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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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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 한국

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는 12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KSC2019에서는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더 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SC2019에서는 논문발표, 튜토리얼, 초청강연 등의 학회 주관 행사에 더불어 

학술 분과 주관 워크샵 및 대형국책과제를 소개하는 협력 워크샵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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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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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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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술행사가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Korea Software Congress 2019

대     회     장 　 임성수(국민대)

프 로 그 램 위 원 장 　 이경우(연세대), 진현욱(건국대)

조 직 위 원 장 　 고광만(상지대)

프로그램부위원장 권태경(서울대), 길현영(한국항공대), 박문주(인천대),

윤명근(국민대), 이은지(숭실대), 황호영(한성대)

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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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 대회장 임성수(국민대)

조직위원회

�■� 위원장 고광만(상지대)

프로그램위원회

대회�조직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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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
http://bigcomputing.org

○�개최일자� :� 2020.2.19(수)~22(토)

○� 개최장소� :� 부산�벡스코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대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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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경우 프로그램위원장 (연세대)

진현욱 프로그램위원장 (건국대)

⁍ 개회사   임 성 수 대회장 (국민대)

⁍ 시  상    KSC2019 (최)우수논문상

 

사회 : 이상환 부회장 (국민대)

의장 : 최종원 회장 (숙명여대)

⁍ 성원보고

⁍ 전회의록 접수

⁍ 사업실적 보고

⁍ 의안심의

1) 2019년도 예산결산 위임

2) 35대 임원인준 및 감사선출

3) 2020년도 사업계획

           4) 2020년도 수지예산

5) 기타

 - 차기회장 당선자 인사

⁍ 폐회

연회(Banquet)

 ◆ 대 상 : 정회원, 종신회원, 비회원 일반 등록자

 ◆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18:10~20:00

 ◆ 장 소 : 아젠다1 (2층)

 ◆ 공로상, 가헌학술상, 젊은정보과학자상, 우수논문상 시상

개회식 12월 19일(목) 17:00~17:20  /  팀버홀 (2층)

정기총회 12월 19일(목) 17:30~18:00 /  아젠다1 (2층)

개회식 / 정기총회

개회식 /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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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논문제목 논문저자

1 고성능컴퓨팅
GPU workload balancing for CSR graph 

representation
조성준(포항공대), 김한준(연세대)

2 국방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시험 환경 구축 방안
이동언·송형곤·진정훈·조규태

(LIG넥스원)

3 데이터베이스
상품 분류 체계를 고려한 구매 이력 간 유사도 측정 방법 

및 그의 효율적인 계산 기법
양유정·이기용(숙명여대)

4 데이터베이스
협업 필터링을 위한 듀얼 벡터 표기 방식 기반 

오토인코더

심수정·김장현·배홍균·김상욱

(한양대)

5 데이터베이스
도로 교통망에서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사용자의 민감한 부분경로 보호 기법
김재원·박석(서강대)

6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학습을 통해 소음에 강한 비가청 음파통신

원경필·길철휘·범정현·추현승

(성균관대)

7 사물인터넷 XACML 기반 IoT 접근제어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 매니저 이학진·이욱진(한양대)

8 사물인터넷 롤링 셔터 효과 기반의 VLC를 통한 IoT 기기 연결 기법 정우진·이경우(연세대)

9 소프트웨어공학
코드 누락 결함(Omission Fault)에 대한 뮤테이션 기반 

결함 위치 식별 기법의 성능 향상
전주영·홍신(한동대)

10 소프트웨어공학 함수 관련도를 이용한 퍼징의 커버리지 향상 이아청·김윤호·김문주(KAIST)

11 스마트시티
A UAV-Assisted Intelligent Delivery System for 

Smart City

Chu Myaet Thwal·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12 언어공학 MASS를 이용한 한국어 문서 요약 정영준·황현선·이창기(강원대)

13 언어공학
앙상블 기반 지식 증류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박천음·김기훈(강원대), 

김현기(ETRI), 이창기(강원대)

14 언어공학
RoBERTa와 스택-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홍승연·나승훈(전북대), 

신종훈·김영길(ETRI)

15 인공지능
보호특징별 조작 가능한 잠재공간 기반의 알고리즘 

편향성 감소 방법
민경하·김진영·조성배(연세대)

16 인공지능
DPESS: 임베딩 공간 통계를 이용한 주간 위성영상 

기반의 인구 통계학적 속성 예측

차현지·한성원·안동현·박성원

(KAIST), 차미영(IBS, KAIST)

17 인공지능
Extrinsic Calibration for Multiple Cameras without 

Target Locations
김윤성·장병탁(서울대)

18 인공지능 온라인 스트리밍 채팅 내 이모티콘이 포함된 혐오 표현 탐지 김재헌(KAIST), 차미영(IBS)

※ 1번 시상은 개회식에서, 2~7번 시상은 뱅킷에서 진행됩니다.

1. KSC2019 우수논문상

※ 아래 논문 중에서 10편 내외 최우수논문상 수상작을 선정하며, 시상식장에서 발표 및 시상합니다.

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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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 오믹스 통합 유방암 서브타입 

분류

최정민·이지영·김지은·김지현·

채희준(숙명여대)

20 인공지능
저해상도 이미지 분류를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로부터의 

Self-Attention 정보 추출 네트워크
신성호·최승준·이규빈(GIST)

21 인공지능
Event to HDR, Depth and Motion Images by Multi 

Task Learning

S. Mohammad MostafaviI.·

최종현(GIST), 윤국진(KAIST)

22 인공지능 시각 대화를 위한 멀티모달 그래프 컨볼루션망 강기천·박준석·장병탁(서울대)

23 인공지능 지식 그래프 추론 기반의 오픈 도메인 질문 응답 이기호·김인철(경기대)

24 인공지능
Impact-Echo 신호와 주파수 성분 학습 모델에 기반한 

덕트 공동 탐지

오병두(한림대), 최형(AI브릿지), 

김영진·진원종(KICT), 김유섭(한림대)

25 인공지능
그래프 구조 데이터의 표현을 위한 자기 조직화 지도 

기반 미분 가능 그래프 풀링
권일재·온경운·장병탁(서울대)

26 인공지능
Music2Body: LSTM-based Dance Motion Generation 

Method

Javokhir Nazarov·Aziz 

Siyaev·Geun-Sik Jo

(Inha University)

27 전산교육시스템
GitHub 상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래밍 과제에 실시간 채점을 

지원하는 자동 과제 채점 서비스 및 시스템 설계

김채영·오지혜·정혜진·하민지·

홍신(한동대)

28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FP-Growth 기반 암호화 연관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신재환·김형진·장재우(전북대)

29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SSD GUARD: 높은 권한의 데이터 변조 공격으로부터 

파일 보호

안진우(서강대), 이중희(고려대), 

김영재(서강대)

3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함수호출관계를 활용한 스마트 계약 실행환경 안전성 개선 이수연·목성균·조은선(충남대)

31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최근접거리 기반 예측오차 패턴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운전정보 대상 머신러닝 학습모델의 이상판단 성능 개선

윤정한·최종원·김종욱·황원석·

김형천(국가보안기술연구소)

32 정보통신
A Multiple Federated Learning Services Orchestrator 

in Edge Computing

Minh N. H. Nguyen·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33 정보통신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UAV-BS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컨텐츠 캐싱 프레임워크
강석원·홍충선(경희대)

34 정보통신
시청자 반응 및 의도 기반의 실시간 광고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
강성주·정광수(광운대)

35 정보통신
Socks5 프록시 서버를 활용한 토르 (Tor) 기반 다크 웹 

수집 성능 개선
문현수·이영석(충남대)

36 정보통신
Segment Routing으로 SFC를 구현하는 SDN 

Forwarding Table 설계

정해권·인상규(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37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이미지 분할 및 관심 영역 기반 색상 스키마 추출 김수지·최성희(KAIST)

38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시계열 심층학습 모델의 은닉 노드에 대한 시각화 조소희·최재식(UNIST)

39 컴퓨터시스템
뇌전도의 다변량 다중스케일 퍼지 엔트로피 분석에 

기반한 감정 인식
이대영·최영석(광운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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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컴퓨터시스템 위치 및 행동 정보를 이용한 고양이 행동 분석 시스템
최윤아·이종욱·박대희·정용화

(고려대)

41 컴퓨터시스템 딥 시공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도시 택시 요구사항 예측
Qiaoyue Man·Cho Young 

Im·Dilshod Ergashev(가천대)

42 컴퓨터시스템
심전도의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 기반의 심실세동 

컴퓨터 보조 진단 기법
오승록·최영석(광운대)

43 컴퓨터시스템 특징점 배치의 기하학적 유사성을 이용한 GS-RANSAC 송기흔·홍명덕·조근식(인하대)

44 컴퓨터시스템
문서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할까? - 순환 신경망 기반의 

문서 보존기간 자동 분류

신진섭(KISTI), 모은수·

최재교(코이션), 김성찬(KISTI)

45 컴퓨터이론
휴지-상태 fMRI 영상 기반 자폐증 진단을 위한 다중-레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지연·강은송·석흥일(고려대)

2. 공로상

나연묵(단국대) 채진석(인천대) 김성백(제주대) 김영국(충남대)

김재수(KISTI) 이윤근(ETRI) 임춘성(SPRi)

3. KSC2019 특별공로상

4. 특별공로상

5. 가헌학술상

 심규석(서울대)

6. 젊은정보과학자상

 차미영(KAIST)

7.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

데이터베이스 장재우(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 김동우(경북대)

정보통신 윤지원(고려대)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김현택(고려대), 유병현(KIST)

컴퓨터시스템 김세욱 · 최종무(단국대)

CVPR 우수연구자상 김수형(전남대)

홍충선(경희대) 장병탁(서울대) 엄영익(성균관대) 최영준(아주대)

김상욱(한양대)

양태천(경성대) 김성렬(건국대) 이종우(숙명여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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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프로그램 시간 장소

B12

[기조강연 I]

 Prof. Jim Kurose(UMass Amherst)

 “Federally-funded computer science research: value proposition,

 directions, and lessons learned”

12월 18일(수)

17:20~18:00
팀버홀

C2

[초청강연 I]

12월 19일(목)

10:00~12:15
팀버홀1

 이봉신 Sr Principal Researcher(Microsoft Research)

 “Data-Driven Storytelling with Expressive Visualization”

 이건호 CTO(Enuma)

 “Empower ALL children to be independent learners”

 이지홍 엔지니어(LINE)

 “LINE Timeline Post Recommender System”

C3 정보과학관련학과 교과과정 간담회
12월 19일(목)

10:30~12:00
팀버홀2

C5 박사포럼 - “김박사, 어서와!”
12월 19일(목)

09:00~12:00

플레이

라운지

D2

[초청강연 Ⅱ]

12월 19일(목)

14:00~15:30
팀버홀1

 홍태영 센터장(KISTI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 및 활용 사례”

 안서형 대표(플레이키보드)

 “사랑받는 소프트웨어 만들기”

 심규석 교수(서울대)

 [2019년도 가헌학술상 수상자 초청강연]

 “Oh, big data, I love thee!”

D10

[기조강연 Ⅱ]

 이재웅 대표(쏘카)

 “Mobility system as a new Operating System of Cars and the society”

12월 19일(목)

16:20~17:00
팀버홀

E1
쏘카X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 

데모 평가

12월 20일(금)

09:00~12:00
포레스트홀

F3
쏘카X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 

 발표평가, 시상식

12월 20일(금)

13:20~17:00
팀버홀1

공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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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기조강연

B12 / 12.18(수) 17:20~18:00 / 팀버홀

                                     사회: 임성수 대회장 (국민대)

기조강연 I

D10 / 12.19(목) 16:20~17:00 / 팀버홀

 사회: 이경우 프로그램위원장 (연세대)

진현욱 프로그램위원장 (건국대)

기조강연 Ⅱ

Prof. Jim Kurose(UMass Amherst)

“Federally-funded computer science research: 

value proposition, directions, and lessons learned”

Federally-funded academic computer science (CS) research has had tremendous 

impact on the US economy, security, and workforce. In this talk, we first discuss 

the value proposition for federal funding of CS research – the economic, 

security, social and workforce impacts. We then discuss recent,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for Federally-funded academic CS research, including (but 

certainly not limi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ing systems research. We also discuss how the Federally-funded US CS 

research ecosystem operates and is evaluated. We conclude with personal 

observations on this research ecosystem, based on the speaker’s five-year 

leadership of the Directorate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at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재웅 대표(쏘카)

“Mobility system as a new Operating System of Cars and the society”

우리 사회에서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본권인 이동권이 

네트워크 기술과 플랫폼 기술, 인공지능 및 최적화 기술, 차량운영체제 기술, 그리고 자율

주행 기술로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모빌리티 시스템 또한 모든 정보기술이 집적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산업적 관점에서 이런 변화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정보기술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자원을 

플랫폼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경제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공유경제 시대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정보과학의 관점

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지 살펴보고, 해결해야할 법과 제도의 문제도 같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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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초청강연 I

C2 / 12.19(목) 10:00-12:15 / 팀버홀1                        사회: 이경우 프로그램위원장 (연세대)

 이봉신 Sr Principal Researcher(Microsoft Research)

“Data-Driven Storytelling with Expressive Visualization”

Practitioners are increasingly using visualizations to tell compelling stories 

supported by data, and continually developing novel techniques that integrate 

data visualization into a cohesive narrative. In response, those of us in the 

visualization research community have set to identify and refine design principles 

and to develop innovative techniques and tools. In this talk, I will present my 

research on data-driven storytelling, which focuses on empowering people to 

easily create data-driven stories leveraging expressive visualizations without the 

need for programming. I will also briefly discus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is 

exciting field. 

이건호 CTO(Enuma)

“Empower ALL children to be independent learners”

에누마는 2012년 미국 버클리에서 시작한 교육 스타트업이다.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토도수학 등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타블렛/모바일 기반의 교육 도구들을 만들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전세계 

아동 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Global Learning XPRIZE)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는 전세계 2억 5천만 명에 이르는 문맹 아동들이 “소프트웨어 

만으로” 기초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을 목표로, 총 상금 1500만

달러를 걸고 2014년에 시작되었다. 전세계 700여팀 중 다섯팀이 결승에 진출하여 탄자

니아 시골 170개 마을에서 학교 밖 아동 3천여명에게 각 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타블렛을 나누어주고 15개월간 필드테스트를 진행한 후, 가장 높은 학습 성과를 낸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실험의 결과, 학교나 도와줄 어른이 없는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만으로 

어린이들의 자기 학습이 가능하며, 또한 이러한 자기 학습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퀄리 티에 

따라 학습 성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강연에서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소프트웨어, 이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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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엔지니어(LINE)

“LINE Timeline Post Recommender System”

The Timeline tab in LINE's Messenger serves as a social networking platform that 
allows user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posts. Using the data acquired 
from this platform, we are able to provide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to our 
users. There are many factors to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servicing a 
highquality recommender system. While the choice of algorithm to train the 
model on is undeniably important, we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other aspects 
that play substantial roles as well. In this talk, I will briefly explain several factors 
that I found vital in providing our users with a satisfying user experience and 
continuously refining our recommender system. Also, I will go into insights gained 
from a data analytics standpoint throughout the journey, and how they 
contributed to the quality of the overall system.

커뮤니케이션 앱 "LINE"의 타임라인은 유저가 SNS상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INE에서는, 타임라인에서의 공유 내용이나 방문 이력을 기초로, 

각각의 유저에게 맞는 "추천"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추천시스템"을 제공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만족도의 

높은 유저 체험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추천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이 작업 공정에서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얻은 이해와 그것들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의 품질 향상에 공헌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초청강연 Ⅱ

D2 / 12.19(목) 14:00~15:30 / 팀버홀1                      사회: 진현욱 프로그램위원장 (건국대)

홍태영 센터장(KISTI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 및 활용 사례”

슈퍼컴퓨터 5호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범용 클러스터 시스템으로 도입 당시(18년 6월) 

TOP500 성능에서 세계 11위에 등재되었다. 이 시스템은 8,437 계산노드로 구성되어 있

으며, 100Gbps급 고속 네트워크와 20PB의 병렬파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슈퍼컴퓨터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안서형 대표(플레이키보드)

“사랑받는 소프트웨어 만들기”

고객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T 스타트업 비트바이트를 창업해서 5년 동안 키보드 앱만 만들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심규석 교수(서울대학교)

“Oh, big data, I love thee!”

올해 정보과학회 가헌학술상 수상자인 심규석 교수가 그 동안 계속해서 진행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과 데이터마이닝 분야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마이닝 분야 기술 발전의 흐름을 조명하고 아울러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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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포럼 - 김박사, 어서와!
“컴퓨터/SW 분야 신진 박사 연구내용 소개 및 네트워킹 자리 마련”

소개

2019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 ’19)에서 컴퓨터 및 SW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심 있는 

기업 및 학교 관계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박사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 및 기업에서는 

컴퓨터/SW분야 우수 박사 인력에 대해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지만 배출되는 박사 인력의 규모 및 연구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과학회는 컴퓨터 분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연구내용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학계 및 산업계의 동 분야 관계자를 초대하여 고급 인재들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

하고 수요자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석인원(예정)        

- 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 국내 대학

- 학계/산업계 관계자     : 대기업, 국책 연구기관, 대학 Faculty search committee 등)

발표자 안내

김규식 (광운대학교)

전공분야 : SSD

지도교수 : 김태석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활용한 NVMe SSD의 입출력 성능 향상 연구

김영빈 (연세대학교)

전공분야 : 아키텍처

지도교수 : 이경우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8월

학위논문제목 : 가속기 환경에서의 딥러닝 수행 최적화 방법

남용욱 (광운대학교)

전공분야 : 인공지능, 진화연산

지도교수 : 김용혁

학위취득(예정)일 : 2019년 8월

학위논문제목 : 유전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코드 진행 기반 지능적 음악 작곡

C5 / 12.19(목) 09:00~12:00 / 플레이라운지              사회: 이은지 프로그램부위원장(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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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혁 (서울대학교)

전공분야 : 컴퓨터비전(물체검출)

지도교수 : 김건희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Difficulties in Object Detection and Remedies to Them

문준형 (연세대학교)

전공분야 : 유비쿼터스 컴퓨팅

지도교수 : 이경우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8월

학위논문제목 : Sensor-based intelligent system for in-home healthcare and treatment

문현수 (충남대학교)

전공분야 : 통신 및 보안

지도교수 : 이영석

학위취득(예정)일 : 2021년 2월

학위논문제목 : 개인정보 노출을 고려한 개인 가상 비서

박근영 (건국대학교)

전공분야 : 컴퓨터비전

지도교수 : 김두현

학위취득(예정)일 : 2019년 8월

학위논문제목 : Cached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영상 분류 가속화를 위한 

              특징 지도의 캐시 기법에 관한 연구

소휘수 (연세대학교)

전공분야 : 컴퓨터과학(신뢰성)

지도교수 : 이경우

학위취득(예정)일 : 2021년 8월

학위논문제목 : Software-based instruction replication against hardware faults

오상은 (KAIST)

전공분야 : 모바일 시스템

지도교수 : 신인식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Transparent Single-device Abstraction for Ubiquitous Multi-device Environments

유형철 (서강대학교)

전공분야 :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지도교수 : 정성원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트리 구조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군집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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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식 (KAIST)

전공분야 : 데이터 마이닝

지도교수 : 이재길

학위취득(예정)일 : 2021년 2월

학위논문제목 :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순변화를 활용한 근접도 기반 이상치 탐지

이길호 (KAIST)

전공분야 : Cyber-Physical Systems

지도교수 : 신인식

학위취득(예정)일 : 2019년 2월

학위논문제목 : Resource-efficient real-time networking system for cyber-physical systems

이우연(서울대학교)

전공분야 : 빅데이터/머신러닝 분산시스템

지도교수 : 전병곤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분산 기계 학습의 자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동적 최적화 기술 

(Runtime Optimization Techniques for Resource-Efficient Execution of Distributed Machine Learning)

이윤성 (서울대학교)

전공분야 : AI 시스템

지도교수 : 전병곤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Optimizing Machine Learning Inference Systems with White Box Approaches

이지연 (KAIST)

전공분야 : Security

지도교수 : 신인식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8월

학위논문제목 : A Study on the Detection and Defense of Vulnerabilities Due to New Web Technology

임미영 (대구대학교)

전공분야 : 자연언어처리

지도교수 : 강신재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Word Graph와 Encoder-Decoder 모델을 사용한 한국어 자동 요약

정진홍 (서울대학교)

전공분야 : 데이터마이닝

지도교수 : 강유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Random Walk-based Large Graph Mining Exploiting Real-world Graph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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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준 (서강대학교)

전공분야 : 데이터베이스

지도교수 : 정성원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Column-based DBMS를 위한 대용량 지리 공간 데이터 질의 처리 기법

조중연 (건국대학교)

전공분야 : 컴퓨터공학(고성능컴퓨팅,운영체제)

지도교수 : 진현욱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통신과 계산 중첩을 위한 비동기적 MPI 집합 통신

한욱현 (KAIST)

전공분야 : System Security

지도교수 : 신인식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2월

학위논문제목 : Scalable Path Exploration and Memory Error Detection for Efficient Vulnerability Discovery

홍승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공분야 : 인공지능

지도교수 : 송사광

학위취득(예정)일 : 2020년 8월

학위논문제목 : 자동부호모델을 이용한 기상관측 현상 분석

Pavan Kumar B N (Chung Ang Univeristy)

전공분야 : CG/VR

지도교수 : Young Ho Chai

학위취득(예정)일 : February 2020

학위논문제목 : Eye-Gaze-Guided UAV Camera Interactions in Virtu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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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X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

12.20(금) 09:00 - 12:00 포레스트홀

 13:20 - 17:00 팀버홀1

데모평가

발표평가, 시상식

 1. 실시간 영상처리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 및 차량 내 자동 흡연 탐지 기술 개발

- 드레싱

개요__실시간 영상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2. 3D CNN을 이용한 블랙박스 영상의 사고 과실 평가 시스템

- 막타

개요__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목표는 3D CNN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신호등, 차선, 속도 등 사고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객체 검출 없이 네트워크에서 모든 내용을 판단하여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시스템 개발이다. 2,200개의 사고 시나리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시킨 후, 과실을 11단계(0% 

- 100%)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3. 딥러닝 모델 압축기술을 활용한 블랙박스를 통한 실시간 위험 알림

- 쏘타

개요__블랙 박스의 영상을 통하여 차량 운행 중 아래의 상황을 감지하며, 위험을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 대형 차량 및 적재물을 실은 차량이 주변에 있을 경우

○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가지거나 차선을 침범한 차량이 주변에 있을 경우

○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움직임이 격동적일 경우

 4. 블랙박스 주행 영상 기반의 운전자 사고 위험성 추정 모델

- 이"타다"끼마스

개요__차량의 블랙박스 주행 영상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는 

Representation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특정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함

 5. CNN기반 이미지 인식을 활용한 고속도로 주정차 차량 인식 및 경고 시스템

- 전방주시안하는날까지

개요__기존의 차량 거리 유지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차량 간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다. 

우리 팀은 블랙박스만을 사용하여 원거리의 차량이라도 거리를 측정,  앞 차량과의 상대속도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고속도로 내 주정차 차량을 인식, 경고한다.

 6. 쏘카존 주차장에서 전방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한 주차 공간 찾기

- 포티비전

개요__쏘카 대여 후 차량 반납 시 운전자가 쏘카존 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전방 

카메라(블랙박스)의 영상으로부터 딥러닝을 사용하여 빈 주차 공간 검출 및 그 결과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쏘카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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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딥러닝 기반 블랙박스 비디오 분석을 통한 사고 영상 추출 및 자동백업

- Aigorithm

개요__ 

○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해 사고 상황 인식

○ 딥러닝을 이용하여 녹화 영상 분석을 통한 자동 상황인식

○ 사고상황이 들어 있는 비디오의 자동 추출 및 백업

 8.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행환경정보 자동 수집 및 분석 시스템

- CAVE

개요__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의 유형 및 구조,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 정확한 도로환경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인 바,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도로의 운행환경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면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운행시나리오 도출 및 자율주행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9. AnoGAN 기반 도로 이상 상황 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

- ELC39

개요__이상 상황 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기능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Anomaly 

Detection으로, 딥러닝 기반 모델인 AnoGAN을 학습시켜 도로 위의 이상상황을 탐지한다. 학습 데이터로는 

본 대회에서 제공 받는 쏘카 차량과 블랙박스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수집한다. 두 번째는 중복 신고 방지이다. 

이를 통해 신고 처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신고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10. UrbanAI : 차량 블랙박스 기반 도시환경 탐지를 위한 Geo AI 허브 시스템

- UrbanAI Network

개요__

○ 블랙박스 데이터의 딥러닝 추출 및 지도 맵핑을 통한 도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유연한 딥러닝 모델 추가/갱신을 지원하는 카트리지식 딥러닝 모델 지원

○ 도로파손 객체 및 MSCOCO 모델 추출 데이터의 지도 맵핑 지원   

특강                                                        12.20(금) 15:55~16:25 / 팀버홀1 

김상우 그룹장(쏘카)

기술과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을 변화시키는가?  

인구 증가, 도시 집중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내 이동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과 데이터를 

소개하고, 쏘카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봅니다.

Bio

쏘카 데이터그룹 그룹장 / 서울대 전자공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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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인덱스 연사 프로그램 일시

A9  정상근 교수(충남대)  자연어 처리 2.0 을 위한 딥 러닝 기초 강의
12.18(수)

10:00-16:00

B2  임준호 선임연구원(ETRI)
 Recent Advances in Korean Language Processing 

 (feat. BERT & KorBERT)
12.18(수)

13:00-16:00

B3
 김홍규 선임연구원(LG전자)

 송태웅 대표(리얼리눅스)

 uftrace 로 대규모 오픈소스 프로그램 및 리눅스 커널

 쉽게 분석하기
12.18(수)

13:00-16:00

E3  김건희 교수(서울대)  언어 모델 기반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
12.20(금)

09:00-12:00

E4  최승진 CTO(BARO)          Deep meta-Learning
12.20(금)

09:00-12:00

E7  김효정 교수(동국대)  클라우드 기반 AI/ML 연구 환경 실습
12.20(금)

09:00-12:00

F4  홍승훈 교수(KAIST)
 Hierarchical generative models for modeling 

 complex observations
12.20(금)

13:40-15:40

F5  김인중 교수(한동대)  Deep Bayesian Neural Nets
12.20(금)

13:40-16:40

튜토리얼 상세정보

A9 / 12.18(수) 10:00~16:00 / 아젠다3-1

자연어 처리를 위한 딥 러닝 기초 강의                                      정상근 교수(충남대)

본 실습 강의에서는 자연어 처리(NLP)를 활용한 텍스트 입력을 이해하기 위한 딥 러닝 
기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널리 사용되는 딥 러닝 도구, 프레임워크 및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에 
구성된 GPU 가속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본 교육 과정
에서는 텍스트 분류를 위한 신경 네트워크 훈련, 주어진 텍스트 문서에서 특징을 추출
하기 위한 언어 스타일 모델 구축 및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기 위한 신경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가르칩니다. 

B2 / 12.18(수) 13:00~16:00 / 팀버홀2

Recent Advances in Korean Language Processing (feat. BERT & KorBERT) 임준호 선임연구원(ETRI)

BERT 모델은 수십 기가 이상의 대용량 원시 말뭉치로부터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딥러닝 

언어모델을 사전에 학습하고, 언어처리, 기계독해, 문장/문서 분류 등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여 당시 최고 성능을 달성한 연구로, 2018년 10월 BERT 모델이 공개된 이후 많은 

언어처리 연구가 BERT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튜토리얼 에서는 BERT 언어

모델과 BERT 이후의 언어모델 구축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언어 처리 연구 결과를 소개

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딥러닝 기반 언어처리 접근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BERT 언어

모델 및 BERT 이후의 최신 언어모델 구축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에 

적합한 KorBERT 언어모델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BERT 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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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12.18(수) 13:00~16:00 / 팀버홀3

uftrace로 대규모 오픈소스 프로그램 및 리눅스 커널 쉽게 분석하기  

 

김홍규 선임연구원(LG전자)

송태웅 대표(리얼리눅스)

큰 규모의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거나 리눅스 커널의 동작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여러 겹으로 쌓여서 추상화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과정은 함수 실행흐름 분석을 통해 크게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uftrace 는 C/C++ 

및 Rust 프로그램을 tracing 기법을 통해 코드 수정 없이 함수 단위의 성능 측정 및 call 

graph 분석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분석 도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uftrace 를 사용하여 어떻게 대규모 프로그램들의 내부구조를 분석

할 수 있는지 C++ STL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LLVM, Node.js 등)들을 사례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uftrace 의 user + library + kernel 함수 통합 추적기능을 

활용하여 리눅스 커널 VFS(Virtual File System) / File System / Block Device Layer 

동작과정을 step-by-step 추적해봅니다.

E3 / 12.20(금) 09:00~12:00 / 팀버홀1

언어 모델 기반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                                    김건희 교수(서울대)

근래 Bert, GPT, XLNet 등 언어 모델 기반 딥러닝 모델들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들

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들은 언어모델(Language Model)로써 대

용량의 학습데이터로 pre-training된 후, 질의 응답, 감정 분석 등 목적 작업의 학습 

데이터에 fine-tuning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이 

모델들의 기본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최신 모델들이 기존 모델들을 어떻게 개선하며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E4 / 12.20(금) 09:00~12:00 / 팀버홀2

Deep meta-Learning                                                       최승진 CTO(BARO)

Deep learning has achieved great success in various tasks, when it is trained with 

large amount of labeled data. However, it is a challenging task for deep models 

to learn from a handful of labeled examples. One example is few-shot learning 

the goal of which is to learn from only a few examples in each class label. A 

promising way to tackle this problem might be 'meta-learning' which leverages 

previous knowledge or experience in many relevant tasks, to quickly learn a new 

task. In this tutorial, I will introduce recent advances in meta-learning, including 

metric-based (Siamese net, matching net, prototypical net, and relation net) 

optimization-based methods (meta-LSTM, MAML, MT-net, Reptile), and probabilist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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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 12.20(금) 09:00~12:00 / 아젠다1-1

클라우드 기반 AI/ML 연구 환경 실습                                                김효정 교수(동국대)

최근 AI, 머신러닝에 더불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ML 학습 및 연구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머신러닝 환경을 

구성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주의할 점을 이해

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ML 학습 및 추론시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인프라 자원을 필요로 하는 ML 연구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 및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4 / 12.20(금) 13:40~15:40 / 팀버홀2

Hierarchical generative models for modeling complex observations          홍승훈 교수(KAIST)

Recent advances in deep generative models have enabled machines to 
understand and synthesize various forms of data such as images, videos, texts, 
audios, etc. However, much of these successes are limited to modeling 
well-structured data, such as images of limited context and scene structure, 
while modeling complex, unaligned data remains an open challenge. One 
hypothesis behind this challenge is that the generative process of complex 
scenes involves a significant amount of generative factors and their complex 
interactions, which are highly entangled thus difficult to be inferred from the 
observations. As an alternative to address this challenge, this tutorial will 
introduce hierarchical generative models, and discuss how they can be used to 
reduce the complexity of observations and inject prior knowledge on structures. 
We will also discuss its other benefits such as improvement on interpretability 
and its potential extension to interactive models.

F5 / 12.20(금) 13:40~16:40 / 팀버홀3

Deep Bayesian Neural Nets                                               김인중 교수(한동대)

일반적인 신경망이 고정된 값을 출력하는 반면 베이지안 신경망은 확률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를 출력한다. Bayesian 신경망은 신경망에 비해 불확실성을 모델링할 수 있고 오버

피팅이 적은 점 등의 장점을 갖는다. 본 강의에서는 베이지안 이론, 가우시안 프로세스

(Gaussian Process)과 베이지안 신경망을 설명하고 Deep Bayesian Model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소개한다.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922

Invited Paper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 분과 학술대회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발표세션

1

소프트

웨어

공학

ICSE 2019
Guiding Deep Learning System Testing 
using Surprise Adequacy Technical Track

김진한(KAIST) 유 신 F10

2
ESEC/FSE 

2019
Concolic Testing with Adaptively 
Changing Search Heuristics

차수영(고려대) 오학주 F10

3 ASE 2019
Model checking embedded control 
software using OS-in-the-loop CEGAR

김동우(경북대) 최윤자 F10

4

컴퓨터

시스템

USENIX 2019
Asynchronous I/O Stack: A Low-latency 
Kernel I/O Stack for Ultra-Low Latency 
SSDs

이규선(성균관대) 정진규 A7

5 FAST 2019
Write-Optimized Dynamic Hashing for 
Persistent Memory

차호근(성균관대) 남범석 E6

6
인공

지능
ICML 2019

Hexa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for Real World Classification

황의원(서울대) 윤성로 D7

7

언어

공학

EMNLP 2019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with Tied 
Sequence-to-Sequence Multi-Task Model

송현제(전북대) 박성배 F8

8 CoNLL 2019
Multi-level Biaffine Attention for 
Semantic Dependency Parsing

민진우(전북대) 나승훈 A4

9

데이터

베이스

WWW 2018
How to Impute Missing Ratings? Claims, 
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llaborative Filtering 

배홍균(한양대) 김상욱 C7

10 PVLDB 2019
NETS: Extremely Fast Outlier Detection 
from a Data Stream via Set-Based 
Processing

윤수식(KAIST) 이재길 C7

11 IJCAI 2019
Belief Propagation Network for Hard 
Inductive Semi-supervised Learning

유재민(서울대) 강 유 C7

12
Big Data 

2019

Data Context Adaptation for Accurate 
Recommendation with Additional 
Information

전현식(서울대) 강 유 C7

Invit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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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소프트웨어공학]

1. Guiding Deep Learning System Testing using Surprise Adequacy Technical Track

▪저자 : Jinhan Kim, Robert Feldt, Shin Yoo(KAIST)

▪대회명 : ICSE 2019

Deep Learning (DL) systems are rapidly being adopted in safety and security critical domains, urgently 

calling for ways to test their correctness and robustness. Testing of DL systems has traditionally relied 

on manual collection and labelling of data. Recently, a number of coverage criteria based on neuron 

activation values have been proposed. These criteria essentially count the number of neurons whose 

activation during the execution of a DL system satisfied certain properties, such as being above 

predefined thresholds. However, existing coverage criteria are not sufficiently fine grained to capture 

subtle behaviours exhibited by DL systems. Moreover, evaluations have focused on showing 

correlation between adversarial examples and proposed criteria rather than evaluating and guiding 

their use for actual testing of DL systems. We propose a novel test adequacy criterion for testing of 

DL systems, called Surprise Adequacy for Deep Learning Systems (SADL), which is based on the 

behaviour of DL systems with respect to their training data. We measure the surprise of an input as 

the difference in DL system's behaviour between the input and the training data (i.e., what was 

learnt during training), and subsequently develop this as an adequacy criterion: a good test input 

should be sufficiently but not overtly surprising compared to training data. Empirical evaluation using 

a range of DL systems from simple image classifiers to autonomous driving car platforms shows that 

systematic sampling of inputs based on their surprise can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of DL 

systems against adversarial examples by up to 77.5% via retraining. 

2. Concolic Testing with Adaptively Changing Search Heuristics

▪저자 : Sooyoung Cha, Hakjoo Oh(Korea University)

▪대회명 : ESEC/FSE 2019

We present Chameleon, a new approach for adaptively changing search heuristics during concolic 

testing. Search heuristics play a central role in concolic testing as they mitigate the path-explosion 

problem by focusing on particular program path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code coverage as quickly 

as possible. A variety of techniques for search heuristics have been proposed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existing approaches are limited in that they use the same search heuristics throughout the 

entire testing process, which is inherently insufficient to exercise various execution paths. Chameleon 

overcomes this limitation by adapting search heuristics on the fly via an algorithm that learns new 

search heuristics based on the knowledge accumulated during concolic testing.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non-adaptive approaches to ours greatly improves the 

practicality of concolic testing in terms of both code coverage and bug-finding. 

3. Model checking embedded control software using OS-in-the-loop CEGAR

▪저자 : Dongwoo Kim, Yunja Choi(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ASE 2019

Verification of multitasking embedded software requires taking into account its underlying operating 

system w.r.t. its scheduling policy and handling of task priorities in order to achieve a higher degree 

of accuracy. However, such comprehensive verification of multitasking embedded software together 

with its underlying operating system is very costly and impractical. To reduce the verification cost 

while achieving the desired accuracy, we propose a variant of CEGAR, named OiL-CEGAR 

(OS-in-the-Loop Counterexample-Guided Abstraction Refinement), where a composition of a formal 

OS model and an abstracted application program is used for comprehensive verification and is 

successively refined using the counterexamples generated from the composition model. The 

refinement process utilizes the scheduling information in the counterexample, which acts as a min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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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eck the executability of the counterexample trace on the concrete program. Our experiments 

using a prototype implementation of OiL-CEGAR show that OiL-CEGAR greatly improves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property checking in this domain. It automatically removed all false alarms and 

accomplished property checking within an average of 476 seconds over a set of multitasking 

programs, whereas model checking using existing approaches over the same set of programs either 

showed an accuracy of under 11.1% or was unable to finish the verification due to timeout. 

[컴퓨터시스템]

4. Asynchronous I/O Stack: A Low-latency Kernel I/O Stack for Ultra-Low Latency SSDs

▪저자 : Gyusun Lee, Seokha Shin, Wonsuk Song(Sungkyunkwan University), Tae Jun 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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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명 : USENIX 2019

Today’s ultra-low latency SSDs can deliver an I/O latency of sub-ten microseconds. With this 

dramatically shrunken device time, operations inside the kernel I/O stack, which were traditionally 

considered lightweight, are no longer a negligible portion. This motivates us to reexamine the storage 

I/O stack design and propose an asynchronous I/O stack (AIOS), where synchronous operations in the 

I/O path are replaced by asynchronous ones to overlap I/O-related CPU operations with device I/O. 

The asynchronous I/O stack leverages a lightweight block layer specialized for NVMe SSDs using the 

page cache without block I/O scheduling and merging, thereby reducing the sojourn time in the block 

layer. We prototype the proposed asynchronous I/O stack on the Linux kernel and evaluate it with 

various workloads. Synthetic FIO benchmarks demonstrate that the application-perceived I/O latency 

falls into single-digit microseconds for 4 KB random reads on Optane SSD, and the overall I/O latency 

is reduced by 15-33% across varying block sizes. This I/O latency reduction leads to a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 of real-world applications as well: 11-44% IOPS increase on RocksDB and 

15-30% throughput improvement on Filebench and OLTP workloads.  

5. Write-Optimized Dynamic Hashing for Persistent Memory

▪저자 : Moohyeon Nam(UNIST), Hokeun Cha(Sungkyunkwan University), Young-ri Choi, 

        Sam H. Noh(UNIST), Beomseok Nam(Sungkyunkwan University)

▪대회명 : FAST 2019

Low latency storage media such as byte-addressable persistent memory (PM) requires rethinking of 

various data structures in terms of optimization. One of the main challenges in implementing 

hash-based indexing structures on PM is how to achieve efficiency by making effective use of 

cachelines while guaranteeing failure-atomicity for dynamic hash expansion and shrinkage. In this 

paper, we present Cacheline-Conscious Extendible Hashing (CCEH) that reduces the overhead of 

dynamic memory block management while guaranteeing constant hash table lookup time. CCEH 

guarantees failure-atomicity without making use of explicit logging. Our experiments show that CCEH 

effectively adapts its size as the demand increases under the finegrained failure-atomicity constraint 

and its maximum query latency is an order of magnitude lower compared to the state-of-the-art 

hashing techniques. 

 

[인공지능]

6. Hexa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for Real World Classification

▪저자 : Uiwon Hwang, Dahuin Jung, Sungroh Yoon(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ICML 2019

Most deep learning classification studies assume clean data. However, when dealing with the real 

world data, we encounter three problems such as 1) missing data, 2) class imbalance, and 3) missing 

label problems. These problems undermine the performance of a classifier. Various preprocessing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to mitigate one of these problems, but an algorithm that assumes 

and resolves all three problems together has not been proposed yet. In this paper, we propose 

HexaGAN,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framework that shows promising classification 

performance for all three problems. We interpret the three problems from a single perspective to 

solve them jointly. To enable this, the framework consists of six components, which interact with 

each other. We also devise novel loss functions corresponding to the architecture. The designe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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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allow us to achieve state-of-the-art imputation performance, with up to a 14% 

improvement, and to generate high-quality class-conditional data. We evaluate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F1-score) of the proposed method with 20% missingness and confirm up to a 5%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the performance of combinations of state-of-the-art methods. 

 

[언어공학]

7.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with Tied Sequence-to-Sequence Multi-Task Model

▪저자 : Hyun-Je S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eong-Bae Park (Kyung Hee University)

▪대회명 : EMNLP 2019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has been considered as a sequence of morpheme processing and POS 

tagging. Thus, a pipeline model of the tasks has been adopted widely by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model has a problem that it cannot utilize interactions among the tasks. This paper formulates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as a combination of the tasks and presents a tied 

sequence-to-sequence multi-task model for training the two tasks simultaneously without any explicit 

regularization. The experiments prove the pro- posed model achieves the state-of-the-art 

performance. 

 

8. Multi-level Biaffine Attention for Semantic Dependency Parsing

▪저자 : Seung-Hoon Na, Jinwoo Min, Kwanghyeon Park(Jeonbuk National University) Jong-Hun Shin,  

        Young-Kil Kim(ETRI) 

▪대회명 : CoNLL 2019

This paper describ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s system for the 2019 shared task on 

Cross-Framework Meaning Representation Parsing (MRP 2019) at the Conference on Computational 

Natural Language Learning. Of the five frameworks, we address only the DELPH-IN MRS Bi-Lexical 

Dependencies (DP), Prague Semantic Dependencies (PSD), and Universal Conceptual Cognitive 

Annotation (UCCA) frameworks. We propose a unified parsing model using biaffine attention (Dozat 

and Manning, 2017), consisting of 1) a BERT-BiLSTM encoder and 2) a biaffine attention decoder. 

First, the BERT-BiLSTM for sentence encoder uses BERT to compose a sentence’s wordpieces into 

word-level embeddings and subsequently applies BiLSTM to word-level representations. Second, the 

biaffine attention decoder determines the scores for an edge’s existence and its labels based on 

biaffine attention functions between roledependent representations. We also present multi-level 

biaffine attention models by combining all the role-dependent representations that appear at multiple 

intermediate layers.  

 

[데이터베이스]

9. How to Impute Missing Ratings? Claims, 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llaborative Filtering

▪저자 : Youngnam Lee, Sang-Wook Kim(Hanyang University), Sunju Park(Yonsei University), 

         Xing Xie(Microsoft Research Asia) 

▪대회명 : WWW 2018 

Data sparsity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aced by collaborative filtering used in recommender 

systems. Data imputation alleviates the data sparsity problem by inferring missing ratings and 

imputing them to the original rating matrix.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ata 

imputation approaches and suggest three new claims that all data imputation approaches should 

follow to achieve high recommendation accuracy. Furthermore, we propose a deep-learning based 

approach to compute imputed values that satisfies all three claims. Based on our hypothesis that most 

pre-use preferences (e.g., impressions) on items lead to their post-use preferences (e.g., ratings), our 

approach tries to understand via deep learning how pre-use preferences lead to post-use preferenc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items.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on 

real-world datasets, we verify our three claims and hypothesis, and also demonstrate that our 

approach significantly outperforms existing state-of-the-art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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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ETS: Extremely Fast Outlier Detection from a Data Stream via Set-Based Processing

▪저자 : Susik Yoon, Jae-Gil Lee(KAIST), Byung Suk Lee(University of Vermont)

▪대회명 : PVLDB 2019

We address the problem of efficiently detecting outliers from a data stream as old data points expire 

from and new data points enter the window incrementally.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a 

newly discovered characteristic of a data stream that the change in the locations of data points in the 

data space is typically very insignificant. This observation has led to the finding that the existing 

distance-based outlier detection algorithms perform excessive unnecessary computations that are 

repetitive and/or canceling out the effects. Thus, we propose a novel set-based approach to detecting 

outliers, whereby data points at similar locations are grouped and the detection of outliers or inliers 

is handled at the group level. Specifically, a new algorithm NETS is proposed to achieve a remarkable 

performance improvement by realizing set-based early identification of outliers or inliers and taking 

advantage of the “net effect” between expired and new data points. Additionally, NETS is capable of 

achieving the same efficiency even for a high-dimensional data stream through two-level dimensional 

filtering. Comprehensive experiments using six real-world data streams show 5 to 25 times faster 

processing time than state-of-the-art algorithms with comparable memory consumption. We assert 

that NETS opens a new possibility to real-time data stream outlier detection. 

 

11. Belief Propagation Network for Hard Inductive Semi-supervised Learning

▪저자 : Jaemin Yoo, Hyunsik Jeon, 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IJCAI 2019

Given graph-structured data, how can we train a robust classifier in a semi-supervised setting that 

performs well without neighborhood information? In this work, we propose belief propagation 

networks (BPN), a novel approach to train a deep neural network in a hard inductive setting, where 

the test data are given without neighborhood information. BPN uses a differentiable classifier to 

compute the prior distributions of nodes, and then diffuses the priors through the graphical structure, 

independently from the prior computation. This separable structure improves the generalization 

performance of BPN for isolated test instances, compared with previous approaches that jointly use 

the feature and neighborhood without distinction. As a result, BPN outperforms state-of-the-art 

methods in four datasets with an average margin of 2.4% points in accuracy 

 

12. Data Context Adaptation for Accurate Recommendation with Additional Information

▪저자 : Hyunsik Jeon, Bonhun Koo, 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회명 : Big Data 2019

Given a sparse rating matrix and an auxiliary matrix of users or items, how can we accurately predict 

missing ratings considering different data contexts of entities? Many previous studies proved that 

utiliz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with rating data is helpful to improve the performance. However, 

existing methods are limited in that 1) they ignore the fact that data contexts of rating and auxiliary 

matrices are different, 2) they have restricted capability of expressing independence information of 

users or items, and 3) they assume the relation between a user and an item is linear. We propose 

DaConA, a neural network based method for recommendation with a rating matrix and an auxiliary 

matrix. DaConA is designed with the following three main ideas. First, we propose a data context 

adaptation layer to extract pertinent features for different data contexts. Second, DaConA represents 

each entity with latent interaction vector and latent independence vector. Unlike previous methods, 

both of the two vectors are not limited in size. Lastly, while previous matrix factorization based 

methods predict missing values through the inner-product of latent vectors, DaConA learns a 

non-linear function of them via a neural network. We show that DaConA is a generalized algorithm 

including the standard matrix factorization and the collective matrix factorization as special cases. 

Through comprehensive experiments on real-world datasets, we show that DaConA provides the 

state-of-the-ar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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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워크샵

공통워크샵 행사일정

인덱스 주관 세션명 일시

C3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관련학과 교과과정 간담회 12.19(목) 10:30~12:00

정보과학관련학과 교과과정 간담회

C3 / 12.19(목) 10:30~12:00 / 팀버홀2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조직

조직위원장: 최종원(숙명여대)

프로그램위원: 문수복(KAIST,위원장), 김두현(건국대), 이상환(국민대), 최진명(건양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 2019년 정보과학관련학과 교과과정 간담회는 국내 대학의 정보과학 유관학과들의 

잦은 명칭 변화에 따른 정체성 재정립과, 핵심교과 및 융합 교과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본 정책과제를 통하여 국내 관련 학과와 학부들의 교과과정을 취합 및 정리하여 국내 학계에서의 

발전과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간담회에 자료조사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0:30-10:40 간담회 개요

10:40-11:10 5개대학 기반 핵심교과 및 융합교과과정 분석 보고

11:10-11:40 분석결과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

문수복 교수(KAIST)11:40-12:00 질의응답 기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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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분과워크샵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주관 세션명 일시

B5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AI 빅데이터 기술워크숍 12.18(수) 13:00~17:00

B6 사물인터넷연구회  국민 안전을 위한 IoT·AI 융합기술 워크샵 12.18(수) 13:00~17:00

B7 인공지능소사이어티 Korea Post-NeurIPS19 워크숍 12.18(수) 13:30~18:00

B10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컴퓨터시스템 최신기술 동향 12.18(수) 14:00~16:00

E5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인공지능과 교육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12.20(금) 09:00~12:00

AI 빅데이터 기술워크숍

B5 / 12.18(수) 13:00~17:00 / 아젠다1-1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조직

조직위원장: 채진석 교수(인천대)

프로그램위원: 박영호 교수(숙명여대, 위원장), 조문증 교수(경남과기대), 아지즈 교수(충북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에서 2019 정보과학회 KSC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산업체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최신기술을 공유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박영호 교수(숙명여대)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00~13:10  개회사

 김수화 대표(㈜ AIThe)13:10~14:00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산업현장 적용 사례

 장치국 대표(㈜ 비글)14:00～14:50  트랭글 빅데이터와  AI 기반 맞춤형 운동/여행 추천서비스

14:50～15:10  휴식

15:10～16:00  지능형 비디오 분석을 위한  NVIDIA 딥러닝 기술  홍광수 박사(㈜ NVIDIA)

16:00～16:50  Knowledge in Neural NLP  황승원 교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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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국민 안전을 위한 IoT · AI 융합기술 워크샵 

B6 / 12.18(수) 13:00~17:00 / 아젠다1-2

주관 : 사물인터넷연구회, 실감형재난관리연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직

대회장 : 손영성(ETRI)

프로그램위원 : 윤성권(창성에이스산업), 이강복(ETRI), 김태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내용

- IoT·AI 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사례 공유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 예측 및 예방력 강화기술 추진 방향 토론

- 국가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기술의 역할 논의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소속)

13:30~13:05  개회사  손영성 IoT연구회장(ETRI)

13:05~13:10  축사
 최종원 한국정보과학회장

 (숙명여대)

[Session 1]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IoT 신기술 개발 사례

                                                                    좌장 : 윤성권 이사(창성에이스산업)

13:10～13:40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UWB 기술  장용준 대표(경우시스테크)

13:40～14:10  24GHz 레이더 센서기반 안전관리용 가상펜스 시스템  모상현 책임연구원(비트센싱)

14:10～14:40  생체 정보 획득을 위한 웨어러블 레이더 기술  김유진 책임연구원(ETRI)

14:40～15:00  Coffee Break

[Session 2] IoT·AI 융합형 위험 예측 및 예방력 강화 기술

                                                                     좌장 : 홍상기 책임연구원(ETRI) 

15:00~15:30  화재조기감지 및 대응을 위한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기술  김시국 교수(호서대)

15:30～16:00  실내공간정보 구축 기술의 현황  최현상 연구위원(KICT)

16:00～16:30  인공지능을 활용한  On-site 지진 조기경보 기술  서정범 AI연구소장(KITV)

16:30～17:00  실내 탐색을 위한 영상 및 관성 기반 오도메트리 기술  전지훈 연구원(ETRI)



한국정보과학회 KSC 201930

분과워크샵

Korea Post-NeurIPS19 워크숍

B7 / 12.18(수) 13:30~18:00 / 아젠다2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 최승진 CTO(BARO)

조직위원장 : 최호진 교수(KAIST)

프로그램위원장 : 한보형 교수(서울대)

실무담당 : 김세훈 팀장(AITRICS)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에서 2019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분과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지난 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NeurIPS-2019 에서 발표된 국내 논문 8편이 본 워크샵에서 

구두 발표를 진행하며, 머신러닝/딥러닝 최신기술을 공유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와 최근 연구 구두 발표도 듣고, 

토의하는 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3:30~13:40 개회사

13:40~14:10
Learning dynamics of attention: Human prior for 

interpretable machine reasoning
Wonjae Kim, Yoonho Lee (Kakao Corporation)

14:10~14:40 Doubly-robust Lasso bandit Gi-Soo Kim, Myunhee Cho Paik(SNU)

14:40~15:10 Mining gold samples for conditional GANs

Sanwoo Mo(KAIST), Chiheon Kim

(Kakao brain), Sungwoong Kim

(Kakao brain), Minsu Cho(POSTECH),

Jinwoo Shin(KAIST, AITRICS)

15:10~15:40
Sample-efficient deep reinforcement learning via

episodic-backward updates

Su Young Lee, Sungik Choi, 

Sea-Young Chung(KAIST)

15:40~16:00 휴식

16:00~16:30
Uncertainty-based continual learning with adaptive 

regularization

Hongjoon Ahn, Sungmin Cha, 

Donggyu Lee, Taesup Moon(SKKU)

16:30~17:00 Self-routing capsule networks
Taeyoung Hang, Myeongjang Pyeon,

Gunhee Kim(SNU)

17:00~17:30 Combinatorial inference agaist label noise
Paul Hongsuck Seo(POSTECH),

Geeho Kim(SNU), Bohyung Han(SNU)

17:30~18:00 Knowledge extraction with no observable data
Jaemin Yoo, Minyong Cho, 

Taebum Kim, U Kang(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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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컴퓨터시스템 최신기술 동향

B10 / 12.18(수) 14:00~16:00 /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주관 :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조직

대회장 : 임성수 교수(국민대)     

프로그램위원장 : 신인식 교수(KAIST)

조직위원장 : 이경우 교수(연세대) 

실무담당 : 서의성 교수(성균관대)   

개요

학계 및 산업체에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컴퓨터시스템의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 공유합니다. 컴퓨터시스템을 이루는 

컴퓨터아키텍쳐, 시스템소프트웨어, 시스템 응용 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6:00

컴퓨터 시스템 분야 기술 동향 및 전망 임성수 회장

컴퓨터 시스템 소사이어티 활동 현황 및 계획 이경우 총무부회장

세부 기술 동향 #1: 인공지능 반도체/CPU 기술 발전 동향 

세부 기술 동향 #2: 양자 컴퓨팅 기술 동향

세부 기술 동향 #3: 서버를 위한 스토리지 기술 동향

컴퓨터 시스템 분야 채용 동향 페르세우스 서상범 대표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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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워크샵

인공지능과 교육 워크숍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E5 / 12.20(금) 09:00~12:00 / 아젠다1-1

주관 :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조직

조직위원장: 이영석(강남대)

프로그램위원장 : 정승도(상명대), 조정원(제주대)

프로그램위원 : 차시호(청운대), 이주호(동서울대), 조재춘(상명대), 이주흥(홍익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 전산교육시스템 연구회와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2019 한국

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에서 학술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과학 관련 전공자를 위한 인공

지능 교육과 정보과학 관련 비전공자에게 필요한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의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분야 교수님과 연구진, 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사례 등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09:00~09:10  개회사
 이영석 교수

(연구회 부위원장)

09:10~09:30  ‘인공지능과 교육’ 동향
 이영석 교수

(연구회 부위원장)

09:30～10:30  대학에서 정보과학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이건명 교수

(충북대학교)

10:30～10:40  휴식

10:40～11:40
 대학에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교양 교육 포함)

 이숙번

(디플러스)

11:40～12:00
 ‘인공지능과 교육’ 토론 (질의응답) / 

 2020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사업소개

 조정원 교수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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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협력워크샵 행사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주관 세션명 일시

A2  IITP
 AI사업단 기술교류회

 VTT DramaQA 챌린지 워크샵
12.18(수) 10:30~16:20

B4  한양대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 워크숍 12.18(수) 13:20~17:30

B8  ETRI  차세대 메모리중심컴퓨팅 워크샵 12.18(수) 14:00~18:00

C8*  IITP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단계평가 12.19(목) 09:00~18:00

C9*  KAIST-UNIST  2019 Statis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4th Workshop 12.19(목) 10:00~18:00

C10  광운대-아주대
 UHD 방송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및 

 의도 기반 미디어 인터랙션 기술 개발
12.19(목) 10:00~12:00

D4*  차세정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간담회 12.19(목) 12:00~15:30

D5*  ETRI  차세대 ICT 정책 워크숍 12.19(목) 13:30~18:00

E9*  IITP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연차평가 12.20(금) 09:00~17:00

※ 협력워크샵은 KSC2019 참가등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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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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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AI사업단 기술교류회 

A2 / 12.18(수) 10:30~15:00 / 팀버홀1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사업단, 사단법인 지능정보산업협회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AI사업단은 인공지능 R&D 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종사자들과 소통하고자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기술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인공지능 

산학연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안내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경품 추첨은 팀버홀1 행사의 종료 시점인 16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02-6265-8752 / Email : esther@k-ai.or.kr

시간 내용 비고

오전 세션 : AI 기술청사진 발표

10:30～10:50 등록 및 입장

10:50～11:00 개회사 AI사업단 김형철 단장

11:00～11:30 AI  기술청사진 발표 AI사업단 박상욱 사무국장

11:30～12:50 Lunch Break

오후 세션 Ⅰ : AI사업단 신규과제 기술 발표

12:50～13:20 다자간 회의환경 음성인식 기술 ETRI 박전규 책임

13:20～13:50 Brain-Like Cognitive AI Technologies 서울대 장병탁 교수

13:50～14:20 뇌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KAIST 이상완 교수

14:20～14:50 공정한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KAIST 유창동 교수

14:50～15: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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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VTT DramaQA 챌린지 워크샵

A2 / 12.18(수) 15:00~16:20 / 팀버홀1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서울대학교 비디오지능연구센터, 사단법인 지능정보산업협회

후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비디오지능연구센터(VIC)에서 개최한 DramaQA 챌린지에 대해 한국정보과학회 학술

대회(KSC2019) 현장에서 DramaQA 챌린지 우수 기술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안내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dramaqa.challenge@gmail.com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15:00~15:15
Video Turing Test : Toward Human-Level Video Story 

Understanding
 서울대 장병탁 교수

15:15~15:30 DramaQA Dataset & Challenge  서울대 박경화 연구원

15:30~16:10
DramaQA 챌린지 수상팀 발표

DramaQA 챌린지 시상식

 3개 팀

 기술 발표 및 QA

 (각 10분)

16:10~16:20 폐회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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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 워크숍

B4 / 12.18(수) 13:20~17:30 / 플레이라운지

주관 :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 (한양대)

조직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장 차재혁(한양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에서 2019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협력 워크숍을 준비

하였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는 초연결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과 

데이터과학의 초학제적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를 공유합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20~13:30  개회사  차재혁(한양대)

13:30~14:10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위치데이터 기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실태분석 연구
 Extracting Robust and Valid Semantic Trajectories

 김한성(한양대), 

 권준호(부산대)

14:10~14:50
 <보건안전 및 재난대응>
 Community Analysis of a Crisis Response Network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measure 

 오성수(한양대), 

 박희진(한양대)

14:50~15:30

 <사회적 불안과 잠재적 갈등>
 A Tool for Spatio-Tempor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with 
 Twitter Data Collective Dynamics of Communication: 
 An Agent-Based Modeling and Simulation 

 최용석(한양대), 

 손동영(한양대)

15:30~15:50  휴식

15:50~16:50  연구교수/포스트닥/학생 연구 발표

16:50~17:30
 초연결사회 위험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사회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사회 시뮬레이션 시스템 연구 추진 현황 보고, 토론 및 점검

 차재혁(한양대),

 박희진(한양대),

 최용석(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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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차세대 메모리중심컴퓨팅 워크샵

B8 / 12.18(수) 14:00~18:00 / 아젠다3-2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데이터중심컴퓨팅시스템연구실

조직

조직위원장: 김홍연(ERTI)

프로그램위원: 이상민(ETRI, 위원장), 권영진(KAIST), 고광원(ETRI)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데이터중심컴퓨팅시스템연구실에서 2019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출연기관과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중심컴퓨팅 최신

기술을 공유합니다. 메모리중심컴퓨팅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20  인사말  김홍연(ETRI)

14:20~15:00  데이터중심 컴퓨팅 연구 방향 소개  김홍연(ETRI)

15:00~15:30  데이터중심 컴퓨팅을 위한 운영체제 수준의 기술 소개  안백송(ETRI)

15:30~16:00  Gen-Z (데이터중심 컴퓨팅 연결망 표준) H/W 연결망 기술 소개  오명훈(ETRI)

16:00~16:30  원격 메모리를 통한 대규모 메모리 제공 기술 소개  고광원(ETRI)

16:30~17:00  메모리  disaggregation 기술 개발 소개  권영진(KAIST)

17:00~17:30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접근 방식 연구 소개  강지훈(KAIST)

17:30~18:00   메모리중심 컴퓨팅 연구 방향 토의

18:00~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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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단계평가

C8 / 12.19(목) 09:00~18:00 / 아젠다2

주최 및 주관 : IITP AI사업단

주요내용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과제의 단계평가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09:00-12:00 오리엔테이션 및 오전발표 AI사업단 및 해당기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오후 발표평가 해당기관

15:30-15:40 휴식

15:40-17:40 오후 발표평가 해당기관

17:40-18:00 종료 AI사업단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연차평가 

E9 / 12.20(금) 09:00~17:00 / 아젠다2

주최 및 주관 : IITP AI사업단

주요내용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 과제의 연차평가

프로그램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시간 발표 제목 발표자

09:00-12:00 오리엔테이션 및 오전발표 사업단 및 해당기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오후 발표평가 해당기관

14:00-14:20 휴식

14:20-15:50 오후 발표평가 해당기관

15:50-17:00 평가표작성 및 마무리 AI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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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2019 Statis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4th Workshop

C9 / 12.19(목) 10:00~18:00 / 아젠다3-1

주관 : KAIST 확률지능형 인공지능 연구실

조직

조직위원장: 최재식(KAIST)

프로그램위원: 이경은(UNIST), 한지연(UNIST)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KAIST 확률지능형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2019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산

업체와의 협력 연구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합니다.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연사

08:30~09:30  Registration & Opening Remark

 Sehyun Lee(UNIST),
 Ginkyeng Lee(UNIST),
 Giyoung Jeon(UNIST)

09:30~11:00  POSCO Project  

11:00~11:20  Coffee break  

11:20~12:30  Group DiscussionⅠ

12:30~13:30  Lunch

 Haedong Jung(UNIST)

13:30~14:30

 Coupled Generative Neural Networks

 Giyoung Jeon(UNIST) A Statistical Causality Test for Sampling Based Shapley Values

 Symmetry Aware Contextual Lifted Relational Neural Networks  Seongwoo Lim(UNIST)

 Boseon You(KAIST),

 Jiwoo Lee(UNIST)

 Deep Neural Networks to Learn Basis Functions with

 Spatio-Temporal Covariance Loss

14:30~14:45  Coffee break

14:45~15:30  Deep Learning based Time Series Analysis  Jaesik Choi(KAIST)

15:30~15:45  Coffee break

15:40~17:00

 Neural Gaussian Processes Learning  Anh Tong(UNIST)

 Explaining Decisions of Time Series Data
 Ginkyeng Lee(UNIST),
 Sohee Jo(KAIST)

 A Unified Compositional Model for Random Processes  Sehyun Lee(UNIST)

 Why Do Masked Language Models Still Need Common Sense Knowledge?  Soonjae Kwon(KAIST)

 Explaining the Decision of Deep Visuomotor Policy Models
 Dongju Shin(UNIST),
 Seongun Kim(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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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워크샵

UHD 방송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및 

의도 기반 미디어 인터랙션 기술 개발

C10 / 12.19(목) 10:00~12:00 / 아젠다3-2

주관 : 광운대학교, 아주대학교

조직

워크샵위원장: 장주용(광운대)

위원: 정광수(광운대), 최영석(광운대), 허용석(아주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협력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 UHD 방송 환경

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청자와 미디어 간의 인터랙션 최신기술을 공유합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UHD 미디어 인터랙션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술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10
 UHD  방송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및 

 의도 기반 미디어 인터랙션 기술 개요 소개
 장주용 교수(광운대)

10:10~10:30  영상 기반의 방송 콘텐츠 시청자 반응 및 의도 인지 기술  장주용 교수(광운대)

10:30~10:50  생체신호 기반의 방송 콘텐츠 시청자 반응 및 의도 인지 기술  최영석 교수(광운대)

10:50~11:00  Coffee Break

11:00~11:20  방송 콘텐츠 영상 내 시청자 관심 대상 검출 및 인식 기술  허용석 교수(아주대)

11:20~11:40  반응 및 의도 기반 미디어 서비스 엔진 및 플랫폼 개발  정광수 교수(광운대)

11:40~12:00  질문/응답 및 토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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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워크샵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간담회

D4 / 12.19(목) 12:00~15:30 / 팀버홀3

주관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연구자협의회

조직

협의회장: 조영화(성균관대)

부회장: 엄영익(성균관대)

간사: 최재영(성균관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온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이하 차세정)의 일몰(2020년 12월)을 

앞두고, 차세정의 현황 및 기초·원천 SW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post-차세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동안 과제(총 25개)를 수행하셨던 혹은 수행하고 계시는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중식 만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필히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사회자

12:00~12:10  개회사  조영화 교수(성균관대)

12:10~13:30  중식 만찬

13:30～13:40  2019년도 종료과제 공로패 증정  엄영익 교수(성균관대)

13:40~15:30  간담회  조영화 교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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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CT 정책 워크숍 

D5 / 12.19(목) 13:30~18:00 / 플레이 라운지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직

조직위원장: 이지형 본부장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행사소개

본 행사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의 내부 워크샵으로 차세대 ICT 정책 이슈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워크샵

입니다. 2019년도의 연구과제 가운데 인공지능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책, 지식구조, 전략을 발표하고 과학

기술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차년도 연구과제의 기획을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이에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구성원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비고

해당 행사는 Closed Workshop으로 세션 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사회자

13:30-13:40 개회사 이지형 본부장 (ETRI)

13:40–14:00 국가지능화를 위한 데이터·인공지능 정책효과 제고방안 정성영 책임연구원(ETRI)

14:00-14:20 인공지능 지식구조 분석: 한, 중, 미를 중심으로 박종현 책임연구원(ETRI)

14:20-14:40 유통산업 지능화를 위한 플랫폼 전략 김성민 책임연구원(ETRI)

14:40-15:00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유영상 책임연구원(ETRI)

15:00-15:30 휴식

15:30-18:00 2020년도 연구과제 종합 토론: 국가지능화 및 R&D 기획 등 이지형 본부장(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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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 일시 : 2019.12.18(수)~20(금)

□ 장소 : 포레스트홀(1층)

No. 업체/기관명 내용

1  리더스시스템즈

NVIDIA DGX Station, RTX Server 소개와 함께  DGX Station을 이용한

Segmentation(사물대상), Key Point(사람대상) Demo 진행 

https://www.leaderssys.com/

2
 엔쓰리엔클라우드

AI 학습플랫폼 ‘CHEETAH’ 소개

- CHEETAH는 머신러닝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학습플랫폼으로,

1분내 머신러닝 관련 라이브러스 설치, 사용자 설정, GPU할당 가능

https://n3ncloud.co.kr/

3  ICSE2020 조직위원회

The 4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개최 홍보

- 2020년  5월  23일(토)부터  29일(금)까지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 42회 국제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ICSE 2020)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

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공학 국제학술대회로서 세계적 SW전문가, 관련 업체 등

대거 참석하여 SW관련 학문적, 기술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될

SW분야 최대의 국제대회이다.

https://conf.researchr.org/home/icse-2020

4  YBM

OA부터 코딩까지 IT자격증의 시작과 끝!!

MOS, COS, COS Pro

https://www.ybmit.com/

5  대구컨벤션뷰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전담기구인 대구컨벤션뷰로(DCVB)는 국제회의 유치, 홍보,

개최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를 대구로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개최를 확정한 학·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대구시 지원

교섭활동, 임원 대구 실사, 전차대회 홍보부스 운영, 웰컴데스트 운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www.daegucvb.com

6  홍릉과학출판사
 전문도서 전시 및 판매

 http://www.hongpub.co.kr/

7  라인플러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홍보 및 상담

https://linepluscorp.com

8  쏘카
인재 채용 홍보 및 상담

https://www.socar.kr/

9 네이버
네이버 검색(Naver Search)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홍보 및 상담

https://www.navercorp.com/

10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아일랜드리미티드

회사 채용 안내 및 회사 제품 소개

www.cadence.com

전시/채용상담

전시/채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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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정표

▶� 12월� 18일(수)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A3 10:00~12:00 인공지능Ⅰ 팀버홀2 임성수(충남대)

A4 10:00~12:00 언어공학Ⅰ 팀버홀3 나승훈(전북대)

A5 10:00~12:00 데이터베이스Ⅰ 플레이라운지 채진석(인천대)

A6 10:00~12:00 국방소프트웨어 아젠다1-1 진현욱(건국대)

A7 10:00~12:00 컴퓨터시스템Ⅰ 아젠다1-2 송진호(연세대)

A8 10:00~12:00 사물인터넷 아젠다2 손영성(ETRI)

A10 10:00~12:00 고성능컴퓨팅 아젠다3-2 고광만(상지대)

A11 11:00~12:00 컴퓨터이론 아젠다4 박희진(한양대)

B9 13:30~15:00 스마트시티 아젠다4 황선태(국민대)

B11 15:30~17:00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아젠다4 양숙현(LG전자)

▶� 12월� 19일(목)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C4 09:00~11:00 인공지능Ⅱ 팀버홀3 최용석(한양대)

C6 09:00~11:00 컴퓨터시스템Ⅱ 아젠다1-1 주용수(국민대)

C7 09:00~12:00 데이터베이스Ⅱ 아젠다1-2 심규석(서울대)

C11 09:00~11:00 정보통신Ⅰ 아젠다4 이구연(강원대)

D3 13:00~15:00 인공지능Ⅲ 팀버홀2 최승진(BARO)

D6 13:00~15:00 정보통신Ⅱ 아젠다1-1 이승규(ETRI)

D7 13:00~15:30 인공지능Ⅳ 아젠다1-2 김세훈(AITRICS)

D8 13:00~15:00 정보보안�및� 고신뢰컴퓨팅Ⅰ 아젠다3-2 이구연(강원대)

D9 13:00~14:30 전산교육시스템 아젠다4 이영석(강남대)

▶� 12월� 20일(금)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E6 09:00~12:00 컴퓨터시스템Ⅲ 플레이라운지 이진호(연세대)

E8 09:00~11:30 인공지능Ⅴ 아젠다1-2 배병철(홍익대)

E10 09:00~11:00 정보보안�및� 고신뢰컴퓨팅Ⅱ 아젠다3-1 국중진(상명대)

E11 09:00~11:00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아젠다3-2 김형석(건국대)

F6 13:40~15:40 인공지능Ⅵ 플레이라운지 김광훈(KISTI)

F8 13:40~15:40 언어공학Ⅱ 아젠다1-2 김유섭(한림대)

F9 13:40~15:10 정보통신Ⅲ 아젠다3-1 최종원(숙명여대)

F10 13:40~16:40 소프트웨어공학 아젠다3-2 지은경(KAIST),� 홍신(한동대)

Ora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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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유의사항

1.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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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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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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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2.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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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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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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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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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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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3 10:00~12:00 인공지능Ⅰ 팀버홀2 임성수(충남대)

A3-01 학습된 신경망에서  카테고리 부분집합 분류를 위한 서브 네트워크 추출 기법

김학빈 · 최동완(인하대)

A3-02 Historical Faction  Identification with Parallel and Layered Integration of Human Network

김명준 · 이동기 · 이상국 · 신현정(아주대)

A3-03 심층강화학습 기반 반도체 공정데이터 결과 예측 모델  연구

최우석 · 장병탁(서울대)

A3-04 음성 분리를 위한 주의집중기반 합성곱 오토인코더

공태용 · 김진영 · 조성배(연세대)

A3-05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이용한 지식 검증

김지성 · 김지호· 정용빈· 최기선(KAIST)

A3-06 AUDEC: 데이터 증식을 이용한 비지도 딥 임베디드  클러스터링

김규희 · 김윤나 · 황혜수(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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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4 10:00~12:00 언어공학Ⅰ 팀버홀3 나승훈(전북대)

A4-01 [초청논문]�Multi-level Biaffine Attention for Semantic Dependency Parsing

Seung-Hoon� Na� ·� Jinwoo� Min� ·� Kwanghyeon� Park(Jeonbuk� National� University),�

Jong-Hun� Shin� ·� Young-Kil� Kim(ETRI)�

A4-02 [우수논문]�MASS를� 이용한�한국어�문서�요약�

정영준� ·� 황현선� ·� 이창기(강원대)

A4-03 BERT를� 이용한� 2단계�한국어�문서�요약�

전재원� ·� 황현선� ·� � 이창기(강원대)

A4-04 HW-Net:� 웹� 문서를�위한�하이브리드�기계독해�모형

조상현� ·� 김민호� � ·� 권혁철(부산대)

A4-05 RoBERTa를� 이용한�한국어�기계독해

최윤수� ·� 이혜우� ·� 김태형� ·� � 장두성(KT),� 이영훈� ·� 나승훈(전북대)

A4-06 다중�문서�요약�모델을�위한�언어�모델로부터의�효율적인�전이학습�

신용민� ·� � 노윤석� ·박세영(경북대)

A4-07 영상�질의응답�시스템에서�다중�응답�선택�

박규민� ·� 박성배(경희대),� � 김아영(경북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5 10:00~12:00 데이터베이스Ⅰ 플레이라운지 채진석(인천대)

A5-01 도메인�특성을� � 고려한�사용자�임베딩�기반�교차�도메인�추천�

김영빈� ·� 홍대영� ·� 심규석(서울대)

A5-02 분산�고차원�거리�기반�색인에서�기계�학습을�활용한� � k-최근접�질의�최적화�

최도진� ·� 위지원� ·� 김연동� ·� 이현병� ·�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A5-05 개별적�요인이�반영된�어텐션�메커니즘을�활용한�컨볼루션� � 신경망�기반�추천시스템의�개선�

유성욱� ·� 오성웅� ·� 심규석(서울대)

A5-06 GPS� 데이터를�이용한�머신러닝�기반�버스�정류장�검출� �

이정훈� ·� 정근성� ·� 김한성� ·� 차재혁(한양대)

A5-07 효율적인�오픈�데이터�수집을�위한� CKAN� 하베스터� � 개선�

김다솔� ·� 길명선(강원대),� 민차우� ·� 원희선(ETRI),� 문양세(강원대)

A5-08 맵리듀스를�이용한�차분�프라이버시�기반� K-평균� � 클러스터링�분산병렬화�

서장혁� ·� 홍대영� ·� 심규석(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6 10:00~12:00 국방소프트웨어 아젠다1-1 류연승(명지대)

A6-01 [우수논문]�내장형�소프트웨어의� � 효율적인�시험�환경�구축�방안�

이동언� ·� 송형곤� ·� 진정훈� ·� 조규태(LIG넥스원)

A6-02 북한�해커그룹�주요�멀웨어의�시각화�구현�

이광호� ·� � 한경용� ·� 이규홍(육군3사관)

A6-03 하이퍼레저�패브릭�기반의�군� 경력증명서�발급�체계�설계� � 및� 제안�

강영관� ·� 김지혜� ·� 조영호(국방대)

A6-04 ARINC664� 인터페이스를�통한� PFD� OFP� 간� � 통신�구현�

김영채� ·� 권기봉� ·� 신상면(한국항공우주산업)

A6-05 Generative� Adversarial� � Network를� 활용한�퍼징�크래시�생성�기법�

신승훈� ·� 강동수(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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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7 10:00~12:00 컴퓨터시스템Ⅰ 아젠다1-2 송진호(연세대)

A7-01 [초청논문] Asynchronous  I/O Stack: A Low-latency Kernel I/O Stack for Ultra-Low Latency SSDs 

Gyusun  Lee, Seokha Shin, Wonsuk Song(Sungkyunkwan University), Tae Jun 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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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02 [우수논문] STT-MRAM 기반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성능 및  파워, 발열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박중언(서강대), 마진석 · 오명훈(ETRI), 김영재(서강대)

A7-03 매니 코어 환경에서 F2FS 파일시스템의 단일 파일  I/O 병렬화 

노성현 · 이창규 · 김영재(서강대)

A7-04 폴링 기반 I/O 완료 방식의 응답시간 및 전력 소모량  분석 

이성우 · 송용주 · 엄영익(성균관대)

A7-05 다중 레벨 Cgroup에서 BFQ 스케줄러의 I/O  성능 비율 저하 현상 분석 

오권제 · 박종규 · 엄영익(성균관대)

A7-06 Btrfs 파일시스템 성능 분석 

조현수 · 유재선 ·  정형수(한양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8 10:00~12:00 사물인터넷 아젠다2 손영성(ETR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10 10:00~12:00 고성능컴퓨팅 아젠다3-2 고광만(상지대)

A10-01 연합형 분산 에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고려한 SFC 스케쥴링 기법 

정연우 · 박성용(서강대)

A10-02 에너지 효율을 위한 블록킹 기반 MPI 노드 내 점대점  통신 

우미연 · 조중연 · 진현욱(건국대)

A10-03 딥러닝 기반의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클라우드 얼굴 인식  가속화 

이성재 · 김동욱 · 최혁태 · 박수빈 · 이경용(국민대)

A10-04 버스트버퍼에서 병렬 I/O 프로그램 벤치마크 연구  

권오경 · 홍태영 · 윤준원(KISTI)

A8-01 [우수논문] XACML 기반  IoT 접근제어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 매니저 

이학진 · 이욱진(한양대)

A8-02 효과적인 정책 충돌 해소를 위한 지능형 IoT 접근제어  플랫폼의 제안 

이기찬 · Scott Uk-jin Lee(한양대)

A8-03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에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터 연구 

김우재 · 정인범(강원대)

A8-04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재해 예방 시스템 

손교훈 ·  이학준 · 박소영 · 신동범 · 이강복(ETRI)

A8-05 [우수논문] 롤링 셔터 효과 기반의 VLC를 통한 IoT 기기 연결  기법 

정우진 · 이경우(연세대)

A8-06 다기종 P형 수신기 모니터링을 위한 IoT 디바이스  개발 

한규원 · 양회성 · 박소영 · 홍상기 · 이강복(한국전자통신연구원)

A8-07 정전기폭발위험지역근로자들을위해제안하는  IoT기반 사고 예방 시스템의 운용 시나리오 

김현석 · 손교훈 · 조광수 ·   신동범 · 이강복(ETRI)

A8-08 Empirical Analysis of Docker  Performance on Resource Constrained Fog Devices 

정재엽 · 길철휘(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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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A11 11:00~12:00 컴퓨터이론 아젠다4 박희진(한양대)

A11-01 [우수논문] 홀짝성 제약이 있는  k-센터 및 설비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의 효율적이고 강건한 구현 

김강산 · 안형찬(연세대)

A11-02 B+ trees에서의 embedding 기법들에 대한  실험적 분석 

김현우 · 이선호(서울대), 권용식(서울대, SAP Labs Korea), 문봉기 · 박근수(서울대)

A11-03 분할순위패턴매칭 

김영준 · 조석현 · 심정섭(인하대)

A11-04 Reverse Influence Maximization  for the Competitive Market in Dynamic Social Networks 

Ashis Talukder · Sarder Fakhrul Abedin · Md. Shirajum Munir ·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B9 13:30~15:00 스마트시티 아젠다4 황선태(국민대)

B9-01 클라우드 기반의 IoT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 및 관리를 위한 FHIR 서버 플랫폼

정란 · 이은솔 · 김우용 · 정갑주(건국대)

B9-02 계시별 요금제 기반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 운영  스케줄링의 안정성 분석 

서기업 · 윤승욱 · 김용휘 · 황의석(광주과학기술원)

B9-03 시계열 교차검증을 통한 설명 가능한 전력수요 예측 기법  

박성우 · 문지훈 · 김현우 · 황인준(고려대)

B9-04 [우수논문] A UAV-Assisted Intelligent  Delivery System for Smart City 

Chu Myaet Thwal,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B9-05 Finding Effective Location for  New Extending Air Quality Stations Using Confident Value 

Thanin Methiyothin · Chirawan Ronran · Komal Sarda · Hanmin Jung(KISTI)

B9-06 Intelligent Energy Scheduling  with Considering Battery Storage System Using 

Particle Swarm Optimization  

Luyao Zou · Choong Seon Hong(경희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8일 B11 15:30~17:00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아젠다4 양숙현(LG전자)

A10-05 Performance Improvements of Deep Residual Convolutional Network with Hyperparameter Optimizations 

Abbas  Jafar · Myungho Lee(Myongji University)

A10-06 [우수논문] GPU workload balancing for CSR  graph representation 

조성준(포스텍), 김한준(연세대)

B11-01 웹어셈블리를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스냅샷 

신창현 · 정혁진 · 문수묵(서울대)

B11-02 [우수논문] 학습을 통해 소음에 강한 비가청 음파통신 

원경필 ·  길철휘 · 범정현 · 추현승(성균관대)

B11-03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연산 오프로딩을 위한 이동경로 예측 

이현재 · 정혁진 · 문수묵(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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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C4 09:00~11:00 인공지능Ⅱ 팀버홀3 김세훈(AITRICS)

C4-00 [우수논문] 그래프 구조 데이터의 표현을 위한 자기 조직화 지도 기반 미분 가능 그래프 풀링 

권일재 · 온경운 · 장병탁(서울대)

C4-01 어텐션 메커니즘과 LSTM  모델을 이용한 잔존 수명 예측

백양 · 이현동 · 강유(서울대)

C4-02 [우수논문] Music2Body: LSTM-based Dance Motion Generation Method 

Javokhir Nazarov · Aziz Siyaev · Geun-Sik Jo(Inha  University)

C4-03 가중치 그래프를 위한 LSTM 오토인코더 기반 임베딩 기법 

서민지 · 이기용(숙명여대)

C4-04 [우수논문] 지식 그래프 추론 기반의 오픈 도메인 질문 응답 

이기호  · 김인철(경기대)

C4-06 [우수논문] Event to HDR, Depth and Motion  Images by Multi Task Learning 

S. Mohammad Mostafavi I. · 최종현(GIST),  윤국진(KAIST)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C6 09:00~11:00 컴퓨터시스템Ⅱ 아젠다1-1 주용수(국민대)

C6-01 [우수논문] 매니코어 환경에서 시스템 호출과 고성능 입출력장치를 위한 동적 코어 친화도 

이찬규 · 조중연 · 진현욱(건국대)

C6-02 도커 컨테이너 자원 활용률 모니터 

장현준 · 임인구 · 진현욱(건국대)

C6-03 [우수논문] GPU 기반 외적방식 희소행렬 곱셈의 최적화 방안  

이정명 · 박영준(한양대)

C6-04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딥 러닝 추론 프레임워크들의 성능 분석 

나동진 · 이지수 · 이재진(서울대)

C6-05 데이터 크기에 따른 GPU 기반 쓰레드 블록 할당 제한 방법의 자원 효율성 변화 분석 

유용승 · 강석원 · 박영준(한양대)

C6-06 병렬적 의존성을 가지는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의 선형화 기법 

전효진 · 유민수(한양대)

C6-07 CUDA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의 GPU 코드를 수정하여 실행하는 기법 

정재훈 · 조강원 · 이재진(서울대)

B11-04 멀티모달 딥러닝을 위한 신경망 파이프라이닝 성능 분석  

문지중 · 함명주 · 임근식(삼성리서치)

B11-05 지목조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안  

정구하(서울시립대), 이영재(LX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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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C7 09:00~12:00 데이터베이스Ⅱ 아젠다1-2 심규석(서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C11 09:00~11:00 정보통신Ⅰ 아젠다4 이구연(강원대)

C11-01 소프트웨어 정의 UAV 네트워크 환경에서  Q-Routing을 이용한 패킷 라우팅 최적화 

박유민 · 홍충선(경희대)

C11-02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반 무인항공기 네트워크에서 강화학습을 통한 무인항공기와  태스크 매칭 방안 연구 

김기태 ·   홍충선(경희대)

C11-05 네트워크 인프라  가상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 MVNO 트래픽 예측 모델의 최적화 기법에 대한 연구 

임한여름 · Kyi Thar · 홍충선(경희대)

C11-06 협업필터링을 위한 Variational 오토인코더의 연합학습 방법 

김유준 · 홍충선(경희대)

C11-03 [우수논문]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UAV-BS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컨텐츠 캐싱 프레임워크 

강석원 · 홍충선(경희대)

C11-04 UAVs-as-Relay 환경에서 통신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한 Actor Critic 알고리즘 기반 UAV 최적의 

배치 방안 연구 

이민경 · 홍충선(경희대)

C11-07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변동 패턴 인지형 대역폭 예측 기법 

강정호 · 김민수 · 정광수(광운대)

C7-01 [초청논문] How to Impute Missing Ratings? Claims, 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llaborative Filtering

Youngnam Lee, Sang-Wook Kim(Hanyang University), Sunju Park(Yonsei University), 

Xing Xie(Microsoft Research Asia) 

C7-02 [초청논문] NETS: Extremely Fast Outlier  Detection from a Data Stream via Set-Based Processing 

Susik Yoon, Jae-Gil  Lee(KAIST), Byung Suk Lee(University of Vermont)

C7-03 [초청논문] Data Context Adaptation for Accurate Recommendation with Additional 

Information Hyunsik Jeon, Bonhun Koo,  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C7-04 [초청논문] Belief Propagation Network for  Hard Inductive Semi-supervised Learning 

Jaemin Yoo, Hyunsik Jeon, U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C7-05 장르 상관관계를 사용한 영화추천 알고리즘 

황태규 · 김성권(중앙대)

C7-06 [우수논문] 협업 필터링을 위한 듀얼 벡터 표기 방식 기반 오토인코더 

심수정 · 김장현 · 배홍균 · 김상욱(한양대)

C7-07 군집화를 위한 게이트 기반 잠재 벡터 통합 기법 

천상진 · 황혜수(서울시립대)

C7-08 [우수논문] 상품 분류 체계를 고려한 구매 이력 간 유사도 측정  방법 및 그의 효율적인 계산 기법 

양유정(숙명여대) · 이기용(숙명여대)

C7-09 데이터 이력 관리 및 검색 시스템 개발 

양유정 · 서민지 · 이주연 · 이기용(숙명여대)

C7-10 [우수논문] 도로 교통망에서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사용자의 민감한 부분경로 보호 기법 

김재원 · 박석(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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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D3 13:00~15:00 인공지능Ⅲ 팀버홀2 최승진(BARO)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D6 13:00~15:00 정보통신Ⅱ 아젠다1-1 이승규(ETRI)

D6-01 토르(Tor)딥 웹  내 비트코인 지갑 생명 주기 분석 

김수현 · 문현수 · 이영석(충남대)

D6-02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비디오 하이라이트 기반의 앙상블 스트리밍 프레임워크 

김민수 · 정광수(광운대)

D6-03 무선 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E 향상을 위한 계층적 인코딩 기반 품질 조절 기법 

박진호 · 김희광 · 정광수(광운대)

D6-04 [우수논문] Socks5 프록시 서버를 활용한 토르 (Tor) 기반 다크 웹 수집 성능 개선 

문현수 · 이영석(충남대)

D6-05 Puncturing Scheme for the  Coexistence of URLLC and EMBB Networks 

Aunas Manzoor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D6-06 User-Association for Sum Rate  Maximization in Air-Ground Integrated Network Nway 

Nway Ei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D6-07 비지도 학습 기반 혼잡 특징 분류를 통한 지식 정의 네트워크 사례 연구 

이재민 · 변승규 · 김동현 · 김종덕(부산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D7 13:00~15:30 인공지능Ⅳ 아젠다1-2 최용석(한양대)

D3-01 [우수논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 오믹스 통합 유방암 서브타입 분류 

최정민 · 이지영 · 김지은 · 김지현 · 채희준(숙명여대)

D3-02 뇌전도의 다변량 다중스케일 분산 엔트로피 분석 기반의 감정인식 

이대영 · 최영석(광운대)

D3-03 태그 정보를 활용한 PG-Net 모델 기반 한국어 문서 생성 요약 

서동국 · 김건우 · 이동호(한양대)

D3-04 [우수논문] DPESS: 임베딩 공간 통계를 이용한 주간 위성영상  기반의 인구 통계학적 속성 예측 

차현지 · 한성원 · 안동현 · 박성원(KAIST),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KAIST)

D3-05 [우수논문] 온라인 스트리밍 채팅 내 이모티콘이 포함된 혐오 표현 탐지 

김재헌(한국과학기술원), 차미영(기초과학연구원)

D3-06 [우수논문] 보호특징별 조작 가능한 잠재공간 기반의 알고리즘 편향성 감소 방법 

민경하 · 김진영 · 조성배(연세대)

D3-07 기상예보를 활용한 LSTM 기반 24시간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 

손혜숙 · 김석연 · 장윤(세종대)

D7-01 RDGAN : 얼굴  감정인식 데이터 증강을 위한 데이터 재조정 GAN 

김진용 · 윤의녕 · 이명오 · 조근식(인하대)

D7-02 SeHAGAN: Sequential Human  Actions Generation with GANs 

Aziz Siyaev · Geun-Sik Jo(Inha University)

D7-03 Conditional WGAN-GP를 이용한 Few-Shot  이미지 생성

나상혁 · 김준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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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D8 13:00~15: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Ⅰ 아젠다3-2 이구연(강원대)

D8-01 [우수논문] 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FP-Growth 기반 암호화 연관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신재환 · 김형진 · 장재우(전북대)

D8-02 [우수논문] SSD GUARD: 높은 권한의 데이터 변조 공격으로부터 파일 보호 

안진우(서강대), 이중희(고려대), 김영재(서강대)

D8-03 난독화 해제를 위한 Opaque Predicate  Detector 

양종환(충남대), 김영철(슈어소프트테크), 목성균 · 조은선(충남대), 최석우(국가보안기술연구소)

D8-04 피싱 웹사이트 URL 분류를 위한 컨볼루션 게이팅  신경망 기반 보안전문가 지식 퓨전 

홍준표(카이스트), 홍명진(고려대), 최헌(단국대), 부석준(연세대), 김혜정(경일대)

D8-05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위한 확장 가능한 대체 불가능 토큰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홍상원 · 노융두 · 박찬익(포항공대)

D8-06 Zero-day 피싱 웹사이트 탐지를 위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 기반 문자수준 URL 모형 

이상윤 · 윤현선 · 호지수(패스트캠퍼스), 부석준(연세대), 김혜정(경일대)

D8-07 내부 중요정보 유출 탐지 모델링 및 보안관제 방안 연구  

김태훈 · 원동호(성균관대)

D8-08 웹페이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반의 은닉 통신 기법 연구  

육심언 · 조영호(국방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19일 D9 13:00~14:30 전산교육시스템 아젠다4 이영석(강남대)

D9-01 얼굴 인식과 시선  추적을 통한 콘텐츠 몰입도 측정 방안 

조기문 · 이영석(강남대)

D9-02 SW 비전공자를 위한 스타트업 코딩 교육 방법 연구  

송용준(건국대)

D9-03 [우수논문] GitHub 상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래밍 과제에 실시간 채점을 지원하는 자동 과제 채점 

서비스 및 시스템 설계 

김채영 · 오지혜 · 정혜진 · 하민지 · 홍신(한동대)

D9-04 초중등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방향 제언 

류혜인 · 고아라  · 조정원(제주대)

D9-05 자동차 사고 동영상 데이터 획득을 위한 유튜브를 이용한 자동 모음 시스템 

이주호(동서울대), 조정원(제주대)

D7-04 로봇 조작 작업을 위한 GAIL 기반의 커리큘럼 학습  

정은진 · 김인철(경기대)

D7-05 비정상 잡음 제거를 위한 이중 판별자를 사용한 적대적  생성모델 

임경현 · 김진영 · 조성배(연세대)

D7-06 [우수논문] 시각 대화를 위한 멀티모달 그래프 컨볼루션망 

강기천 ·  박준석 · 장병탁(서울대)

D7-07 [초청논문] Hexa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for Real World Classification

Uiwon Hwang, Dahuin Jung, Sungroh Yoon(Seoul National University)

D7-08 최근접 이웃을 찾기위한 적극적 탐색 

엄하영 · 최희열(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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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E6 09:00~12:00 컴퓨터시스템Ⅲ 플레이라운지 이진호(연세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E8 09:00~11:30 인공지능Ⅴ 아젠다1-2 배병철(홍익대)

E6-01 [초청논문] Write-Optimized  Dynamic Hashing for Persistent Memory 

Moohyeon Nam(UNIST), Hokeun  Cha(Sungkyunkwan University), Young-ri Choi, 

Sam H. Noh(UNIST), Beomseok  Nam(Sungkyunkwan University)

E6-02 시스템 콜 호출 패턴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정해건 · 강경태(한양대)

E6-03 [우수논문] 로컬 가상 머신 간 네트워크 통신에서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 바이너리 호환 데이터 전송 기법 연구 

민지홍 · 박주형 · 박준석(인하대)

E6-04 [우수논문] 연속성을 고려한 해시 기반의 플래시 변환 계층 

신재민  · 정일보(서울대), Li Xiaochang(NPU), 김지홍(서울대)

E6-05 인텔 Optane DC Persistent  Memory 기반 매니코어 서버에서 비휘발성 메모리 파일시스템의 확장성 평가 

김준형 · 김영재 · 박성용(서강대)

E6-06 B-Lottery: 유연한 랜덤 시드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추첨 시스템 

박해성 · 조용래 · 박찬익(POSTECH)

E6-07 Docker 컨테이너 기반 I/O 공정성 지원 스케줄러 설계 

권오은 · 박세진(계명대)

E6-08 Cgroups의 io.latency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노대연 · 이태형 · 엄영익(성균관대)

E6-09 가상화 시스템에서의 가상머신 디스크 성능 분석 

이민호  · 엄영익(성균관대)

E6-10 [우수논문] DRAM 캐시 성능 한계 분석을 위한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동작 방식 연구 

문예빈 · 오덕재 · 안정호(서울대)

E6-11 2차 인증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서비스  

공은주 · 권휘준 · 김지웅 · 남상윤 · 박동진 · 서재오 · 윤원철 · 김일곤(경북대)

E8-01 [우수논문] Impact-Echo 신호와 주파수 성분 학습 모델에 기반한 덕트 공동 탐지 

오병두(한림대), 최형(AI브릿지), 김영진 · 진원종(건축기술연구원),  김유섭(한림대)

E8-02 채널 프루닝 기반 모델 전문화를 통한 경량 신경망 추출 기법 

진영화 · 김종영 · 최홍준 · 김학빈 · 김덕환 · 최동완(인하대)

E8-03 예상 관측값의 오류에 기반한 확률적 환경에서의 빠른  적응 방법 

류제환 · 김태형 · 황인준 · 장병탁(서울대)

E8-04 도심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을 위한 멀티 모달기반 딥러닝 모델 연구 

심우일(세종대), 박태화 · 김경중(광주과학기술원)

E8-05 실내 주행 학습을 위한 목적지 인식 보조작업 

김기범 ·  장병탁(서울대)

E8-06 시각 장애인을 위한 완전 자율차량 데이터 청각화 시스템  

최호길 · 손수락 · 이병관(가톨릭관동대)

E8-07 마취용 처치 추천을 위한 설명 가능한 딥뉴럴 네트워크  

성수진(창원대), 권수범(엠텍글로벌), 윤지욱(부산대), 오진영 · 차정원(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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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E10 09:00~11:00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Ⅱ 아젠다3-1 국중진(상명대)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E11 09:00~11:00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아젠다3-2 김병철(중부대)

E11-01 가상 현실을 활용한  신체 변화 인지에 관한 예비 연구 

정면걸(한양대), 김제중(덕성여대), 김광욱(한양대)

E11-02 머리부착형 증강현실 장비를 활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시 정보처리에 관한 예비 연구

유재환  · 허지웅  · 김광욱(한양대)

E11-03 [우수논문] 이미지 분할 및 관심 영역 기반 색상 스키마 추출  

김수지 · 최성희(KAIST)

E11-04 [우수논문] 수퍼픽셀 기반의 HDR 이미지 관심 영역 추출 기법  

서심온 · 옥승렬 · 김영진(아주대)

E11-05 DOG를 가지는 색상 인지도와 Random  Forest기반의 이미지 품질 평가 기법 

옥승렬 · 서심온 · 김영진(아주대)

E11-06 X-ray 영상에서 이중 구조 그리드 아티팩트 개선을 위한 DCT 기반 기법 

박준혁(한동대), 김경우 · 김형규(제이피아이헬스케어), 김혜원 · 김동현 · 김호준(한동대)

E8-08 순차 비디오 데이터 학습을 위한 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 

서아정 · 온경운 · 장병탁(서울대)

E8-09 Transformer를 이용한 이미지 캡션 생성 

이지은  · 박진욱 · 박찬희 · 홍정수 · 박상현(연세대)

E10-01 [우수논문] 함수 호출관계를  활용한 스마트 계약 실행환경 안전성 개선 

이수연 · 목성균 · 조은선(충남대)

E10-02 TC-SSD: 파일 버전 관리를 위한 타임 캡슐 SSD  

채지원 · 안진우 · 민동현(서강대), 이중희(고려대), 김영재(서강대)

E10-03 [우수논문] 최근접거리 기반 예측오차 패턴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운전정보 대상 머신러닝 

학습모델의 이상판단 성능 개선 

윤정한 · 최종원 · 김종욱 · 황원석 · 김형천(국가보안기술연구소)

E10-04 ASIC 저항 알고리즘에 기반한 블록체인의 릴레이 기술 현황 조사 

박상현 · 문수묵(서울대)

E10-05 이더리움 머클 페트리시아 트라이의 상태 저장 효율성 분석 

이준모 · 문수묵(서울대)

E10-07 제어시스템 범주형 특징 분석을 위한 이벤트 기반 상관계수 

황원석 · 김형관 · 김예솔 · 김형천(ETRI부설연구소)

E10-08 안전한 실행환경에서의 사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홈 모델 

공지상 · 조진성(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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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F6 13:40~15:40 인공지능Ⅵ 플레이라운지 김광훈(KISTI)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F8 13:40~15:40 언어공학Ⅱ 아젠다1-2 김유섭(한림대)

F8-01 [초청논문]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with Tied Sequence-to-Sequence Multi-Task Model  

Hyun-Je S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eong-Bae Park (Kyung Hee  University)

F8-02 [우수논문] RoBERTa와 스택-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홍승연 ·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 김영길(ETRI)

F8-03 [우수논문] 앙상블 기반 지식 증류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박천음 · 김기훈(강원대), 김현기(ETRI), 이창기(강원대)

F8-04 앙상블 기반 지식 증류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개체명 인식 

박천음(강원대), 김현기(ETRI), 이창기(강원대)

F8-05 다중 양상 기반 기계 번역 시스템에서 사진 정보량의 제한을 통한 번역 품질 연구 

권순모 · 이종혁(포스텍)

F8-06 BERT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황태욱 ·  정상근(충남대)

F8-07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원격 주석 학습 기반 관계 추출의 성능 개선 

남상하 ·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F9 13:40~15:10 정보통신Ⅲ 아젠다3-1 최종원(숙명여대)

F6-01 이미지 복원을 위한  CNN 기반의 Mixture of Expert 네트워크 

김시진 · 안남혁 · 손경아(아주대)

F6-02 시각 언어 이동(VLN)을 위한 랜드마크 기반의 탐색  

황지수 · 김인철(경기대)

F6-03 스마트폰 표면결함 탐지를 위한 준지도 오토인코더와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 

고광명 · 부석준 · 조성배(연세대)

F6-04 [우수논문] Extrinsic Calibration for  Multiple Cameras without Target Locations 

김윤성 · 장병탁(서울대)

F6-05 고품질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GAN기반 잡음제거모형 

신원섭 · 김진영 · 조성배(연세대)

F6-06 Self-Attentive Task-Agnostic  Meta-Learning을 적용한 Few-Shot 텍스트 분류 

김대웅 · 김준태(동국대)

F6-07 DramaQA: 다수준 질의응답을 통한 인간 수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 평가 

최성호 · 온경운 · 허유정 · 강기천 · 장병탁(서울대)

F6-08 [우수논문] 저해상도 이미지 분류를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로부터의 Self-Attention 정보 추출 네트워크 

신성호 · 최승준 · 이규빈(광주과학기술원)

F9-01 [우수논문] A Multiple  Federated Learning Services Orchestrator in Edge Computing 

Minh N. H. Nguyen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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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자 세션 시간 분야 장소 좌장

12월 20일 F10 13:40~16:40 소프트웨어공학 아젠다3-2 이지현(전북대)

F9-02 사용자 선호도 트리 기반의 하이브리드 필터링 추천 시스템 

정채은 · 강성주 · 정광수(광운대)

F9-04 [우수논문] 시청자 반응 및 의도 기반의 실시간 광고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 

강성주 · 정광수(광운대)

F9-05 [우수논문] Segment Routing으로 SFC를 구현하는  SDN Forwarding Table 설계 

정해권 · 인상규(성균관대), 김문성(서울신학대), 추현승(성균관대)

F9-06 Edge AI assists Partial  Content Caching with Smart Content Prefetching Scheme 

Kyi Thar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F10-01 [초청논문] Model  checking embedded control software using OS-in-the-loop CEGAR 

Dongwoo Kim,  Yunja Choi(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10-02 [초청논문] Concolic Testing with  Adaptively Changing Search Heuristics 

Sooyoung Cha, Hakjoo Oh(Korea  University)

F10-03 [초청논문] Guiding Deep Learning System Testing using Surprise Adequacy Technical Track

Jinhan Kim, Robert Feldt, Shin   Yoo(KAIST)

F10-04 [우수논문] 코드 누락 결함(Omission Fault)에 대한  뮤테이션 기반 결함 위치 식별 기법의 성능 향상 

전주영 · 홍신(한동대)

F10-05 [우수논문] 함수 관련도를 이용한 퍼징의 커버리지 향상 

이아청 ·  김윤호 · 김문주(KAIST)

F10-06 통계적 모델 체킹 기반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동적 재구성에 대한 목표 달성도 평가 

이성진 · 백영민 · 박수민 · 배두환(KAIST)

F10-07 블록 부호화를 통한 지연 술어 추상화 모델 체킹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에러 위치 지향 순회 전략 

이낙원 · 김문주 · 백종문(KAIST)

F10-08 보안약점 종류에 따른 정적분석 도구의 탐지 성능 연구  

이용준 · 안준선 · 최진영(고려대)

F10-09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설계의 추적성 향상을 위한 Function Block Features 

유인선 · 이정태 · 류기열(아주대)

F10-10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에서의 불확실성 요소 분석: 군집운행 시나리오에서의 사례 연구 

신승철 · 현상원 · 송지영 · 배두환(KAIST)

F10-11 도메인 특화된 자료 직렬화 도구 개발 방법 

김용준 ·  김익순(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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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수)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A1 10:20-12:00

스마트시티

포레스트홀

김우용(건국대)

컴퓨터시스템 이은지(숭실대)

언어공학 황호영(한성대)

인공지능 이승익(ETRI),� 장경선(충남대)

B1 15:00~16:40

고성능컴퓨팅 고광만(상지대)

국방소프트웨어 김범석(경희대)

정보통신 이상환(국민대)

인공지능 장경선(충남대)

▶� 12월� 19일(목)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C1 10:00-11:4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포레스트홀

민홍(호서대)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바일응용및시스템 고광만(상지대)

사물인터넷 장인국(ETRI)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고광만(상지대)

데이터베이스 김남일(ETRI)

인공지능 김지희(동국대),� 김성현(ETRI)

D1 14:20-16:00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정진만(한남대)

컴퓨터시스템 김영재(서강대)

언어공학 류법모(부산외대)

데이터베이스 김영국(충남대)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이천희(전자포럼)

인공지능 임성수(충남대),�김지환(서강대),�고광만(상지대)

▶� 12월� 20일(금)

세션 시간 분야 장소 평가위원

E2 09:20-11:00

소프트웨어공학

포레스트홀

차상길(KAIST)

컴퓨터시스템 조진성(경희대),� 강동현(동국대)

학부생/주니어�Ⅰ
고광만(상지대),� 김형천(ETRI),�

정강수(서강대),�황명권(KISTI),�황호영(한성대)

F1 13:20-15:00 학부생/주니어�Ⅱ
권용인(ETRI),� 김병철(중부대),�신동범(ETRI),�

이재흠(ETRI),� 임성수(충남대),�황호영(한성대)

F2 15:20-17:00 학부생/주니어�Ⅲ

고광만(상지대),�권용인(ETRI),�김광훈(KISTI),�

노희준(고려대),�신동범(ETRI),�이재흠(ETRI),�

정강수(서강대)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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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발표자

① 포스터세션장 앞의 발표일시(인덱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950*2500mm이며

발표자는 A4 용지를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전지 부착 가능). 

단,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이메일주소,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테이프 등은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면테이프는 사용불가)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인덱스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⑤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발표시간 종료 후 1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부착 예]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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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좌장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는 학부생, 고등학생만 발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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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0:20~12:00 A1 스마트시티 김우용(건국대)

A1-01 스마트 헬스케어  장치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SOA 기반 확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이은솔 · 정란 · 김우용 · 정갑주(건국대)

A1-02 Talk With Me(TWM) : 독거노인들을 위한 인공 어시스트 기반 가전제품 관리 

박종현 · 최슬아 · 김한결(건국대)

A1-03 개방형 아키텍처 및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확장형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양성규(건국대), 김광식(루키도), 김우용 · 정갑수(건국대)

A1-04 소량 데이터 기반의 일사량 예측을 위한 통계적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비교 

정승민 · 손민재 · 박진웅 · 황인준(고려대)

A1-05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지역별 하루 단위 감염병 발생 예측 

문재욱 · 정승원 · 김형준 · 황인준(고려대)

A1-06 Contract-based Incentive  Mechanism Design for Renewable Energy Trading Markets 

Oanh Tran Thi Kim · Sun  Moo Kang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A1-07 An Edge-based Vehicle  Surveillance System for Enforcing Vehicle Restriction Policies 

Ye Lin Tun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0:20~12:00 A1 컴퓨터시스템 이은지(숭실대)

A1-08 연구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범 서비스 개발 
조민희 · 김성찬 · 김진영 · 송사광(KISTI)

A1-09 스마트 SSD를 위한 성능평가 모델 및 활용 
유진선 ·  김윤아 · 김지홍(서울대)

A1-10 네트워크 입출력 동작의 결정적 리플레이 
서동민 ·  유민수(한양대)

A1-11 CCTV 동영상 이벤트 태깅을 위한 HTML 5 웹 브라우저 기반 메타데이터 저작도구 개발 
강민지 · 조재근 · 낭종호(서강대)

A1-12 eMDyn: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동적인  객체 배치 및 이주 
Safdar Jamil(서강대), 김태욱(Tmax), 박중언 · 김영재(서강대)

A1-13 오프체인 상 결제 채널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기법 분석  
채병훈 · 신동민 · 박찬익(포항공대)

A1-14 리눅스 커널 블록 계층의 매니코어 확장성 분석 
김성곤  · 주용수 · 임성수 · 임은진(국민대)

A1-15 SSD 에서의 리눅스 readahead 성능 분석  
윤명식 · 주용수 · 임성수 · 임은진(국민대)

A1-17 StoneNeedle을 활용한 파일시스템별 I/O 패턴  분석 
이호영 · 이민호 · 엄영익(성균관대)

A1-18 Docker-Swarm을 사용한 컨테이너 기반 시스템 구성 
이성원 · 이창석 · 박현주(한밭대)

A1-19 비순차 읽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형 미리 읽기 기법  
박종규 · 엄영익 (성균관대)

A1-20 고성능 SSD 기반 시스템에서 I/O 간섭을 고려한  폴링 방식 분석 
송용주 · 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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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0:20~12:00 A1 언어공학 류법모(부산외대)

A1-21 Active  Learning과 RoBERTa 언어모델을 이용한 대화해석 개선 

하은지 · 이혜우 · 공혜수 · 장두성 · 성주원(KT)

A1-22 BERT-SRU와 HTML Tag 자질을 이용한 다중  지문 기계 독해 모델 

이동헌 · 박천음 · 이창기(강원대), 임승영(LGCNS)

A1-23 문장 축약 데이터셋 자동 구축 및 삭제 기반 한국어 문장 축약에 대한 연구 

박준모 · 권성구 · 최수정 · 박세영(경북대)

A1-24 격틀 사전과 BERT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배장성 · 이창기(강원대)

A1-25 한국어 개체명 인식 & 링킹 & 의존파싱 통합모델 

민진우 ·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 김영길(ETRI)

A1-26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이정훈 · 김민호 · 권혁철(부산대)

A1-27 지식 증류 기법을 이용한 BERT 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의 압축 

황현선 · 이창기(강원대)

A1-28 BERT를 이용한 전이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민진우 ·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 김영길(ETRI)

A1-29 패턴 검색 기반의 한국어 일반 도메인 대화생성모델  

박형준 · 박성배(경희대)

A1-30 RoBERTa를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개체명 인식, 감성분석, 의존파싱 

민진우 ·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 김영길(ETRI)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0:20~12:00 A1 인공지능 이승익(ETRI), 허기수(ETRI)

A1-31 EE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시각적 숫자 판독인식 

김재식 · 서정렬 · 손경아(아주대)

A1-32 도심지 교통혼잡 예측을 위한 자동화 하이퍼파라미터 탐색  기반 심화 LSTM 신경망 

조지호 · Khac-Hoai Nam Bui · 이홍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1-33 단계적 유사도 학습 기반 항공 영상 검색 네트워크  

윤민섭 · 남우정 · 이성환(고려대)

A1-34 측지 거리 손실 함수를 이용한 상대적 카메라 움직임 변화량 추정 네트워크 

안성준 · 곽인엽 · 이성환(고려대)

A1-35 교통 정체 원인도로 분석을 위한 연관 가중치 기반 도로 클러스터링 방법 

강의찬 · 이동욱 · 천승태(데이터스트림즈)

A1-36 거래 네트워크 기반 순위 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장 탐지  

이성윤(포항공대), 김성훈(카이스트), 석인혜 · 김민철(넷마블)

A1-37 날씨조건과 체류시간을 고려한 개인화된 여행일정 계획 시스템 

권우영 · 이호경(와이즈넛)

A1-38 형태학적 이미지 처리를 통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위성영상 도로 검출 개선 기법 

임희지(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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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5:00~16:40 B1 고성능컴퓨팅 고광만(상지대)

B1-01 EDISON-Jupyter  통합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한기 · 김후성(KISTI)

B1-02 GPU 작업 부하 상황에서의 DNN layer 수행 시간 분석 

유용환 · 정혁진 · 문수묵(서울대)

B1-03 GPU를 활용한 지진파 알고리즘 구현의 성능 개선  

박연희 · 김태현(서울시립대)

B1-04 두뇌의 에너지 분석 및 성능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터 구현 

이승호 · 김장우(서울대)

B1-05 FaaS 환경에서 Cold-Start 시간 최소화 알고리즘 연구 

박정애 · 김정출 · 이경용(국민대)

B1-06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컴퓨팅-스토리지 분리 기반 빅데이터 아키텍처 특성 분석 

송효섭 · 김덕윤 · 신상일 · 최원석 · 강동우 · 황선희(KT 넥스알)

B1-07 메모리 매핑 기반 MPI 노드 내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 수준 캐시 구현 

김건우 · 김준비 · 김민범 · 김서우 · 조중연 · 진현욱(건국대)

B1-08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High Level Features in CNN

MdImtiazHossain·  Md Alamgir Hossain ·  Md Delowar Hossain · Ngo Thien Thu ·  

Ga-won Lee ·  Eui-Nam Huh(Kyung Hee University)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5:00~16:40 B1 국방소프트웨어 김범석(경희대)

A1-39 3D-LiDAR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실시간 객체 검출  

이종서 · 김학일(인하대)

A1-40 관심 영역 추출을 통한 랜드마크 인식 방법론 

김기덕 ·  김병희(써로마인드로보틱스)

A1-41 골프 스윙 영상에 최적화된 반자동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및 매팅 도구 

석혜경 · 송진하 · 낭종호(서강대)

A1-42 장문 인식을 위한 프록시 기반 점진 메트릭 학습 

김선우  · 김준태(동국대)

A1-43 Graph Classification with  Gromov-Wasserstein Distance via Heat Kernel 

지종호 · 박성홍 · 신현정(아주대)

A1-44 염기 서열 분석 딥러닝 모델을 위한 전처리 방법 성능  분석 

추동원 · 오동빈 · 김성현 · 이진희 · 박준형 · 손동현 · 송길태(부산대)

A1-45 트리 기반 분류기의 모델 전이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 

배청목 · 김경중(광주과학기술원)

A1-47 비신경망 vs. 신경망 기반 추천 모델: 정확도 및 다양성 비교 및 분석 

서해빈 · 최민진 · 이종욱(성균관대)

A1-48 분산 필터를 활용한 패치 집중 변분 오토인코더 

최원석  · 손선일 · 장병탁(서울대)

B1-09 대용량 영상 데이터  저장 및 통신을 위한 PCIe 방식의 SW설계 구현 

홍치호(한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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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5:00~16:40 B1 정보통신 이상환(국민대)

B1-10 CenterNet을 이용한 적외선영상 실시간 객체 인식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일호(한화시스템)

B1-11 영상기반의 조준장치 개발을 위한 사표 구성방법  

손석현(한화시스템)

B1-12 해양용 IRST를 위한 위협표적 탐지 필터 구현  

이재익(한화시스템)

B1-13 전자광학추적장치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조태욱(한화시스템)

B1-14 비냉각 열상카메라 TECLess 검증 시뮬레이터 개발  

예성은•김훌륭(한화시스템)

B1-15 미래 군용 무인항공기 통제용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  

홍수운(한화시스템)

B1-16 비냉각 열상조준장치 개발을 위한 TECless 알고리즘의 필요성 

신정호(한화시스템)

B1-17 Energy  Demand Scheduling for 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 Swarms in Smart  

Transportation System 

Md. Shirajum Munir · Sarder Fakhrul Abedin · Ashis  Talukder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B1-18 Deadline-constrained Resource  Management in MEC: A Two-sided Nash Equilibrium Game 

Chit Wutyee Zaw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B1-19 A Reinforcement Learning-based  Energy Efficient Trajectory and Communication 

Optimization for UAV-assisted  5G Network 

Sarder Fakhrul Abedin · Md. Shirajum Munir · Ashis Talukder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B1-20 Mobile Edge Computing System  Via Unmanned Aerial Vehicles: An Energy Efficient 

Task Offloading Framework  

Madyan Alsenwi · Yan Kyaw Tun · Shashi Raj Pandey ·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B1-21 Resource Sharing in  Virtualized Wireless Networks: A Two-Layer Game Approach 

Yan Kyaw Tun ·  Shashi Raj Pandey · Madyan Alsenwi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B1-22 Smart Contract-based Resource  Purchasing for Seamless Media Streaming at the Mobile Edge 

Shashi Raj Pandey  · Sabah Suhail · Yan Kyaw Tun · Madyan Alsenwi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B1-23 Network Utility Maximization  for 6G Maritime Communication in Deep Waters 

Sheikh Salman Hassan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B1-25 알려지지 않은 프로토콜의 보안성 분석 

이승호 · 송원종  · 김기천(건국대)

B1-26 Sub-channel Allocation in  Federated Learning 

Le Thi Huong Tra ·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ersity)

B1-27 Distributed Caching for  Cellular Networks: A Dual Decomposition Methods 

Tri Nguyen Dang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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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8일 15:00~16:40 B1 인공지능 장경선(충남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민홍(호서대)

B1-28 랩터 코드 기반 협대역 영상 전송 시스템 

노현민 ·  송황준(포항공과대)

B1-29 UAV Swarm을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프로토콜 제안 

박민수 · 이성원(경희대)

B1-30 NFV환경에서의 효율적인 VNF 배치 방안 연구 

김상일  · 김화성(광운대)

B1-31 GAN을 활용한  광각안저 사진의 황반 이미지 복원 

길철휘 · 인상규 · 범정현 · 추현승(성균관대)

B1-32 이미지넷 기반의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한 제로 샷 화질 개선 

이승현 · 황혜수(서울시립대)

B1-33 GAN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설계 

이정헌 · 김성훈(경북대)

B1-34 활성 가중치만을 이용한 딥 네트워크 학습 

조준희 · 신현정(아주대)

B1-35 Baba is Gym : 게임 추론 및 이해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인 환경 제안 

박태화(광주과학기술원), 정의진(세종대), 김경중(광주과학기술원)

B1-37 압축과 가속을 위한 심층신경망 파라미터의 가지치기와 공유에 대한 조사 

하현민 · 전병곤(서울대)

B1-38 Batch Hard Loss 기반의 Siamese Networks를 이용한 조직 병리학 이미지의 Few-shot 분류 

장성은 · 김준태(동국대)

B1-39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에서의 메모리 최적화 문제 

어정윤  · 엄태건 · 전병곤(서울대)

C1-01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와 정적분석 도구 

최홍준 · 최진영(고려대)

C1-10 클라우드 환경의 신뢰실행: SGX 인클레이브를 포함한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이대훈 · 여승현 · 유시환(단국대)

C1-11 AI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연구 

양경아 ·  신충용 · 김종규(ETRI)

C1-12 이더리움 기반 화장품 유통 추적 웹 서비스 

문예빈 ·  김기현 · 박지은(이화여대)

C1-02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EU GDPR 시행에 따른 적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장재훈(고려대)

C1-03 탈중앙화를 위한 이더리움 스토리지 분석 

구연재 ·  문수묵(서울대)

C1-04 Nengo 프레임워크에서 SNN(Spiking Neural Netorks) 응용의 성능 분석

김서연 · 정재혁 · 김찬수 ·  김경수  · 최승호  · 김재희  · 윤영선  · 정진만(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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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정보통신 양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C1-14 패러다임의 변화: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모바일 엣지 게이밍으로 전환 

하지크 · 인상규 · 리덕타이 · 추현승(성균관대)

C1-15 여러 SDN 컨트롤러에 대한 네트워크 하이퍼 바이저 리소스 할당 분석 

Anumeha · Gyeongsik Yang · Chuck Yoo(Korea University)

C1-16 Quality Adaptation in Network  Edge for Layered Video in D2D Communication 

Networks 

Saeed Ullah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C1-17 검색엔진의 고급검색을 활용한 검색시스템 

이대홍 ·  유한석 · 박상원(한국외국어대)

C1-18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기반 네트워크 혼잡 제어 연구 동향 분석 

강민구 · 양경식 · 유 혁(고려대)

C1-19 정지궤도해양위성 2호 지상시스템의 운영 시험 계획  

한희정 · 허재무 · 양현 · 최우창(KIOST), 곽성희 · 이태경(쎄트렉아이), 박영제(KIOST)

C1-20 “ICT국제표준 마에스토로”를 통한 국제 표준화 추진방안 연구 

김영재 · 황유철 · 강석규 · 김대중(TTA)

C1-21 글로벌 ICT 사실표준화기구 분석을 통한 국내 표준화포럼 개선방안 연구 

김정헌 · 오지훈 · 강석규 · 김대중(TTA)

C1-22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과제 수행에 관한 연구 

임영선  · 조수진 · 강석규 · 김대중(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1-23 Tor 네트워크 위협 방지를 위한 보안 정책 방법론  

조경민 · 안재홍(국방과학연구소)

C1-24 Short-lived TCP 연결 환경에서의 커널 구조체의 메모리 최대 사용 량 및 병목 분석 

김수완 · 양경식 · 유혁(고려대)

C1-25 백업 이동 RSU 기반의 신뢰적인 이동 V2X 인프라스트럭쳐 

김태우 · 안상현*(서울시립대)

C1-26 5G 망에서 L3 Relay를 이용한 V2V 통신 스킴  

성낙운 · 정희상(ETRI)

C1-27 LoRa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Mesh Network 제안 

최록산 · 이성원(경희대)

C1-28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의 프레임율 및 비트율 제어를 통한 ROI 기반의 클라우드 게이밍 시스템 

이승환 · 지승규 · 송황준(포항공대)

C1-05 HIL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물리시스템 테스트베드  구현 

이우묘 · 신혁기 · 최승오 · 민병길 · 김형천(ETRI 부설연구소)

C1-06 IoT 플랫폼에서 뉴로모픽 아키텍쳐 기반 지능형 응용  개발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정재혁 · 박지수 · 김서연 · 김회남 · 김재희(한남대), 김봉재(선문대), 윤영선 · 정진만(한남대)

C1-07 EFLChain: Ensemble Learning  via Federated Learning over Blockchain network: a framework 

Umer Majeed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C1-08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노드 합의 알고리즘 비교 연구  

최종인 · 구명완(서강대)

C1-09 네트워크 프린터 취약점 분석 

장한빈 ·  김형식(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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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모바일응용및시스템 고광만(상지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사물인터넷 장인국(ETRI)

C1-29 발화 중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호흡 생체신호 변화와 이를 이용한 스트레스 인식 

이문희 · 문준형 · 천동미 · 이준일 · 이경우(연세대)

C1-30 효과적인 스트레스 인식을 위한 가속도계 기반 스트레스 관련 제스처 분석 

천동미 · 문준형 · 이문희 · 이경우(연세대)

C1-31 퇴행성 근골격계 만성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재활운동 관리 시스템 

최정회 · 신기철 · 권재영 · 정근석 · 최용균 · 임현정 · 하나리 · 김지인(건국대)

C1-32 Edge-Fog 컴퓨팅 플랫폼의 IoT 기반 지능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 

무니비 무하마드 · 고광만(상지대)

C1-33 Push notification을 이용한 사용자 위치 확인 방법 

손종욱 · 조국래(대구경북과학기술원)

C1-34 Robotics in Healthcare:  A Practice Supporting Medicine for Patients

Phoo Pyae Sone · VanDung Nguyen · Seung Jin Lee · Eui-Nam Huh(Kyung Hee University)

C1-35 Efficient Workload Balancing  in Multi-Access Edge Computing: A Fuzzy Logic Approach 

Md Delowar Hossain ·  Tangina Sultana · Md Alamgir Hossain · Md Imtiaz Hossain · 

Luan N. T. Huynh ·  Waqas ur Rahman · Myeong-Seob Kim · Eui-Nam Huh(Kyung Hee University)

C1-36 Towards Computation Offloading  in NOMA-assisted Multi-Access Edge Computing 

Luan N.T. Huynh (Kyung Hee  University), Quoc-Viet Pham (Inje University), Pham Van 

Nam, Md Delowar  Hossain, Tri D.T. Nguyen, Young-Rok Shin, Eui-Nam Huh (Kyung Hee University)

C1-39 임상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활동기반 서비스 프레임워크 

조현상(주식회사 사이클룩스)

C1-40 산업용 무선 IoT 레퍼런스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  

이재흠 · 성정식 · 강호용(ETRI)

C1-41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교통약자의 퍼스널 이모빌리티 안전 관리 시스템 설계 

류제우 · 김주환 · 김덕환(인하대)

C1-42 보행자 사고유형 분석 및 판단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정민기 · 배명남 · 이강복(ETRI)

C1-43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스마트밴드용 안테나 설계 

이학준 ·  김현석 · 신동범 · 이강복(ETRI)

C1-44 산업현장 다중 IoT 네트워크 지원 IIoT 플랫폼 개발 

이준욱 · 김기환(아이브랩), 이재흠(ETRI)

C1-45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A Provenance-based Solution for Monitoring Food Products 

Sabah Suhail ·  Shashi Raj Pandey · CS Hong(Kyung Hee University)

C1-46 다양한 요구사항 수용 및 데이터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한  CQRS 패턴 기반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설계 

전철호 · 박찬열 · 박민영 · 이창석 · 박현주(한밭대)

C1-47 범용성 있는 자동 C 코드 분할 도구 

이세율(한양대),  한혁(동덕여대), 강수용(한양대)

C1-48 일상생활에서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대학원생의 우울도 예측 모델 

최진영 · 김형신(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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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고광만(상지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데이터베이스 김남일(ETRI)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0:00~11:40 C1 인공지능 김지희(동국대), 김성현(ETRI)

C1-76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WSN에서의 내부 공격자 선제적 대응 방안 

조경선 · 조영호(국방대)

C1-49 FastDFS  기반으로 작은 파일 저장 성능에 대한 측정 및 개선 

주광 · 이아룡 · 나연묵(단국대)

C1-50 하이퍼레저 패브릭 동적 채널 할당 로드 밸런싱 

정우식  · 이영석(충남대)

C1-51 오픈소스 스토리지  엔진에서의 최신 로깅 기법 구현 

유재선 · 유현식 · 정형수(한양대)

C1-53 로봇 판단지능을 위해 인간 작업 영상을 활용한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장종원 · 전호빈 · 이수안 · 김진호 · 박홍성 · 김미숙(강원대), 유수정 · 지상훈(KITECH)

C1-54 GPU 기반의 그래프 엔진에서 메모리 할당 전략에 따른 성능 분석 

정동규 · 장명환 · 김상욱(한양대)

C1-55 희소 행렬 간 곱셈에서 중간 결과 합산 방식들의 성능 분석 

권혁무 · 장명환 · 김상욱 · 박영준(한양대)

C1-57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Disassortative 네트워크에서의 가상 그래프 배포 기법 

김용준 · 박석(서강대)

C1-58 부호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균형 이론 검증 

서나윤  · 이연창 · 김상욱(한양대)

C1-59 Metric Learning 기반 추천 방법의 학습  과정 시각화 

박준하 · 이연창 · 노영균 · 김상욱(한양대)

C1-60 K-Nearest Neighbors 기반의 분류 근거 시각화 도구 

박성준 · 홍지원 · 김태리 · 김상욱(한양대)

C1-61 중요도 파라미터를  이용한 문맥화된 단어 표현 

송주호 · 최병주 · 이상근(고려대)

C1-62 순환 신경망 압축을 위한 구조화 된 원 샷 프루닝 기법  

김동호 · 이상근(고려대)

C1-63 한국어 구조를 반영한 계층적 음소 임베딩 

황준선 ·  김하영 · 손경아(아주대)

C1-65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어텐션 기반 피부 질환 진단 모델  

오승택 · 이건희 · 이성환(고려대)

C1-66 사용자 커뮤니티 게시글의 감정 분석에 대한 연구 

안정미  · 신동혁 · 이아청 · 최옥주(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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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4:20~16:00 D1 정보보안및고신뢰컴퓨팅 정진만(한남대)

C1-67 데이터 병렬 심층신경망 분산학습의 커뮤니케이션 병목현상 해결방안 조사 

이경근 · 전병곤(서울대)

C1-68 VADA의 가상 적대적 학습 기법 적용에 따른 성능 분석 

이종현 · 윤성로(서울대)

C1-69 펩타이드 질량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윤경택 · 나승진 · 백은옥(한양대)

C1-70 이미지 기반의 자세 보존 가상 피팅 신경망  

박성현(고려대), 최승환(KAIST) 

C1-71 Flow 기반 딥러닝 생성 모델에 관한 사례 분석  

박노일 · 윤성로(서울대)

C1-72 미세조정 계층적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외래잡초 잎 이미지 분류의 성능 향상 

이재원 · 김남규 · 김현기 · 홍성훈(전남대)

C1-73 End-to-End 학습을 이용한 오디오 주파수 편이  변조 방식 및 변복조기 설계 

류형욱 · 최성희(KAIST)

C1-74 정책지향 대립적 모방학습을 이용한 2차원 시스템의 적응적 조작 

한동식 · 장병탁(서울대)

C1-75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한 건강 지표 예측 

김현서 ·  최원석 · 장병탁(서울대)

D1-01 FPGA기반  뉴로모픽 하드웨어 구조와 디버깅 도구 

한건욱 · 이상정 · 정택성 · 홍석준 · 정민교 · 이인혜(호서대), 김봉재(선문대),  민홍(호서대)

D1-02 실행 흐름 분석을 통한 퍼징 성능 향상  

이태규(국방과학연구소)

D1-03 트리학습기반 퍼징 시드파일 생성 

장용준(국방과학연구소)

D1-04 Pre-embedding 비디오 스테가노그래피 최신 연구 동향 

곽민경 · 조영호(국방대)

D1-05 퍼징 시드 파일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신찬호(국방과학연구소)

D1-06 함정 전투체계 사이버방호에 대한 분야별 보호방안 연구  

이수원 · 이재연 · 홍석준(한화시스템)

D1-07 무인 시스템에 적합한 Key Delegation을  이용한 Hash Chain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암호 기술 

조국래 · 손종욱(DGIST)

D1-08 알려지지 않은 프로토콜에 대한 Fuzzing 기법 연구  

박찬규 · 류재철(충남대)

D1-09 퍼저 최적화 기술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김강현(국방과학연구소)

D1-10 시드 정렬을 통한 퍼징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박필근(국방과학연구소)

D1-79 IoT 위협 모델링 : 스마트 도어락 사례 분석 

강다영  · 허승원 · 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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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4:20~16:00 D1 컴퓨터시스템 김영재(서강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4:20~16:00 D1 언어공학 류법모(부산외대)

D1-11 On study  of Superpixel based approach for Dynamic Mode Decomposition in video  processing 

Ngo Thien Thu · Md Alamgir Hossain · Md Imtiaz Hossain · Sung Yun  Woo · Eui 

Nam Huh(Kyung Hee University)

D1-12 Impact of Vehicle Speed on  Task Offloading of Vehicular Edge Computing 

Tran Trong Khanh · Tran Hoang Hai  · VanDung Nguyen · Xuan-Qui Pham · Eui-Nam 

Huh (Kyung Hee University)

D1-13 BNN 하드웨어 가속기의 계산 자원 추가에 따른  속도향상 분석 

이양기 · 엄홍준 · 박영준(한양대)

D1-14 Extension of Functionally and  Temporally Correct Simulation of Cyber-Systems of 

Automotive Systems based on  ROS System 

Rut Diane Cuebas · Seonghyeon Park · Youngeun Cho · Daechul Park ·  Chang-Gun Lee(서울대)

D1-15 cuBLAS와의 성능 비교를 통한 CUTLASS의  딥러닝 활용성 분석 

류기하 · 박영준(한양대)

D1-16 컨테이너 환경에서 선점형 GPU 메모리 스케줄러의 설계  및 구현 

구민우 · 이수연 · 손재원 · 박성용(서강대)

D1-17 뉴럴 네트워크 가속기에서의 다양한 레이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분석 

박평수 · 김장우(서울대)

D1-18 이미지 추출 가속을 통한 고성능 딥러닝 트레이닝 시스템  

정희택 · 김장우(서울대)

D1-19 병렬 수행 작업 개수에 따른 병렬 데이터 처리 작업의 성능 분석 

송원욱 · 전병곤(서울대)

D1-20 FPGA 기반의 멀티 프로세싱 B-트리 가속 

이원식 ·  김장우(서울대)

D1-22 서버리스 함수 합성의 성능 분석 

이영숙 ·  우홍욱(성균관대)

D1-23 vCPU 개수 및 배치에 따른 게스트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이태형 · 엄영익(성균관대)

D1-24 NIL을 고려한  Graph Convolutional Network 기반 집합적 개체 연결 

이영훈 · 나승훈 (전북대), 최윤수 · 장두성(KT)

D1-25 BTS: 한국어 BERT를 사용한 텍스트 세그멘테이션  

전재민 · 최우용 · 최수정 · 박세영(경북대)

D1-26 어휘 제약 조건을 이용한 신경망 기반 시맨틱 파싱

남대환 · 유환조 · 이근배(포항공대)

D1-27 페르소나 챗봇 연구를 위한 개인 특성 반영 여부 분류기  

오신혁 · 김학수(강원대), 이정엄 · 김선아 · 박영민 · 노명호(현대자동차)

D1-28 준 실시간 이슈 분석을 위한 계층적 다중 뉴스 문서 군집화 

김호용(UST), 장홍준 · 이승우 · 서동민(KISTI)

D1-29 BERT를 이용한 사전 의미 번호 자동 매칭 

윤준영 ·  신형진 · 서영훈 · 이재성(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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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4:20~16:00 D1 데이터베이스 김영국(충남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4:20~16:00 D1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19일 14:20~16:00 D1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이천희(전자포럼)

D1-30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 에세이 채점 데이터 확장 

박천용 · 이공주(충남대)

D1-31 복수 언어 분석기와 언어규칙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부착  말뭉치 반자동 구축 

이준우 · 한솔 · 류법모(부산외대)

D1-32 추천 시스템에서  평점 데이터가 부족한 고객들의 이웃 생성 및 시각화 

김지후(한양대), 채동규(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김상욱(한양대)

D1-33 노출도를 고려하는 소셜 인지 추천 방법의 평가 

이원창  · 이연창 · 김상욱(한양대)

D1-34 거대 지식베이스로부터의 규칙 마이닝 방법 조사 

서인 ·  안종민 · 한욱신(포항공과대)

D1-35 하둡 및 스파크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한 타자 OPS 예측 

김민택 · 구자환 · 김응모(성균관대)

D1-36 공통 데이터 모델(CDM)을 위한 비정형•반정형 의료문서 데이터의 정형화

최선호 · 김유중 · 석준희(고려대)

D1-37 통합 마이크로 RNA 타겟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적용  

태동현 · 안희웅 · 석준희(고려대)

D1-38 수산식품 추천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의 설계 

김종민  · 송하주(부경대)

D1-39 An Efficient RDF Graph  Summarization Framework 

Van T.T. Duong · Muhammad Umair · Young-Koo Lee(Kyung Hee University)

D1-40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시각화 튜토리얼 설계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최주영(서울여대)

D1-41 컴퓨터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방안  

이영석(강남대)

D1-42 기계 학습의 입력  변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시각적 분석 시스템 

피민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익희(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쿨),  

민옥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D1-43 눈 움직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선 시각화 디자인 결정 과정 

유상봉 · 이미연 · 윤찬영 · 임수빈 · 장윤 (세종대)

D1-44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예측모델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대체하기 위한 시각적 분석 

연한별 · 손혜숙 · 장윤(세종대)

D1-45 1인칭 시점 드론 비행을 위한 장애물 정보 가시화  

고용국 · 김동현 · 강호산 · 김준한 · 최수미(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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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4:20~16:00 D1 인공지능 임성수(충남대),김지환(서강대), 고광만(상지대)

D1-46 한 장의 정면 원화기반 3D 의상 모델 텍스처 맵 생성 방법 

윤승욱 · 임성재 · 김태준 · 황본우 · 김기남 · 이승욱 · 박창준(ETRI)

D1-47 Performance Assessment of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Md Alamgir Hossain · Md Imtiaz Hossain · Md  Delowar Hossain · Ji Hoo Chun · 

Eui-Nam Huh(Kyung Hee University)

D1-48 Quaternions Based Intuitive  Visualization for Tracking Weightlifting Exercises 

Bharatesh chakravarthi S B  · Mfitumkiza joseph · ChenShuai · Seong Hun Kim · 

Young Ho Chai(Chung Ang  University)

D1-49 Point-light 가상 아바타를 활용한  Embodiment 조절에 관한 연구 

김창섭 · 정면걸(한양대), 김소연(덕성여대), 김광욱(한양대)

D1-50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 

최정회 · 신기철 · 하나리 · 임현정 · 권재영 · 정근석 · 최용균 · 김지인(건국대)

D1-51 동작 인식을 이용하여 실시간 작곡이 가능한 가상 드럼 연주 

이지은 · 신유철 · 정범연 · 이나임 · 채영호(중앙대)

D1-52 제스처인식 기술 기반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Squat자세 교정 시스템 

류재영 · 이상원 · 위정아 · 장수진 · 채영호(중앙대)

D1-76 두개 이상의 관점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수중  초음파 장비를 위한 정합 및 보간 방법 

강한솔 · 권혁찬 · 장경선(충남대), 최두원(이오브이 울트라소닉스)

D1-80 다양한 기계학습 기반의 황새 서식지 적합성 예측 

조용장  · 유제혁 · 김충일 · 황인준(고려대)

D1-53 규제화된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압축 

김병휘(광운대), 김다현 · 최종현(GIST)

D1-55 LSTM 기반 움직임 심상 뇌전도 신호 분류 기법  

이현규 · 이대영 · 최영석(광운대)

D1-56 계층적 모방학습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험지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 

박동혁 · 김경중(광주과학기술원)

D1-57 멜-스펙트로그램 기반 컨볼루션-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차량 조향계 유격음의 분류 

박나무 · 부석준 · 조성배(연세대)

D1-58 교통 상황에서의 단일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물체 검출 및 추적 통합 시스템

임정혁 · 최학남 · Kakani Vijay   · Syed Tehreem · 김학일(인하대)

D1-59 상호작용성 데이터 분포 학습 및 생성을 위한 VAE  모델 설계 

이광호 · 조승희 · 이도현 · 이호용 · 임종성 · 송길태(부산대)

D1-60 질병-유전자-SNP 계층 네트워크에서의 준지도학습을 이용한 치매 관련 핵심 유전자 추천 

이동기 · 김명준 · 손상준 · 신현정(아주대)

D1-61 Deep Learning based Edge  Caching for Virtual Reality Video Contents 

Pyae Sone Aung · Kyi Thar · 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D1-62 딥러닝을 활용한 농작물 질병 기반 수확량 진단 플랫폼  

최호길 · 정이나 · 이병관(가톨릭관동대)

D1-63 특징융합기법과  확장된 수용블록을 적용한 객체 검출 

박동훈 · 김학일(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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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09:20~11:00 E2 소프트웨어공학 차상길(KAIST)

D1-64 유사 데이터에 따른 외래식물 전이학습 분류 성능 분석  

김남규 · 이재원 · 김현기 · 홍성훈(전남대)

D1-65 랜덤 워크 점수를 활용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 노드 분류 

안성진 · 김명호(한국과학기술원)

D1-66 맥락 정보 유사도를 활용한 이미지 피처 해싱 

윤현구 ·  강태관 · 정교민(서울대)

D1-67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phosphorylated  peptide의 MS/MS 예측 

최현진 · 나승진 · 백은옥(한양대)

D1-68 딥페이크 영상 탐지 관련 기술 동향 연구 

박준 ·  조영호(국방대)

D1-69 Motion Prediction and Obstacle  Avoidance for Self-driving Car 

Farzeen Munir · Shoaib Azam · YeongMin Ko ·  Jihyo Jeon · Moongu Jeon(GIST)

D1-70 Long Short Term Memory (LSTM) Neural Nodes for Spatio-Temporal  Analysis

Muhammad Ishfaq Hussain · Jiwon Jun · Jongmin Yu(GIST), Ahmad   Muqeem 

Sheri(NUST), Moongu Jeon(GIST)

D1-71 회전 불변의 자기지도적 물체 검출 

이윤관 · 이주현 ·  전지원 · 송영민 · 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D1-72 CNN을이용한균열검출기반  포장 도로 영역별 심각도 추정 

이동훈 · 전준형 · 송진하 · 낭종호(서강대)

D1-73 CCTV 동영상에서 보행자 검색을 위한 패션 어텐션  기반 보행자 CNN 특징 추출 방법 

임보영 · 낭종호(서강대)

D1-74 CNN 특징벡터 기반 비디오 근-복사 검출 

정민수 ·  조재근 · 송진하 · 낭종호(서강대)

D1-75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플라즈마 광학 진단 데이터 전처리 방법 

송중호 · 송재민 · 김종식 · 김대철(국가핵융합연구소)

D1-77 최근 경기 데이터를 활용한 EPL 경기 예측 

김형원 ·  구명완(서강대)

D1-78 딥러닝 기반 비정상 배달음식 리뷰 이미지 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손진광 · 원동연(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E2-01 소리 신호 데이터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 AI 음성 비서의 End-to-End 테스트 자동화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

김기년(N Tech Service)

E2-02 마이크로서비스에서 Spring Framework와  Node.js Framework(NestJS)의 성능 비교 

박민영 · 박찬열 · 이창석(한밭대)

E2-03 차단방역을위한 추적시스템 개발 

고미애(리얼팜), 권경석  · 김종복 · 전중환 · 양가영(국립축산과학원)

E2-04 PermissionSmellsDetectionforIoTApplicationson  Android Platform 

Zhiqiang Wu · Xin Chen · Scott Uk-Jin Lee(한양대)

E2-06 Maude를 이용한 분산 드론 시스템의 정형 분석  

김사론 · 배경민(포항공대)

E2-09 결함-공격 트리 기반 안전성 및 보안 분석 기법 비교  

조은호 · 신용준 · 지은경 · 배두환(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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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09:20~11:00 E2 컴퓨터시스템 조진성(경희대), 강동현(동국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09:20~11:00 E2 데이터베이스 김형천(ETRI)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09:20~11:00 E2 정보통신 고광만(상지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09:20~11:00 E2 학부생/주니어 Ⅰ
고광만(상지대), 김형천(ETRI), 정강수(서강대), 

황명권(KISTI), 황호영(한성대)

E2-10 NiCad를 이용한 Near-Miss 소프트웨어 클론의  탐지와 분석 방안 

우려정 · 최은만(동국대)

E2-76 뉴스 사건에 대한  반응에 기반한 SNS 사용자의 위치 예측에 관한 사례 연구 

김소영 · 원소현 · 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E2-77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분산 이미지 처리 프레임워크  

박강민(서울과학기술대), 허용석(아주대), 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E2-80 트위터에서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 예측을 위한 분류 모델 설계 

신한섭 · 권혁윤(서울과학기술대)

E2-78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다중 추적 궤적의 이상점 판별 구조 설계 

조형곤(한국항공우주연구원)

E2-11 빅데이터 기반  운전습관 개선 서비스 

단경민 · 이은주(한양대)

E2-13 무효 트랜잭션 필터링을 통한 블록체인 공간 효율성 향상 기법 

이봉원 · 최재훈 ·   강승수 · 김이주 · 연제성 · 이은지(숭실대)

E2-14 분산 데이터 저장 플랫폼에서의 키-벨류 스토어 워크로드 분석 

연제성 ·김이주 ·이은지(숭실대)

E2-15 소프트웨어 결함 감내 기법을 이용한 고신뢰도 보장 실시간 차량 시스템 

황선준 · 정재환 · 이창건(서울대)

E2-16 블록체인 상호 연동을 위한 크로스 트랜잭션 프레임워크  

임주론 · 유민수(한양대)

E2-17 병렬적 실행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설계 

고유미 · 유민수(한양대)

E2-18 통합관제센터의 학습용 영상활용을 위한 로컬학습지원 아카이브 시스템 

김태우 · 김형헌 · 김평강(이노뎁)

E2-19 MRC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샘플링 에러 보정 기법  

현철승 · 이동희(서울시립대)

E2-20 InstaPay : 신뢰실행환경 기반 오프체인 결제 프로토콜 

신동민 · 채병훈 · 박찬익(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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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2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API를 이용한 지능적 결제  솔루션 

박종우 · 이경래 · 김연호 · 이은주(한양대 ERICA)

E2-21 NVMe 인터페이스를 통한 IP 통신 

이영재 · 임민제  · 신동군(성균관대)

E2-22 KV-SSD (키-밸류 SSD)를 활용한  LevelDB의 성능 평가 

이세리(서울대)

E2-24 Hybrid Index를 활용한 Learned  B-Tree의 검색 시간 및 모델 크기 분석 

길홍준(서울대)

E2-25 오픈 채널 SSD 기반 파일 시스템에서 가비지 컬렉션과 세그먼트 클리닝의 통합 관리 기법 

이시온 · 최종무(단국대)

E2-30 동적 웹페이지의 스냅샷을 이용한 위변조 탐지 시스템  

유진솔 · 허성윤 · 박상원(한국외대)

E2-31 Digital Signage 관리솔루션 인증 우회 취약점과  IR Relay 공격을 이용한 보안 위협 시나리오 연구  

신현욱 · 고준영 · 권동현 · 소찬영 · 홍현경 · 김지섭 · 한철규(KITRI BOB)

E2-32 IoT 기기 보안을 위한 Key Shuffling 기반  암호화 방식 

한지현 · 이한나 · 전세연 · 조동섭(이화여대)

E2-34 컬러 시각암호 기반 그래픽 패스워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법 

김고운 · 김나희 · 이상호(이화여대)

E2-35 안드로이드 앱 코드 난독화 

김혜진 · 오원석 ·  조진성(경희대)

E2-36 해시 함수 기반 예측 불가능한 난수 생성법 

윤진호 ·  안종석(동국대)

E2-37 악성 API 호출 순서 기반 변종 악성코드 탐지 방법  

전승민 · 조우진 · 김형식(충남대)

E2-38 악성 행위 시그니처를 이용한 변종 악성코드 탐지 방법  

김기환 · 조우진 · 김형식(충남대)

E2-39 원격 키로깅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 연구  

김경이 · 조진성 · 전석희(경희대)

E2-4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Matrix  factorization과 Doc2Vec 모델 기반의 게시글 추천 

오형민 · 이주영 · 한센토미 · 박석(서강대)

E2-43 MySQL 데이터베이스 기반 최적 로깅 알고리즘 구현  

이기택 · 정형수(한양대)

E2-44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 정보 관리 및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이인규 · 윤종규 · 성은지 · 김태이 · 조형주(경북대)

E2-45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기계 학습을 적용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활용도 예측 모델 

정현영 · 김규미 · 김현희(동덕여대)

E2-46 데이터 마켓에서 차분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데이터 셋의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 

오정재 · 김형준 · 황보하민 · 박석(서강대)

E2-48 그래프 클러스터링을 위한 삼각 분할 기반 임베딩 

정수환  · 박종민 · 임성수(충남대)

E2-49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모델 러닝 및 배포  

김형준 · 우홍욱(성균관대)

E2-50 변칙(Anomaly) 기반 IDS 성능 비교 및 연구 분석 

김규연 · 현지웅 · 정윤경(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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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1 기계학습 기반 문장분석을 통한 악의적인 댓글 선별  

최봉근 · 오민규 · 설세형 · 홍정우 · 정은성(홍익대)

E2-52 재료에 따른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위한 가중치 기반 거리 측정 개선 방법 

김재학 · 한정우 · 홍영준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E2-53 딥러닝기반개인정보보호영상세그멘테이션및  복원 가능한 영상 왜곡 모델 

박지형 · 김진호 · 이수안(강원대)

E2-54 얼굴인식 CNN 모델을 활용한 눈썹 모양 추천 서비스  

황영준 · 오용록 · 최진영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E2-55 머신러닝과 윤곽선 검출을 통한 서울시 문화재 분류  

오세훈 · 조민재 · 윤다연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E2-56 Deep Learning을 이용한 악의적 댓글 탐지  모델들의 성능 비교 

안시후 · 황석형 · 김응희 · 김민경(선문대)

E2-57  당뇨질환자의 맥락막 혈관패턴 분석 대한 연구 

이지훈 · 이용오 · 김종대 ·   박찬영 · 송혜정(한림대)

E2-58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실시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구정태 · 박민진 · 양진영 · 이재현 · 송윤석 · 신연순(동국대)

E2-59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한 음식 사진의 분류  방안 

이은창 · 전병재 · 황재완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E2-60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MOBA 장르 캐릭터 선택 어시스트 서비스 

박현우 · 이영구(경희대)

E2-61 Channel-wise Feature를 이용한 뇌파  기반 개인 인식 

김룡빈 · 장재영 · 양자영 · 김은이(건국대)

E2-62 의류 온라인 쇼핑몰 상품 후기 객관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댓글 및 리뷰 분석 

엄세웅 · 한동훈 · 임태민 · 한용구(경희대)

E2-63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카메라 상품 검색 및 분석기 SCamera 개발 

정다비치 · 이원기 · 이주호 · 곽경민 · 노영주(한국산업기술대), 박정규(LG CNS)

E2-64 비트 평면 분할과 디더링을 통한 다중 학습 통합 신경망 구축
배준기·배성호(경희대)

E2-65 한국 청소년의 자살 잠재성 예측 모델 

김진수 · 이지원  · 황석형 · 김응희 · 김민경(선문대)

E2-66 A Neural Architecture Search  based on Multiple Operation Connections 

장윤호 · 김한주 · 배성호(경희대)

E2-67 AirScope: BiLSTM-CRF를 통한 개체명 추출기와 MNB, LSTM을 통한 의도 분석기를 활용한 

항공권 안내 챗봇 구현 

이윤재 · 조혜령 · 김수진 · 박현석(이화여대)

E2-68 심층 학습을 이용한 실시간 한국 수화 인식 시스템  

강지연 · 육성현(서울시립대), 안이삭 · 황정환 · 이은규(인천대)

E2-69 딥러닝 모델 압축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대화 보조용 감정 인식 어플리케이션

심규영·최소영·임성수(충남대), 유태하·채명수(주식회사노타), 김태호(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소)

E2-70 CNN구조를 이용한 Starcraft II 미니게임 모방학습 

정의진(세종대), 김경중(GIST)

E2-71 뇌파를 이용한 감정 인식에서의 공간적 및 시간적 특징 추출 방법 제시 

채지은 · 안예원 · 김룡빈 · 김은이(건국대)

E2-72 LSTM 구조를 이용한 뇌파 기반 위험 상황 인식  

김룡빈 · 강인한 · 김동진 · 김은이(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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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13:20~15:00 F1 컴퓨터시스템 고광만(상지대)

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13:20~15:00 F1 학부생/주니어 Ⅱ
고광만(상지대), 권용인(ETRI), 신동범(ETRI), 

이재흠(ETRI), 임성수(충남대), 황호영(한성대)

E2-73 뉴스 추천을 위한 웹페이지 구현 

신경덕 · 정윤경 ·  현지웅 · 이정훈(성균관대)

E2-74 Low-level Visual Feature를 이용한  실시간 보행자 검출 

임환규 · 이금희 · 심다슬 · 김은이(건국대)

E2-75 SSD와 LSTM을 이용한 고정 사이즈 픽셀 분석을 통한 실시간 행동 인식 

배누리 · 김예담 · 오하선 · 민동보(이화여대)

E2-79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여 지식을 추가한 워드 임베딩  

이봉석 · 김영수 · 최용석(한양대)

E2-81 감정을 반영하는 한국어 음성 합성 시스템 

신해빈 ·  정진욱 · 이건(서강대), 정경태(올유저닷넷), 구명완(서강대)

F1-73 SSD 시대의 블록  그룹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 

오승민 · 김종석 · 서의성(성균관대)

F1-01 반려동물 전기안전사고 방지 기기 

채서영 · 송주은 · 여수진(이화여대)

F1-02 스마트 기기 센서 기반의 사용자 행위 인식을 위한 센서 선정 방법 연구 

김여리 · 김재원 · 이효정 · 지정희(건국대)

F1-05 컴퓨터 언어 인식과 음성 합성을 통한  청각장애인 대화 보조 서비스 개발

심규진 ·  홍현의 · 황기덕 · 황영준 · 윤용운(서강대)

F1-06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정보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 

김예미  · 유희정 · 이윤영 · 조진성(경희대)

F1-07 스마트폰 스크린 샷 이미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홍혜진 · 문혜린 · 지정희(건국대)

F1-08 정보 활용성 확장을 위한 Tesseract OCR 기술 이용 방안 

박소희 · 신지원 · 이혜린(동국대)

F1-09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GPS와 Accelerometer 데이터를 이용한 운전 습관 분석 시스템 

윤기영 · 김규식 · 김한아 · 성창훈 · 윤용운(서강대)

F1-10 스마트폰 내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차량 급회전 탐지  

이성현 · 최종무(단국대)

F1-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길고양이 돌봄 지역 커뮤니티 생성 

강윤서 · 임형찬 · 임우경 · 노영삼(서강대), 신경덕(성균관대), 윤용운(서강대)

F1-13 사용자 위치기반의 음식점 원격 대기 시스템 설계 

황세현  · 윤남희 · 박현선 · 최지안 · 윤용운 · 정진석 (서강대)

F1-14 거시적 동선 정보에 기반한 고객 재방문 예측  

김범영(KAIST), 김선동(기초과학연구원), 김세진 · 이재길(KAIST)

F1-15 노인 낙상방지를 위한 스마트 벨트 시스템 및 센서  

심준석·서인선·이주경·장현국·이희연(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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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6 무구속 무자각 헬스케어를 위한 EOG 기반 사용자 피로도 측정 시스템 

이연희 · 이상우 · 이솔비 · 김의직 · 권정혁(한림대)

F1-17 BLE 비콘을 활용한 통학차량 승하차 인식 시스템  

고하나 · 이솔비 · 이상우 · 권정혁 · 김의직(한림대)

F1-18 낙상 후 움직임 분석에 의한 위험성 예측에 대한 연구  

이주경 · 서인선 · 심준석 · 이희연 · 장현국(건국대)

F1-1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행동 인식 모델 

하재민 ·  한상곤 · 최정인(부산대)

F1-20 푸리에 변환을 활용한 무호흡 구간 검출 알고리즘 개발  

임건우 · 김원명 · 조승호(강남대), 김정환(건국대)

F1-21 립모션 센서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가상현실 게임 인터페이스

양수빈  · 장준영  · 김성훈(경희대)

F1-22 수경재배 베드의 제어를 통한 수경재배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효현 · 한승의 · 이은진 · 김흥수(제주대)

F1-23 딥러닝 OCR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펜 시스템 

한윤범  · 유인태(경희대)

F1-24 자율 주행 시스템의 상황 판단 및 대처 알고리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 

양기현 · 신상훈 · 이다은 · 강주성 · 강주희 · 우종우(국민대)

F1-25 InK: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한 커널 영역 키-값 저장소 

하민종 · 박찬영 · 김상훈 (아주대)

F1-26 LSTM을 사용한 Block 계층 Prefetching  

박찬영 · 하민종 · 김상훈(아주대)

F1-27 동시에 실행되는 CTA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CTA 할당 방식을 통한 GPU의 

성능 향상 기법 

이기택 · 조경민 · 강석원 · 박영준(한양대)

F1-28 GPU 가속을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기반 홍채인식 시스템 

정선욱 · 김민섭 · 이종욱 · 이인호 · 박영준(한양대)

F1-29 Strace 기반 어플리케이션 I/O 특징 분석 도구  

정창호 · 이태형 · 박종규 · 엄영익(성균관대)

F1-30 OpenCL 커널의 메모리 인스트럭션 재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이승재 · 정두진 · 김지은 · 김시완 · 유용승 · 박영준(한양대)

F1-31 얼굴 객체 및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활용한 비디오 실시간 얼굴 인식 시스템 

최재권 · 김도희 · 박경철 · 이영민(서울시립대)

F1-32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한 OCSSD 기반 페이지-레벨 매핑 FTL 구현 

오기준 · 박다온 · 안성용(부산대)

F1-33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STAR RNA-seq aligner의 성능 특성 분석 

변광은 · 홍석인(경북대)

F1-34 윈도우 환경에서 GPU 기반 실시간 멀티채널 비디오 디코딩 및 렌더링 

이재빈 · 이영민(서울시립대)

F1-35 멀티-큐 SSD를 위한 가중치 기반 경량 I/O 스케줄러 

손수호 · 박기태 · 권민재 · 안성용(부산대)

F1-36 Secure Memory의 성능 Overhead 분석  

석찬희 · 홍석인(경북대)

F1-37 전염병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적용  

윤인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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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8 Blockchain Keystore를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현

남부성 · 홍충선(경희대)

F1-39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중고거래 플랫폼 

김하정 ·  조지영 · 곽영태(전북대)

F1-40 웹 기반 STO 회사 지분 거래 서비스 

김성현 ·  윤세영 · 임주희 · 이원경 · 주종화(동국대)

F1-41 블록체인 기반의 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 

김민석 ·  홍충선(경희대)

F1-42 SE를 이용한 FIDO Authenticator 설계  

박우진 · 조진성(경희대)

F1-43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정규 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리 시스템 개발 

염상희 · 최승연 · 박소영(건국대)

F1-44 ARM TrustZone을 이용한 AUTOSAR CSM 설계 

손희승 · 조진성(경희대)

F1-46 투표 결과 조작을 막기 위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투표 시스템 구현 

서현규 · 이동승 · 조용현 · 김동환 · 구명완(서강대)

F1-47 뮤직 어셈블러: 블록형 터치 센서를 이용환 통합형 가상악기 

한지연 · 문수정 · 박다은 · 오유란(이화여대)

F1-48 음성 기반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 모델의 경량화 및 개선 방법 연구 

이철민 · 박윤하(한국과학기술원), 김승욱(포항공대), 조영박 · 박승제 · 안수남(넷마블)

F1-49 혼합 현실 기반 요가 학습 프로그램

김지민 · 윤혜정  · 장지원(이화여대)

F1-50 공간인식 기반 마커 없는 증강현실 응용 

강석원 · 이승희 · 김형석(건국대)

F1-51 치과 x-ray 영상장치의 파노라마 영상 오류 검출 방법 

오원석 · 김민욱 · 이승형(경희대)

F1-52 Pix2Pix GAN을 활용한 스케치 기반의 3차원 지형 생성 

강진구 · 김형석(건국대)

F1-53 증강현실 기반 주차 도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준호 ·  신진수 · 전석희(경희대)

F1-54 HCI 기반 VR 소방훈련 필수요소 파악 및 개선  

박병건 · 전승곤 · 한경식(아주대)

F1-55 홀로렌즈기기에서 마커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 정보 가시화 시스템 

윤제형(서강대), 장기월(동국대), 서웅(서강대), 박상훈(동국대), 임인성(서강대)

F1-56 머신러닝을 이용한 2차원 사람 관절 추출 및  Kinect를 활용한 3차원 움직임 적용 

조윤민 · 이승규(경희대)

F1-57 가상 현실에서의 이안류의 체험과 대처를 위한 다중감각 표현 

김건수 · 이지영 · 오혜원 · 김형석(건국대)

F1-59 VGG16 모델을 기반으로 심음의 Mel  Spectrogram을 사용한 심장 질환 분류 

장윤영 · 배진희 · 임준식(가천대)

F1-60 영어 단어 간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한 유사 어휘 클러스터링 

김효균 · 이동진 · 이시은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F1-61 날씨와 시간에 따른 대여소별 반납량 및 대여량 예측을 통한 자전거 재배치 

모현민 · 박선우 · 이재형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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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세션 분야 평가위원

12월 20일 15:20~17:00 F2 학부생/주니어 Ⅲ
고광만(상지대), 노희준(고려대), 

신동범(ETRI), 이재흠(ETRI)

F1-62 DNN-LSTM 기반 다중 입력 모델을 이용한 놀이공원 입장객 수 예측 

이현주 · 곽명섭 · 강찬혁 · 박현재 · 최영준(아주대)

F1-63 CNN기반 열매 이미지를 통한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시스템 

정인홍 · 홍충선(경희대)

F1-64 영화 속 등장인물 분석 프로그램 구현 

김도희 · 용자윤  · 김철연(숙명여대)

F1-65 Generative Pretraining Model을 이용한 Memorable Chatbot 

이정섭 · 이채은 · 이창환(동국대)

F1-67 Contextual Bandit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모델 

문경진(성균관대)

F1-68 Group Lasso를 활용한 대각행렬 기반 Pruning 일반화 

이성호 · 신동군(성균관대)

F1-69 간략화된 변환함수를 이용한 심층신경망 양자화기의 학습 속도 향상 

정예준 · 신동군(성균관대)

F1-70 Low-Precision 기법을 이용한 Object  Detection의 Inference 성능 분석 

김서진 · 문태섭(성균관대)

F1-71 가정 로봇의 접근성에 기반한 최적 베이스 위치 선정 밎 팔의 안전경로 생성을 통한 

로봇-사물 간 최적상호작용 방법 

김재인 · 이범진 · 장병탁(서울대)

F1-72 한국어 문체 변환을 위한 자소 기반 주의 집중  Sequence-to-Sequence 모델 

김보은 · 장영진 · 김학수(강원대), 이정엄 · 김선아 · 박영민 · 노명호(현대)

F1-74 신경망 추론의 스토리지 서버 오프로딩 타당성 분석  

황성현 · 이현수 · 서의성(성균관대)

F1-75 이미지 딥러닝을 통한 컨텐츠와 관련 반응 동영상의 감정 분석 시스템 설계 

정윤영 · 김봄 · 류소정 · 권나현 · 손규진 · 이소정 · 김윤희(숙명여대)

F1-76 비상 상황을 반영한 최적 대피 경로 탐색 

오서택 ·  김유진 · 배수연 · 정현주 · 안종석(동국대)

F1-77 한국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인식 조사 

윤형준 ·  정현규 · 차미영 · 김지희(KAIST)

F1-78 Grassmannian as Continuous  Data Type with Computable Semantics 

이석빈 · 임동현 · 박세원 · 지글러 마틴(KAIST)

F1-79 홈 네트워킹 환경에서 네트워크 패킷 암호화 여부 분석에 관한 연구 

주혜원 · 정태명(성균관대)

F2-01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체증상 진단키트 연구 

석우진 . 이경민 (대구일과학고)

F2-02 광학 문자 인식(OCR)을 활용한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오서영 · 김연준 · 채미솔(대덕고), 김승태(충남대)

F2-03 라임봇 : LCS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글 단어들 사이의 라임 유사도 판별 모델에 관한 연구 

이덕행(민사고)

F2-04 Remote Serial Protocol과 파일  시스템을 활용한 시스코 Embedded OS 동적 분석 도구 구현 

안건희 · 박광호 · 박성진 · 이소연 · 이예은 · 조현우(Best  of the Best 8기), 김경곤(고려대), 신정훈(The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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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5 단일 영상 초해상도 구현을 위한 후잔차 강화 네트워크  

김산(충남삼성고)

F2-06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다양한 전략에 강인한 멀티 스킬 강화학습 에이전트 설계 가능성 연구 

이민지 · 장예원 · 조수연(대전과학고), 주하람(KAIST)

F2-07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용 PC의 악성 코드 감염 예측  

문지섭 · 김성주 · 조준호 · 남건우(대전과학고), 원유재(충남대)

F2-08 적대적 생성 신경망 기반 정보 성능 균형적 탐지를 통한  가위 바위 보 게임 에이전트 승률 제어 가능성 연구 

채범준 · 최정찬 · 김승준 · 황승태(대전과학고), 김동재(KAIST)

F2-09 CNN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영상에서의 선수 검출과 팀 구분 

이현섭 · 서남진 · 최희열(한동대)

F2-10 딥러닝을 이용한 동영상 속 여행지 인식 시스템 개발  

최윤하 · 박가영 · 이해빈 · 민동보(이화여대)

F2-11 ShubiNet: 시각인식을 위한 이진화된  ShuffleNet 학습 

배지환 · 최종현(GIST)

F2-12 Self-Attention 연산을 적용한 Neural Architecture Search 

신은섭 · 배성호(경희대)

F2-14 다중 이미지 합성을 통한 규제화 

조인천 ·  배성호(경희대)

F2-15 Weight Recycle을 이용한 모델 압축 

양원영  · 배성호(경희대)

F2-16 이진화 교란을 이용한 손 엑스레이 영상으로부터 랜드마크 검출 

강준혁(전북대), 오강한(전북대 병원), 오일석(전북대)

F2-17 머신러닝을 이용한 사용자 소비 패턴 기반 가상계좌 풀링 예측 기법 

이현규 · 홍충선(경희대)

F2-18 학생에서 선생으로: 어깨너머 학습의 대물림을 통한 반복적 모델 경량화 

이강훈 · 배성호(경희대)

F2-19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언어장애인용 문장 인식 

김종우  · 윤기현 · 허진혁 ·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F2-20 Esports에서의 Highlight 구간 예측

김창연 · 송현호 · 조윤재 · 차미영(KAIST)

F2-21 스케일 변동에 강건한 실시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위한 컨볼루션 블록 

김상범(서울대), 장하영(써로마인드로보틱스)

F2-22 순환신경망을 활용한 다음 사용 애플리케이션 예측 

정성민  · 윤지훈(전북대)

F2-23 문장 유형에 따른 한글 형태소 분석기 비교 

우경진 ·  정수현(강원대)

F2-25 한림 한국어 발화 자동 분석 시스템 (H-SAK) ver.1.0 

황석주 · 오병두 · 이윤경 · 김유섭(한림대)

F2-26 한국어 감성 분석을 위한 토큰 단위와 불용어 처리 기준에 따른 성능 비교 

정영석 · 허탁성 · 김유섭(한림대)

F2-27 심층 신경망 기반의 우울증상 판단시스템 

박석주 ·  오병두 · 허탁성 · 김유섭(한림대)

F2-28 영화리뷰 감성 분석에서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단어 임베딩 모델의 성능 비교 

최정명 · 김유섭(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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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9 LDA와 선호도 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한 아동 발화의 화제 수 측정 

오세은 · 허탁성 · 이윤경 · 김유섭(한림대)

F2-30 한국어 표준어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사이의 변환 방법 연구 

윤기영 · 손정연 · 박성규 · 이호재 · 조찬송 · 이유리 · 구명완(서강대)

F2-31 기계독해를 이용한 판례 내 주요 정보 추출 방법 

원준호  · 조정진 · 정상근(충남대)

F2-32 과학 논문 초록 구조 분석 및 기계학습을 통한 자동 초록 구조화 방법 

허세훈 · 이병만 · 정상근(충남대)

F2-33 지식 그래프 완성을 위한 그래프 어텐션 기반의 다채널 CNN 모델 

임연수 · 박성배(경희대)

F2-34 PMI와 Selectivity를 이용한 논문의 중요 어구 추출 

이준범 · 박성배(경희대)

F2-35 데이터 기반 형태소 분석기의 신규명사 추출 경향 분석  

김노은 · 정상근(충남대)

F2-36 RoBERTa를 이용한 End-to-end 뉴럴 모델 기반 트위터 해시태그 키워드 추출 

이종현 · 나승훈(전북대)

F2-37 선학습 BERT를 활용한 의미벡터 학습 방법 

김현지 ·  정상근(충남대)

F2-38 세종구구조말뭉치 기반 Universal  Dependency 말뭉치 반자동 생성 

원혜진 · 류법모(부산외국어대)

F2-39 Delete-MASS Gen: MASS를 이용한 단어 n-gram 삭제 및 생성 기반 한국어 스타일 변환 

최형준 · 나승훈(전북대)

F2-40 패키지 스캐닝 개선을 통한 안드로이드 부팅 속도  향상기법 

임정근 · 박경수 · 김시현 · 조은선(충남대)

F2-41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콘텐트 프로바이더 리팩토링을 통한  코드 품질 개선 

김지수 · 양다은 · 김현아(충남대), 이원영(LG전자), 조은선(충남대)

F2-42 텍스트 유사도 분석 기반 상황인지형 추천 프레임워크  

강신실 ·조현욱 ·신승엽 ·김한준(서울시립대)

F2-43 자바 가상 머신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Garbage collection을 줄이기 위한 Off-heap 활용 

조해윤(이화여대), 이계원 · 전병곤(서울대)

F2-44 임베디드 보드에서의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및 작업 부하  분석 

구윤모 · 한상현 · 박보경 · 박하연 · 이창건(서울대)

F2-45 부하 테스트 도구를 활용한 DOMjudge 성능 평가  

황동준 · 문현수 · 이형진 · 이영석(충남대)

F2-46 Lambda Executor: 서버리스  함수(Serverless Function)를 사용하는 Apache Nemo 

Executor의 확장 

고지원 · 엄태건 · 전병곤(서울대)

F2-47 관상어 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현 오경석 ·박성원  ·이지민 ·추승윤 ·고석주 

·임중권(경북대)

F2-48 스마트 팜 재배 작물의 실시간 성장률 수집 시스템과  LSTM 기반 예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백지수 · 김도연 · 조동섭(이화여대)

F2-49 감정 분석 기반 향기 테라피, 지니 

황다영 · 황예라  · 임현정 · 지정희(건국대)

F2-50 시각장애인 안내를 위한 점자안내판 감지 어플리케이션  

허준형 · 이창하 · 황순 · 신규철 · 윤용운(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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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1 휴대용 근적외선 피하지방 측정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황성열(UNIST), 옥경표(동아대), 김학연(숭실대), 곽재경(모어씽즈)

F2-52 운전대 조작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운전자 인식 모델  

김시은 · 최정인(부산대)

F2-53 지스트리머를 사용한 미러링 사진 촬영 시스템 

최성혁 ·  장승현 · 김동현 · 조재혁 · 안동언(전북대)

F2-54 모바일 IoT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수집 프레임워크  

유주원 · 김수빈 · 권유나(충남대), 이제민(ETRI), 최진영 · 김형신(충남대)

F2-56 모바일 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 제안 

전현지(삼육보건대), 이재훈(LG유플러스)

F2-57 카카오 음성인식 API를 활용한 냉장고 관리  어플리케이션 

소병운 · 한다애 · 곽영태(전북대)

F2-58 안구 건강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밝기 자동 조절 시스템  

방제호 · 전세종 · 황석형 · 김응희 · 김민경(선문대)

F2-59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요양병원 환자관리 스마트밴드  

주권능 · 소은지 · 곽영태(전북대)

F2-60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한 연예인 정보 실시간 조회 서비스  개발 

오지원 · 성진호 · 이승호 · 서희주(서강대)

F2-61 보이스 어시스턴트 성능 측정을 위한 안드로이드 녹음  도구 

정진욱 · 문현수 · 이영석(충남대)

F2-62 마비말 장애인을 위한 발음 진단 애플리케이션 

김시영 ·  김민제 · 장현아 · 차요셉 ·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F2-63 인프라 없는 환경에서의 UWB 태그 3D 상대 측위  기법 

이태경 · 고영배(아주대)

F2-64 OCR기반의 자동 문자인식 

임윤지 · 에다 카츠토시 ·  황석형 · 김응희 · 김민경(선문대)

F2-65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식 및 보행 도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손예지 · 서혜인 · 이수정 · 하동휘 · 김형신(충남대)

F2-66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 성능 및 병목  분석 

신창용 · 강민구 · 양경식 · 유혁(고려대)

F2-67 Support of Flow Bandwidth  Limiting on Multi-tenant SDN 

문기준 · 진희상 · 양경식 · 유혁(고려대)

F2-68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현구 · 이은지  · 박현주(한밭대)

F2-69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독립보행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연구

 박대원 · 이상민 · 구아람 · 지수림 · 박범주 · 한수정 · 황순호 · 박현주(한밭대)

F2-70 단어 임베딩 기술과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봉사활동  매칭 서비스 

안홍범 · 조은엽 · 박현주(한밭대)

F2-71 암호화된 플로우의 메타데이터 전처리 프레임워크 설계  

조영복 · 노희준(고려대)

F2-72 분대전투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군사  훈련 시스템 

박유진(숙명여대)

F2-73 정규표현식 Chatbot과 RPA 기반 자동 예약  시스템 

장현석 · 김형우 · 오병석 · 안종석(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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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가나다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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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3-07 => A3 세션  7번째 발표자
    E2-10 => E2 세션  10번 포스터보드

강기천 D7-06 김건수 F1-57 김수현 D6-01 김한기 B1-01

강다영 D1-79 김경이 E2-39 김시영 F2-62 김한주 E2-66

강민구 C1-18 김고운 E2-34 김시은 F2-52 김현서 C1-75

강민지 A1-11 김규연 E2-50 김시진 F6-01 김현석 A8-07

강석원 C11-03 김기년 E2-01 김여리 F1-02 김현아 F2-41

강석원 F1-50 김기덕 A1-40 김영빈 A5-01 김현우 A11-02

강성주 F9-04 김기범 E8-05 김영재 C1-20 김현지 F2-37

강신실 F2-42 김기태 C11-02 김영준 A11-03 김형원 D1-77

강영관 A6-03 김기현 C1-12 김영채 A6-04 김형준 E2-49

강윤서 F1-11 김기환 E2-38 김예미 F1-06 김혜진 E2-35

강의찬 A1-35 김남규 D1-64 김용준 C1-57 김호용 D1-28

강인한 E2-72 김노은 F2-35 김용준 F10-11 나동진 C6-04

강정호 C11-07 김다솔 A5-07 김우재 A8-03 나상혁 D7-03

강준혁 F2-16 김대웅 F6-06 김유준 C11-06 남대환 D1-26

강지연 E2-68 김도희 F1-31 김윤나 A3-06 남부성 F1-38

강진구 F1-52 김도희 F1-64 김윤성 F6-04 남상하 F8-07

강한솔 D1-76 김동우 F10-01 김이주 E2-14 노대연 E6-08

고광명 F6-03 김동호 C1-62 김일호 B1-10 노성현 A7-03

고미애 E2-03 김명준 A3-02 김재식 A1-31 노현민 B1-28

고용국 D1-45 김민석 F1-41 김재원 C7-10 단경민 E2-11

고유미 E2-17 김민수 D6-02 김재인 F1-71 류기하 D1-15

고하나 F1-17 김민택 D1-35 김재헌 D3-05 류재영 D1-52

공은주 E6-11 김범영 F1-14 김정헌 C1-21 류제우 C1-41

공지상 E10-08 김병휘 D1-53 김종민 D1-38 류제환 E8-03

공태용 A3-04 김보은 F1-72 김종우 F2-19 류형욱 C1-73

곽민경 D1-04 김사론 E2-06 김준형 E6-05 류혜인 D9-04

구연재 C1-03 김산 F2-05 김지성 A3-05 무하마드무니비 C1-32

권순모 F8-05 김상범 F2-21 김지후 D1-32 문경진 F1-67

권오경 A10-04 김상일 B1-30 김진수 E2-65 문기준 F2-67

권오은 E6-07 김서연 C1-06 김진용 D7-01 문예빈 E6-10

권우영 A1-37 김서진 F1-70 김진한 F10-03 문재욱 A1-05

권일재 C4-00 김선우 A1-42 김창섭 D1-49 문지섭 F2-07

권혁무 C1-55 김성곤 A1-14 김창연 F2-20 문지중 B11-04

길철휘 B1-31 김성현 F1-40 김태우 C1-25 문현수 D6-04

길홍준 E2-24 김소영 E2-76 김태우 E2-18 민경하 D3-06

김강산 A11-01 김수완 C1-24 김태훈 D8-07 민지홍 E6-03

김강현 D1-09 김수지 E11-03 김학빈 A3-01 민진우 A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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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우 A1-28 박필근 D1-10 송원욱 D1-19 예성은 B1-14

민진우 A1-30 박해성 E6-06 송주호 C1-61 오경석 F2-47

민진우 A4-01 박현우 E2-60 송중호 D1-75 오권제 A7-05

민홍 D1-01 박형준 A1-29 송현제 F8-01 오기준 F1-32

박강민 E2-77 박효현 F1-22 송효섭 B1-06 오병두 E8-01

박규민 A4-07 방제호 F2-58 신경덕 E2-73 오서영 F2-02

박나무 D1-57 배누리 E2-75 신기철 C1-31 오서택 F1-76

박노일 C1-71 배장성 A1-24 신성호 F6-08 오세은 F2-29

박동혁 D1-56 배준기 E2-64 신승철 F10-10 오세훈 E2-55

박동훈 D1-63 배지환 F2-11 신승훈 A6-05 오승민 F1-73

박민수 B1-29 배청목 A1-45 신용민 A4-06 오승택 C1-65

박민영 E2-02 배홍균 C7-01 신원섭 F6-05 오신혁 D1-27

박민진 E2-58 배홍균 C7-06 신은섭 F2-12 오원석 F1-51

박병건 F1-54 백지수 F2-48 신재민 E6-04 오정재 E2-46

박상현 E10-04 변광은 F1-33 신재환 D8-01 오지원 F2-60

박석주 F2-27 부석준 D8-04 신정호 B1-16 옥승렬 E11-05

박선우 F1-61 부석준 D8-06 신찬호 D1-05 우경진 F2-23

박성우 B9-03 서기업 B9-02 신창용 F2-66 우려정 E2-10

박성준 C1-60 서나윤 C1-58 신한섭 E2-80 우미연 A10-02

박성현 C1-70 서동국 D3-03 신해빈 E2-81 원경필 B11-02

박연희 B1-03 서동민 A1-10 신현욱 E2-31 원준호 F2-31

박우진 F1-42 서민지 C4-03 심규영 E2-69 원혜진 F2-38

박유민 C11-01 서심온 E11-04 심규진 F1-05 유상봉 D1-43

박유진 F2-72 서아정 E8-08 심우일 E8-04 유성욱 A5-05

박정애 B1-05 서장혁 A5-08 심준석 F1-15 유용승 C6-05

박종규 A1-19 서해빈 A1-47 안건희 F2-04 유용환 B1-02

박종우 E2-12 서현규 F1-46 안성준 A1-34 유인선 F10-09

박종현 A1-02 석우진 F2-01 안성진 D1-65 유재민 C7-04

박준 D1-68 석찬희 F1-36 안시후 E2-56 유재선 C1-51

박준모 A1-23 석혜경 A1-41 안정미 C1-66 유재환 E11-02

박준하 C1-59 성낙운 C1-26 안종민 D1-34 유주원 F2-54

박준혁 E11-06 성수진 E8-07 안진우 D8-02 유진선 A1-09

박중언 A7-02 소병운 F2-57 안홍범 F2-70 유진솔 E2-30

박지형 E2-53 손교훈 A8-04 양경아 C1-11 육심언 D8-08

박진호 D6-03 손석현 B1-11 양기현 F1-24 윤경택 C1-69

박찬규 D1-08 손수호 F1-35 양성규 A1-03 윤기영 F1-09

박찬열 C1-46 손예지 F2-65 양수빈 F1-21 윤기영 F2-30

박찬영 F1-26 손종욱 C1-33 양원영 F2-15 윤명식 A1-15

박천용 D1-30 손진광 D1-78 양유정 C7-08 윤민섭 A1-33

박천음 F8-03 손혜숙 D3-07 양종환 D8-03 윤수식 C7-02

박천음 F8-04 손희승 F1-44 어정윤 B1-39 윤승욱 D1-46

박태화 B1-35 송용주 A1-20 엄하영 D7-08 윤인하 F1-37

박평수 D1-17 송용준 D9-02 연한별 D1-44 윤정한 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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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형 F1-55 이수원 D1-06 이지은 D1-51 전효진 C6-06

윤준영 D1-29 이승재 F1-30 이지은 E8-09 정구하 B11-05

윤진호 E2-36 이승현 B1-32 이지훈 E2-57 정다비치 E2-63

윤현구 D1-66 이승호 B1-04 이찬규 C6-01 정동규 C1-54

윤형준 F1-77 이승호 B1-25 이태경 F2-63 정란 B9-01

윤혜정 F1-49 이승환 C1-28 이태규 D1-02 정면걸 E11-01

이강훈 F2-18 이시온 E2-25 이태형 D1-23 정민기 C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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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A7-01 이영석 D1-41 이현규 F2-17 정수환 E2-48

이기찬 A8-02 이영숙 D1-22 이현동 C4-01 정승민 A1-04

이기택 E2-43 이영재 E2-21 이현섭 F2-09 정연우 A10-01

이기택 F1-27 이영훈 D1-24 이현주 F1-62 정영석 F2-26

이기호 C4-04 이용준 F10-08 이혜린 F1-08 정영준 A4-02

이낙원 F10-07 이우묘 C1-05 이호영 A1-17 정예준 F1-69

이대영 D3-02 이원식 D1-20 인상규 F9-05 정우식 C1-50

이대홍 C1-17 이원창 D1-33 임건우 F1-20 정우진 A8-05

이대훈 C1-10 이윤관 D1-71 임경현 D7-05 정윤영 F1-75

이덕행 F2-03 이윤재 E2-67 임보영 D1-73 정은진 D7-04

이동기 D1-60 이은솔 A1-01 임연수 F2-33 정의진 E2-70

이동언 A6-01 이은창 E2-59 임영선 C1-22 정인홍 F1-63

이동진 F1-60 이인규 E2-44 임윤지 F2-64 정재엽 A8-08

이동헌 A1-22 이재민 D6-07 임정근 F2-40 정재혁 C1-04

이동훈 D1-72 이재빈 F1-34 임정혁 D1-58 정재훈 C6-07

이문희 C1-29 이재원 C1-72 임주론 E2-16 정준호 F1-53

이민경 C11-04 이재익 B1-12 임한여름 C11-05 정진욱 F2-61

이민지 F2-06 이재흠 C1-40 임환규 E2-74 정창호 F1-29

이민호 E6-09 이정명 C6-03 임희지 A1-38 정채은 F9-02

이봉석 E2-79 이정섭 F1-65 장성은 B1-38 정해건 E6-02

이봉원 E2-13 이정헌 B1-33 장용준 D1-03 정혁진 B11-01

이상민 F2-69 이정훈 A1-26 장윤영 F1-59 정혁진 B11-03

이석빈 F1-78 이정훈 A5-06 장재영 E2-61 정현영 E2-45

이성우 A7-04 이종서 A1-39 장재훈 C1-02 정희택 D1-18

이성원 A1-18 이종현 C1-68 장종원 C1-53 조경민 C1-23

이성재 A10-03 이종현 F2-36 장한빈 C1-09 조경선 C1-76

이성진 F10-06 이주경 F1-18 장현석 F2-73 조국래 D1-07

이성현 F1-10 이주연 C7-09 장현준 C6-02 조기문 D9-01

이성호 F1-68 이주영 E2-42 전승민 E2-37 조민희 A1-08

이세리 E2-22 이주호 D9-05 전재민 D1-25 조상현 A4-04

이세율 C1-47 이준모 E10-05 전재원 A4-03 조성준 A10-06

이수연 D1-16 이준범 F2-34 전현식 C7-03 조영복 F2-71

이수연 E10-01 이준욱 C1-44 전현지 F2-56 조용장 D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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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자 색인

조윤민 F1-56 채지원 E10-02 최호길 E8-06 홍수운 B1-15

조은호 E2-09 채지은 E2-71 최홍준 C1-01 홍승연 F8-02

조인천 F2-14 천동미 C1-30 추동원 A1-44 홍신 D9-03

조준희 B1-34 천상진 C7-07 태동현 D1-37 홍신 F10-04

조중연 B1-07 최도진 A5-02 피민규 D1-42 홍치호 B1-09

조지영 F1-39 최록산 C1-27 하민종 F1-25 홍혜진 F1-07

조지호 A1-32 최봉근 E2-51 하은지 A1-21 황동준 F2-45

조태욱 B1-13 최선호 D1-36 하재민 F1-19 황석주 F2-25

조해윤 F2-43 최성혁 F2-53 하현민 B1-37 황선준 E2-15

조현상 C1-39 최성호 F6-07 한규원 A8-06 황성열 F2-51

조현수 A7-06 최승연 F1-43 한동식 C1-74 황성현 F1-74

조형곤 E2-78 최우석 A3-03 한동훈 E2-62 황세현 F1-13

주광 C1-49 최원석 A1-48 한상현 F2-44 황영준 E2-54

주권능 F2-59 최윤수 A4-05 한솔 D1-31 황영태 A1-36

주혜원 F1-79 최윤하 F2-10 한윤범 F1-23 황영태 F1-48

지종호 A1-43 최정명 F2-28 한정우 E2-52 황예라 F2-49

진영화 E8-02 최정민 D3-01 한지연 F1-47 황원석 E10-07

차수영 F10-02 최정회 D1-50 한지현 E2-32 황의원 D7-07

차현지 D3-04 최종인 C1-08 한현구 F2-68 황준선 C1-63

차호근 E6-01 최주영 D1-40 한희정 C1-19 황지수 F6-02

채범준 F2-08 최진영 C1-48 허세훈 F2-32 황태규 C7-05

채병훈 A1-13 최현진 D1-67 허준형 F2-50 황태욱 F8-06

채병훈 E2-20 최형준 F2-39 현철승 E2-19 황현선 A1-27

채서영 F1-01 최호길 D1-62 홍상원 D8-05

Abbas  Jafar A10-05 MD  ALAMGIR HOSSAIN D1-47 Sabah  Suhail C1-45

Madyan Alsenwi B1-20 Md Delowar Hossain C1-35 Saeed Ullah C1-16

Anumeha C1-15 Md Imtiaz Hossain B1-08 Safdar Jamil A1-12

Ashis Talukder A11-04 Md. Shirajum Munir B1-17 Sarder Fakhrul Abedin B1-19

Aunas Manzoor D6-05 Minh N. H. Nguyen F9-01 Shashi Raj Pandey B1-22

Aziz Siyaev D7-02 Mohd Haziq bin Hamzah C1-14 Sheikh Salman Hassan B1-23

Bharatesh 
chakravarthi S B

D1-48 Mostafavi Mohammad C4-06 Shoaib Azam D1-69

Chit Wutyee Zaw B1-18 Muhammad Ishfaq Hussain D1-70 Thanin Methiyothin B9-05

Chu Myaet Thwal B9-04 NGO THIEN THU D1-11 Tran Trong Khanh D1-12

Duong Thi Thu Van D1-39 Nguyen Dang Tri B1-27 Umer Majeed C1-07

Gao Zhiyuan F2-46 Nway Nway Ei D6-06 Yan Kyaw Tun B1-21

JavokhirNazarov C4-02 Oanh Tran Thi Kim A1-06 Ye Lin Tun A1-07

Kyi Thar F9-06 Phoo Pyae Sone C1-34 Zhiqiang Wu E2-04

LE THI HUONG TRA B1-26 Pyae Sone Aung D1-61 ZOULUYAO B9-06

Luan N.T. Huynh C1-36 Rut Diane Cuebas D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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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참가등록 안내

1.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비고

사전등록
1차 11.11(월)~12.04(수) ※ 논문발표자는 12.04(수)까지 등록 필수

※ 논문 1편당 1인 참가등록 필수

  (ex. 동일인이 3편 발표시 3회 등록)

※ 미등록시 해당 논문은 게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차 12.05(목)~12.11(수)

현장등록 12.18(수)~12.20(금)

2.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 1차(Early Bird) 사전 2차 현장등록

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대학원생 130,000원 150,000원 17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50,000원 270,000원 290,000원

비회원

학부생&고등학생 160,000원 180,000원 200,000원

대학원생 180,000원 200,000원 220,000원

 일반 350,000원 370,000원 390,000원

[참가 등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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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논문집 등이 수록된 USB 제공, 현장에서 어플을 통한 원문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중식 3회 제공, 지정 숙박 및 부대시설 할인가 적용

- 비회원 참가등록자에게는 1년간 회원혜택 무료 제공 (단, 12월 26일까지 회원정보 입력 시 적용)

3. 튜토리얼 참가비: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강좌당 50,000원입니다.(일부 제외)

4. 유료 워크샵

5. 참가비 납부방법
1) 은행송금: 우리은행 463-04-103170 (예금주: (사)한국정보과학회)

2) 온라인 카드결제

6. 기타 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정회원 참가비가 적용됩니다.

2) 참가등록일과 참가비 송금일을 동일일자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비 환불은 대회 2주전(12.4까지) 100%, 1주전(12.11까지) 50% 금액을 환불하며,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4) 등록관련문의 : 문은정 과장 ejmoon@kiise.or.kr, 02-588-4002

7. 등록 방법
- 사전등록자(온라인상에서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합니다.) :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수령 → 자료 교환

- 현장등록자 :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등록

구분
회원구분

AI 빅데이터 기술워크숍
국민 안전을 위한 IoT·AI 

융합기술 워크샵
Korea Post-NeurIPS19 

워크숍

컴퓨터시스템

최신기술 동향

KSC+분과 분과행사만 KSC+분과 분과행사만 KSC+분과 분과행사만 KSC+분과 분과행사만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20,000원 4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30,000원 50,000원 40,000원 70,000원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60,000원 110,000원 60,000원 110,000원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30,000원 50,000원 40,000원 70,000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70,000원 120,000원 60,000원 120,000원 60,000원 110,000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40,000원 60,000원 50,000원 80,000원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90,000원 150,000원 70,000원 140,000원 70,000원 120,000원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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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행사장 안내

휘닉스 평창 호텔

주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휘닉스 호텔

홈페이지  https://phoenixhnr.co.kr

◎ 자가용 이용 시

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정 시 검색창에 ‘휘닉스평창호텔 주차장’ 입력

◎ 기차 및 시외버스 이용

KTX평창역(경강선) / 장평시외버스터미널

[휘닉스파크 정기셔틀 (서울·경기·인천 지역 → 휘닉스파크)]

* 승차역88

동대문(두타), 강남역, 삼성역, 종합운동장역, 명동역, 왕십리역, 건대입구역, 신촌, 여의도, 이수 등에서 출발.

운영시간표는 홈페이지 참조

* 이용요금(편도)

- 일반요금: 대인 14,000원, 소인 12,000원 / 회원요금: 대인 13,000원, 소인 12,000원

- 현장판매가: 15,000원

[강원 무료 셔틀]

* 운행표

평창역(KTX) → 장평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 남안교사거리 → 직원기숙사 입구 뜰안체식당 건너편 → 휘닉스평

창 스키하우스앞 정기버스 주차장

* 평창역(KTX) 출발(09:05~19:45)

평창역 앞 버스 승차장에서 탑승 가능. 하루 총 6회 운영(09:05/11:20/12:45/14:45/16:50/19:45)

* 소요시간

약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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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층별 안내

  ▷ 1층 안내

     - 등록데스크, 포스터 발표, 전시부스, 경진대회(데모평가), 휴게실, 다과 및 음료

 

  

▷ 2층 안내

     - 워크샵, 구두 발표, 튜토리얼, 강연, 리셉션, 개회식, 경진대회(발표평가/시상식), 다과 및 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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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부대시설

   

■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위치 : 11층

이용안내

– 사무국, 프리뷰룸, 회의실

– 사전 사용가능여부 확인 후 사용가능(유료공간)

사무환경

– 회의실 공간(프로젝트빔 시설), 미팅룸(12인 회의형 탁자)

– 무선인터넷서비스

– 책상, 의자 기본제공        

   

■ 휘트니스 센터

위치 : 2층

5층 대회의장 탐라홀 로비공간으로 대형 유리벽면을 통해 한라산과 푸른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이용안내

– 칵테일파티, 전시회, 포스터세션, 커피브레이크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

–

■ 신협 ATM

위치 : 1층 내국인 면세점 옆

연락처 : 064-735-0737

이용시간

– 10:00~18:00

 ■ 편의점 (CU)

위치 : 콘도 블루동 지하 1층

이용시간

– 일~목 08:00~23:00 / 금,토 08:00~24:00

■ 레스토랑 (ONDO)

위치 : 3층

메뉴

– 상설뷔페, 양식, 한식, BBQ, 커피, 음료 등

좌석수

– 150석

이용금액

– 조식뷔페 성인 28,000원  / 어린이(초등학생까지) 15,000원 

– 중식뷔페 성인 35,000원 / 어린이 20,000원

– BBQ 디너뷔페 성인 65,000원 / 어린이 45,000원

– 단품 메뉴 세부금액은 메뉴 참조

영업시간

– Breakfast 07:30~10:30 / Lunch 12:00~15:00 / Dinner 18:00~21:00

문의전화 : 033-330-6030

■ 카페 (Abeto)

위치 : 1층

메뉴

– 카페 / 디저트

좌석수

– 150석

영업시간

– 09:00~22:00

문의전화 : 033-330-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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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안내

오대산 국립공원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그리고 홍천군 일부에 걸쳐 있고 태백산맥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차령산맥과 교차점에 있다.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오대산은 

총 면적 298.5㎢으로 1975년 2월 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호령봉, 상왕봉, 동대산, 두로봉 등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한 여러암자가 있으며 희귀 동식물과 약초, 

산채가 많은 곳으로 상원사에서 등산로를 따라 월정사 적멸보궁을 지나 주봉인 비로봉까지 

오를 수 있다. 오대(남대, 북대, 동대서대, 중대)가 있어 오대산이라고 하며 또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노인봉을 합쳐 오대산이라고도 한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076-15 (동산리, 신성암)

ｏ 문의처 : 033-332-6417

ｏ 입장료 : 일반 3,000원 / 주차비 : 경차(1000cc미만) 2,000원, 승용차 5,000원

송어축제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최대 송어양식지인 평창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송어축제가 열린다. 차가운 강바람에 개여울이 얼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던 옛

모습 그대로 오대천의 송어를 낚아 올리는 맛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알기 힘들다. 

 평소, 낚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관광객들도 손쉽게 송어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 

보다 더 축제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면 맨손송어잡기 체험을 추천한다. 얼음장 같이 찬물 

속에 과감히 뛰어 들어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이 이색적인 체험은 참가자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선사한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하진부리) 

ｏ 문의처 : 033-336-4000

ｏ 입장료 : 얼음낚시 일반 15,000원, 초등학생 10,000원 / 송어맨손잡기 15,000원

대관령 양떼목장  대관령 양떼목장은 해발1,238미터의 고루포기산 중턱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남북으로는 

선자령과 능경봉이 내려다보인다. 좌측으로는 발왕산과 그 밑에 용평스키장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멀리 오대산 비로봉까지 대관령의 팔경과 시가지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연 있는 그대로 돌멩이들을 골라내어 만든 풀밭이 펼쳐져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프스 어느 모퉁이처럼 연상되게 한다. 우거진 나무숲에서 솔냄새, 풀냄새를 맡을 수 있고, 

새소리, 계곡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바위길 16-89 (횡계리)

ｏ 문의처 : 010-8859-0606

ｏ 입장료 : 대인 5,000원, 소인(36개월~고교생) 4,000원 경로(65세 이상) 2,000원

진부전통시장  조선시대 진부 사람들은 한양을 떠나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갈 때에 가장 큰 장이 

진부장이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산골 주민들이 모여 깊은 산속 흙냄새 하나 

털지 않은 산채와 약초를 고스란히 펼쳐 놓기 시작한다. 한 쪽에선 강릉이나 주문진 

바닷가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하다.

 그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열기는 진부장을 활기로 가득 메워 오가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정의 재미를 더해준다. 또한 진부장 별미인 메밀묵, 메밀

전병, 올챙이국수 등을 맛볼 수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시장안길 18 (하진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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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문학관  이효석 문학관은 가산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전시실과 

다양한 문학체험을 할 수 있는 문학교실, 학예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전시실은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재현한 창작실, 

옛 봉평 장터 모형, 문학과 생애를 다룬 영상물, 어린이용 영상물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문학교실에서는 다양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고 문예행사도 볼 수 있다. 학예연

구실에는 이효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깊이 연구하는 공간

으로 자리 잡고 있고, 문학정원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ｏ 문의처 : 033-330-2700

ｏ 입장료 : 일반 2,000원, 통합권(문학관+효석달빛언덕) 4,000원

켄싱턴 플로라 가든  켄싱턴 플로라 가든(Kensington Flora Garden)은 6만 7000㎡(약 2만평)면적의 국내 

최대 프랑스 콘셉트 정원으로, 프랑스 상트르주 앵드르에루아르에 위치한 <빌랑드리 

자수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발 700m 오대산의 빼어난 풍광을 

배경 삼아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오리엔탈 가든, 채소 가든, 셰프의 정원 등 

10개 테마정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의 감정을 네 가지 패턴으로 표현한 자수정원부터, 강원도 

로컬 채소를 직접 캘 수 있는 오감만족 체험 텃밭, 셰프의 정원, 4계절 만개하는 여러

해살이풀이 가득한 4계절 정원 플라워 가든까지. 눈이 즐거운 이색 정원은 물론, 연인

이나 부부가 함께 걷기 좋은 은행나무 길과 아이들과 걷기 좋은 대왕참나무 길, 사색

하기 좋은 느티나무 길도 조성되었습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231

ｏ 문의처 : 033-330-5000

ｏ 입장료: 무료

ｏ 이용상세안내 : http://www.kensingtonflora.com

알펜시아 스키점핑타워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는 대관령의 청정한 아름다움이 한 눈에 들어오는 스키점프전망대와 

모노레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스키역사박물관, 700골프클럽 등이 있다. 해발 700m 대관령 대자연 속에서 동계스포츠와 

레저, 교육이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관광지다.

 스키점핑타워는 국내 및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완벽한 경기장 시설로 국제 연맹에서 

최고의 시설로 평가 받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노레일을 이용

하여 97.7m높이의 스키점프대 정상으로 이동 가능하다. 25m 상공의 하늘길과 스키점프

스타트라인 체험,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에서 주변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ｏ 주소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ｏ 문의처 : 033-339-0410 

ｏ 입장료 : 대인 6,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4,000원 소인(37개월~초등학생) 3,000원 

ｏ 이용상세안내 : http://www.alpensiares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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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안내

▣ 휘닉스 평창 인근 맛집

Ⓐ 한식 

Ⓑ 한식 

Ⓒ 카페

Ⓓ 육류

Ⓔ 햄버거

Ⓕ 육류

Ⓖ 한식

Ⓗ 닭요리

Ⓘ 한식

Ⓙ 국수

Ⓚ 순대

Ⓛ 중화

Ⓜ 국수

: 흔들바위 033-334-6788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 / 흔들바위산채정식(강황밥+황태더덕구이) 19,000원

: 미락식당 033-336-2634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4 / 묵은지김치찜 26,000원, 오삼불고기 26,000원

: 꼬로베이033-332-2649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68 / 아메리카노 4,000원, 한우버거 10,000원

: 다래한우 033-332-9866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20 / 한우 특수부위(180g) 40,000원, 갈비탕 10,000원

: 딥버거 010-7484-7214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37 / 버거 8,500원, 버거세트(버거+감자+음료) 11,000원

: 대관령한우프라자 033-332-7222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진등길 37 / 꽃등심(180g) 37,000원, 불고기 12,000원

: 메밀꽃향기 033-336-9909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33-5 / 메밀국수 8,000원, 수제메밀묵 10,000원

: 가벼슬 033-336-0609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18-8 / 묵은지 백숙 60,000원, 곤드레밥 7,000원

: 더덕향 033-335-6888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18 / 더덕곤드레밥 18,000원, 더덕산채비빔밥 9,000원

: 거기막국수 033-334-3002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67 / 메밀묵막국수 7,000원, 한방수육 20,000원

: 옥봉식당 033-336-1367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동이장터길 13-1 / 토종순대국밥 8,000원, 순대머리고기 10,000원

: 봉평차이나 033-335-9888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36 / 메밀짜장면 7,000원, 해물갈비짬뽕 15,000원

: 미가연 033-335-8805 /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08 / 메밀싹 육회비빔국수 15,000원, 메밀싹 육회(200g) 25,000원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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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음식

메밀막국수   메밀로 뽑은 두툼하고 쫄깃한 면발에, 잘 숙성시킨 양념장의 매콤·달콤·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담백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막국수는 이젠 전국적인 유명 음식이 되었다. 

여름은 물론 사철 내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워 주고 있다. 막국수의 주원료인 메밀은 

피를 맑게 해주고 소화가 잘되며 피부미용에 좋아 특히 여성들의 미용식으로 손색없는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ｏ메밀꽃필무렵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33-13 (033-335-0594)

ｏ물레방아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52-1 (033-336-9004)

ｏ봉평메밀꽃송어사랑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길 17 (033-336-6638)

송어회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평창군 산줄기의 맑고 깨끗한 용천수에서 자란 송어는 유난히 

부드럽고 쫄깃해 씹는 맛이 좋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꼭 다시 찾는다한다. 

냉수성어류인 송어는 산간계곡의 맑은 물에 서식하는데 칼슘, 비타민, 단백질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고 특히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와 지능개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미용, 빈혈방지 등 건강식으로도 

그만이다. 송어회 외에도 송어구이, 송어튀김 등 다양한 요리가 준비된다.

ｏ운두령횟집 :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825 (033-332-1943)

ｏ선비촌 : 강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52-8 (033-332-2525)

ｏ쉼바위 :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651 (033-334-1222)

황태구이  부들부들하게 씹히는 부드러운 맛이 산에서 나는 [더덕]과 비슷하다하여 [더덕북어]

라고도 불리는데 그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여 인기가 높다.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단백질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성분을 담고 있어 건강식품

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황태구이, 황태해장국, 황태찜 등 황태요리는 대관령 덕장에서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 숙성된 시간만큼이나 깊은 맛을 준다.

ｏ황태회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9리 (033-335-5795)

ｏ황태덕장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033-335-5942)

ｏ설원가든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85 (033-334-1830)

산채정식  오대산 국립공원 주변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여 24~26가지의 다양한 

산채요리를 내놓게 되는데 봄철에 채취하여 저장해 놓는다. 특히, 잃어버린 입맛을 

돌리기에 그만이다. 산나물만이 간직한 독특한 향이 강해 조미료를 넣지 않고도 맛이 

뛰어나며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에게 보양식으로도 아주 좋다. 주로 오대산 주변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ｏ흔들바위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 (033-334-6788)

ｏ부림식당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0-3 (033-335-7576)

ｏ선재길식당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52 (033-336-9696)

한우  대관령한우는 세계 최초로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질과 맛에서 단연 으뜸이다. 평창대

관령한우는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으며 사육되기 

때문에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여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를 증명하듯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으로 1997년부터 매년 수백 두씩 수출하며 평창대관령한우만의 뛰어난 품질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ｏ평창한우마을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57 (033-333-9777)

ｏ일송정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93 (033-333-7043)

ｏ다래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20 (033-332-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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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 DGX Station™

with 4x Tesla Volta V100 PCIe 32GB

워크스테이션 크기의 고성능, 저소음 딥러닝 슈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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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Solution Provider
GPU Virtualization  |  Professional Visualization

DGX Station Delivers 72X Faster Training

System Specifications

DGX Station

4x GPU
Workstation

Dual
CPU Server

36.4 Hours,  20X faster

711 Hours

0                 10X                20X               30X               40X                50X                60X                70X             80X

9.9 Hours, 72X faster

Relative Performance [Based on Time to Train]
Workload: ResNet-50, 90 epochs to solution CPU Server : Dual Xeon E5-2699v4, 2.6GHz

DGX STATION : The Personal AI Supercomputer

The power of
400 x86 CPUs

Water-Cooled,
Whisper-Quiet

5X Speed-Up
with NVLink vs PCIe

30% faster Performance
with DGX software stack

① NVIDIA Volta 혁신 기술 사용
② 책상에서 사용 가능한 크기의 고성능 슈퍼컴퓨터
③ 타사 경쟁 제품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정숙성
④ 복잡한 설정 필요 없이 전원을 켜기만 하면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 가능
⑤ 딥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추론 및 고급 분석 등 연산 집중적 연구용으로 사용

Water Cooling (NVIDIA 측정기준 : 35데시벨)
‧소음이 적어 조용한 가정의 거실,
    도서관 열람실, 사무실, 연구실 내부 적합

4x NVIDIA Volta V100 32GB
‧480 Tensor TFLOPS  ‧3x DisplayPort 지원
‧�NVLink로 GPU간의 초고속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NVLink Fully Connected
‧차세대 NVLink 장착
‧�GPU당 200GB/s 속도 (이전 세대보다 5배 통신 속도 증가)
‧워크스테이션 최초이자 유일한 4 Way NVLink 지원

GPUs 4x Tesla V100 PCIe 32GB

TFLOPS
FP16: 480 Tflops
FP32: 60 Tflops
FP64: 30 Tflops

GPU Memory 128 GB Total System

Tensor Cores 2,560

CUDA Cores 20,480

CPU Intel Xeon E5-2698 v4 2.2 GHz
(20-Core)

System Memory 256GB RDIMM DDR4

Storage Data: 3X 1.92 TB SSD RAID 0
OS   : 1X 1.92 TB SSD

Display 3X DisplayPort, 4K resolution

Operating
Temperature Range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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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oftware 
Congress  
2019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Everyone) 

http://www.kiise.or.kr

주요행사

Sponsored  by

PLATINUM        

GOLD        

SILVER                       

BRONZE                      

http://www.kiise.or.kr/conference/KSC/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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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기조강연]

Prof. Jim Kurose(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I 빅데이터 기술워크숍

국민 안전을 위한 IoT·AI 융합기술 워크샵

Korea Post-NeurIPS19 워크숍

컴퓨터시스템 최신기술 동향 

AI사업단 기술교류회 및 VTT DramaQA 챌린지 워크샵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연구 워크숍

차세대 메모리중심컴퓨팅 워크샵

12.19
[기조강연]

이재웅 대표(쏘카)

[초청강연]

이봉신 Sr Principal Researcher(Microsoft Research)

이건호 CTO(Enuma)

이지홍 엔지니어(LINE)

홍태영 센터장(KISTI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안서형 대표(플레이키보드)

심규석 교수(서울대)

박사포럼 “김박사, 어서와!”

정보과학관련학과 교과과정 간담회

IITP AI사업단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인공지능) 단계평가

2019 Statis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4th Workshop 

UHD 방송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및 의도 기반 

미디어 인터랙션 기술 개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간담회

차세대 ICT 정책 워크숍

12.20
쏘카X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

인공지능과 교육 워크숍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IITP AI사업단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인공지능) 연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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