-P9.1-8

김세린 29A-P1.4-5 김재현 1P-O23-4 김태성 1P-P8.6-7

김세연 1A-P6.5-10 김재현 1A-O21-8 김태영 1P-P9.5-5

김세희 1P-P9.3-9 김재훈 1A-O19-3 김태영 30P-O17-3

김소망 29P-P2.4-2 김정민 1P-O26-7 김태영 29P-P3.6-3

김소정 1A-P7.3-5 김정빈 29A-O6-2 김태윤 1P-O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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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9A-O7-4 문성후 29P-P2.1-1 박예솔 30A-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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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 30A-P5.4-8 문환복 29P-P2.4-6 박윤아 1A-P7.2-1

김한결 1A-P6.5-2 민진우 30A-P4.2-4 박은환 29P-P2.1-11

김한수 29P-P3.6-6 민  홍 1P-P9.4-3 박인규 30A-O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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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성 30A-O15-5 박예리 1A-P7.8-5 박현우 1A-P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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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민 29A-O9-1 설한울 30A-P5.5-4 신동찬 29A-P1.3-2

방민주 30A-P5.4-10 성민우 1P-O25-1 신섭재 30A-O14-9

방지우 29A-O1-2 성수진 30A-O13-1 신승원 1P-P9.6-4

배강민 29P-P2.2-1 성시우 29P-P3.7-3 신우철 30A-P5.4-1

배강민 29A-P1.4-6 성열우 1A-O18-4 신유원 30A-P4.1-6

배건우 1P-P9.5-4 소다영 1P-P9.5-6 신유진 30A-P5.1-4

배기웅 1A-P7.3-6 손건영 1P-P8.4-6 신재민 30A-O11-9

배수영 30A-O15-8 손경식 1A-P6.8-8 신재우 30A-P5.6-1

배영재 29P-O10-4 손귀영 29A-P1.2-4 신재혁 29P-P3.9-5

배제언 1A-P6.7-11 손승호 30A-P4.4-3 신중민 30A-P4.2-5

배지환 30A-P4.3-8 손유성 1A-P7.6-3 신지수 29P-P2.1-7

배현진 29P-P3.2-4 손종욱 1P-O27-2 신지영 1P-P8.5-10

배혜림 1A-P7.5-4 손준혁 29A-O8-8 신지혜 30A-O12-6

백소연 1A-P7.3-8 손태형 30P-O16-7 신지훈 1A-P6.6-5

백장운 30A-P5.1-7 손현우 1P-P9.4-9 신현일 29P-P3.1-3

변경수 1A-O21-1 송경수 1P-P8.2-7 신휘명 1A-P6.7-3

변규린 29P-P2.5-7 송근영 1A-P7.9-2 심상일 30A-P4.5-1

변  혁 29P-P3.6-1 송민석 29P-P2.5-3 심유라 1A-O21-11

부석준 1P-O22-5 송민혁 1A-P7.5-8 심준용 29A-O7-5

서경덕 1A-P6.6-3 송상민 30A-P4.2-6 안선우 1A-P7.3-10

서나미 30A-P5.5-1 송상호 30A-O14-6 안성진 29A-P1.3-8

서민택 29P-P2.1-2 송선영 1A-P6.7-8 안세혁 1P-P8.6-6

서민택 30A-P5.4-4 송순용 30A-P4.1-9 안영민 1A-P7.1-4

서보성 1P-P8.4-1 송연지 29P-P2.2-6 안영민 1A-P7.1-5

서승원 1A-O21-6 송영서 29P-P3.2-7 안유진 1P-O26-4

서연우 1A-P7.3-9 송우석 1P-O26-5 안정수 30A-O15-10

서영석 29A-P1.5-8 송유정 29P-P3.8-3 안지영 30A-O14-11

서장혁 30A-O14-8 송일한 29A-P1.1-6 안태훈 29A-O4-1

서정범 29A-O5-5 송종휘 29P-P3.6-12 양동헌 30P-O17-1

서주원 1P-P8.5-1 송지현 1P-P8.6-8 양래은 1A-P6.6-6

서주은 1A-P7.3-4 송찬선 1P-O26-11 양문총 29A-P1.1-2

서채원 1P-P8.5-12 송희재 1A-P6.5-9 양서윤 1P-P8.6-9

선주형 1A-P7.6-9 신광현 29A-O8-1 양수빈 30A-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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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빈 1P-P8.4-8 유연태 30P-O16-1 이나현 1P-P8.2-5

양수빈 1P-P9.4-14 유영빈 1P-P9.4-12 이다빈 29A-O9-2

양수진 29A-O2-2 유재범 29A-P1.1-9 이다영 30A-O13-6

양정원 1P-P9.1-10 유정현 1P-O28-11 이동건 29A-P1.4-10

엄태선 29P-P3.2-5 유지수 1P-O26-2 이동욱 1P-P8.6-2

엄태현 30A-P5.6-5 유혜리 30A-P4.5-6 이루다 29A-O9-4

연유빈 29A-P1.5-10 유호선 29A-P1.2-7 이만종 29P-P3.9-3

염찬호 30A-O14-1 유희평 1A-P7.6-2 이문형 1P-O24-9

오명훈 29A-O6-4 육진희 29P-P3.2-1 이미경 29A-P1.1-8

오소연 29A-P1.1-7 윤대훈 1A-O20-8 이민지 1A-P7.5-9

오승택 30P-O16-8 윤동근 29P-P2.1-8 이민현 29A-P1.2-2

오중균 1P-O27-1 윤민석 1A-P6.4-1 이상민 1P-P8.1-7

오지연 1P-P9.3-2 윤성호 29P-P3.6-14 이상민 29P-P3.3-2

오채은 1P-P9.2-9 윤아로 29P-O10-7 이상준 1A-O20-10

오하늘 30A-P4.6-11 윤영식 1A-P6.5-3 이상진 29A-O3-2

오해미 29P-P2.4-7 윤예준 1A-P7.6-10 이상호 29P-P2.4-4

옥수빈 30A-P4.3-2 윤예진 29A-P1.5-2 이상화 1A-P6.6-2

우상근 30A-P5.4-7 윤유경 29P-P2.4-10 이상화 29A-P1.2-6

우승제 29A-O8-9 윤지수 30A-O11-10 이선아 29P-P3.6-5

우예린 1A-P6.3-2 윤지영 1P-P8.5-8 이성민 29P-P2.1-9

우정재 1P-O24-1 윤지의 1P-P8.3-1 이성원 1A-P7.6-8

우정훈 1A-P6.5-8 윤태환 30A-O12-1 이성원 1P-P8.4-11

우타리예
바아쎔

29A-O5-6 윤하성 1A-P7.8-4 이성현 29A-O1-3

우태윤 29P-P3.8-9 윤혜영 29A-O7-2 이수민 29P-P2.3-9

우효주 1A-P7.7-2 은나현 1A-P6.5-7 이수민 30A-P4.4-9

원종현 30P-O17-6 은태영 29A-O5-3 이수빈 1P-O26-6

유병화 29A-O8-5 이강훈 1P-O27-8 이순영 29P-P3.6-13

유사라 1A-P6.8-11 이건희 30A-O13-11 이승아 1P-O27-3

유상윤 30A-P5.6-10 이경석 29P-P3.7-7 이승언 1P-P8.1-1

유서환 29P-P3.9-8 이경석 29A-O3-1 이여름 29P-P3.5-2

유승수 1P-P9.3-5 이경식 29A-P1.1-4 이연준 29A-O4-3

유승준 1P-P9.5-9 이광한 29P-P2.2-9 이영석 29P-P3.5-3

유시환 29P-P3.9-6 이기환 29A-P1.4-11 이영종 30A-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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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29A-P1.2-11 이준석 30A-P4.3-6 이희원 29P-P2.3-7

이영찬 1P-O27-9 이준오 1P-O23-5 임가람 29A-P1.2-1

이예림 1P-P9.1-4 이준하 29A-O5-2 임경민 1A-P6.4-6

이예지 1P-P8.3-7 이준호 30A-P5.6-3 임규민 1P-O28-1

이예진 29P-O10-1 이준호 1A-P7.6-6 임규정 1A-P7.1-3

이윤석 1A-P7.2-3 이지섭 29P-O10-3 임미르 1P-P9.1-6

이은빈 29A-P1.3-7 이지수 1P-P8.2-4 임선영 29P-P3.3-1

이이삭 30A-P4.3-11 이지혜 29P-P2.4-3 임승현 1A-P6.6-1

이재영 30A-O13-4 이지환 29A-P1.3-11 임요셉 1A-P7.3-7

이재호 1P-P8.5-9 이지훈 1P-P9.5-3 임윤진 1A-O21-2

이재훈 1P-P9.6-2 이진명 29P-P3.3-3 임정택 30A-P5.7-5

이재훈 29P-P2.1-3 이진형 1P-P9.6-7 임종경 29P-O10-2

이재훈 29P-P3.6-10 이찬서 30P-O16-6 임주혁 1P-P8.2-6

이  정 1P-P8.4-7 이찬혁 29P-P3.8-2 임채환 1A-P7.2-4

이정두 30A-P4.2-3 이채연 1P-P9.5-8 임현정 1P-O28-10

이정하 30A-P4.5-3 이충현 29A-O8-4 임현진 29A-P1.3-4

이정현 30A-P4.6-8 이태훈 30A-P4.1-1 임형우 1P-P9.4-8

이정현 30A-O12-9 이하윤 1P-O24-4 임  훈 29P-O10-5

이정호 29A-P1.1-3 이한나 1A-P7.5-7 장경연 30A-P4.4-2

이정환 1A-O18-3 이헌우 29P-P3.2-6 장귀숙 1P-P8.1-2

이정훈 30A-O15-11 이현민 1A-P7.5-2 장수민 1P-O24-2

이정훈 29P-P3.5-1 이현민 30A-P4.2-2 장윤호 1P-O27-4

이제연 29P-P3.9-1 이현서 1P-P9.1-7 장준원 1P-P8.4-3

이종석 30A-P5.3-4 이현수 29A-P1.4-8 장지형 1P-P8.5-11

이종화 29A-P1.5-1 이현지 1A-P6.8-7 장진혁 1A-P6.5-12

이종훈 29A-O5-4 이현진 1P-O25-8 장채윤 1A-P7.5-3

이주빈 1P-O28-5 이형탁 30A-P4.3-7 장현희 29P-P2.5-4

이주상 30A-O13-3 이혜영 30P-O16-2 장혜린 29P-P3.7-6

이주언 1A-P6.7-5 이혜영 30A-P4.1-3 장혜준 1A-P7.5-6

이주현 1P-P8.6-5 이효식 30A-O11-8 장희주 29A-O4-5

이준기 1P-P8.2-2 이효원 30A-P5.2-3 전민기 1A-P6.3-7

이준민 29A-P1.4-1 이훈종 30A-P4.6-4 전상훈 29A-P1.3-1

이준범 1P-O27-5 이훈희 1P-O26-10 전수진 1A-P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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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서 1A-P6.5-4 정준혁 1P-P8.4-12 조진성 29A-O5-1

전재현 29A-O8-7 정지성 1A-P6.3-9 조창연 30A-O12-5

전준형 1A-P7.5-1 정지수 29P-P2.1-4 조혜영 29P-P3.1-2

전지연 30A-P4.6-5 정지우 1P-O25-2 조혜원 1P-P8.3-8

정경희 1P-O28-6 정  진 30A-O11-6 조환희 30A-O15-12

정구본 29P-O10-6 정진원 1P-P8.4-9 주영기 29A-P1.3-6

정래원 1A-P6.4-4 정찬영 1P-P9.3-4 지승현 1A-O21-4

정문현 30A-P4.6-7 정찬이 1P-P8.4-4 지윤호 30A-P4.3-5

정민교 30A-O13-9 정찬혁 1A-P6.7-4 진우빈 29P-P2.5-5

정민기 30A-P4.1-10 정하민 1A-P7.1-1 진종현 30A-O12-3

정민수 1P-P8.2-3 정현모 1P-P9.3-1 차정훈 30A-P4.3-4

정민찬 29A-O8-3 정현재 1P-O23-3 채영은 1A-P6.3-1

정병현 30A-P4.4-6 정혜미 1P-P9.6-10 채진영 30A-O15-1

정상현 1P-O27-11 정호연 1A-P6.2-1 최건영 30A-O12-12

정선기 29P-P2.1-5 정홍석 29P-P2.4-9 최기한 1A-O18-2

정선욱 1P-O24-3 정홍주 1P-P8.6-11 최동호 29P-P2.1-6

정성준 29P-P2.2-8 제승완 1P-P9.2-1 최민관 29A-O7-3

정소영 29P-P2.2-7 조건희 29A-P1.2-8 최민석 30A-P5.7-6

정송민 29P-P3.8-8 조경빈 1P-O22-7 최민석 30A-P5.1-3

정승일 30A-P4.4-1 조문기 1P-P8.6-10 최민지 1P-O23-1

정영석 1A-O20-6 조민선 29A-O6-3 최상규 29P-P3.6-7

정영준 1P-O22-10 조상만 29A-O1-7 최성헌 1P-O24-8

정우창 29P-P3.9-4 조상만 29A-O1-8 최성현 1A-P7.3-3

정  욱 1P-P9.4-7 조성민 1P-P9.2-6 최수로 1P-P9.2-7

정원용 30A-O12-2 조성우 29P-P3.7-2 최수봉 29A-P1.3-5

정원종 1P-P9.4-6 조성운 1P-P9.2-8 최승훈 29A-O2-3

정윤성 29P-P3.7-1 조수현 1A-P7.6-7 최영준 29A-O6-6

정은서 1A-P6.7-9 조영완 1A-O19-5 최예인 1P-P9.5-1

정이수 29A-P1.4-4 조영은 1A-P7.5-10 최용석 1P-O22-9

정인호 1A-P6.8-4 조영호 1A-P7.3-1 최우창 29P-P3.9-9

정재균 29A-P1.1-11 조용래 30A-P4.6-9 최원석 30A-P5.3-6

정재호 1A-P6.7-6 조원근 29P-P2.3-8 최유준 30A-P4.4-4

정준영 29P-P3.1-1 조종진 30A-P5.1-6 최윤석 30A-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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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인 29A-O6-7 한정석 1A-P7.8-1 홍성태 30A-O13-5

최장원 1A-P6.2-3 한종민 30A-O12-8 홍승환 30A-P5.2-1

최주호 1P-P9.4-13 한지수 1P-P9.6-9 홍우헌 30A-O15-4

최준두 30A-P4.5-4 한형석 29A-O1-1 홍윤정 1P-P8.6-4

최진서 1A-P6.3-8 함제석 1A-O19-6 홍이삭 1A-P6.4-5

최창원 30A-P5.2-2 허  경 1A-P6.4-7 홍정민 1A-O20-2

최현호 1P-P9.4-5 허동민 1A-P6.7-2 홍혜인 1P-O25-4

최형준 30A-P4.2-9 허성민 30A-P5.7-2 황민성 1P-P8.2-1

최혜정 29P-P3.9-7 허세빈 1A-P6.8-6 황민지 30A-P4.5-2

한규범 1P-O25-5 허주은 29A-O2-7 황순호 29P-P3.3-6

한누리 30P-O17-2 허지원 29P-P2.3-6 황영준 30A-P5.3-3

한다희 1A-O18-1 현은빈 29P-P3.4-1 황예린 30A-P5.6-9

한승화 1P-P8.5-5 홍두표 30A-P5.5-5 황윤선 1A-P6.3-10

한연수 30A-P5.6-7 홍석재 30A-P5.7-3 황인우 30A-P5.3-7

한유정 1P-P8.6-3 홍성은 1A-P6.7-10

ALI SALMAN 30A-P4.3-1 Ignatius Iwan 30P-O17-4 QIAOYU 30A-P4.1-4

APURBA 
ADHIKARY 30A-O11-1 Jabeen Shaisata 29P-P3.1-4 Sheikh Salman 

Hassan 30A-P4.1-2

Asatullaev 
Ubaydullo 29P-P3.6-8 Jose Castelo 30A-P4.3-10 Tham01 29P-P2.4-1

Assem Zhunis 29A-O9-6 LeQuangHuy 29P-P2.2-3 Thanh Long Cao 29P-P2.2-2

Avi Deb Raha 30A-O11-5 Manzoor 
Hussain 29A-O2-6 TranLinhTam 1P-O28-4

Bich Ngoc Doan 1A-P7.6-4 Moussavou 
Boussougou 1A-O20-1 TranTuanLinh 29A-P1.1-5

Chu Myaet 
Thwal 30A-P5.1-5 Munkhdalai 

Lkhagvadorj 30A-P5.3-10 Usama Ejaz 1A-O21-5

DUONGTHUYTR
ANG 30A-P4.5-7 Ngoc Bao Bui 1P-P8.1-9 VO QUANG 

HIEU 1P-P8.1-4

Esther Cho 29P-P3.6-9 NGUYENDUCTO
AN 1A-O20-5 Vuong Minh 

Phu 30A-P5.4-3

flyer8258 29P-P3.6-11 Nuriye Bezawit 
Habtamu 1A-O20-7 WENCHAO DONG 1P-P8.1-3

Girum Fitihamlak 
Ejigu 30A-P5.1-2 NWAY NWAY EI 30A-O11-2 YANG HONGJIAN 1A-P6.3-4

GUANGXUN 
ZHAO 29A-O6-1 Pyae Sone Aung 30A-O11-4 Ye Lin Tun 1A-O19-2

Zhen Yin 29P-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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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층별�안내

3층

등록데스크,� 포스터발표,� 전시부스,� 워크샵,� 구두발표,� 초청강연,� 기조강연,� 개회식�및�시상식�등

4층

워크샵,� 구두발표�등

2층

워크샵,� 튜토리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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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자 색인

오시는�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4(중문동)

제주국제공항에서� ICC� JEJU까지는�평화로를�통해�차량으로� 40~50분� 가량�소요되며,

15분마다�공항에서�리무진�버스�이용이�가능합니다.

[공항리무진�버스안내� (600번�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 제주국제공항�출발(06:20~22:00)� -�공항정문� 1층� 5번� 게이트�왼쪽�리무진�버스�승차장� (삼영교통� 600번)

*� 리무진�버스�안내멘트에�따라�컨벤션센터�로터리�정류장에�하차

*� 이용요금:� 공항에서� ICC� JEJU까지�편도� -� 성인� 4,500원,� 중고생� 3,600원

*� 소요시간:� 약� 60분

[택시이용안내(제주공항↔중문)]�

제주공항�장거리�택시�승차장에서�출발.� 요금은�미리�정해져�있으므로�승차�전에�확인�필요.

*� 이용요금:� 약� 3만원

*� 소요시간:� 약� 40~50분

[렌트카이용안내]�

공항출구�앞�렌트카�데스크에서�차량안내서비스를�통해� 렌트카를�이용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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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ICC제주�주변�맛집

<5번� 위치>� ICC제주에서� 685m

[영업시간]� 19:00-02:00
[주� � � � 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88�
지하� 1층
[전화번호]� 0507-1313-3617
[대표메뉴]� 낙지젓파스타� 15,000원,� 육첩
반상� 23,000원,� 잠봉뵈르� 11,000원

<6번>� ICC제주에서� 1km

[영업시간]� 11:00-22:00
[주� � � � 소]� 제주� 서귀포시�중문관광로� 321
[전화번호]� 064-738-8700
[대표메뉴]� 흑돼지600g� 62,000원

<7번>� � ICC제주에서� 1km

[영업시간]� 09:00-21:00
[주� � � � 소]� 제주� 서귀포시�중문관광로� 323
[전화번호]� 0507-1360-1474
[대표메뉴]� 모듬생선구이� 中� 50,000원,� 해
물뚝배기� 15,000원,�은갈치조림�⼤� 75,000원

<1번� 위치>� ICC제주에서� 1.3km

[영업시간]� 11:50-22:00
[주� � � � 소]� 제주�서귀포시�대포로� 161
[전화번호]� 0507-1360-1625
[대표메뉴]� 갈치조림(4인)� 120,000원,
갈치통구이� ⼤� 120,000원,� 회정식(1인)�
60,000원

<2번>� ICC제주에서� 1.2km

[영업시간]� 12:00-22:00
[주� � � � 소]� 제주�서귀포시�이어도로� 137
[전화번호]� 0507-1419-3478
[대표메뉴]� 무한리필� 20,000원,� 두루치기�
8,000원

<4번�위치>� � ICC제주에서� 344m

[영업시간]� 11:00-21:00
[주� � � � 소]� 제주� 서귀포시�이어도로� 41
[전화번호]� 0507-1403-1041
[대표메뉴]� 통갈치구이(2인)� 65,000원,� 통갈치조
림(2인)� 65,000원,� 통갈치정식(2인)� 85,000원

<3번>� ICC제주에서� 718m

[영업시간]� 12:00-22:00
[주� � � � 소]� 제주�서귀포시�이어도로� 81
[전화번호]� 0507-1322-8131
[대표메뉴]� 흑오겹1인분� 20,000원,� 흑목살1인분�
20,000원,� 갈치조림1인분�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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