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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역사 워크숍

·연구윤리와 올바른 논문작성 워크샵

·국가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관련기술동향 워크샵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연구회 동계워크샵

·차세대정보컴퓨팅 개발사업 워크샵

·사물간 협업 및 학습이 가능한 오픈소스  

지능형 IoT 기술 워크샵

·소프트웨어(SW) 교육의 Best Practices

·기조강연 -   김진형 원장(인공지능연구원) 

심은수 전무(삼성종합기술원)

·초청강연 -   Prof. Yasuo Okabe(Kyoto Univ.) 

Prof. Jie Tang(Tsinghua Univ.)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특별세션

·박사 포럼

·SW 학술평가 지표 정립을 위한 공개 대토론회

·ICT인재양성 설명회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발표회(융합서비스분야)

·비디오 지능 공개SW 워크샵

·뉴로모픽 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워크샵

·사람-사물간 자율형 인터랙션을 위한 사람의  

내/외재적 의도 인식 기반 IoT 기술 워크샵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워크숍

·초청강연 -   박관우 대표(위지윅스튜디오) 

이희우 대표(언블럭)

·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ICT 기초원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와의 현장대화

Date

2018. 12. 19(수)~21(금)

Venue

평창 휘닉스파크

The Deep Thinker. 
Through memory evolved.

Ushering in a new era of performance to transform the fields machine learning with the unprecedented speed of 2.4Gbps data rate per 
pin, Samsung HBM Aquabolt processes 307GB of data in just one second, improving system speed up to 50%.

1024 I/O bandwidth           1 TB/s system memory           Improved power efficiency           Highly condensed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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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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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 한국소

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는 12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휘닉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KSC 2018에서는 논문발표, 튜토리얼, 초청강연 등의 학회 주관 행사에 더

불어 학술 분과 주관 워크샵 및 대형국책과제를 소개하는 협력 워크샵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

니다.

 또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채택 논문 중 상위 10% 내외의 우수논문과 발표 논문 중 상위 10% 

내외의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하여 학회 논문지에 게재를 추천하고, 학부/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

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제고를 위해 SW 구현/데모 경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행

사가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Korea Software Congress 2018

        

대회장 한정현(고려대)

  조직위원장 한문석(강릉원주대)

     프로그램위원장 김형석(건국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김선주(연세대), 김익순(ETRI), 김인중(한동대),

안희갑(POSTECH), 유민수(한양대), 이경한(UNIST)

이성길(성균관대), 이재길(KAIST), 임성수(국민대)

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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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세종대학교)

김광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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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진(경북대학교)

장두성(KT미래기술연구소)

장  윤(세종대학교)

대회장

 ■ 대회장 한정현(고려대학교)

조직위원회

 ■ 위원장 한문석(강릉원주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대회 조직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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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매니코어소프트)

박정희(충남대학교)

박종현(충남대학교)

박주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준상(홍익대학교)

박준석(인하대학교)

박준영(경희대학교)

박지숙(서울여자대학교)

박지현(KIAS)

박진아(한국과학기술원)

박한훈(부경대학교)

박혁로(전남대학교)

박현규(명지대학교)

반효경(이화여자대학교)

방준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배상원(경기대학교)

백상헌(고려대학교)

백웅기(울산과학기술원)

백은옥(한양대학교)

서영훈(충북대학교)

서의성(성균관대학교)

서정인(경북대학교)

석준희(고려대학교)

석호식(강원대학교)

석흥일(고려대학교)

성동수(경기대학교)

성민영(서울시립대학교)

성원경(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소선섭(공주대학교)

손경아(아주대학교)

손수현(한양대학교)

손아영(경희대학교)

손용석(중앙대학교)

손정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길태(부산대학교)

송사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송왕철(제주대학교)

송하주(부경대학교)

신동군(성균관대학교)

신봉기(부경대학교)

신수용(경희대학교)

신영록(경희대학교)

신인식(한국과학기술원)

신찬수(한국외국어대학교)

장재우(전북대학교)

전명재(울산과학기술원)

전병곤(서울대학교)

정갑주(건국대학교)

정교민(서울대학교)

정동원(군산대학교)

정명수(연세대학교)

정민교(서울여자대학교)

정성우(고려대학교)

정성원(서강대학교)

정승도(상명대학교)

정승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연돈(고려대학교)

정옥란(가천대학교)

정용주(가천대학교)

정용화(고려대학교)

정운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유철(금오공과대학교)

정윤재(엔씨소프트)

정임영(경북대학교)

정진규(성균관대학교)

정창성(고려대학교)

정한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해덕(한국성서대학교)

정형수(한양대학교)

조대수(동서대학교)

조동식(원광대학교)

조문증(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성래(중앙대학교)

조성배(연세대학교)

조완현(전남대학교)

조은선(충남대학교)

조재춘(고려대학교)

조준면(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진성(경희대학교)

조형주(경북대학교)

조혜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희승(전북대학교)

주용수(국민대학교)

차광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미영(한국과학기술원)

차시호(청운대학교)

차정원(창원대학교)

채진석(인천대학교)

최광남(중앙대학교)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최동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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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대진대학교)

김정선(한양대학교)

김정아(관동대학교)

김종국(고려대학교)

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김종익(전북대학교)

김종찬(국민대학교)

김준태(동국대학교)

김준호(한국과학기술원)

김준호(국민대학교)

김중헌(중앙대학교)

김지홍(서울대학교)

김직수(명지대학교)

김진모(부산가톨릭대학교)

김진수(성균관대학교)

김진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김태석(광운대학교)

김태성(경희대학교)

김태영(서경대학교)

김택수(삼성전자)

김  평(전주교육대학교)

김학수(강원대학교)

김한준(포항공과대학교)

김혁만(국민대학교)

김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학(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석(건국대학교)

김형신(충남대학교)

나동열(연세대학교)

나상호(경희대학교)

나승훈(전북대학교)

나연묵(단국대학교)

나중채(세종대학교)

남덕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남범석(울산과학기술대학교)

낭종호(서강대학교)

노병희(아주대학교)

노영균(서울대학교)

노웅기(가천대학교)

노원우(연세대학교)

류광렬(부산대학교)

류법모(부산외국어대학교)

신현준(아주대학교)

심정섭(인하대학교)

심준호(숙명여자대학교)

안동언(전북대학교)

안상현(서울시립대학교)

안성용(부산대학교)

안은영(한밭대학교)

안재균(인천대학교)

안정섭(아주대학교)

안정호(서울대학교)

안희갑(포항공과대학교)

양웅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황규(동서대학교)

양희덕(조선대학교)

어양담(건국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엄현상(서울대학교)

오상윤(아주대학교)

오세진(LG전자)

오유수(대구대학교)

오일석(전북대학교)

오하영(아주대학교)

오학주(고려대학교)

오현옥(한양대학교)

오혜연(한국과학기술원)

오효정(전북대학교)

옥철영(울산대학교)

온병원(군산대학교)

용환승(이화여자대학교)

우성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홍욱(성균관대학교)

유동희(부산가톨릭대학교)

유시환(단국대학교)

유영환(부산대학교)

유재수(충북대학교)

유정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준범(건국대학교)

유준희(한양대학교)

유  혁(고려대학교)

유환조(포항공과대학교)

윤성로(서울대학교)

윤성희(상명대학교)

윤애선(부산대학교)

최명걸(가톨릭대학교)

최상일(아주대학교)

최선웅(국민대학교)

최성필(경기대학교)

최성희(한국과학기술원)

최수미(세종대학교)

최아영(가천대학교)

최영리(울산과학기술원)

최영준(아주대학교)

최용훈(광운대학교)

최웅철(광운대학교)

최원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원익(인하대학교)

최재영(숭실대학교)

최종무(단국대학교)

최종원(숙명여자대학교)

최진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호섭(단국대학교)

추교남(인천대학교)

하재철(호서대학교)

한경수(성결대학교)

한경식(아주대학교)

한동수(한국과학기술원)

한연희(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요섭(연세대학교)

한종대(상명대학교)

한진영(한양대학교)

한  혁(동덕여자대학교)

한환수(성균관대학교)

허의남(경희대학교)

허  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

허준영(한성대학교)

홍금원(LINE)

황도삼(영남대학교)

황선태(국민대학교)

황소영(부산가톨릭대학교)

황승원(연세대학교)

황영숙(와이더플래닛)

황원준(아주대학교)

황인준(고려대학교)

황혜수(서울시립대학교)

황호영(광운대학교)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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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재길 부위원장(KAIST 교수)

⁍ 환영사 - 고려대학교 한 정 현 대회장

⁍ 시  상

- KSC2018 (최)우수논문상

    사회 : 조성배 부회장(연세대 교수)

의장 : 엄영익 회장(성균관대 교수)

⁍ 성원보고

⁍ 전회의록접수

⁍ 사업실적보고

⁍ 의안심의 

1) 2018년도 예산결산(안) 

 2) 차기임원 선출(안)

 3) 2019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4) 기타

    - 차기회장 당선자 인사

⁍ 폐 회

연회(Banquet)

 ◆ 대 상 : 정회원, 종신회원, 비회원 일반 등록자

 ◆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18:10-20:00

 ◆ 장 소 : 평창 휘닉스파크 호텔 2층, 아젠다 1룸

시상식 12.19(수)   18:00-18:30 / 팀버홀(2층)

정기총회 12.20(목) 17:30-18:00 / 아젠다 1룸(2층)

시상식 / 정기총회

시상식 /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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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논문제목 논문저자

1 고성능컴퓨팅
플래시내 I/O 분리처리를 통한 LSM-tree 기반 데이터베

이스 성능 최적화

임희락･염헌영(서울대), 

손용석(중앙대)

2 고성능컴퓨팅 도커 기반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읽기 전용 파일시스템 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3 고성능컴퓨팅
컨테이너 기반 클러스터의 GPU 자원 공유 및 CPU-GPU

작업 배치 실험
오지선･김윤희(숙명여대)

4 국방소프트웨어
통신 대역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필터링 기반의 

메시징 기법

민경준(아주대), 박규동(국방과학

연구소), 오상윤(아주대)

5 데이터베이스
Subspace Projection-Based Clustering 기법 기반 인구

통계학적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HOANG NGOC THE･NGUYEN DINH 

HAI･유철민･강복식((주)가이온)

6 데이터베이스
차분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 그룹

화를 이용한 유용도 향상 기법
김태완･박 석(서강대)

7 데이터베이스
LSM-tree 기반 Key-value 데이터베이스의 재귀적 컴팩션 

기법

김종빈･손서희･조현수･정형수

(한양대)

8 데이터베이스 동적 시간 워핑 거리의 상계 근사값 개선 서장혁･정우환･심규석(서울대)

9 데이터베이스
분산 병렬 시스템에서 KD-트리를 이용한 거리 유사도 조인 

알고리즘의 개선
안영준･심규석(서울대)

10 데이터베이스
분산 스트림 처리 환경에서 연속적인 서브 그래프 매칭 

기법

최도진･김민영･복경수･유재수

(충북대)

11 모바일응용및시
스템

소규모 호텔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기반 객실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이상온･이윤준(KAIST)

12 사물인터넷
A Transport Theoretic Approach for Computational 

Task Migration in Multi-Access Edge Computing

Sarder Fakhrul Abedin ･ Anupam Kumar 
Bairagi ･ Md. Shirajum Munir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13 사물인터넷 SmartThings 스마트 앱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 구현
고가영･창병모(숙명여대),

최광훈(전남대)

14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컨텍스트 인지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
김건우･정광수(광운대)

15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을 위한 환경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김재민･김성렬･자오밍하오･유영환

(부산대)

16 소프트웨어공학 국방 무기 체계 SW 품질 향상을 위한 Concolic 테스팅 기술
박건우(KAIST), 이주현･송형곤･조규태

(LIG 넥스원), 김윤호･김문주(KAIST)

17 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의 효율적 검증을 위한 목표 모델 

슬라이싱

현상원･송지영･지은경･배두환

(KAIST)

18 스마트시티
도시형 모기 활동성 예측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인접성 

향상 방안

이동우(국민대), 허대영(가토랩), 

황선태(국민대)

19 언어공학 이미지 정보를 이용한 영어-한국어 자동 번역 배장성･황현선･이창기(강원대)

※ 1번 시상은 리셉션에서, 2~5번 시상은 뱅킷에서 진행됩니다.

1. KSC2018 우수논문상

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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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언어공학 Multi-level Co-Attention + Verify를 이용한 기계독해
박광현･나승훈(전북대),

최윤수･장두성(KT)

21 인공지능
게임 거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작업장 탐지 및 행동

양식 분류 검증

김영채(넷마블), 손성주･오민석･최영

일(KAIST), 이용운･이광용(넷마블)

22 인공지능 TCN 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전류 신호의 이상치 검출
권용성･김기표(국방과학연구소),

김형신(충남대)

23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스포츠 캐스팅 김병조(한양대), 최용석(한양대)

24 인공지능 3D CNN을 활용한 자동화된 간 종양 분할 권성수･한정현(고려대)

25 인공지능 이상 탐지를 위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부호화 김영남･최승진(포항공대)

26 인공지능
성별의 알고리즘 편향성 감소를 위한 심층 오토인코더 

기반 잠재공간 일치모델
김진영･조성배(연세대)

27 인공지능
적대적 노이즈를 포함한 교란된 데이터에 대항하여 분류

기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규화 방법

장종성･이정인･윤지현･김경율･
이주열(LG CNS)

28 인공지능
Reptile – First-Order Meta-Learning Implementation 

for Pendulum Reinforcement Learning Problem

Quang Nguyen(Kyung Hee Univ), Ngo 
Anh Vien(Queen's Univ Belfast), 
TaeChoong Chung(Kyung Hee Univ)

29 인공지능 의미 특징과 주의집중을 이용한 고밀도 비디오 캡션 생성 이수진･김인철(경기대)

30 인공지능
단순화한 프레셋 거리를 활용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모드 드롭 및 모드 붕괴 검출 기법

김충일･정승원･문지훈･황인준

(고려대)

31 인공지능
질의에 따른 주의집중을 이용한 계층적 비디오 스토리 

모델링 기법
최성호･장병탁(서울대)

32 전산교육시스템
Concolic Testing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문항의 

채점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복･이성희･이우진(경북대)

33
정보보안및고신
뢰컴퓨팅

v-그램: 기본 블록과 딥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정성민･김현석･김영재･윤명근

(국민대)

34 정보보안및고신
뢰컴퓨팅

전방향 안전 서명을 보장하는 Proof of Elapsed Time
김동혁(한양대), 김지혜(국민대), 

오현옥(한양대)

35
정보보안및고신
뢰컴퓨팅

하이브리드 블록 체인: 공용 블록 체인과 사설 블록 체인

을 결합한 접근법
BOUKARI SANA･임효상(연세대)

36 정보보안및고신
뢰컴퓨팅

저전력 소비 센서를 이용한 실내 위치 탐지 기술 최원석･김형식(성균관대)

37 정보통신
Super Resolution based Video Streaming with 

Software Defined Networking

Vu Nguyen Phan･염상길･추현승 

(성균관대)

38 정보통신
다중경로 환경에서 심층 강화학습 기반 패킷 스케줄링 기

법 연구
주민우･장원우･이원준(고려대)

39 정보통신
Radio Resource Allocation in 5G New Radio: A 

Neural Networks Approach

Madyan Alsenwi･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40 정보통신
테넌트별 컨트롤 트래픽 레이트 제어를 위한 SDN 하이퍼

바이저 설계
유봉열･양경식･유혁(고려대)

41 정보통신 웹 성능 개선을 위한 HTTP/1.1 과 HTTP/2 동시 사용 방법 민지원･이영석(충남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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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통신
무선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안정성 향상을 위

한 다중경로 기반의 가용 대역폭 측정 기술
김희광･정광수(광운대)

43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360˚ 비디오 재생을 위한 자동 패닝 강경국･조성현(DGIST)

44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주변시 표현을 지원하는 HMD의 효과에 관한 연구 허지웅･김광욱(한양대)

45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깊이 정보 복원을 이용한 입자 군집 최적화 기법 기반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손 자세 추적
조우진･박갑용･우운택(KAIST)

46 컴퓨터시스템 SSD-GPU 직접 통신을 통한 고성능 딥 러닝 트레이닝 시스템 박평수･김장우(서울대)

47 컴퓨터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고려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위한 블록 디바

이스 드라이버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48 컴퓨터시스템 비휘발성 메모리 파일시스템의 단일 파일에서의 쓰기 병렬화
김장웅･김준형･김영재･박성용

(서강대)

49 컴퓨터시스템 제한된 Copyback 사용을 통한 가비지 컬렉션 성능 향상 기법 홍두원･신슬기･김지홍(서울대)

50 컴퓨터시스템 리눅스 패킷 처리 지역성 향상을 위한 동적 RFS 테이블 관리
장현준･하지윤･고수창･전소영･
김주호･진현욱(건국대)

51 컴퓨터시스템
정형적 모델을 통한 심층 학습 알고리즘 명세 및 이종 프

로세서에서의 코드 생성
신동걸･정은진･하순회(서울대)

52 컴퓨터시스템 로그 기반 파일 시스템의 매니 코어 성능 및 확장성 분석
노성현･이창규･변현기･김장웅･
김영재(서강대)

53 컴퓨터시스템
오픈 채널 SSD에서 호스트 수준 FTL의 적응적 우선순위 

설정 기법
이수연･박대준･신동군(성균관대)

54 컴퓨터이론 2차원과 3차원 공간에서 지형의 스태킹 문제 이승준･안희갑(포항공대)

55 프로그래밍언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약점과 분석도구의 지원 

현황 연구
조현승･안준선(한국항공대학교)

2. 공로상

원유집(한양대학교) 박남제(제주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김동규(한양대학교)

3.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

홍도원(공주대학교)

4.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

분야 수상자

데이터베이스 황인준(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 박현주(아주대학교)

정보통신 홍충선(경희대학교)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임인성(서강대학교)

컴퓨터시스템 조민정･강형석･김강희(숭실대학교)

5. 특별공로상

홍충선(경희대학교) 허의남(경희대학교) 장병탁(서울대학교)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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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행사일정

인덱스 프로그램 시간 장소

19P-C1 대한민국 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역사 워크숍 
12월 19일(수)

13:00~18:00
아젠다1-2

19P-C2 연구윤리와 올바른 논문작성 워크샵
12월 19일(수)

16:00~18:00
아젠다3-2

20A-C3 SW 학술평가 지표 정립을 위한 공개 대토론회
12월 20일(목)

10:00~11:30
팀버홀1

20A-C4 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특별세션
12월 20일(목)

10:30~15:30
팀버홀2

20A-C5 박사포럼
12월 20일(목)

10:00~12:00
팀버홀3

20P-C6

[초청강연 I]

Prof. Yasuo Okabe(Kyoto University)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and it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activities”

12월 20일(목)

14:30~15:00

팀버홀1
[초청강연 Ⅱ]

Prof. Jie Tang(Tsinghua University)

“Empower MOOCs with AI”

12월 20일(목)

15:00~15:30

20P-C7

[기조강연 I]

 김진형 원장(인공지능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책무”

12월 20일(목)

15:50~16:35

팀버홀1
[기조강연 Ⅱ]

심은수 전무(삼성전자 종합기술원)

“On-Device AI”

12월 20일(목)

16:35~17:20

21A-C8 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1차 심사(데모)
12월 21일(금)

09:00~12:00
포레스트홀

21A-C9

[초청강연 III]

박관우 대표(위지윅스튜디오) 

“영화와 기술의 만남”

12월 21일(금)

11:00~11:30

팀버홀1
[초청강연 IV]

이희우 대표(언블럭)

“토큰 이코노미의 부상”

12월 21일(금)

11:30~12:00

21A-C10

한이음 우수논문 시상식
12월 21일(금)

13:00~17:00
팀버홀1

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2차 심사(프리젠테이션) 및 시상식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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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기조강연 I

 

기조강연 II

20P-C7 / 12.20(목) 15:50~16:35 / 팀버홀1                                         사회: 한정현 대회장

김진형 원장(인공지능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책무”

요즘 인공지능의 성과는 가히 폭발적이다. 고도의 자동화를 성취했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대신

하며,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를 위하여 사람이 만든 지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배우기도 한다.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자

기복제와의 경쟁을 통하여 실력을 쌓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를 이용하여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 

능력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기업과 국가에서 인공지

능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본질과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 경제는 

발전하고 부는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급속히 줄고, 소득이 양극화된다. 또 자동화된 

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

로서 인공지능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잘 이해하고, 인류의 존엄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사용되

도록 사회적 책무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P-C7 / 12.20(목) 16:35~17:20 / 팀버홀1                                         사회: 한정현 대회장 

심은수 전무(삼성전자 종합기술원)

“On-Device AI”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AI where AI is expected to have huge impact on 

numerous sectors of our society. 

It is known that big data, large computing power (in particular, provided by GPUs), 

and deep learning are three main ingredients enabling the current rapid progress of 

AI. 

Most of the AI applications have been deployed in the cloud due to its demand for 

large computing power. 

A new trend is that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deploying AI applications in 

embedded systems without relying on the cloud. 

We call such AI technologies on-device AI. 

In this talk, we review hardware technologies and algorithms for on-device AI.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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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초청강연 I 

20P-C6 / 12.20(목) 14:30~15:00 / 팀버홀1                                         사회: 김형석 위원장

Prof. Yasuo Okabe(Kyoto University)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and it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activiti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IPSJ) is the largest and leading societ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It was founded in 

1960, and has been played a key role for realizing the information society through 

its academic, cultural and industrial activities. The IPSJ is conducting a study to plan 

and propose new programs to nurture groundbreaking researchers and specialists 

who can lead the field in the world. The IPSJ and IEEE Computer Society (IEEE-CS) 

established a joint award this named the IPSJ/IEEE-CS Young Computer Researcher 

Award, which aims to recognize outstanding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ory,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advancing a new 

research field and novel transformative computing service or system. The IPSJ and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CM) have established a joint award 

named the IPSJ/ACM Award for Early Career Contribution to Global Research, 

which aims to recognize outstanding young researcher who has contributed to the 

research fields covered by the societies through her/his research activities associated 

with global collaboration. IPSJ wants to strengthen our connection among Asian 

countries, by promoting our international collaborative activities. In this talk, 

international activities of the IPSJ and other academic societies including what the 

speaker has been involved are introduced. 

초청강연 II

20P-C6 / 12.20(목) 15:00~15:30 / 팀버홀1                                         사회: 김형석 위원장

Prof. Jie Tang(Tsinghua University)

“Empower MOOCs with AI”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boomed in recent years and have attracted 

millions of users worldwide. For example XuetangX.com, a platform similar to 

Coursear and edX, is offering thousands of courses to more than 10,000,000 

registered users. However the completion ratio is always very low. I will introduce 

how we leverage users’ implicit feedback, e.g., user clicks, to help improve learn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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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III

21A-C9 / 12.21(금) 11:00~11:30 / 팀버홀1                                         사회: 김형석 위원장

박관우 대표(위지윅스튜디오)

“영화와 기술의 만남”

초청강연 IV

21A-C9 / 12.21(금) 11:30~12:00 / 팀버홀1                                          사회: 김형석 위원장 

이희우 대표(언블락)

“토큰 이코노미의 부상”

블록체인 기술과 그 기반으로 탄생한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로 가능해진 토큰 이코노미의 

부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인터넷으로 인한 유저의 인식 변화, 보상형 서비스들의 진화, 

프로토콜의 진화, 화폐의 진화 등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역사

19P-C1 / 12.19(수) 13:00~18:00 / 아젠다1-2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3:00-13:40 키노트 전길남 명예교수(KAIST)

13:40-15:00

(세션 1) 대형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역사

대형컴퓨터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의 역사 임기욱 교수(선문대)

오픈소스 운영체제 기술의 역사 정성인 센터장(ETRI)

15:00-15:30
(세션 2) 컴퓨터 시스템 기술 개발 회고 

SNU DOS 개발 회고 이종우 교수(숙명여대)

15:30-17:00

(세션 3)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의 역사

삼성전자 모바일 CPU 기술 개발 박기호 교수(세종대)

플래시메모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역사 이상원 교수(성균관대)

임베디드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 개발 역사 임성수 교수(국민대)

(세션 4) 패널토의17:00-18:00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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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와 올바른 논문작성

19P-C2 / 12.19(수) 16:00~18:00 / 아젠다3-2                              사회: 이종우 논문지편집위원장

연구윤리와 올바른 논문작성 - 황은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진실성 높은 

연구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연구가 이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읽

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논문내의 부정과 부적절함도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특히, 데이터의 진실성은 근래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부적절한 데이터 처리와 

authorship 등에 대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의식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후반부에

서는 표절과 이중게재의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이해한 후, 우리 학자들의 글쓰기의 부족함에 

대해 알리고, 올바르고 좋은 과학논문 쓰기에서 필요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W 학술평가 지표 정립을 위한 공개 대토론회

20A-C3 / 12.20(목) 10:00~11:30 / 팀버홀1

초대의 말씀

SW 분야의 학문 경쟁력이 대한민국 기술경쟁력의 핵심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정보과학회에서는 SW 학문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자의 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 SW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체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SW분야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에서의 논

문 발표가 매우 강조된다. SW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평가지표 정립을 위해 정보과학회에서는 2014년 SW 

분야 우수학술대회 목록을 제정하였다. 이 우수학술대회 목록은 BK21, 각급대학에서의 교원 승진/승급 심사, 언

론사 대학평가, 과제의 선정 및 결과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정보과학회에서는 학술대회 목록이 국제적인 학문동

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보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첫 번째 보완사업에 진행하였고, 2018년 

두 번째 보완사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도 보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들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과 건의, 질타를 요청드린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0:00-10:10 정보과학회 제3차 목록 보완작업 개요 소개 심규석 위원장(서울대 교수)

10:10-11:00 분야별 보완내용 소개 사회 : 원유집 부위원장(한양대 교수)

11:00-11:30 공개토론, 건의사항 경청 사회 : 원유집 부위원장(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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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수 최신연구소개 특별세션

 20A-C4 / 12.20(목) 10:30~15:30 / 팀버홀2                             사회: 김선주 부위원장

순서 주제 강연자

1 심미성 + 기능성: 머신러닝을 통한 제품 설계 강남우 교수(숙명여대)

2 3D Device Design and Rendering 정영주 교수(숙명여대)

3 Integrating Physical System State into Cyber Resource Management 좌훈승 교수(DGIST)

4 Motion-aware image/video enhancement 김태현 교수(한양대)

5 Improving Software Quality by Mining Software Repositories 남재창 교수(한동대)

6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한 하드웨어 기법 문현곤 교수(UNIST)

7 Life-Immersive Mobile Computing: Ca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이영기 교수(서울대)

8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안 솔루션 이병영 교수(서울대)

9 Multi-Tenant GPU Clusters for DNN Training: Current and Going Beyond 전명재 교수(UNIST)

10 뉴로모픽 컴퓨팅 김용태 교수(경북대)

11 양자컴퓨터 개발 연구 소개 김태현 교수(서울대) 

12 Epigenetic data analysis using deep learning model 채희준 교수(숙명여대)

13 Visual Recognition Going Beyond Datasets 최종현 교수(GIST)

12.20(목) 10:30~10:45

심미성 + 기능성: 머신러닝을 통한 제품 설계 강남우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제품을 설계할 때 “심미성”과 “기능성”은 가장 중요한 속성들이지만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이용하여 두 속성의 최적화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제품설계 

방법론을 제시한다. 소비자의 선호도와 공학적 설계에 대한 동시 학습을 통해 심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이를 

자동차 설계에 적용한 예시를 소개한다.

12.20(목) 14:30~14:45

3D Device Design and Rendering 정영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1) 3D 기기 설계 - 3D Lightfield Display Design - 3D AR HUD(Head-up Display) Design 

2) 3D 영상 생성 - 3D Structure Reconstruction and 3D Lightfield Rendering - 3D AR 

HUD(Head-up Display) Rendering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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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목) 11:00~11:15

Integrating Physical System State into Cyber Resource Management 좌훈승 교수(DGIST)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물리세계의 다양한 컴포넌트들과 컴퓨터 기능을 융합하는 사이

버 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CPS)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CPS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기기, 스마트 빌딩 등으로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발표

에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을 살펴보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물리 컴포넌트들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실시간 자원 관리 기법을 소개한다. 

12.20(목) 11:15~11:30

Motion-aware image/video enhancement   김태현 교수(한양대학교)

본 강연에서는 최신의 computational imaging 기법들을 소개하고, 특히 이미지 및 비디오 화

질 향상을 위해 모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딥러닝 기법을 소개한다. 제안한 방법

은 기존의 기법들과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추가적인 오버헤드 없이도 모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활용하여 기존 기법들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강연에서는 다양한 영상 

및 비디오 복원 결과를 보여주고,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소개한다.

12.20(목) 11:30~12:00

Improving Software Quality by Mining Software Repositories 남재창 교수(한동대학교)

Software repositories such as GitHub and Jira have abundant historical data of 

software development. In this talk, we introduce how software defects can be 

predicted before releasing software products and how false alarms from bug detection 

tools can be mitigated by using knowledge from mining software repositories.

12.20(목) 13:30~13:45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한 하드웨어 기법 문현곤 교수(UNIST)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C나 C++와 같은 메모리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언어

로 작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수의 취약점이 관련 소프트웨어서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는 공격자에게 그 소프트웨어가 가진 대부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기법을 소개한다. 소프트웨어 수준만의 기법에 

비교해 새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소프트웨어를 변환할 경우, 비교적 적은 성능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성(security guarantee)을 제공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하드

웨어 제조사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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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목) 13:45~14:00

Life-Immersive Mobile Computing: Ca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이영기 교수(서울대학교)

Life-immersive mobile sensing applications have rapidly penetrated every facet of our 

daily lives including child education, elderly support, smart transportation, and 

automated homes. They have evolved to capture and use a rich set of human activities 

and internal states (such as intention, engagement, attention, depression) to provide 

highly usable situational services. For example, an upcoming mobile advertisement 

application will precisely target customers with the buying intention and send 

promotions exactly when they are free to look at the coupons. Over the years, I have 

been working on core challenges to (1) innovate mobile/wearable/IoT systems to 

enable highly enriched, and available context awareness, (2) design innovative 

life-immersive sensing applications, and (3) deploy the systems and applications to real 

target users at scale and make them highly usable. In this talk, I will share the 

overview of my research and introduce ca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life-immersive mobile computing. 

12.20(목) 14:00~14:15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안 솔루션  이병영 교수(서울대학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시스템 보안 솔루션 연구를 소개합니다. 

Chancel은 양방향 샌드박스를 구현하여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유출하지 못하게 하며, 

Obliviate은 SGX를 위해서 새로이 디자인된 ORAM을 기반으로 한 파일시스템입니다. 

Obfscuro는 ORAM을 이용하여 모든 프로그램 실행을 보호하는 컴파일러 기반 솔루션입니다. 

12.20(목) 14:15~14:30

Multi-Tenant GPU Clusters for DNN Training: Current and Going Beyond 전명재 교수(UNIST)

With widespread advances in machine learning, a number of large enterprises are 

beginning to incorporate machine learning models across a number of products. 

These models are typically trained on shared, multi-tenant GPU clusters. In this talk I 

will present experience on running a large-scale　 cluster operation, and provide 

design guidelines pertaining to next-generation cluster schedulers for DNN training 

workloads. Further, as a bold direction going beyond, I will briefly introduce how this 

framework can be realized on blockchains, providing decentralized deep learning 

resource pool that is more accessible to machine learning practitioner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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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목) 10:45~11:00

뉴로모픽 컴퓨팅  김용태 교수(경북대학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폰노이만(von Neumann) 컴퓨팅 구조

의 CPU와 GPU는 과도한 전력 소모, 반도체 공정 스케일링 등으로 인해 한계점에 이르고 있으

며,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시스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컴퓨팅 중의 하나인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구

체적으로, 기존의 뉴로모픽 컴퓨팅 구조에 근사 컴퓨팅 기술과 차세대 메모리 소자인 멤리스터

(Memristor)를 사용한 에너지 고효율 디지털 뉴로모픽 프로세서 구조를 발표합니다.

12.20(목) 14:45~15:00

양자컴퓨터 개발 연구 소개  김태현 교수(서울대학교)

최근 기하급수적인 계산량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현재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은 부재함에 따라 양자컴퓨터는 새로운 컴퓨팅 모델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IBM, Google, Microsoft, Intel,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두, 텐센

트 등의 기존 IT 거대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회

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반도체 기술과 가장 큰 차이점인 개별 입

자의 양자 상태 제어를 통해 가능한 새로운 컴퓨터의 구조와 이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전세계적인 연구 흐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12.20(목) 15:00~15:15

Epigenetic data analysis using deep learning model 채희준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후성 유전체는 유전자 발현 등 유전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고도화된 차세대시퀀싱(NGS)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정밀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기반으

로 한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심층 신경망을 적용한 바이오 데이터 분석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고 

특히 후성유전 데이터에서의 모델에 따른 분류 성능을 실제 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다.

12.20(목) 15:15~15:30

Visual Recognition Going Beyond Datasets 최종현 교수(GIST)

The supervision in curating datasets is sometimes not enough even for the target 

task and the supervision is expensive and bias prone. I will discuss a few ideas to 

build recognition models with information going beyond the given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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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포럼

20A-C5 / 12.20(목) 10:00~12:00 / 팀버홀3

준비위원 : 문수복 교수(KAIST), 이영기 교수(서울대), 홍승훈 교수(KAIST)

프로그램

발표세션1

정보 이론 기반 멀티모달 게임 대화 시스템 만들기 이상우(서울대학교, 네이버)

사람과 사람 간 자유롭게 대화한 데이터로부터 시리나 클로바와 같은 목표 지향적 대화 시스템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제안한 Answerer in 

Questioner’s Mind (AQM)이라는 정보 이론 기반 목표 지향적 대화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AQM은 기존 전통적인 end2end 방식에서처럼 단일 RNN을 만드는 대신, 상대방의 마음을 모

델링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미지 기반 스무고개 게임의 일종인 GuessWhat

과 GuessWhich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논증합니다. 세상과의 교류를 통하

여 끊임 없이 지능이 성장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은 인공지능의 성배와 같은 일입니다. 본 발표에

서는 AQM과 더불어 제가 최근에 수행하였던 멀티모달, 평생학습, 대화 시스템 연구들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이들이 어떠한 관련성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소개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0:00-10:40

(세션 1)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

정보 이론 기반 멀티모달 게임 대화 시스템 만들기 이상우(서울대, 네이버)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을 위한 시각-언어 표현 김경민(서울대, 네이버)

Model-based Bayesian reinforcement learning 이강훈(KAIST)

딥러닝 주가예측을 위한 고려사항 

- 모델 설계, Novel Input feature, 차트 유형 분석 및 필터링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송유정(숙명여대)

10:40-11:00

(세션 2) 웨어러블 및 모바일

Wearable Affective Life-Log System for Understanding Emotion Dynamics 

in Daily Life
김병형(KAIST)

Thermal Modeling and Management for NANS (N-App N-Screen) 

Services
권오철(서울대)

11:00-11:20

(세션 3) 알고리즘

구형 표현법을 이용한 경로 최적 경로 생성 알고리즘 / Optimal Motion 

Planning Algorithm with Spherical Representation
김동혁(KAIST)

시계열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조겨리(서울대)

11:20-12:00

패널세션

박사 졸업 후 진로 및 컴퓨터 공학 연구자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 문수복 교수(KAIST), 이영기 교수(서울대), 최종현 교수(GIST), 홍승훈 교수(KAIST)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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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을 위한 시각-언어 표현 김경민(서울대학교, 네이버)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은 시각과 언어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수준 지능을 구현하기 위

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비디오의 스토리는 고도로 추상화되어있고 시각과 언어 입력 사

이에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본 발표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

의응답을 풀기 위해 시각과 언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각 방

법은 PororoQA와 MovieQA에 적용했을 때 결과를 공유합니다. 

Model-based Bayesian reinforcement learning 이강훈(KAIST)

Reinforcement Learning (RL) is the problem of an agent with the goal of maximizing 

long-term rewards while interacting with an unknown environment. A fundamental 

problem in RL is exploration-exploitation tradeoff, which refers to the agent having to 

balance between exploring to gather more information from the environment and 

exploiting the current knowledge to maximize cumulative reward.

The main focus of this presentation is a model-based Bayesian reinforcement learning 

(BRL), which provides a principled framework for an optimal exploration-exploitation 

tradeoff from the Bayesian perspective. Although the Baeysian framework provides a 

succinct formulation of the model-based BRL, it still remains as a computational challenge 

to obtain the Bayes-optimal solutions.

In this presentation, we provide Bayesian optimistic Kullback-Leibler exploration (BOKLE), a 

simple algorithm that uses Kullback-Leibler divergence to constrain the set of plausible 

models for guiding the exploration. We provide a formal analysis that this algorithm is near 

Bayes-optimal with high probability, i.e., PAC-BAMDP. We also show an asymptotic relation 

between the solution pursued by BOKLE and a well-known algorithm called Bayesian 

exploration bonus.

딥러닝 주가예측을 위한 고려사항

– 모델 설계, Novel Input feature, 차트 유형 분석 및 필터링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송유정(숙명여자대학교)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 변동 예측은 풀리지 않는 난제이다. 주가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및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가 

예측은 경제, 수학, 물리 그리고 전산학 등 여러 관련 분야에서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주가의 변동패턴을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주가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에서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입력 피쳐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

였으며, 이에 따라 달라지는 예측 모델의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격을 기반으로 구성한 입력피

쳐가 달라지면 성능도 달라지며, 주식의 변동 패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입력피쳐를 사용한다면 주

식의 변동 패턴을 더 정확한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근거해 기술적 분석 기법에 

근거한 고도화 된 715개의 가격-기반 입력피쳐를 추가하여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펀드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률을 도출함과 동시에 모델의 실 성능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입력피쳐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벡터

의 구성을 다르게 한 여러 모델의 성능 평가를 통해 딥러닝 모델 설계 시 연관성 있는 입력피쳐-타겟벡터 구

성이 주가예측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식은 언제 매매/매도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주가예측 연구에는 매매전략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수익을 도출할 수 있다. 매매 전략은 계속투자전략, 반대투자전

략, 역투자전략, 저가매수 전략 등이 있는데, 이 전략들은 각 차트의 모양새에 따라 알맞게 사용될 때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주식매매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3가지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이를 정의

하였으며, 가장 효과적인 매매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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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세션2

Wearable Affective Life-Log System for Understanding Emotion Dynamics in Daily Life 김병형(KAIST)

Past research on recognizing human affect has made use of a variety of physiological 

sensors in many ways. Nonetheless, how affective dynamics are influenced in the 

context of human daily life has not yet been explored. In this talk, I will present a 

wearable affective life-log system (ALIS), that is robust as well as easy to use in daily 

life to detect emotional changes and determine their cause-and-effect relationship on 

users’ lives. The proposed system records how a user feels in certain situations during 

long-term activities with physiological sensors. Based on the long-term monitoring, 

the system analyzes how the contexts of the user’s life affect his/her emotion 

changes. Furthermore, real-world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wearable life-log system enables us to build causal structures to find effective stress 

relievers suited to every stressful situation in school life.

Thermal Modeling and Management for NANS (N-App N-Screen) Services 권오철(서울대학교)

Existing multi-screening technologies have been limited to mirroring the current screen 

of the smartphone onto all the connected external display devices. In contrast, NANS 

(N-App N-Screen) technology is able to display different applications (N-App) on 

different multiple display devices (N-Screen) using only a smartphone. For such NANS 

services, this paper empirically shows that the thermal violation constraint is more 

critical than the battery life constraint. For preventing the thermal violation, the existing 

DTM (Dynamic Thermal Management) techniques cannot be used since they consider 

thermal violations as abnormal, and hence prevent them by severely throttling CPU 

frequencies resulting in serious QoS degradation. In NANS service scenarios, it is normal 

to operate in high temperature ranges to continue services with acceptable QoS. 

Targeting such scenarios, we first propose a novel thermal prediction method specially 

designed for NANS services. Based on the novel thermal prediction method, we then 

propose a novel DTM technique called, “thermal planning” to provide sustainable NANS 

services with sufficiently high QoS without thermal violations.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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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세션3

Optimal Motion Planning Algorithm with Spherical Representation 김동혁(KAIST)

최적 경로 생성 문제는 주어진 기하 공간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 중 정의한 비용을 최

소화하는 경로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샘플링 기반의 알고리즘은 확률적 완전성과 

점진적 최적성을 보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로보틱스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어 온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주어진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증가하는 계산량으로 

인해 최적해로의 수렴 속도를 높이는 연구는 중요한 문제로 남겨져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가 담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최적해로의 수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샘플링 기반의 

경로 생성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 요소인 샘플링, 충돌검사 그리고 근접 이웃 탐색을 분석하고 

각각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알고리즘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주어진 연속 공간은 다양한 구

형 표현법을 통해 목적에 맞게 각각 샘플링 영역, 비충돌 영역 혹은 로봇 상태의 집합 형태로 

정의되어 샘플링 편중, 최적화 기반 경로 생성 알고리즘과의 융합 및 적응적 희소 그래프 구축

에 활용된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 및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시계열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조겨리(서울대학교)

Expression levels of genes at the whole genome level, especially when gene 

expression is measured over a time period, can be useful for characterizing bi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phenotypes. Dynamic gene expression information provide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how organisms react in specific conditions over time. 

Thus, time series gene expression data is growing rapidly. However, analysis of time 

series gene expression data is challenging since existing methods for non-time series 

data need to be modified to consider the time dimension. 

 To analyze time series data in the context of biological network or pathway 

propagation, two bioinformatics methods called TRAP and TimeTP are developed. 

TRAP is a network topology-based approach for pathway enrichment analysis. TRAP 

estimates statistical values to measure the dynamic propagation of signaling effect in 

the pathway graph. TimeTP is a method to detect regulators of perturbed pathways. 

TimeTP performs pathway analysis with cross-correlation first to determine a set of 

perturbed sub-pathways where expression change is propagated over time. To detect 

regulators of the perturbed pathways, TimeTP extends the gene network to include 

upstream regulators of genes such as transcription factors. Influence maximization 

technique is used to evaluate and rank the influence of regulators on the perturbed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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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12.21(금) 09:00 - 12:00 포레스트홀

 13:00 - 17:00 팀버홀1

1차 심사(데모)

2차 심사(프리젠테이션), 시상식

 사회: 임성수 부위원장

 1.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기부 플랫폼

- 기부 업(Give UP)

개요__기존의 기부 시스템은 몇몇 기부 단체에 기부자가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

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는 새로운 기부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고차 시장 서비스

- 달팽이

개요__현재 시스템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함. 수리이력 및 사

고이력, 차량 소유자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함.

 3. 선데이모닝: 탈중앙화 라이브방송 플랫폼

- 선데이모닝

개요__라이브 커머스와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받는 오늘날, 이에 알맞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요구된다. '선데이모닝'은 탈중앙화 라이브방송 플랫폼으로서 창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주

도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로부터 라이브방송 생태계 활성화 및 확산을 기대한다.

 4. 차량용 블랙박스에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하여 사건, 사고를 사용자들 스스로 입증하는 시스템 구현

- 아르고스

개요__2010년도를 기점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

다.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사고 현장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발견할 수 있다. 블랙박스에 블록체인 기술

을 도입하여 사고 입증 채널을 구현한다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사건 사고를 입증할 수 있게 되고 억울한 사

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상화폐 및 이를 이용한 관광 홍보 시스템

- 여행 코인

개요__제안하는 가상화폐는 기존 가상화폐를 업그레이드한 개념으로 외국관광객이 지정한 관광자원에 가면 

가상화폐를 적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교통카드, 소액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음.

 6. LICIEPT: 보상받는 환경운동

-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개요__환경, 경제적,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는 현재 영수증의 시스템은 전자 영수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자 영수증 또한 신뢰성 문제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서비스 

사용에 따른 LINK보상을 통해 LINK 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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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블록체인 기반의 형상관리 기술 문서 번역 플랫폼

- ABA

개요__언어로 인한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문서 번역 플랫폼이다. 번

역은 형상관리 시스템 상에서 진행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된다. 참여자들에게는 번역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

 8. ARM Trustzone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

- EVLock

개요__태양광 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게 되

었고 잉여 에너지들이 점점 남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력에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에너지 처

분 방법인데 사실상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대부분 버려진다. 한국 전력으로 에너지를 보내더라도 그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주변의 기관들에 에너지를 팔 수 있게 만들어보았다.

 

 9. 블록체인 기반 링크 중개 서비스 DApp

- HashLink

개요__온라인 컨텐츠 저작자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장 및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 소비에 대한 보상 지급.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을 통한 Decentralized Tool. 

10. Qring : 토큰을 활용한 챗봇 기반 질의응답 플랫폼

- Q

개요__Qring은 메세징 플랫폼(라인, 카카오톡 등)에서 제공하는 Q&A 플랫폼 서비스이다. 기존의 웹 기반 

Q&A 플랫폼과 다르게 Qany라는 봇이 사용자의 질의를 받아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하거나 적합한 

응답자들에게 그 질의를 전달한다. 그러면 질의에 적합한 응답을 한 응답자는 평가에 따른 토큰을 보상받는다.

** 만년필, 인공지능 스피커, 무드등 외 다수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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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구분 주제 및 연사 일자 시간 장소

19A-T1
 Machine Learning in Biomedical Data Analysis

 이제근 교수(부산대)
12.19(수) 10:00-13:00 아젠다3-2

19P-T2

 TensorFlow Recipes for Deep Learning: Hands-On 

 Exercise with Google Colaboratory

 장길진 교수(경북대)

12.19(수) 14:00-17:00 팀버홀3

19P-T3
 Computational Methods for Open-ended Tasks in Text Mining

 박덕근 교수(UT Arlington)
12.19(수) 14:00-17:00 아젠다3-1

19P-T4
 쉽지만 강력한 데이터 시각화 - Tableau 이해 및 활용

 서동민 연구원(KISTI)
12.19(수) 14:00-17:00 아젠다4

21A-T5
 An Introduction to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이슬 교수(서울대)
12.21(금) 09:00-12:00 팀버홀2

21A-T6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초와 이해

 김형식 교수(성균관대)
12.21(금) 09:00-12:00 팀버홀3

21A-T7
 그래프 마이닝을 이용한 거대 그래프 분석

 황지영 교수(성균관대)
12.21(금) 09:00-12:00 플레이라운지

21A-T8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이종병렬처리 기술

 윤성의 교수(KAIST), 김덕수 교수(KOREATECH)
12.21(금) 09:00-12:00 아젠다4

21P-T9
 Reinforcement Learning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주현 교수(한양대) 
12.21(금) 13:30-16:30 팀버홀3

21P-T10
 Probabilistic Models and Deep Generative Models

 온병원 교수(군산대) 
12.21(금) 13:30-16:30 플레이라운지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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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상세정보

19A-T1 / 12.19(수) 10:00~13:00 / 아젠다3-2

Machine Learning in Biomedical Data Analysis - 이제근 교수(부산대학교)

의생명과학 분야는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응용을 가

능하도록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의생명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기도 한다. 일례로 2003년 machine learning 저널에 발표된 consensus clustering 방법은 

유전자 발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로, hierarchical clustering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여러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의생명과학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활용 사례들을 소개한다. 의생명

과학 분야에는 질병 예측(prediction) 등의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필요로 하는 문

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강의에서는 주로 두 가지 다른 방향의 기

계학습 모델, 즉 확률 기반 모델과 딥 러닝 기반 모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의생명과학 분

야 문제들을 기계학습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본 강의는 총 3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첫 시간에서는 기계학습 기초와 의생명과학 분야에의 활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두 번

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서는 확률 기반 모델과 딥러닝 기반 모델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실제 의생

명과학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 및 가능성들을 살펴본다. 

19P-T3 / 12.19(수) 14:00~17:00 / 아젠다3-1

Computational Methods for Open-ended Tasks in 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개방형 태스크를 위한 전산학적 방법론) - 박덕근 교수(UT Arlington)

개방형 태스크는 정답이 bounded 되지 않은 태스크를 말한다. 문서 클러스터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좋은 댓글을 고르기, 이미지를 묘사하기 등이 개방형 태스크의 예이다. 개방형 태스크는 1) 

unstructured 데이터를 다루고 2) 정답을 한정할 수 없고 3) 상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기계학습

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본 강의에서는 개방형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학적 방법론을 소개한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기계학습과 인터랙티브 정보 시각화를 결합하여 문서를 다루는 인간의 인지 능력

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1) 뉴스에 대한 댓글에서 좋은 댓글을 고르는 시스템과 2) 

사용자가 정의한 개념으로 문서들의 분포를 보는 Visual Analyutics 시스템을 소개한다. Visual 

Analytics 시스템들은 통계적 기계학습에 의해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

고 사용자가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정을 조율하게 된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Visual analytics 접근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언어와 생각을 Recurrent Neural Net으로 모델링하여 이를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들 접근은 향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를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19P-T2 / 12.19(수) 14:00~17:00 / 팀버홀3

TensorFlow Recipes for Deep Learning: Hands-On Exercise with Google Colaboratory - 장길진 교수(경북대학교)

본 튜토리얼에서는 TensorFlow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계학습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제 프로

그램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기본적인 다층 신경회로망 구조를 이용한 패턴인식기 설계로부터 시작

하여 합성곱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영상객체 인식, 회귀신경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텍스트 기반 기계학습 문제들의 해결방법들을 소개하

고, 이를 Google의 학습용 클라우드인 Colaboratory를 이용하여 직접 구현된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 튜토리얼은 기본적인 TensorFlow의 구현을 습득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문

제의 해결방법의 설계를 수강생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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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P-T4 / 12.19(수) 14:00~17:00 / 아젠다4

쉽지만 강력한 데이터 시각화 - Tableau 이해 및 활용 - 서동민 연구원(KISTI)

빅데이터가 큰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시각화 즉,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 간단한 리포트 형식의 테이블이나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

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얻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Tableau는 단순 

Drag&Drop으로 다양한 데이터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툴로, 최근

에 가트너(Gartner In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usiness Intelligence 분야에서 Tableau가 최고

의 리더로 선정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Tableau의 중요 기능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

용한 응용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21A-T6 / 12.21(금) 09:00~12:00 / 팀버홀3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초와 이해 - 김형식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지 벌써 10년이 흘렀

다. 과연 블록체인은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앙 집중 방식의 인터넷을 P2P 구조로 재편

하고, 새로운 분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본 강연에서는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 문제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21A-T5 / 12.21(금) 09:00~12:00 / 팀버홀2

An Introduction to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해석가능한 기계학습) - 이슬 교수(서울대학교)

해석가능성은 기계학습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표로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

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해석가능한 기계학습(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에 대한 소개 및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본 강의는 1부(1.5시간)와 2부(1.5시간)로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해석가능성의 의미, 필요성, 종류와 더불어 Shapley value와 Lime등 기계학습방법에 귀

속되지 않고 해석성을 부여하는 model-agnostic 기법들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deep Taylor(deep 

learning 기반)와 GIFT(tensor 기반) 등 model-specific 해석가능기법들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살펴

보고 한계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1A-T7 / 12.21(금) 09:00~12:00 / 플레이라운지

그래프 마이닝을 이용한 거대 그래프 분석 - 황지영 교수(성균관대학교)

그래프 마이닝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및 이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강연의 초반부에

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그래프 마이닝 요소 기술을 예제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학습한

다. 그래프 마이닝 주요 기술 중 중첩 커뮤니티 탐지 기법, 그래프 클러스터링 기법, 링크 예측 기법, 

거대 그래프 상에서의 PageRank 계산 기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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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T10 / 12.21(금) 13:30~16:30 / 플레이라운지

Probabilistic Models and Deep Generative Models - 온병원 교수(군산대학교)

확률 모델을 제외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분야의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을 

정도로 확률 모델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지난 몇 년간 딥 러닝 방법이 널리 각광을 받아왔으나, 최

근에는 확률 모델과 딥 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성능을 더욱 높이는 Deep Generative Model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학부 4학년이나 대학원 초년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쉽고 

명쾌한 강의를 통해 확률 모델의 기초, 토픽 분석, EM/pLSA/LDA 등의 주요 확률 모델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확률 모델의 실제 적용 사례인 Variational LDA를 구체적으로 학습함

으로써 수강생들이 확률 모델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감각을 익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NIPS학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Deep Generative Models에 대해 이해하고 Variational 

AutoEncoder 및 GAN 모델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확률 모델이 딥 러닝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1A-T8 / 12.21(금) 09:00~12:00 / 아젠다4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이종병렬처리 기술 - 윤성의 교수(KAIST), 김덕수 교수(KOREATECH)

이종 병렬처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연산장치들(예, Multi-core CPU 

와 GPU)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본 강연은 컴퓨터그래픽스, 그 중에서

도 시뮬레이션과 렌더링을 위해 연구된 최신 이종 병렬처리 알고리즘들을 소

개함으로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이종 병렬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21P-T9 / 12.21(금) 13:30~16:30 / 팀버홀3

Reinforcement Learning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이주현 교수(한양대학교)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은 전통적인 인공지능 연구의 한 축으로 알파고와 같은 대표적

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쓰이는 핵심이론이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현재의 상태 (State)를 관찰하고 

선택 가능한 행동 (Action) 중 누적 보상 (Cumulative Reward)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따라, 게임, 보행 등의 고전적인 응용뿐만 아니라 통신 네

트워크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강화학습을 위한 마르코프 결정 

과정 (Markov Decision Process)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ynamic Programming)을 먼저 다룬다. 

이어서 환경 모델이 알려지지 않은 마르코브 결정 과정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적인 강화학습 알고리

즘들을 배우고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딥 강화학습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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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데이터베이스]
1. Utilizing In-Store Sensors for Revisit Prediction

대회명: ICDM 2018

저자: Sundong Kim, Jae-Gil Lee(KAIST)

 Predicting revisit inten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retail industry. Converting first-time visitors to repeating 

customers is of prime importance for high profitability. However, revisit analyses for offline retail businesses 

have been conducted on a small scale in previous studies, mainly because their methodologies have mostly 

relied on manually collected data. With the help of noninvasive monitoring, analyzing a customer’s behavior 

inside stores has become possible, and revisit statistics are available from the large portion of customers who 

turn on their Wi-Fi or Bluetooth devices. Using Wi-Fi fingerprinting data from ZOYI, we propose a systematic 

framework to predict the revisit intention of customers using only signals received from their mobile devices. 

Using data collected from seven flagship stores in downtown Seoul, we achieved 67?80% prediction accuracy 

for all customers and 64?72% prediction accuracy for first-time visitor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by 

considering customer mobility was 4.7?24.3%. Our framework showed a feasibility to predict revisits using 

customer mobility from WiFi signal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marketing studies. Toward this 

goal, we examine the effect of data collection period on the prediction performance and present the 

robustness of our model on missing customers. Finally, we discuss the difficulties of securing prediction 

accuracy with the features that look promising but turn out to be unsatisfactory. 

2. CFGAN: A Generic Collaborative Filtering Framework based 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대회명: CIKM 2018

저자: Dong-Kyu Chae, Jin-Soo Kang, Sang-Wook Kim(Hanyang University), Jung-Tae Lee(NAVE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have achieved big success in various domains such as image 

generation, music generation, and natural language gener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GAN-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CF) framework to provide higher accuracy in recommendation. We first 

identify a fundamental problem of existing GAN-based methods in CF and highlight it quantitatively via a 

series of experiments. Next, we suggest a new direction of vector-wise adversarial training to solve the 

problem and propose our GAN-based CF framework, called CFGAN, based on the direction. We identify a 

unique challenge that arises when vector-wise adversarial training is employed in CF. We then propose 

three CF methods realized on top of our CFGAN that are able to address the challenge. Finally, via 

extensive experiments on real-world datasets, we validate that vector-wise adversarial training employed in 

CFGAN is really effective to solve the problem of existing GAN-based CF methods. Furthermore, we 

demonstrate that our proposed CF methods on CFGAN provide recommendation accuracy consistently and 

universally higher than those of the state-of-the-art recommenders. 

3. DILOF: Effective and Memory Efficient Local Outlier Detection in Data Streams

대회명: KDD 2018

저자: Gyoung S. Na, Donghyun Kim, Hwanjo Yu(POSTEC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iming to develop extensions of well-known outlier detection algorithm 

called Local Outlier Factor (LOF), for data streams. However, existing LOF-based algorithms for data streams still 

suffer from two inherent limitations: 1) Large amount of memory space is required. 2) A long sequence of 

outliers is not dete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outlier detection algorithm for data streams, called 

DILOF that effectively overcomes the limitations. To this end, we first develop a novel density-based sampling 

algorithm to summarize past data and then propose a new strategy for detecting a sequence of outliers. It is 

worth noting that our proposing algorithms do not require any prior knowledge or assumptions on data 

distribution. Moreover, we accelerate the execution time of DILOF about 15 times by developing a powerful 

distance approximation technique. Our comprehensive experiments on real-world datasets demonstrate that 

DILOF significantly outperforms the state-of-the-art competitors in terms of accuracy and execution time. The 

source code for the proposed algorithm is available at our website: http://di.postech.ac.kr/DILOF. 

4. Zoom-SVD: Fast and Memory Efficient Method for Extracting Key Patterns in an Arbitrary Time Range

대회명: CIKM 2018

저자: Jun-Gi Jang, Dongjin Choi, Jinhong Jung, 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Given multiple time series data, how can we efficiently find latent patterns in an arbitrary time rang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is a crucial tool to discover hidden factors in multiple time series da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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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used in many data mining applications including dimensionality reduc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commender systems, etc. Along with its static version, incremental SVD has been used to deal with 

multiple semi-infinite time series data and to identify patterns of the data. However, existing SVD methods for 

the multiple time series data analysis do not provide functionality for detecting patterns of data in an arbitrary 

time range: standard SVD requires data for all intervals corresponding to a time range query, and incremental 

SVD does not consider an arbitrary time range.

In this paper, we propose Zoom-SVD, a fast and memory efficient method for finding latent factors of time series 

data in an arbitrary time range. Zoom-SVD incrementally compresses multiple time series data block by block to 

reduce the space cost in storage phase, and efficiently computes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for a given 

time range query in query phase by carefully stitching stored SVD results.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e 

demonstrate that Zoom-SVD is up to 15× faster, and requires 15× less space than existing methods. Our case study 

shows that Zoom-SVD is useful for capturing past time ranges whose patterns are similar to a query time range.

5. SAMUEL: A Sharing-based Approach to processing Multiple SPARQL Queries with MapReduce

대회명: EDBT 2018

저자: InA Kim(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yong-Ha Lee(KISTI), Kyuchul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volume of RDF data is now growing tremendously. It is thus considered prudent to store and process 

massive RDF data with distributed SPARQL engines instead of relying on a single machine system. Many 

sophisticated index and partitioning schemes have also been proposed to support SPARQL query evaluations. 

However, existing SPARQL engines have mainly followed one at-a-time scheme so that query evaluation is 

focused only on processing each query separately. We show case SAMUEL, a distributed SPARQL engine that 

simultaneously evaluates many SPARQL queries for a massive RDF dataset with MapReduce. SAMUEL provides 

an efficient optimization algorithm to evaluate many SPARQL queries simultaneously in a shared and balanced 

way. Extensive experiments present that without any sophisticated partitioning or index mechanisms, our 

approach significantly outperforms other MapReduce-based SPARQL engines as well as an ad-hoc query 

engine equipped with various indexes and partitioning tools for evaluating multiple SPARQL queries. 

6. EvoGraph: An Effective and Efficient Graph Upscaling Method for Preserving Graph Properties

대회명: KDD 2018

저자: Himchan Park, Min-Soo Kim(DGIST)

 Nowadays, many researchers and industry groups often suffer from the lack of a variety of large-scale real 

graphs. Although a lot of synthetic graph generation methods,(or models) such as RMAT and BA have been 

developed, their output graphs tend to be quite different from real-world graphs in terms of graph properties. 

There are a few graph upscaling methods such as Gscaler, they still fail to preserve important properties of the 

original graph and fail to upscale due to out of memory or too long run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graph upscaling method called EvoGraph that can upscale the original graph with preserving its properties 

regardless of a scale factor. It determines and attaches new edges to the real graph using the preferential 

attachment mechanism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e have demonstrated 

that EvoGraph significantly outperforms the state-of-the-art graph upscaling method Gscaler in terms of 

preserving graph properties and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runtime, memory usage, and scalability. 

7. Learning User Preferences and Understanding Calendar Contexts for Event Scheduling

대회명: CIKM 2018

저자: Donghyeon Kim, Jinhyuk Lee, Donghee Choi, Jaehoon Choi, Jaewoo Kang(Korea University)

 With online calendar services gaining popularity worldwide, calendar data has become one of the richest context 

sources for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However, event scheduling is still time-consuming even with the 

development of online calendars. Although machine learning based event scheduling models have automated 

scheduling processes to some extent, they often fail to understand subtle user preferences and complex calendar 

contexts with event titles written in natural language. In this paper, we propose Neural Event Scheduling Assistant 

(NESA) which learns user preferences and understands calendar contexts, directly from raw online calendars for 

fully automated and highly effective event scheduling. We leverage over 593K calendar events for NESA to learn 

scheduling personal events, and we further utilize NESA for multi-attendee event scheduling. NESA successfully 

incorporates deep neural networks such as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Highway Network for learning the preferences of each user and understanding calendar context based on 

natural languag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NESA significantly outperforms previous baseline models in 

terms of various evaluation metrics on both personal and multi-attendee event scheduling tasks. Our qualit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each layer in NESA and learned user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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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swerer in Questioner's Mind: Information Theoretic Approach to Goal-Oriented Visual Dialog

대회명: NIPS 2018

저자: Sang-Woo Lee(NAVER), Yujung Heo, Byoung-Tak Zhang(Seoul National University)
 Goal-oriented dialog has been given attention due to its numerous applic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Goal-oriented dialogue tasks occur when a questioner asks an action-oriented question and an answerer 
responds with the intent of letting the questioner know a correct action to take. To ask the adequate 
question, deep learn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have been recently applied. However, these 
approaches struggle to find a competent recurrent neural questioner, owing to the complexity of 
learning a series of sentences. Motivated by theory of mind, we propose "Answerer in Questioner's 
Mind" (AQM), a novel algorithm for goal-oriented dialog. With AQM, a questioner asks and infers based 
on an approximated probabilistic model of the answerer. The questioner figures out the answerer's 
intention via selecting a plausible question by explicitly calculating the information gain of the candidate 
intentions and possible answers to each question. We test our framework on two goal-oriented visual 
dialog tasks: "MNIST Counting Dialog" and "GuessWhat?!." In our experiments, AQM outperforms 
comparative algorithms by a large margin.) 

2. Content-Aware Hierarchical Point-of-Interest Embedding Model for Successive POI Recommendation

대회명: IJCAI 2018

저자: Buru Chang, Yonggyu Park, Donghyeon Park(Korea University), Seongsoon Kim(Naver Corporation)
and Jaewoo Kang(Korea University)

 Recommending a point-of-interest (POI) a user will visit next based on temporal and spatial context 
information is an important task in mobile-based applications. Recently, several POI recommendation 
models based on conventional sequential-data modeling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However, 
such models focus on only a user’s checkin sequence information and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POIs. Furthermore, they do not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POIs or the relationships between POIs. To 
address this problem, we propose CAPE, the first content-aware POI embedding model which utilizes 
text content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 POI. CAPE consists of a check-in 
context layer and a text content layer. The check-in context layer captures the geographical influence of 
POIs from the check-in sequence of a user, while the text content layer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POIs from the text content. To validate the efficacy of CAPE, we constructed a large-scale POI dataset. 
In the experimental evaluation, we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POI recommendation 
models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simply applying CAPE to the models. 

3. A Simple Unified Framework for Detecting Out-of-Distribution Samples and Adversarial Attacks

대회명: NIPS 2018

저자: Kimin Lee(KAIST), Kibok Lee(University of Michigan), Honglak Lee(Google Brain / University of 

Michigan), Jinwoo Shin(KAIST)

 Detecting test samples drawn sufficiently far away from the training distribution statistically or adversarially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deploying a good classifier in many real-world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However, deep neural networks with the softmax classifier are known to produce highly 

overconfident posterior distributions even for such abnormal sampl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yet effective method for detecting any abnormal samples, which is applicable to any pre-trained softmax 

neural classifier. We obtain the class conditional Gaussian distributions with respect to (low- and 

upper-level) features of the deep models under Gaussian discriminant analysis, which result in a confidence 

score based on the Mahalanobis distance. While most prior methods have been evaluated for detecting 

either out-of-distribution or adversarial samples, but not both,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the 

state-of-the-art performances for both cases in our experiments. Moreover, we found that our proposed 

method is more robust in harsh cases, e.g., when the training dataset has noisy labels or small number of 

samples. Finally, we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enjoys broader usage by applying it to 

class-incremental learning: whenever out-of-distribution samples are detected, our classification rule can 

incorporate new classes well without further training deep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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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gnetization dynamics for magnetic object interactions

대회명: SIGGRAPH 2018

저자: Seung-Wook Kim, Sun Young Park, Junghyun Han(Korea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imulate the interactions between magnetic objects in a physically correct way. 

The simulation scheme is based on magnetization dynamics, which describes the temporal change of 

magnetic moments. For magnetization dynamics, the Landau-Lifshitz-Gilbert equation is adopted, which is 

widely used in micromagnetics. Through effectively-designed novel models of magnets, it is extended into 

the macro scale so as to be combined with real-time rigid-body dynamics. The overall simulation is stable 

and enables us to implement mutual induction and remanence that have not been tackled by the 

state-of-the-art technique in magnet simulation.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magnet experiments in the virtual world. 

[컴퓨터시스템]

1. FlashShare: Punching Through Server Storage Stack from Kernel to Firmware for Ultra-Low Latency SSDs

대회명: OSDI 2018

저자: Jie Zhang, Miryeong Kwon, Donghyun Gouk, Sungjoon Koh, and Changlim Lee(Yonsei University), 

Mohammad Alian(UIUC), Myoungjun Chun(Seoul National University), Mahmut Taylan Kandemir(Penn State 

University), Nam Sung Kim(UIUC), Jihong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Myoungsoo Jung(Yonsei University)

 A modern datacenter server aims to achieve high energy efficiency by co-running multiple applications. 

Some of such applications (e.g., web search) are latency sensitive. Therefore, they require low-latency I/O 

services to fast respond to requests from clients. However, we observe that simply replacing the storage 

devices of servers with Ultra-Low-Latency (ULL) SSDs does not notably reduce the latency of I/O services, 

especially when corunning multiple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FLASHSHARE to assist ULL SSDs 

to satisfy different levels of I/O service latency requirements for different co-running applications. 

Specifically, FLASHSHARE is a holistic cross-stack approach, which can significantly reduce I/O interferences 

among co-running applications at a server without any change in applications. At the kernel-level, we 

extend the data structures of the storage stack to pass attributes of (co-running) applications through all 

the layers of the underlying storage stack spanning from the OS kernel to the SSD firmware. For given 

attributes, the block layer and NVMe driver of FLASHSHARE differently manage the I/O scheduler and 

interrupt handler of NVMe. We also enhance the NVMe controller and cache layer at the SSD firmwarelevel, 

by dynamically partitioning DRAM in the ULL SSD and adjusting its caching strategies to meet diverse user 

requirements. The evalu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FLASHSHARE can shorten the average and 

99thpercentile turnaround response times of co-running applications by 22% and 31%, respectively. 

2. Barrier-Enabled IO Stack for Flash Storage

대회명: FAST 2018

저자: Youjip Won(Hanyang University), Jaemin Jung(Texas A&M University), Gyeongyeol Choi, Joontaek 

Oh, Seongbae Son(Hanyang University), Jooyoung Hwang, Sangyeun Cho(Samsung Electronics) 

 This work is dedicated to eliminating the overhead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storage order in the 

modern IO stack. The existing block device adopts a prohibitively expensive approach in ensuring the 

storage order among write requests: interleaving the write requests with Transfer-and-Flush. Exploiting the 

cache barrier command for Flash storage, we overhaul the IO scheduler, the dispatch module, and the 

filesystem so that these layers are orchestrated to preserve the ordering condition imposed by the 

application with which the associated data blocks are made durable. The key ingredients of Barrier-Enabled 

IO stack are Epoch-based IO scheduling, Order-Preserving Dispatch, and Dual-Mode Journaling. 

Barrier-enabled IO stack can control the storage order without Transfer-and-Flush overhead. We implement 

the barrier-enabled IO stack in server as well as in mobile platforms. SQLite performance increases by 270% 

and 75%, in server and in smartphone, respectively. In a server storage, BarrierFS brings as much as by 

43$\times$ and by 73$\times$ performance gain in MySQL and SQLite, respectively, against EXT4 via 

relaxing the durability of a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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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SDN: Supporting Mixed-Criticality Scheduling on Switched-Ethernet Using Software-Defined Networking
대회명: RTSS 2018
저자: Kilho Lee, Taejune Park, Minsu Kim, Hoon Sung Chwa, Jinkyu Lee, Seungwon Shin and Insik 
Shin(KAIST)

 We present the first approach to support mixed-criticality (MC) flow scheduling on switched Ethernet 

networks leveraging an emerging network architecture,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Though SDN 

provides flexible and programmatic ways to control packet forwarding and scheduling, it yet raises several 

challenges to enable real-time MC flow scheduling on SDN, including i) how to handle (i.e., drop or 

re-prioritize) out-of-mode packets in the middle of the network when the criticality mode changes, and ii) 

how the mode change affects end-to-end transmission delays. Addressing such challenges, we develop 

MC-SDN that supports real-time MC flow scheduling by extending SDN-enabled switches and OpenFlow 

protocols. It manages and schedules MC packet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system criticality mode. 

To this end, we carefully design the mode change protocol that provides analytic mode change delay 

bound, and then resolve implementation issues for system architecture. For evaluation, we implement a 

prototype of MC-SDN on top of Open vSwitch, and integrate it into a real world network testbed as well 

as a 1/10 autonomous vehicle. Our extensive evaluations with the network testbed and vehicle deployment 

show that MC-SDN supports MC flow scheduling with minimal delays on forwarding rule updates and it 

bring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afety in a real-world application scenario. 

4. PRETZEL: Opening the Black Box of Machine Learning Prediction Serving Systems

대회명: OSDI 2018

저자: Yunseong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Alberto Scolari(Politecnico di Milano), Byung-Gon 

Chun(Seoul National University), Marco Domenico Santambrogio(Politecnico di Milano), Markus 

Weimer(Microsoft), Matteo Interlandi(Microsoft)

 Machine Learning models are often composed of pipelines of transformations. While this design allows to 

efficiently execute single model components at training time, prediction serving has different requirements 

such as low latency, high throughput and graceful performance degradation under heavy load. Current 

prediction serving systems consider models as black boxes, whereby prediction-time-specific optimizations 

are ignored in favor of ease of deployment. In this paper, we present PRETZEL, a prediction serving system 

introducing a novel white box architecture enabling both end-to-end and multi-model optimizations. Using 

production-like model pipelines, our experiments show that PRETZEL is able to introduce performance 

improvements over different dimensions; compared to state-of-the-art approaches PRETZEL is on average 

able to reduce 99th percentile latency by 5.5× while reducing memory footprint by 25×, and increasing 

throughput by 4.7×. 

5. FineReg: Fine-Grained Register File Management for Augmenting GPU Throughput 

대회명: MICRO 2018

저자: Yunho Oh, Myung Kuk Yoon, William J. Song, Won Woo Ro(Yonsei University) 

 Graphics processing units (GPUs) include a large amount of hardware resources for parallel thread 

executions. However, the resources are not fully utilized during runtime, and observed throughput often 

falls far below the peak performance. A major cause is that GPUs cannot deploy enough number of warps 

at runtime. The limited size of register file constrains the number of cooperative thread arrays (CTAs) as 

one CTA takes up a few tens of kilobytes of registers. We observe that the actual working set size of a CTA 

is much smaller in general, and therefore there is room for additional CTAs to ru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GPU architecture called FineReg that improves overall throughpu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concurrent CTAs. In particular, FineReg splits the monolithic register file into two regions, one for active 

CTAs and another for pending CTAs. Using FineReg, the GPU begins normal executions by allocating all 

registers required by active CTAs. If all warps of a CTA become stalled, FineReg moves the live registers 

(i.e., working set) of CTA to the pending-CTA region and launches an additional CTA by assigning registers 

to the newly activated CTA. If the registers of either active or pending-CTA region are used up, FineReg 

stops introducing additional CTAs and simply performs context switching between active and pending CTAs. 

Thus, FineReg increases the number of concurrent CTAs by reducing the effective size of per-CTA registers.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FineReg achieves 32.8% of performance improvement over a conventional 

GPU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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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igh-Performance Transaction Processing in Journaling File Systems

대회명: FAST 2018

저자: Yongseok Son, Sunggon Kim, and Heon Young Yeom(Seoul National University), Hyuck Han

(Dongduk Women's University)

 Journaling file systems provide crash-consistency to applications by keeping track of uncommitted changes 
in the journal area (journaling) and writing committed changes to their original area at a certain point 

(checkpointing). They generally use coarse-grained locking to access shared data structures and perform I/O 

operations by a single thread. For these reasons, journaling file systems often face the problem of lock 
contention and underutilization of I/O bandwidth on multi-cores with high-performance storage. To address 

these issues, we design journaling and checkpointing schemes that enable concurrent updates on data 

structures and parallelize I/O operations. We implement our schemes in EXT4/JBD2 and evaluate them on 
a 72-core machine with a high-performance NVMe SS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optimized 

file system improves the performance by up to about 2.2x and 1.5x compared to the existing EXT4 file 

system and a state-of-art scalable file system, respectively. 

7. Efficient Hardware-assisted Logging with Asynchronous and Direct Update for Persistent Memory 

대회명: MICRO 2018

저자: Jungi Jeong, Chang Hyun Park, Jaehyuk Huh, Seungryoul Maeng(KAIST) 

 Supporting atomic durability in emerging persistent memory requires data consistency across potential 
system failures. For atomic durability support in the non-volatile memory, the traditional write-ahead log 

(WAL) technique has been employed to guarantee the persistency of logs before actual data updates. Based 

on the WAL mechanism, recent studies proposed HWassisted logging techniques with undo, redo, or 
undo+redo principles. The HW log manager allows the overlapping of log writing and transaction 

execution, as long as the atomicity invariant can be satisfied. Although the efficiency of both log and data 

writes must be optimized, the prior work exhibit trade-offs in performance under various access patterns. 
The undo approach experiences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synchronous inplace data updates since 

the log contains only the old values. On the other hand, the undo+redo approach stores both old and new 

values, and does not require synchronous in-place data updates. However, the larger log size increases the 
amount of log writes. The prior redo approach demands extra NVM read bandwidth for indirectly updating 

in-place data from the new values in log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approaches, this 

paper proposes a novel redo-based logging (ReDU), which performs direct and asynchronous in-place data 
update to NVM. ReDU exploits a small region of DRAM as a write-cache to remove NVM writes from the 

critical path.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logging mechanism provides the best 

performance under a variety of write patterns, showing 8.6%, 14.2%, and 23.6%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revious undo, redo, and undo+redo approaches, respectively. 

8. Multi-dimensional Parallel Training of Winograd Layer on Memory-Centric Architecture 

대회명: MICRO 2018

저자: Byungchul Hong, Yeonju Ro, John Kim(KAIST) 

 Accelerating neural network training is critical in exploring design space of neural networks. Data 

parallelism is commonly used to accelerate train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where input 

batch is distributed across the multiple workers; however, the communication time of weight gradients can 
limit scalability for moderate batch size. In this work, we propose multi-dimensional parallel training (MPT) 

of convolution layers by exploiting both data parallelism and intratile parallelism available in Winograd 

transformed convolution. Workers are organized across two dimensions ? one dimension exploiting intra-tile 
parallelism while the other dimension exploits data parallelism. MPT reduces the amount of communication 

necessary for weight gradients since weight gradients are only communicated within the data parallelism 

dimension. However, Winograd transform fundamentally requires more data accesses and the proposed 
MPT architecture also introduces a new type of communication which we refer to as tile transfer ? 

gather/scatter of Winograd domain feature maps (tiles). We propose a scalable near-data processing (NDP) 

architecture to minimize the cost of data accesses through 3D stacked memory while leveraging a 
memory-centric network organization to provide high-connectivity between the workers to accelerate tile 

transfer. To minimize tile gathering communication overhead, we exploit prediction of activation of spatial 

domain neurons in order to remove the communication of tiles that are transformed to non-activated 
neurons. We also propose dynamic clustering of the memory-centric network architecture that reconfigures 

the interconnect topology between the workers for each convolution layer to balance the communication 

required for weight gradients and tile transfer. Our evaluations show that the proposed MPT with NDP 
architecture accelerates training by up to 2.7x, 21x compared to data parallel training on the NDP 

architecture and a multi-GPU syste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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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분과워크샵 행사일정

No 주관 세션명 일시

19P-S1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국가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관련기술동향 워크샵 12.19(수) 13:00~17:00

19P-S2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연구회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연구회 동계워크샵 12.19(수) 13:00~17:00

19P-S3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소프트웨어(SW) 교육의 Best Practices 12.19(수) 14:00~18:00

20P-S4 사물인터넷연구회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워크숍 (*Closed) 12.20(목) 13:00~17:00

국가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관련기술동향 워크샵

19P-S1 / 12.19(수) 13:00~17:00 / 팀버홀1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조직

조직위원장 - 전종훈(명지대)

프로그램위원 - 장재영(한성대, 위원장), 권동섭(명지대), 이재원(한국정보화진흥원)

초대의 말씀

최근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

으로 개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에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가가 보유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현황과 관련기술동향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00-13:10 개회사 조직위원장

13:10-14:0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례 이창민 수석(한국정보화진흥원)

14:00-14:50 공공데이터와 링크드 데이터의 현재 김학래 박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50-15:10 휴식

15:10-16:00 교통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분석기술 전채남 대표(㈜더아이엠씨)

16:00-16:50 Biomedical open data 현황과 이슈 신수용 교수(성균관대학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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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연구회 동계워크샵 

19P-S2 / 12.19(수) 13:00~17:00 / 팀버홀2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연구회

조직

대회장 : 김동규 교수(한양대)

프로그램위원장 : 박민규 교수(건국대)

실무담당 : 허준영 교수(한성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연구회에서는 2018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2018) 기간에 동

계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기술에 관한 주요 이슈 및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

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계워크샵이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학술

정보교환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00-13:10 개회사

13:10-14:00 Systems Security: Attacks and Defenses 이병영 교수(서울대)

14:00-14:50 RISC-V 기반 Secure Core 설계기술 김동규 교수(한양대)

14:50-15:10 휴식

15:10-16:00 Android App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조성제 교수(단국대)

16:00-16:50 Deep Malware Analysis 임을규 교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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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교육의 Best Practices

19P-S3 / 12.19(수) 14:00~18:00 / 아젠다2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전산교육시스템 연구회

조직

조직위원장: 이영석(강남대)

프로그램위원: 조정원(제주대, 위원장), 정승도(상명대), 이주흥(홍익대), 차시호(청운대)  

연구회 소개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는 전국 4년제 대학교수를 위해 구성된 컴퓨터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로

서 1978년도 창설된 이래 매년 하계세미나 및 동계 TTT(Teach-the-Teachers)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지식 습득 

및 전국 교수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목표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교수님들의 전공 강의 및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특화 신기술 워크숍을 기획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매년 주요 전공 교과별 ‘Best Practices’

를 발굴하여 수상하고 우수 사례를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

획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전산교육시스템 연구회에서 2018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초

중등의 공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되고, 대학에서도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양으로서 프로그래밍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정보과학 전공자를 위한 교육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등을 통해 새로

운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

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Best Practices를 기업의 관점과 대학의 관점으로 나누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분야 교수님과 연구진들이 모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Best Practices를 살피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4:00-14:10 개회사 이영석 교수(강남대)

14:10-15:00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권오성 이사(한국 마이크로소프트)

15:00-15:50 전공자를 위한 역량 강화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 김도현 교수(제주대)

15:50-16:10 휴식

16:10-17:00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 소프트웨어 교육의 Best Practices 김수환 교수(총신대)

17:00-17:30 전산교육시스템 연구회 주요 사업 소개 조정원 교수(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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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워크숍

20P-S4 / 12.20(목) 13:00~17:00 /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사물인터넷연구회

조직

조직위원장 - 손영성(ETRI)

프로그램위원 - 박동환(ETRI), 이강복(ETRI)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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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인사들이 모여서 분산지능 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토론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2:30-13:00 등록

13:00-13:10 개회사

13:10-13:40 지능 사물 플랫폼 기술 조준면 (ETRI)

13:40-14:10 플래닝과 강화학습을 활용한 협업 지능 기술 김현석 (ETRI)

14:10-14:40 가상환경을 활용한 학습지능 기술 박노삼 (ETRI)

14:40-15:00 휴식

15:20-16:00 재난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지능 기술 명승일 (ETRI)

16:00-16:40 지능형 스마트 제조환경을 위한 제조지능 기술 이은서 (ETRI)

16:40-17:00 분산지능 기술 토론 모두

17:00-17:30 사물인터넷 연구회 총회

분과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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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워크샵협력 워크샵

협력워크샵 행사일정

No 주관 세션명 일시

19P-W1 고려대학교 차세대정보컴퓨팅개발사업 워크샵(*Closed) 12.19(수) 15:30~17:30

19P-W2 ETRI 사물간 협업 및 학습이 가능한 오픈소스 지능형 IoT 기술 워크샵 12.19(수) 13:00~17:40

20P-W3 IITP 2019년도 ICT인재양성 설명회 12.20(목) 13:30~14:00

20P-W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발표회(융합서비스 분야) 12.20(목) 13:30~16:00

20P-W5 서울대학교 비디오 지능 공개SW 워크샵 12.20(목) 14:00~17:00

20P-W6 ETRI 뉴로모픽 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워크샵 12.20(목) 15:00~17:30 

20P-W7 광운대학교
사람-사물간 자율형 인터랙션을 위한 사람의 

내/외재적 의도 인식 기반 IoT 기술
12.20(목) 14:00~16:00

21P-W8 한국연구재단 ICT 기초･원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와의 현장대화 12.21(금) 13:30~15:30

차세대정보컴퓨팅개발사업 워크샵

19P-W1 / 12.19(목) 15:30~17:30 / 플레이라운지

주관 : 고려대학교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5:30-15:50 깊이맵 기반 모델 생성과 RGB-D 영상 기반 모션 추출 조성익, 김상빈(고려대)

15:50-16:10 RGB-D 영상 기반 손 관절 추적 박갑용(KAIST)

16:10-16:30 근적외선 영상 기반 시선 추적 지서연(DGIST)

16:30-16:50 RGB-D 영상 기반 얼굴 모델 생성 정진웅(포항공대)

16:50-17:10 Instant radiosity AR 적용 임우빈(KAIST)

17:10-17:30 질의응답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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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간 협업 및 학습이 가능한 오픈소스 지능형 IoT 기술 워크샵

19P-W2 / 12.19(수) 13:00~16:50 / 아젠다1-1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로그램

2019년도 ICT인재양성 설명회

20P-W3 / 12.20(목) 13:30~14:00 / 팀버홀1

주관 : IITP

프로그램

"과기정통부 2019년 신규 추진 사업 소개", 이준배 과장(과기정통부)

1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

   - 해외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비용을 지원

2
인공지능대학원 설립지원사업

   - 국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내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3
SW 스타랩 지원사업

  -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유망 SW분야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

시간 주제 발표자

13:00-13:05 워크샵 인사

13:05-13:30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IoT통합운용환경 및 오픈소스 OCEAN Alliance 성낙명(KETI)

13:30-13:50 지능형 IoT통합 테스트베드 구성 및 시험 임선환(ETRI)

13:50-14:30 사물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IoT 공통 SW 엔진 (SLICE 프레임워크) 우성필(ETRI)

14:30-15:10 공간지능을 위한 IoT 사물간 자율 협업 기술 김현주(KAIST)

15:10-15:30 휴식

15:30-16:10 블록체인 기반 IoT 신뢰성 제어 및 관리 기술 이순호(달리웍스)

16:10-16:50 사람-사물간 자율적 인터렉션을 위한 사람의 내/외재적 의도 인식 기술 최영석(광운대)

협력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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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워크샵협력 워크샵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발표회(융합서비스 분야)

20P-W4 / 12.20(목) 13:00~16:00, 팀버홀3

주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좌장: 제주대 김도현 교수

13:30 - 13:45 표준화전략맵 Ver.2019 추진경과 소개 고준호 책임(TTA)

13:45 - 14:10 사물인터넷 김형준 본부장(ETRI)

14:10 - 14:35 스마트팜 박주영 실장(ETRI)

14:35 - 15:00 스마트시티 이준섭 책임(ETRI)

15:00 - 15:25 스마트공장 이현정 책임(ETRI)

15:25 - 15:50 스마트헬스 배인호 대표(카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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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지능 공개SW 워크샵

20P-W5 / 12.20(목) 14:00~17:00 / 플레이라운지

주관 : 서울대학교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자

14:00-14:10 오프닝: Video Turing Test 프로젝트 우수 공개SW 튜토리얼 조성재 연구원(서울대)

14:10-15:00
Parallax: A Tool for Automatic Parallelization of Deep Learning 

Training in Distributed Multi-GPU Environments
유경인 연구원(서울대)

15:10-16:00 비디오 대본 지식 추출 모듈 한기종 연구원(KAIST)

16:10-17:00 VTT 프로젝트 오픈소스 공개 및 관리 신수철 연구원(국민대)

뉴로모픽 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워크샵

20P-W6 / 12.20(목) 15:00~17:30 / 아젠다2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션 소개

뉴로모픽 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 연구 진행현황 공유 

뉴로모픽 컴퓨팅 및 SW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5:00-16:00 Hardware-Software Co-design for the Deep Learning Age
Pratyush Kumar

(IIT Madras)

16:00-16:10 휴식

16:10-17:30 뉴로모픽 컴퓨팅 SW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 진행 현황 공유
김태호 그룹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협력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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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워크샵협력 워크샵

사람-사물간 자율형 인터랙션을 위한 

사람의 내/외재적 의도 인식 기반 IoT 기술

20P-W7 / 12.20(목) 14:00~16:00 / 아젠다3-2

주관 : 광운대학교
발표 : 광운대, 숭실대, 전자부품연구원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자

14:00-14:10 사람-사물간 인터랙션 기술을 위한 사람의 내/외재적 의도 인식 기술 개요 소개 최영석 교수(광운대)

14:10-14:30 사람의 내재적 의도 인식 기반 지능형 IoT 기술 최영석 교수(광운대)

14:30-14:50 사람의 외재적 의도 인식 기반 지능형 IoT 기술 신현출 교수(숭실대)

14:50-15:10 사용자 의도 인식 기반 자율 학습 IoT 인터랙션 기술 박철수 교수(광운대)

15:10-15:20 휴식

15:20-15:40 사람-사물간 인터랙션 기반 IoT 서비스 기술 정광수 교수(광운대)

15:40-16:00 사용자 의도 기반 사물 인터랙션을 위한 프레임 워크 기술 문재원 책임연구원(KETI)

ICT 기초 · 원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와의 현장대화

21P-W8 / 12.21(금) 13:30~15:30 / 팀버홀2

주관 : 한국연구재단

행사 개요

19년 1월 발표 예정인 ‘ICT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방안’ 등 과기정통부의 ICT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수렴

프로그램

시간 구분 장소 비고

13:30-14:00 ICT 기초･원천 연구성과 소개･시연 등 로비 등 1차관 참석 시

14:00-14:15 ICT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방안 소개 간담회장 융합기술과장

14:15-14:20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 소개 간담회장 융합기술과장

14:20-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장 참석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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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19(수) 10:00 ~ 12.21(금) 16:00

□ 장소 : 포레스트홀(1층)

No. 업체/기관명 전시 내용

1  삼성전자  ○ 채용 홍보 및 상담

2  라인플러스  ○ LIN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홍보 및 상담

3  카카오  ○ 인재영입 홍보 및 상담

4  매니코어소프트  ○ DEEP Gadget (딥러닝용 GPU 워크스테이션) 전시 

5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홍보

6  홍릉과학출판사  ○ 도서 전시 및 판매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 
Software Convergence Symposium 2019

"데이터 중심의 신산업 창출"
http://www.kiise.or.kr/conference/swcs/2019

○ 개최일자 : 2019.1.17(목)~18(금)

○ 개최장소 :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서울 양재동 소재)

○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시/채용 부스

전시/채용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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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ral Session 일정표

▶ 12월 20일(목)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20A-O1 09: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플레이라운지 김동규(한양대)

20A-O2 09:00-12:00 컴퓨터시스템Ⅰ 아젠다1-1 전명재(UNIST)

20A-O3 09:00-12:00 정보통신Ⅰ 아젠다1-2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A-O4 09:00-12:00 인공지능Ⅰ 아젠다2 이승익(ETRI)

20A-O5 09:00-12:00 데이터베이스Ⅰ 아젠다3-1 채진석(인천대)

20A-O6 09:00-12: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아젠다3-2 박수현(동서대)

20A-O7 09:00-12:00 소프트웨어공학 아젠다4 이재용(한서대)

20A-O8 09:00-12:00 고성능컴퓨팅 이그제큐티브라운지 곽재혁(KISTI)

20P-O9 13:30-15:30 컴퓨터시스템Ⅱ 아젠다1-1 장성태(수원대)

20P-O10 13:30-15:30 인공지능Ⅱ 아젠다1-2 정교민(서울대)

20P-O11 13:30-14:30 컴퓨터이론 아젠다2 김현우(KISTI)

20P-O12 13:30-15:30 데이터베이스Ⅱ 아젠다3-1 심규석(서울대)

20P-O13 13:30-14:30 전산교육시스템 아젠다4 박남제(제주대)

20P-O14 15:00-15:50 국방소프트웨어 아젠다4 류연승(명지대)

▶ 12월 21일(금)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21A-O15 09:00-11:00 스마트시티 팀버홀1 김광훈(KISTI)

21A-O16 09:00-12:00 컴퓨터시스템Ⅲ 아젠다1-1 임채덕(ETRI)

21A-O17 09:00-12:00 인공지능Ⅲ 아젠다1-2 김은솔(카카오브레인)

21A-O18 09:00-12:00 인공지능Ⅳ 아젠다2 배병철(홍익대)

21A-O19 09:00-12:00 정보통신Ⅱ 아젠다3-1 김병룡(효성)

21A-O20 09:00-12:00 데이터베이스Ⅲ 아젠다3-2 김영훈(한양대)

21P-O21 13:30-16:30 컴퓨터시스템Ⅳ 아젠다1-1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P-O22 13:30-16:30 인공지능Ⅴ 아젠다1-2 김영훈(한양대)

21P-O23 13:30-16:30 언어공학 아젠다2 나승훈(전북대)

21P-O24 13:30-16:30 사물인터넷 아젠다3-1 서동민(KISTI)

21P-O25 13:30-16:3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아젠다3-2 조동식(원광대)

21P-O26 13:30-15:30 프로그래밍언어 아젠다4 이계식(한경대)

Ora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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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ral Session 유의사항

1.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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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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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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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2.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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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Invited Paper 20분, 일반 oral 논문 15분(토의시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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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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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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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1 09: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플레이라운지 김동규(한양대)

20AO1-01 v-그램: 기본 블록과 딥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정성민･김현석･김영재･윤명근(국민대학교)

20AO1-02 전방향 안전 서명을 보장하는 Proof of Elapsed Time
김동혁(한양대학교), 김지혜(국민대학교), 오현옥(한양대학교)

20AO1-03 저전력 소비 센서를 이용한 실내 위치 탐지 기술
최원석･김형식(성균관대학교)

20AO1-04 하이브리드 블록 체인: 공용 블록 체인과 사설 블록 체인을 결합한 접근법
보카리 사나･임효상(연세대학교)

20AO1-05 바이너리 분석을 위한 역어셈블러 검증 도구
정승일(한국과학기술원), 류재철(충남대학교)

20AO1-06 선택적 보호기법 적용을 위한 레지스터 취약성 기반 중요변수 식별 기법
송덕의･소휘수(연세대학교), 고요한(SK 하이닉스), 이경우(연세대학교)

20AO1-07 Detection of Selective Forwarding Attack in RPL-Based Internet of Things through 

Provenance
Sabah Suhail･Shashi Raj Pandey･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AO1-08 Modeling a secure image authentication with a robust hybrid watermarking 

approach
막클라츄르 라만･정순기(경북대학교)

20AO1-09 머신러닝을 이용한 내부자 이상행위 탐지 기법
이양우･김성직･하승태･이헌규(가이온 빅데이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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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2 09:00-12:00 컴퓨터시스템I 아젠다1-1 전명재(UN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3 09:00-12:00 정보통신I 아젠다1-2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AO2-01 [초청논문] FlashShare: Punching Through Server Storage Stack from Kernel to 

Firmware for Ultra-Low Latency SSDs

Jie Zhang･Miryeong Kwon･Donghyun Gouk･Sungjoon Koh･Changlim Lee(Yonsei University), Mohammad 

Alian(UIUC), Myoungjun Chun(Seoul National University), Mahmut Taylan Kandemir(Penn State University), 

Nam Sung Kim(UIUC), Jihong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Myoungsoo Jung(Yonsei University)

20AO2-02 [초청논문] Barrier-Enabled IO Stack for Flash Storage
Youjip Won(Hanyang University). Jaemin Jung(Texas A&M University). Gyeongyeol Choi･Joontaek 

Oh･Seongbae Son(Hanyang University), Jooyoung Hwang･Sangyeun Cho(Samsung Electronics)

20AO2-03 비휘발성 메모리 파일시스템의 단일 파일에서의 쓰기 병렬화

김장웅･김준형･김영재･박성용(서강대학교)

20AO2-04 오픈 채널 SSD에서 호스트 수준 FTL의 적응적 우선순위 설정 기법
이수연･박대준･신동군(성균관대학교)

20AO2-05 제한된 Copyback 사용을 통한 가비지 컬렉션 성능 향상 기법

홍두원･신슬기･김지홍(서울대학교)

20AO2-06 파일 시스템을 고려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위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학교)

20AO2-07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오브젝트 배치를 통한 성능-에너지 조율

김태욱･Safdar Jamil･김영재(서강대학교)

20AO2-08 낸드 플래시 저장장치의 블록 할당 정책에 따른 수명 영향 분석
이대용･이경용･장문석･오승현･송용호(한양대학교)

20AO2-09 비휘발성 메모리를 고려한 sendfile() 개선

황태호(한양대학교), 박성순(글루시스), 원유집(한양대학교)

20AO2-10 F2FS에서 NVM 기반 노드 로깅을 통한 fsync 응답시간 향상 기법 연구
변현기･이창규･노성현･김영재(서강대학교)

20AO2-11 이더리움 샤딩 상에서 샤드간의 로드 밸런싱을 위한 account 재배치 기법

김상혁･김준형･우상연･박성용(서강대학교)

20AO3-01 게이밍 콘솔 온라인 상점 트래픽 분석
문현수･이영석(충남대학교)

20AO3-02 무선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다중경로 기반의 가용 대역폭 측정 기술
김희광･정광수(광운대학교)

20AO3-03 웹 성능 개선을 위한 HTTP/1.1 과 HTTP/2 동시 사용 방법
민지원･이영석(충남대학교)

20AO3-04 A Flexible MAC Protocol in VANETs
VanDung Nguyen･Tran Trong Khanh･Jae Hyun Yoo･Man Su Kim･Eui-Nam Huh(경희대학교)

20AO3-05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차량간 통신 서비스 분석을 위한 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

정홍종･권순일･구자후･김민식(웨이티즈)

20AO3-06 테넌트별 컨트롤 트래픽 레이트 제어를 위한 SDN 하이퍼바이저 설계
유봉열･양경식･유 혁(고려대학교)

20AO3-07 Utilization of Unlicensed Spectrum in Effective Coexistence of eMBB and uRLLC
Anupam Kumar Bairagi･Md. Shirajum Munir･Sarder Fakhrul Abedin･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AO3-08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통한 데이터 평면 최적화
송승빈･김한준(연세대학교)

20AO3-09 무선 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동적 임계 구간 기반 품질 조절 기법
박진호･김희광･정광수(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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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4 09:00-12:00 인공지능I 아젠다2 이승익(ETR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5 09:00-12:00 데이터베이스I 아젠다3-1 채진석(인천대)

20AO5-01 [초청논문] Utilizing In-Store Sensors for Revisit Prediction

Sundong Kim･Jae-Gil Lee(KAIST)

20AO5-03 Subspace Projection-Based Clustering 기법 기반 인구통계학적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HOANG NGOC THE･NGUYEN DINH HAI･유철민･강복식(가이온)

20AO5-04 영장류 이종상동성 단일염기다형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각화

권기상･권대홍･위수연･김재범(건국대학교)

20AO5-05 배달앱 서비스 광고 효과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김성연･이윤준(한국과학기술원)

20AO5-06 딥러닝을 이용한 개인화 맞춤 태그 추천 시스템

안영재･김건우･이동호(한양대학교)

20AO5-07 맵리듀스를 이용한 KD-트리 기반 거리 유사도 조인의 개선
안영준･심규석(서울대학교)

20AO5-08 차분 프라이버시 데이터 공개를 위한 적응형 버킷 히스토그램 알고리즘

권수용･오성웅･구한준･심규석(서울대학교)

20AO5-09 딥러닝 기반 리뷰 유사도 검사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가짜 리뷰 탐지 성능 분석
김가연･정혜리･민지수･김혁만･이경용(국민대학교)

20AO5-10 [초청논문] CFGAN: A Generic Collaborative Filtering Framework based 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Dong-Kyu Chae･Jin-Soo Kang･Sang-Wook Kim(Hanyang University), Jung-Tae Lee(NAVER)

20AO4-01 질의에 따른 주의집중을 이용한 계층적 비디오 스토리 모델링 기법
최성호･장병탁(서울대학교)

20AO4-02 유사 악성코드 생성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성능 향상
배장성･김건영･이창기(강원대학교)

20AO4-03 경계 영역 손실 함수와 피라미드 Atrous Convolution 신경망을 이용한 의미론적인 이미지 객체 분할
유동규･김대진(포항공과대학교)

20AO4-04 단순화한 프레셋 거리를 활용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모드 드롭 및 모드 붕괴 검출 기법
김충일･정승원･문지훈･황인준(고려대학교)

20AO4-05 HDP-HMM에 의한 문서 주제 분석
신봉기(부경대학교)

20AO4-06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클릭모델 - 낯선 질의 대응을 위한 데이터 생성 모델 중심의 설계 -

권진환･박효균(네이버 검색)

20AO4-07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반 카툰원화의 Line drawing 추출
유경호･노주현･이동섭･양희덕(조선대학교), 임성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AO4-08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이상 패턴 탐지
김태공･김지일･박정희(충남대학교)

20AO4-09 이상 탐지를 위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부호화
김영남･최승진(포항공과대학교)

20AO4-10 3D CNN을 활용한 자동화된 간 종양 분할
권성수･한정현(고려대학교)

20AO4-11 고장 탐지와 잔여 유효 수명 예측을 위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멀티 태스크 러닝
김태산･손소영(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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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6 09:00-12:0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아젠다3-2 박수현(동서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7 09:00-12:00 소프트웨어공학 아젠다4 이재용(한서대)

20AO6-01 지문인식을 활용한 의료진 신분확인 프로세스의 강화
황현이･서수원･김우영･임형규･박영상･이명환･금창윤･제희광(DGMIF), 김일곤(경북대학교)

20AO6-02 임베디드 기기의 이종 프로세서에 대한 CNN의 ILP-기반 스케줄링
최종우･강두석･오진우･하순회(서울대학교)

20AO6-03 FHIR 기반 모바일 노인포괄평가 설문지 구현
원경재･김민규･권휘준･김지웅･이아라･김일곤(경북대학교)

20AO6-04 센서 부착위치와 독립된 EMG 데이터 자동분류 방안
박진혁･남춘성･이장열･서영훈･신동렬(성균관대학교)

20AO6-05 인사 자원 관리 시스템을 위한 챗봇 설계 및 구현
고경규･진호용･문유빈･정은성(홍익대학교)

20AO6-06 멀티파일 워크로드의 생성
김선두･원유집(한양대학교)

20AO6-07 스토리지의 관점에서 살펴본 구글 세이프티넷
윤주성･원유집(한양대학교)

20AO6-08 다중 드론 대형 제어를 이용한 교통 표지 시스템
안효훈･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학교)

20AO6-09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다중 얼굴 인식
장종권･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학교)

20AO6-10 소규모 호텔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기반 객실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이상온･이윤준(한국과학기술원)

20AO7-01 모바일 테스팅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통합 방안
장몽령･최은만(동국대학교)

20AO7-02 STPA 기반의 안전성 테스트 케이스 생성 도구 개발
최보윤(상명대학교), 한슬기･이수연･정소영･이병걸(서울여자대학교)

20AO7-03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의 시스템 장애평가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조용진･장진욱(보이는소프트웨어연구소)

20AO7-04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및 산업 가치 평가 및 미래 유망 산업의 예측
한승민･김영우･임수연･정수민･신연순(동국대학교)

20AO7-05 국방 무기 체계 SW 품질 향상을 위한 Concolic 테스팅 기술
박건우(한국과학기술원), 이주현･송형곤･조규태(LIG 넥스원), 김윤호･김문주(한국과학기술원)

20AO7-06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의 효율적 검증을 위한 목표 모델 슬라이싱
현상원･송지영･지은경･배두환(한국과학기술원)

20AO7-07 퍼포먼스 메타모픽 테스팅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반 메타모픽 관계 검사 방법 제안
장종인･백종문(한국과학기술원)

20AO7-08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사례연구
지은경･정유림(한국과학기술원), 유중훈(옥스퍼드 대학교), 신동환(룩셈부르크 대학교), 배두환(한국과학기술원)

20AO7-09 AtomicitySanitizer: 멀티쓰레드 C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연속성 위반 결함 검출 도구
홍 신(한동대학교), 김윤호･김문주(한국과학기술원), 윤석영･정한웅･박사천(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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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A-O8 09:00-12:00 고성능컴퓨팅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곽재혁(KIST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P-O9 13:30-15:30 컴퓨터시스템Ⅱ 아젠다1-1 장성태(수원대)

20AO8-01 AutoScale: 자동화 명령어-레벨 정밀도 스케일링 프레임워크
강석원･박영준(한양대학교)

20AO8-02 오토마타 상태복잡도를 기반한 시스템 리소스 예측 기법
천현준･한요섭(연세대학교), 유진승･박찬열(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AO8-03 도커 기반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읽기 전용 파일시스템
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학교)

20AO8-04 읽기와 쓰기 연산 분리를 통한 RocksDB 최적화
김화정･염헌영(서울대학교), 손용석(중앙대학교)

20AO8-05 연산 응용 특성에 따른 CPU-GPU 자원 조절 클라우드 실행 환경 설계
오지선･김윤희(숙명여자대학교)

20AO8-06 시스템 스왑을 고려한 자바 가상 머신 가비지 컬렉터 정책의 설계

이효정･염헌영(서울대학교), 손용석(중앙대학교)

20AO8-07 플래시 내 I/O 분리 처리를 통한 LSM-tree 기반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임희락･염헌영(서울대학교), 손용석(중앙대학교)

20AO8-08 초고성능컴퓨팅 환경 기반 HPC 벤치마크 성능 분석 연구
노승우･최지은･박근철･박찬열(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AO8-09 하이브리드 CUDA-OpenMP 프로그램을 위한 파이프라이닝 기법
손장현･김형모･정우근･이재진(서울대학교)

20AO8-10 데이터 집약 계산 워크플로우의 런타임 중간 데이터 배치 전략 분석
안주림･김윤희(숙명여자대학교)

20AO8-11 I/O 완료 처리 방식에 따른 고성능 저장장치 기반 가상화 시스템의 성능 분석
이혜지･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학교)

20PO9-01 [초청논문] MC-SDN: Supporting Mixed-Criticality Scheduling on Switched-Ethernet 

Using Software-Defined Networking
Kilho Lee･Taejune Park･Minsu Kim･Hoon Sung Chwa･Jinkyu Lee･Seungwon Shin･Insik Shin

20PO9-02 [초청논문] PRETZEL: Opening the Black Box of Machine Learning Prediction Serving Systems
Yunseong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Alberto Scolari(Politecnico di Milano), 

Byung-Gon Chun(Seoul National University), Marco Domenico Santambrogio(Politecnico 

di Milano), Markus Weimer･Matteo Interlandi(Microsoft)

20PO9-03 랜섬웨어 방어 SSD에서의 감염 데이터 분리 및 고속 쓰레기 수집 연구
민동현･안진우･김영재(서강대학교)

20PO9-04 버퍼 오버플로우 검출 도구의 메모리 오버헤드 분석
최영호(성균관대학교), 권재욱･정석재･박한섭(삼성전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20PO9-05 리눅스 패킷 처리 지역성 향상을 위한 동적 RFS 테이블 관리
장현준･하지윤･고수창･전소영･김주호･진현욱(건국대학교)

20PO9-06 자율복원 가상 물리 시스템: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한 차량의 예
백전성･강경태(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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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P-O10 13:30-15:30 인공지능Ⅱ 아젠다1-2 정교민(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P-O11 13:30-14:30 컴퓨터이론 아젠다2 김현우(KIST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P-O12 13:30-15:30 데이터베이스Ⅱ 아젠다3-1 심규석(서울대)

20PO10-01 [초청논문] Answerer in Questioner's Mind: Information Theoretic Approach to 

Goal-Oriented Visual Dialog
Sang-Woo Lee(NAVER), Yujung Heo･Byoung-Tak Zhang(Seoul National University)

20PO10-02 문장 레벨 그래프 회선 신경망을 통한 텍스트 분류
이민우･김양훈･정교민(서울대학교)

20PO10-03 주가예측을 위한 차트 유형별 필터링 구현
송유정･김도희･원희수･이종우(숙명여자대학교)

20PO10-04 준언어적 신호 압축 및 분류를 위한 심층 신경망
변석현･윤승현･정교민(서울대학교)

20PO10-05 의미 특징과 주의집중을 이용한 고밀도 비디오 캡션 생성
이수진･김인철(경기대학교)

20PO10-06 CNN과 LSTM을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결정의 정확도 향상
이용호･노정빈･송민표･신연순(동국대학교)

20PO10-07 보고서 자동 생성을 위한 컨텐츠 기반 의미적 유사도 분석을 통한 이미지 선택
현창훈･박혜영(경북대학교)

20PO10-08 상대적 클릭률과 질의 특성에 기반한 검색 품질 평가 모델
김남희･문지형･이 완(네이버 검색)

20PO12-01 [초청논문] DILOF: Effective and Memory Efficient Local Outlier Detection in Data Streams
Gyoung S. Na･Donghyun Kim･Hwanjo Yu(POSTECH)

20PO12-02 [초청논문] Zoom-SVD: Fast and Memory Efficient Method for Extracting Key Patterns 

in an Arbitrary Time Range

Jun-Gi Jang･Dongjin Choi･Jinhong Jung･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20PO12-03 분산 스트림 처리 환경에서 연속적인 서브 그래프 매칭 기법
최도진･김민영･복경수･유재수(충북대학교)

20PO12-04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감사 로그 저장소
황인서･이윤준(한국과학기술원)

20PO12-05 분산 시스템을 위한 로그 데이터 기반 실시간 자가 진단 솔루션

손시운･김다솔･문양세･최형진(강원대학교)

20PO12-06 분류 중심 그리드 셀 가중치를 이용한 견고한 시계열 표현 방법
강준영･황혜수(서울시립대학교)

20PO12-07 [초청논문] SAMUEL: A Sharing-based Approach to processing Multiple SPARQL 

Queries with MapReduce

InA Kim(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yong-Ha Lee(KISTI), Kyuchul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PO11-01 핑거프린트 테이블을 이용한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의 검색단계 개선
박정훈･심정섭(인하대학교)

20PO11-02 텍스트의 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
유광모･심정섭(인하대학교)

20PO11-03 2차원과 3차원 공간에서 지형의 스태킹 문제
이승준･안희갑(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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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P-O13 13:30-14:30 전산교육시스템 아젠다4 박남제(제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20P-O14 15:00-15:50 국방소프트웨어 아젠다4 류연승(명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A-O15 09:00-10:30 스마트시티 팀버홀1 김광훈(KISTI)

21AO15-01 빅데이터 기반 드론의 안전 비행경로 생성 시스템 구조 설계
김덕엽･이성희(경북대학교), 김용덕(무지개연구소), 이우진(경북대학교)

21AO15-02 V2V Energy Sharing Mechanism: A Supplier–Demander Matching Game
Oanh Tran Thi Kim･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1AO15-03 차량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작업 분할 기법
민 홍(호서대학교), 정진만･김서연･박지수(한남대학교), 김태식(홍익대학교)

21AO15-04 전력 프로파일의 상관관계 분석 기반 맞춤형 선형 추정을 활용한 하루 전 전력 수요 예측 기술
박선미･박강구･황의석(광주과학기술원)

21AO15-05 도시형 모기 활동성 예측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인접성 향상 방안
이동우(국민대학교), 허대영(가토랩), 황선태(국민대학교)

21AO15-06 Meta-Reinforcement Learning for Proactive Energy Demand Scheduling in Smart 

City with Edge Computing
Md. Shirajum Munir･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1AO15-07 붕괴 및 화재 감지 센서 기반의 터널 위험 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이정우･이성원(경희대학교)

20PO13-01 순서도를 활용한 알고리즘 학습 게임 설계
윤영재･이상우･배진아･조정원(제주대학교)

20PO13-02 Concolic Testing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문항의 채점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복･이성희･이우진(경북대학교)

20PO13-03 안과의료영상 대상 딥러닝 연구 동향 분석 및 윤리적 이슈 고찰
윤혜진･조정원(제주대학교)

20PO13-04 NFC 태그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정보 안내 시스템의 설계
김다은･고유정･권선호･김도환･장진혁･이영석(강남대학교)

20PO14-01 국방SW 운영유지 프로세스 정립 및 가시화 연구
연정욱(국방전산정보원), 정형택(오픈소프트랩), 최연옥･권재환(국방전산정보원)

20PO14-02 통신 대역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필터링 기반의 메시징 기법
민경준(아주대학교), 박규동(국방과학연구소), 오상윤(아주대학교)

20PO14-03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속성을 고려한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 설계
심준용･이원식･이석기･위성혁(LIG넥스원)

20PO14-04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효과도 분석을 위한 모델링 방법
김형래･박정준･김태규(LIG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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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A-O16 09:00-12:00 컴퓨터시스템Ⅲ 아젠다1-1 임채덕(ETRI)

21AO16-01 [초청논문] FineReg: Fine-Grained Register File Management for Augmenting GPU Throughput
Yunho Oh･Myung Kuk Yoon･William J. Song･Won Woo Ro(Yonsei University)

21AO16-02 [초청논문] High-Performance Transaction Processing in Journaling File Systems
Yongseok Son･Sunggon Kim･Heon Young Yeom(Seoul National University), Hyuck Han 

(Dongduk Women's University)

21AO16-03 로그 기반 파일 시스템의 매니 코어 성능 및 확장성 분석
노성현･이창규･변현기･김장웅･김영재(서강대학교)

21AO16-04 Fabric Attached Memory Emulation (FAME)의 성능 평가 및 분석
Safdar Jamil･강현구･안진우･김영재(서강대학교), 마진석･오명훈･김학영(ETRI)

21AO16-05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파일시스템에서 저널 충돌 분석
이원종(한양대학교), 박성순(글루시스), 원유집(한양대학교)

21AO16-06 고성능의 분산 키-밸류 SSD
구진형･임준수･이성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

21AO16-07 핫패칭 플랫폼을 이용한 실행파일 압축 기법
정해건･강경태(한양대학교)

21AO16-08 단편화된 파일시스템 환경에서 순차 읽기 Latency 감소를 위한 선택적 리퀘스트 결합 기법
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학교)

21AO16-09 멀티 큐 SSD의 Tail Latency 오버헤드 분석
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학교)

21AO16-10 I/O 반응시간 모델을 활용한 자동 블록 I/O 트레이스 변환기의 구현 및 검정
진용석･천명준･김윤아･김지홍(서울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A-O17 09:00-12:00 인공지능Ⅲ 아젠다1-2 김은솔(카카오브레인)

21AO17-01 [초청논문] Content-Aware Hierarchical Point-of-Interest Embedding Model for 

Successive POI Recommendation
Buru Chang･Yonggyu Park･Donghyeon Park(Korea University), Seongsoon Kim(Naver 

Corporation), Jaewoo Kang(Korea University)

21AO17-02 볼륨 지역 방향성 4진 패턴을 이용한 동적 텍스쳐 인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Md Azher Uddin･Young-Koo Lee(경희대학교)

21AO17-03 오토인코더 모델을 이용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동영상 하이라이트 추출
윤성훈･이승진･김경중(세종대학교)

21AO17-04 EEG 데이터를 활용한 알코올 중독자 식별 모델 연구
서정렬･손경아(아주대학교)

21AO17-05 적대적 노이즈를 포함한 교란된 데이터에 대항하여 분류기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규화 방법
장종성･이정인･윤지현･김경율･이주열(LG CNS)

21AO17-06 Historical Faction Identification based on Multi-Layered Genealogy Network in 

Medieval Joseon Korea
김명준･신현정(아주대학교)

21AO17-07 Wasserstein 거리를 이용한 feature selection
지종호･신현정(아주대학교)

21AO17-08 두뇌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냅스 가소성 연산 최적화
백은진･이헌준･김장우(서울대학교)

21AO17-09 성별의 알고리즘 편향성 감소를 위한 심층 오토인코더 기반 잠재공간 일치모델
김진영･조성배(연세대학교)

21AO17-10 Flow 기반 생성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2차원 확률 분포 추정
김성원･윤성로(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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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A-O18 09:00-12:00 인공지능Ⅳ 아젠다2 배병철(홍익대)

21AO18-02 딥러닝 기반 포트홀 탐지 시스템에서의 학습 모델 비교 분석
안광은･이성원･정영주･김석진(대구가톨릭대학교), 류승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동만(대구가톨릭

대학교)

21AO18-03 휴먼 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한 메모리 기반 모방학습
민병준･김경중(세종대학교)

21AO18-04 Particle Swarm Optimization 기반 CNN-LSTM 신경망을 이용한 주거용 에너지 소비 예측
김태영･조성배(연세대학교)

21AO18-05 진화적 딥러닝을 이용한 비지도 방식 영상 이상탐지
부석준･조성배(연세대학교)

21AO18-06 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한 X-ray 영상 개선 기법
김형규･정중은(제이피아이헬스케어), 김동현･서지수･김호준(한동대학교)

21AO18-07 입력의 개수에 따른 InfoGAN의 학습 특성 관찰
이지훈･윤성로(서울대학교)

21AO18-08 TCN 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전류 신호의 이상치 검출
권용성･김기표(국방과학연구소), 김형신(충남대학교)

21AO18-09 비디오 영상 기반 온톨로지 실시간 자동 생성 프레임워크
한연지･최용석(한양대학교)

21AO18-10 택배 배송 데이터를 활용한 시간-공간차원에서의 상품 선호도 분석
VU DUC TIEP･강현섭･이헌규(가이온 빅데이터연구소)

21AO18-11 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Multi-modal DNN-CSSVM 모델
김경혜･손소영(연세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A-O19 09:00-12:00 정보통신Ⅱ 아젠다3-1 김병룡(효성)

21AO19-01 다크 넷의 비트코인 트랜잭션 사례

박종현･문현수･이영석(충남대학교)

21AO19-03 Demand and Location-Based Multi-Access Edge Computing Deployment
Anselme Ndikumana･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1AO19-04 Radio Resource Allocation in 5G New Radio: A Neural Networks Approach
Madyan Alsenwi･Choong Seon Hong (경희대학교)

21AO19-05 무선 채널 상태에 따른 Web QoE 애널리틱스 시스템
김순재･김영기･이원준(고려대학교)

21AO19-06 다중경로 환경에서 심층 강화학습 기반 패킷 스케줄링 기법 연구
주민우･장원우･이원준(고려대학교)

21AO19-07 A Heuristic Approach for Viral Marketing Cost Optimization in Social Networks
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1AO19-08 Intel SGX를 이용한 0-RTT 키 교환 메시지의 Freshness 보증

노건희･박후린･이원준(고려대학교)

21AO19-09 Software Defined Networking을 이용한 초고해상도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Vu Nguyen Phan･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학교)

21AO19-10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지연 제약 데이터 병합을 위한 탑다운 병합 스케줄링 기법
Dung T. Nguyen･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학교)

21AO17-11 딥러닝 기반의 의류 속성을 고려한 패션 이미지 검색
임보영･낭종호(서강대학교)

21AO17-12 심전도의 심장박동 변이율 정량화를 위한 강건한 멀티 스케일 분배 엔트로피
이대영･최영석(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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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21A-O20 09:00-12:00 데이터베이스Ⅲ 아젠다3-2 김영훈(한양대)

21AO20-01 [초청논문] EvoGraph: An Effective and Efficient Graph Upscaling Method for Preserving 

Graph Properties
Himchan Park･Min-Soo Kim(DGIST)

21AO20-03 [초청논문] Learning User Preferences and Understanding Calendar Contexts for Event 

Scheduling

Donghyeon Kim･Jinhyuk Lee･Donghee Choi･Jaehoon Choi･Jaewoo Kang(Korea University)

21AO20-04 LSM-tree 기반 Key-value 데이터베이스의 재귀적 컴팩션 기법
김종빈･손서희･조현수･정형수(한양대학교)

21AO20-05 동적 시간 워핑 거리의 상계 근사값 개선
서장혁･정우환･심규석(서울대학교)

21AO20-06 매니코어 환경에서 RocksDB의 확장성 연구

김형준(한양대학교), 박성순(글루시스), 원유집(한양대학교)

21AO20-07 모바일 DBMS에서 디스크 I/O 최소화를 위한 색인 캐싱 기술
김신유･진성일(충남대학교)

21AO20-08 스트리밍 환경에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FP-Tree의 깊이 압축 기법
이연희･박 석(서강대학교)

21AO20-09 데이터베이스에서 체크포인팅에 의한 트랜잭션 성능 분석

오현석･장형원･김기황･정형수(한양대학교)

21AO20-10 싱글 머신 기반 대용량 희소 행렬 간 곱셈 방법들의 구현 및 성능 분석
권혁무･장명환･김상욱･박영준(한양대학교)

21AO20-11 차분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 그룹화를 이용한 유용도 향상 기법
김태완･박 석(서강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P-O21 13:30-16:30 컴퓨터시스템Ⅳ 아젠다1-1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PO21-01 [초청논문]Efficient Hardware-assisted Logging with Asynchronous and Direct 

Update for Persistent Memory
Jungi Jeong･Chang Hyun Park･Jaehyuk Huh･Seungryoul Maeng(KAIST)

21PO21-02 [초청논문]Multi-dimensional Parallel Training of Winograd Layer on Memory-Centric 

Architecture
Byungchul Hong･Yeonju Ro･John Kim(KAIST) 

21PO21-03 정형적 모델을 통한 심층 학습 알고리즘 명세 및 이종 프로세서에서의 코드 생성
신동걸･정은진･하순회(서울대학교)

21PO21-04 매니코어 기반 뉴럴 프로세서의 설계 공간 탐색을 위한 빠른 성능 예측 기술
정도환･강진택･하순회(서울대학교)

21PO21-05 이미지 물체 위치탐색을 위한 효율적인 크라우드소싱 시스템
김준영･이동현･정교민(서울대학교)

21PO21-06 SSD-GPU 직접 통신을 통한 고성능 딥 러닝 트레이닝 시스템
박평수･김장우(서울대학교)

21PO21-07 대체텍스트 및 건너뛰기 기능 개선을 통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자동화 시스템
김현욱･김영환(한국과학기술원)

21PO21-08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OpenCL을 이용한 흑백 사진 색상 자동 복원 알고리즘 가속화
하동휘･정병교･권진세(충남대학교), 유미선･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소), 김형신(충남대학교)

21PO21-09 다양한 응용에 사용 가능한 확장성 있는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 설계
신광수･정민수･사공락･낭종호(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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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21P-O22 13:30-16:30 인공지능Ⅴ 아젠다1-2 김영훈(한양대)

21PO22-01 [초청논문] A Simple Unified Framework for Detecting Out-of-Distribution Samples 

and Adversarial Attacks

Kimin Lee(KAIST), Kibok Lee(University of Michigan), Honglak Lee(Google Brain / 

University of Michigan), Jinwoo Shin(KAIST)

21PO22-02 Reptile - First-Order Meta-Learning Implementation for Pendulum Reinforcement 

Learning Problem

Quang Nguyen(경희대학교), Ngo Anh Vien(Queen's University Belfast), TaeChoong 

Chung(경희대학교)

21PO22-03 스타크래프트 II 미니게임을 위한 멀티태스크 강화학습
심우일･김경중(세종대학교)

21PO22-04 순환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비점성 유체의 미래 상태 예측
오충협･이강선･권동섭(명지대학교)

21PO22-05 결측치 대체를 위한 상관성 그래프 기반 속성값 전파
신유경･신현준･신현정(아주대학교)

21PO22-06 Deep Q-Networks 성능 향상을 위한 베이지안 최적화 방법론

정창훈･김준태(동국대학교)

21PO22-07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위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연속적인 행동 공간 이산화
주호택･박현철･김경중(세종대학교)

21PO22-08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스포츠 캐스팅
김병조･최용석(한양대학교)

21PO22-09 게임 거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작업장 탐지 및 행동양식 분류 검증
김영채(넷마블), 손성주･오민석･최영일(한국과학기술원), 이용운･이광용(넷마블)

21PO22-10 네트워크 유량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중 드론 경로 계획
서영선･이효빈･나현숙(숭실대학교)

21PO22-11 딥러닝 기반의 실용적인 인간 행동 탐지
박광재(엘지씨엔에스)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P-O23 13:30-16:30 언어공학 아젠다2 나승훈(전북대)

21PO23-01 자가-주의집중 매커니즘을 통한 의미적 관계 분류 성능 및 해석가능성 개선

이주홍･서상우･최용석(한양대학교)

21PO23-02 Multi-level Biaffine Attention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홍승연･나승훈(전북대학교),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PO23-03 Multi-level Co-Attention + Verify를 이용한 기계독해

박광현･나승훈(전북대학교), 최윤수･장두성(KT)

21PO23-04 적대적 생성망을 활용한 주제에 맞는 자연어 생성 모델

백주헌･고혜선･이종욱(성균관대학교)

21PO23-05 멀티턴 대화 응답 평가를 위한 어텐션 기반의 평가 모델

최우용･김태형･최수정･박세영(경북대학교)

21PO23-06 Co-attention과 Self-attention 매커니즘을 이용한 한국어 정답 문장 선택

박천음･이창기(강원대학교), 배용진･김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PO23-07 KorQuAD: 기계독해를 위한 한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셋

임승영･김명지･이주열(LG CNS)

21PO23-08 한국인 로마자 인명의 한글 복원

이정훈･김민호･권혁철(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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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21P-O24 13:30-16:30 사물인터넷 아젠다3-1 서동민(KISTI)

21PO24-01 스마트공장을 위한 환경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김재민･김성렬･자오밍하오･유영환(부산대학교)

21PO24-02 IoT 환경에서 시맨틱 상호운용성을 위한 리소스 모델링 기법
강성주･박지우･정광수(광운대학교)

21PO24-03 사물인터넷을 위한 DPDK 기반 고속 데이터 전송 방법
박기현･김인성･박준수(계명대학교)

21PO24-04 A Transport Theoretic Approach for Computational Task Migration in Multi-Access 

Edge Computing

Sarder Fakhrul Abedin･Anupam Kumar Bairagi･Md. Shirajum Munir･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1PO24-05 머신러닝 기반 CO2 가스 확산 모사
곽경민･노영주(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PO24-06 IoT 환경에서 시각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품질 측정을 위한 VR 기반 시뮬레이션 방법
백경덕･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21PO24-07 전자제어 기반 잠금장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양준현･이진수･고성욱･이강우･신연순(동국대학교)

21PO24-08 oneM2M 기반의 사물인터넷 통합 관리 시스템
이만성･정광수(광운대학교)

21PO24-09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컨텍스트 인지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
김건우･정광수(광운대학교)

21PO24-10 SmartThings 스마트 앱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 구현
고가영･창병모(숙명여자대학교), 최광훈(전남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P-O25 13:30-16:30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아젠다3-2 조동식(원광대)

21PO25-01 [초청논문]Magnetization dynamics for magnetic object interactions
Seung-Wook Kim･Sun Young Park･Junghyun Han(Korea University)

21PO25-02 범용 홀로렌즈 기기상에서의 몰입감 증대를 위한 실시간 환경 맵핑 기법
서웅･안재풍･주예슬･이재석(서강대학교), 박상훈(동국대학교), 임인성(서강대학교)

21PO25-03 머리 장착형 화면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근적외선 기반 시선 추적 방법
김정훈･이해윤･조성현(대구경북과학기술원)

21PO23-09 감성 차원 조정을 통한 고정관념이 완화된 단어 임베딩

이희제･정진우･박종철(한국과학기술원)

21PO23-10 Neural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by Simulating the Human Learner and the 

Human Proofreader

Fitsum Gaim･Jin-woo Chung･Jong C. Park(한국과학기술원)

21PO23-11 주소인식 시스템에서 TTS를 활용한 음성인식 성능 개선
박찬준･김선태･강민호･황명진･박병건･김연수(시스트란인터내셔널)

21PO23-12 특허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청구항 특성을 고려한 핵심구문 추출 방법

민재옥･오유리･이봉건･정윤호(한국특허정보원)

21PO23-13 Stack LSTMs과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맨틱 파싱
남대환･유환조･이근배(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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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1일 21P-O26 13:30-15:30 프로그래밍언어 아젠다4 이계식(한경대)

21PO26-01 그래프를 중간 표현으로 활용하여 래더 다이어그램을 텍스트 언어로 컴파일하는 기법
임재현･문수묵(서울대학교)

21PO26-02 스마트 컨트랙트 호환 프로그래밍 언어 동향 조사
이대화･지우중･김형식(성균관대학교)

21PO26-03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약점과 분석도구의 지원 현황 연구
조현승･안준선(한국항공대학교)

21PO25-04 주변시 표현을 지원하는 HMD의 효과에 관한 연구

허지웅･김광욱(한양대학교)

21PO25-05 Body ownership illusion과 body size change 연구를 위한 가상현실 플랫폼 연구
정면걸･김광욱(한양대학교)

21PO25-06 깊이 정보 복원을 이용한 입자 군집 최적화 기법 기반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손 자세 추적

조우진･박갑용･우운택(한국과학기술원)

21PO25-07 360˚ 비디오 재생을 위한 자동 패닝
강경국･조성현(대구경북과학기술원)

21PO25-08 실험용 쥐 행동 분류를 위한 효율적인 특징 데이터 분석

박인규･사디아･이브라･이은주(한림대학교)

21PO25-09 인터랙티브한 대용량 이미지 군집분석을 위한 인간-기계 협업 워크플로우에 대한 연구
송진영(University of Michigan), 장민석(한국과학기술원), Manav Rao(IIT Delhi), 김주호(한국

과학기술원)

21PO25-10 GPU 기반의 병렬화된 점진적 지터드 샘플링
고지은･정효진･이성길(성균관대학교)

21PO25-11 관심 영역 기반 픽셀 아트 이미지 생성
김수지･최성희(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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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oster Session 일정표

▶ 12월 19일(수)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P1

10:00-12:00 데이터베이스

포레스트홀

서동민(KISTI)

10:00-12:00 사물인터넷 김병룡(효성)

10:00-12:00 인공지능 노영균(서울대)

10: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김동규(한양대)

10:00-12:00 정보통신 이형근(광운대)

10:00-12: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조성현(DGIST)

10:00-12:00 컴퓨터시스템 강경태(한양대)

P2

14:00-16:00 고성능컴퓨팅

포레스트홀

염헌영(서울대)

14:00-16:00 국방소프트웨어 류연승(명지대)

14:00-16:00 언어공학 나승훈(전북대)

14:00-16:0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국민대)

14:00-16:00 인공지능 김경중(세종대)

14:00-16:00 정보통신 이형근(광운대)

14:00-16:00 컴퓨터시스템 주용수(국민대)

▶ 12월 20일(목)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P3

10:00-12:00 데이터베이스

포레스트홀

이상원(성균관대)

10:00-12:00 사물인터넷 구태연(ETRI)

10:00-12:00 언어공학 김형석(건국대)

10:00-12:00 인공지능 최영석(광운대),이영석(강남대)

10:00-12: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조성현(DGIST)

10:00-12:00 컴퓨터시스템 정진규(성균관대학교)

P4

13:30-15:30 데이터베이스

포레스트홀

노웅기(가천대)

13:30-15:3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조동식(원광대)

13:30-15:30 소프트웨어공학 서동만(대구가톨릭대)

13:30-15:30 스마트시티 정갑주(건국대)

13:30-15:30 인공지능 박혜영(경북대)

13:30-15:30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13:30-15: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김동규(한양대)

13:30-15:30 정보통신 이상환(국민대)

▶ 12월 21일(금)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P5 09:00-11:00 한이음논문 포레스트홀 -

P6 13:30-15:00 학부생/주니어논문I 포레스트홀
고병철(계명대), 김광수(ETRI), 김선(서울대), 

김형석(건국대), 박덕근(UT Arlington), 
박수현(동서대), 이경우(연세대), 허준영(한성대)

P7 15:30-17:00 학부생/주니어논문II 포레스트홀
김병룡(효성), 김병희(써로마인드), 김광훈(KISTI), 
김형석(건국대), 김호준(한동대), 박수현(동서대)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이경우(연세대)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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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발표자

① 포스터세션장 앞의 발표일시(인덱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2m이며

발표자는 A4 용지를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전지 부착 가능). 

단,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이메일주소,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테이프 등은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면테이프는 사용불가)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인덱스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⑤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발표시간 종료 후 1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부착 예]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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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좌장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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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oster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A-P1 10:00-12:00 데이터베이스 서동민(KISTI)

19AP1-001 DOI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위한 온톨로지
Md Ibrahim Hossain･Umair Qudus･Young-Koo Lee(경희대학교)

19AP1-002 전자 건강 기록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

파하드 아메드 사티･와자핫 알리 칸･이승룡(경희대학교)

19AP1-003 데이터 통합 : 그래프 기반 접근 방식
무하마드 사디크･무하마드 비랄 아민･이승룡(경희대학교)

19AP1-004 텍스트 정보 기반 그래프 요약 기법
Van T. T. Duong･Young-Koo Lee(경희대학교)

19AP1-005 MERS 사태에 대한 대응 네트워크 분석
김지홍･송준호(한양대학교), 김유심(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구민영(뉴욕 시립 대학교), 오성수･박

희진･차재혁･김상욱(한양대학교)

19AP1-006 RDF 트리플에서의 URI 속성 중복에 관한 연구
모스토파 카말 라셀･이영구(경희대학교)

19AP1-075 런타임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최적화 기법
김형석･박기성･서호진･이영구(경희대학교)

19AP1-07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저 세그먼트를 활용한 추천시스템에 대한 연구
안성진･정현태･박 석(서강대학교)

19AP1-078 익스포넨셜 메커니즘과 트랜짓 노드 기반의 차분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최단 경로 탐색 문제
정재헌･함다인･박 석(서강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A-P1 10:00-12:00 사물인터넷 김병룡(효성)

19AP1-007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용 스마트팩토리 IoT 플랫폼 구현
손영욱(컴퓨터메이트), 김영국(계명대학교)

19AP1-009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의 일반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인 XACML 정책 편집기 인터페이스
안윤근･이욱진(한양대학교)

19AP1-010 토양 습도 센서에서 센서 감도를 조절하기 위한 임피던스 값 선택회로 구현
정영주･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19AP1-011 에너지 효율적인 스마트 팜을 위한 LoRa 기반의 분산 전송 MAC 프로토콜
정용환･김민석･서준호･배영준･이성원･김수경･서세정･김희진･김동균(경북대학교)

19AP1-012 소방관용 스마트헬멧 서비스를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정민기･임선화･신동범･이강복(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AP1-013 A Low-Delay Broker Model Underlaying IoT Applications

Van-Nam Pham･VanDung Nguyen･Young-Rok Shin･Eui-Nam Huh(경희대학교)

19AP1-014 스마트텀블러
김유니･조진성(경희대학교)

19AP1-015 실내 공기 데이터와 LSTM 모델 기반의 방문 개폐 예측 모델 개발
조상연･문재원･금승우(전자부품연구원)

19AP1-016 고장 예지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제조실행시스템 설계
박신준･이병하･박병권･이사영･최형림･김재중･김채수･김준우(동아대학교)

19AP1-017 Hierarchical Model for Consuming Proof-of-Work Complexity in Blockchain Networks
Shashi Raj Pandey･Sabah Suhail･Yan Kyaw Tun･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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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A-P1 10:00-12:00 인공지능 노영균(서울대)

19AP1-019 펩타이드 서열 결정에 있어서 분할 검증 방법

나지훈･나승진･백은옥(한양대학교)

19AP1-020 축약 합성곱 신경망 특징 벡터를 이용한 유사 상표 검색 방법
전준형･정민수･낭종호(서강대학교)

19AP1-021 Multi-head Self-attention 모델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텍스트 레이블링 인터페이스
양소영･최민석･주재걸(고려대학교)

19AP1-022 Squeezenet 기반 포트홀 탐지에서 데이터셋 구성 기법
이성원･안광은･정영주(대구가톨릭대학교), 류승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19AP1-023 Xeon Phi 클러스터에서 이미지넷 학습 수행 및 성능 평가
명훈주･이 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AP1-024 모바일넷 기반 상반신 이미지 분할 기법 연구
유준형･안남혁･손경아(아주대학교)

19AP1-025 딥 LSTM 신경망을 이용한 전파신호의 변조 인식

김한진･김혁진･제준호･김경섭(충남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A-P1 10:00-12: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김동규(한양대)

19AP1-027 API 기초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비교
김진섭･류샤오･우 균(부산대학교)

19AP1-028 마이크로커널의 스택 기반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 탐지 기법 제안
신동순･김형식(성균관대학교)

19AP1-029 파일 고유 식별 정보 기반 앙상블 유사도 시스템 설계
이동주(순천향대학교), 강성묵(강남대학교), 안건우(대구대학교), 김기홍(세인트시큐리티), 곽경주(금

융보안원)

19AP1-030 실시간 장치에서 동적 보안성 검사의 가능성 테스트 도구 개발
정진호･오명훈･최종무(단국대학교)

19AP1-031 자동차 사이버보안에서 종속성을 고려한 분석 기법
기 량･공원배･김동규(한양대학교)

19AP1-032 Blockchain Driven Knowledge Acquisition Systems: A General Framework

Umer Majeed･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19AP1-033 분실 방지를 위한 ElGamal 기반의 암호 및 인증 기술
조국래･강동수･손종욱(대구경북과학기술원)

19AP1-034 호스트 기반 침입탐지시스템의 과거와 현재 연구 데이터 분석 비교
신유경･김강석(아주대학교)

19AP1-035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악성 이미지 파일 탐지 모듈 제안
이승재(국방과학연구소)

19AP1-036 스케치기반 HTML & CSS 코드 자동생성 도구
박상민･김바다･원태연･허준영(한성대학교)

19AP1-037 Blockchain based Healthcare Virtual Agent Architecture
Ubaid Ur Rehman･Sungyoung Lee(경희대학교)

19AP1-038 Tor 네트워크상의 Hidden Service 탐색 방안

박성하(국방과학연구소)

19AP1-039 SDN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경량 암호화 적용 연구
진정하･오예원･김기천(건국대학교)

19AP1-080 방사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코딩규칙의 보안성 확보 연구

이용준(고려대)･안준선(항공대)･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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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9A-P1 10:00-12:00 정보통신 이형근(광운대)

19AP1-040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동적 알고리즘 기반 전기차 충전 정보 관리 기법 연구

이민경･홍충선(경희대학교)

19AP1-041 콘텐츠 캐싱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이동성 예측 기법 연구
임한여름･홍충선(경희대학교)

19AP1-042 접촉 피부염 개선을 위한 Allergy Care PHR 시스템
공은주･김민규･권휘준･김지웅･이아라･김우진･김일곤(경북대학교)

19AP1-043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에지 노드 간의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오프로딩 기법 연구
강석원･홍충선(경희대학교)

19AP1-044 홈 네트워크에서 DASH의 QoE 향상을 위한 홈 공유기의 DASH 플로우 인지 기반의 트래픽 

관리 시스템

황민구･김희광･정광수(광운대학교)

19AP1-045 군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에서의 SDN 기술 동향
양경아･신동우･김종규(ETRI 부설 연구소)

19AP1-046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P2P 전자 쿠폰 플랫폼
한종빈･김희민･엄현상(서울대학교), 손용석(중앙대학교)

19AP1-047 A Study of D2D-based Vehicular Communications

Tran Trong Khanh･Tran Hoang Hai･Van Dung Nguyen･Jae Ik Sim･Jun Young Park･
Eui-Nam Huh(경희대학교)

19AP1-048 A Decomposition Approach for Internet of Things enabled NOMA
Tri Nguyen Dang･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19AP1-049 Optimization Design Model for Decentralized Learning in Wireless Networks
Minh N. H.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19AP1-050 자가진단용 한의학 문진(問診) 알고리즘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최원정･천세철(파트너스앤코), 홍충선･강선무(경희대학교)

19AP1-051 Intel SGX를 이용한 시스템 로그 보안 향상 방안
김동엽･박후린･이원준(고려대학교)

19AP1-052 산업 사물 인터넷(IIoT)에서 초저지연 빠른 응답 시간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컴퓨팅 구조

김광렬(에릭슨 엘지)

19AP1-074 A Scalable Framework for Mobile Edge Computing in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Latif U. Khan･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19AP1-079 DQN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기법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별 성능 비교

김이슬･임경식･김일곤(경북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A-P1 10:00-12: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조성현(DGIST)

19AP1-053 심층 학습 기반의 Optical Flow를 이용한 동영상 안정화
이종협･이준용･이승용(포항공과대학교)

19AP1-054 오픈소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게임 : MindCar2.0
김수용･이은민･정성준(한동대학교), 이성한･전성찬･안민규(한동대학교)

19AP1-055 리트로피팅 작업의 효율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시각화 방법
체타나 비･파반 쿠말 비엔･아디띠야 비･채영호(중앙대학교)

19AP1-056 이중 인쇄를 이용한 적외선 마커 구현
이강훈･심규동･박종일(한양대학교)

19AP1-057 Distance Regularized Level Set Evolution을 이용한 광학분자영상기반 종양검출영역 분할

김지완(서울대학교), 이언석(순천향대학교), 신영길(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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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A-P1 10:00-12:00 컴퓨터시스템 강경태(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P-P2 14:00-16:00 고성능컴퓨팅 염헌영(서울대)

19AP1-058 유방결손 환자의 유방 재건용 3D프린팅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의료영상(MRI) 및 3D스케

닝 데이터를 활용한 segmentation/modeling 알고리즘 개발
정영진(경북대학교), 최동헌(경북대학교병원), 서안나(대구경북과학기술원)

19AP1-059 깊이지각 카메라를 이용해 얻어진 3D point set 의 정밀도
김민창･신영길(서울대학교)

19AP1-060 박물관 에듀테인먼트를 위한 증강현실과 대화형 인터페이스 비교 연구
전상훈･양덕영(광주과학기술원), 허위린･박나래(한국문화기술연구소), 홍진혁(광주과학기술원)

19AP1-073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 테스트 베드의 구현

김태훈･최성필･강병오･박병권･김재중･최형림(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19AP1-061 2단계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스케줄러 구조가 지연 스케줄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규현(서울대학교), 조재언(포항공과대학교), 김장우(서울대학교)

19AP1-062 서버리스 환경에서 콜드 스타트 문제 완화하기

엄태건･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63 메모리 집약적 워크로드에서 컴파일러 기반의 메모리 접근 힌트 시스템
김문섭･이윤재･박성재･염헌영(서울대학교)

19AP1-064 명령형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의 분산 학습에 대한 조사
신동진･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65 아파치 스파크의 딥러닝 워크로드 지원 방식 조사
이우연･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66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모델 병렬화 기술 조사
김수정･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67 분산 딥러닝 학습을 위한 자원 관리 시스템의 최근 동향
조성우･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68 셔플 데이터 압축이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에 미치는 영향

서장호･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69 RocksDB를 사용하는 Apache Flink에서의 리스트 상태를 가지는 질의 처리 성능 분석
이계원･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70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들의 동적 최적화 정책들
양영석･전병곤(서울대학교)

19AP1-071 SPOTO: an Integrated Ontology of Sport Event and Tourism Domains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s
Xuan-Qui Pham･Hyeok Kyun Jo･A-Young Son･Eui-Nam Huh(경희대학교)

19AP1-072 고성능 IoT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위한 Nvidia Jetson TX2의 성능 평가
남윤성･신현일･최석원･유병훈･엄현상(서울대학교)

19PP2-001 다목적 최적화를 활용한 CPU-GPU 이종 클러스터에서 작업 스케줄링 기법
상의정･이영구(경희대학교)

19PP2-002 CSP에서 다중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검색하여 동적으로 RDF 그래프를 분해하는 기법

우메르 쿠두스･무함마드 시야물 이슬람･이영구(경희대학교)

19PP2-003 Kalray Target Controller을 이용한 입출력 오프로딩의 효과
최제익･염헌영(서울대학교)

19PP2-004 Spark 분산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 라이브러리 분석
무함마드 시야물 이슬람･아프탑 알람･아자르 우딘･무함마드 안와룰 이슬람･우메르 쿠두스･이영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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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9P-P2 14:00-16:00 국방소프트웨어 류연승(명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P-P2 14:00-16:00 언어공학 나승훈(전북대)

19PP2-005 Spark 에서 비디오 처리를 위한 번들 기반 프레임 워크
무함마드 안와룰 이슬람･아자르 우딘･무함마드 시야물 이슬람･이영구(경희대학교)

19PP2-006 매니코어 시스템에서 하둡 맵리듀스 환경변수 최적화

김주호･조중연･진현욱(건국대학교)

19PP2-007 메모리 매핑 기반 MPI 노드 내 통신 프리미티브 성능 비교
조중연･진현욱(건국대학교)

19PP2-008 하둡 기반 분산 메시지 처리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적인 실행 환경 연구
강대철･최진영･김직수(명지대학교)

19PP2-009 PBSPro 스케줄러 지원을 위한 PBSPro 플러그인 설계 및 구현
김한기･채희승･이종숙(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PP2-011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PC Facility: Use of Commodity Computers to 

Aggregate the Computing Power in a Cost Effective Setup

Dereje Regassa･Heon Young Yeom(서울대학교), Yongseok Son(중앙대학교)

19PP2-012 Recursive Green’s Function Method 가속화를 위한 XeonPhi 프로세서 기반의 복소수행렬 

곱셈연산 성능최적화

정요상･류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PP2-013 효율적인 MPI 병렬 LU 분해 프로그램의 구현

이승철･김대원･김영태(강릉원주대학교)

19PP2-014 데이터센터 워크로드를 위한 적응형 성능격리 스케줄러

유병훈･남윤성･엄현상(서울대학교)

19PP2-072 장애물을 고려한 클럭 트리 토폴로지 방법론 분석

송인아･유호석･김주호(서강대학교)

19PP2-020 Bidirectional LSTM-CRF에 기반을 둔 한국어 운율구 경계 예측
김민호･김효진･권혁철(부산대학교)

19PP2-021 형태소 분석기 효율 증가를 위한 연결어미로 연결된 한국어 겹문장 분리 기법
민아영･유성준(세종대학교)

19PP2-022 의존 구문 분석과 의미역 결정을 사용한 한국어 개방형 정보 추출

황현선･배장성･이창기(강원대학교)

19PP2-024 지식증강형 실시간 강연통역 서비스 개발
박찬준･강민호･박병건･김선태･황명진･김동필(시스트란인터내셔널),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PP2-026 실질 형태소 기반 부분단어 정보를 이용한 워드 임베딩
김민호･이정훈･김성태･권혁철(부산대학교)

19PP2-015 실시간 사이버 위협 정보 지능형 분석 및 예측 기술 제안

임창완･신영섭･이동재･조성영･한인성･오행록(국방과학연구소)

19PP2-016 탄착점 보정 알고리즘의 이해와 관측 시스템에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

신정호(한화시스템)

19PP2-017 전술 데이터링크를 활용한 무기체계 원격 업데이트 보안 기술

류호찬･조완수･김용현(국방과학연구소)

19PP2-018 항공용 레이더 시험장비를 위한 항전연동 모의방안

김용민･이민철(한화시스템)

19PP2-019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방어를 위한 FPGA 기반 안티탬퍼링 기법

김주은･윤성재･허아라･류연승(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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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9P-P2 14:00-16:0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국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P-P2 14:00-16:00 인공지능 김경중(세종대)

19PP2-027 End-to-End 뉴럴 모델 기반 한국어 개체명 연결
민진우･나승훈(전북대학교)

19PP2-028 계층 구조 Attention 기반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발화 의도 분류 성능 개선

오주민･조수필･임영수･최용석(한양대학교)

19PP2-029 인터넷 커뮤니티 특색에 따른 하이라이트 생성 모델
이형진･남현규･문현수･이영석(충남대학교)

19PP2-031 이미지 정보를 이용한 영어-한국어 자동 번역
배장성･황현선･이창기(강원대학교)

19PP2-033 RNN 기반 Variational Inference를 이용한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
박천음･이창기(강원대학교)

19PP2-034 Introducing New Features for OSCAR (Open-Source Self-Driving Car) Platform: ROS 

Friendly IDE and Remote Laboratory
김도형･Alena Kazakova･조영은･이창건(서울대학교)

19PP2-035 TPC-H를 활용한 MySQL 성능 튜닝
장시형･박기성･이승환･신희성･나연묵(단국대학교)

19PP2-036 하둡 클러스터 기반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 설계 및 구현

노원석(고려대학교)

19PP2-037 웹크롤링을 이용한 기상청 육상 중기 예보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남성현(경북대학교)

19PP2-038 분산 환경에서 아파치 빔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행기의 제작 과정 및 경험
송원욱･전병곤(서울대학교)

19PP2-039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성 관리 도구 비교 분석
이승희･한희준･김정헌･노서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PP2-040 Tesseract-OCR의 인식률 향상을 위한 병렬 전처리 모델
김원표･이정근･고영웅(한림대학교), 손철준･진창규(더존비즈온)

19PP2-041 GLACNEt+:시각-동적개체명 표상을 이용한 더 생생한 이야기 생성
손선일･장병탁(서울대학교)

19PP2-042 게이머 행동 예측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게임 로그 기반의 일반화된 특징 추출 방법
노재윤･전지훈･배청목･김경중(세종대학교)

19PP2-043 Performance Analysis of Break Point Value Based Face Detection Algorithm
탄지나 술탄･델 로어 호사인･아즈 하 루딘･구엔 안 화･이영구(경희대학교)

19PP2-044 딥러닝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 계측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이은섭･홍정현･김대진(포항공과대학교)

19PP2-045 LSTM을 이용한 한글 문장 생성 모델
최세목･박정희(충남대학교)

19PP2-046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 인기도 예측을 위한 사용자 반응의 비언어적 특성 분석
김정민･송현호･하유이･차미영(한국과학기술원)

19PP2-047 시뮬레이션기반 자율주행 환경을 위한 정책 최적화 강화학습 비교
심우일･박태화･김경중(세종대학교)

19PP2-048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매크로 및 게임 재화 채집 집단행동 분석을 통한 작업장 계정 검출 방법
하명성(넷마블), 김창연･조형준･조혜민(한국과학기술원), 이용운･이광용(넷마블)

19PP2-074 Spatial Haar-like feature를 이용한 보행자 검출
심다슬･이금희･김은이(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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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9P-P2 14:00-16:00 정보통신 이형근(광운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9P-P2 14:00-16:00 컴퓨터시스템 주용수(국민대)

19PP2-075 DNN을 이용한 소셜 이미지에서의 감성 인식

양자영･고은정･김은이(건국대학교)

19PP2-076 서울 랜드마크 인식을 위한 학습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 및 CNN을 이용한 인식 실험

이윤아･낭종호(서강대학교)

19PP2-049 In-Network Quality Adaptation for SVC Video in ICN-Enabled Cellular Network
Saeed Ullah･Tuan LeAnh･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19PP2-050 SDN 기반의 가상화된 네트워크에서 저지연 성능 달성을 위한 트래픽 로드 밸런싱 기법 설계
진희상･양경식･유 혁(고려대학교)

19PP2-051 MSA가 적용된 서비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
전철호･서보민･이근혁･전현식･박현주(한밭대학교)

19PP2-052 NFV 장애 관리 기능 연구
이상민･박종근･김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PP2-053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본 PaaS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찰
신영섭(국방과학연구소)

19PP2-056 비쥬얼 웹 스크래핑 환경을 위한 키워드 기반 웹 인포메이션 콘텐츠 블록 추출
무자 밀 후세인･정선태(숭실대학교)

19PP2-057 IoT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을 활용한 우선순위 기반 채널 접근 방안의 최적화
김범석(경희대학교)

19PP2-058 끊김 없는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을 위한 대기행렬이론 기반의 전송률 적응 기법
박지우･정광수(광운대학교)

19PP2-059 생체경로 기반 통합적 유방암 환자 생존 예측 모델에서의 RPPA 단백질체 데이터 활용
김태림･손경아(아주대학교)

19PP2-060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추천시스템 사례 분석
하헌석･윤성로(서울대학교)

19PP2-061 웹 컴포넌트 기반 위젯 간의 통신 및 동기화 방법 설계 및 구현
장욱진･신은규･이주호(숭실대학교), 응웬탄빈(큐브릭디지털), 정선태(숭실대학교)

19PP2-073 데이터센터 초저지연 네트워킹 연구 및 기술 분석
양경식･진희상･유 혁(고려대학교)

19PP2-062 차량 Cyber-Physical System을 위한 결함 감내 기법 디자인
정재환･이원석･이창건(서울대학교)

19PP2-063 클라우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현을 위한 통합형 차량 탑재 장치 플랫폼 설계
주현태･정용무(전자부품연구원)

19PP2-064 통합선박항해지원시스템을 위한 다기능 디스플레이(Multi Function Display) 인터페이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박영수･김태형･지현호･함경선(전자부품연구원)

19PP2-065 자동차 전장 부품의 HW 환경시험 효율성 증대 위한 신규 시험 자동화 시스템 제안
양경수(LG전자)

19PP2-066 실시간 운영체제의 태스크 전환 메커니즘 성능 분석
장혁수･박시형(충남대학교), 권미영･이상훈･김훈규(국방과학연구소), 김형신(충남대학교)

19PP2-067 드론 및 보트를 활용한 수질 감시 미션 협업 시스템
조용아･김동민･이병욱･김정국(한국외국어대학교)

19PP2-068 뿌리산업 수용가 서브미터링 데이터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구성훈･김태형･박재호･함경선(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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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A-P3 10:00-12:00 데이터베이스 이상원(성균관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A-P3 10:00-12:00 사물인터넷 구태연(ETRI)

19PP2-069 IoT 블록체인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이벤트 생성
송진하･낭종호(서강대학교)

19PP2-070 비밀 선거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

이도현･오홍택･김성현･이진희･조승희･송길태(부산대학교)

19PP2-071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수집 도구의 설계와 구현
이기찬･김태형･김제현･이지은･함경선(전자부품연구원)

20AP3-001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의 효율적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강영선･김인아(충남대학교), 김성학(코아비즈), 이규철(충남대학교)

20AP3-002 다중레벨병합을 통한 LevelDB 성능 향상
김재은(한양대학교), 최기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혁(동덕여자대학교), 강수용(한양대학교)

20AP3-003 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위한 데이터 삭제기법의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성민경･유정승･용경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AP3-004 데이터 저장 매체 구성에 따른 RDF 데이터베이스 질의 처리 성능 분석

이창주･이영구(경희대학교)

20AP3-005 도로 교통망의 전이 확률을 고려하여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사용자 위치데이터 보호 기법
김재원･정강수･박 석(서강대학교)

20AP3-006 딥러닝을 위한 이동경로 인코딩 방법의 실험적 비교
강준혁･이재길･박유미(한국과학기술원)

20AP3-007 마이크로 쇼핑 사이트의 리뷰 신뢰도 분석

정혜리･김가연･민지수･김혁만･이경용(국민대학교)

20AP3-008 문서 이미지의 유사 이미지 검색 기술
신채원･허영진･박정은･주형주･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20AP3-009 블로그 아티클 저자 성별정보 기반 멀티모달 랭킹 시스템 기술
류서연･전지윤･이지유･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20AP3-010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트래픽 분석 플랫폼을 위한 저장구조 설계

장종원･김희상･김민규･이수안･김진호(강원대학교)

20AP3-011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 성능 비교
이준석･강윤석･김상욱(한양대학교)

20AP3-012 Spark에서 효율적인 서브 그래프 탐색 기법
김민영･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학교)

20AP3-013 영상 처리를 이용한 라이터 트레이 색상 분류 시스템
김종현･이호재･박형모･이강우･신연순(동국대학교)

20AP3-014 3D 깊이 영상 카메라를 활용한 학습 기반 얼굴 각도 추정

이재민･최태영(금오공과대학교)

20AP3-015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정보 기반 이상행위 탐지 방법론
이재혁･오성택･김미주･고 웅･박준형(한국인터넷진흥원)

20AP3-016 상황인지 기반의 지능형 공간 조명 시스템
이성희･신일홍(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AP3-017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보급형 센서 활용성 평가

한국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AP3-018 사물인터넷 미들웨어에서 Axiom 수적 변화에 따른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 성능 평가
김유진･임동현･김우재･정인범(강원대학교)

20AP3-019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핵 발전소 방사선 정보 감시 시스템 설계
손원익･오승현･변정용(동국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870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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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20A-P3 10:00-12:00 언어공학 김형석(건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A-P3 10:00-12:00 인공지능 최영석(광운대), 이영석(강남대)

20AP3-020 Effective Utilization of Centrality Schemes in Clustered Nodes of Internet of Things

Sheikh Salman Hassan･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AP3-021 블록체인을 이용한 클라우드 및 엣지 노드 통합 데이터베이스
남기웅･이상준(숭실대학교)

20AP3-022 보안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반 IoT 펌웨어 인증 방법
임재민･유 혁(고려대학교)

20AP3-070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맞춤형 IoT 위협 탐지 방안 연구
고웅･김미주･오성택･이재혁･박준형(한국인터넷진흥원)

20AP3-071 경량 환경에서의 머신러닝 기반 이상징후 탐지 기술 연구
오성택･김미주･이재혁･고 웅･박준형(한국인터넷진흥원)

20AP3-072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한 IoT 카메라 밝기 최적화
이문영･장시영･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20AP3-073 IoT 보안위협 탐지를 위한 취약점 수집 방안 연구
김미주･오성택･이재혁･고 웅･박준형(한국인터넷진흥원)

20AP3-023 도메인 특화 방식을 이용한 비즈니스 회의 환경에서 음성인식 성능 개선

박찬준･김선태･강민호･박병건･황명진･김연수(시스트란인터내셔널)

20AP3-024 동적 오라클을 적용한 Stack Pointer Network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

홍승연･나승훈(전북대학교), 신종훈･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AP3-026 위키피디아 링크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어 뉴럴 멘션 탐지 및 개체명 연결

이영훈･나승훈(전북대학교)

20AP3-027 대용량 한국어 영화자막 데이터를 활용한 대화 생성 결과 분석

최가람･최성필(경기대학교)

20AP3-028 화행 분석의 도메인 확장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이 적용된 계층적 SVM 분류기

박영준･서민영･김주애(서강대학교), 고영중(동아대학교), 서정연(서강대학교)

20AP3-029 자가 어텐션 및 자가 학습 기법을 활용한 문서 요약

유지상･백서현･주재걸(고려대학교)

20AP3-030 뉴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벤트 기반 신경텐서망

최현수･이새벽･장정훈(와이즈넛)

20AP3-031 신경망모델을 이용한 무형대용어 해결 기법

김영태･백지엽･김민형･나동열(연세대학교), 임수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AP3-032 다중 도메인 분류를 위한 시멘틱 정보의 융합

자와드 칸･우메르 쿠두스･이영구(경희대학교)

20AP3-033 심층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가짜 뉴스 판별

홍태석(서강대학교), 강상우(가천대학교), 서정연(서강대학교)

20AP3-077 질의 확장 및 재순위화를 이용한 기계독해용 검색 모델

김시형･김진태･김학수(강원대학교), 최맹식(엔씨소프트)

20AP3-069 이분 그래프 토폴로지를 이용한 RDF 온톨로지 요약 기법

Batjargal Dolgorsuren･Young-Koo Lee(경희대학교)

20AP3-034 작은 데이터셋에서의 복잡한 금속 부품 결함 검출

Jahongir Yunusov･Bharat Subedi･Abdulaziz Gaybulayev･김태형(금오공과대학교)

20AP3-035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 기업평가 모델 설계

박성홍(아주대학교), 박강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현정(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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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20A-P3 10:00-12: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조성현(DGIST)

20AP3-036 효과적인 얼굴 표정 예측을 위한 학습 이미지 선택
강한솔･이현규･장경선(충남대학교)

20AP3-037 Visual Attention Map Generation for Object Tracking

Hyemin Lee･Daijin Kim(포항공과대학교)

20AP3-038 잡음 환경하에서의 어레이 마이크 기반 소리 클래스 분류
배상혁･정선태(숭실대학교)

20AP3-039 카메라에 의한 효과적인 성별 예측을 위한 CNN 학습방법

조준수･장경선(충남대학교)

20AP3-040 단계적 가중치 학습을 적용한 신경망 기반 앙상블 예측 방법

임명은･김도현･최재훈(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AP3-041 GAN을 활용한 야외 영상 색상 개선

이건희･이승용(포항공과대학교)

20AP3-042 바이오메디컬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중 예측 시스템

조준희･남용현･신현정(아주대학교)

20AP3-043 로스팅 커브 데이터 분석

손종욱･조국래･박세권(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AP3-044 단일 영상 초해상도 복원을 위한 앙상블 어텐션 네트워크

곽준형･이경무(서울대학교)

20AP3-045 MFCC를 특징 벡터로 이용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반 수면 각성 상태 탐지 모델

김현섭･전태준･김대영(한국과학기술원)

20AP3-046 영역 기반 Deep Convolutional Network를 이용한 과수영상에서의 병해 탐지

김 일･Minh Nguyen Nhat To･Quoc Dang Vu･Dinh Quy Duong･이대근･곽진태(세종대학교)

20AP3-047 이미지 회전 예측 및 자동 부호기 기반의 이상 탐지

김원빈･최승진(포항공과대학교)

20AP3-048 베이지안 개인화 순위 방법 기반 대용량 이종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랜덤 워크 순위 계산

한수민･김명호(한국과학기술원)

20AP3-076 미분 불가능한 목적 함수를 활용한 인공 신경망에 대한 악의적인 입력 생성

하현민･전병곤(서울대학교)

20AP3-078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SSD)에서의 Tucker Decomposition 효과 분석

한성혜･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학교)

20AP3-079 3D 캐릭터 원화 분석을 위한 합성 영상 생성 및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할

김대희･황본우･이승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곽수영(한밭대학교)

20AP3-049 절차적 지식과 서술적 지식의 연결을 활용한 전문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 조직병리 진단 중심으로

한지수･한기준･박영진･김현수･김무진･이문용(한국과학기술원)

20AP3-050 교통 정체의 원인 분류 모델 및 시각적 분석 시스템

피민규･연한별･장 윤(세종대학교)

20AP3-05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전자책 저작 및 검증 시스템

김희권･유초롱･길연희･이지수･신희숙･지형근(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AP3-052 3차원 세포영상 볼륨시각화를 위한 클러스터링기반 2D 전이함수

조지훈･이상민･박진아(한국과학기술원)

20AP3-053 직접 볼륨 렌더링에서의 정보 엔트로피를 활용한 볼륨 시점 가이드 모델 연구

김석연･정성민･손혜숙･장윤(세종대학교)

20AP3-054 소셜 미디어의 Hashtag와 Like 활동 기반 네트워크 구성 및 분석

박혜경･송준호(한양대학교), 한경식(아주대학교), 김상욱(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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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20A-P3 10:00-12:00 컴퓨터시스템 정진규(성균관대학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데이터베이스 노웅기(가천대)

20AP3-056 복합재질 건축 구조체의 육면체격자기반 전열해석을 위한 전처리 방법 연구

김진만･이승필(두올테크)

20AP3-074 스마트 뷰티 미러

임효진･강대범･김윤진･이원준･정용주(가천대학교)

20AP3-075 모바일 가상현실을 위한 유니티 X3D 뷰어 개발

이창민･유경환･이응규･정철희･이명원(수원대학교)

20AP3-057 도커를 위한 컨테이너 내 라이브러리 검증 시스템

박주광･진현욱(건국대학교)

20AP3-058 가상머신 디스크의 CoW(Copy-on-Write) 오버헤드 분석

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학교)

20AP3-059 매니코어 시스템을 위한 유휴 삽입 기반 전력상한 제한 기법

김종석･우영주･서의성(성균관대학교)

20AP3-060 Apriori 알고리즘 기반의 N-그램 선정과 이를 이용한 파일 조각 타입 결정

원종훈･강민지･박지성･김지홍(서울대학교)

20AP3-061 파일 I/O 동작의 기록과 재현을 위한 리플레이 기법

한태호･유민수(한양대학교)

20AP3-062 HTML5 웹 브라우저 기반 반자동 동영상 인덱싱 도구

조재근･강민지･최기석･낭종호(서강대학교)

20AP3-063 GPU 가상화 환경에서 오버헤드에 관한 분석

구민우･박영훈･정민교･박성용(서강대학교)

20AP3-064 마이크로커널에 적용된 프로세스 간 통신 성능 향상 기법 분석

송대영･박시형(충남대학교), 권미영･이상훈･김훈규(국방과학연구소), 김형신(충남대학교)

20AP3-065 다중 큐 블록 계층을 이용하는 RAM 기반 블록 디바이스 구현

윤명식･김성곤･주용수･임성수(국민대학교)

20AP3-066 SaaS Aggregation 플랫폼에서 멀티 SaaS 기능 매쉬업 서비스

최운(건국대학교), 김바울･김선홍･권경민･김명진(이노그리드)

20AP3-067 캐시 모드에 따른 가상머신 간 성능 간섭 분석

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학교)

20AP3-068 대용량 SSD의 꼬리 응답 시간 감소를 위한 주소 사상 기법 연구

김한별･배진욱･임준수･이성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PP4-001 스마트 그리드에서 RDF 데이터 접근 속도 향상을 위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기반 저장 방법 연구

이동재･구본철･김인아･이규철(충남대학교)

20PP4-002 싱글 머신 기반 대용량 그래프 처리 엔진의 성능 분석

장명환･조용연･김상욱(한양대학교)

20PP4-003 싱글 머신에서 CPU 기반 및 GPU 기반 그래프 엔진의 성능 평가

정동규･장명환･김상욱(한양대학교)

20PP4-004 안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이동 프로세스 및 전략

허정민･이윤준(한국과학기술원)

20PP4-005 연관규칙에 기반한 지식공간 구축

이가현･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20PP4-006 웹 사이트간 연결 관계를 이용한 유해사이트 판별방법 개선 및 화이트리스트 구축

김병진･이상준(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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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조동식(원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소프트웨어공학 서동만(대구가톨릭대)

20PP4-011 Resnet을 이용한 감정 인식 기반 콘텐츠 반응 분석 시스템

최원재･정병훈･김정선(한양대학교)

20PP4-012 스마트 디바이스 간 협업을 위한 공정한 센서 데이터 공유 방법

이호철(한양대학교), 한 혁(동덕여자대학교), 강수용(한양대학교)

20PP4-013 커맨드를 이용한 Android Mobile 원격 접속

Asim Abbas･Sungyoung Lee(경희대학교)

20PP4-014 An Efficient Navigation Method for Self-Driving Robot in Hallway Environment

Ngo Thien Thu･Yeon Soo Lim･Md Abu Layek･Sung Yun Woo･Eui-Nam Huh(경희대학교)

20PP4-015 Performance Analysis of Mobile Edge Computing in 5G Ultra-Dense Networks

Md Delowar Hossain･Tangina Sultana･Md Abu Layek･VanDung Nguyen･Jun Hyeok Nam 

Goong･Yunkon Kim･Eui-Nam Huh(경희대학교)

20PP4-016 A Cache Allocation in Mobile Edge Computing

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17 RNN을 이용한 특허 기술 분류

이철기･이우기(인하대학교)

20PP4-018 플랫폼간 이질성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구현

김영진(한양대학교), 한 혁(동덕여자대학교), 강수용(한양대학교)

20PP4-019 증상 표준화와 개선을 위한 서비스 매칭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천세철･최원정(파트너스앤코), 홍충선･강선무(경희대학교)

20PP4-020 SQLite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기반의 멀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오준택･원유집(한양대학교)

20PP4-021 빅데이터 네트웍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엄수현･이우기(인하대학교)

20PP4-079 외래 관광객의 관광 정보와 상황 인식 정보 기반의 관광지 추천 시스템 모델

정 찬･안성민･김재훈･강태호･김기원･김승훈(단국대학교)

20PP4-080 Tesseract를 이용한 스마트 재물조사 시스템

김지환･김철우･박정희･곽우종･박태근(단국대학교)

20PP4-081 플랫폼 독립적 서버리스 프론트엔드

김유성･염익준･우홍욱(성균관대학교)

20PP4-082 VR 플랫폼을 사용한 지능형 원격 무선이동체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재형･김우영(광운대학교)

20PP4-022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효율성을 위한 대체 프레임워크 사용 방안

황준선･최은만(동국대학교)

20PP4-024 관리 도구를 통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수행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개발

최규진･김영환(한국과학기술원)

20PP4-007 자율주행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윤주선･이성재･김홍승･이용구(광주과학기술원)

20PP4-008 적응순항제어 시스템의 차간거리 설정 자동화 방법

김남혁･송준호･김상욱(한양대학교)

20PP4-009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팀원 역할 배분

이인경･이우기(인하대학교)

20PP4-010 학술대회 관리 시스템 제안

황명권･김은진･이용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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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20P-P4 13:30-15:30 스마트시티 정갑주(건국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인공지능 박혜영(경북대)

20PP4-042 딥 러닝을 활용한 음악에서의 악기 분류

김창희･김도형･류용재(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0PP4-043 정보 획득량 차이에 기반한 효율적인 외부 메모리 구성

김기범･노영균･이현도･장병탁(서울대학교)

20PP4-044 GAN을 이용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 연구

정성욱･김이슬･김일곤(경북대학교)

20PP4-045 딥 메트릭 러닝을 이용한 텍스타일의 임베딩 공간 추정

김희태･이진우･강성영･이은정･이경용･김준호(국민대학교)

20PP4-036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축사관리 및 젖소 케어 지원 시스템
김한결･이은솔･정란･정갑주(건국대학교)

20PP4-037 Mobius(oneM2M)와 AWS(Amazon Cloud)의 통합 방안 및 사례
이태금･정란(건국대학교), 정승명(전자부품연구원), 정갑주(건국대학교)

20PP4-038 RENSC: Rapid Emergency Notification in the Smart City

Luan N.T. Huynh･Tran Van Tai･VanDung Nguyen･Hyochang Han･Jae Ho Park･Eui-Nam 

Huh(경희대학교)

20PP4-039 Cloud-based Smart Surveillance System using Raspberry Pi and YOLO
Md Abu Layek･A F M Shahab Uddin･Md Delowar Hossain･Ngo Thien Thu･Soyeon Yu･
Chan Ho Yong･Ga-Won Lee･TaeChoong Chung･Eui-Nam Huh(경희대학교)

20PP4-040 V2X 정보 수집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환경 구축
김영곤･이민우･신영호･전용주(디토닉)

20PP4-041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한 에너지 지식화 기법
구태연･최창식･박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PP4-078 전국 CCTV 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심귀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김민성･유인태(경희대학교)

20PP4-025 IaC 도구를 이용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

윤동규･김대호･박준석･염근혁 (부산대학교)

20PP4-026 2D 도면의 자동 치수 기재와 추정된 물량 산출 값에 대한 리포트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

이준영･이용구(광주과학기술원)

20PP4-027 단위 테스트를 위한 MVVM 패턴 기반 GUI 어플리케이션 설계

강윤석(한화시스템)

20PP4-029 webOS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

임범재･정병훈･김정선(한양대학교)

20PP4-031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통합수준 모델 개발 연구

이혜진･이석형･최희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PP4-032 A similar image search framework using Spark and HBase in cloud environment

Tri D.T. Nguyen･Tra My Pham Thi･Dong Kwan You･Dongyeong Son･Eui-Nam Huh(경희대학교)

20PP4-033 멀티모달리티 기반 사용자 감정 경험 프레임워크

무하마드 자키 안사르･이승룡(경희대학교)

20PP4-034 라즈베리파이 기반 기능성 게임을 위한 유니티 최적화

이학진･이욱진(한양대학교)

20PP4-035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R&D 전주기 지원형 지식인프라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이석형･이혜진･최희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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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김동규(한양대)

20PP4-056 User-Centric Access Control for Healthcare Data in Untrusted Web Services

Quang Hieu Nguyen･Chanik Park(포항공과대학교)

20PP4-057 웹 유포 악성코드 이력을 통한 도메인 위험도 산정 방법 연구

김태훈･허수만(세인트시큐리티)

20PP4-058 반복적인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대용량 보안로그의 블랙리스트 IP 분류

전두용･탁병철(경북대학교)

20PP4-059 문자열 기반의 피싱 URL 탐지 방법 비교

김태리･홍지원(한양대학교), 박노성(조지메이슨대학교), 김상욱(한양대학교)

20PP4-060 행위 시그니처를 이용한 변종 악성코드 탐지 방법

조우진･김형식(충남대학교)

20PP4-062 차량용 CAN Network에서의 사이버공격 검출 방법

방대용･유민수(한양대학교)

20PP4-063 모바일 장치에서 위치인증을 포함한 멀티팩터 인증의 효율적인 조합 연구

이지호(한양대학교), 이석준(엘핀), 조호성(한양대학교)

20PP4-064 악성코드 중심의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생성 및 공유 시스템

최원석･김진수(국방과학연구소)

20PP4-065 HDMI DDC 프로토콜 취약점 점검을 위한 퍼징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조수연･김양우･문창현･정혜진･조혜원(KITRI BoB), 양산휘(세종대학교), 신정훈(THEORI), 김홍진(LG CNS)

20PP4-051 알고리즘 시각화 기반 클러스터 분석 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민석･최우성･정순영(고려대학교)

20PP4-052 정량적 훈련 평가를 지원하는 가상훈련 평가 분석 시스템 구현

이근주･박선미･송근석･우재훈(아이엠티), 김형신(충남대학교)

20PP4-053 거리 차선의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한 가변적 임계값 적용 방법

이주호(동서울대학교), 조정원(제주대학교)

20PP4-05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리체계에서의 교육과 인증체계 및 개선방안 제안

안다솜･정지원･김영민･오상익･박남제(제주대학교 사이버보안인재교육원)

20PP4-055 블록체인을 통한 포그 컴퓨팅 보안 해결방안, 교육적 제안

장현서･송태환･장성훈･정유진･박남제(제주대학교 사이버보안인재교육원)

20PP4-046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CNN 특징 벡터 합성

정민수･낭종호(서강대학교)

20PP4-047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 구성을 이용한 이상치 탐지

김지일･김태공･박정희(충남대학교)

20PP4-049 심전도의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법을 이용한 심실세동의 감지 기법

오승록･최영석(광운대학교)

20PP4-050 초기 임베딩 생성에 따른 GraphGAN의 성능 분석

서나윤･이연창･김상욱(한양대학교)

20PP4-061 사용자 감정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액자 시스템

김태현･김동준･옥승배･이돈민･윤태우･만수러프 후센･고병철(계명대학교)

20PP4-083 특징 추출 계층 재사용에 의한 효율적인 감성분석 앱의 개발

최수빈･이지은･이지은･유견아(덕성여자대학교)

20PP4-084 AR/MR See-through 디바이스용 손가락 제스처 인식 시스템

이윤주･박세호(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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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20P-P4 13:30-15:30 정보통신 이상환(국민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1일 21A-P5 09:00-11:00 한이음논문 -

21AP5-001 황혼 육아 세대를 위한 IoT 유모차

박민수･이경보･오다해･임은지･정선우(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AP5-002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스마트 쇼핑카트 시스템

조성권･엄병철･오세창(한국외국어대학교)

21AP5-003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 및 관제시스템 개발

장희연･이재원･박 일･김종수･이현수･고정호･한현관(영진전문대학교)

21AP5-004 Secure SDLC 구현 시스템 개발

박시온･김예진･남현희･오재헌(목포대학교)

21AP5-005 VR, AR을 이용한 립모션 아티스트

유준영･김덕연･이진호･조요한(성결대학교)

21AP5-006 IoT 기반의 실시간 스마트 화장실 관리 시스템 개발

박누리･박준민･배은재(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AP5-007 시･청각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현

이용환･이종혁･김민경(상명대학교)

21AP5-008 효율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과 방문자 패턴 검출을 위한 딥 러닝 기반 방문자 나이-성별 추정 

및 통계 서비스

권나현･최하영･박상하･민동보(이화여자대학교), 서오석(TITICACA)

21AP5-009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의 사회공학적 위협제거를 위한 취약점진단 항목에 관한 연구

강동혁･신재용･원수빈･최성수(수원대학교)

20PP4-066 Orchestrating Resource Allocation of a Mobile Charging Service for EVs with an 

SDN-based Architecture
Tuan LeAnh･Saeed Ullah･Do Hyeon Kim･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67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 활용 최대화를 위한 게임이론 기반 User Association 기법 연구
김도현･홍충선(경희대학교)

20PP4-068 Meeting the Projected Traffic Demand in 5G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Thant Zin Oo･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69 A Smart Delivery Platform for the Smart Cites

Kyi Thar･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70 Optimal Altitud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Airborne Wireless Communication
Nway Nway Ei･Chit Wutyee Zaw･Yan Kyaw Tun･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71 Incentive Mechanism Based Fair Computational Resource Allocation in Mobile Edge 

Computing

Yan Kyaw Tun･Shashi Raj Pandey･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72 User Centric Assignment and Partial Task Offloading for Mobile Edge Computing in 

Ultra-Dense Networks
Chit Wutyee Zaw･Choong Seon Hong(경희대학교)

20PP4-073 시청자 반응 및 의도 기반의 미디어 인터랙션 서비스를 위한 컨텍스트 처리 시스템

김민수･정광수(광운대학교)

20PP4-074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접근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통합 설계 및 구현
응웬반호앙･차준엽(숭실대학교), 응웬탄빈(큐브릭디지털), 정선태(숭실대학교)

20PP4-076 SDN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구별에 따른 pre-anchor selection 통한 이동성 관리
김영경･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학교)

20PP4-077 컨테이너 관리 도구인 도커스웜과 쿠버네티스에 대한 연구
정재엽･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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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P5-010 가상현실 기반의 3D 텍스처 페인팅

김나은･김도연･추현지･김영준(이화여자대학교), 권위수(씨에스리)

21AP5-011 시각장애인용 주행로봇의 최대 안전경로 설정
유대성･황규민･안주환･백지윤(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AP5-012 RPLiDAR를 이용한 SLAM 기술 구현 방법 및 연구 결과
신승렬(한국해양대학교)

21AP5-013 IoT기술을 이용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김준기･이승철(상명대학교), 황운하(수원대학교), 장혜정(한양대학교), 김형훈(삼성전자)

21AP5-014 AI와 IoT를 이용한 실시간 우선순위 위험 탐지 알고리즘
유병준･황상두･김윤태･김우식(강남대학교)

21AP5-015 IoT를 이용한 반려동물 Healthcare System
이병규･박재곤･유채은･유하정(강원대학교)

21AP5-016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키넥트 센서를 활용한 다중 사용자 홈트레이닝 헬스케어 시스템
김다원･남희조･이승연･함유경(이화여자대학교), 서오석(트리플), 이형준(이화여자대학교)

21AP5-017 OTP 기능을 탑재한 물품보관함
윤지상･박지언･강호빈･김수찬(성결대학교)

21AP5-018 안내견의 지능형 스마트 가슴줄 및 관리기법
김우열(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지원･김환희･이지영(숙명여자대학교), 정헌진(한국교통대학교)

21AP5-019 ISO27014 기반 산업제어시스템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 개발
윤주혜･김은지･김주연(성신여자대학교)

21AP5-020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설문조사 플랫폼 구현
김은열･김종원･장현지(금오공과대학교), 신주범(부경대학교)

21AP5-021 얼굴 인식 방범 카메라 서비스 개선
박진웅･황다은･조성언(홍익대학교), 문재현(한국기술거래사회)

21AP5-022 주차장 각 칸 별 보안을 강조하고, 자리 예약 기능을 탑재한 주차관제시스템
이정연･백혜인･이지홍(한국외국어대학교)

21AP5-023 회의분석 서비스를 위한 노이즈 처리와 클러스터링
조수현(호서대학교), 오정현(가톨릭대학교), 곽현민(계명대학교), 황채원(가톨릭대학교), 송규빈(강남대학교)

21AP5-024 IOT 기반의 미래형 식물 공장 제어 시스템 개발
김용현･김은성･이준영(청주폴리텍대학교), 한현관(신재생로봇융합연구소)

21AP5-025 UNITY와 VUFORIA를 이용한 AR(Augmented Reality)헬스 애플리케이션 (SPT-Smart 

Personal Trainer)
윤소정･이원빈(홍익대학교), 강호현(중앙대학교)

21AP5-026 노인을 위한 자동 호출 보행기
유바론･전영준･김강민(성결대학교)

21AP5-027 스마트 무인 지게차
윤병관(인하대학교), 이승준･조재형･김성윤(숭실대학교), 김형훈(삼성전자)

21AP5-028 아두이노와 LoRa 무선모듈을 이용한 주차장 혼잡도 모니터링 시스템
김영찬･양상준･여찬양(수원대학교)

21AP5-029 취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 준비자를 위한 웹 플랫폼 개발
오병호･김주완･권수빈･차승훈･정종우(한국기술교육대학교)

21AP5-030 음성인식 및 음원 분석과 LED를 응용한 인테리어 소품
유현민･김윤형(경희대학교), 노현승(한양대학교)

21AP5-031 스마트시티를 위한 IoT 화재대응시스템
유현민(경희대학교), 윤호찬(가천대학교), 김주연(성신여자대학교)

21AP5-032 머신러닝과 Io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댁내 통합 시스템 구축
박형순･최민욱･박건용(홍익대학교), 문재현(한국기술거래사회), 하란(홍익대학교)

21AP5-033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쓰레기통 개발에 대한 연구
유재면(한국승강기대학교), 김현(현대엘리베이터), 이헌주･이봉환(한국승강기대학교)

21AP5-034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감지 알림 팔찌
최은영･이수현･송지원(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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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P5-035 음성 인식 및 유니버셜 디자인 UI/UX를 활용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쇼핑 어플리케이션
고한슬･한성준･임헌준･안이삭･장희진(인천대학교)

21AP5-036 IOT 기반의 반려식물을 위한 스마트 수경재배기
나경태･이한슬･김주연･진민지･한현관･고정호(영진전문대학교)

21AP5-037 비콘을 이용한 스마트 톨링 시스템
손성범･전성현･최예지

21AP5-038 하이브리드 웹서비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여행지도 서비스 모델 연구
이정환･손우규･김선진･김남곤･김병만(금오공과대학교), 표창균(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1AP5-039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우산
김태웅･장효익･송민지(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AP5-040 웹 서비스 구현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모델 비교
최세종･이호상･강주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소현(숙명여자대학교)

21AP5-041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욕창 환자 자세 판단 시스템 구현
윤효식･최유진(숭실대학교), 이동주(수원대학교), 엄경식(성균관대학교)

21AP5-042 AI를 이용한 기기이상 유무 관리 시스템
정대윤･서영덕･김대환(한세대학교)

21AP5-043 Cuckoo Sandbox와 Yara Rule을 이용한 악성파일 감지
김수정(금오공과대학교), 정상미(안랩), 강성묵(강남대학교), 부형돈･정가화･황선준(금오공과대학교)

21AP5-044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환기 시스템
정진욱･김대영･김지현･이재문･성준영(광운대학교)

21AP5-045 타임 스텝을 활용한 랜덤 포레스트 부도예측 모델 개선 연구
김현우･신연수(숭실대학교), 시경덕(홍익대학교), 정수연(한신대학교)

21AP5-046 라즈베리파이 기반의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다정･김해선(홍익대학교)

21AP5-047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드론 탐지
문의성･조승익･한승민･이다솜(광운대학교), 문호(한전 KDN)

21AP5-048 3차원 가상환경 생성을 위한 X3D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발
김하성･이민근･이명원(수원대학교)

21AP5-049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결합한 스마트 백팩
신승혁･이성묵･정소리･조수현(전남대학교)

21AP5-050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해외관광객의 국내관광지 만족요인 추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강일훈･허석･황승주(아주대학교), 강희석(아시아나 IDT)

21AP5-051 음 인식 및 악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고근호(성균관대학교), 김규서･황선욱･양창진(아주대학교)

21AP5-052 PE헤더 기반 머신러닝을 이용한 바이러스 탐지
정상윤･권지연･한태현･조희승(전북대학교)

21AP5-053 SNS를 활용한 영화 흥행 분석 및 예측
장은지･현민지･정예지･전유원(서울시립대학교), 강희석(아시아나 IDT)

21AP5-054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모임 관리 시스템 분석
조소현･강미현･김연희(이화여자대학교), 김철환(상명대학교), 백선희(덕성여자대학교), 이명철(IBM 

Korea)

21AP5-055 IoT 전기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박승규･김동연(목원대학교)

21AP5-056 Spring framework를 활용한 1인 미디어 "모바일 잡지" 발행 플랫폼
안진희(한국폴리텍대학교)

21AP5-057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형 보행기
황신해･김정희･임민지(목원대학교)

21AP5-058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동전(銅錢)과 암호화폐(CryptoCurrency) 환전 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동진･고민수･최찬호(한성대학교)

21AP5-059 Raspberry pi 기반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개발
박경덕･김성주･박선찬(동아대학교), 김도형(동의대학교), 김영섭(시그널웍스)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8 79

Poster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1일 21P-P6 13:30-15:00 학부생/주니어논문 I

고병철(계명대), 김광수(ETRI),

김선(서울대), 김형석(건국대),

박덕근(UT Arlington), 박수현(동서대), 

이경우(연세대), 허준영(한성대)

21AP5-060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인지 및 사후처리 시스템
김성주･박경덕･박선찬(동아대학교), 김도형(동의대학교), 김영섭(시그널웍스)

21AP5-061 김미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향 저격 책 추천 시스템
오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김동민(홍익대학교), 김채연(강남대학교)

21AP5-062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O2O기반 푸드트럭 통합관리시스템
박창원･송진수･최대율･홍두표(한국폴리텍대학교)

21AP5-063 IoT 기술 활용을 이용한 쓰레기 부패 방지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현･박정렬･신용제･이영준(한신대학교)

21AP5-064 딥 러닝 기반 졸음 운전 방지 시스템
김나은･김다영･김민지･박수빈(이화여자대학교)

21AP5-065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개밥그릇 개발에 관한 연구
박인혁･김덕기･김동후(군산대학교)

21AP5-066 시각장애인 맞춤형 갤러리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권소영･김채윤･임소희･천명희･최지은･임성현(덕성여자대학교)

21AP5-067 IoT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스마트 엘리베이터 공기정화 장치개발에 관한 연구
이성환(한국승강기대학교), 김중재(현대엘리베이터)

21PP6-001 Activity Manager 소스 프로그램의 수정을 통한 안드로이드 성능 개선 연구
최종국･유성준･권오현･조은선(충남대학교)

21PP6-002 Virtual Machine based NVMe SSD Simulator의 입출력 모니터 구현
김형남･유진수･원유집(한양대학교)

21PP6-004 서버리스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최성현･우홍욱(성균관대학교)

21PP6-005 드론 동작 제어 검증을 위한 ROS와 연동한 Gazebo 시뮬레이션
공석철･양현아･김우일(경북대학교)

21PP6-006 CorrectMR: 서로 다른 이기종 MR 기기 간 scale 및 color 일치를 위한 사용성 평가
오수빈(원광대학교), 김호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동식(원광대학교)

21PP6-007 SolveDeep: 수학 학습자의 목표 지향적 문제 풀이 과정을 돕는 학습 시스템

진형욱･장민석･김주호(한국과학기술원)

21PP6-008 배경색 변화에 따른 볼륨 가시화 내 반투명 물체의 색 인지 향상에 대한 연구
박한별･김태호･박진아(한국과학기술원)

21PP6-009 키넥트의 관절 추적을 통한 인체 측정 기반 의복에 구애받지 않는 생체인식 방법
이은혜･장의선(한양대학교)

21PP6-010 X-ray 영상 그리드 라인 제거를 위한 DCT 기반 기법에서 블로킹 현상의 개선
정진혁･박준혁･이지현･정겨운･김호준(한동대학교)

21PP6-011 VR에서의 사용자와 물체 간의 거리 가늠을 위한 개선안
김태욱･정효진･이성길(성균관대학교)

21PP6-012 가상현실에서 스케일 조정과 카메라 위치에 따른 공간인식 차이 연구
최민석･임상민･김성재･김채규･이경하･이민수･조상현(계명대학교)

21PP6-013 6축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사이버 멀미에 관한 연구

서혜연･서시원･우병국･홍석표･정명수･김규섭･조상현(계명대학교)

21PP6-014 광학식 동작 데이터에 대해 노이즈에 강인한 방위불변 팔 제스처 인식 기술
김성실･박고은･이수아･한다성(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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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6-015 VR 디바이스와 AR 디바이스 간의 물리 공간 공유 장치
이재석･천우영･최규진(서강대학교), 박상훈(동국대학교), 임인성(서강대학교)

21PP6-016 서비스 수준 협약 시스템을 위한 웹기반 데이터 시각화

명제석･박성현･류관희(충북대학교)

21PP6-017 도로 항공 이미지에서 도로 영역 및 차선 검출을 위한 영상처리 기법 연구
전민건･이성원(대구가톨릭대학교), 장진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1PP6-018 노인 행동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서 OGC O&M 온톨로지 기반 데이터 관리 기법
정연욱･이성원(대구가톨릭대학교), 고희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1PP6-019 시각장애인 대상 무인주문결제시스템을 위한 임베디드 기반 단어 인식 방법
김창민･김승현･박정근･손현수･한장훈･김지환(서강대학교)

21PP6-020 사용자 정보 및 번역 통계 기반 영･한 단어 번역 최적화 시스템
이정원･김수호･김세현･조영태･조예은･최유진･주홍택(계명대학교)

21PP6-021 대학 포털 사이트에 특화된 검색엔진 설계
강현우･김지석･홍재민･류석영(한국과학기술원)

21PP6-022 자연어 처리 비교 연구

이동영(성균관대학교)

21PP6-023 어절사전 및 형태소사전과 휴리스틱 방법을 이용한 Hybrid 한국어 띄어쓰기 모듈
박찬준(시스트란인터내셔널), 최진혁･류법모(부산외국어대학교)

21PP6-024 KALDI를 이용한 라즈베리파이 기반 오프라인 음성 인식
문용성･김예지･김유희･이창열･박덕원･김태형(금오공과대학교)

21PP6-025 Text chunking을 활용한 심층 학습 기반 대화 이해 능력 향상
윤수환･박성배(경희대학교)

21PP6-026 CUDA 커널의 메모리 인스트럭션 분포에 따른 성능 변화 분석
손윤하･이새한･강석원･박영준(한양대학교)

21PP6-027 GPU 컴퓨팅에서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모리 피닝 자동 관리
홍재완･조상훈･한환수(성균관대학교)

21PP6-028 GPU를 활용한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

황준익･손성호･손지웅･박능수(건국대학교)

21PP6-029 개인 만성질환 관리를 고려한 맞춤형 레시피 추천 시스템 설계
김지원･김유리나･박선혜･최정윤･김윤희(숙명여자대학교)

21PP6-030 머신 러닝을 기반한 클럭 트리 토폴로지 방법론 분석
송인아･목선식･김주호(서강대학교)

21PP6-031 테스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가정용 협력 로봇 암 빅데이터 레파지토리 설계
유성엽･박예슬･이정원(아주대학교)

21PP6-032 데이터 기반 교통 흐름 시스템 다이내믹스 환경 모델 생성 및 추론 기법
김태환･조은호･신용준･배두환(한국과학기술원)

21PP6-033 소프트웨어 인수 테스트를 위한 UI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
안석찬･김예준･박찬수･이윤준(한국과학기술원)

21PP6-034 여행지 기반 스마트 스타일링 비서

문나래･박나래･김영균(단국대학교)

21PP6-035 교육용 개발 방법론 OOPT에서의 추적성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김재현･하헌규･정세진･유준범(건국대학교)

21PP6-036 딥러닝 기반 안드로이드 GUI 테스팅 자동화 프레임워크
김종우･허윤제･박예지･이지민･손준익･유준범(건국대학교)

21PP6-037 크립토재킹 탐지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 분석: NoCoin을 이용한 사례 연구
진범진･신동순･김형식(성균관대학교)

21PP6-038 블록체인 기반 신뢰성 있는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문용성･김락현･김태형(금오공과대학교)

21PP6-039 블록체인 전자투표 사례 분석
권희원･홍지형･김윤정(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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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6-040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정보관리 플랫폼 사례연구
전지수･김윤정(서울여자대학교)

21PP6-041 은닉 볼륨 기반 의료데이터에 대한 다중 보안 등급과 유용성 지원 기법

선하빈･박정선･최건희･최종무(단국대학교)

21PP6-042 소프트에러 관점에서 MISRA-C 신뢰성 연구
정진효(연세대학교), 고요한(SK하이닉스), 이경우(연세대학교)

21PP6-043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 도서 거래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나경･이장연･최지우･박소영(건국대학교)

21PP6-044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소실로 인한 훼손된 문서의 복구
이희준･김영민･배준우･김선범･박희진(한양대학교)

21PP6-045 이진인코딩을 이용한 Horspool 알고리즘 기반 순위패턴매칭 알고리즘
김영준･김영호･심정섭(인하대학교)

21PP6-046 동적 계획법을 이용한 안전 소수의 효율적 생성 연구
김승환･정민영･조호성･박희진(한양대학교)

21PP6-047 SDN 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실천

백박(성균관대학교)

21PP6-048 RNN을 이용한 DNA 조각 조립 순서 판별
이기준･이한빛･배준우･김선범･박희진(한양대학교)

21PP6-049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전체 변이 인델(InDels) 발견
한예린･박윤지･배준우･김선범･박희진(한양대학교)

21PP6-050 베이지안 네트워크지식 현황 및 베이지안 네트워크응용 A survey knowledge of Bayesian 

network and the application of Bayesian network
왕욱문(성균관대학교)

21PP6-051 오일러체를 적용한 안전소수 검사의 분석
이원창･우효경･조호성･박희진(한양대학교)

21PP6-052 Private Blockchain 기반의 스마트 홈 네트워크
정구익･이상준(숭실대학교)

21PP6-053 사후부착용 스마트 LED 조명제어 시스템
권우영･최혜리･이효엽･정유진(계명대학교)

21PP6-054 BIPER : LoRa와 GPS기반의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설계
김효성･김형준･기승범･박현수･지수민･최해란･주홍택(계명대학교)

21PP6-055 인체감지 기반의 대화형 스마트 초인종 시스템

박지현･김수연･신다정･윤주영･김영균･박규식(단국대학교)

21PP6-056 치매 노인을 위한 진동 내비게이션 및 보호자 안심 어플리케이션
박민지･박현주･이예슬･김영균(단국대학교)

21PP6-057 얼굴 인식 기반의 개인화 스마트 미러
이승우･지동민･신희성･채윤병･김영균(단국대학교)

21PP6-058 라즈베리파이와 파이카메라 및 OpenCV를 활용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방향 인식에 

관한 연구
김정은･김현석･박현수･이재현･권 람･박은찬(동국대학교)

21PP6-059 비콘 기반 스마트 출석, 실내측위 및 선 결제 시스템
강경남･김찬우･방경주･오유진･권 람･박은찬(동국대학교)

21PP6-060 사물 인터넷(IoT)을 이용한 통합 가전제어시스템
민상기･김형준･유한상･이승호･권 람･박은찬(동국대학교)

21PP6-061 개인 맞춤형 뷰티 스마트 미러 설계
박인정･남언수･박경은･김지희･용효창･윤지환･주홍택(계명대학교)

21PP6-062 실내 위치 추적과 경로 최적화를 통한 실시간 화재 대피 시스템
고영지･고나은･김채윤･이수희･박상수(이화여자대학교)

21PP6-063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식물 상태 교감 화분

김은비･백지은･정시원･오지현･손지은･이형조･고병철(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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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6-064 초보 운전자를 위한 운전 보조/도우미 시스템
김성훈･김태훈･김성수･박혜령･최유미･정예진･홍동권(계명대학교)

21PP6-065 개념변화를 가지는 데이터 스트림의 이상감지를 위한 오토인코더 적응성 실험

김상욱･박주영･염익준･우홍욱(성균관대학교)

21PP6-066 아르바이트 알씨카
권지윤･강민성･강혜준･권성철･박철형･최혜정･홍동권(계명대학교)

21PP6-067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김재훈･강태호･정 찬･안성민･김기원･김승훈(단국대학교)

21PP6-068 GPS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 경로 추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박혜리･신송윤･이효은･이기용(숙명여자대학교)

21PP6-069 대학가 Food Street 관리 시스템
안동식･김도현･문미경(동서대학교)

21PP6-070 센서 융합을 이용한 어린이 승하차 인원 모니터링 시스템
김성훈･김강산･김민아･복진영･이현민･이드리스･고병철(계명대학교)

21PP6-071 사물인터넷 기반 원격 스마트 홈 솔루션 설계

천승민･김영균･박창섭(단국대학교)

21PP6-072 스마트폰과 임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한 자가진단 탈모관리 솔루션 설계
조동균･이동석･박수연･김영균(단국대학교)

21PP6-073 클라우드 환경에서 물체인식을 이용한 영어사전 시스템
박세아･강지은･김광현･김철우･김태현･김영균(단국대학교)

21PP6-074 요식업자를 위한 스마트 냉장고 관리 시스템
정원영･임정환･최상일･박선영･김영균･박창섭(단국대학교)

21PP6-075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마트 관광지원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건우･김용수･이영석･김영균･김승훈(단국대학교)

21PP6-076 Image Processing과 GPS정보를 결합한 위치파악 및 Hot Spot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장진혁･김가영･김현종･박지덕･이권수･김은희(충남대학교)

21PP6-077 NFC 를 이용한 정비 및 재고 이력관리 어플리케이션

이서영･장준용･노여경･조성배(한동대학교)

21PP6-078 스윙트래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골프 퍼팅 트래커
이선재･김아현･김태희･김효수･신인식(한국과학기술원)

21PP6-079 신뢰성 및 효율성이 향상된 사용자 기반 생활정보 제공 방법
이예은･전희수･진수연･정진욱･최미선(충남대학교)

21PP6-080 효율적인 자동 악보제작 및 음원정보 검색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김형준･성민우･이정재･홍대영･이상준(숭실대학교)

21PP6-081 모바일에 적용 가능한 Speech-to-Text 기반 Game Command System
이진우･임선우･김정효(한국과학기술원), 김영수･이명우･황영태(넷마블)

21PP6-082 기사와 승객을 위한 효율적인 승하차 시스템 ‘YATAJA'
허진우･배영진･백동훈･이예찬･조상민･최성진･홍동권(계명대학교)

21PP6-083 두 개의 음향센서를 이용한 음원 위치 탐지시스템 개발

조영광･정지용･장의선(한양대학교)

21PP6-084 SSD 내부 데이터 강제 삭제 인터페이스
최은정･Cassiano Campes･서의성(성균관대학교)

21PP6-085 단편화된 파일시스템에서의 가상머신 I/O 성능 분석
김상영･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학교)

21PP6-086 컨테이너 환경에서 대역폭 차등화를 통한 네트워크 QoS 향상
강민구･이경운･유 혁(고려대학교)

21PP6-087 블록체인 산업별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
조경록･윤성욱(한국교통대학교)

21PP6-088 EXT4 저널 데이터 분리를 통한 Open-Channel SSD의 FTL 개선
손세희･이지현･안성용(부산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8 83

Poster Session

21PP6-089 LLVM-IR level approximation을 통한 OpenCL 2D convolution 커널 프로그램 속도 개선 탐구
이재일･임준수･강석원･박영준(한양대학교)

21PP6-090 모바일 GPU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효율 Frequency Governor 기법 개발

이새한･손윤하･김동현･박영준(한양대학교)

21PP6-091 Load instruction 기반 GPU 스레드의 실행 순서 profiler 구현
오승준･정현교･강석원･박영준(한양대학교)

21PP6-092 이더리움 기반의 크라우드소싱 프레임워크 구조
김남우･주정한･이현수･이춘화(한양대학교)

21PP6-093 JazzNovel: LSTM을 이용한 재즈 음악 생성
문지영(연세대학교)

21PP6-095 족부 질환 진단을 위한 단순 촬영 영상 자동 분할 기법
윤서원(경북대학교), 서상교(서울아산병원), 김재일(경북대학교)

21PP6-096 싱글 카메라 기반의 3D 모델링 및 AR 육성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정우･배재현･배재완･이경하･김정식･김나훈･고병철(계명대학교)

21PP6-097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진단 도움 웹 페이지 개발

김현수･황현석･김영균(단국대학교)

21PP6-098 랜덤 포레스트와 신경망을 활용한 노이즈 제거 성능 비교 및 연속 노이즈 케이스로의 확장
박태언･김세윤･문태섭(성균관대학교)

21PP6-099 음성 스트리밍 서비스 음질 개선 및 노이즈 제거를 위한 ASRNNoise 모델 개발
이광호･제정륭･이호욱･오동빈･이호용･추동원･강석우･송길태(부산대학교)

21PP6-100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뉴스 분류
유승재･이수영･권나영･이희수(서강대학교)

21PP6-101 개선된 유사도 분석을 통한 음악의 하이라이트 구간 추출
최지혜･윤정인･김가영･안지흔･정진우(동국대학교)

21PP6-102 흡인 장애 진단을 위한 X-ray 영상에서의 경추 검출 방법
김현일･유한주･최상일･이성재(단국대학교)

21PP6-103 심층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얼굴 영상 복원

김준우･최상일･최장학･이제열(단국대학교)

21PP6-104 심층 신경망의 깊이에 따른 행동 인식의 성능 분석
최장학･서정민･최상일(단국대학교)

21PP6-105 움직임 심상 뇌전도의 개선된 특징 추출을 위한 멀티스케일 분산 엔트로피 기법
이지학･최영석(광운대학교)

21PP6-106 Game Action Graph 기반 명령 인식 시스템
신재웅･남제현(한국과학기술원), 김영수･이명우･황영태(넷마블)

21PP6-107 Tacotron2 기반 한국어 음성 합성 모델 개발과 한국어에 맞는 Hyper-parameter 탐색
임주원･배우근･김휘수(한국과학기술원), 김영수･이명우･황영태(넷마블)

21PP6-108 게임 도메인 최적화 음성인식 기술을 위한 선행연구
류나현･윤지우･최수민(포항공과대학교), 김영수･이명우･황영태(넷마블)

21PP6-109 LSTM과 Markov chain을 이용한 랩 작사 연구

김지혜･홍민지･김예림･임혜린･용환승(이화여자대학교)

21PP6-110 IoT 디바이스 환경에서 Autoencoder 기반 이상 감지 기법 구현
정지원･최희재･우홍욱(성균관대학교)

21PP6-111 깊은 물체 인식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증강 방법 및 입력 영상 크기
윤동주･권기택･임종우(한양대학교)

21PP6-112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이상값 탐지 기법
허준희･김민수(한국과학기술원)

21PP6-113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임베디드 플랫폼에 이미지 인식 딥러닝을 적용한 제품 인식 및 자동화 

계산 시스템
강현준･김녹원(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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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평가위원

12월 21일 21P-P7 15:30-17:00 학부생/주니어논문 II

김병룡(효성), 김병희(써로마인드),

김광훈(KISTI), 김형석(건국대),

김호준(한동대), 박수현(동서대)

서동만(대구가톨릭대), 이경우(연세대)

21PP6-114 Beam search를 이용한 계층 RNN 챗봇의 성능향상
김형준･이창환(동국대학교)

21PP6-115 잠재변수의 탐색을 이용한 GAN 성능의 향상

이요셉･이창환(동국대학교)

21PP6-116 Deep DensePose : 2차원 RGB 이미지에서 3차원 좌표로 사람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법

민병욱(한국과학기술원), 안수남･박승제･조영박(nARC 넷마블), 류석영(한국과학기술원)

21PP6-117 캡슐내시경 영상의 학습 노이즈 제거를 위한 SVM 기반 과잔여물 이미지 분류 기법

유동연･박예슬･이정원(아주대학교)

21PP6-118 Towards precision psychiatry: Unsupervised clustering of insomnia patterns with a 

convolutional autoencoder

한성원(한국과학기술원), 이상원(경북대병원), 박성규･안동현･차미영(한국과학기술원)

21PP6-119 실시간 손 제스처 인식을 위한 덴스넷 기반 이중흐름 3차원 합성곱 신경망 구조

노대철･최현종･김태영(서경대학교)

21PP6-120 연관성 마이닝을 통한 CCTV 데이터 분석

김우주･권민서･이재준･나스리디노프 아지즈(충북대학교)

21PP6-121 Ethereum, EOS를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 플랫폼 비교 분석 연구

유민재･원유재(충남대학교)

21PP7-001 Youtube 동영상 광고 댓글을 통한 광고 효과 분석 서비스 설계

김세진･김지은･성원영･김봄･류소정･이은아･이지윤･정윤영･김윤희(숙명여자대학교)

21PP7-002 부드러운 품질 변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 기법

신중선･김지환･김도현･표정훈･김이슬･임경식(경북대학교)

21PP7-004 특징점 군집도 분석을 통한 추적 알고리즘의 사각형 경계 크기 조정

송호용･이석재･채승훈･정병진･임창훈(건국대학교)

21PP7-005 WiFi 채널 상태 정보(CSI)을 이용한 유동 객체 검출

한병익･홍충선(경희대학교)

21PP7-006 마할라노비스 거리 척도를 이용한 선형 스펙트럼 군집화 슈퍼픽셀 분할 방법

배대일･김진수･정병진･임창훈(건국대학교)

21PP7-007 비디오 인페인팅 기술 결정을 위한 움직임 변화 추정 방법

김 현･이현규･정병진･임창훈(건국대학교)

21PP7-008 감성기반 영화 추천 서비스 및 시스템 연구 -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노연정(성균관대학교)

21PP7-009 HEVC 화면 내 예측에서의 점진적 대략적인 모드 탐색을 위한 후보 모드 감소 방법

김영서･허승리･정병진･임창훈(건국대학교)

21PP7-010 인터넷 채팅에서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속어 탐지 방법

김수현･문현수･이영석(충남대학교)

21PP7-011 소셜 미디어 데이터 기반 감정 분석 시스템

석지민･윤지현･정옥란(가천대학교)

21PP7-012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위한 Apache Storm 기반 샘플링 라이브러리

문효종･조원형･길명선･문양세(강원대학교)

21PP7-013 데이터 조직화 및 시각화를 통한 장애지원관리

강경민･김한별(충북대학교), 배덕한･김승환(삼인에이치엔티), 류관희(충북대학교)

21PP7-014 A 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한 장애정보의 연관성 분석 및 시각화

이완석･안제현･류관희(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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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7-015 공동 발의안들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구축

박유민･이상훈･한치근(경희대학교)

21PP7-016 보드게임 특징 비교를 통한 인기도 분석

이상진･한치근･이상훈(경희대학교)

21PP7-017 로그 디바이스로 NVDIMM과 SSD를 사용했을 때의 Silo 오버헤드 분석

조용우･송영근･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학교)

21PP7-018 딥러닝을 이용한 상황인지 기반 교통상황 예측 모델에 대한 연구

강형동･이형욱･이희수･유소엽･정옥란(가천대학교)

21PP7-019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보고서 문서 분석

김민규･이수안･김진호･신혜숙(강원대학교)

21PP7-020 시각장애인의 쇼핑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축

우혜윤･김은비･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21PP7-021 도로면 내장형 SMC를 활용한 차량의 주행 정보 생성 모듈 설계 및 구현 기술

김은아･진소정･김가온･조동섭(이화여자대학교)

21PP7-022 비콘을 활용한 비접촉식 버스 결제시스템 설계

김병철･박현정･최천일･변용민･황인정･주홍택(계명대학교)

21PP7-023 건물일체형 태양광전지의 건축 설계 적용을 위한 건축정보모델 구축

최승주･김재향･강희강･강상우･한승훈(전남대학교)

21PP7-024 태양광 모듈 상태 판단 시스템

박찬열･박민영･최명준･김상인･이준성･김옥샘･이용규･정승민･박현주(한밭대학교)

21PP7-025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범죄취약지역 감시 및 예방 시스템

한현구･조은엽･안홍범･이은지･박현주(한밭대학교)

21PP7-026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시뮬레이터: 스마트시티 사례를 바탕으로

박상현(서강대학교), 박민서(중앙대학교), 구명원(서강대학교)

21PP7-027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 간 충전 시스템

김민규･홍충선(경희대학교)

21PP7-028 도시 공간에서의 사회적 행위와 물리 센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북촌지역 사례연구

김세연･박기남･Gaurav Kalra･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21PP7-029 독거노인을 위한 생체정보 측정 및 알림 서비스 설계 : 스마트 골든타임 밴드

김효은･박창규･서정모･유현영･이동민･이희찬･주홍택(계명대학교)

21PP7-030 MITM 공격을 통한 제조사별 IoT Hub의 보안성 분석

방수정･김동영･임홍렬･김지섭･김학진･조진호･최강현･박의성･지한별(KITRI), 이종호･이기택(고려대학교)

21PP7-031 클라우드기반 엣지컴퓨팅에서 SVM 기능 개선을 통한 데이터 분류 향상

이현빈･윤희용(성균관대학교)

21PP7-032 GPS와 RFID를 사용한 수하물 위치 추적 시스템

황태양･안동언(전북대학교)

21PP7-033 상용 스마트 밴드를 이용한 노인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앱

정재훈･김영은･권다은･안민규(한동대학교)

21PP7-034 차량 접촉사고 긴급 알림 시스템

이성원･최형준･박현진･이건희･김기범･김윤태･배민태･유용세･박현주･구치완(한밭대학교)

21PP7-035 Piezo 센서를 이용한 전자 드럼 트레이너

박재혁･김상섭･김태훈･김현우(서강대학교)

21PP7-036 CO2 가스 확산 데이터 수집 기기 개발

이원기･곽경민(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용욱(데이터와이드), 노영주(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PP7-037 얼굴 인식 API를 적용한 아두이노 기반 가정 내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이현･김서진･박가윤･박현석(이화여자대학교)

21PP7-038 수면 분석을 위한 스마트 베개 시스템의 개발

조영선･박지희･윤지은･조경문･우종우(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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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7-039 노인 복지 시설 CCTV 를 이용한 웹 기반 노인 행동 관리 서비스

한 정･김석진･박준홍･이성원(대구가톨릭대학교), 고희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1PP7-040 근거리 통신과 버너 원격 제어를 이용한 쿠킹 IoT 시스템, 오퍼

김기연･김예솔･김혜나･신소영･한희주(건국대학교)

21PP7-041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효율적인 딥러닝 응용 수행을 위한 성능 분석

김준영･한치원･기민관･박기호(세종대학교)

21PP7-042 웹기반 가로등 표시장치의 원격 예약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지헌･안수민･조동섭(이화여자대학교)

21PP7-043 IoT를 이용한 가정용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제어

김정욱･박찬섭･윤주현･이성윤･황재현(계명대학교)

21PP7-044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맞춤 패션 추천 어플리케이션

김건우･김주오･송주현･박윤철･임태훈･정인호･홍동권(계명대학교)

21PP7-045 캠퍼스안전을 위한 응급 알람 시스템

권태형･신은혁･조인영･류석영(한국과학기술원)

21PP7-046 삼성페이의 시각 장애인 접근성 분석 및 개선점 제안과 개선된 카드 서명 시스템 설계

오우승(성균관대학교)

21PP7-047 모바일 기반 포트홀 탐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영상 처리 및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연구

김석진･안광은･이성원(대구가톨릭대학교), 류승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동만(대구가톨릭대학교)

21PP7-048 DNA : Dear Nearby Anyone

김주현･박소영･천희연(건국대학교)

21PP7-049 Content Management System 기반 멀티 플랫폼 확장

최하민･이성민･김효서･조성배(한동대학교)

21PP7-050 센서 기반으로 제자리 걸음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360도 영상 네비게이션 기법

육수림･예찬호･이수정･최아영(가천대학교)

21PP7-051 모바일 디바이스를 USB 주변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커널과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임창현･김준호･윤진웅･임채연(서강대학교)

21PP7-052 위치 군집 내 개인의 이동양태

양경환･송하윤(홍익대학교)

21PP7-053 노인세대 기억력 개선 및 보조를 위한 리마인딩 앱의 효율적인 훈련 기법과 활용

이인헌･임석빈･강지호･강상우(가천대학교)

21PP7-054 PCA기반 CNN을 이용한 사용자 행위 인식

김여리･소현우･이영민･지정희(건국대학교)

21PP7-056 광학흐름 기반 모바일 비디오 인페인팅 시스템

장해웅･권민성･정지웅･정용주(가천대학교)

21PP7-057 개인 차량 활용 P2P 택배 운송 서비스

김희진･김대유･박성준･심희오･신연순(동국대학교)

21PP7-058 다양한 스마트 장치들을 위한 무선 통신 기반의 지진 대응 플랫폼 구현

이원규･김재웅･권용진･신동길･권영우(경북대학교)

21PP7-059 보폭 추정 기반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

신현준･이강민･전인운･박소영(건국대학교)

21PP7-060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 및 시각화를 위한 원격 측정도구 구현 방법론

조인표･김창우･최효섭･고재진(전자부품연구원)

21PP7-061 도커 환경에서 I/O 성능 비율 향상을 위한 페이지 캐시 관리 기법

오권제･박종규･엄영익(성균관대학교)

21PP7-062 컨테이너 상 GPU 성능 분석과 멀티태스크 스케줄링 특성 분석

손민지･김현준･한환수(성균관대학교)

21PP7-063 로그 구조 파일시스템의 SSR 모드로 인한 단편화 현상 분석

이성우･송용주･엄영익(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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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7-064 가상머신의 CPU 한도에 따른 성능 분석

장유진･이태형･엄영익(성균관대학교)

21PP7-065 자율 주행을 위한 차량 제어 모델의 설계와 구현

최규진･김강희(숭실대학교)

21PP7-066 리눅스 Block MQ 계층을 위한 공정 지분 입출력 스케줄러

이두솔･김강희(숭실대학교)

21PP7-067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utoware의 실행 환경 분석

이효은･김강희(숭실대학교)

21PP7-068 모바일 장치에서 캐시 및 메모리 접근이 CNN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근혜･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학교)

21PP7-069 F2FS 파일시스템의 버전별 변화 및 성능 영향 분석

이준호･곽현호･신동군(성균관대학교)

21PP7-070 스마트폰에서 CNN을 이용한 실시간 객체인식
박건주･이경석･정현진･이영민(서울시립대학교)

21PP7-071 FPGA 기반 전처리를 이용한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황 인식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송성유･김용태･양기현･배진영･유영준･우종우(국민대학교)

21PP7-072 스토리텔링을 위한 PYDDL 플래너와 PYDPOCL 플래너의 비교 및 분석
박한나･송영록･정윤경(성균관대학교)

21PP7-073 가정용 협력 로봇 암의 내외부 센서 통합 테스팅 환경 구축
서정범･박예슬･이정원(아주대학교)

21PP7-074 모바일 로봇의 강인한 Visual SLAM을 위한 사물 인식 기반 특징점 강화 방법
이현도･이충연･황인준･장병탁(서울대학교)

21PP7-075 Adaptive Local Max Pooling을 통한 개선된 SPoC 표현자

정우진･허재필(성균관대학교)

21PP7-076 딥러닝 기반 사용자 맞춤 의상 추천 시스템
서유리･복지송･박현주(한밭대학교)

21PP7-077 심층학습 기반 관심지점 예측 모델
김다혜･우지수･이동욱･장부루･강재우(고려대학교)

21PP7-078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 가상 축구 데이터셋을 이용한 단일 이미지 깊이 예측
신은섭･김유민･배성호(경희대학교)

21PP7-079 YOLO를 이용한 야생동물 접근 및 피해 예방 시스템 개발
이아현･박수민･홍정수(이화여자대학교)

21PP7-080 SIFT를 이용한 근복사 디자인 콘텐츠 검출
석혜경･낭종호(서강대학교)

21PP7-081 물류 허브 위치 설정 기법 연구
송하윤･김태현(홍익대학교)

21PP7-082 잡음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한 깊은 행렬 인수분해 모델 신뢰성 평가
조우준･권동섭(명지대학교)

21PP7-083 다양한 속도의 풍동 실험 결과 예측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
이창건･오충협･조우준･이강선･권동섭(명지대학교)

21PP7-084 데이터 병렬화 기반 분산 딥 러닝 시스템의 노드 간 통신 방안 성능 평가
최기봉･고윤용･김상욱(한양대학교)

21PP7-085 추천시스템에서 인지도 편향의 영향력 분석
김은빈･최민진･이종욱(성균관대학교)

21PP7-086 다중스케일 구조 기반 저전력 딥 뉴럴 네트워크
김유민･배성호(경희대학교)

21PP7-087 커스텀 모델 딥러닝을 통한 영상 deskew
박주현･배성호(경희대학교)

21PP7-088 주의집중 학습을 이용한 효과적인 쓰레기 분류 방법 연구
우상민･정순기(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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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P7-089 머신러닝을 이용한 정기예금 예측 알고리즘 성능 비교
박석환･이제형･정용운(대전과학고등학교), 원유재(충남대학교)

21PP7-090 휴먼 플레이 데이터를 사용한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의 모방학습

이승현(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김경중(세종대학교)

21PP7-091 Clothing Style Calssification Using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Recycled 

Clothing In Africa
Edward Choi(Brooks School)

21PP7-092 Epileptic seizure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Jae Hyuk Lim(Portsmouth Abbey School)

21PP7-093 The Potential of Equal Opportunity in Physical Education to Promote Gender 

Equality - US case study

Jin Chey(St. Paul's School)

21PP7-094 Automatic Generation of Melodies Using LSTM Recursive Neural Networks

Jiung Choye(Seoul International School)

21PP7-095 Comparison of Fake News detection by Changing Learning Structure of Deep Learning

Booyeon Choi(Middlesex School)

21PP7-096 Towards Deliberative Democracy—Decentralization of Social Platform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Chan Ju Lee(Westminster School)

21PP7-097 자소 위치를 고려한 한글 팬그램 연구

우인(동인고등학교), 우경아(뉴욕주립대학교)

21PP7-098 Generating Image Style Transfer in Computer Graphic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Jaeyun Choi(Mercersburg Acadamy)

21PP7-099 컴퓨터를 이용한 적분 계산의 정확도 및 시간 분석

진승언(휘문고등학교)

21PP7-100 실습 위주의 프로그래밍 교육용 리듬게임 개발

김지성･김미정･김다영･전철홍(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21PP7-101 자바 이클립스를 이용한 빠른 소수 검증법에 관한 연구

박현기(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21PP7-102 자율적 SQL 학습을 위한 챗봇

박형준･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학교)

21PP7-103 ㄱ언어: 자연스러운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김가연･김도훈･이운형･임재권･조은선(충남대학교)

21PP7-104 System Fπ: 패턴을 통한 정제 타입이 추가된 System F<:

홍재민･류석영(한국과학기술원)

21PP7-105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세계여행 시스템

천성우･우상흠･이대형･김현지･이종민･안민규(한동대학교)

21PP7-106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의 드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서연･곽진성･백정헌(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PP7-107 A Research on Prediction of Cabbage Price using LSTM

한지섭･김연우･김정훈･나스리디노프 아지즈(충북대학교)

21PP7-108 기계학습을 활용한 미국 시민의 투표 참여 요인 분석

조민서･김현철(고려대학교)

21PP7-109 데이터 가공을 통한 수면무호흡증 진단 CNN모델 성능 평가 및 분석

함효민･황지영･이호승･권휘준･김일곤(경북대학교)

21PP7-110 딥러닝 기반 주가 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델 파라미터들의 최적값 분석

전종호･기민관･박기호(세종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8 89

Poster Session

21PP7-111 딥러닝 레이어의 특성을 고려한 기울기 압축

이준열･김영석･서지원(한양대학교)

21PP7-112 음성 변조 기술 분석과 인공지능 스피커에 적용 연구

강민석･하인철･전시흠･조경호･구명완(서강대학교)

21PP7-113 LSTM 모델을 통한 국문 기사 감성 분류 시스템

유은조･이지현･박소영(건국대학교)

21PP7-114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계학습 분석

유종우･김현철(고려대학교)

21PP7-115 IoT와 딥 러닝을 이용한 SMD 부품 실장 상태 검사 및 원인 분류

김은영･최성윤(아주대학교)

21PP7-116 시각 특징 기반 사람 재식별 모델을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사람 인식 및 추적

황인준･이충연･이현도･장병탁(서울대학교)

21PP7-117 Object detection 을 위한 Deep Q Network 과 REINFORCE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최윤영･구명완(서강대학교)

21PP7-118 IoT 기반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캐릭터 개발

성기훈･김정우･설상훈･강성필･JIN WANSHI･최재붕(성균관대학교)

21PP7-119 IoT 센서 기술을 이용한 원격 스마트 창문 제어

박재민･권오은･김병규･노우현･박진우･전준영･고병철(계명대학교)

21PP7-120 Zadoff-Chu 신호와 Barker 신호의 동기 검출 성능 비교

양모찬･김형준･고윤수(한화시스템)

21PP7-121 모바일 프로세서 최적화를 위한 Runtime-manager 개발

정현교･오승준･박영준(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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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자 색인

강경국 21PO25-07 권기상 20AO5-04 김대희 20AP3-079 김서연 21PP7-106

강경민 21PP7-013 권람 21PP6-058 김덕엽 21AO15-01 김서진 21PP7-037

강대철 19PP2-008 권람 21PP6-059 김도현 20PP4-067 김석연 20AP3-053

강동혁 21AP5-009 권람 21PP6-060 김도현 21PP6-069 김석진 21PP7-047

강민구 21PP6-086 권미령 20AO2-01 김도형 19PP2-034 김선동 20AO5-01

강민석 21PP7-112 권성수 20AO4-10 김도훈 21PP7-103 김선두 20AO6-06

강석원 19AP1-043 권소영 21AP5-066 김동진 21AP5-058 김성실 21PP6-014

강석원 20AO8-01 권수용 20AO5-08 김동혁 20AO1-02 김성연 20AO5-05

강성주 21PO24-02 권용성 21AO18-08 김동현 21AO20-03 김성원 21AO17-10

강영선 20AP3-001 권우영 21PP6-053 김동후 21AP5-065 김성윤 21AP5-027

강윤석 20PP4-027 권지윤 21PP6-066 김명준 21AO17-06 김성주 21AP5-060

강일훈 21AP5-050 권진환 20AO4-06 김문섭 19AP1-063 김성훈 21PP6-064

강준영 20PO12-06 권태형 21PP7-045 김미주 20AP3-073 김성훈 21PP6-070

강한솔 20AP3-036 권혁무 21AO20-10 김민규 21PP7-019 김세연 21PP7-028

강현준 21PP6-113 권희원 21PP6-039 김민규 21PP7-027 김세윤 21PP6-098

고가영 21PO24-10 김가연 20AO5-09 김민석 19AP1-011 김세진 21PP7-001

고경규 20AO6-05 김건우 21PO24-09 김민석 20PP4-051 김수용 19AP1-054

고근호 21AP5-051 김건우 21PP6-075 김민성 20PP4-078 김수정 19AP1-066

고영지 21PP6-062 김건우 21PP7-044 김민수 20PP4-073 김수정 21AP5-043

고웅 20AP3-070 김경혜 21AO18-11 김민영 20AP3-012 김수지 21PO25-11

고지은 21PO25-10 김광렬 19AP1-052 김민창 19AP1-059 김수현 21PP7-010

고한슬 21AP5-035 김기범 20PP4-043 김민호 19PP2-020 김수호 21PP6-020

공원배 19AP1-031 김기연 21PP7-040 김민호 19PP2-026 김순재 21AO19-05

공은주 19AP1-042 김나은 21AP5-010 김범석 19PP2-057 김승욱 21PO25-01

곽경민 21PO24-05 김나은 21AP5-064 김병조 21PO22-08 김승환 21PP6-046

곽준형 20AP3-044 김남혁 20PP4-008 김병진 20PP4-006 김시형 20AP3-077

구민우 20AP3-063 김남희 20PO10-08 김병철 21PP7-022 김신유 21AO20-07

구성훈 19PP2-068 김다원 21AP5-016 김상영 21PP6-085 김여리 21PP7-054

구진형 21AO16-06 김다은 20PO13-04 김상욱 21PP6-065 김영경 20PP4-076

구태연 20PP4-041 김다혜 21PP7-077 김상혁 20AO2-11 김영곤 20PP4-040

* 발표자 가나다순 정렬

* 인덱스 기호

예) 20AO7-4 => 12월 20일, AM, O7세션, 4번째 발표자 

19PP2-039 => 12월 19일, PM, P2세션, 39번 포스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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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20AO4-09 김주호 19PP2-006 김현섭 20AP3-045 명제석 21PP6-016

김영서 21PP7-009 김준영 21PO21-05 김현수 21PP6-097 명훈주 19AP1-023

김영준 21PP6-045 김준영 21PP7-041 김현우 21AP5-045 무자밀후세인 19PP2-056

김영진 20PP4-018 김준우 21PP6-103 김현욱 21PO21-07 문나래 21PP6-034

김영찬 21AP5-028 김지석 21PP6-021 김현일 21PP6-102 문용성 21PP6-024

김영태 20AP3-031 김지성 21PP7-100 김형남 21PP6-002 문용성 21PP6-038

김예준 21PP6-033 김지완 19AP1-057 김형래 20PO14-04 문의성 21AP5-047

김용민 19PP2-018 김지원 21PP6-029 김형석 19AP1-075 문지영 21PP6-093

김용현 21AP5-024 김지일 20PP4-047 김형준 21AO20-06 문현수 20AO3-01

김우주 21PP6-120 김지홍 19AP1-005 김형준 21PP6-080 문효종 21PP7-012

김원빈 20AP3-047 김진만 20AP3-056 김형준 21PP6-114 민경준 20PO14-02

김원표 19PP2-040 김진섭 19AP1-027 김화정 20AO8-04 민동현 20PO9-03

김유니 19AP1-014 김진영 21AO17-09 김효성 21PP6-054 민병욱 21PP6-116

김유민 21PP7-086 김창희 20PP4-042 김희광 20AO3-02 민병준 21AO18-03

김유성 20PP4-081 김충일 20AO4-04 김희권 20AP3-051 민아영 19PP2-021

김유진 20AP3-018 김태공 20AO4-08 김희진 21PP7-057 민재옥 21PO23-12

김은빈 21PP7-085 김태리 20PP4-059 김희태 20PP4-045 민지원 20AO3-03

김은아 21PP7-021 김태림 19PP2-059 나경석 20PO12-01 민진우 19PP2-027

김은열 21AP5-020 김태산 20AO4-11 나경태 21AP5-036 민홍 21AO15-03

김은영 21PP7-115 김태영 21AO18-04 나지훈 19AP1-019 박건우 20AO7-05

김이슬 19AP1-079 김태완 21AO20-11 남기웅 20AP3-021 박건주 21PP7-070

김인아 20PO12-07 김태욱 20AO2-07 남대환 21PO23-13 박경덕 21AP5-059

김인혁 20AO8-03 김태욱 21PP6-011 남성현 19PP2-037 박광재 21PO22-11

김일 20AP3-046 김태웅 21AP5-039 남윤성 19AP1-072 박광현 21PO23-03

김장웅 20AO2-03 김태현 20PP4-061 노건희 21AO19-08 박기성 19PP2-035

김재민 21PO24-01 김태현 21PP7-081 노대철 21PP6-119 박누리 21AP5-006

김재원 20AP3-005 김태환 21PP6-032 노성현 21AO16-03 박민서 21PP7-026

김재은 20AP3-002 김태훈 19AP1-073 노승우 20AO8-08 박민수 21AP5-001

김재훈 21PP6-067 김태훈 20PP4-057 노연정 21PP7-008 박민지 21PP6-056

김정민 19PP2-046 김하성 21AP5-048 노원석 19PP2-036 박상민 19AP1-036

김정한 20AO2-06 김한결 20PP4-036 노재윤 19PP2-042 박상하 21AP5-008

김종빈 21AO20-04 김한기 19PP2-009 노정빈 20PO10-06 박석환 21PP7-089

김종석 20AP3-059 김한별 20AP3-068 뒤엔반둥 20AO3-04 박선미 21AO15-04

김종우 21PP6-036 김한진 19AP1-025 류서연 20AP3-009 박성하 19AP1-038

김주은 19PP2-019 김현 21PP7-007 류호찬 19PP2-017 박성홍 20AP3-035

논문발표자 색인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892

논문발표자 색인

박세아 21PP6-073 박형순 21AP5-032 손민지 21PP7-062 신은섭 21PP7-078

박소영 21PP7-048 박형준 21PP7-102 손선일 19PP2-041 신정호 19PP2-016

박승규 21AP5-055 박혜경 20AP3-054 손성범 21AP5-037 신중선 21PP7-002

박시온 21AP5-004 박후린 19AP1-051 손세희 21PP6-088 신채원 20AP3-008

박신준 19AP1-016 박힘찬 21AO20-01 손시운 20PO12-05 신현준 21PP7-059

박영수 19PP2-064 방대용 20PP4-062 손영욱 19AP1-007 심다슬 19PP2-074

박유민 21PP7-015 방수정 21PP7-030 손용석 21AO16-02 심우일 21PO22-03

박인규 21PO25-08 배대일 21PP7-006 손원익 20AP3-019 심준용 20PO14-03

박인정 21PP6-061 배상혁 20AP3-038 손윤하 21PP6-026 안광은 21AO18-02

박재민 21PP7-119 배장성 19PP2-031 손장현 20AO8-09 안다솜 20PP4-054

박재혁 21PP7-035 배장성 20AO4-02 손종욱 20AP3-043 안성진 19AP1-076

박정렬 21AP5-063 백경덕 21PO24-06 손현수 21PP6-019 안영재 20AO5-06

박정훈 20PO11-01 백박 21PP6-047 손형석 20AP3-041 안영준 20AO5-07

박정희 20PP4-080 백은진 21AO17-08 송대영 20AP3-064 안윤근 19AP1-009

박종규 21AO16-08 백전성 20PO9-06 송덕의 20AO1-06 안주림 20AO8-10

박종현 21AO19-01 백주헌 21PO23-04 송성유 21PP7-071 안진희 21AP5-056

박주광 20AP3-057 변석현 20PO10-04 송승빈 20AO3-08 안효훈 20AO6-08

박주현 21PP7-087 변현기 20AO2-10 송용주 21AO16-09 양경수 19PP2-065

박준수 21PO24-03 부석준 21AO18-05 송원욱 19PP2-038 양경식 19PP2-073

박지우 19PP2-058 상의정 19PP2-001 송유정 20PO10-03 양경아 19AP1-045

박지현 21PP6-055 서강복 20PO13-02 송인아 19PP2-072 양경환 21PP7-052

박진혁 20AO6-04 서나윤 20PP4-050 송인아 21PP6-030 양모찬 21PP7-120

박진호 20AO3-09 서민영 20AP3-028 송진영 21PO25-09 양소영 19AP1-021

박찬섭 21PP7-043 서영선 21PO22-10 송진영 21PP6-007 양영석 19AP1-070

박찬열 21PP7-024 서유리 21PP7-076 송진하 19PP2-069 양자영 19PP2-075

박찬준 19PP2-024 서장혁 21AO20-05 송호용 21PP7-004 양준현 21PO24-07

박찬준 20AP3-023 서장호 19AP1-068 신광수 21PO21-09 양현아 21PP6-005

박찬준 21PO23-11 서정렬 21AO17-04 신동걸 21PO21-03 엄수현 20PP4-021

박찬준 21PP6-023 서정모 21PP7-029 신동순 19AP1-028 엄태건 19AP1-062

박천음 19PP2-033 서정범 21PP7-073 신동진 19AP1-064 연정욱 20PO14-01

박천음 21PO23-06 서혜연 21PP6-013 신봉기 20AO4-05 오가영 21AP5-061

박태화 19PP2-047 석지민 21PP7-011 신승렬 21AP5-012 오권제 21PP7-061

박평수 21PO21-06 석혜경 21PP7-080 신승혁 21AP5-049 오병호 21AP5-029

박한나 21PP7-072 선하빈 21PP6-041 신영섭 19PP2-053 오성택 20AP3-071

박한별 21PP6-008 성기훈 21PP7-118 신유경 19AP1-034 오승록 20PP4-049

박현기 21PP7-101 성민경 20AP3-003 신유경 21PO22-05 오승준 21PP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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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승 21PP7-046 육수림 21PP7-050 이두솔 21PP7-066 이요셉 21PP6-115

오윤호 21AO16-01 윤동규 20PP4-025 이만성 21PO24-08 이용준 19AP1-080

오주민 19PP2-028 윤동주 21PP6-111 이문영 20AP3-072 이용환 21AP5-007

오준택 20AO2-02 윤명식 20AP3-065 이민경 19AP1-040 이우연 19AP1-065

오준택 20PP4-020 윤서원 21PP6-095 이민우 20PO10-02 이원규 21PP7-058

오지선 20AO8-05 윤성훈 21AO17-03 이민호 20AP3-058 이원기 21PP7-036

오지현 21PP6-063 윤소정 21AP5-025 이병규 21AP5-015 이원종 21AO16-05

오충협 21PO22-04 윤수환 21PP6-025 이상민 19PP2-052 이원창 21PP6-051

오현석 21AO20-09 윤영재 20PO13-01 이상온 20AO6-10 이윤성 20PO9-02

왕욱문 21PP6-050 윤주선 20PP4-007 이상우 20PO10-01 이윤아 19PP2-076

우상민 21PP7-088 윤주성 20AO6-07 이상진 21PP7-016 이윤주 20PP4-084

우상흠 21PP7-105 윤주혜 21AP5-019 이새한 21PP6-090 이은섭 19PP2-044

우인 21PP7-097 윤지상 21AP5-017 이서영 21PP6-077 이은혜 21PP6-009

우혜윤 21PP7-020 윤혜진 20PO13-03 이석형 20PP4-035 이인경 20PP4-009

원경재 20AO6-03 윤효식 21AP5-041 이선재 21PP6-078 이인헌 21PP7-053

원종훈 20AP3-060 응웬반호앙 20PP4-074 이성우 21PP7-063 이장연 21PP6-043

유경호 20AO4-07 이가현 20PP4-005 이성원 19AP1-022 이재길 20AP3-006

유광모 20PO11-02 이강훈 19AP1-056 이성원 21PP7-034 이재민 20AP3-014

유다정 21AP5-046 이계원 19AP1-069 이성환 21AP5-067 이재석 21PP6-015

유동규 20AO4-03 이광호 21PP6-099 이성희 20AP3-016 이재일 21PP6-089

유동연 21PP6-117 이규현 19AP1-061 이수연 20AO2-04 이재혁 20AP3-015

유민재 21PP6-121 이근주 20PP4-052 이수연 20AO7-02 이정연 21AP5-022

유병준 21AP5-014 이기민 21PO22-01 이수진 20PO10-05 이정우 21AO15-07

유병훈 19PP2-014 이기준 21PP6-048 이승재 19AP1-035 이정우 21PP6-096

유봉열 20AO3-06 이기찬 19PP2-071 이승준 20PO11-03 이정환 21AP5-038

유성엽 21PP6-031 이길호 20PO9-01 이승철 19PP2-013 이정훈 21PO23-08

유승재 21PP6-100 이대영 21AO17-12 이승현 21PP7-090 이주호 20PP4-053

유은조 21PP7-113 이대용 20AO2-08 이승희 19PP2-039 이주홍 21PO23-01

유재면 21AP5-033 이대화 21PO26-02 이아현 21PP7-079 이준석 20AP3-011

유종우 21PP7-114 이도현 19PP2-070 이양우 20AO1-09 이준열 21PP7-111

유준영 21AP5-005 이동영 21PP6-022 이연희 21AO20-08 이준영 20PP4-026

유준형 19AP1-024 이동우 21AO15-05 이영훈 20AP3-026 이준호 21PP7-069

유지상 20AP3-029 이동재 20PP4-001 이예은 21PP6-079 이지영 21AP5-018

유현민 21AP5-030 이동주 19AP1-029 이완석 21PP7-014 이지학 21PP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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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헌 21PP7-042 임한여름 19AP1-041 정민기 19AP1-012 조성권 21AP5-002

이지호 20PP4-063 임효진 20AP3-074 정민수 20PP4-046 조성우 19AP1-067

이지훈 21AO18-07 임희락 20AO8-07 정상윤 21AP5-052 조소현 21AP5-054

이창건 21PP7-083 장명환 20PP4-002 정성민 20AO1-01 조수연 20PP4-065

이창민 20AP3-075 장몽령 20AO7-01 정성욱 20PP4-044 조수현 21AP5-023

이창주 20AP3-004 장부루 21AO17-01 정승일 20AO1-05 조영광 21PP6-083

이철기 20PP4-017 장욱진 19PP2-061 정연욱 21PP6-018 조영선 21PP7-038

이춘화 21PP6-092 장유진 21PP7-064 정영주 19AP1-010 조용아 19PP2-067

이태금 20PP4-037 장은지 21AP5-053 정영진 19AP1-058 조용우 21PP7-017

이태형 20AP3-067 장종권 20AO6-09 정요상 19PP2-012 조우준 21PP7-082

이학진 20PP4-034 장종성 21AO17-05 정우진 21PP7-075 조우진 20PP4-060

이해윤 21PO25-03 장종원 20AP3-010 정원영 21PP6-074 조우진 21PO25-06

이현도 21PP7-074 장종인 20AO7-07 정재엽 20PP4-077 조인표 21PP7-060

이현빈 21PP7-031 장준기 20PO12-02 정재환 19PP2-062 조재근 20AP3-062

이형진 19PP2-029 장진욱 20AO7-03 정재훈 21PP7-033 조준수 20AP3-039

이혜민 20AP3-037 장진혁 21PP6-076 정준기 21PO21-01 조준희 20AP3-042

이혜지 20AO8-11 장해웅 21PP7-056 정중은 21AO18-06 조중연 19PP2-007

이혜진 20PP4-031 장혁수 19PP2-066 정진욱 21AP5-044 조지훈 20AP3-052

이호재 20AP3-013 장현서 20PP4-055 정진웅 19AP1-053 조현승 21PO26-03

이호철 20PP4-012 장현준 20PO9-05 정진혁 21PP6-010 주민우 21AO19-06

이효은 21PP6-068 장혜정 21AP5-013 정진호 19AP1-030 주예슬 21PO25-02

이효은 21PP7-067 장희연 21AP5-003 정진효 21PP6-042 주현태 19PP2-063

이효정 20AO8-06 전두용 20PP4-058 정찬 20PP4-079 주호택 21PO22-07

이희수 21PP7-018 전민건 21PP6-017 정창훈 21PO22-06 지은경 20AO7-08

이희제 21PO23-09 전상훈 19AP1-060 정해건 21AO16-07 지종호 21AO17-07

이희준 21PP6-044 전영준 21AP5-026 정현교 21PP7-121 진범진 21PP6-037

임명은 20AP3-040 전종호 21PP7-110 정혜리 20AP3-007 진승언 21PP7-099

임범재 20PP4-029 전준형 19AP1-020 정홍종 20AO3-05 진용석 21AO16-10

임보영 21AO17-11 전지수 21PP6-040 조경록 21PP6-087 진정하 19AP1-039

임승영 21PO23-07 전철호 19PP2-051 조국래 19AP1-033 진희상 19PP2-050

임재민 20AP3-022 정구익 21PP6-052 조근혜 21PP7-068 채동규 20AO5-10

임재혁 21PP7-092 정대윤 21AP5-042 조동균 21PP6-072 채영호 19AP1-055

임재현 21PO26-01 정도환 21PO21-04 조동식 21PP6-006 채윤병 21PP6-057

임창완 19PP2-015 정동규 20PP4-003 조민서 21PP7-108 천세철 20PP4-019

임창현 21PP7-051 정면걸 21PO25-05 조상연 19AP1-015 천승민 21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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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준 20AO8-02 최지혜 21PP6-101 현창훈 20PO10-07 황현이 20AO6-01

최가람 20AP3-027 최하민 21PP7-049 홍두원 20AO2-05

ALSENWI 
MADYAN 

ABDULLAH 
OTHMAN

21AO19-04

최규진 20PP4-024 최현수 20AP3-030 홍두표 21AP5-062
Anupam 
Kumar 
Bairagi

20AO3-07

최규진 21PP7-065 최희재 21PP6-110 홍민지 21PP6-109 Ashis 
Talukder 21AO19-07

최기봉 21PP7-084 피민규 20AP3-050 홍병철 21PO21-02 Asim Abbas 20PP4-013

최도진 20PO12-03 하동휘 21PO21-08 홍승연 20AP3-024 Aziz 21PP7-107

최민석 21PP6-012 하헌규 21PP6-035 홍승연 21PO23-02 Batjargal 
Dolgorsuren 20AP3-069

최성현 21PP6-004 하헌석 19PP2-060 홍신 20AO7-09 Booyeon Choi 21PP7-095

최성호 20AO4-01 하현민 20AP3-076 홍재민 21PP7-104 BOUKARI 
SANA 20AO1-04

최세목 19PP2-045 한국진 20AP3-017 홍재완 21PP6-027 Chan Ju Lee 21PP7-096

최세종 21AP5-040 한병익 21PP7-005 홍태석 20AP3-033 ChitWutyeeZa
w 20PP4-072

최수빈 20PP4-083 한성원 21PP6-118 황규민 21AP5-011 Dereje 
Regassa 19PP2-011

최승주 21PP7-023 한성혜 20AP3-078 황다은 21AP5-021 Dung Tien 
Nguyen 21AO19-10

최영호 20PO9-04 한수민 20AP3-048 황명권 20PP4-010 Duong Thi 
Thu Van 19AP1-004

최우용 21PO23-05 한승민 20AO7-04 황민구 19AP1-044 Edward Choi 21PP7-091

최운 20AP3-066 한연지 21AO18-09 황신해 21AP5-057 FahadAhmed
Satti 19AP1-002

최원석 20AO1-03 한예린 21PP6-049 황영태 19PP2-048 Fitsum Gaim 21PO23-10

최원석 20PP4-064 한정 21PP7-039 황영태 21PO22-09 HOANG 
NGOC THE 20AO5-03

최원재 20PP4-011 한종빈 19AP1-046 황영태 21PP6-081 Jawad Khan 20AP3-032

최원정 19AP1-050 한지수 20AP3-049 황영태 21PP6-106 Jin Chey 21PP7-093

최윤영 21PP7-117 한태호 20AP3-061 황영태 21PP6-107 Jiung Choye 21PP7-094

최은영 21AP5-034 한현구 21PP7-025 황영태 21PP6-108 Kyi Thar 20PP4-069

최은정 21PP6-084 함다인 19AP1-078 황인서 20PO12-04 Latif U. Khan 19AP1-074

최장학 21PP6-104 함효민 21PP7-109 황인준 21PP7-116 Layek Md 
Abu 20PP4-039

최재윤 21PP7-098 허정민 20PP4-004 황준선 20PP4-022 LE ANH 
TUAN 20PP4-066

최재형 20PP4-082 허준희 21PP6-112 황준익 21PP6-028 LE THI 
HUONG TRA 20PP4-016

최제익 19PP2-003 허지웅 21PO25-04 황태양 21PP7-032 Luan N.T. 
Huynh 20PP4-038

최종국 21PP6-001 허진우 21PP6-082 황태호 20AO2-09 Md Anwarul 
Islam 19PP2-005

최종우 20AO6-02 현상원 20AO7-06 황현선 19PP2-022 Md Azher 
Uddin 21AO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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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Ibrahim 
Hossain 19AP1-001

Ndikumana 
Anselme 21AO19-03

Nway 
Nway Ei 20PP4-070 Safdar Jamil 21AO16-04

MD 
MOSTOFA 

KAMAL 
RASEL

19AP1-006
NGO THIEN 

THU
20PP4-014

Oanh Tran 
Thi Kim

21AO15-02
SarderFakhrul

Abedin
21PO24-04

MD 
SHIRAJUM 

MUNIR
21AO15-06

Nguyen 
Dang Quang

21PO22-02
PhamXuan

Qui
19AP1-071

Shashi Raj 
Pandey

19AP1-017

Md Siyamul 
Islam

19PP2-004 NGUYEN 
DANG TRI

19AP1-048 Sabah 
Suhail

20AO1-07
Sheikh 
Salman 
Hassan

20AP3-020

Md. 
Maklachur 
Rahman

20AO1-08
NGUYEN 
DAO TAN 

TRI
20PP4-032 Sadiq 19AP1-003

Tangina 
Sultana 19PP2-043

Minh N. H. 
Nguyen

19AP1-049 NGUYENQU
ANGHIEU

20PP4-056 Saeed 
Ullah

19PP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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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참가등록 안내

1.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비고

사전등록
1차 : 11.08(목)~12.05(수)

2차 : 12.06(목)~12.12(수) ※ 논문 1편당 1인 참가등록 필수

(ex. 동일인이 3편 발표시 3회 등록)현장등록 12.19(수)~12.21(금)

2.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1차(Early Bird) 2차

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대학원생 130,000원 150,000원 17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50,000원 270,000원 290,000원

비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60,000원 180,000원 200,000원

대학원생 180,000원 200,000원 220,000원

 일반 350,000원 370,000원 390,000원

[참가 등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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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논문집 등이 수록된 USB제공, 현장에서 어플을 통한 원문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중식 3회 제공, 12월 19일(수) 리셉션 개최 예정(사전등록 시 신청 필수)

- 지정 숙박 및 부대시설 할인가 적용

- 비회원 참가등록자에게는 1년간 회원혜택 무료 제공 (단, 12월 26일까지 회원정보 입력시 적용)

3. 튜토리얼 참가비

-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강좌 당 50,000원입니다.

4. 유료 워크샵

5. 기타 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참가등록 시 정회원 참가비가 적용됩니다.

2) 참가비 환불은 대회 2주전 100%, 1주전 50% 금액을 환불하며,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등록

구분
회원구분

국가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관련기술동향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연구회 동계워크샵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워크숍(*Closed)

KS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KS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KS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100,000원 8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40,000원 70,000원 5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60,000원 110,000원 100,000원 15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40,000원 70,000원 50,000원 80,000원

일반회원 70,000원 120,000원 60,000원 110,000원 100,000원 15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50,000원 80,000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일반) 90,000원 150,000원 70,000원 120,000원 200,00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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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평창 휘닉스파크

주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휘닉스 호텔

홈페이지 http://phoenixhnr.co.kr/pyeongchang/index

◎ 휘닉스파크 정기셔틀

(하기 일정은 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출발 → 휘닉스 평창 도착

* 제주국제공항 출발(06:20~22:00)

* 이용요금

* 셔틀버스 예약안내

- 예약자가 없을 시 버스는 운영되지 않으며 사전 미예약시 대인, 소인 구분 없이 대인 일반요금 적용

- 안내전화 : 제로쿨투어(02-419-5522) 명동, 종합운동장

운행일 시간대 출발 탑승 장소 및 시간

매일 오전

명동

(명동역 1번 출구)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09:30 10:00

운행일 시간대 탑승장소 도착장소

매일 14:00 블루동 콘도 앞 종합운동장, 명동

구분
일반요금 회원요금(개인/법인)

대인 소인 대인 소인

편도 15,000 12,000 13,000 12,000

왕복 30,000 24,000 26,000 24,000

비고 모바일 티켓 모바일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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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무료셔틀(KTX)

* 평창역(KTX), 장평터미널 경유 정기셔틀 시간표

※ 탑승장소 : 스키하우스 앞 버스주차장

구분

휘닉스 평창 출발 → 장평터미널 하차(경유) → 평창역(KTX) 도착

휘닉스평창 

스키 하우스 

앞 정기버스 

주차장 출발

직원기숙사앞

(뜰안체식당 

건너편)

무이예술관

쪽

흥정계곡 

건너편

덕거리입구 

신호등에서 

우회전 정차 

남안교

사거리
봉평CNN모텔

장평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평창역(KTX)

도착

1회차 08:35 08:37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08:55 09:00

2회차 09:20 09:22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09:40 09:45

3회차 10:50 10:52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1:10 11:15

4회차 11:20 11:22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1:40 11:45

5회차 12:15 12:17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2:35 12:40

6회차 14:00 14:02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4:20 14:25

7회차 15:15 15:17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5:35 15:40

8회차 16:20 16:22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6:40 16:45

9회차

(평창역 

직행)

18:15 하차불가능 하차불가능 하차불가능 하차불가능 하차불가능 하차불가능 하차불가능 18:30

9-1회차 18:15 18:17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18:50 ×

10회차 20:15 20:17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20:35 20:40

11회차 22:15 22:17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하차가능 22:35 22:40

구분

평창역(KTX) 출발 → 장평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1인자감자탕앞 승차(경유) → 휘닉스 평창 도착

평창역(KTX)

출발

장평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

봉평CNN모텔

앞

남안교

사거리

덕거리입구

직진후 정차

(신호등 건너)

흥정계곡

입구

무이예술관

건너편

직원기숙사

입구

(뜰안체식당)

휘닉스평창 

스키 하우스

주차장 도착

1회차 08:00 하차불가능 08:10 08:12 08:13 08:15 08:16 08:20 08:25

2회차 09:05 09:10 09:16 09:18 09:19 09:21 09:22 09:26 09:30

3회차 09:50 09:55  10:01 10:03 10:04 10:06 10:07 10:11 10:15

4회차 11:20 11:25 11:31 11:33 11:34 11:36 11:37 11:41 11:45

5회차 11:50 11:55 12:01 12:03 12:04 12:06 12:07 12:11 12:15

6회차 12:45 12:50 12:56 12:58 12:59 13:01 13:02 13:06 13:10

7회차 14:45 14:50 14:56 14:58 14:59 15:01 15:02 15:06 15:10

8회차 15:45 15:50 15:56 15:58 15:59 16:01 16:02 16:06 16:10

9회차 16:50 16:55 17:01 17:03 17:04 17:06 17:07 17:11 17:15

10회차 18:45 18:50 18:56 18:58 18:59 19:01 19:02 19:06 19:10

11회차 19:45 19:50 19:56 19:58 19:59 20:01 20:02 20:06 20:10

12회차 22:45 22:50 22:56 22:58 22:59 23:01  23:02 23: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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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안내

 ▷ 1층 안내

 

 

▷ 2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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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안내

이효석 문학관

이효석 문학관은 문학전시실과 문학교실, 학예연구실, 문학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전시실은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문학교실에서는 다양한 영상물과 문예행사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문학체험을 할 수 

있다. 학예연구실은 이효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깊이 연

구하는 공간이며, 문학정원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창동리, 이효석문화관)

ｏ 문의처 : 033)330-2700

ｏ 입장료 : 성인 2,000원, 중고생 1,500원, 초등생 1,000원

금당 아트갤러리

중견 한국화가 덕암 이선열 화백이 2008년에 설립한 금당산과 금당계곡이 한눈에 내

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금당 아트 갤러리는 한국화 100 여점이 연중 상설 전시가 되

어 있으며 매년 계획전 및 초대전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갤러리 주위로 조각공원과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산책로도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버들개1길 100 (유포리) 

ｏ 문의처 : 033)332-7048

ｏ 입장료 : 무료

허브나라농원

1993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를 테마로 한 관광농원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흥정계곡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자연친화적인 힐링가든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이다. 농원 내에는 아름다운 정원, 유리온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허

브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진정한 휴식의 공간 허브나라펜션을 비롯

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허브박물관, 터키갤러리, 만화갤러리 등의 시설이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291-42 (흥정리) 

ｏ 문의처 : 033)335-2902

ｏ 입장료 : [5~10월] 성인 7,000원, 우대 4,000원, 초등생 미만 무료

           [11월~4월] 성인 7,000원, 우대 3,000원, 초등생 미만 무료

           (우대 : 초등학생,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평창군민, 장애인)

봉평전통시장

매 2, 7일마다 5일장이 열리는 봉평장은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동안 그 자리를 묵묵

히 지켜온 뚝심 있는 장터이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로 허생원이 들르

곤 했던 충주집터와 물레방앗간, 그리고 그 늦여름의 메밀꽃이 지금도 소설의 분위기

를 충분히 상상케 하고 있는 곳이다. 장이 열리는 날에는 백 개가 넘는 점포가 열리고 

백 명이 넘는 상인들이 분주히 손님을 맞이한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허생원장터길 14-1 (창동리)

ｏ 문의처 : 033)330-2771

흥정계곡

봉평면 시가지에서 6번 국도를 따라 5km정도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물의 계곡이 나타나는데 이곳부터가 흥정계곡이다. 흥정산에서 발원하여 

백옥포리까지 이어지는 흥정계곡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 편마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

다. 물이 차고 맑은 청정 계곡으로 허브나라가 인접해 있고,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의 고장인 봉평 효석문화마을이 지척이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62 (흥정리) 

ｏ 문의처 : 033)33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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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석정

팔석정은 봉평면 평촌리 앞들 물가에 위치하고 있는 명승지를 말한다. 이 곳에는 8개

의 큰 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바위들은 주변의 풍치와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팔석정‘은 이 바위들을 가리켜 붙여진 이름이다. 양사언이 강릉부사로 재임할 

때, 강릉지역을 두루 살피다가 이곳 봉평 평촌리에 이르러, 그 자연경치에 탄복하여 

정사도 잊은 채 8일을 신선처럼 자유로이 노닐며 경치를 즐기다가 팔일경이란 정자를 

세우게 하고 1년에 세 번씩 찾아와 시상을 다듬었다고 한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쉴바위길 3-17 (평촌리) 

ｏ 문의처 : 033)330-2771

봉산서재

봉산서재는 율곡 이이 선생과 화서 이항로 선생의 영정이 있는 곳이다. 봉평 시가지 

진입로 국도변 평촌리 동편 산기슭에 위치한 '봉산서재'는 율곡 이이 선생의 부친 이

원수 공이 수운판관으로 벼슬을 하던 조선 중종 때 이 곳에서 18년간 거주하는 동안 

사임당 신씨에게서 율곡선생을 잉태하였는데, 이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 기리기 위하여 

창건한 사당이다. 1896년 평촌에 거주하던 유학자 홍재홍의 주축으로 고종에게 탄원

하여 판관대를 중심으로 한 사방 10리를 서재위토로 하사 받고 유생들의 성금으로 준

공되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봉산서재길 17 (평촌리, 봉산서재)

ｏ 문의처 : 033)330-2722

무이예술관

폐교를 복원해 조성한 예술인촌 평창무이예술관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볼거리가 되었

다. 현재 이곳에서는 서양화가 정연서, 조각가 오상욱, 도예가 권순범,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들이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평창무이예술관을 찾으면 작가

들의 작품활동 장면을 직접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넓

은 운동장은 야외조각공원으로 꾸며져 대형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예술전망대에 

올라가면 그림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한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사리평길 233 (무이리, 평창무이예술관) 

ｏ 문의처 : 033)335-6700

ｏ 입장료 : 일반 3,000원, 65세 이상 2,000원, 6세 미만 무료

평창자연휴양림

평창자연휴양림은 태기산 해발고도 780m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으로 울창한 수목과 

야생화가 어우러져 사계절 맑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처이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산악과 계곡 속에 숲속 체험관과 휴양관, 체육시설, 산책로, 

등산로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쾌적한 쉼터와 더불어 자연학습교육 및 산림교육장

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위에는 태기산을 비롯해 회령봉, 대미산, 청태

산, 흥정산, 봉복산 등과 같은 명산이 즐비해 산행을 겸한 휴식처로도 안성맞춤이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팔송로 285 (무이리) 

ｏ 문의처 : 033)332-0711

ｏ 입장료 :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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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안내
 
▣ 휘닉스 평창 인근 맛집 

① 한식 

② 한식 

③ 한식

④ 한식

⑤ 카페

⑥ 한우

⑦ 양식

⑧ 한우

⑨ 카페

⑩ 한식

⑪ 한우

⑫ 메밀

⑬ 한식

⑭ 카페

⑮ 메밀

⑯ 횟집

⑰ 간식

⑱ 횟집

: 해뜨는집(033)333-9611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안흥동길 63 / 옻닭 60,000원, 백숙 50,000원)

: 덕고식당(033)334-0670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 / 칼만두전골 7,000원, 두부짜글이 8,000원)

: 미락식당(033)336-2634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4 / 묵은지김치찜 2인 26,000원)

: 부촌식당(033)333-7237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73 / 오삼불고기 12,000원)

: 벨라피노(033)333-3383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93 / 아메리카노 3,000원, 생맥주 3,500원)

: 다래(033)332-9866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20 / 특수부위 40,000원, 꽃등심 38,000원)

: 딥버거(010)7484-7214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37 / 딥버거세트(버거, 감자튀김, 음료) 11,000원)

: 뚝배기마을(033)333-3118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51 / 대관령한우등심 35,000원)

: 곤트란쉐리에(033)330-6023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휘닉스파크 블루동 / 아메리카노 4,500원)

: 풍경마루(033)330-6303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휘닉스파크 센타프라자 / 시골 장터 국밥 13,000원)

: 대관령한우프라자(033)332-7222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진등길 37 / 고기 별도, 상차림비 1인 4,000원)

: 메밀꽃향기(033)336-9909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33-5 / 수제메밀묵 10,000원, 산마늘수육 15,000원)

: 황태명가(033)738-8510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18 / 황태전골, 황태찜 중 각 30,000원)

: 메밀스케치(033)336-3738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68-47 / 메밀꿀차 4,000원, 메밀 젤라또 4,500원)

: 옛골(033)336-3360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1길 5 / 순메밀국수(물,비빔) 8,000원)

: 봉평바다횟집(033)335-2033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5길 21 / 광어, 우럭 중 각 60,000원)

: 봉이메닭강정(033)335-4103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38 / 메밀닭강정 16,000원)

: 흥정송어촌(033)335-1500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봉평북로 250-59 / 송어회, 송어구이 각 25,0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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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음식

메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이자 메밀의 본고장인 봉평에서는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메밀에는 질좋은 단백질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무기

질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메밀 음식 중 가

장 흔히 먹는 것은 막국수로, 메밀전병과 메밀묵, 메밀차 같은 음식도 즐길 수 있다.

ｏ옛골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1길 5 (☎ 033-336-3360) 

ｏ물레방아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52-1 (☎ 033-336-9004)

ｏ봉평메밀진미식당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86-3 (☎ 033-336-5599)

황태구이

대관령의 혹독한 겨울은 황태 건조에 제격이다. 산간의 칼바람에 얼다 녹다를 반복하다 

보면 황태의 살결은 연해지고, 맛은 깊어진다. 황태를 반으로 갈라 살을 발라내고 토막친 

후 양념한 고추장을 발라 구워낸 황태구이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황태구이 외에도 황태국, 황태찜, 황태전골 등 황태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있다.

ｏ황태회관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86-3 (☎ 033-335-5795)

ｏ황태덕장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 033-335-5942)

ｏ황태명가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18 (☎ 033-336-0073)

나물밥

평창의 산과 들에는 이른 봄이면 갖가지 나물이 돋아난다. 나물을 캐서 바로 삶아 널

어 건조해두면 사계절 훌륭한 찬이 된다. 곤드레나물, 곰취나물 등 식이섬유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나물에 찰진 밥을 조화롭게 섞어 만든 나물밥은 외국인들도 거

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순하고 향긋해 평창 올림픽 당시 대표 먹거리로 인기

를 끌었다.

ｏ성주식당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306 (☎ 033-335-2063)

ｏ쌍둥이네가벼슬식당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18-8 (☎ 033-336-0609)

ｏ대기정 :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41 (☎ 064-739-1041)

한우

해발 700m 초원에서 깨끗한 목초만 먹고 자란 대관령한우는 예부터 맛이 좋기로 유

명했다. 마블링이 촘촘해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하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

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와 심장병도 예방해준다.

ｏ모두랑용평셀프한우마을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 033-335-1192)

ｏ대관령한우타운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8 (☎ 033-336-2151)

ｏ평창한우마을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57 (☎ 033-333-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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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

매년 겨울,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송어축제가 펼쳐지는 곳, 평창! 매우 차고 맑은 

계곡물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송어는 육질의 탄력도도 좋고 살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다. 송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성인병과 암 예방,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뇌 기능 강화와 치매에, 또 철분이 풍부해 여성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송어회, 회 무침, 서더리탕, 튀김 등으로 요리해 먹는다.

ｏ봉평메밀꽃사랑송어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길 17 (☎ 033-336-6636)

ｏ남우수산송어횟집 :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714-52 (☎ 033-332-4521)

ｏ평창송어횟집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2길 33-21 (☎ 033-336-2073)

감자옹심이

강원도의 감자는 씨알이 굵고 분이 많아 유난히 포슬한데, 수분은 적어 질척대지 않는

다. 이 감자를 갈아 물기를 짜낸 뒤 녹말가루와 섞어 새알처럼 작고 둥글게 빚어 육수

에 넣어 끓인 것이 바로 강원도의 향토음식 감자옹심이다. 감자의 비타민 C와 섬유질 

덕분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 

ｏ대관령감자옹심이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77 (☎ 033-335-0053)

ｏ감나무집감자옹심이 : 강원 속초시 중앙시장로 110-8 (☎ 033-633-2306)

ｏ강릉감자옹심강룽본점 : 강원 강릉시 토성로 171 (☎ 033-648-0340)

초당순두부

삼척 부사로 부임한 허엽이 집 앞의 샘물맛이 좋아 그 물로 콩을 가공하고 개끗한 바닷물

로 간을 맞추어 두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맛이 좋기로 소문나자 자신의 호인 초당을 

붙여 초당두부의 명칭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두부에는 필수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철분

의 함량이 높아 몸의 항상성 유지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현재 초당강릉의 초당마을

에 40여곳 이상의 순두부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ｏ차현희순두부청국장 : 강원 강릉시 초당동 6-7 (☎ 033-653-0811)

ｏ소나무집초당순두부 : 강원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95-5 (☎ 033-6951-1356)

ｏ김우정초당짬뽕순두부 : 강원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114 (☎ 033-651-1210)

곰치국

곰치국은 칼칼하면서 시원하고 비린 맛이 없으며 수저로 떠서 먹는 연한 생선이라 입에

서 살살 녹아내린다. 어부들이 추운 겨울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포구에서 그

물 말리는 일을 할 때 언 몸을 녹이려고 국으로 만들어 먹었던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곰치국은 숙취해소에도 효과가 좋고, 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의 곰치국은 맑게 끓이는데, 묵은 김치를 썰어 넣어 얼큰하게 먹기도 한다.

ｏ만남의식당 : 강원 삼척시 새천년도로 84 (☎ 033-574-1645)

ｏ사돈집 : 속초시 영랑해안1길 8 (☎ 033-633-0915)

ｏ춘선네 :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30 (☎ 033-635-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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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와 올바른 논문작성 워크샵

·국가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관련기술동향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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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교육의 Be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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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Jie Tang(Tsinghua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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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   박관우 대표(위지윅스튜디오) 

이희우 대표(언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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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ep Thinker. 
Through memory evolved.

Ushering in a new era of performance to transform the fields machine learning with the unprecedented speed of 2.4Gbps data rate per 
pin, Samsung HBM Aquabolt processes 307GB of data in just one second, improving system speed up to 50%.

1024 I/O bandwidth           1 TB/s system memory           Improved power efficiency           Highly condensed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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