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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대한전자공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
최근 국내외의 이상기온과 경기침체, 치열해지는 국가간 기술경쟁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자·IT 분야 기술발전과 학문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성과에 깊은 찬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하계종합학술대회는 2018년 6월 27일~6월 29일 3일간 제주롯데
호텔에서 620여편의 논문과 강연 등이 발표되고, 산업체의 취업상담 등
으로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학술적, 기술적 정보교류와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기조강연에는 삼성전자 박용인 부사장의 “AI센서(부제: 카메라 센서의 발전방향)”를 주제로 발
표가 있으며, 최신 기술 이슈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튜토리얼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국
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초청세션, 국제학술대회 리뷰세션, 신진연구인력 초청 강연, 대학생 드론 경진대
회 이외에 학회 소사이어티, 연구회,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세션을 마련하여 산학연의 참여
와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 발표를 통해 하계종합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발표 논
문상, 산업 관심 우수논문상, 세션참가 학생대상 수상자들을 선정하게 되며, 우리 학회와 IEEE 본회
가 공동 주관하는 “IT 젊은 공학자상(IT Young Engineer Award)” 시상식이 함께 개최되어 IT 분야
의 공학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축제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학술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신 대회조직위원회 위원, 후원/ 전
시 등으로 참여하여 주신 산업체 임직원 여러분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
며, 본 학술대회가 활발한 발표와 토론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대한전자공학회 회 장
수석부회장
하계조직위원장

백 준 기
최 천 원
이 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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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안내
6월 27일 (수)
시간

행사내용

행사장소

11:00~16:00

등록

6층 로비

12:00~13:00

중식

크리스탈볼룸1(6층)

13:00~14:20

특별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각 발표장

14:20~14:30

Coffee Break

14:30~16:00

특별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각 발표장

16:00~17:30

특별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각 발표장

17:30~18:00

학생 네트워킹

에메랄드룸(6층)

18:00~19:00

Welcome Reception

크리스탈볼룸1(6층)

시간

행사내용

행사장소

08:30~16:00

등록

6층 로비

09:00~10:30

논문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각 발표장

6월 28일 (목)

10:30~10:40

Coffee Break

10:40~12:00

개회식 & Keynote

크리스탈볼룸3(6층)

12:00~13:00

중식

크리스탈볼룸1(6층)

13:00~14:30

논문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각 발표장

14:30~14:40

Coffee Break

14:40~16:10

논문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16:10~17:40

논문발표 세션/포스터 세션

각 발표장

18:00~20:00

Banquet(석식)

크리스탈볼룸(6층)

시간

행사내용

행사장소

08:30~11:00

등록

6층 로비

09:00~10:30

논문발표 세션

각 발표장

10:30~10:40

Coffee Break

10:40~11:30

논문발표 세션

각 발표장

11:30~12:30

폐회식 & 시상식

크리스탈볼룸3(6층)

각 발표장

6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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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 포스터 논문발표장
6월 27일 (수)
시간

크리스탈 볼룸1
(6층)

크리스탈 볼룸2
(6층)

크리스탈 볼룸3
(6층)

에메랄드룸
(6층)

샤롯데룸
(6층)

11:00~16:00

등록

12:00~13:00

중식 (크리스탈 볼룸1)
튜토리얼3

13:00~14:20

14:20~14:30

유민수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김인중 교수
(한동대학교)

참가자
중식
장소

14:30~16:00

16:00~17:30

튜토리얼1

Welcome
Reception
준비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학회 논문 리뷰 1
김민혁 (CVPR),
김진화(NIPS/ICLR),
심재영 (CVPR)

특별세션1
전장 반도체

펄룸
(6층)

루비룸
(6층)

제이드룸
(6층)

특별세션2

산업체/연구소 세션2

특별세션3

ETRI

인공지능용 프로세서
및 뉴메모리 아키텍처

인공지능 프로세서
아키텍처&소자 설계

한방의료
기기개발 1

사파이어룸
(6층)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딥러닝 SW & HW)

Coffee Break
튜토리얼4

튜토리얼2

민경식 교수
(국민대학교)

김인중 교수
(한동대학교)

튜토리얼5

산업체/연구소 세션1

이승익 책임연구원
(ETRI)

특별세션4
교육세미나 1

ISCA/HPCA
리뷰 세션

5G와 IoT를 위한
지능형 RF 기술

산업체/연구소 세션3

특별세션5

한국전자부품
연구원

한방의료
기기개발 2

특별세션6
교육세미나 2

네이버랩스

ISSCC
리뷰 세션

Learning Algorithm
for DNN

17:30~18:00

학생 네트워킹 (에메랄드룸)

18:00~19:00

Welcome Reception (크리스탈봄룸 1)

삼성 미래 센터
/산기평
과제 소개

특별세션7
4차 산업혁명과
국제 표준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Start~up)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학회 논문 리뷰 2
김승룡(ICCV),
최종원(CVPR),
서홍석(NIPS)

6월 28일 (목)
시간

크리스탈 볼룸1
(6층)

크리스탈 볼룸2
(6층)

크리스탈 볼룸3
(6층)

에메랄드룸
(6층)

08:30~16:00

샤롯데룸
(6층)

펄룸
(6층)

루비룸
(6층)

제이드룸
(6층)

사파이어룸
(6층)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딥러닝 & 머신러닝)

신호처리 1

신경망

차량용IT

융합ICT

반도체 1

최우수
논문상
발표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전자기파 및 전력)

산업전자

신호처리 1

통신

IEDM
리뷰 세션

SOC

제어시스템

컴퓨팅시스템

등록
산업체/연구소 세션4

09:00~10:30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개회식 준비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통신 및 정보 이론)

특별세션8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10:30~10:40

Coffee Break

10:40~12:00

개회식 & Plenary Speech (크리스탈 볼룸3)

12:00~13:00

중식 (크리스탈 볼룸1)
참가자
중식
장소

13:00~14:30

14:30~14:40

산업체/연구소 세션5

특별세션9

(산업체/연구소 세션6)

SKT

산기평
워크샵

13:30~16:00
현대자동차 그룹

14:40~16:10

18:00~20:00

SK 하이닉스

만찬준비
(크리스탈 볼룸 1,2)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반도체)

Coffee Break
산업체/연구소 세션7

16:10~17:40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학회 논문 리뷰 3
김훈(ICLR),
이상호(CPVR),
이상우(NIPS)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학회 논문 리뷰 4
이승용(CGI), 성원용
(NIPS), 조성현(ICCV)

산기평
워크샵

산기평
워크샵

특별세션10
스마트 의료기기 1
특별세션11
스마트 의료기기 2

Banquet(크리스탈 볼룸 1, 2)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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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금)
크리스탈 볼룸1
(6층)

시간

크리스탈 볼룸2
(6층)

크리스탈 볼룸3
(6층)

에메랄드룸
(6층)

08:30~11:00

펄룸
(6층)

루비룸
(6층)

산업체/연구소 세션8

폐회식 준비
카카오브레인

산기평
워크샵

10:30~10:40

ICCE~ASIA
리뷰 세션 1
(영상 이해)

산업체/연구소 세션9

반도체 2

서울대학교
NPRC

의료시스템

Coffee Break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학회 논문 리뷰 5
박은혁(ISCA), 민선우
(NIPS), 임준호 (CVPR)]

폐회식 준비

11:30~12:30

산기평
워크샵

ICCE~ASIA
리뷰 세션 2
(영상 신호 처리)

반도체소자 및
재료

신호처리 3

국방IT

폐회식(크리스탈 볼룸3)

12:30~13:30

중식

13:30~15:00

2018 하계학술대회 Summary 및 2019 하계학술대회 준비 위원회 Session(에메랄드룸)

포이어 6층 로비

포스터 발표

6월 27일 (수)

6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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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룸
(6층)

등록

09:00~10:30

10:40~11:30

샤롯데룸
(6층)

2018 IEIE SUMMER CONFERENCE

13:00~14:20

포스터 세션1

14:30~16:00

포스터 세션2

16:00~17:30

포스터 세션3

09:00~10:30

포스터 세션4

13:00~14:30

포스터 세션5

14:40~16:10

포스터 세션6

16:10~17:40

포스터 세션7

사파이어룸
(6층)

2018 IEIE SUMMER CONFERENCE

개회식 / Plenary Speech
개회식
❖ 6월 28일 (목) 크리스탈 볼룸3
발표시간
10:40~11:10

내 용
환영사 (백준기 회장)

학술대회 개회식

Keynote
❖ 6월 28일 (목) 크리스탈 볼룸3
발표시간

내 용
AI센서: 카메라 센서와 발전 방향

11:10~11:50

박용인 부사장
(삼성전자)

❖ 주요 경력

카메라는 필름, CCD를 거쳐 현재 CMOS카메라로 진화되어 왔다. 모바일 폰의 차별화
요소로 카메라가 핵심이고 Dual 카메라에서 향후 Triple 카메라로 Trend가 바뀌어가고,
Super Slow Motion, Multi-frame 기반 HDR를 위한 고속 카메라 그리고 지속적인 픽
셀 미세화를 통한 高해상도 카메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폰의 디스플레이도
Bezel-less 디자인이 대세이고 그 것을 위한 슬림 向 모듈 솔루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
고 있다.
모바일 카메라의 기술 동향은 크게 “Slim”, “Bright”, “Fast”, “3D”, “AI”로 볼 수 있다.
삼성의 ISOCELL 픽셀 기술은 픽셀간 간섭을 원천 차단하여 Crosstalk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도를 향상시켜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슬림 솔루
션, 고속 센서 기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새로운 User Experience(UX) 위한 Realtime 기능을 제공함으로 카메라가 상상 이상으로 진화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UX는
Beyond Human Eye의 AI센서로 고도화 될 것이다. 발표 끝 부분에서는 '20년 이후 자율
주행을 위한 전장 向 이미지 센서 라인업과 3D 센서 비교 분석 Dynamic Vision Sensor
(DVS)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 본다.

-'17 전자 S.LSI사업부 LSI개발실장
-'15 전자 S.LSI사업부 Sensor제품개발팀장
-'14 전자 S.LSI사업부 차세대제품개발팀장
-'00 Texas Instruments Manager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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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EIE SUMMER CONFERENCE

2018 IEIE/IEEE Joint Award Ceremony
6pm, June 28, 2018
Crystal Ballroom, Lotte Hotel, Jeju, Korea

IEIE/IEEE Joint Award Ceremony

● Report of the Selection Result
Prof. Seong Dae Kim (KAIST,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 Congratulatory Address
Prof. Jung Uck Seo (President Emeritus of IEIE, Former Director of IEEE
Region 10)
● Awarding/Speech
Prof. Changho Suh (KAIST, Awardee)
● Dinner
●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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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일정
발표시간

내 용
Tutorial 1
Core Concepts and Recent Advances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6월 27일 (수)
13:00~14:20
크리스탈 볼룸3

김인중 교수
(한동대학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are the most promising deep learning architectures in
recognition, transform, and synthesis of visual data. CNNs are also frequently used in other ﬁelds
including NLP and speech processing. This tutorial provide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CNNs. First, I'll explain core concepts, structures, and major operations of CNNs and widely
used layers. Then, I'll summarize recent advances in structures and learning algorithms as well
as success stories in various ﬁelds.
Tutorial 2
Introduction to Deep Generative Models (Centered o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6월 27일 (수)
14:30~16:00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the rapid advance of deep generative models.
While discriminative models mainly classify and analyze data, generative models were designed
to generate, synthesis, and transform samples. This tutorial will introduce the concepts and advances of deep generative models focusing on generative adversarial nets (GANs).

크리스탈 볼룸3

김인중 교수
(한동대학교)

Tutorial 3
Parallel Computing Systems for Deep Learning: From Mobile to Datacenters

6월 27일 (수)
13:00~14:20
크리스탈 볼룸2

유민수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Deep learning is currently the fastest-growing ﬁeld in machine learning and is transforming the
various segments of our lives. Today, deep learning applications are most commonly trained using
GPUs and are later deployed for inference on top of a wide range of systems from mobile devices
to datacenters. Given this landscape, there have been a tremendous amount of research efforts that
seek to develop parallel computing systems for deep learning that are scalable, programmable, and
energy-efﬁcient. This tutorial will ﬁrst discuss some of the key challenges of training/deploying
emerging deep learning applications and then discuss some recent works that (1) reduces the compute and memory requirements of deploying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2) enables deeper and
larger algorithms to be trained on GPUs via hardware-software and application co-design.
Tutorial 4
Memristor Neural Networks for Brain-Inspired Cognitive Computing: (From Ideal to Reality)

6월 27일 (수)
14:30~16:00
크리스탈 볼룸2

민경식 교수
(국민대학교)

Neural networks are connectionist systems for cognitive computing, which are inspired
by biological neural networks in mammalian brains. Connectionist systems such as
neural networks can learn cognitive tasks by re-organizing connections adaptively according to input data. Connectionist systems such as neural networks are composed
of collective nodes called neurons and variable connections between neurons called
synapses. In a typical architecture of neural networks, there are some input neurons that
deliver input data to the networks and output neurons that derive the cognitive information from the raw input data.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neurons, there are many
intermediate neurons hidden inside the networks, performing their cognitive computing
by re-organizing numerous synaptic connections of these neurons.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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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간

내 용
The neural networks can be mimicked with memristor crossbars, where memristance can be
used to represent variable synaptic connections in the connectionist systems. Applying electrical signals to memristor crossbar can change memristance continuously or discretely, as the
synaptic connections are changed according to sensory signals in biological neuronal systems.
In memristor crossbar, many memristors can be built on a column in parallel and each connection can be applied by different input. The calculated column current is expressed with , where
yj and xi are the jth output and ith input neurons, respectively. wij is the memristor synaptic
connection between yj and xi. f() represents the activation function such as tanh and sigmoid to
consider nonlinear behavior of neurons.
Memristor crossbars have been studied very intensively with possibility of neural-network hardware,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its experimental demonstration in 2008. One of important
reasons for this possibility of neural-network hardware is 3-dimensional connectivity that seems
very similar with biological neuronal structure in mammalian brain. Moreover, memristor
crossbar can be fabricated using Back-End-Of-Line method that means CMOS-compatible process. And, non-volatility and non-linear behavior of memristors seem very useful in realizing
neural-network hardware by memristor crossbar.
But, in reality, we have many practical problems of real memristors, which are far from the ideal
synaptic connections described with . In real memristors, there are many physical and behavioral defects such as stuck, variation, line-fail, etc. Moreover, memristor networks with only
passive elements cannot avoid suffering very large amounts of sneak leakage. And, also, precise
computing with ﬂoating numbers that is essential in performing machine-learning algorithm is
not available in most of memristive computing. And, also, deep learning algorithms with heady
computations seem not good friends of memristors. If so, can we ﬁnd some neuromorphic algorithms more brain-mimicking and more suitable to memristors?
In this talk, we try to answer many questions about memristor neural networks, where many
practical and non-ideal problems are waiting for us, in real memristor crossbar for implementing
the ideal neural networks. And, we introduce and propose some techniques and methods that
can be useful in bridging this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of memristor neural networks.

6월 27일 (수)
14:30~16:00
크리스탈 볼룸2

Tutorial 5
강화학습의 기본개념과 심층강화학습, 그리고 알파고까지

6월 27일 (수)
16:00~17:30
크리스탈 볼룸2

이승익 박사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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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더불어 머신러닝 분야를 이루는 세가지 분야중 하나입니
다. 몇년전 구글 딥마인드사가 강화학습을 바둑에 적용한 알파고라는 바둑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이세돌을 실전에서 물리침으로써, 그동안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바둑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강화학습과 관련하여, 강화학습에
서의 기본개념, 기본적 접근기법들(value-based, policy-based)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최근에
강화학습이 다시 각광받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심층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응용사례를 살펴봅니다. 응용
사례에서는 심층강화학습을 적용한 아타리 게임과 알파고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다른 응용사
례들도 소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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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소 초청세션
세션명

발표시간

ETRI

6/27(수)
13:00~14:20

한국전자부품
6/27(수)
연구원
14:30~16:00

네이버랩스

6/27(수)
16:00~17:30

삼성전자
6/28(목)
(종합기술원) 09:00~10:30

SK그룹
SKT/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룹

카카오
브레인

서울대학교
NPRC

6/28(목)
13:00~16:10

6/28(목)
13:30~16:00

6/29(금)
09:00~10:30

6/29(금)
09:00~10:30

발표장소

루비룸

루비룸

크리스탈볼룸 3

성명

직위

소속

권영수

그룹장

ETRI

자율이동을 위한 매니코어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 개발

이주현

PL

ETRI

초저전력 디지털-아날로그 복합 시각지능 SoC 개발

오광일

박사

ETRI

Analog SNN, Spiking-Neural-Net

문승언

그룹장

ETRI

강유전체 초박막 기반 고성능 멤리스터 소자를 이용한 뉴로모픽 하드웨어 개발

정혜동

센터장

KETI

자율지능 디지털 동반자 기술 연구 소개

신사임

박사

KETI

디지털 동반자를 위한 Spoken Dialogue System 기술 현황

조충상

박사

KETI

디지털 동반자를 위한 Visual Understanding 기술 현황

이영한

박사

KETI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최신 기술 이슈-딥러닝을 중심으로

백종윤

네이버랩스

네이버랩스의 자율주행 기술

주영현

네이버랩스

Practical positioning on mobile devices

강상철

네이버랩스

Scalable and semantic indoor mapping

이호식

Research
삼성종합기술원
Master

Deep Learning based Human Understanding (Face and Speech Recognition)

지대현

Research
삼성종합기술원
Master

SAIT 자율주행 및 AI 플랫폼

크리스탈볼룸 2

크리스탈볼룸 3

크리스탈볼룸 2

크리스탈볼룸 2

루비룸

발표제목

김영준

리더

SKT

NUGU(인공지능 스피커) 적용 기술

정무경

리더

SKT

Developing A.I Infra in SK Telecom

이태훈

박사

SKT

딥러닝 기반 장비 이상 탐지 예측 기술

임의철

연구위원

SK하이닉스

주요 A.I 알고리즘과 이에 따른 메모리 요구사양

김용주

상무

SK하이닉스

4차 산업혁명, Computer Architecture 변화, Memory 계층의 분화: SCM,
HBM

김대성

이사

현대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

오기환

팀장

NGV

곽노준

교수

서울대학교

이흥노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블록체인 기초와 응용사례 (자동차를 포함한)

문 철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자동차와 ICT 기술 융합

임성빈

박사

카카오 브레인

Kakao Brain 소개 & Brain Cloud

김은솔

박사

카카오 브레인

Locally Grounded Embedding for Multimodal Sequential Learning

임성빈

박사

카카오 브레인

ChoiceNet: Robust Learning by Revealing Output Correlations

최기영

교수

서울대학교

Techniques for Enhancing Performance in Neural Processors (tentative)
Neural processing techniques for mobile applications

안정호

교수

서울대학교

조민수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
자율주행분야 AI 기술 동향

Neural algorithmic models for robust learning and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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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영

CVPR

김승룡

연세대

손광훈

ICCV

최종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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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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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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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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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CGI

성원용

서울대

성원용

NIPS

조성현

DGIST

조성현

ICCV

박은혁

서울대

유승주

ISCA

민선우

서울대

윤성로

NIPS

임준호

카이스트

김준모

CVPR

발표시간

발표장소

6/27(수)
13:00~14:20

에메랄드룸

6/27(수)
16:00~17:30

사파이어룸

6/28(목)
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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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목)
16:10~17:40

크리스탈볼룸3

6/29(토)
10:40~11:30

크리스탈볼룸2

최종원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Hi-ViT: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Correlation-ﬁlter-based Visual Tracker
(CVPR 2016, CVPR 2017, CVPR 2018)
발표 초록
비디오영상에서 객체를 추적하는 접근 법은 크게 2가지로 추진되었다. 첫째는 계산량
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성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현장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실
시간이 가능한 범위에서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 접근 법으로 고속처리가 가능하면서도 고성능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제안 방법
은 인간이 물체를 인식하기위해 학습시는 세부특징을 분할하여 학습하고 인식시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물체의 특징과 크기의 변화에 적응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방식을 실현하였다. 물체추적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
로 인정받고 성능과 속도 면에서 세계 최고기록을 갱신하여 CVPR 2016, 2017에서 발표 되었다.
CVPR 2016 논문은 1년 6개월 동안 33회 인용 되었으며, CVPR 2017 논문은 6개월 동안 15회 인용 되었다. 두번째 제안
방법은 추적대상이 되는 물체의 context 를 알아내어 범용으로 학습된 딥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특징 만으로 압축하는
expert -autoencoder 들을 생성하고 고속으로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초당 100프레임 이상의 처리속도로 실시
간 추적기로서 세계최고의 성능을 월등이 넘어서서 CVPR 2018 에서 채택되어 발표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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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혁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Energy-efﬁcient Neural Network Accelerator Based on Outlier-aware Low-precision
Computation (ISCA2018)
발표 초록
Owing to the presence of large values, which we call outliers, conventional
methods of quantization fail to achieve significantly low precision, e.g., four
bits, for very deep neural networks, such as ResNet-101. In this study, we propose a hardware accelerator, called
the outlier-aware accelerator (OLAccel). It performs dense and low-precision computations for a majority of data
(weights and activations) while efﬁciently handling a small number of sparse and high- precision outliers (e.g.,
amounting to 3% of total data). The OLAccel is based on 4-bit multiply-accumulate (MAC) units and handles
outlier weights and activations in a different manner. For outlier weights, it equips SIMD lanes of MAC units
with an additional MAC unit, which helps avoid cycle overhead for the majority of outlier occurrences, i.e., a
single occurrence in the SIMD lanes. The OLAccel performs computations using outlier activation on dedicated,
high-precision MAC units. In order to avoid coherence problem due to updates from low- and high-precision
computation units, both units update partial sums in a pipelined manner. Our experiments show that the
OLAccel can reduce by 43.5% (27.0%), 56.7% (36.3%), and 62.2% (49.5%) energy consumption for AlexNet,
VGG-16, and ResNet-18, respectively, compared with a 16-bit (8-bit) state-of-the-art zero-aware accelerator.
The energy gain mostly comes from the memory components, the DRAM, and on-chip memory due to reduced
precision.

심재영
소속

UNIST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Visual information restoration by glass reﬂection removal (CVPR’17, CVPR’18)
발표 초록
We often capture images of a target scene through glass. For example, we take
photographs of the products displayed in the show window, or take photographs
of buildings with glass curtain walls. The captured glass image includes the
target scene behind the glass as well as undesired reﬂected scene in front of the glass, since light passes through
and is reﬂected on a pane of glass simultaneously. Such reﬂection artifacts may degrade the performance of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echniques when applied to glass images. In this talk, I ﬁrst present an
automatic reﬂection removal algorithm for multiple glass images taken at slightly different camera locations.
Also, with the advent of high-performance LiDAR scanners, large-scale 3D point clouds (LS3DPCs) for realworld scenes are being used in challenging applications. However, LS3DPCs captured by terrestrial LiDAR
scanners also suffer from the reﬂection artifacts since many outdoor real-world structures include glasses. As a
next topic, I deﬁne a problem of reﬂection in LS3DPCs and introduce our current research work on reﬂection
removal for LS3D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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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Multimodal Deep Learning for Visually-Grounded Reasoning
(NIPS2016: Kim, J.-H., Lee, S.-W., Kwak, D., Heo, M.-O., Kim, J., Ha, J.-W., &
Zhang, B.-T.
ICLR2017: Kim, J.-H., On, K. W., Lim, W., Kim, J., Ha, J.-W., & Zhang, B.-T.)
발표 초록
Machine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ccelerate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nce vision and natural language are the primary modalities of human interaction,
understanding and reasoning based on both vision and natural language become a key challenge to machine
intelligence. In this talk, the advances in multimodal deep learning models, multimodal residual networks
(MRN), multimodal low-rank bilinear attention networks (MLB), and recently proposed bilinear attention
networks (BAN), are explored for visual question answering tasks. To answer correctly, learning the joint
representation of visual and linguistic information is critical to the models. We will discuss three essential
principals, residual learning in multimodality, low-rank bilinear approximation, and a bilinear attention
method, which considers every interaction of multimodal channels, to effectively and efﬁciently get a joint
representation.

이상우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Overcoming Catastrophic Forgetting by Incremental Moment Matching
(NIPS 2017 spotlight: S.-W. Lee, J.-H. Kim, J. Jun, J.-W. Ha, & B.-T. Zhang)
발표 초록
Catastrophic forgetting is a problem of neural networks that loses the
information of the ﬁrst task after training the second task. Here, we propose a
method, i.e. incremental moment matching (IMM), to resolve this problem. IMM incrementally matches the
moment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the neural network which is trained on the ﬁrst and the second task,
respectively. To make the search space of posterior parameter smooth, the IMM procedure is complemented
by various transfer learning techniques including weight transfer, L2-norm of the old and the new parameter,
and a variant of dropout with the old parameter. We analyze our approach on a variety of datasets including
the MNIST, CIFAR-10, Caltech-UCSD-Birds, and Lifelog dataset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MM
achieves state-of-the-art performance by balancing the information between an old and a new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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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소속

KAIST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Simulated+Unsupervised learning with adaptive generation and birectional mappings
(ICLR 2018)
발표 초록
Collecting a large dataset with high quality annotations is expensive and timeconsuming. Recently, Shrivastava et al. propose Simulated+Unsupervised
(S+U) learning: It ﬁrst learns a mapping from synthetic data to real data, translates a large amount of labeled
synthetic data to the ones that resemble real data, and then trains a learning model on the translated data.
Bousmalis et al. propose a similar framework that jointly trains a translation mapping and a learning model.
While these algorithms are shown to achieve the state-of-the-art performances on various tasks, it may have
a room for improvement, as they do not fully leverage ﬂexibility of data simulation process and consider
only the forward (synthetic to real) mapping. Inspired by this limitation, we propose a new S+U learning
algorithm, which fully leverage the flexibility of data simulators and bidirectional mappings between
synthetic and real data. We show that our approach achieves the improved performance on the gaze estimation
task, outperforming the prior approach by Shrivastava et al.

민선우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Based Identiﬁcation of Precursor microRNAs
(NIPS 2017: 박승현, 민선우, 최현수, 윤성로)
발표 초록
MicroRNAs (miRNAs) are small non-coding ribonucleic acids (RNAs) which
play key roles in post-transcriptional gene regulation. Direct identification
of mature miRNAs is infeasible due to their short lengths, and researchers instead aim at identifying
precursor miRNAs (pre-miRNAs). Many of the known pre-miRNAs have distinctive stem-loop secondary
structure, and structure-based ﬁltering is usually the ﬁrst step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a given sequence
being a pre-miRNA. To identify new pre-miRNAs that often have non-canonical structure, however, we
need to consider additional features other than structure. To obtain such additional characteristics, existing
computational methods rely on manual feature extraction, which inevitably limits the efﬁciency, robustness,
and generalization of computational identification.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approaches, we
propose a pre-miRNA identiﬁcation method that incorporates (1) a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for
automated feature learning and classiﬁcation, (2) multimodal architecture for seamless integration of prior
knowledge (secondary structure), (3) an attention mechanism for improving long-term dependence modeling,
and (4) an RNN-based class activation mapping for highlighting the learned representations that can contrast
pre-miRNAs and non-pre-miRNAs. In our experiments with recent benchmarks, the proposed approach
outperformed the compared state-of-the-art alternatives in terms of various performance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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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소속

POSTECH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360 Panorama Image Processing
(The Visual Computer (CGI 2017)과 최근 결과)
http://cg.postech.ac.kr/research/robust_upright_360/
발표 초록
With the recent advent of 360 cameras, spherical panorama images are
becoming more popular and widely available. In this talk, I will begin with my recent result on upright
adjustment of 360 spherical panoramas. In a spherical panorama, alignment of the scene orientation to the
image axes is important for providing comfortable and pleasant viewing experiences using VR headsets and
traditional displays. We developed an automatic method for upright adjustment of 360 spherical panorama
images without any prior information, such as depths and Gyro sensor data. We take the Atlanta world
assumption and us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in the scene to formulate a cost function for upright
adjustment. In addition to fast optimization of the cost function, our method includes outlier handling to
improve the robustness and accuracy of upright adjustment. Our method produces visually pleasing results
for a variety of real-world spherical panoramas in less than a second and the accuracy is verified using
ground-truth data. In the talk, I will also introduce some other recent results on 360 spherical panorama image
processing.

이상호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A Memory Network Approach for Story-based Temporal Summarization of 360°
Videos (CVPR 2018)
발표 초록
We address the problem of story-based temporal summarization of long
360° videos. We propose a novel memory network model named Past-Future
Memory Network (PFMN), in which we ﬁrst compute the scores of 81 normal ﬁeld of view (NFOV) region
proposals cropped from the input 360° video, and then recover a latent, collective summary using the network
with two external memories that store the embeddings of previously selected subshots and future candidate
subshots. Our major contributions are two-fold. First, our work is the ﬁrst to address story-based temporal
summarization of 360° videos. Second, our model is the ﬁrst attempt to leverage memory networks for video
summarization tasks. For evaluation, we perform three sets of experiments. First, we investigate the view
selection capability of our model on the Pano2Vid dataset. Second, we evaluate the temporal summarization
with a newly collected 360° video dataset. Finally, we experiment our model's performance in another
domain, with image-based storytelling VIST dataset. We verify that our model achieves state-of-the-art
performance on all th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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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소속

DGIST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Recent Results in Image Deblurring (ICCV)
발표 초록
One goal in computational photography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ameras such as blur. Blur, which is one of the most annoying
artifacts in photographs, is caused by long exposure time or lens aberration.
Deblurring is a problem to remove blur from a blurry image so that valuable hidden information can be
revealed. Deblurring can benefit consumer cameras, medical imaging, aerial and satellite imaging, and
many others. In this talk, I will brieﬂy introduce my two recent results in image deblurring. The ﬁrst one is
image deblurring in low-light environments, which will be published at IEEE TPAMI, and the other one is
convergence analysis of deblurring, which was originally presented at IEEE ICCV 2017. Besides deblurring,
I will share my ideas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in computational photography research.

김민혁
소속

KAIST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첨단 초분광 영상기술 (Advanced Hyperspectral Imaging)
발표 초록
이 강연에서는 두 가지 첨단 초분광 영상기술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합니
다. 첫째 소개할 연구는 소형 싱글-샷 초분광 영상기술입니다. 본 기술을 이용하
면 일반 굴절 프리즘이 장착된 일반적인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분광 영상
을 캡처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기술은 영상에 존재하는 가장자리의 분산으로부터 장면의 전체 초분광 영상 정보
를 복원할 수 있게 합니다. 본 기술은 기존의 초분광 영상 시스템에 필요한 부호화 조리개, 슬릿 및 대형 광학계를
필요로하지 않아, 초소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기술은 스펙트럼 정확도와 공간 분해능 면에서
다른 최첨단 초분광 영상 시스템과 비교할 때 상업용 이미징 시스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소개할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분광 영상 복원 기술입니다. 기존의 압축 영상 기법에서 스펙트럼 정
확도와 공간 해상도 간의 오랜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한 새로운 초분광 영상 복원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본 기술
은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실제 초분광 영상 데이터 세트에서 비선형 스펙트럼 표현을 학습합니다. 이를 위
해 인코더 및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해 자체 입력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컨볼루션 오토 인코딩 기술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이 학습된 초분광 표현들을 기반으로 비선형 스펙트럼 표현에 대한 충실도와 공간 영역에서의 그
라디언트의 희소성을 동시에 정규화하는 새로운 최적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기술은 기존의 압축 이미징 아키
텍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및 초분광 영상 시스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본 복원 결과는 스
펙트럼 정확도와 공간 분해능 측면에서 현존하는 압축 초분광 영상 복원 기술들을 모두 능가합니다. 또한 계산 복
잡성은 기존의 스파스 코딩 기반 기술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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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속

연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Robust Feature Representation and Regularization for Semantic Correspondence
발표 초록
Although recent advances in computer vision and artiﬁcial intelligence have been
remarkable, techniques for establishing semantic correspondences between image
pair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tasks, still have provided limited
abilitie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talk explores robust feature representation and regularization techniques
for dense correspondence. First of all, we present a novel descriptor, called fully convolutional self-similarity (FCSS),
for dense semantic correspondence. We formulate FCSS using local self-similarity, which is inherently insensitive
to intra-class appearance variations. The local self-similarity is incorporated through a proposed convolutional selfsimilarity (CSS) layer, where the sampling patterns and the self-similarity measure are jointly learned in an endto-end and multi-scale manner. Furthermore, to deal with shape deformations among object instances, we propose
a convolutional afﬁne transformer (CAT) layer that estimates explicit afﬁne transformation ﬁelds at each pixel to
transform the sampling patterns and corresponding receptive fields. Secondly, we present a discrete-continuous
transformation matching (DCTM) framework for estimating dense afﬁne transformation ﬁelds between semantically
similar images. The DCTM method infers dense afﬁne transformation ﬁelds through a discrete label optimization in
which the labels are iteratively updated via continuous regularization. In this way, our approach draws solutions from
the continuous space of afﬁne transformations in a manner that can be computed efﬁciently through constant-time
edge-aware ﬁltering and a proposed afﬁne-varying CNN-based descriptor. Furthermore, leveraging correspondence
consistency and conﬁdent guidance ﬁltering in each iteration facilitates the convergence of our method.

서홍석
소속

POSTECH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Visual Reference Resolution using Attention Memory for Visual Dialog
(NIPS 2017)
발표 초록
Visual dialog is a task of answering a series of inter-dependent questions given an
input image, and often requires to resolve visual references among the questions.
This problem is different from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 which relies on spatial attention ({\em a.k.a. visual
grounding}) estimated from an image and question pair. We propose a novel attention mechanism that exploits visual
attentions in the past to resolve the current reference in the visual dialog scenario. The proposed model is equipped
with an associative attention memory storing a sequence of previous (attention, key) pairs. From this memory, the
model retrieves previous attention, taking into account recency, that is most relevant for the current question, in order
to resolve potentially ambiguous reference(s). The model then merges the retrieved attention with the tentative one to
obtain the ﬁnal attention for the current question; speciﬁcally, we use dynamic parameter prediction to combine the
two attentions conditioned on the question.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on a new synthetic visual dialog dataset,
we show that our model signiﬁcantly outperforms the state-of-the-art (by ~16% points) in the situation where the
visual reference resol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Moreover, the proposed model presents superior performance
(~2% points improvement) in the Visual Dialog dataset, despite having significantly fewer parameters than the
bas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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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호
소속

KAIST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A Gift from Knowledge Distillation: Fast Optimization, Network Minimization and
Transfer Learning (CVPR 2017)
발표 초록
We introduce a novel technique for knowledge transfer, where knowledge from a
pretrained deep neural network (DNN) is distilled and transferred to another DNN.
As the DNN maps from the input space to the output space through many layers sequentially, we deﬁne the distilled
knowledge to be transferred in terms of ﬂow between layers, which is calculated by computing the inner product
between features from two layers. When we compare the student DNN and the original network with the same
size as the student DNN but trained without a teacher network, the proposed method of transferring the distilled
knowledge as the ﬂow between two layers exhibits three important phenomena: (1) the student DNN that learns the
distilled knowledge is optimized much faster than the original model; (2) the student DNN outperforms the original
DNN; and (3) the student DNN can learn the distilled knowledge from a teacher DNN that is trained at a different
task, and the student DNN outperforms the original DNN that is trained from scratch.

성원용
소속

서울대학교

제목 (이전에 발표했던 학회)
SVD-Softmax: Fast Softmax Approximation on Large Vocabulary Neural Networks
(2017년 NIP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발표 초록
We propose a fast approximation method of a softmax function with a very large
vocabulary us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SVD-softmax targets fast
and accurate probability estimation of the topmost probable words during inference of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s. The proposed method transforms the weight matrix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output vector by using
SVD. The approximate probability of each word can be estimated with only a small part of the weight matrix by
using a few large singular values and the corresponding elements for most of the words. We applied the technique to
language modeling and neural machine translation and present a guideline for good approximation. The algorithm
requires only approximately 20% of arithmetic operations for an 800K vocabulary case and shows more than a
three-fold speedup on a GPU.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 21

2018 IEIE SUMMER CONFERENCE

반도체/아키텍처분야 국제학술대회 리뷰 세션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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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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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속

학회명

발표시간

발표장소

노원우 교수

연세대학교

HPCA2018
ISCA2018

6/27(수)
14:30~16:00

펄룸(6층)

최재혁 교수

UNIST,
IEEE SSCS 서울챕터

이윤명 교수

성균관대학교

ISSCC2018

6/27(수)
16:00~17:30

펄룸(6층)

이정협 교수

DGIST

이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IEDM2017

6/28(목)
16:10~17:40

펄룸(6층)

2018 IEIE SUMMER CONFERENCE

2018 IEIE SUMMER CONFERENCE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세션 및 발표자 소개
[일정 안내]
발표세션명

딥러닝
SW & HW

Start-up

딥러닝 &
머신러닝

통신 및
정보 이론

반도체

전자기파
및 전력

좌장

김현
연구교수
(서울대)

김현
연구교수
(서울대)

장승진
조교수
(한밭대)

노승문
조교수
(홍익대)

김상완
조교수
(아주대)

이우찬
조교수
(인천대)

발표일시

6/27(수)
13:00~14:20

6/27(수)
14:30~16:00

6/28(목)
09:00~10:30

6/28(목)
09:00~10:30

6/28(목)
13:00~14:30

6/28(목)
14:40~16:10

장소

성명

직위

소속

발표주제

궁재하

조교수

DGIST

The design of an energy-efficient RNN/LSTM inference engines

배성호

조교수

경희대학교

Human Perception Models and Their Applications in Image Processing

김태성

Post-doc

서울대학교

영상 압축 기술의 현재와 AI기술과의 융합

이철희

Post-doc

서울대학교

GPU architecture에서 Large-scale tensor의 효율적 처리 방법

김길호

책임연구원

수아랩

신수원

연구원

주식회사 토닥

Neural Prostheses : Electrical Recording and Stimulation

한윤창

CEO

cochlear.ai

통합적 오디오인식 시스템을 통한 청각인공지능 연구

장승진

조교수

한밭대학교

Wire mismatch detection using CNN and fault localization based
on Time-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김녹원

조교수

경희대학교

Toward Future Autonomous Systems

윤인혜

연구원

LG전자

자율주행을 위한 단일카메라를 이용한 traffic light source 인지 기술에
대한 고찰

노승문

조교수

홍익대학교

Information Geometric approach on Most Informative Boolean
Function Conjecture

이강욱

Post-doc

KAIST

Coding techniques for distributed computing and machine learning (분산처리 및 기계학습을 위한 부호기술)

이정원

연구교수

김상완

조교수

아주대학교

Ultra-low power device technologies for energy efficient computing system

정규섭

Post-doc

서울대학교

Photonic Interface for Next-Generation Interconnection

홍석민

연구원

KIST

이우찬

조교수

인천대학교

유한요소법 기반 전자기 수치해석의 고속화 및 병렬화 기법

양종렬

조교수

영남대학교

전자기파 기반 센서시스템

최계원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파이어룸

사파이어룸

펄룸

에메랄드룸

펄룸

펄룸

Automatic visual inspection 문제에서의 class-incremental learning 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블룸필터를 사용한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

스핀회로이론

마이크로파 기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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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재하
소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 조교수

약력

고려대학교(학사)
KAIST(석사)
Georgia Institute of Tehnology(박사)
포항공과대학교(포닥)

발표 분야

딥러닝 하드웨어

발표 title

The design of an energy-efﬁcient RNN/LSTM inference engines

발표 내용 요약

In this talk, the design methodology of an energy-efficient deep learning accelerator
will be presented. There are a number of ways to maximize the energy-efficiency of
DL accelerators, from data compression, data quantization, edge pruning, to dataflow
optimization. Among various types of neural networks, this talk will concentrate on the
efﬁcient hardware for recurrent neural networks, e.g. LSTM/GRU. The ﬁrst part of the talk
will cover adaptive precision control to efﬁciently control the power dissipation of RNN/
LSTM inference engines. Then, the second part of the talk will discuss the opportunity of
the performance boost in LSTM inference engines. By properly managing the data structure
in representing a sparse matrix,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put by up to 35%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data format.

김길호
소속

수아랩 책임연구원

약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정보경영전공)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졸업

발표 분야

컴퓨터, 신호처리

발표 title

Automatic visual inspection 문제에서의 class-incremental learning 방법 연구

발표 내용 요약

Automatic visual inspection 문제에 neural networks를 적용할 시, 양산 단계에서 초
기 학습 당시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class의 결함이 등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 성
능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새로운 class의 결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기 학습된 neural
networks에 대한 단순 fine-tuning을 수행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특유의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으로 인해 기존에 학습한 지식을 상당 부분 망각하는 문제
가 있다. 본 세션에서는 neural networks가 학습해야 할 class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를 효
과적으로 사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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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원
소속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약력

2014~2017 애플
2011~2014 시스코 시스템즈
2011년 UCLA EE 박사

발표 분야

컴퓨터 VLSI 시스템

발표 title

Toward Future Autonomous Systems

발표 내용 요약
More than ever, the electronic devices that are critical to everyday life, to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to national
defense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sophisticated computer hardware systems. Future Autonomous Systems will
replace human efforts in various and many applications. Future autonomous systems require many important new
technologies such as embedded HW AI solution and highly reliable HW architecture.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embedded HW AI solution and highly reliable HW architecture.
At ﬁrst, the presentation will discuss hardware AI solutions for power constraint system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rapidly growing interest in deep learning, as they have been successfully applied for AI and big data applications.
However, deep learning algorithms are extremely expensive in terms of mathematical computations. The heavy
computation demand of deep learning algorithms has limited commercial AI and big data applications, especially in
mobile application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acceleration solutions, which provide orders of magnitude
power efﬁciency or/and performance gain compared to conventional data processing methods such as general purpose
GPUs and CPUs.
Secondly,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reliable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for autonomous system applications. Runtime hardware malfunction in autonomous systems may result in critical accident due to unexpected loss of user data,
operational contexts, and system services. As the complexity and size of computer hardware systems continue to scale,
so does the risk of misbehaviors in run-time system operation. This presentation will introduce my research on reliable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that monitors normal system operations, verifies each hardware functional module,
detects in-system hardware malfunction, nulliﬁes the malfunction, quarantines the hardware module compromised by
the malfunction, and ﬁnally repairs the compromised hardware functionality during autonomous system operation.

김상완
소속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학사(06)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08)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14)
UC Berkeley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14-17)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17-)
대한전자공학회 홍보이사 (18-)

발표 분야

반도체소자

발표 title

Ultra-low power device technologies for energy efﬁcient computing system

발표 내용 요약 Artiﬁcial intelligence (AI) computing system has been received lots of research interests a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in 4th generation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growth of required computing
power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power consumption becomes a signiﬁcant concern. In this talk,
some strategies for ultra-low power device technologies to address these issue from the bottom will
be discussed.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IDEC에서 EDA Tool을,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2009-008258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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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소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후연구원

약력

2010 부산대학교 학사
2013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석사
2017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후연구원

발표 분야

영상 신호 처리 (영상 압축)

발표 title

영상 압축 기술의 현재와 AI기술과의 융합

발표 내용 요약

오늘날 영상 압축 기술은 반도체 기술 발달에 힘입어,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방식으로 종래
의 압축 기술보다 고효율의 압축 성능을 달성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딥 러닝 분야에
서 영상 처리 기술의 높은 잠재력이 입증되어, 영상 압축 분야에서도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하
고자 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영상 압축 기술의 현재와 AI기술과의 융합
을 시도하는 연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노승문 (Albert No)
소속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조교수

약력

2015 Stanford Univ. 박사 (2015)
2012 Stanford Univ. 석사 (2012)
2009 서울대학교 학사

발표 분야

정보 이론

발표 title

Information Geometric approach on Most Informative Boolean Function Conjecture

발표 내용 요약

Recently, Kumar and Courtade conjectured the most informative boolean function
that maximizes mutual information is a dictator function. In this talk, we propose a
novel approach to this conjecture using informatio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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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소속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약력

2017 MIT CSAIL(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ostdoc.
2016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2011 경희대 컴퓨터공학과/전자공학과 학사

발표 분야

영상처리

발표 title

Human Perception Models and Their Applications in Image Processing

발표 내용 요약

The human visual system (HVS) is considered a very complex nonlinear function,
and activ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in psychophysic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HVS. This presentation first introduces our recent studies on mathematical
modeling of the HVS characteristics. Next, we introduce various applications of the
HVS models in computer vision and image processing problems.
Speciﬁcally, we introduce our new foundation that the HVS has different distortion
sensitivity depending on distortion types and texture characteristics. Based on our
foundation, we developed a new image quality assessment (IQA) metric that shows
significantly high correlations with the perceived visual quality. Furthermore, we
extended our IQA method to have desirable mathematical properties to be applied
in convex optimization problems, such as valid-metric-properties, differentiability
and convexity which were possessed by MSE (Mean Squared Error). Finally, we
applied our HVS models and IQA methods in practical image quality optimization
problems, such as video coding, super resolution, etc., resulting in better performance
in perspective of visual quality perception compared to existing MSE-based methods.

신수원
소속

주식회사 토닥 연구원

약력

2018.02-현재 : 주식회사 토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2017.09-2018.01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나노생체전자시스템
연구실 Post-doc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M.S. i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B.S. in Electronics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발표 분야

의용생체공학 (Bio-engineering)

발표 title

Neural Prostheses : Electrical Recording and Stimulation

발표 내용 요약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신경계의 기능을 복원하거나 제어함으로써 손상된 감각 혹은 운
동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와우 (Cochlear Implant), 인공시각 (Retinal Implant), 심뇌자
극시스템 (Deep Brain Stimulation, DBS)과 뇌의 신경세포들의 신경신호를 전기적으
로 기록하거나 뇌의 신경세포들을 전기 자극하여 뇌의 신경계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탐침형 신경 전극 (Depth-type Neural Probe)과 같은 신경 보철 (Neural Prostheses)은
의용생체공학 (Biomedical Engineering)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널리 연구되고 개발되
어 온 분야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신경 보철 연구 분야들을 소개하고 그
중 발표자가 연구했던 탐침형 신경 전극 개발 연구의 소개와 최근 개발 중인 인공와우
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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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렬
소속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약력

2003.03. – 2009.01. KAIST 전자전산학과 전기및전자공학전공 공학박사
2009.02. – 2011.10. 삼성전자 S.LSI 사업부 MSC설계팀 책임
2011.11. – 2016.08. 한국전기연구원 첨단의료기기본부 선임연구원
2016.09. – 현재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발표 분야

회로 및 시스템

발표 title

전자기파 기반 센서시스템

발표 내용 요약

주변 사물이나 인체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시스템 중, 전자기파 송수신 특성 변화에 기반을
둔 센서시스템 관련 연구내용을 소개함. 센싱부를 구현한 연구 내용으로, 초소형 레이더센
서시스템과 테라헤르츠 영상시스템을 위한 회로 및 시스템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방
향을 이야기함.

윤인혜
소속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6/1 이후 소속 예정)

약력

2006~2010 강남대학교 전자공학학사
2010~2012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석사
2012~2016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박사
2016~2018 LG전자 VC본부

발표 분야

Automotive vision

발표 title

자율주행을 위한 단일카메라를 이용한 trafﬁc light 인식 기술에 대한 고찰

발표 내용 요약

최신 자동차 산업의 가장 화두가 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주변 교통상황 인지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교통상황 인지 기
술 중에서도 차량 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trafﬁc light 인식 기술에 대한 소개
를 하고자 한다. 차량에 적용 가능한 센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한 카메라 정보
만을 이용한 light source 인지 기술에 대한 고찰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카메
라 기반의 light source 인식 기술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능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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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소속

KAIST 정보전자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약력

BS KAIST EE (10)
MS UC Berkeley EECS (12)
PhD UC Berkeley EECS (16)
Postdoc KAIST EE (present)

발표 분야

통신 (정보이론) / 머신러닝

발표 title

Coding techniques for distributed computing and machine learning
(분산처리 및 기계학습을 위한 부호기술)

발표 내용 요약

최근 분산처리 및 기계학습을 위한 부호기술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기술 관련 핵심 논문과 아이디어를 리뷰하고 최신 동향 및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이우찬
소속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02)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 ('05)
Purdue University, ECE Ph.D. ('16)
2002 기술고시 38회, 특허청 사무관 ('04-'17)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 교관 ('05-'08)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 ('17-현재)

발표 분야

반도체 또는 통신

발표 title

유한요소법 기반 전자기 수치해석의 고속화 및 병렬화 기법

발표 내용 요약

전자기 해석의 근간이 되는 맥스웰 방정식의 해석해가 존재하는 구조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구조를 전자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맥스웰 방정식을 컴퓨터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풀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전자기 수치해석 기법 중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시간 영역 및 주파수영역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해석의 고속화 및 병렬화 기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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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연구교수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연구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Post-Doc ('17-'18)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7)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1)

발표 분야

통신 - 스위칭 및 라우팅

발표 title

블룸필터를 사용한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

발표 내용 요약

블룸 필터는 매우 간단한 비트 벡터 형태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 집합의 원소의 존재 여부
를 알려주는 데이터 구조이다. 블룸 필터는 작은 메모리만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칩 안
에 내장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블룸 필터의 판단 결과에 따라 칩 외부에서의 복잡한
프로세싱의 빈도를 줄일수 있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블룸필터를 적용한 다양한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이철희
소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박사후연구원

약력

2018.02~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018.02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2012.02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학사

발표 분야

컴퓨터

발표 title

GPU architecture에서 Large-scale tensor의 효율적 처리 방법

발표 내용 요약

Tensor는 deep learning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data structure이
다. 사용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tensor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이 tensor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GPU
architecture에서 high-order graph matching의 large-scale의 tensor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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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진
소속

국립한밭대학교 전기공학부 조교수

약력

Seung Jin Chang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He received
the B.S. and Ph.D. degrees in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in 2010 and 2017 respectively. Upon his graduation, he joined the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n Postdoctoral researcher in 2018. He joined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2018.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are characterized by condition
monitoring, diagnosis and prognostics of cables, applied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and timeafrequency analysis.

발표 분야

딥러닝 기반 자동차 전장 시스템 진단

발표 title

Wire mismatch detection using CNN and fault localization based on TimeFrequency Domain Reﬂectometry

발표 내용 요약

It is important not only to diagnosis the wiring of the vehicle in operation but also
to ﬁnd fault and wire mismatch during the assembly process. We propose a new
method combining time-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and deep learning to
verify that the wire is connected to the proper port of underhood electrical center.
Considering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each wire (black, blue, red, yellow), we
develop an optimization signal design algorithm. Using the time-frequency cross
correlation (TFCC), the reﬂected signal generated at the impedance discontinuities
is acquired and converted into the Wigner-Ville distribution image. Through the
proposed algorithm, the existing images are converted into new images which
are easy to distinguish among groups. The new images are used as input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learned the feature of each group. The lengths,
compensation ﬁlters, and the port information to be connected each wire are stored
in the filter bank. If the derived distance using the TFCC is different from the
stored length, the wire is considered defective and the acquired signal is restored
by the compensation filter designed by overcomplete wavelet transform method.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for
detecting wire mismatch and fault location.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 31

정규섭
소속

서울대학교 BK21 창의정보기술 인재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약력

2018.03~현재, 서울대학교 BK21창의정보기술 인재양성사업단 박사
후연구원
2017.09~2018.02,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17.08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2012.02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학사

발표 분야

반도체 (집적시스템설계)

발표 title

Photonic Interface for Next-Generation Interconnection

발표 내용 요약

Interconnection 기술은 정보통신의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중
요성이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구리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은 물리적인 한계
에 이르렀으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interconnection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발표에
서는 기존 interconnection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술의 흐름을 전망해본다.

최계원
소속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부교수

약력

2016-현재: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부교수
2010-20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2008-2009: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네트워크사업부 책임연구원
2001-2007: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1996-2001: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발표 분야

무선전력전송

발표 title

마이크로파 기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

발표 내용 요약

본 발표에서는 최소 수 미터 이상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기파 기
반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이의 IoT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의
요소기술로써 높은 에너지 전송 효율을 위한 빔포커싱 기술, 다중 IoT 기기 동시충전 및
에너지 관리기술 등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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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창
소속

코클리어닷에이아이 (Cochlear.ai) CEO

약력

공동창업자 & 대표, Cochlear.ai (2017-현재)
PhD,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음악오디오연구실 (2011-2017)
MEng (First-class, Hon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2009-2011)
Electronic Engineering Systems, King’s College London, UK
(2006-2009)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me, University of Reading, UK
(2005-2006)

발표 분야

컴퓨터-인공지능 신경망

발표 title

통합적 오디오인식 시스템을 통한 청각인공지능 연구

발표 내용 요약

소리에는 음성 외에도 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고,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에 활용합니다. 본 발표는 현재 음성인식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다양한
오디오 분석 분야와 청각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
용입니다.

홍석민
소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원

약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03)
University of Florida, ECE MS ('07)
Purdue University, ECE Ph.D. ('14)
Intel Corporation (’15-‘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현재)

발표 분야

반도체

발표 title

스핀회로이론

발표 내용 요약

디지털 정보 저장 분야에 있어서 스핀전자소자는 하드드라이브 분야에 있어서 거대
자기저항 (GMR) 현상과 최근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스핀전달토크 현상에 기반한
STT MRAM 등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양자 수송 현상을
바탕으로 스핀과 전하 수송을 이해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스핀 회로이론을 살펴보고
그 확장과 활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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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 안내
❖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공학교육 방향
❖ 일시 2018년 6월 27일(수) 14:30~17:30
❖ 장소 에메랄드룸(6층)

❖ 축사 백준기 학회장

Keynote
• 박성한 명예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공학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Plenary talk
• 이용훈 (KAIST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학교육(공학한림원 연구조사 결과)”
• 장길진(경북대학교 교수)
“전자공학교육 사례발표”

패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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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획/평가 기관 초청 간담회
❖ 참여기관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일시		

2018년 6월 27일(수) 16:00~17:30

❖ 장소		

크리스탈 볼룸 2(6층)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과제 기획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
최한다. 과제 기획 및 평가 프로세서에 대해 소개하고, 지원 가능한 과제의 종류 및 성격, 향후 과제 기획
의 중점방향, 과제 기획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통하여 평소 과제 기획 및 평가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
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제 기획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향후 기획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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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대한전자공학회
Drone-A Harmonic Control 경진대회
❖ 일시 6월 28일 (목) 16:00~
❖ 장소 롯데호텔 제주 잔디광장
(※ 우천시 취소될수 있습니다.)

1. 취지
• 공학교육에서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육과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계기가 필요
• 대한전자공학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인재육성 기틀을 마련
• 능력 있는 학생 배출에 이바지함으로써 학교와 산업체에 대한 대한전자공학회의 위상 함양
2. 목적
• IoT Module에 대한 다양한 응용실습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
• Drone의 응용과 저변확대에 부응한 산업용 Drone에 대한 개발 능력향상
•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 문화 활성화
3. 내용
• Drone Platform과 IoT Module을 이용한 드론 컨트롤
• Drone 비행에 대한 기본 모듈과 컨트롤 APP지원
• 10M × 5M 공간에서 비행조건(테스트 지시 방법)에 맞게 프로그래밍 & 비행
• 각 Module의 실행 유무에 대한 평가와 실행 유무

4. 경기운영위원회

위원장

동성수 (용인송담대학교)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무순)
강문식 (강릉원주대학교)
박현창 (동국대학교)
조도현 (인하공업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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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헌 (중앙대학교)
김동식 (인하공업전문대학)
박현찬 (나인플러스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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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가자를 위한 5가지 TIP
1. 학생 Networking : 친하게 지내요, 우리!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생 참가자들과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신 신진 연구자들간의
긴밀한 교류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마련한 자리이니, 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날짜 : 6월 27일 (수) / 시간 : 17:30 / 장소 : 6층 에메랄드 룸

2. Welcome Reception : 대한전자공학회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한마당
학회 첫째날 저녁에 신진 연구 인력을 소개하는 자리인 Welcome reception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대 대한전자공학회 회장님들과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개 및 인사를 하는
자리이니, 학생 참가자들도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 : 6월 27일 (수) / 시간 : 18:00 / 장소 : 크리스탈 볼륨1

3. Banquet : 학회의 꽃은 “만찬”
학회 둘째날 저녁에 진행될 뱅큇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우수
논문상 및 산업체에서 직접 시항하는 관심 논문상 등이 뱅큇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 학생 참가자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뱅큇 참여를 미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하계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1명) - 상장 및 부상 (500만 원)
우수 논문상 (2명) - 상장 및 부상 (50만 원)
- 현대자동차 상 (10명) - 상장 및 부상
- 네이버 상 (6명) - 상장 및 부상
❖ 날짜 : 6월 28일 (목) / 시간 : 18:00 / 장소 : 크리스탈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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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회식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폐회식
학회 마지막 행사로 진행될 폐회식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 참가자를 위한 많은 시상 및 경품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회 첫날 및 둘째날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학생”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품권은 추첨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회 마지막날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우수논문 발표상’은 추후 우편으로 발송 될
예정입니다.)
경품 : 학회의 주제에 발맞춘 AI 관련 상품
(아이패드 / 고프로 / AI 헤드셋 / 드론 / AI 스피커 : 총 25명)
❖ 날짜 : 6월 29일 (금) / 시간 : 11:30 / 장소 : 크리스탈 볼륨3

5. 경품권 :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길~!
폐회식에서 진행되는 학생 참가자 대상 경품권 행사는 하계 학술 대회기간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학생 참
가자에게 드리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경품권은 모두에게 동일한 당첨 확률을 주는 것이 아니며 다양
한 방법으로 경품권이 학생 참가자들께 배포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여, 경품권 당첨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 학생 networking 참가자 (1인 1매)
- 모든 일반 및 특별 발표 세션 참가자 중 선착순 10명
- 폐회식 참가자 (1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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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 안내도
6F
일식당

더 라운지

일식당
모모야마
모모야마

더 라운지

카지노

한식당
한식당
무궁화

무궁화

사파이어
룸 사파이어

룸

면세점

카지노

면세점

8F(로비) → 연회장
프런트
비즈니스
센터
그룹
데스크

그룹
데스크

양식당 페닌슐라

루이비통

프런트
비즈니스
센터

양식당 페닌슐라

로비
GIFT SHOP

루이비통
로비
GIFT SHOP
로비

크리스탈
볼룸3
에
메
랄
드
룸

크리스탈
볼룸2

VIP룸

크리스탈
볼룸1

로비
제이드룸

샤롯데룸
펄룸
루비룸

크리스탈 볼룸

에
메
랄
드
룸
샤롯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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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 등록데스크

6월 27일 (수) 6층 로비

❖ 발표장 및 좌장(최우수논문상 세션)
일자

발표시간

6월 28일 (목)

13:00~14:30

세션명
최우수논문상

좌장

발표장소

장익준(경희대학교)

사파이어룸

좌장

발표장소

❖ 발표장 및 좌장(구두 세션)
일자

발표시간
09:00~10:30

13:00~14:30

6월 28일
(목)

14:40~16:10

16:10~17:40

09:00~10:30

6월 29일
(금)

10:40~11:30

세션명
신호처리 1 신호처리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경망 컴퓨터

박성욱(강릉원주대학교)

차량용IT 시스템 및 제어

권종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융합ICT 컴퓨터

박수현(국민대학교)

루비룸

반도체 1 반도체

정윤호(항공대학교)

제이드룸

산업전자 산업전자

조도현(인하공업대학)

신호처리2 신호처리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통신 통신

최천원(단국대학교)

사파이어룸

SOC 반도체

인치호(세명대학교)

루비룸

제어시스템 시스템 및 제어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컴퓨팅시스템 컴퓨터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루비룸
제이드룸
사파이어룸

루비룸
제이드룸

제이드룸
사파이어룸

반도체 2 반도체

정재용(인천대학교)

펄룸

의료시스템 시스템 및 제어

남기창(동국대학교)

제이드룸

반도체소자 및 재료 반도체

정윤호(항공대학교)

신호처리 3 신호처리

김창익(한국과학기술원)

국방IT 시스템 및 제어

김수찬(한경대학교)

제이드룸

좌장

발표장소

펄룸
루비룸

❖ 발표장 및 좌장(포스터 세션)
일자

발표시간

세션명

13:00~14:20

포스터 세션 1

윤석현(단국대학교)

14:30~16:00

포스터 세션 2

황성운(홍익대학교)

16:00~17:30

포스터 세션 3

권 순(DGIST)

09:00~10:30

포스터 세션 4

김기연(한국산업기술시험원)

6월 28일

13:00~14:30

포스터 세션 5

김동식(인하공업대학)

(목)

14:40~16:10

포스터 세션 6

김태욱(연세대학교)

16:10~17:40

포스터 세션 7

정윤호(항공대학교)

6월 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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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어
6층 로비

❖ 발표장 및 좌장(특별세션)
일자

발표시간

좌장

발표장소

특별세션 1 전장 반도체

이성수(숭실대학교)

샤롯데룸

특별세션 2 인공지능용 프로세서 및 뉴메모리 아키텍처

노원우(연세대학교)

펄룸

특별세션 3 한방의료기기개발 1

김재욱(한국한의학연구원)

제이드룸

특별세션 4 5G와 IoT를 위한 지능형 RF 기술

이강윤(성균관대학교)

샤롯데룸

특별세션 5 한방의료기기개발 2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제이드룸

특별세션 6 Learning Algorithm for DNN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샤롯데룸

특별세션 7 4차 산업혁명과 국제 표준

권종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이드룸

09:00~10:30

특별세션 8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권 순(DGIST)

샤롯데룸

6월 28일

13:30~16:00

특별세션 9 현대자동차 그룹

이광엽(서경대학교)

크리스탈 볼룸2

(목)

14:40~16:10

특별세션 10 스마트 의료기기 1

한태화(연세대학교)

샤롯데룸

16:10~17:40

특별세션 11 스마트 의료기기 2

강문식(강릉원주대학교)

샤롯데룸

13:00~14:20

6월 27일
(수)

14:30~16:00

16:00~17:30

세션명

❖ 발표장 및 좌장(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일자
6월 27일 (수)

6월 28일 (목)

6월 29일 (금)

발표시간

세션명

발표장소

13:00~14:2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1 ETRI

루비룸

14:30~16:0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2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루비룸

16:00~17:3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3 네이버랩스

크리스탈 볼룸3

09:00~10:3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4 삼성전자(종합기술원)

크리스탈 볼룸2

13:00~14:3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5 SK그룹 SKT

크리스탈 볼룸3

13:30~16:0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6 현대자동차 그룹

크리스탈 볼룸2

14:40~16:1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7 SK그룹 SK 하이닉스

크리스탈 볼룸3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8 카카오

크리스탈 볼룸2

09:00~10:30

산업체 및 연구소 세션 9 서울대학교 NPRC

루비룸

❖ 발표장 및 좌장(ICCE-Asia 2018 발표 세션)
일자

발표시간

세션명

좌장

발표장소

6월 29일
(금)

09:00~10:30

영상이해 신호처리

노태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샤롯데룸

10:40~11:30

영상신호처리 신호처리

김태성(서울대학교)

샤롯데룸

좌장

발표장소

❖ 발표장 및 좌장(Young Professional Highlight 세션)
일자

발표시간

6월 27일
(수)

13:00~14:20

딥러닝 SW & HW

김 현(서울대학교)

사파이어룸

14:30~16:00

Start-up

김 현(서울대학교)

사파이어룸

딥러닝 & 머신러닝

장승진(한밭대학교)

펄룸

6월 28일
(목)

09:00~10:30

세션명

통신 및 정보 이론

노승문(홍익대학교)

에메랄드룸

13:00~14:30

반도체

김상완(아주대학교)

펄룸

14:40~16:10

전자기파 및 전력

이우찬(인천대학교)

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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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및 등록 안내
사전등록
❖ 등록기간

2018년 5월 25일(금) ~ 6월 10일(일) 까지

❖등록처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 등록방법

사전등록 양식을 하계종합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웹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

씨티은행 186-00285-245 (예금주 : 대한전자공학회)

현장등록
❖ 등록장소

롯데호텔 제주 6층 로비

❖ 등록기간

2018년 6월 27일(수) ~ 6월 29일(금) 까지

등록비
정회원(일반)

비회원(일반)

[Banquet포함]

[Banquet포함]

사전등록

220,000

290,000

140,000

190,000

170,000

220,000

사후등록

260,000

330,000

170,000

220,000

220,000

270,000

구 분

학생회원

학생회원
[Banquet포함]

비회원(학생)

비회원(학생)
[Banquet포함]

※ 카드결제시 계산서 발행 불가
※ Banquet Ticket(7만5천원) 추가구매 가능: 행사당일 등록대
❖홈
 페이지의 사전등록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이 불가
능할 수 있습니다. 마감후 등록은 불가하오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접수분은 모두 사후등록으로 처리
됩니다.
❖ 등록비 입금을 완료하신 후에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하
 계등록자는 Tutorial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많은 참가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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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및 등록 안내
등록시혜택
❖ 등록시 제공 ① Welcome Reception 참석(6월 27일)
② 프로그램집 1개
③ 논문집 파일 다운로드(행사 개최일로부터 1개월간)
④ 중식 1회 (6월 27일 (수) 또는 6월 28일 (목))
⑤ 만찬(일반회원)
⑥ 기념품

안내사항
❖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 작성시 정보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한편당 저자 한분은 반드시 참가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학생회원 참가등록은 Full-time 학생(대학원생)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환불안내: 사전등록기간 이후의 등록비 환불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구분
❖ 논문발표자는 전자공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자공학회 정회원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전자공학회 학생회원 : 대학원 과정 재학생
❖ 비회원 : 학회 미가입자

문 의
대한전자공학회 이안순 부장
❖ 주소
❖ 전화
❖ 팩스
❖ E-mail
❖ 홈페이지

0613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02) 553-0255~7 (내선 6번)
(02) 552-6093
ieie@theieie.org
(학회) http://www.theieie.org
(학술대회) http://http://confer2018.ieie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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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구두발표자
❖ 초청발표시간 각 30분
❖ 일반발표시간 각 15분 (발표, 질의응답)
❖ 시청각기자재 노트북 및 빔프로젝터 설치, USB 메모리로 준비 요함
(발표 문서는 파워포인트 / 발표시간내 발표자료작성 요망)
❖ 특별세션 구두발표 각 20분 (발표, 질의응답)

포스터발표자
❖ 발표 시작 3분전까지 Poster 부착
❖ 저자 중 1명은 반드시 Poster 앞에서 질문에 답변해야 함
❖ 논문 발표 후 3분 이내에 포스터 부착물 제거
❖ Poster Session 준비요령
1) Panel 크기 : 100cm(가로)×180cm(세로)
2) 제목, 저자, 소속 : 50cm(가로)×20cm(세로)
3) 글자크기(가능한한 맞출 것)
제목 및 저자 : 25~30mm
각 장의 제목 : 15~20mm
내

용 : 7~10mm

4) 내용은 간결하고 분명할 것
5) 논문 내용은 A4용지 12장 이내로 제한함
6) Poster Session Panel 견본
- 부착번호는 프로그램에 주어진 번호로써
대회본부에서 부착함
- 부착된 번호(오른쪽 상단) 외에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 발표시작 3분전에 주어진 번
호와 Panel에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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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좌장
❖ 좌장 등록시 발표 평가서 양식을 수령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세션 발표 후 해당 발표실에 있는 진행요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15분(발표 12분, 질의응답 3분)이오니 진행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는 15분 제한시간을 고려하여 결과 중심으로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션(약 6편)당 1편의 우수 학생논문상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포스터 세션은 2편 추천)

우수학생논문상 안내
❖ 각 구두/포스터 세션별로 논문내용과 논문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시상식 : 6월 29일 (금) 폐회식

현대자동차 그룹 관심논문상 안내
❖ 학술대회 기간중 현대자동차가 선정한 산업체 관심 논문상(10편) 시상예정(부상있음).
후원 : 현대자동차 그룹

네이버 관심논문상 안내
❖ 학술대회 기간중 네이버가 선정한 산업체 관심 논문상(5편) 시상예정(부상있음).
후원 : 네이버

Post-Conference 안내
❖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에서는 연구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의 Post-Conference에 게시하여 논문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 등록이 가능하도록 게시
판을 운영합니다. (대회 기간동안 실시간 및 상시 운영)
❖ Post-Conference http://www.ei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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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순서(구두)
6월 28일 (목) 13:00~14:30

최우수논문상 발표

사파이어룸
좌장 장익준(경희대학교)

01. 강화학습을 사용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최대 영향력 노드 집합을 찾는 문제에 대한 연구 ▶CFP-003(최우수)
▶▶류준수, 김승욱(서강대학교)
02. 10-미터 HDMI 2.1 POF 액티브 광케이블용 4x10-Gb/s/ch 트랜시버 칩셋 ▶CFP-004(최우수)
▶▶홍채린, 박성민(이화여자대학교)
03. 관상동맥 검출을 위한 베이지안 접근방법 ▶CFP-012(최우수)
▶▶전병환, 정성희, 하성민, 심학준, 장혁재(연세대학교)
6월 28일 (목) 09:00~10:30

신호처리 1 - 신호처리

루비룸
좌장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01. 방사선 이미징에서 주파수 0의 잡음 전력 밀도 측정 ▶CFP-388
▶▶이은애, 김동식(한국외국어대학교)
02. 환경광에 따른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절전 특성 연구 ▶CFP-512
▶▶원유섭, 김재우, 이규호, 유은지, 김종옥(고려대학교)
03. 데이터 양 끝단에서의 노이즈 보상이 가능한 궤적 평활화 방법 ▶CFP-463
▶▶이재영, 신호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04. JEM 모델에서 향상된 화면내 예측 방법 ▶CFP-364
▶▶김근배, 한종기(세종대학교)
05. 전파강수계 시작품 관측 신호 및 강수 사례 분석 ▶CFP-301
▶▶장봉주, 김원, 임상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호(㈜제이컴스) 김현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06. 주파수 영역의 움직임 예측을 위한 DCT 구현 ▶CFP-211
▶▶김혜빈, 김선규, 류철(동국대학교)
07. 응답 특징과 인셉션 계층을 사용한 딥러닝 기반 Person Re-identification ▶CFP-001(최우수)
▶▶임재승, 박상우, 백준기(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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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목) 09:00~10:30

신경망 - 컴퓨터

제이드룸
좌장 박성욱(강릉원주대학교)

01. 잡음에 강인한 CRNN에 기반한 EEG 신호 식별 알고리즘 ▶CFP-354
▶▶곽영철, 송우진(포항공과대학교), 김성은(한밭대학교)
02. 딥러닝에서 Sparse Autoencoder를 이용한 데이터 feature representation 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CFP-486
▶▶김현수, 서승우(서울대학교)
03. Neural network based robust binary sequence denoising using iterative channel estimation
▶CFP-464
▶▶안홍준, 문태섭(성균관대학교)
04. 알렉스넷과 구글넷을 적용한 머리 자세 예측 ▶CFP-435
▶▶장경선(충남대학교)
05. 방사선 이미지 처리를 위한 Deep Neural Network의 Up-sampling pre-processor ▶CFP-285
▶▶아무르 모하메드 라셰드, 조경록, 캄란 에쉬레기안(충북대학교)
06. 신경망의 점진적 학습 기능을 위한 특징 증가 기법 ▶CFP-272
▶▶김종홍, 이민호(경북대학교)
07.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열연 공정의 압연 하중 예측 ▶CFP-171
▶▶공남웅(POSCO), 박인석, 김민수, 최용준(POSCO), 박부견(포항공과대학교), 윤종필(한국생산기술연구원)
6월 28일 (목) 09:00~10:30

사파이어룸

차량용IT - 시스템 및 제어

좌장 권종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01. 77GHz 차량용 레이더 레이돔 영향성 분석 ▶CFP-093
▶▶김성환, 백종민, 이규연, 윤영민(㈜한신)
02. 저집적도 라인드로잉을 이용한 차량용 주차 가이드라인 구현 ▶CFP-203
▶▶김기범, 김영석, 김명관, 김석인, 이희현, 우재혁(현대오트론)
03. 자율주행환경 운동객체 탐지 및 추적 시스템 ▶CFP-185
▶▶이병주, 정지엽, 최현준, 최진영(서울대학교)
04.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GPS 음영지역에 따른 AVM 보정 Fail-Safe 시스템 ▶CFP-231
▶▶김민구, 김정현, 허승회, 김정하(국민대학교)
05. AMDEAS를 활용한 차량 제동 시스템 최적화 ▶CFP-103
▶▶조원철, 박영수(넥스트랩), 임양남, 김대헌(현대오트론), 이창근(넥스트랩)
06. 실험계획법과 성능지표 분석을 통한 차량 액추에이터의 최적 제어인자 탐색 방법 ▶CFP-008
▶▶변세희, 김대우, 강수혁, 김성재, 민경국(㈜현대케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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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XCP 다중 접속을 통한 자동화 캘리브레이션 툴의 시간지연 문제 해결 방법 ▶CFP-001
▶▶강수혁, 김대우, 변세희, 김성재, 소창영(㈜현대케피코)
6월 28일 (목) 13:00~14:30

융합ICT - 컴퓨터

루비룸
좌장 박수현(국민대학교)

01. Software Defined Networking에 대한 DDoS 위협 ▶CFP-074
▶▶미셍가 뭄펠라 조엘,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02. 라떼 아트 프린터의 커피잔 높이 제어 시스템 ▶CFP-051
▶▶이승연, 이재성(한국교통대학교)
03. gRPC 프로토콜 기반 딥러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CFP-049
▶▶서현태, 고상기, 정혜동, 조충상(전자부품연구원)
04. 텍스트 기반의 음성합성 알고리즘 구현 ▶CFP-003
▶▶김정아, 황기현(동서대학교)
05. 다크웹 통신에 대한 분석 및 비익명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CFP-333
▶▶박재현, 최성호, 정용철, 김혜정(경일대학교)
06. Youtube와 Emotion API를 이용한 음성 기반 감정 인식 AI 시스템 ▶CFP-235
▶▶김수연, 김은영(아주대학교)
07. 특허 회피설계를 위한 챗봇 엔진 및 알고리즘 연구 ▶CFP-195
▶▶서성현, 김승천, 노광현(한성대학교)
6월 28일 (목) 13:00~14:30

반도체 1 - 반도체

제이드룸
좌장 정윤호(항공대학교)

01. 방열 물질 구조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력증폭기 발열 개선 ▶CFP-244
▶▶남효성, 김정현(한양대학교)
02. 히스테리시스 제어 벅 컨버터의 빠른 스타트업 및 낮은 인러쉬 전류를 위한 소프트 스타트 회로 ▶CFP-233
▶▶김채원, 박시홍(단국대학교)
03. 무선 센서 인터페이스를 위한 저 전력 Time-to-Digital Converter 설계 ▶CFP-121
▶▶김남규, 권익진(아주대학교)
04. Split구조기반 자가보정 파이프라인 ADC ▶CFP-417
▶▶안태근, 김병호(한양대학교)
05. Low Power Application 용 PWM / PSM Dual-Mode 동작을 갖는 고효율 DC-DC Buck Converter 설계 ▶CFP-408
▶▶박상혁, 박영준, 이강윤(성균관대학교)
06. 동기식 스위치 제어 회로가 포함된 Synchronous Electric Charge Extraction Energy Harvester 설계 ▶CFP-407
▶▶석인철, 심혜령(국립 경상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이경호, 김종현(한국전기연구원), 한석붕(국립 경상대학교)

48 |

2018 IEIE SUMMER CONFERENCE

07. PPG 센서 수신기용 Switched Capacitor를 활용한 Transimpedance Amplifier 회로 ▶CFP-367
▶▶강상진(성균관대학교), 김솔지(전자부품연구원), 김선국(성균관대학교), 이성호(전자부품연구원)
6월 28일 (목) 14:40~16:10

루비룸

산업전자 - 산업전자

좌장 조도현(인하공업대학)

01. 공기청정기 소음의 음향 특성 측정을 통한 환경 민감도 분석 ▶CFP-267
▶▶김현갑(전자부품연구원), 김규식(서울시립대학교), 장달원, 이종설, 장세진(전자부품연구원)
02. 마이크로 도플러 신호 기반의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 구현 ▶CFP-402
▶▶김나래, 이성주(세종대학교)
03. 산업용 X-ray Computed Tomograph 를 위한 volume 데이터 특징 추출기법 ▶CFP-299
▶▶최형석, 이정민, 양윤기(수원대학교)
04.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랙(로봇) 구현에 관한 연구 ▶CFP-072
▶▶이한식, 김동연, 선우주, 박장환(국립한경대학교)
05. 페루우프 엔진제어 전산모사기 연구 ▶CFP-010
▶▶강창수(유한대학교)
06. 방전 전류를 고려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배터리 잔존 용량 예측 ▶CFP-374
▶▶이선우(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우덕균, 마평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월 28일 (목) 13:00~14:30

신호처리 2 - 신호처리

제이드룸
좌장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01. 게임 엔진과 Frangi filter를 이용한 3차원 금석문 검출 ▶CFP-184
▶▶허의주,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02. 전력이 제한된 TFT LCD 장치의 화질향상을 위한 다중 주파수대역 처리기반 영상처리 ▶CFP-082
▶▶최동윤, 최준호, 송병철(인하대학교)
03. Laplacian of Gaussian 스케일 스페이스를 이용한 잡음에 강인한 라인의 중심축 검출 ▶CFP-038
▶▶임재욱(한화시스템)
04. Random Forest 기반 다중 객체 검출 및 스테레오 매칭 기법을 이용한 시설물 결함 검측 시스템 ▶CFP-498
▶▶장진범, 김희광, 신민우, 추연승, 백준기(중앙대학교)
05. 준지도학습 기법을 사용한 의미론적 영상 분할 ▶CFP-481
▶▶최재훈, 김승현, 김창익(한국과학기술원)
06. 얼굴 인증 및 시선 추적 기술을 응용한 온라인 강의 모니터링 시스템 ▶CFP-424
▶▶박충호, 박노진, 노성혁, 곽노윤(백석대학교)
07. 시야각 변화 및 손상된 QR 코드 보정 기능을 갖춘 식별자 및 정렬자 검지 기반 QR 코드 인식 소프트웨어 구현
▶CFP-216
▶▶박동렬(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제독, 김기범, 안승영(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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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목) 14:40~16:10

통신 - 통신

사파이어룸
좌장 최천원(단국대학교)

01. IEEE802.22 WRAN에 대한 향상된 QoS 구조 제안 ▶CFP-458
▶▶조동훈, 안준태, 박진규(LIG넥스원)
02. 다중 사용자 MIMO 시스템을 위한 저 복잡도 무선 충전 정보 전송 기법 ▶CFP-316
▶▶김선영(한국항공대학교), 정진곤(중앙대학교), 최지훈(한국항공대학교)
03.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한 VNF 트래픽 예측 ▶CFP-170
▶▶원중섭, 김승욱(서강대학교)
04. 차량 간 통신용 수평빔 안테나 ▶CFP-042
▶▶서기원, 노승엽, 유태환(㈜지에쓰씨)
05. 전이중 무선 전력 통신 네트워크에서 보강 간섭을 이용한 빔포밍 벡터 설계 ▶CFP-008(최우수)
▶▶임채훈, 정상원, 이충용(연세대학교)
06. 공간 변조 기법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선 정보 및 에너지 동시 전송 기법 ▶CFP-009(최우수)
▶▶엄차현, 권구형, 이충용(연세대학교)
07. 함수 블룸필터와 해싱 기반 데이터 구조의 성능 분석 및 비교 ▶CFP-002(최우수)
▶▶변하영, 임혜숙(이화여자대학교)
6월 28일 (목) 16:10~17:40

SOC - 반도체

루비룸
좌장 인치호(세명대학교)

01. UEP CODE의 오버헤드를 줄인 메모리 제어 신호 그룹화 ▶CFP-514
▶▶김주호, 강소연, 양준성(성균관대학교)
02. 무인기를 위한 FMCW 레이다 신호처리 프로세서 설계 및 구현 ▶CFP-326
▶▶정용철, 진소라, 이승혁, 정윤호(한국항공대학교)
03. SoC 인터페이스의 광확장 IP 구현 ▶CFP-284
▶▶최용석, 최완(한국전자통신연구원)
04. ReRAM 기반의 부동소수점 행렬 곱셈 가속기를 활용한 성능 향상 연구 ▶CFP-040
▶▶김정엽, 노원우(연세대학교)
05. 다양한 경량 암호 알고리즘들의 하드웨어 구현 및 성능 비교 ▶CFP-010(최우수)
▶▶이희열, 김동규(한양대학교)
06. SEED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 방안 ▶CFP-011(최우수)
▶▶이성하, 김동규(한양대학교)
07. 이중 비트 복호 및 중첩된 스케쥴링 기법에 기반한 고성능 준병렬 극 복호기 ▶CFP-005(최우수)
▶▶황승준, 박현진, 김태환(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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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목) 16:10~17:40

제어시스템 - 시스템 및 제어

제이드룸
좌장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01. GaN Cascode FET with On-Current of 38 A and Blocking Voltage of 450 V ▶CFP-047
▶▶Woojin Chang, Jae Kyoung Mun, Sungbum Bae, Hyungseok Lee, Jinsik Kim, and Jong-Won
Lim(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02. PCB 컨포멀 코팅 두께 측정 ▶CFP-303
▶▶이준재, 윤형조(계명대학교)
03. 항법전 대응을 위한 다중전파측위융복합 시스템 M&S 소프트웨어의 항법환경생성 모듈 설계 ▶CFP-242
▶▶김혜원, 이준학(충남대학교), 유원재(한국항공대학교), 오상헌(㈜넵코어스), 이형근(한국항공대학교),
소형민(국방과학연구소), 황동환(충남대학교)
04. 후판 공정의 슬라브 Multi-Rolling에 관한 연구 ▶CFP-215
▶▶박유진, 이덕만(포스코)
05. 특수 환경에서의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 ▶CFP-223
▶▶강호선, 안종우, 이장명(부산대학교)
06. 인간-로봇 협업을 위한 물리적 상호작용 확률 모델링 기술의 활용 및 평가 ▶CFP-119
▶▶이제희, 이상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07. 와류를 이용한 압전 에너지 수확 회로의 전력 분석 ▶CFP-259
▶▶박건민, 이종현(제주대학교), 조치영(국방과학연구소)
6월 28일 (목) 16:10~17:40

컴퓨팅시스템 - 컴퓨터

사파이어룸
좌장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01.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율과 네트워크 라이프타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버스트 에너지 관리
프로토콜 ▶CFP-310
▶▶토안 반 응우 엔, 안병구(홍익대학교)
02. SDN과 OpenWRT를 활용한 스마트 홈 구현 ▶CFP-202
▶▶마성훈, 진현두, 김동학, 김병서(홍익대학교)
03.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Crossbar Array Architecture의 읽기 기준 전압과 Array 사이즈에 따른 누설전류 및
소비전력 분석 ▶CFP-372
▶▶강주연, 한태희(성균관대학교)
04. 이종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CFP-306
▶▶문윤정, 이호균, 주영표(SK hynix)
05. 스토리지 기반 키-밸류 스토어를 이용한 대용량 DRAM/NVM 이종 메인 메모리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CFP-415
▶▶강철호, 오덕재, 이어진, 안정호(서울대학교)
06. DRAM의 다양한 구성에 따른 성능 측정 및 분석 ▶CFP-228
▶▶이훈재, 한미선, 김선욱(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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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NVMe SSD 와 DRAM SSD를 혼합한 소프트웨어 RAID 설계 ▶CFP-279
▶▶최승호, 권세훈, 노재춘(세종대학교)
6월 29일 (금) 09:00~10:30

반도체 2 - 반도체

펄룸
좌장 정재용(인천대학교)

01. SiC MOSFET용 스위치드 커패시터를 이용한 음전압 게이트 구동 회로 연구 ▶CFP-255
▶▶한예지, 김종현, 김기현(한국전기연구원), 송한정(인제대학교)
02. 캐패시터 기반의 고정밀 옵셋조절이 가능한 SAR ADC ▶CFP-111
▶▶전영득, 조민형, 이주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03. 승압기 제거형 저전압 초음파 센서 반도체 개발 ▶CFP-059
▶▶김영균, 방성훈, 김현, 김윤지, 이예진, 이희현, 우재혁(현대오트론)
04. InP/InGaP 양자점의 크기에 따른 제1형에서 제2형으로의 밴드 정렬 변화 ▶CFP-229
▶▶정현아, 황진영(한국항공대학교)
05. 광범위의 부하 및 출력 레귤레이션을 위한 온칩 에너지 재활용 전압 컨버터 ▶CFP-365
▶▶Syed Asmat Ali Shah, Saad Arslan, HyungWon K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06. 신경 감지 응용을 위한 CMOS 기반 적응 임계 값 I & F 신경 회로 설계 ▶CFP-249
▶▶아시스, 산딥, 강저르그, 알라딘, 송한정(인제대학교)
07. PCI-Express Gen4.0 시스템의 전기 파라미터 측정 ▶CFP-006(최우수)
▶▶조정훈, 윤종윤, 최수일, 박정윤, 정성환((사)엑시콘산학공동연구소)
6월 29일 (금) 09:00~10:30

의료시스템 - 시스템 및 제어

제이드룸
좌장 남기창(동국대학교)

01.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한 저전력 무선 웨어러블 센서 ▶CFP-324
▶▶윤인열, 정진표, 정윤영(포항공과대학교)
02. 진단명 자동 레이블링을 위한 딥러닝기반 판독기록문으로부터 최종 진단명 추출 ▶CFP-268
▶▶안경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영걸, 김세근, 심학준, 장혁재(연세대학교)
03. 방사선 투시영상과 두 개의 평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도구 삽입 위치/자세 유도 레이저 시스템의 최적 설치
위치에 관한 검토 ▶CFP-260
▶▶정상현(경북대학교), 유지훈(위캔솔루션), 이현우, 박철우, 박영균, 박일형(경북대학교)
04. Botox injection을 위한 증강현실 ▶CFP-163
▶▶김효준, 정상희, 서지현, 박인석, 문성용(조선대학교)
05. 열 확산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용 마이크로파 심부 온열 치료기 ▶CFP-006
▶▶전순익, 김장렬, 이광재, 김보라, 손성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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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X-ray 영상에서 객체 기반의 ROI 검출 방법 ▶CFP-109
▶▶허환, 황영배(전자부품연구원)
6월 29일 (금) 10:40~11:30

펄룸

반도체소자 및 재료 - 반도체

좌장 정윤호(항공대학교)

01. 터널링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온도에 따른 노이즈 메커니즘 분석 ▶CFP-412
▶▶김소영, 송형섭, 권성규, 이희덕(충남대학교)
02. Body Contact HR PD-SOI MOSFET의 RF Kink 효과 모델링 ▶CFP-390
▶▶이창조, 이성현(한국외국어대학교)
03. 정교화된 베케-존슨 교환 포텐셜 모델 기반의 제일원리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장력이 가해진 Si1-xGex의 물성
분석 ▶CFP-331
▶▶이해창, 조용범, 정영훈, 조성재(가천대학교)
04. 시뮬레이션을 통한 게이트-소스/드레인 간 Overlap 길이에 따른 GAA FET의 Extension 저항 추출 및 분석
▶CFP-145
▶▶김시현, 김수현, 고형우(서울대학교), 김상완(아주대학교), 박병국(서울대학교)
6월 29일 (금) 10:40~11:30

루비룸

신호처리 3 - 신호처리

좌장 김창익(한국과학기술원)

01. YOLO를 이용한 지능형 종합 주차관제 시스템 ▶CFP-156
▶▶최홍서, 임송원, 조성만, 강예진, 김민주, 이정민, 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 히스토그램 평활화 전처리 기반 단순 선형 반복적 군집화를 이용한 슈퍼픽셀 영상 분할 ▶CFP-058
▶▶백지연, 임창훈(건국대학교)
03. DNN기반의 음향 이벤트 검출 알고리듬의 성능 분석 ▶CFP-505
▶▶변준, 김범준, 전신혁, 문현기, 박영철(연세대학교), 박성욱(강릉원주대학교)
04. 바이노럴 렌더링에 적합한 향상된 진폭 기반 패닝 기법 ▶CFP-504
▶▶문현기(연세대학교), 전상배, 정현주(가우디오디오랩), 박영철(연세대학교)
05. Position Estimation based on Grid Location Method for ToF Sensor ▶CFP-063
▶▶판티란, 송재종(전자부품연구원)
6월 29일 (금) 10:40~11:30

국방IT - 시스템 및 제어

제이드룸
좌장 김수찬(한경대학교)

01. 교전시뮬레이션을 위한 레이다 기본체계모델(Base System Model) 검증방법 연구 ▶CFP-181
▶▶김도형, 이예림(국방과학연구소), 임재원, 고일석(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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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급격한 LWC 변화에 따른 로터블레이드의 착빙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빙로직 민감도 개선 ▶CFP-139
▶▶김유경(국방과학연구소), 김병규(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03.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효율적인 해양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 ▶CFP-126
▶▶정승모, 김주용(한화시스템)
01. MOP와 MOE를 활용한 전자전 전투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CFP-007(최우수)
▶▶신대한, 권오진(세종대학교),김용현, 김동화(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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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순서(포스터)
6월 27일 (수) 13:00~14:20

포이어 6층 로비

포스터 세션 1 컴퓨터(Computer)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조명 변화에 강인한 농작물 병해충 영상 분류 알고리즘 ▶CFP-055
▶▶김미선, 우현준, 한동일(세종대학교)
02.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화 신경망 구조 탐색 ▶CFP-056
▶▶김미선, 문재영, 한동일(세종대학교)
03. 딥 러닝을 이용한 명함 인식 시스템 ▶CFP-069
▶▶석정한, 윤준서, 박창우, 김동호(동국대학교)
04. 딥러닝을 이용한 박물관 전시품 인식 어플리케이션 개발 ▶CFP-070
▶▶조은지, 임정수(한국교통대학교)
05. 화자검증기반 도서관 열람실 자리예약 시스템 ▶CFP-096
▶▶남혁준, 임정수(한국교통대학교)
06. DenseNet 구조를 이용한 병해충 진단 및 검색 시스템 분류 알고리즘 개발 ▶CFP-123
▶▶우현준, 김미선, 한동일(세종대학교)
07. 대화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층의 Differentiable Neural Computer ▶CFP-133
▶▶우동원, 이민호(경북대학교)
08. 실시간 객체 검출 및 데이터셋 구조화를 이용한 딥러닝 객체 인식 알고리즘 ▶CFP-150
▶▶박준태, 류아침, 한규필(금오공과대학교)
09. Regressor Network를 이용한 고문서 한자 위치 인식 성능 개선 ▶CFP-197
▶▶김민성, 정유진, 최현철(영남대학교)
10. 엣지에 민감한 합성곱 신경망를 이용한 뇌 네트워크 분해 기법 ▶CFP-240
▶▶이필섭, 최명원, 김대겸, 김지현, 한철(고려대학교)
11.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의 필터 크기에 대한 화질 비교 ▶CFP-247
▶▶안현겸, 정병진, 임창훈(건국대학교)
12. CNN 기반 전방 Road-view의 직관적 상황인지 가능한 학습 모델 및 성능평가 ▶CFP-305
▶▶장수현, 신대교, 박부식, 최종찬(전자부품연구원)
13. 머신러닝 기반 얼굴사진 판별시스템 ▶CFP-309
▶▶이재진, 이나영, 심규성, 안병구(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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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fine-grained refresh scheme for a DRAM power reduction in deep learning applications ▶CFP-346
▶▶Duy Thanh Nguyen, Seungwan Baek, Hyu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15. CNN을 이용한 고해상도 세포사진 분류 알고리즘 ▶CFP-356
▶▶서영민, 한종기(세종대학교)
16. 3D U-Net을 이용한 비등방성(non-isotropic) 의료 영상의 등방성(isotropic) 의료 영상으로의 변환기법 연구
▶CFP-392
▶▶김대겸, 최명원, 김지현, 한철(고려대학교)
17. 서브 모듈러 함수와 액티브러닝 결합을 통한 대표 이미지 추출 ▶CFP-394
▶▶이재원, 유창동(한국과학기술원)
18. QYOLO: A hardware design of quantized neural networks for low cost object detection ▶CFP-397
▶▶Tuan Nghia Nguyen, Duy Thanh Nguyen, Hyu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19. FCN과 Spatial attention을 이용한 Semantic Segmentation ▶CFP-403
▶▶배강민, 유창동(한국과학기술원)
20. 로봇 고장 예지를 위한 시계열 데이터 기반 딥러닝 시스템 ▶CFP-404
▶▶김바롬, 이영현, 노한얼, 김동주, 김경준(포항공과대학교)
21. LSTM 순환신경망 모델 기반 로봇팔 동력전달부 이상탐지 ▶CFP-406
▶▶이영현, 김바롬, 노한얼, 김동주, 김경준(포항공과대학교)
22. Spike-Timing Dependent Plasticity 학습을 위한 활동 전위 생성 회로 ▶CFP-445
▶▶홍경호, 김태형, 박경철, 황성민, 박병국(서울대학교)
23. 심층신경망 기반 역강화학습 알고리즘 분석 및 사전학습 방법 제안 ▶CFP-449
▶▶김정훈, 서승우(서울대학교)
24. 다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DCNN 기반의 미국 전역 PM2.5 농도 추정 ▶CFP-452
▶▶박용비, 문태섭(성균관대학교)
25. 곱셈노이즈 제거를 위한 뉴럴 이미지 디노이징 알고리즘의 정규화 ▶CFP-465
▶▶주성환, 문태섭(성균관대학교)
26. DNN 추론 가속 하드웨어 최적화를 위한 양자화 기법 ▶CFP-524
▶▶윤성재, 조한진, 김원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 비주얼 서보잉 물체 조립을 위한 대상 물체 외곽 성분 검출 방법 ▶CFP-075
▶▶조재민, 김계경(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통신(Communication)

01. 피아식별기용 저 위상잡음 주파수 합성기에 관한 연구 ▶CFP-005
▶▶김태영, 최성욱, 예승만(한화시스템)
02. 다중 편파 다이버시티를 가지는 재구성 안테나 ▶CFP-013
▶▶이추우, 탄후이훙, 박현창(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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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3. 기계학습 기반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 자동 분석 시스템 ▶CFP-020
▶▶김병익, 김낙현, 이슬기, 조혜선, 박준형(한국인터넷진흥원)
04. 60 GHz 대역 렌즈 안테나 성능에 대한 연구 ▶CFP-048
▶▶최세환, 김진섭(전자부품연구원)
05. NFC 및 OTP를 이용한 다중 인증 출입통제 시스템 ▶CFP-131
▶▶이정훈, 박준혁, 이훈희, 이기영(인천대학교)
06. 인간의 진보된 수중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통신 체계 연구 ▶CFP-134
▶▶염선호, 남궁정일, 신수영, 박수현(국민대학교)
07. IoT 네트워크에서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MU-MIMO 중계 기법 연구 ▶CFP-135
▶▶김원창, 노재현, 이원석, 송형규(세종대학교)
08. 이종 네트워크에서 셀간 간섭완화를 위해 프리코딩 기법을 적용한 협력 통신 기법 ▶CFP-136
▶▶백민재, 하창빈, 최승진, 송형규(세종대학교)
09. IoT 플랫폼을 이용한 Ad-hoc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모니터링 기법 연구 ▶CFP-138
▶▶이원석, 노재현, 김원창, 송형규(세종대학교)
10.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의 효율적 사용자 다중화를 위한 NOMA 기법 연구 ▶CFP-142
▶▶김지환, 송충석, 이운상, 차재상(Seoul National Univ.of Science and Technology), 송형규(세종대학교)
11. 디지털 사이니지 MIMO-OFDM 시스템에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적응형 DFSD 기법 ▶CFP-147
▶▶심성준, 나유진, 강태훈(세종대학교), 차재상(Seoul National Univ.of Science and Technology),
송형규(세종대학교)
12.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검출 복잡도 개선을 위한 신호 검출 기법 ▶CFP-157
▶▶최승진, 하창빈, 백민재, 송형규(세종대학교)
13.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송수신 기법 연구 ▶CFP-160
▶▶하종규, 김지환, 황현선(세종대학교), 차재상(Seoul National Univ.of Science and Technology),
송형규(세종대학교)
14. Mininet-WiFi를 활용한 Software Defined Wireless Networking 성능 평가 ▶CFP-218
▶▶진현두, 김동학, 마성훈, 김병서(홍익대학교)
15. LTCC 공정을 활용한 2.5 GHz ~ 6.5 GHz 광대역 고출력 하이브리드 전력증폭기 설계 ▶CFP-253
▶▶황성운, 김정현(한양대학교)
16. GaN HEMT를 이용한 L-S 대역 120 W 고출력 전력 증폭기 설계 ▶CFP-263
▶▶김태완, 김정현(한양대학교)
17. 중계기와 협력 재머가 있는 비-직교 다중접속 시스템에서의 보안통신 ▶CFP-266
▶▶김창현, 이재홍(서울대학교)
18. Cholesky 분해를 사용한 코히어런트 해상 클러터 생성 ▶CFP-280
▶▶최상현, 송지민(광운대학교), 김종만, 홍성원(국방과학연구소), 김도명, 양훈기(광운대학교)
19. 계단 첩 파형(Stepped Chirp Waveform)을 이용한 레이더에서의 해상클러터 억제 방안 연구 ▶CFP-281
▶▶송지민, 최상현(광운대학교), 김종만, 홍성원(국방과학연구소), 김도명, 양훈기(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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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TRI-TR(Trusted Reality)과 5G간의 초연결통신 요구사항 연구 ▶CFP-287
▶▶이준경, 송기봉, 허재두, 송호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무선 수동형 센서 망에서 센서 노드에게 동일한 성공 기회를 제공하는 MAC 방식 ▶CFP-288
▶▶서희원, 하준, 박진경, 최천원(단국대학교)
22. 광대역 데이터링크의 군 지연 왜곡 현상 및 보상 ▶CFP-291
▶▶김재신, 류영재(국방과학연구소), 정의림(한밭대학교)
23. 안테나별 송신 전력 제약 하에서 MIMO 시스템을 위한 유사 최적 사전부호화기 설계 ▶CFP-317
▶▶김훈창, 최지훈(한국항공대학교)
24. Link-16 전술데이터링크의 전송률 향상 기법에 관한 분석 ▶CFP-322
▶▶이상구, 손웅, 정방철(충남대학교)
25. 조이스틱을 이용한 안전한 PIN 입력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CFP-439
▶▶한경현, 황성운(홍익대학교)
26. 360° VR 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영상 슬라이스 사전 제거 전송 방법 ▶CFP-455
▶▶강영은, 구영모, 박지상, 정영호(한국항공대학교)
27. 디지털 지형 정보를 활용한 무인기 제어용 통신용 지상무선국 위치 선정 방안 연구 ▶CFP-456
▶▶손기범, 정영호(한국항공대학교)
28. 다중 타겟 인식 모의 실험의 통계적 접근 ▶CFP-457
▶▶손윤식, 허서원(홍익대학교)
29. C-ITS를 위한 보안 성능 분석 ▶CFP-473
▶▶진성근, 정한균, 윤상훈, 장수현(전자부품연구원)
30.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색차신호 적응형 다중변환기술의 성능비교 ▶CFP-475
▶▶박지윤, 전병우(성균관대학교)
31. HEVC를 위한 적응형 Dead-zone 양자화 ▶CFP-476
▶▶Motong Xu, Thuong Nguyen Canh, 전병우(성균관대학교)
32. 군용 위성 랜덤 액세스 다중경로 채널 성능향상을 위한 부하제어기법 ▶CFP-502
▶▶이원균, 서순호, 정종문(연세대학교)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ISCC-ASIA 리뷰 - 컴퓨터(Computer)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A Predictive Initialization of Hidden State Parameters in a Hidden Markov Model for Hand Gesture
Recognition ▶CFP-026
▶▶Hyokeu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02. An Effici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Classification of Screen-rendered Text Images ▶CFP-025
▶▶Yin Xiaopeng(Seoul National University)

58 |

2018 IEIE SUMMER CONFERENCE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ISCC-ASIA 리뷰 - 반도체(Semiconductor)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Architecture Exploration Method for CNN HW Acceleration using SoC Virtual Platform ▶CFP-024
▶▶윤성재(ETRI)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ISCC-ASIA 리뷰 - 통신(Communication)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A Design of low Cross Regulation DPWM Single Inductor Multiple Outputs DC-DC Converter ▶CFP-017
▶▶Zaffar Hayat Nawaz Khan(Sungkyunkwan University)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ISCC-ASIA 리뷰 - 시스템 및 제어(System and Contro)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Design of small area and Low power Decimation filter for SD ADC with Configurable Decimation Ratio
▶CFP-015
▶▶Nabeel Ahmad(SungkyunKwan University)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ISCC-ASIA 리뷰 - New Emerging Area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Maximum Likelihood Cell-Type Classification using Gene-Expression Data ▶CFP-014
▶▶강동묵(단국대학교)
6월 27일 (수) 13:00~14:20

포스터 세션 1 ISCC-ASIA 리뷰 - 반도체(Semiconductor)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윤석현(단국대학교)

01. Design of a low power CMOS RMS RF power detector with wide range ▶CFP-011
▶▶HUANG KUN(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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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수) 14:30~16:00

포스터 세션 2 컴퓨터(Computer)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황성운(홍익대학교)

01. 휴대폰 분실방지기 송수신기 펌웨어 및 HW 모듈 개발 ▶CFP-002
▶▶황기현, 김용우(동서대학교)
02.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한 작업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 ▶CFP-009
▶▶이좌형, 박정호, 장병태(한국전자통신연구원)
03. 영상 기계학습을 위한 Ground Truth 메타데이터 구조 ▶CFP-015
▶▶추유식, 양창모(전자부품연구원)
04. 오픈소스 스크립트 언어 엔젤스크립트를 이용한 개발/유지보수간 효율적인 시험엔진 구현 ▶CFP-018
▶▶김지성(한화시스템)
05. 섬유기반 센서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피트니스 자세교정 서비스를 위한 i-Fitness 플랫폼 구현 ▶CFP-044
▶▶오예지, 송재종(전자부품연구원)
06. 함정 컴퓨팅체계를 위한 시스템 자원 관리 방안 연구 ▶CFP-050
▶▶이종현, 김현실, 조태현, 이인수(경북대학교)
07. IoT 기반 스마트캐비닛용 게이트웨이 개발 ▶CFP-067
▶▶권오훈, 정민우, 이상훈, 이주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08.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를 위한 해상풍력 PHM 시스템 ▶CFP-127
▶▶박세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자영(㈜이지티 대표이사), 홍유식(상지대학교), 김종윤(경동대학교)
09. 스마트블록을 활용한 인지재활 콘텐츠 개발 ▶CFP-128
▶▶임태윤, 안재용, 김유식, 김재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규빈, 고건혁, 남성진, 김준교(서울고등학교),
우덕하, 이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 야외 환경 변화에 따른 증강현실 가상 콘텐츠 렌더링 스타일 연구 ▶CFP-140
▶▶김주영, 서상현(성결대학교), 정성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한 영상 인식 기반 위치 인식 시스템 ▶CFP-143
▶▶백다빈, 이성진, 최상연, 이상준, 황성수(한동대학교)
12. 2D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간단한 360도 스캐닝 방법 ▶CFP-146
▶▶김희용, 박성곤, 유승연, 딩전이, 이준석, 김응수, 박순용(경북대학교)
13. 고해상도 어안렌즈 영상에서 움직임 기반 표준 화각의 ROI 검출 기법 ▶CFP-149
▶▶류아침, 박준태, 한규필(금오공과대학교)
14.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형 고속 스트림 처리 기술 설계 ▶CFP-158
▶▶김시원, 손재기, 안재훈(전자부품연구원)
15. 분산형 고속 스트림 처리를 위한 Bulk Insert 기술 설계 ▶CFP-162
▶▶최영윤, 손재기, 안재훈(전자부품연구원)
16.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최적화 모델 연구 ▶CFP-174
▶▶김승학, 윤창민, 김대유, 정기현(경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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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oF 기반 Depth 카메라 활용에 대한 기술 동향 ▶CFP-200
▶▶전상규, 송재종(전자부품연구원)
18. CCN-Lite 플랫폼을 활용한 ICN 테스트베드 구현 ▶CFP-201
▶▶김동학(홍익대학교), 이승진(심네트), 마성훈, 진현두, 김병서(홍익대학교)
19. 종이물체를 이용한 원형 발 스캐너의 상부와 하부 3차원 형상 정합 방법 ▶CFP-225
▶▶이주환, 박순용(경북대학교)
20. 다중 마커와 코너점 추적을 활용한 마커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 ▶CFP-237
▶▶박동우, 문지원, 정현석, 김영헌, 황성수(한동대학교)
21. 대학생의 주거 생활과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융합 홈 쉐어링 서비스 ▶CFP-241
▶▶손예은, 이아현, 이윤성, 전인운, 장진욱(건국대학교)
22. 사용자 체중 이동 데이터 측정을 통한 골프 스윙 자세 교정 시스템 개발 ▶CFP-243
▶▶윤지수, 김유민, 한예림, 손예은(건국대학교), 최승혁(㈜인프로), 장진욱(건국대학교)
23.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경로 안내 서비스 개발 ▶CFP-245
▶▶심다슬, 양자영, 장진욱(건국대학교)
24.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IoT 방범 서비스 구현 ▶CFP-248
▶▶김일식, 이정현, 남원홍(건국대학교)
25. 시니어를 위한 복지관 애플리케이션 얼굴인식 로그인 솔루션 구현 ▶CFP-254
▶▶오지연, 정유진, 서동인, 장진욱(건국대학교)
26.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 광고 서비스 연구 ▶CFP-275
▶▶양재영, 김현욱, 양진욱, 최민수, 이준석, 윤상필, 김용화, 박우출, 조은경(전자부품연구원)
27.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실시간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CFP-276
▶▶양재영, 김현욱, 양진욱, 최민수, 이준석, 윤상필, 김용화, 박우출, 조은경(전자부품연구원)
28. 감정목적물의 개발자관점 분석 방안 ▶CFP-278
▶▶이규대, 기장근, 권기영(공주대학교), 남상엽(국제대학교), 김도현(제주대학교)
29. 증강현실 기술 동향 및 적용분야에 관한 연구 ▶CFP-292
▶▶임황용, 김승천, 노광현(한성대학교)
30.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경도인지장애 선별검사 연구 ▶CFP-294
▶▶윤승배, 김승천, 노광현(한성대학교)
31. 딥러닝 기반의 최신 텍스처 유지를 위한 텍스처 갱신 시스템 설계 ▶CFP-295
▶▶김태훈, 장한솔, 유성환(아이씨티웨이㈜)
32.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규칙기반 공간정보 추론엔진 설계에 관한 연구 ▶CFP-297
▶▶김상수, 고준희(아이씨티웨이㈜)
33. 미래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메쉬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CFP-308
▶▶오혁천, 심규성, 안병구(홍익대학교)
34. 사용자 요구기반 태양광발전 구조물 안전진단 알고리즘 ▶CFP-311
▶▶김기훈, 최일원, 박수빈, 이재진, 심규성, 안병구(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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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istribution of LiDAR sampling budget within an ROI using semantic information ▶CFP-315
▶▶Thai K. Nguyen, Xuan Truong Nguyen, Hyu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36. 브이월드 3D 건물 텍스처 자동 갱신에 관한 연구 ▶CFP-318
▶▶박진호, 손세일, 장경수(아이씨티웨이)
37. 돌발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차량 번호판 마스킹 방법 ▶CFP-329
▶▶김도훈, 이재성(한국교통대학교)
38. 2D 바코드의 분진 또는 분무 오염 극복 방법 ▶CFP-335
▶▶하은재, 이재성(한국교통대학교)
39. 음성 및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 보조 사물탐지 시스템 ▶CFP-336
▶▶이상현, 변준영, 김성흠, 이호창, 박광동, 강문식(강릉원주대학교)
40. 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전을 위한 환경 분석과 최적화 방안 연구 ▶CFP-360
▶▶김종율, 노광현, 김승천(한성대학교)
41. 컬러 이미지와 이중 이미지 기법을 이용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 ▶CFP-362
▶▶김평한(경북대학교), 윤은준(경일대학교), 유관우, 유기영(경북대학교)
42. Proactive Secret Sharing for Mobile Ad-hoc Networks ▶CFP-375
▶▶Rosemary Koikara(경북대학교), Anand Pau(경북대학교)l, 윤은준(경일대학교), 유기영(경북대학교)
43. Anti-3D Weapon Model Detection for Safe 3D Printing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D2
Shape Distribution ▶CFP-400
▶▶Ngoc-Giao Pham, Jin-Hyeok Park, Oh-Heum Kwon, Ha-Joo Song(Pukyonng National University),
Chee-Yong Kim(Dongeui University), Suk-Hwan Lee(Tongmyong University), Ki-Ryong Kwon(Pukyonng
National University)

44. AC LED 내장형 CCTV 스마트보안등 설계 ▶CFP-401
▶▶김홍균, 김화자(엘엠에이치코리아)
45. IoT플랫폼 기반 제조생산설비 모니터링 ▶CFP-405
▶▶노한얼, 김경준, 김동주, 김바롬, 이영현(포항공과대학교)
46. 의료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의료데이터 관리 및 의료데이터 전송 보안에 대한 연구 ▶CFP-416
▶▶이민재, 황인정, 오도훈(명지병원)
47. MOST150 기반 리눅스 VoD 스트리밍 서버의 성능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 ▶CFP-433
▶▶이재규, 박덕근, 이상엽(전자부품연구원)
48. GPU+HBM 컴퓨팅 플랫폼에서의 Last-Level Cache 유무에 따른 성능 분석 ▶CFP-436
▶▶백윤아, 전재영(고려대학교), 장기준, 최원하, 고한석(SK하이닉스㈜), 김선욱(고려대학교)
49.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CFP-459
▶▶이태우, 정진형, 강정훈, 최효섭, 고재진(전자부품연구원)
50. 차량 OBD 데이터 기반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 정확도 변화 관찰 ▶CFP-461
▶▶김승일, 최효섭, 강정훈, 고재진(전자부품연구원)
51. 배터리 교환식 전기이륜차 및 IoT 지원 시스템 연구 ▶CFP-485
▶▶노광현, 김상현, 주승돈, 이재상(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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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GPU Register File의 Bank Conflict 분석 ▶CFP-510
▶▶김창현, 김선욱(고려대학교)
53. 잔류 열 생성시 사용자 특성에 따른 열화상 열상 비교 및 분석 ▶CFP-518
▶▶이강훈, 이연경, 박종일(한양대학교)
54. 인지로봇의 3D 공간 온톨로지를 이용한 물체 처리 ▶CFP-521
▶▶고현범, 안현식(동명대학교)
55. 물체의 인지적 표현을 위한 공간 온톨로지 모델 ▶CFP-522
▶▶고현범, 안현식(동명대학교)
6월 27일 (수) 16:00~17:30

포이어 6층 로비

포스터 세션 3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

좌장 권 순(DGIST)

01. 3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통한 축구 객체 모션 인식 기법 ▶CFP-004
▶▶이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윤형(한국과학기술원), 남도원, 유원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02. 저감을 방법을 이용한 번호판 및 문자인식 시스템 ▶CFP-012
▶▶엘뎅토야, 카브야, 장영민, 조상복(울산대학교)
03. 측후방 카메라의 자동 공차 보정 방법 ▶CFP-014
▶▶이중현, 유영준, 고택현, 김주현(동국대학교), 강문봉(에스엘 주식회사), 이동욱(동국대학교)
04. 다채널 카메라의 영상 합성을 이용한 구면 파노라마 생성 알고리즘 ▶CFP-025
▶▶김정환, 김선규, 이태민, 임용진, 임준홍(한양대학교)
05. 이미지 회전기반 데이터 증식을 이용한 객체 인식 기술 연구 ▶CFP-031
▶▶김창조, 고상기, 김보은, 정혜동, 조충상(전자부품연구원)
06. 노이즈 저감을 방법을 이용한 번호판 및 문자인식 시스템 ▶CFP-057
▶▶카브야,엘뎅토야, 장영민, 조상복(울산대학교)
07. 실시간 가상시점 표출을 위한 View Synthesis Reference Software(VSRS) 분할 ▶CFP-068
▶▶황동호, 송민기, 양지희, 정주헌, 고유빈, 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08. 에어로졸 환경에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의 관측성능 ▶CFP-080
▶▶조재완, 최영수, 정경민(한국원자력연구원)
09. SED 기술 개발을 위한 음향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CFP-087
▶▶정영호, 서상원, 임우택, 김휘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 투과도 향상 및 Crosstalk 개선을 위한 Retardation 코팅 기반의 Single-cell liquid crystal display에 관한
연구 ▶CFP-091
▶▶김경태((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철희(㈜쌈디)
11. 패치 데이터베이스 기반 고효율 텍스쳐 세밀감 향상 기법 ▶CFP-092
▶▶유석봉, 이훈기, 한미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과수의 숙성단계를 판별하기 위한 칼라특징벡터의 추출 ▶CFP-095
▶▶조완현, 나명환(전남대학교), 김상균, 박순영(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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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채널 실시간 Feedback 능동 소음제어 ▶CFP-101
▶▶무향빈, 임재열(한국기술교육대학교)
14. 전방위 영상에서의 고속화된 지능형 알고리즘 제안 및 구현 ▶CFP-105
▶▶허준학, 전소연, 김청화, 양지희, 송민기, 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 영화 오디오를 이용한 오디오 상황인지 ▶CFP-110
▶▶정찬영, 전정민, 이인성(충북대학교)
16. Hybrid Bilateral Motion Estimation을 이용한 프레임률 증가 기법 ▶CFP-113
▶▶김근태, 고윤호(충남대학교)
17. OCR과 TTS, 영상 처리 모듈을 이용한 시각보조 시스템의 구현 ▶CFP-120
▶▶김예진, 임창훈(건국대학교)
18. Histogram 분할구조와 영상분포 위치 Mapping을 기반으로 하는 적외선 영상 대조비 개선 ▶CFP-132
▶▶이재일(국방과학연구소)
19. 단일 웹캠을 이용한 능동형 행동패턴 분석 ▶CFP-159
▶▶윤명석, 이재현, 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 조인트 희소화 모델을 활용한 입사각 변화에 강건한 압축센싱 분광기 ▶CFP-161
▶▶김철순, 이흥노(광주과학기술원)
21. 앙상블 기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얼굴 표정 인식 ▶CFP-164
▶▶도진경, 배한별, 최재성, 이형민, 이상윤(연세대학교)
22. 앙상블 기반의 비 고정식 카메라 상황 내 동적 객체검출 ▶CFP-165
▶▶김우진, 이준협, 황상원, 이주성, 이상윤(연세대학교)
23. 손모양 인식 기반의 전자식 변속 레버 제어시스템 개발 ▶CFP-173
▶▶김현덕, 이상헌, 안영선, 배원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 딥러닝 기반 실시간 CT 영상에서의 Cone beam artifact 제거 기술 연구 ▶CFP-175
▶▶오준호, 김병준, 백종덕(연세대학교)
25. 게임콘텐츠를 위한 깊이 영상 기반 제스처 인식 방법 ▶CFP-193
▶▶안영선, 이상헌, 김현덕, 배원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
26. 금석문 판독을 위한 3차원 데이터 처리방법 비교 ▶CFP-208
▶▶허의주,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27. 허프 변환을 이용한 후방 카메라의 주행 중 공차 보정 ▶CFP-210
▶▶고택현, 이중현, 유영준, 김주현(동국대학교), 강문봉(에스엘 주식회사), 이동욱(동국대학교)
28. 스핀 이미지를 이용한 석판 음각새김 판별 알고리즘 ▶CFP-239
▶▶박동렬, 김기범, 사재민,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 듀얼카메라를 이용한 저조도 영상 화질 개선 ▶CFP-246
▶▶이승민, 김한결, 강봉순(동아대학교)
30. 기하학관계 분석을 통한 X-ray/CT영상 기반 혈관 조각 병합기법 ▶CFP-257
▶▶한경훈(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전병환, 홍영택(연세대학교), 심학준(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장혁재(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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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방향 연관성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미지 변환 ▶CFP-274
▶▶조대웅, 최진영(서울대학교)
32. 영상 밝기 정규화 기반의 거품 경계 검출 기법 ▶CFP-277
▶▶안재원, 고윤호(충남대학교), 김관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33. 초서 검출을 위한 텍스트 영역 및 라인 분할 ▶CFP-293
▶▶류준환, 김민성, 최현철, 김성호(영남대학교), 이민호(경북대학교)
34. 고효율 영상 부호화 표준을 위한 stationary Camera의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standard (HEVC)
▶CFP-307
▶▶살렘. 아흐메드 다이피, 강현수(충북대학교)
35. Nearly-lossless compressive sampling algorithm for depth data acquisition systems ▶CFP-314
▶▶Xuan Truong Nguyen, Hyu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36. 딥러닝 기반의 얼굴인증 시스템 구현 ▶CFP-321
▶▶김동주, 김경준, 노한얼, 이영현, 김바롬(포항공과대학교)
37. 3D Mesh Sequence를 위한 오픈소스 Draco 기반 Multi-threaded Mesh 디코더 구현 ▶CFP-327
▶▶김유라, 김명균, 김성제, 황영배(전자부품연구원)
38. 시차왜곡에 강인한 Virtual Reality 이미지 합성 기술 ▶CFP-328
▶▶손희정, 한종기(세종대학교)
39. 360 VR 영상 합성을 위한 Blending 기법 ▶CFP-337
▶▶남다윤, 한종기(세종대학교)
40. 심층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바코드의 은닉 데이터 검출 ▶CFP-342
▶▶김수정, 손창환(군산대학교)
41. Auto-encoder 구조를 이용한 야외 영상 의미론적 분할 ▶CFP-347
▶▶김경만, 김동칠, 박성주(전자부품연구원)
42. 사람 자세 변환 생성 모델과 학습 방법 ▶CFP-348
▶▶임종인, 최진영(서울대학교)
43. 자세 추정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행동인식 알고리즘 ▶CFP-357
▶▶전영한, 허병호, 조대웅, 임종인, 최진영(서울대학교)
44. 적응적 색상 특징을 적용한 식별모델 기반 상관 필터 ▶CFP-359
▶▶박세인, 김영빈, 박하실, 임재승, 백준기(중앙대학교)
45.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이용한 회전 변조 시준기(RMC) 영상화 알고리즘 ▶CFP-368
▶▶박소현, 이계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46. 인공신경망 기반의 Decolorization 파라메터 자동 결정 방법 ▶CFP-373
▶▶조용채, 정우진, 한복규, 양현석, 심재준, 남대현, 문영식(한양대학교)
47. 표적의 이동 방향 추정을 위한 기계 학습의 적용 ▶CFP-381
▶▶김태환, 이미현, 서유정, 장범희, 임성빈(숭실대학교)
48. 시멘틱 영상분할을 사용한 패션이미지 파싱 연구 ▶CFP-383
▶▶오트곤체첵 을지, 산다그덜르즈 다시더르즈, 안희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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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딥이미지스티칭: 깊은 신경망을 사용한 깊이정보기반 이미지 스티칭 ▶CFP-384
▶▶따이 딴 뚜안, 안희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50. 능동 소나 해상도 향상을 위한 기법 비교 ▶CFP-389
▶▶정장원, 이미현, 임성빈, 이지은, 박승수(숭실대학교)
51. UAV 표적 탐지를 위한 셉스트럼 기반 기계 학습 ▶CFP-391
▶▶서유정, 장범희, 김태환, 이미현, 임성빈(숭실대학교)
52. 연속 송수신 능동소나에서 송신펄스별 CPI 분석 ▶CFP-409
▶▶이호진, 김근환(경북대학교), 윤경식(김천대학교), 이동화(대구대학교), 이균경(경북대학교)
53. 화소단위 유한상태기계와 심층 합성곱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버려진 객체 검출 ▶CFP-410
▶▶하진솔, 신중철, 박하실, 백준기(중앙대학교)
54. 연속 송수신 능동소나에 적합한 Costas/GSFM 펄스 설계 ▶CFP-419
▶▶최승률, 김근환, 이호진(경북대학교), 윤경식(김천대학교), 류창수(영남이공대학교), 이균경(경북대학교)
55. 비정형적 직사각형 Ray-space360 구조 ▶CFP-426
▶▶서원기, 이채은(인하대학교)
56. 라이트 필드 기반 가상현실 구성 시스템에서 레이 보상을 통한 시야 확장 기법 ▶CFP-427
▶▶진유나, 이채은(인하대학교)
57. 비 균일 조도를 가진 영상을 위한 적응적 레티넥스 알고리즘 ▶CFP-429
▶▶조형래, 이채은(인하대학교)
58. 라이트필드 구성에서 각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딥러닝 기반 가상 시점 이미지 생성 ▶CFP-431
▶▶윤일위, 정현민(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59. 다중 카메라 기반 Light Field 구성에 있어서 Epipolar Plane Image 기반의 Light Field 보정 기법 ▶CFP-432
▶▶정현민(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60. 3D Mesh 데이터에 대한 오픈 소스 3D 코덱 성능 평가 ▶CFP-443
▶▶김명균, 김성제, 김유라, 황영배(전자부품연구원)
61. 가시성 향상을 위한 적응적 밝기 향상 ▶CFP-446
▶▶이가량, 응오닷, 강봉순(동아대학교)
62. 엣지 디텍션 필터 적용 병렬 CNN 구조를 통한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성능 향상 ▶CFP-448
▶▶김형철, 설상훈(고려대학교)
63. 스마트 방파제 시뮬레이터에서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부표 검출 ▶CFP-450
▶▶유선진, 김경성(동명대학교)
64. 수평에지를 이용한 효율적인 번호판 인식 알고리즘 ▶CFP-454
▶▶허지수, 허서원(홍익대학교)
65. 영상 특징 추출 알고리즘 기반 차량 검출 성능 비교 ▶CFP-470
▶▶이효찬(호서대학교), 김원종, 조한진, 윤성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대철(호서대학교)
66. DDR4 메모리 Command 데이터의 압축률 향상을 위한 전처리 기법 ▶CFP-489
▶▶최지웅, 김보열, 김현(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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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저조도 환경에서의 센서 기반 HEVC 인코딩의 복잡도 감소 기법 ▶CFP-490
▶▶이승용, 이채은(인하대학교)
68. 주관적 화질 기반 영상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이내믹 레인지 조절 ▶CFP-491
▶▶김원태, 김세훈, 김태성(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69. 비디오 코딩을 위한 분산에 따른 적응적 Guided Image Filter ▶CFP-496
▶▶이주한, 김태성, 이유학, 김현(서울대학교)
70. 상향식 HEVC 부호화기를 위한 화면 간 예측 모드의 고속 결정 ▶CFP-497
▶▶정우석, 김현(서울대학교)
71. 이미지 Feature를 활용한 주관적 화질 예측 ▶CFP-499
▶▶전다영, 김태성(서울대학교), 이규중(선문대학교)
72. 시인성 화질을 고려한 영상 압축을 위한 적응적 화소 값 맵핑 알고리즘 ▶CFP-515
▶▶김세훈, 김원태, 김태성(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73. 로봇을 이용한 고해상도 미술품 이미지 획득 시스템 ▶CFP-516
▶▶이연경(한양대학교), 이상화(서울대학교), 심규동, 박종일(한양대학교)
74. 장소인식을 통한 실내 증강현실 시스템 ▶CFP-517
▶▶윤준영, 이연경, 장성걸, 박종일(한양대학교)
75. 영역제안 알고리즘 기반 선박 검출 시스템 ▶CFP-330
▶▶이상광(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승진(홍익대학교), 이진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대욱,
양성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
76. HDCA 시스템을 위한 고속 PCB 설계 ▶CFP-021
▶▶권원옥, 김영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77. 서버 시스템버스 확장장치를 위한 관리기능 구현 ▶CFP-262
▶▶박찬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충남대학교), 김영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철훈(충남대학교)
78. 환경 변화에 강인한 정밀 물체 검출 및 동적 물체 인식 시스템 ▶CFP-030
▶▶김계경, 강상승, 김재홍(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월 28일 (목) 09:00~10:30

포스터 세션 4 시스템 및 제어(System and Control)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김기연(한국산업기술시험원)

01. 철강산업용 슬라브 인장과 압축 측정장치 개발 ▶CFP-019
▶▶장준오(위덕대학교)
02. K21 장갑차 조준경 시스템 시험용 영상신호 생성/수집 회로카드 구현 ▶CFP-036
▶▶김국하(한화시스템)
03. 이중 모드 CMOS 용량 성 지문 센서 어레이 판독 회로 ▶CFP-052
▶▶Hossam Hassan, 김형원(충북대학교)
04. 25-Gb/s 65nm CMOS 2-to-1 Serializer의 설계 ▶CFP-054
▶▶최홍석, 정덕균(서울대학교)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 67

05. 휴대형 무선 산소포화도 장치 개발 ▶CFP-060
▶▶김헌욱, 홍주현, 서석태(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6. 생체신호계측을 위한 공용 플랫폼 모듈 개발 ▶CFP-061
▶▶박충환, 신윤호, 김대관, 홍주현(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7. 모바일 로봇과 햅틱 인터페이스를 통한 효율적인 원격제어 시스템 ▶CFP-077
▶▶김진호, 김태언, 이장명(부산대학교)
08. 뇌 종양 수술을 위한 MRI 호환 유연로봇의 위치 제어 시스템 개발 ▶CFP-090
▶▶승성민, 이주학, 김대관, 정세미, 차경래(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9. 고령자를 위한 실시간 무선 1채널 심전도 장치 구현 ▶CFP-100
▶▶김상호, 김용택, 황수연, 강은실, 정재훈, 노지형(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0. 이진화된 컨벌루션 신경망의 가속을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 구현 ▶CFP-108
▶▶박용민, 김태환(한국항공대학교)
11. LiDAR와 Vision센서의 Calibration을 통한 자율주행 트랙터의 Lead-Follow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CFP-116
▶▶김명준, 백선우, 김정하(국민대학교)
12. 분산 IPC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센서 기반 제스처 인식 시스템 구현 ▶CFP-122
▶▶박은애, 주현태, 정용무, 민수영(전자부품연구원)
13. 위상 고정 루프 (Phase Locked Loop)의 모델링 ▶CFP-130
▶▶윤정민, 정덕균(서울대학교)
14. 센서 융합 기반의 주/야간 환경에 강인한 차선인식 기법 연구 ▶CFP-154
▶▶안성용, 민지홍, 이영일, 곽기호(국방과학연구소)
15. 추적정보 활용 물체인식 성능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CFP-155
▶▶최덕선, 민지홍, 안성용(국방과학연구소)
16. 혼재된 환경에서의 로봇 파지를 위한 산개 동작 생성 ▶CFP-167
▶▶원종순, 박영빈, 서일홍(한양대학교)
17. 이산 시간 다개체 시스템 상태일치 기법 기반의 네트워크 크기의 추정 ▶CFP-169
▶▶이동길(서울대학교)
18. 8b/10b Encoding을 통한 Data Randomization과 Power Spectrum 분석 ▶CFP-172
▶▶고대현,정덕균(서울대학교)
19. Wide Range Digitally Controlled Oscillator with Capacitive Multiplier ▶CFP-176
▶▶강병준, 정덕균(서울대학교)
20. 로봇의 힘/토크 신호 인식을 위한 시공간 엔트로피 기반의 푸리에 변환 ▶CFP-178
▶▶이정민, 조남준(한양대학교), 이상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일홍(한양대학교)
21. 강화학습을 이용한 지능형 다개체 교통신호 제어기의 설계 ▶CFP-186
▶▶김정우(서울대학교)
22.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얼굴인식 도어락 시스템의 구현 ▶CFP-188
▶▶안현, 윤영환, 이용민(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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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4.5GHz에서 동작하는 4개 위상을 가지는 LC Standing Wave Oscillator 설계 ▶CFP-189
▶▶윤창수, 정덕균(서울대학교)
24. 부품 조립 셀 단위 공정 적용을 위한 로봇 빈피킹 시스템 구현 ▶CFP-191
▶▶강상승, 김민종, 조재민, 김계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 나노기공 센서를 이용한 DNA 신호 수집 시스템 ▶CFP-194
▶▶황선아, 박유경, 윤정대, 김정석(가천대학교)
26. 무선센서노드의 배터리 수명증가를 위한 Five-states power mode ▶CFP-219
▶▶유성원, 조경록(충북대학교)
27. 대공표적 탐지성능 시험장비 개발 ▶CFP-220
▶▶천승우, 정종규(한화/방산), 조병래, 신완순(국방과학연구소)
28. 수중 오염 방사능 물질 탐지를 위한 고감도 탐지센서 개발 ▶CFP-269
▶▶황영관, 박강택, 김종열, 이남호(한국원자력연구원)
29. 관측 잡음에 강인한 외부 궤환 외란 관측기 설계 ▶CFP-270
▶▶김현태(서울대학교)
30. 2차원 공간에서 충돌 위험 영역을 고려한 수중 로봇의 충돌 회피 기법 ▶CFP-273
▶▶박정홍, 최진우, 최현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1. OLED-DVS를 이용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 최소화 방법 ▶CFP-283
▶▶이윤호, 임영훈, 이우주(명지대학교)
32. 온칩 전압 변환기의 테스트를 위한 재구성 구조 컨트롤러 ▶CFP-296
▶▶Saad Arslan, Syed Asmat Ali Shah, HyungWon K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3. 레이저 추적기의 불균일 보정 기법 ▶CFP-298
▶▶정보희, 김덕래, 진상훈(LIG넥스원)
34. 레이저 펄스의 파고 분석 기법 ▶CFP-300
▶▶이승태, 진상훈(LIG넥스원)
35. 표적에 따른 레이저 반사 특성 분석 ▶CFP-341
▶▶김덕래, 정보희, 김홍락(LIG넥스원)
36. 저 전력을 고려한 레이저 신호 포착 로직 구현 ▶CFP-343
▶▶송남훈, 진상훈(LIG넥스원)
37. Low Power SAR ADC with LSB-First Logic for Steady Signal Sensing Device ▶CFP-344
▶▶송윤호, 정덕균(서울대학교)
38. 카메라와 3D LiDAR를 이용한 초해상도 3차원 RGB-D 이미지 생성 기법 ▶CFP-366
▶▶구건희, 현장훈, 전창현, 도락주(고려대학교)
39. LIDAR System용 주기오차 보완을 위한 다표본 TDC 동작방식의 설계 ▶CFP-395
▶▶김영재, 김세훈, 이성주(세종대학교)
40. FMCW Radar 시스템에서 Crosstalk 현상에 대한 연구 ▶CFP-396
▶▶유명석, 이성주(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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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카메라와의 매칭을 위해 LIDAR 3D 데이터에서 2D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식 ▶CFP-398
▶▶김태오, 이성주(세종대학교)
42. 무인 수상선을 위한 관측기 설계 ▶CFP-428
▶▶박봉석, 백승묵(공주대학교)
43. 퍼지 논리 기반의 제어 시스템 설계를 위한 비퍼지화 방법과 그 성능 분석 ▶CFP-469
▶▶곽상필, 최병재(대구대학교)
44.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물체 탐지 딥러닝 모듈의 성능 개선 ▶CFP-480
▶▶권혁수, 서승우(서울대학교)
45. 영상 전처리 기술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교통표지판 인식 향상에 대한 연구 ▶CFP-482
▶▶최진우, 서승우(서울대학교)
46.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율주행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FP-483
▶▶권대혁, 서승우(서울대학교)
47. FPGA 내부 메모리를 이용한 효율적인 온라인 병합정렬기 구현 ▶CFP-487
▶▶김보열, 최지웅, 김현(서울대학교)
48. 단일 광자 검출 시스템을 위한 실리콘 광증배소자 구동 회로 설계 및 모듈 제작 ▶CFP-507
▶▶장호종, 한병훈, 조규성, 김현덕(KAIST)
49. A 12-bit 200MS/s Pipelined ADC in 0.13µm CMOS With Improved Clock Generator ▶CFP-511
▶▶Dang Van Thai, Bo-Yun Jung, *Kwang-Hyun Baek(Chung-Ang University)
50. A 25Gbps Source Series-Terminated (SST) transmitter using active inductor and capacitive peaking
technique ▶CFP-513
▶▶Dong-Kyu Jung, Kitae Yu, Kwang-Hyun Baek(Chung-Ang University)
51. A 20~32 GHz GaN Power Amplifier MMIC Using Lange Couplers for Wideband Operation ▶CFP-046
▶▶Woojin Chang, Haecheon Kim, Byoung-Gyu Min, Ho-Kyun Ahn, Jae-Won Do, Kyu Jun Cho,
Dong-Min Kang, Hong-Gu Ji, Sung-Il Kim, Sang-Heung Lee, Jong-Min Lee, Dong-Young
Kim, Hyung-Sup Yoon, Sung-Jae Chang, Yoo-Jin Jang, and Jong-Won Lim(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6월 28일 (목) 13:00~14:30

포스터 세션 5 산업전자(Industry Electronics)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김동식(인하공업대학)

01. LED램프의 개발 ▶CFP-023
▶▶김종오, 김덕수(동양미래대학교), 정관옥 (㈜ 탑룩스 연구소)
02. 다층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로봇 용접건의 고장진단 ▶CFP-024
▶▶이인수, 이종현, 조태현(경북대학교), 정명환(오토아이티), 태원섭, 김연수, 김윤수(기아자동차), 나경진,
하수영(아진산업)
03. 칫솔 모 가공 공정개선 효과 ▶CFP-035
▶▶이성재(대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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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tepping 모터의 RC 위상 제어 동작 방식 ▶CFP-037
▶▶박경태(마산대학교)
05. Sand Blast 공법을 이용한 유리의 AG(Anti-Glare) 표면처리 공정분석 ▶CFP-053
▶▶민철홍, 신동혁(㈜시노펙스), 박광현, 김태선, 박태성, 김태선(가톨릭대학교)
06. 지능형 컨테이너의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터의 구현에 관한 연구 ▶CFP-073
▶▶이창준, 김동연, 선우주, 임영준, 박장환(국립한경대학교)
07. 멀티코어 CPU를 활용한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구현 ▶CFP-088
▶▶권용효, 이재형, 이희영(포스코)
08. Self-Controlled Smart energy saving with context awareness technique based on a sensor network
▶CFP-115
▶▶Prabesh Paudel, Sangkyoon Kim, Soonyoung Park, Mansoo Han, Kyoungho Choi(Mokpo National
University)

09. Io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보이는 초인종 설계 ▶CFP-282
▶▶김예은, 김희정, 장우희, 유호균, 최지원, 이광재(상명대학교)
10.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fast non-local means noise reduction algorithm in 1.5 T magnetic resonance
imaging with diffusion-weighted image technique ▶CFP-289
▶▶이영진(가천대학교), 강성현, 최혜란(을지대학교), 서은수, 황지우, 오희경(가천대학교)
11. 인체 anthropomorphic 팬텀 X-선 영상 기반 fast non local means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 연구
▶CFP-290
▶▶이영진(가천대학교), 심지나(세브란스병원), 강성현, 최혜란(을지대학교), 서은수, 황지우, 오희경(가천대학교)
12. 머신러닝알고리즘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예측최적화 모델링 구현 및 검증에 관한 연구 ▶CFP-334
▶▶장봉규, 이성제(POSCO)
13. 미니트램(Mini-tram)의 자동운행 최적화를 위한 교차로 신호등 연동제어기 구현 ▶CFP-353
▶▶김백현, 변윤섭, 정락교(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 Wifi 기반 실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CFP-418
▶▶정경권(동신대학교), 이원석(동양미래대학교)
15. 큐브체인의 특수블록인 통계블록의 데이터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CFP-420
▶▶남상엽, 홍재혁(국제대학교), 김용운, 김동오, 명노문(큐브시스템), 김동식(인하공업전문대학)
16. 큐브체인의 특수블록인 Index블록의 데이터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CFP-421
▶▶남상엽, 홍재혁(국제대학교), 김용운, 김동오, 명노문(큐브시스템), 조도현(인하공업전문대학)
17. 큐브체인의 특수블록인 Escrow블록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 ▶CFP-422
▶▶남상엽, 이혜명(국제대학교), 김용운, 김동오, 명노문(큐브시스템), 이병선(김포대학교)
18. 차세대 블록체인인 큐브체인의 블록들의 연결을 다중화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 ▶CFP-423
▶▶남상엽, 이종대(국제대학교), 김용운, 김동오, 명노문(큐브시스템), 김동식(인하공업전문대학)
19. 무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DDR 오락장치 구현 ▶CFP-434
▶▶김재관(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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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대 장치 정밀 제어를 위한 이중 마스터 구조의 설계 및 구현 ▶CFP-442
▶▶함운형, 이승용, 임선(전자부품연구원)
21. 전자기기 보호용 서지보호소자의 단락동작특성을 이용한 서지카운팅 알고리즘 ▶CFP-444
▶▶안창환(인하공업전문대학)
22. 회전하는 3차원 카메라의 연속 프레임 구성 방법 제안 ▶CFP-500
▶▶서춘원(김포대학교)
23. Faster R-CNN을 이용한 프레스 공정 내 작업자 검출 ▶CFP-332
▶▶엄태정, 박성령, 손준우, 하수영(아진산업㈜)
24. 개인통신망 환경의 파일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파일 분산 저장 기법 ▶CFP-045
▶▶박정은,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25. VANET에서 효율적인 멀티캐스트를 위한 최적화된 Batch Rekeying 기반 그룹 키 관리 기법 ▶CFP-062
▶▶바승체첵,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6월 28일 (목) 13:00~14:30

포스터 세션 5 시스템 및 제어(System and Control)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김동식(인하공업대학)

01. 전력관리를 통해 정전에 대응하는 태양광 발전용 다중모드 인버터 ▶CFP-007
▶▶허세완, 한진수, 박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02. 함상 내의 상용 VME 타입 장비 고장 탐지를 위한 소형 스위칭 장치 시스템이 포함된 시험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CFP-011
▶▶김성로(한화시스템), 채창현(금오공과대학교)
03. 외란 관측기를 이용한 강인한 협력적응순항제어 ▶CFP-016
▶▶강창묵, 신종호, 김준, 이태형, 곽기호(국방과학연구소)
04. 스위칭 장치의 회로카드 조립체 시험방안 및 시험장비 구현 ▶CFP-017
▶▶김동일(한화시스템)
05. 시험장비 공통설계를 이용한 K00 조준경 시험장비 구현 ▶CFP-022
▶▶최경진(한화시스템)
06. ESCC 소자를 이용한 야전정비장비의 동기/비동기 시리얼 통신 시험용 회로카드 구현 ▶CFP-026
▶▶강태호(한화시스템)
07.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고장 배제 방안에 관한 연구 ▶CFP-028
▶▶이림환(한화시스템)
08. 범용 시험프로그램세트 제어파일 자동생성에 관한 연구 ▶CFP-029
▶▶김재일(한화시스템)
09.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회수용성 촉진을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 ▶CFP-033
▶▶장형식(삼성전자주식회사)
10. IoT 기반 무선 3채널 심전도 장치 구현 ▶CFP-066
▶▶우영재, 배만호, 윤희진, 홍주현(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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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접공정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MES연동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CFP-089
▶▶이대희, 이재용, 백운재(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12. 다변량 대량 데이터 내의 소량의 이상 데이터 원인 규명을 위한 학습 및 추론 ▶CFP-117
▶▶이제희, 이상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Photon-counting spectral CT 영상에서의 Water cylinder phantom을 이용한 에너지 왜곡 보정 ▶CFP-124
▶▶김동혁(연세대학교, 삼성전자), 백종덕(연세대학교)
14. 차량 전장 제어를 위한 FPGA 기반 저전력 고속 직렬 통신 컨트롤러 설계 ▶CFP-152
▶▶오정환, 윤영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형빈, 전신혜(현대자동차), 이승은(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 Pulse 신호를 이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생체인증 ▶CFP-209
▶▶김종원, 김연수, 김성무, 한명수, 김성은(한밭대학교)
16. 벨로다인 라이다와 6채널 전방향 비전 카메라를 결합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CFP-226
▶▶이근모, 박순용(경북대학교)
17. 단일채널 심전도를 이용한 실시간 심실조기수축 검출 알고리즘 ▶CFP-261
▶▶송미혜, 조성필, 박정환, 신재연(MEZOO(메쥬))
18. 폐 CT 영상을 이용한 폐결핵과 폐암의 텍스쳐 기반 특성 비교 ▶CFP-340
▶▶오지은, 이주형, 신창하, 정다움, 손대경, 임근영, 김혜영, 전재현(국립암센터)
19. 비상발전기 대체를 위한 ESS용 1MW급 PCS 개발 ▶CFP-345
▶▶박영민, 오승진, 김동환, 김승모, 이명준(포스코)
20. 초음파 집속점의 후면에 위치한 뼈 조직이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조직 유사 팬텀에서의 연구 ▶CFP-355
▶▶정태웅, 정유랑(인제대학교), 노시철(한국국제대학교), 민홍기(인천대학교), 최흥호(인제대학교)
21.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차량용 HUD의 제스처 인식 구현 ▶CFP-358
▶▶오규태, 이상엽, 고재진(전자부품연구원)
22. 차량 운행 보조용 웨어러블 BCI 시스템을 위한 Target 인지 최적화 ▶CFP-369
▶▶김도균(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변우석(충남대학교), 김지훈(이화여자대학교)
23. 소켓 내 압력센서를 이용한 의족 환자의 보행 판별 기법에 관한 연구 ▶CFP-378
▶▶신진우, 나선종, 이상현, 엄수홍, 이철우, 이응혁(한국산업기술대학교)

24. 음성제어를 이용한 스마트 공장 설비제어 시스템 개발 ▶CFP-379
▶▶김민기, 김현, 손지연, 한효녕(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 웨어러블 압력센서를 이용한 손가락 제스처 인식방법 ▶CFP-393
▶▶이건희, 주현태, 정용무, 민수영(전자부품연구원)
26. 비정형 작업 대상물 처리를 위한 로봇의 동적 작업 분배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CFP-466
▶▶정예찬, 임선(전자부품연구원)
27. 3D 라이다 센서에 대한 Intrinsic Calibration 기법 ▶CFP-484
▶▶서동성, 서승우(서울대학교)
28.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3D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CFP-488
▶▶전유림, 서승우(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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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동차용 Particulate Matter 센서에 내장된 히터 디자인의 최적화 설계 ▶CFP-492
▶▶김영재, 전국진(서울대학교)
6월 28일 (목) 14:40~16:10

포스터 세션 6 반도체(Semiconductor)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김태욱(연세대학교)

01. 풀러린/강유전체 복합 막의 전기적 특성 평가 ▶CFP-078
▶▶칸 세나와르 알리, 라만 셰이크 압둘, 김우영(제주대학교)
02. 강유전체/비강유전체 복합 막의 유전특성 평가 ▶CFP-079
▶▶라만 셰이크 압둘, 칸 세나와르 알리, 김우영(제주대학교)
03. VLS 공정을 이용한 ZnO 나노 덤불 가스 센서 ▶CFP-097
▶▶이정석, 이세형, 김유종, 우경완, 박소영, 이상현, 이문석(부산대학교)
04. TMAH를 이용한 채널 방향에 따른 실리콘 식각 특성 분석 ▶CFP-102
▶▶이기태, 이준일, 김시현, 김문현(서울대학교), 김상완(아주대학교), 박병국(서울대학교)
05. 하드웨어 기반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강화 학습 검증에 대한 연구 ▶CFP-106
▶▶오민혜, 장지수, 박병국(서울대학교)
06. 용액공정 ZnO/SnO2 박막 트랜지스터에 대한 몰비 및 열처리 조건의 영향 ▶CFP-112
▶▶이세형, 이정석, 김유종, 우경완, 박소영, 이상현, 이문석(부산대학교)
07. PE-CVD 장비 효율 향상을 위한 High Impedance Filter 연구 ▶CFP-151
▶▶왕현철, 서화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08. 시뮬레이션을 통한 Thyristor RAM에서 Band to Band Tunneling이 소자 특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CFP-153
▶▶김현민 김시현 박병국(서울대학교)
09. 3D NAND Flash Memory에서의 Hot Carrier Injection(HCI) 현상 분석 ▶CFP-199
▶▶정영석, 이관호, 강명곤(한국교통대학교)
10. 2-Stack 기술이 적용된 낮은 트리거 전압을 갖는 ESD보호회로에 관한 연구 ▶CFP-212
▶▶서정주, 이벙석, 권상욱, 구용서(단국대학교)
11. CVD 다이아몬드 기판에 형성된 AlGaN/GaN 이종 구조위의 쇼키 다이오드의 열 특성 ▶CFP-227
▶▶김진식, 이형석, 배성범, 남은수, 임종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트리거링 전류를 이용한 낮은 트리거 전압을 갖는 ESD 보호 회로에 관한 연구 ▶CFP-234
▶▶서정윤, 도경일, 채희국, 구용서(단국대학교)
13. 광학 네트워크-온-칩 설계 및 검증을 위한 마이크로링 공명기의 과도 응답 모델 ▶CFP-251
▶▶김민수, 이영식, 김용욱, 한태희(성균관대학교)
14. 광학 네트워크-온-칩의 삽입손실 및 소광비 분석 ▶CFP-252
▶▶김민수, 이영식, 김용욱, 한태희(성균관대학교)
15. Ni/GeOx/p+ Si ReRAM의 제작과 특성 분석 및 향상된 모델 정합성을 갖는 DC 컴팩트 모델 개발 ▶CFP-256
▶▶고서연, 이재윤(가천대학교), 이재연, 김수길(SK 하이닉스), 조성재(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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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대칭 게이트 구조에서 충격 이온화를 이용한 핫 캐리어 주입 분석 ▶CFP-302
▶▶장태진, 백명현, 황성민, 권민우, 박병국(서울대학교)
17. 적층된 Nanosheet Gate-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의 동작 최적화를 위한 PMOS 구조 ▶CFP-320
▶▶김문현, 이기태, 김시현(서울대학교), 김상완(아주대학교), 박병국(서울대학교)
18. 실시간 객체추적을 위한 적응적 컬러히스토그램 필터 FPGA 가속기 구현 ▶CFP-363
▶▶이은총, 이상설, 장성준(전자부품연구원)
19. 곡선 차선 검출기의 SoC 구현 ▶CFP-371
▶▶이선영, 손행선, 민경원(전자부품연구원)
20. 합성 가능한 ADPLL 설계 과정 ▶CFP-376
▶▶오종현, 정덕균(서울대학교)
21. 보조 Coarse ADC를 사용한 고속 SAR-ADC ▶CFP-377
▶▶김대진, 우기찬, 김태형, 김미정, 양병도(충북대학교)
22. 열화상 카메라 기반 객체 인식 회로 개발 ▶CFP-380
▶▶이선영, 손행선, 민경원(전자부품연구원)
23. 실리콘 질화막 기반 저항 변화 메모리의 전압 의존적 저항 변화 특성 모델링 ▶CFP-382
▶▶김민휘(서울대학교), 김성준(충북대학교), 방수현, 김태현, 이동근(서울대학교), 조성재(가천대학교),
박병국(서울대학교)
24. Half-rate 믹서 기반 위상검출기의 구현 ▶CFP-385
▶▶강동석, 진자훈, 전정훈(성균관대학교)
25. Protection Function을 포함하는 15W급 모바일용 고효율 Active Rectifier 의 설계 ▶CFP-413
▶▶김기덕, 장병기, 오성진, 이강윤(성균관대학교)
26. Fast Settling 기법을 적용한 IoT Application 용 Triple Mode Digital Feedback LDO Regulator ▶CFP-414
▶▶천지현, 이동수, 김성진, 이강윤(성균관대학교)
27. Memory Collision을 방지하는 히스토그램 기반 대비도 향상 알고리즘의 실시간 FPGA 구현 ▶CFP-425
▶▶이효근, 박진우, 김현(서울대학교)
28. HEVC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의 병렬처리 이후 발생하는 표준 AMVP 생성 시간 단축 방법 ▶CFP-430
▶▶박승원, 이채은(인하대학교)
29. Processing In Memory 구조의 하드웨어 검증을 위한 FPGA 환경 구현 ▶CFP-437
▶▶김만호(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30. 넓은 범위의 All-Digital Clock and Data Recovery를 위한 Digitally-Controlled Oscillator 설계 ▶CFP-438
▶▶박관서, 정덕균(서울대학교)
31. 전압 추적 시 언더슈트를 최소화한 hybrid SAR 방식의 capless 디지털 저 드롭아웃 레귤레이터 ▶CFP-440
▶▶윤성진, 이지성, 한동희, 임윤찬, 김용신(고려대학교)
32. 넓은 입력 범위의 PV-cell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시스템 ▶CFP-441
▶▶최효빈, 곽승수, 김민성, 박준홍, 김용신(고려대학교)
33.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용 0.18μm CMOS 공정의 15 - 60MHz 저전력 RC Oscillator 설계 ▶CFP-453
▶▶박영우, 박영준, 이강윤(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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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IM 이종 시스템에서의 Power-Time design space 탐색 방법 ▶CFP-467
▶▶최정우, 정현민(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35. 증강 현실 응용을 위한 High Bandwidth Memory 기반 Processor In Memory 아키텍처 ▶CFP-468
▶▶전지예(서울대학교), 이채은(인하대학교)
36. High Bandwidth Memory(HBM) 도입으로 인한 Memory Bottleneck 지점의 변화 ▶CFP-471
▶▶김병학, 이채은(인하대학교)
37. PCB trace를 고려하여 Regulation 성능을 향상시킨 Low Dropout Regulator의 설계 ▶CFP-472
▶▶오수진, 천지현, 김성진, 이강윤(성균관대학교)
38. Feed Back Loop을 이용한 40 nm CMOS 공정의 Subthreshold 저전력 BandGap Reference 설계 ▶CFP-474
▶▶조종완, 박상혁, 이강윤(성균관대학교)
39. 고효율 전력 전송을 위한 Adaptive Dead Time Generator를 가진 무선충전용 DC-DC Buck Converter 설계
▶CFP-477
▶▶이현성, 김기덕, 장병기, 박영준, 이강윤(성균관대학교)
40. Write Disturbance Error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 ▶CFP-493
▶▶김문수, 이효근, 김현(서울대학교)
41. PRAM 구조에 적합한 Rejuvenator 구현 ▶CFP-494
▶▶이승용, 김문수, 이효근, 김현(서울대학교)
42. 이미지 처리 하드웨어를 위한 LUT 기반 거듭제곱 함수 구현 ▶CFP-495
▶▶박진우, 김현(서울대학교)
43. 승산-누산기 유닛을 위한 in-situ 타이밍 모니터 기반의 적응형 주파수 스케일링 기법 ▶CFP-503
▶▶황봉구, 황인철(강원대학교)
44. Bionic Arm을 위한 BCC (Body Channel Communication) Baseband Modem 검증 플랫폼 ▶CFP-506
▶▶김성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훈기(충남대학교), 김지훈(이화여자대학교)
45. 캡슐 내시경을 위한 DPCM 기반 영상 압축기 ▶CFP-508
▶▶심훈기(충남대학교), 김지훈(이화여자대학교)
46. Portable Device의 LED 구동을 위한 automatic mode changing buck-boost DC-DC converter ▶CFP-509
▶▶박용인, 황인철(강원대학교)
6월 28일 (목) 14:40~16:10

포스터 세션 6 산업전자(Industry Electronics)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김태욱(연세대학교)

01. 웨어러블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분산 IPC 프레임워크 구현 ▶CFP-032
▶▶주현태, 정용무, 민수영(전자부품연구원)
02. 음성인식 API를 활용한 자동제어 창문 ▶CFP-039
▶▶신철규, 장진혁, 최권능, 하은규(가천대학교)
03. 클라우드 컴퓨팅의 웹 스크래핑을 이용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 ▶CFP-081
▶▶김영선(대림대학교), 서춘원(김포대학교)

76 |

2018 IEIE SUMMER CONFERENCE

04. 효율적인 무선통신과 결합된 폐수배출 자동기록 시스템 구현 ▶CFP-114
▶▶송제호, 이인상(전북대학교)
05. TLD 영상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드론의 물체 추적 시스템 구현 ▶CFP-183
▶▶박동주, 김지수, 황호연, 이원창(부경대학교)
06. IoT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CFP-192
▶▶황신실, 이원창(부경대학교)
07. 시스템 보안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CFP-232
▶▶김은원, 김영선(대림대학교)
08. 고효율 무선랜 시스템에서 부반송파 간 간섭에 대한 영향 고찰 ▶CFP-304
▶▶구지훈(오산대학교), 동성수(용인송담대학교)
09.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안전한 원격 업데이트를 위한 부트로더의 설계 및 구현 ▶CFP-370
▶▶이원영, 박성현, 이철우(한국산업기술대학교), 민홍기(인천대학교), 이응혁(한국산업기술대학교)
10. 파이프라인 S-Box를 이용한 AES 암호프로세서 설계 ▶CFP-107
▶▶장민수, 심재훈, 김종원, 유수봉, 강민섭(안양대학교)
6월 28일 (목) 16:10~17:40

포스터 세션 7 New Emerging Area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정윤호(항공대학교)

01. 초음파 치료 영역 확대를 위한 역전층 기법 기반 고강도 집속 초음파 변환자 연구 ▶CFP-064
▶▶정은영, 박찬육, 성진호, 정종섭(동국대학교)
02. 언어인지도에 따른 음소 기반의 뇌파 반응 분석연구 ▶CFP-094
▶▶나영민(울산대학교), 김수봉, 최인용(아이오와대학교), 우지환(울산대학교)
03.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저자극성 점착제 패치 설계 ▶CFP-137
▶▶이민구, 박용국(전자부품연구원), 정경권(동신대학교), 윤형순(㈜티앤엘)
04. 서버리스 컴퓨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저지연 API 게이트웨이 아키텍처 설계 ▶CFP-141
▶▶강지우, 손재기(전자부품연구원)
05. 골다공증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의 적용 ▶CFP-144
▶▶박영균, 방현희, 박일형, 장국봉, 박철우, 정상현, 노미진, 이현우, 송호섭(경북대학교병원)
06.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Energy-aware Production Scheduling의 영향인자 분석 ▶CFP-148
▶▶박용국, 이민구, 이태훈(전자부품연구원)
07. MCNP 전산모사를 이용한 수중 환경 방사선 검출센서 연구 ▶CFP-168
▶▶박강택, 김종열, 정현규, 이남호, 황영관(한국원자력연구원)
08. FBG 온도센서 공정조건에 따른 방사선 민감도 특성 ▶CFP-224
▶▶김종열, 이남호(한국원자력연구원)
09. 결함 주입을 이용한 장애 예측 프레임워크 설계 ▶CFP-286
▶▶서형준, 김재환, 최승호, 노재춘(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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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성 인식 및 시각장애인용 UI를 통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어플리케이션 ▶CFP-339
▶▶고한슬, 한성준, 임헌준, 안이삭, 장희진, 이기영(인천대학교)
11. 전파 집속 치료를 위한 온도 시각화 팬텀과 이를 이용한 실험 ▶CFP-451
▶▶김보라, 김장열, 손성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딥러닝을 활용한 멀티모달 CT의 2D 조인트 히스토그램 기반 폐암 종류 분류 ▶CFP-462
▶▶오승원, 문태섭, 이호연(성균관대학교)
13. Software-Defined Networks를 이용한 Apache Hadoop 기술과 다중 경로 Data Flow 제어 기술의 연구 방향
▶CFP-501
▶▶이진배, 정종문(연세대학교)
14. 차량용 소형 블랙박스 시스템을 위한 이미지 프레임 단위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 ▶CFP-520
▶▶장정욱, 인치호(세명대학교)
15. 딥러닝을 이용한 적응적 차선 검출 알고리즘 ▶CFP-523
▶▶이동현(세명대학교), 이경민, 최병호(전자부품연구원), 인치호(세명대학교)
6월 28일 (목) 16:10~17:40

포스터 세션 7 반도체(Semiconductor)

포이어 6층 로비
좌장 정윤호(항공대학교)

01. 5-10 GHz Differential to Quadrature Clock Generating Active Polyphase Filter ▶CFP-041
▶▶도형록, 정덕균(서울대학교)
02. 전압 스파이크를 줄인 디지털 Low dropout 레귤레이터 ▶CFP-043
▶▶우기찬, 김미정, 김태형, 김대진, 양병도(충북대학교)
03. DRAM의 쓰기 동작을 위한 클록과 데이터 스트로브의 디지털 정렬기 ▶CFP-065
▶▶정채영, 이원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04. 신경망 연산을 위한 전류셀 시냅스 기반 아날로그 MAC 연산회로 설계 ▶CFP-071
▶▶조민형, 전영득, 이주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05. Micro Pixels with a Operational Voltage- Independent Bias Circuit for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FP-099
▶▶Himchan Park, Jungbin Lee, Hyunmook Kim, Jinwook Burm(Sogang University)
06. 단일 스테이지 TDC사용한 1.45-2.9 GHz 올 디지털 위상 동기 루프 구현 ▶CFP-118
▶▶여장치, 김현묵, 범진욱(서강대학교)
07. 전력 소모와 정적 선형성 개선을 위한 Ping-Pong 샘플링 기법 기반 Flash 보조 SAR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 ▶CFP-125
▶▶강현욱, 백제혁, 류승탁(한국과학기술원)
08. Design of an Operational Amplifier with Enhanced Stability Using Zero Canceling Method ▶CFP-166
▶▶김효준, 정덕균(서울대학교)
09. 에너지 하베스팅 센서를 위한 저전력 초광대역 펄스 발생기 설계 ▶CFP-182
▶▶김준태, 권익진(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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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너지 하베스팅 센서를 위한 저전력 Injection Locked Ring Oscillator 설계 ▶CFP-187
▶▶허보람, 권익진(아주대학교)
11. 저잡음 16-bit Incremental 델타 시그마 정전용량-디지털 변환기가 포함된 용량형 센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CFP-204
▶▶이변철, 김형섭, 문영진, 김재성, 한권상, 고형호(충남대학교)
12.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가 포함된 저잡음 특성의 전압/전류/저항 센서용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CFP-205
▶▶한권상, 김형섭, 문영진, 이변철, 김재성, 고형호(충남대학교)
13. 인버터 기반 증폭기를 적용한 초 저전력 16-bit SAR 커패시턴스 디지털 변환기 ▶CFP-206
▶▶김재성, 김형섭, 문영진, 이변철, 한권상, 고형호(충남대학교)
14. 저항형 마이크로센서를 위한 96.9 pJ/conversion-step 12-bit SAR 레지스턴스 디지털 변환기 ▶CFP-207
▶▶문영진, 김형섭, 이변철, 한권상, 김재성, 고형호(충남대학교)
15. Burst-mode 동작 검증을 위한 패턴 생성기 구현 ▶CFP-213
▶▶고한곤, 정덕균(서울대학교)
16.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는 Digitally-Controlled oscillator 설계 ▶CFP-214
▶▶최문철, 정덕균(서울대학교)
17. Linear Delay Line for Seamless Boundary Switching ▶CFP-222
▶▶신소영, 정덕균(서울대학교)
18. 디지털 PWM 벅 변환기를 위한 클럭 게이팅 시프트 레지스터 ▶CFP-238
▶▶김태형, 우기찬, 김미정, 김대진, 양병도(충북대학교)
19. MRI 스캐너를위한 스택 반전 기법을 이용한 고성능 기반 CMOS LNA ▶CFP-250
▶▶산딥, 아시스, 강보경, 알라딘, 송한정(인제대학교)
20. 0.1 um GaAs pHEMT 공정을 이용한 W-band(94 GHz) 전력 증폭기 MMIC 설계 ▶CFP-264
▶▶이선우, 김정현(한양대학교)
21. Ku-band Full band 단일 트랜지스터 저항성 믹서 ▶CFP-271
▶▶서원우, 김정현(한양대학교)
22. A Low Power 12bit CMOS SAR A/D Converter with 6 MSB bit Sharing Technique ▶CFP-313
▶▶Ho-Yong Lee, Dong-Hyun Lee, Jin-Woo So, Kwang-Sub Yoon(INHA University)
23. 셀프-캐스코드 구조를 적용한 베타 멀티플라이어 설계 ▶CFP-319
▶▶홍지운, 최성열 김영석(충북대학교)
24.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위한 영상처리 기반 이동객체검출기의 설계 및 구현 ▶CFP-323
▶▶조재찬, 진소라, 김민우, 정우재, 정윤호(한국항공대학교)
25. Merged Capacitor Switching 기법과 가변 피드백 커패시터를 이용한 Class-AB Telescopic Op Amp 기반의
10비트 40MS/s Pipeline SAR ADC ▶CFP-325
▶▶김남규, 최성표, 박현태, 엄지용(한남대학교)
26. Three Level Buck Converter with Schmitt Trigger Ramp Generator ▶CFP-338
▶▶Jin-Woo So, Dong-Hyun Lee, Ho-Yong Lee, Kwang-Sub Yoon(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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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한 다종의 핵종 분석 시스템 개발 ▶CFP-349
▶▶곽동훈, 이희열, 라승탁, 고태영,김재형, 이영지, 김기운, 김홍직, 성재민, 배유경, 이승호(한밭대학교)
28. FPGA를 이용한 10Gbps의 속도를 갖는 패킷 분류 엔진 구현 및 검증 ▶CFP-351
▶▶김형원, 채원식(충북대학교)
29. 자율비행 드론을 위한 Rectification 에러에 강인한 장애물 검출기의 구현 ▶CFP-352
▶▶이상설, 박민규, 이용석, 최병호, 장성준(전자부품연구원)
30. 넓은 출력전압에서 동작하는 고속 제로전류 감지기를 가진 DC-DC 변환기 ▶CFP-361
▶▶김미정, 우기찬, 김대진, 김태형, 양병도(충북대학교)
31. All-Digital Phase-Locked Loop 용 Slim Clock Delay Line을 사용한 Gated Ring Oscillator Time-to-Digital
Converter 설계 ▶CFP-399
▶▶김찬호, 오성진, 이강윤(성균관대학교)
32. Storage Element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고려한 5.8 GHz RF Energy Harvesting을 위한 High Power RF-DC
Converter의 설계 ▶CFP-411
▶▶김관태, 김상윤, 이강윤(성균관대학교)
33. Rx 스위치가 없는 920 MHz WiSUN용 고효율 송수신기 전단부 구조 ▶CFP-460
▶▶인솔희, 원규섭, 이동수, 이강윤(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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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E-Asia 발표리뷰 세션
6월 29일 (금) 09:00~10:30

영상 이해

샤롯데룸
좌장 노태문(한국전자통신연구원)

01. Deep Transfer Learning for Emotion Recognition Networks ▶CFP-009
▶▶이민규(인하대학교)
02. L0 Smoothing-Based Saliency Map Estimation Using Simplified Color Features ▶CFP-007
▶▶ark sinha(SR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03. 주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어안렌즈 이미지에서의 링 형태 ROI 방법 ▶CFP-005
▶▶조운(테네시주립대학교)
04. Wildfire Detection in Video Based Using Random Forests and Part-Based Model ▶CFP-004
▶▶조운(테네시주립대학교)
05. Fast Stereo Matching Using Label-Based Aggregation with Selective Cost Volume Filtering ▶CFP-002
▶▶Arijit Mukherjee(SR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ia)
6월 29일 (금) 10:40~11:30

영상 신호 처리

샤롯데룸
좌장 김태성(서울대학교)

01. Low-light Image Enhancement Using Block-based Dark Channel Prior and Gaussian Pyramid
▶CFP-008
▶▶신중철(중앙대학교)
02. Improved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s in the Scale Space for Online Object Tracking ▶CFP-006
▶▶김영빈(중앙대학교)
03. Robust Object Tracking Using Weighted Gray Transformation with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CFP-003
▶▶Nimish Pastaria(SR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ia)
04. Vanishing Point Estimation Using Parallel Coordinates and Point-Line Duality ▶CFP-001
▶▶Nimish Pastaria(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 81

2018 IEIE SUMMER CONFERENCE

특별세션
6월 27일 (수) 13:00~14:20

특별세션1 전장 반도체

샤롯데룸
좌장 이성수(숭실대학교)

01. nlay PCBs를 적용한 차량용 48V to 12V DC-DC converter의 전기적/열적 특성분석을 통한 최적화 연구
▶CFP-041
▶▶도한진, 박재현, 조성헌, 송현욱, 박시홍(단국대학교)
02. CAN 버스를 활용한 동기화 및 고장 진단 ▶CFP-039
▶▶이종배, 이성수(숭실대학교)
03. 차량용 3차원 자기 센서의 수직 방향 감도 향상을 위한 N-well 내 전류 가이드 구조물 주입 ▶CFP-037
▶▶오영균, 오세인, 황동영, 채형일(국민대학교)
04. Verilog HDL을 이용한 SENT 컨트롤러 구현 ▶CFP-036
▶▶이종배, 이성수(숭실대학교)
6월 27일 (수) 13:00~14:20

특별세션2 인공지능용 프로세서 및 뉴메모리 아키텍처

펄룸
좌장 노원우(연세대학교)

01.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Data Sparsity 향상 방법 ▶CFP-046
▶▶이성재, 황성현, 김건우, 송진호(연세대학교)
02. 동적 명령어 저감 인공 신경망 가속기 ▶CFP-045
▶▶김재억, 박세훈, 노원우(연세대학교)
03. 멀티스레드 GPU를 활용한 Binary Neural Network 구현 ▶CFP-031
▶▶한성현, 이광엽(서경대학교)
04. GPGPUSim과 Hotspot을 이용한 High Bandwidth Memory의 3D 온도 분포 시뮬레이션 ▶CFP-030
▶▶신우재, 김현, 이혁재(서울대학교)
05. CNN 알고리즘을 위한 CPU 기반 캐시 프리패칭 기법 ▶CFP-029
▶▶빅콘스탄틴, 김현(서울대학교)
06. Bit Transpose Unit Design for Approximate Memory Architecture ▶CFP-033
▶▶Nguyen Huy Hung, Duy Thanh Nguyen, Hyu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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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수) 13:00~14:20

특별세션3 한방의료 기기개발 1

제이드룸
좌장 김재욱(한국한의학연구원)

01. 맥진기(脈診機) 개발을 위한 평맥(平脈) 혈류 속도 혈류량 분석 ▶CFP-028
▶▶안원식(양생(養生)연구소)
02. 비만유형에 따른 폐경 전 성인 여성의 단일 단계 최대하 운동부하 검사 전후 요골동맥 맥파 변화 비교연구
▶CFP-012
▶▶구본초,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03. 맥파의 첨예도 알고리즘 개발 ▶CFP-006
▶▶배장한,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04. 월경통 환자와 건강대조군 간의 월경주기별 맥파 변화 관찰 연구 ▶CFP-014
▶▶김지혜, 구본초,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6월 27일 (수) 14:30~16:00

특별세션4 5G와 IoT를 위한 지능형 RF 기술

샤롯데룸
좌장 이강윤(성균관대학교)

01. 5G를 위한 싱글 입력 싱글 출력 밀리미터파 CMOS 하향 혼합기 ▶CFP-519
▶▶남일구, 김창열, 윤성욱(부산대학교)
02. I/Q Mismatch Calibration을 이용한 저전력 Sub-GHz 송수신기용 Analog Baseband ▶CFP-479
▶▶조성준, 김찬호, 이동수, 김병성, 이강윤(성균관대학교)
03. Broadband Bandwidth를 갖는 TVWS 용 LNA 회로 ▶CFP-478
▶▶전호진, 김동규, 김성진, 이강윤(성균관대학교)
04. A Low Phase Noise 24GHz linear transconductance VCO with Automatic Amplitude Calibration Loop for
5G applications ▶CFP-047
▶▶Jaejin Lee, Dongsoo Lee, Sung-Jin Kim, Ji-Hyeon Cheon, Kang-Yoon Lee(Sungkyunkwan University)
05. RFID를 위한 저전력 위상동기루프의 설계 ▶CFP-022
▶▶서동민, 문용(숭실대학교)
06. NFC 태그용 디지털 블록 설계 ▶CFP-021
▶▶장준범, 문용(숭실대학교)
6월 27일 (수) 14:30~16:00

특별세션5 한방의료 기기개발 2

제이드룸
좌장 전영주(한국한의학연구원)

01. 당뇨병 환자의 전기화학적 피부전도도 특성 예비 연구 ▶CFP-034
▶▶김재욱, 조정희, 김가혜, 전민호(한국한의학연구원), 김수찬(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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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복 혈당 레벨과 영양소 섭취와의 연관성 연구 ▶CFP-001
▶▶이범주(한국한의학연구원)
03. 깊이 정보를 활용한 반복성 있는 혀 영상 획득 방법에 대한 연구 ▶CFP-004
▶▶최우수, 김근호(한국한의학연구원)
04. 사상체질의 교육 목적을 위한 사상체질분석툴(K-prism)의 활용 ▶CFP-017
▶▶소지호, 도준형(한국한의학연구원)
05. 초음파 침 시술 가이드를 위한 KIOM Tutorial 개발 ▶CFP-009
▶▶전영주, 이상훈(한국한의학연구원)
6월 27일 (수) 16:00~17:30

특별세션6 Learning Algorithm for DNN

샤롯데룸
좌장 박영훈(숙명여자대학교)

01. 1-D 수평 Convolution Filter를 이용한 Super Resolution용 Streaming 구조 CNN 하드웨어 최적화 ▶CFP-032
▶▶이상헌, 이동현, 김현(서울대학교), 이규중(이규중)
02. Single Image Super-Resolution의 Checkerboard Artifact 제거를 위한 VGG network 구조 ▶CFP-025
▶▶이동현, 이상헌(서울대학교), 김진성, 이규중(선문대학교)
03. Automating Deep Learning Generation ▶CFP-035
▶▶Incheon Paik(University of Aizu)
04. 급성기 뇌졸중 예후의 예측인자 선택 기술 비교 ▶CFP-027
▶▶한승엽, 남효석, 장혁재, 박은정(연세의료원)
05. 딥 게이트 융합 네트워크를 통한 카메라, 라이더 센서 융합 인지 기술 ▶CFP-026
▶▶김재겸, 최준원(한양대학교)
06. 몬테 카를로 렌더링 채널에 대한 CNN의 노이즈 제거 효율 조사 ▶CFP-010
▶▶김민철, 이광엽(서경대학교)
6월 27일 (수) 16:00~17:30

특별세션7 4차 산업혁명과 국제 표준

01. ISO/IEC JTC1 SC31 : 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CFP-044
▶▶권종원, 김진용(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 IEC TC 124 : 스마트 워어러블 디바이스 및 기술 ▶CFP-043
▶▶김기연, 추연준, 권종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 ISO/IEC JTC1 SC40 :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표준 ▶CFP-042
▶▶송태승, 장홍제(한국산업기술시험원)
04. IEC TC57 : 전기차 및 충전설비의 계통연계를 위한 국제표준 ▶CFP-040
▶▶한아(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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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룸
좌장 권종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6월 28일 (목) 09:00~10:30

샤롯데룸

특별세션8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좌장 권 순(DGIST)

01.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차량용 레이더 지능화 기술 ▶CFP-024
▶▶현유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
02. 영상기반의 End-to-end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및 평가환경 구축 ▶CFP-023
▶▶권순, 박재형, 정희철, 정지훈, 최민국, Iman R. T., 이진희, 원웅재, 김광회, 윤성훈, 김태훈(DGIST)
03. 자율주행 차량 양산을 위한 핵심 이슈 ▶CFP-019
▶▶유병용(경일대학교)
04. 준 지도 학습 기반의 공용 데이터셋을 활용한 물체 인식 네트워크 학습 연구 ▶CFP-016
▶▶최민국, 박재형, 이진희, 원웅재(DGIST), 김진철(SK Telecom), 권순(DGIST)
05. 주행 환경 인식을 위한 Multi-Task 딥러닝 모델 ▶CFP-018
▶▶원웅재, 김태훈, 최민국, 이진희, 권순(DGIST)
06. 무인차량의 충돌회피를 위한 모델예측 경로계획기법 ▶CFP-015
▶▶신종호, 최덕선, 강창묵, 이태형, 곽기호(국방과학연구소)
6월 28일 (목) 13:30~16:00

특별세션9 현대자동차 그룹

크리스탈 볼룸2
좌장 이광엽(서경대학교)

01.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 ▶CFP-055
▶▶김대성(현대자동차)
02. 산학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 ▶CFP-056
▶▶오기환(NGV)
03. 자율주행분야 AI 기술동향 ▶CFP-054
▶▶곽노준(서울대학교)
04. 블록체인 기초와 응용사례 (자동차를 포함한) ▶CFP-052
▶▶이흥노(광주과학기술원)
05. 자동차와 ICT 기술 융합 ▶CFP-053
▶▶문철(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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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목) 14:40~16:10

특별세션 10 스마트 의료기기 1

샤롯데룸
좌장 한태화(연세대학교)

01. 딥러닝 기반의 Breast carcinomas 분류 연구 ▶CFP-048
▶▶조병욱, 윤영미, 조수진, 김유리, 한태화, 김현창, 이상은, 장혁재, 송시영(연세의료원)
02. 당뇨환자의 자가관리를 위한 챗봇 서비스 ▶CFP-008
▶▶김민영(주식회사 핑거앤)
03. Development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predicting risk of coronary disease andmedical cost
related coronary disease. ▶CFP-020
▶▶Seung Jin Oh(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peration Ilsan Hospital), Tae Geun Choi, Geun Young
Lee(Medi Whale Inc.)
04. 생체전자공학기술을 적용한 경흉부 미주신경 자기자극술(cVMS) 및 응용분야 ▶CFP-002
▶▶김민규, 신승현(일리노이대학교)
05. 스마트폰 중심의 소변분석기 개발과 상호운용성 국제표준 적용 ▶CFP-007
▶▶도형호(주식회사 헬스올), 김부성, 박희준(계명대학교)
06.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와 지원현황 ▶CFP-049
▶▶강영규, 손승호(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28일 (목) 16:10~17:40

특별세션 11 스마트 의료기기 2

01. 의료기기 명품화를 위한 R&BD 전략 ▶CFP-051
▶▶허영(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 전자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대응 방안 ▶CFP-003
▶▶정재훈(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3. 패치형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 사례 ▶CFP-050
▶▶조영창, 김해나, 황원희, 홍혁기, 최연식, 정석원(전자부품연구원)
04. 스마트헬스케어 표준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CFP-005
▶▶장영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5.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병원 내 보고 중심- ▶CFP-011
▶▶장혜정, 이선재, 한태화(연세의료원)
06.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방안 ▶CFP-013
▶▶손승호, 김미선, 강영규, 조양하, 오현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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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롯데룸
좌장 강문식(강릉원주대학교)

2018 IEIE SUMMER CONFERENCE

행사장 오시는 길

롯데호텔제주(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Tel.064-731-1000]

찾아오시는 길
[공항 리무진 버스 이용 안내]
공항 리무진 Info.
- 탑승장소: 국내선 5번 게이트로 나와서 오른쪽 공항리무진버스(삼영교통 600번) 승차장
- 소요시간: 약 50분
- 이용요금: 공항↔롯데호텔제주 4,500원(편도)
- 문의: 삼영교통 공항영업소(Tel 064-746-3036)
제주국제공항→롯데호텔제주
- 운행시간: 06:20~22:00
- 운행간격: 매 15~18분 간격

2018 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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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제주 → 제주국제공항
- 운행시간: 06:40~22:20
- 운행간격: 매 15~18분 간격
[LOTTE HOTEL JEJU 셔틀버스 이용 안내]
- 호텔 → 공항

10:00, 13:00, 16:00

- 공항 → 호텔

11:20, 14:20, 17:20

※ 탑승 방법 : 제주공항 도착 후, GATE 2 또는 3으로 나오셔서 대형버스 주차장 B구역으로 이동하여 탑승해주세요.
• 문의 및 셔틀버스 예약 : ☎064.731.4343
· 셔틀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행됩니다.
· 롯데호텔제주 투숙 고객님을 위한 무료 서비스 입니다.
· 출발 10분 전부터 탑승 가능하며 정시에 출발합니다.
· GATE에서 탑승 장소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됩니다.
· 차량 대기 장소/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동차로 오시는길]
택시 이용 시
공항청사 맞은편에 가장 가까이에 마련된 택시 대기장소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형이 대부분이나 일반택시와 요
금이 같습니다. 단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요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공항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공항 도착출구를 나오면 바로 렌
터카 데스크와 제주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 데스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제주관광협회 공항안내데스크 064-742-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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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정보의 보고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21:13:16
21:13:16

전자/전기, 컴퓨터, 통신 분야의 전문 포털로서
연구자들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www.eiric.or.kr
연구정보 서비스 무료
02) 823-5081 / webmaster@eiric.or.kr

연구문헌 / 심화정보 / 학술행사 / Post-Conference

융합부품실험실
ɟsEʲÞǼOĶʳsǼǋÞʳǋsʳĨǋ

rŎÞĶʲɴǣɠ˔sǼǋÞʳǋsʳĨǋ
ǻrĵʲ˟ˣˡ˚˧˥˟˚˥ˢ˨ˤ

규 모
▶ 실리콘/MEMS 실험실 : 280평 (Class 10 ~ 1,000)
6인치 공정 (Silicon Wafer, SiC, Quartz/Glass 등 특수 기판, 일부 5인치 및 조각 공정)
▶ 물성분석 패키지 실험실 : 80평

보유 장비
▶ 공정장비 : i-line Stepper, E-Beam, Furnace, Sputter, Etcher, LPCVD, PECVD 등 100여종
▶ 물성분석, 패키지 및 측정장비 : SEM, AES, XRD, XPS, Sawing, Die/Wire bond, HP4145 등 40여종

지원 기술
▶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일의 반도체 일괄소자 제작이 가능한 인프라 보유
▶ 30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Si/SiC 전력반도체(Diode/MOSFET) 및 Si 검출소자
(광/방사선 검출기) 등 각종 반도체 소자/제조 공정기술지원 , 분석/패키지 지원
▶ 반도체 단위공정 제작 지원
- Photo : Stepper, Projection/Contact Align, PR Coating, PR Ashing, CD SEM
- Etch : Oxide/Metal/Nitride/Poly-Si Dry Etch, Wet Etch, PR Strip, Poly/Oxide CMP
- Diffusion : W/D Oxidation, Anneal, RTP, POCl3 Doping, Medium/High Ion Implant
- Thin Film : TEOS, HTO, LTO, SiON, Nitride, BPSG, Poly-Si, Metal(Al, Ti, Ni, Cr, TiW..)

인프라 및 지원 내용

* 지원 Flow

▶ 단순공정지원, 공동연구, 기술(제품)개발, 양산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 매년 70여개 이상의 산학연에 2,000여건의 지원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