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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 송 준 영 (인천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국제협력 

 유 호 영 (충남대학교 교수) - 사업 이 기 영 (인천대학교 교수) - 교육 

 이 우 주 (명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이 종 호 (숭실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홍보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 SPC/국제협력 

 정 영 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회지 제 민 규 (KAIST 교수) - 국문논문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총무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최    욱 (인천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하 정 우 (네이버 Tech Leader) - 홍보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육 함 범 섭 (연세대학교 교수) - 사업 

 홍 규 식 (서울대학교 교수) - 기획 황 진 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총무

지부장 명단

강  원  지  부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부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대구·경북지부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대전·충남지부 김 진 수 (한밭대학교 교수)

부산·경남·울산지부 이 상 훈 (경남대학교 교수) 전  북  지  부 김 변 곤 (군산대학교 교수)

제  주  지  부 장 경 훈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충  북  지  부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호  서  지  부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일           본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미           국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러 시 아 지 부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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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이 문 기 (명예회장)

위         원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영 권 (명예회장)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서 정 욱 (명예회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이 태 원 (명예회장) 

 임 제 탁 (명예회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정 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승 홍 (명예회장)

기획위원회
위   원   장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부 위 원 장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위         원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임 성 빈 (숭실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황 진 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하계
위   원   장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위         원  구 상 모 (광운대학교 교수) 권 건 우 (홍익대학교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수 연 (동국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우 주 (명지대학교 교수) 

 이 윤 식 (UNIST 교수) 이 형 민 (고려대학교 교수)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추계
위   원   장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위         원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 재 준 (UNIST 교수) 

 송 준 영 (인천대학교 교수) 이 권 형 (LG전자 책임연구원) 이 호 원 (한경대학교 교수) 

 정 해 준 (인천대학교 교수) 최    욱 (인천대학교 교수) 표 철 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한 상 욱 (에릭슨LG 책임연구원)

논문편집위원회
위   원   장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위         원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손 일 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종 호 (숭실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제 민 규 (KAIST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최 영 준 (아주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국제협력위원회
위   원   장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위         원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이 형 민 (고려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산학연협동위원회
위   원   장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Master)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채 관 엽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회원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회지편집위원회
위   원   장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위         원  강 동 구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상 범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김 상 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정 영 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사업위원회 
총괄 위원장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위   원   장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이 정 우 (중앙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위         원  강 석 형 (POSTECH 교수) 강 필 용 (KISA 센터장) 고 병 철 (계명대학교 교수) 

 곽 수 영 (한밭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기 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임연구원)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승 일 (모두의연구소 소장)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반 태 원 (경상대학교 교수)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석 우 진 (KISTI 센터장)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오 성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오 주 형 (KISA 팀장) 유 상 철 (LG 히다찌 이사) 

 유 승 우 (퀄컴코리아 책임연구원) 유 호 영 (충남대학교 교수) 이 남 윤 (POSTECH 교수) 

 이 재 호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전 상 운 (한양대학교 교수) 조 일 구 (IITP사회문제 R&D 팀장) 최 재 원 (㈜다음소프트 이사) 

 최 재 혁 (UNIST 교수) 최 지 원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함 범 섭 (연세대학교 교수)

교육위원회
위   원   장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위         원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홍보위원회
위   원   장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진 영 (전남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유 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하 정 우 (네이버 Tech Leader)

표준화위원회
위   원   장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간 사 / 위 원 배 준 호 (가천대학교 교수)

위         원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박 원 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변 지 수 (경북대학교 교수) 송 영 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이 상 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종 묵 (SOL 대표) 이 하 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해 성 (전주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태 수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고문)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정보화위원회
위   원   장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위         원  강 제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지부담당위원회
위   원   장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위         원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김 변 곤 (군산대학교 교수) 김 진 수 (한밭대학교 교수)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이 상 훈 (경남대학교 교수) 장 경 훈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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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위   원   장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간 사 / 위 원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재정위원회
위   원   장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승 종 (LG전자 부사장)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SPC위원회
위   원   장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심 동 규 (중앙대학교 교수)

부 위 원 장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위         원  강 석 주 (서강대학교 교수)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최    욱 (인천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황 원 준 (아주대학교 교수)

JSTS위원회
위   원   장 Hoi-Jun Yoo (KAIST)

부 위 원 장  Dim-Lee Kwong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위         원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yeong-Gyu Nam (Chungnam National Univ.)

 Byung-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Cary Y. Yang (Santa Clara Univ.)

 Chang sik Yoo (Hanyang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eog-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Eun Sok Kim (USC)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i-Deok Lee (Chungnam Univ.) Hong June Park (POSTECH)

 Hyoung sub Kim (Sungkyunkwan Univ.) Hyun-Kyu Yu (ETRI)

 Jamal Deen (McMaster University, Canada) Jin wook Burm (Sogang Univ.)

 Jong-Uk Bu (Sen Plus) Jun young Park (UX Factory)

 Kofi Makinwa (Delft Univ. of Technology)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in-kyu Song (Dongguk Univ.) Moon-Ho Jo (POSTECH)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Rino Choi (Inha Univ.) Sang-Hun Song (Chung-Ang Univ.)

 Sang-Sik Park (Sejong Iniv.) Seung-Hoon Lee (Sogang Univ.)

 Shen-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hi ho Kim (Yonsei Univ.)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Sung Woo Hwang (Korea Univ.)

 Tadahiro Kuroda (Keio Univ.) Tae-Song Kim (KIST)

 Tsu-Jae King Liu (UC Berkeley)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Woo geun Rhee (Tsinghua Univ.)

 Yang-Kyu Choi (KAIST)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ong-Bin Kim (Northeastern Univ.) Yuhua Cheng (Peking Univ.)



Society 명단

통신소사이어티
회         장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부   회   장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정 우 (중앙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감         사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협동부회장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연 은 (㈜브로던 대표이사) 김 영 한 (숭실대학교 교수) 
 김 용 석 (㈜답스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류 승 문 ((사)개인공간서비스협회 수석부의장)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연 철 흠 (LGT 상무)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정 진 섭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         사 김 광 순 (연세대학교 교수)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윤 지 훈 (단국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장 병 수 (이노벨류네트웍스 부사장)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간         사 김 중 헌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이 정 우 (중앙대학교 교수) - 통신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스위칭 및 라우팅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정보보안시스템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 

- 방송ㆍ통신융합기술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무선 PAN/BAN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 전 영 현 (삼성SDI 사장)
자 문 위 원 임 형 규 (반소전임회장)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신 윤 승 (반소전임회장)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반소 전임회장)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
수석부회장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연구담당부회장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업담당부회장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학술담당부회장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산학담당부회장 장 성 진 (삼성전자 부사장)
총 무 이 사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박광일 (삼성전자 전무)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학 술 이 사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공 정 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태 제 (삼성전기 전무)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산 학 이 사  강 태 원 (넥셀 사장) 김 경 수 (넥스트칩 대표)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준 석 (ADT 사장)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이 도 영 (옵토레인 사장) 이 서 규 (픽셀플러스 대표)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장 규 (텔레칩스 대표) 이 종 열 (FCI 부사장) 
 정 해 수 (Synopsys 사장) 최 승 종 (LG전자 부사장)
재 무 이 사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회 원 이 사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감         사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오 정 우 (연세대학교 교수) - 반도체소자및재료
 이 상 신 (광운대학교 교수) - 광파및양자전자공학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 SoC설계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 RF집적회로
 정 원 영 ((주)태성에스엔이 부본부장) - PCB&Package
협 동 위 원  강 석 형 (포항공과대학 교수) 고 형 호 (충남대학교 교수) 김 수 연 (동국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 준 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영 주 (포항공과대학 교수) 
 이 윤 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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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사이어티
회         장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명 예 회 장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자 문 위 원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감         사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협동부회장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우 운 택 (KAIST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총 무 이 사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재 무 이 사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홍 보 이 사 이 덕 기 (연암공과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강 병 권 (순천향대학교 교수)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홍 (한성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정 혜 명 (김포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학 술 이 사 권 태 경 (연세대학교 교수) 김 병 서 (홍익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종 대 (베스티안병원 과장) 김 천 식 (안양대학교 교수)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기 영 (인천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임 경 원 (대림대학 교수) 임 재 균 (명지병원 소장) 한 규 필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한 태 화 (연세대의료원 연구팀장)
사 업 이 사 김 홍 균 (다스파워 이사) 박 세 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위원)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조 병 순 (㈜시엔시 인스트루먼트 사장)
산 학 이 사 김 대 휘 (㈜한국정보통신 대표이사) 노 소 영 (월송출판 대표이사)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오 승 훈 (주얼린 대표이사) 유 성 철 (LG히다찌 산학협력팀장) 
 조 병 영 (㈜태진인포텍 전무)
연구회위원장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 멀티미디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 휴먼ICT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
 우 운 택 (KAIST 교수) - 증강휴먼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 CPS보안

신호처리소사이어티
회         장 김 창 익 (KAIST 교수)
자 문 위 원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부   회   장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협동부회장 강 동 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 인 호 (홍익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이         사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교수)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창 우 (카톨릭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협 동 이 사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강 제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 형 일 (아주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환 (KETI 선임)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 상 윤 (명지대학교 교수) 박 현 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서 영 호 (광운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양 현 종 (UNIST 교수)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인하대학교 교수) 
 이 종 설 (KETI 책임)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전 세 영 (UNIST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 준 원 (한양대학교 교수)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감         사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총 무 간 사 허 용 석 (아주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 음향및신호처리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영상신호처리
 고 병 철 (계명대학교 교수) - 영상이해
 예 종 철 (KAIST 교수) - 바이오영상신호처리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회         장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감         사 김 영 진 (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총 무 이 사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재 무 이 사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준 식 (KIST 박사)
학 술 이 사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기 획 이 사 최 현 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양 연 모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산학연이사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강 대 희 (유도㈜ 박사)
홍 보 이 사 김 재 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회 원 이 사 권 오 민 (충북대학교 교수) 김 기 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임연구원) 김 종 만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김 지 홍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문 정 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명 진 (경희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서 영 석 (영남대학교 교수) 송 철 규 (전북대학교 교수) 
 유 재 현 (한경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선문대학교 교수) 이 용 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태 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정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최 수 범 (KISTI 연구원) 한    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자 문 위 원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오 상 록 (KIST 분원장)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
 한 수 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제어계측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정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 지능로봇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 및 시스템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국방정보및제어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 자동차전자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의료영상시스템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 스마트팩토리

산업전자소사이어티
회         장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수석부회장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명 예 회 장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자   문   단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김 대 휘 (한국정보기술 대표)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윤 기 방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윤 한 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장    철 (우성정보기술 대표)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최 영 일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한 성 준 (아이티센 부사장)
감         사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상 임 이 사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상 범 (폴리텍인천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윤 중 현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최 의 선 (폴리텍아산캠퍼스 교수)
협동상임이사 강 현 석 (로보웰코리아 대표) 김 세 종 (SJ정보통신 부사장) 김 응 연 (인터그래텍 대표)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본부장)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성 재 용 (오픈링크시스템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송 치 봉 (웨이텍 대표이사)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이 영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전 한 수 (세림티에스지 이사) 
 조 규 남 (로봇신문사 대표) 조 병 용 (영운시스템즈 대표이사) 조 한 일 (㈜하이제이컨설팅 상무) 
 최 석 우 (한국정보기술 상무)
재 무 이 사 강 민 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김 경 복 (경복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학 술 이 사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용 중 (한국폴리텍대학(원주) 교수) 
 김 종 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 영 종 (여주대학교 교수) 
 이 영 진 (을지대학교 교수) 이 종 용 (광운대학교 교수) 장 경 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 경 권 (동신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김 영 우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김 윤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 교수) 장 성 석 (영진전문대학 교수)
산 업 이 사 서 병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원 우 연 (폴리텍춘천 교수) 
 이 규 희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종 성 (부천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최 홍 주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협 동 이 사 고 강 일 (이지테크 대표)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김 태 웅 (윕스 부장)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박 정 민 (오므론 과장) 신 동 희 (대보정보통신 이사) 
 유 제 욱 (한빛미디어 부장) 이 요 한 (유성SDI 대표) 이 진 우 (글로벌이링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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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 구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고 영 채 (고려대학교 교수) 고 요 환 (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구 원 모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순 철 (연세대학교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광 순 (연세대학교 교수) 김 기 남 (삼성전자㈜ 사장)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대 순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만 배 (강원대학교 교수) 김 변 곤 (군산대학교 교수)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철 (국민대학교 교수)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성 우 (서울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권 (명예회장)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영 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진 수 (한밭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태 연 (삼성전자㈜ 상무)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김 휘 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나 정 웅 (명예회장)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문 병 인 (경북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민 호 (숭실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성 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성 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청 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 항 구 (명예회장)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배 준 호 (가천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백 상 헌 (고려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변 경 수 (인하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정 욱 (명예회장)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성 굉 모 (명예회장)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손 광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송 창 현 (네이버 CTO)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승 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성 목 (KT 사장)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성 철 (LGH 본부장)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회 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문 석 (부산대학교 교수) 이 민 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상 신 (광운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센터장)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상 훈 (경남대학교 교수) 
이 석 희 (SK하이닉스㈜ 사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성 철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윤 종 (㈜DB하이텍 부사장)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이종호B (서울대학교(바이오) 교수) 이종호S (서울대학교(반도체) 교수) 
이 진 구 (명예회장)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이 창 우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이 천 희 (전임회장)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이 태 원 (명예회장)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희 국 (㈜LG 상임고문)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성 빈 (숭실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임 형 규 (SK텔레콤 고문)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경 훈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경 훈 (삼성전자㈜ 부사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영 현 (삼성SDI㈜ 대표이사)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정 원 영 (㈜태성에스엔이 부본부장) 
정 은 승 (삼성전자㈜ 사장) 정 정 화 (명예회장)  정 제 창 (한양대학교 교수)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제 민 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경 록 (충북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승 환 (삼성전자㈜ 부사장) 조 재 문 (삼성전자㈜ 부사장)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조 진 웅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채 관 엽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채 영 철 (연세대학교 교수) 천 경 준 (㈜씨젠 회장)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최 성 현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재 식 (UNIST 교수) 최 정 환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진 성 (도이치텔레콤㈜ 부사장)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한 수 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홍 승 홍 (명예회장)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홍 인 기 (경희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황 승 훈 (동국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황 인 태 (전남대학교 교수)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대외업무,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지부
이안순 부장 - 국내학술, 총무, 포상, 임원관련,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배지영 부장 - 국제학술, 국문논문, 교육, 컴퓨터소사이어티,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배기동 부장 - 사업, 표준화, 용역, 회원관리, 홍보, 신호처리소사이어티
변은정 차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학회지, 통신소사이어티
김천일 차장 - 정보화, 반도체소사이어티
장다희 서기 - 국제학술, 국제업무, SPC/JSTS영문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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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제1차 상임이사회가 1월 4일(목) 오후 18시 학회 회의실(과학기술회

관 신관 907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원보고

   - 29명의 상임이사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

2. 위원회 보고

   -   각 위원회 별로 위원장들이 서면 및 발표보고사항을 진행하고 

위원회별 주요사항을 논의함

3. 심의사항

   -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함

   -   주요 승인위원회 (인사위원회 / 재정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4. 기타

제1차 평의원회 개최

제1차 평의원회가 2월 15일(금) 오후 6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도 주요 추진 사업보고와 2018년

도 결산 승인심의가 있었으며, 백준기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하였다.

최천원 회장의 추진사업 보고

백준기 전임회장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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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IC 2019 개최

ICEIC는 우리 학회에서 격년마다 우리나라 전자/IT 학문과 산업

을 전파할 목적으로 개최해 오다, 2012년부터 IEEE CE Society의 

Co-sponsorship을 받아 국제 학술대회로 육성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뉴질랜드, 풀만 오클랜드 호텔에서 1월 22일(화)~1월 25

일(금)에 16개국 약 3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이번 학회는 최천원 학회장이 General Chair, 윤석현 교

수가 Organization Chair로 참여하였으며, 신오순 교수가 Technical 

Program Chair로 참여하였다.

첫째 날 1월 22일(화) Welcome Reception에는 여러 국가로부터 온 

약 70명의 참가자들이 환영인사 및 담소를 나누었으며, 둘째 날 1월 

23일(수) 개회식에는 최천원 학회장의 환영사와 IEEE CE Society의 

Stefan Mozar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리며, 곧이어 뉴질랜드의 

University of Auckland의 Aiguo Patrick HU 교수와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이흥노 교수의 Plenary Talk가 진행되었다.

셋째 날 1월 25일(목)에는 12개의 구두발표 세션과 3개의 포스터발

표 세션이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최천원 학회장과 IEEE CE Society

의 Stefan Mozar 부회장, IEEE 차기부회장 및 대한전자공학회 명예회

장 전국진 교수의 환영사로 만찬의 시작을 알렸으며, Best Paper 시

상식 및 뉴질랜드 전통 공연팀의 공연과 함께 Conference Banquet

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1월 25일(금)에는 ICEIC 2019 Group 

Discussion and Wrap-up이 진행되어 학문 및 기술교류의 의미 있

는 장이 될 수 있었다. 이번 학회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에

서 온 연구자들과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함께 연구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연구를 향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활력

을 불어넣어 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Welcome Reception

개회식 - 최천원 학회장 인사말

개회식 - IEEE CE Society의 Stefan Mozar 부회장 인사말

Plenary Talk 1 - 뉴질랜드의 University of Auckland의 Aiguo 
Patrick H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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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Talk 2 -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흥노 교수

주요참가자 기념촬영 - 초청인사, 조직위원 및 명예회장

Conference Banquet 공연

Conference Banquet - 최천원 회장 인사말

Conference Banquet - IEEE CE Society 부회장 Stefan Mozar의 
인사말

Conference Banquet - IEEE 차기부회장 및 대한전자공학회 
명예회장 전국진 교수의 IEEE 활동 소개



News

전자공학회지 2019. 2 _ 9515

만찬 기념촬영 - 초청인사, 조직위원 및 명예회장

특별회원사방문

학회 회장단은 특별회원을 방문하여 2018년도 추진현황과 2019년

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현대자동차 - 박동일 부사장 

네이버 - 김태웅 리더

전자부품연구원 - 김영삼 원장

TLI - 김달수 대표이사 

쏠리드 - 정 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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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LG사이언스파크 - 안승권 대표

싸인텔레콤 - 박영기 대표이사

- 회원동정 -

김정식 학회 명예회장, 서울대에 500억원 기부

김정식 학회 명예회장(대덕전자 회장)이 모교인 서울대에 50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여 지난 2월 18일 서울대학교에서 기부금(500억원) 출

연 협약식을 개최되었으며, 김정식 회장이 서울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657억원으로 누적 기부금으로는 서울대 사상 최대 금액이다. 

기탁금은 서울대 공과대학의 융·복합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

는 시설인 ‘해동첨단공학기술원(가칭)’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 해동첨

단공학기술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반도체, 에너

지, 바이오 등 공학 전 분야의 연구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1956년 졸업한 김 회장은 1991년 해동과학문

화재단을 설립해 전자공학회 등 4개 학술단체를 통해 해동상을 시상

하고 있을 뿐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에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이 외에도 장학금 지원,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동첨단공학기술원(가칭) 건립 및 운영기금 출연 협약식  
(오른쪽이 김정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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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가입현황

(2019년 1월 3일 - 2019년 2월 8일)

평생회원

류현석(삼성전자), 이정배(삼성전자), 최윤경(삼성전자), 황상원 

(삼성전자), 황홍선(삼성전자), 황주영(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손일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정성(케이케이테크), 함철희(삼성전자)

이상 9명

정회원

김지원((주)태성에스엔이), 문병호(LIG넥스원), 이규호(UNIST), 최재혁

(UNIST), 반태원(경상대학교), 박명진(경희대학교), 김경훈(국방과학 

연구소), 조성인(대구대학교), 김현종(브라코이미징코리아), 권혜정 

(삼성전자), 서영훈(삼성전자), 이기준(삼성전자), 이동일(삼성전자),  

이명규(삼성전자), 조성혜(삼성전자), 정재용(인천대학교), 권기태 

(태성에스엔이), 정범진(한국외국어대학교), 주재율(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김한상(한화 테크윈), 박동일(현대자동차), 서동진(현대 

자동차), 박종언(홍익대학교)

이상 23명

학생회원

김수열(계명대학교), 김주오(계명대학교), 김지수(계명대학교), 박철형

(계명대학교), 황채환(계명대학교), 김정현(대구대학교), 노유정(동아

대학교), 권순영(부산대학교), 김지현(부산대학교), 김성래(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이승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연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세종(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경연(서울대학교), 김연우(서울대학교), 

김창하(서울대학교), 김채수(서울대학교), 민경규(서울대학교), 유준수

(서울대학교), 전보성(서울대학교), 최윤호(서울대학교), 정필영(인천

대학교), 구태범(충북대학교), 김명기(충북대학교), 박병학(충북대학교), 

사재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상운(홍익대학교), 장도영(홍익대학교), 

한경현(홍익대학원)

이상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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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최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주요 안건

제1차 회지편집위원회의
1.28

(17:00)
학회 회의실 - 2019년도 학회지 주제 선정 논의 외

제1차 산학협동위원회의
1.29

(17:00)
만강

-   산업체 방문 프로그램 및 특별회사 지원 방안  
논의 등

제1차 사업위원회의
2.1

(17:00)
만강 - 2019년도 사업 계획 수입 외

제1차 하계조직위원회의
2.12

(18:00)
팔래스 호텔 - 상견례 및 학술대회 운영 논의 외

제1차 국제협력위원회의
2.12

(18:00)
학회 회의실 - 위원 상견례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외

2. 행사 개최

행사 명칭 일시 장소 주관

ICEIC 2019 1.22~25 뉴질랜드 오클랜드 풀먼 호텔 본회



특·집·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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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호처리 최신 기술 동향

최근 인공지능이 중요한 기술

적 이슈가 되면서 음성인식 및 

자연어처리는 물론이고 영상처

리를 위한 머신러닝 기술의 응

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다양

한 영상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상

용화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

다. 본 특집호는 이러한 상황에

서 다양한 영상처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신 기술들에 

대한 소개, 그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적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을 제시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논문 6편으로 구성

되었다. 

첫째, “단일 영상에서의 깊이 추정 방법: 최신 기술 동

향(김원준)”에서는 단일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정하

는 방법을 통계적 모델 기반 방법 및 생성 모델 기반 방법으

로 나누고 이에 대해 각각 관련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였다. 

둘째, “내용 기반 영상 리타겟팅 기술 동향(김윤형 외)”에서

는 영상 리타겟팅 기술을 접근법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

누어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리타겟팅 기술들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HRI를 위한 로봇

비전 기술 동향(이재호)”에서는 먼저 인간-로봇 상호작용 

관련 연구방향을 제시한 후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다

양한 센서 중 카메라 센서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

다. 특히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얼굴 인식 기술 및 행

동 인식 기술 동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넷

째, “영상 디블러링 기술 동향(이혁재 외)”에서는 먼저 블러 

현상 발생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영상 디블러링 

기술을 최적화 기법 기반 디블러닝 및 딥러닝 기반 디블러링

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최근 기술들을 소개하였다. 다섯

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소개(정승준 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

능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상 이해 및 언

어 이해 분야에서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상세

히 소개하였다. 끝으로, “HDR 영상 생성 기법의 기술 동향(

최지원)”에서는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HDR 영상 생성 방법 

및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HDR 영상 생성 방법에 대해서 각

각 관련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HDR 

영상 생성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바쁜 일정 중에 본 특집호를 위하여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

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집호가 영상신호처리 기술 개

발 및 응용을 위한 발판이 되고,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새

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 찬 호 편집위원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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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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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장면 내 기하학적 구조 

(예를 들어, 소실점의 위치, 수평선 경계 등)를 유추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는 객체의 정

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객체 간 3차원 관계 파악 등 주어진 장면 이

해에 매우 유용하며, 주로 영상 내 깊이 정보로부터 추정이 가능하다. 

깊이 지도(Depth Map)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시

차 계산을 바탕으로 생성된다[1]. 그러나, 정확한 깊이 추정을 위해 두 

대의 카메라에 대한 정교한 보정(Calibration) 작업이 필요하며, 시차

(Disparity)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2]. 따라서, 한 

장의 입력 영상으로부터 깊이 지도를 정확하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환경 인

식, 지능형 로봇 서비스를 위한 실내 환경 구조 인식 등의 핵심 응용분

야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단일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통계적 

모델(Statistical Model)를 이용하는 방법과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통계적 모델을 이용

하는 방법의 경우, 그래프 최적화 기법[3]이나 슈퍼픽셀 기법[4]을 이용

하여 주어진 영상을 지역적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 내 색상, 텍스

처(Texture) 등의 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특징 벡터를 정의하여 깊이 

추정에 사용한다. 그러나, 통계적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깊이 정보

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 설계에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배경 및 다양한 

거리 스케일 변이(Scale Variation)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영상 내 깊이 정보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영상 인식 분야(객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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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객체 인식 등)에서 심층 신경망 학습 기법의 성공으로 

인해 몇몇 연구자들은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 모델을 

정의하고 다양한 장면 구조에 적용 가능한 깊이 지도 생

성 방법을 제안했다. 생성 모델 기반의 방법은 컬러 영상

을 입력으로 하여 해당 깊이 지도를 출력하는 기본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특징 벡터를 설계할 필요 없이 

입력 영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장면 내 콘텐츠의 복잡도, 

거리 스케일 변이 등에 강인한 깊이 지도를 생성할 수 있

다.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정교한 깊이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한 컬러 영상과 이에 대응하는 실측 

거리 지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구축한 대용량 데이터셋을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5]. 그러나, 특별한 환경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그럼에도 뛰어난 정확도 및 확장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심층신경망 학습 기법을 기반으

로 깊이 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이 단일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

는 통계적 모델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생성 모델 기반의 깊

이 지도 생성 연구를 살펴보고,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통계적 모델 기반 깊이 정보 추정

초기 단일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의 

대부분은 영상 내 분포하는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깊이 특성과 연관시켜 모델링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Torralba와 Oliva[6]는 영상 내 주파수 특징을 기반

으로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거리에 

따라 영상의 지역적, 전역적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주파

수 크기(Frequency Magnitude)의 통계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을 정의한다. <그림 1>은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영상의 주파수 크기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촬영 거리 예측은 가능하나, 

객체의 경계를 보존하면서 세밀한 거리 지도를 생성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단일 영상만을 이용하여 픽셀 단위 깊이 정보를 추정하

는 일은 조건불량(Ill-posed)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러나 Hoiem[7] 등은 표면 구조(Surface Layout) 분석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

다. 먼저, 주어진 영상을 그래프 최적화를 이용하여 분할

하고 분할된 각 영역에서 위치, 색상, 에지(Edge), 텍스처 

및 기하학 구조(예를 들어, 직선의 길이, 소실점 위치 등)

의 통계적 정보를 이용하여 특징 벡터를 구성한다. 다양

<그림 1> 거리에 따른 주파수 크기 특징 분석의 예[6]. Top : 입력 영상. Middle : 전역적 주파수 크기 지도.  

Bottom : 지역적 주파수 크기 지도 (왼쪽 3개의 영상은 인공 구조물이며, 오른쪽 3개 영상은 자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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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면 구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영상 분할 시 

다중 스케일 기법을 적용한다 (<그림 2> 참조). 이를 바탕

으로 하늘 영역과 바닥 영역을 구분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하여 표면의 성질(예를 들어, 수직/수평 평면, 잔디, 딱

딱한 재질 등)을 인식한다. 하늘과 바닥 영역을 알 수 있

기 때문에 대응하는 상대적 깊이 정보 또한 손쉽게 계산

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바닥 영역에 속하는 픽셀 값 중 

가장 영상의 아래쪽에 있는 픽셀이 카메라와 가장 가깝고 

가장 위쪽에 위치한 픽셀이 가장 멀기 때문에 두 픽셀 간

격을 정규화하여 상대적 깊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림 3> 참조).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알고

리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Chun[8] 등

은 비선형 확산(Nonlinear Diffusion) 기법을 통해 실내 

영상 내 바닥 영역을 검출하고 분할된 영역 간 거리를 함

께 이용하여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그림 3>참조).

최근에는 컬러 영상과 대응하는 깊이 지도 영상의 통

계적 특징을 함께 학습하여 학습된 모델로부터 깊이 값

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대표적으로 Karsch[9] 등이 제안한 깊이 전이(Depth 

Transfer) 방법이 있다. 먼저, 컬러 영상과 해당 깊이 지

도 영상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셋에서 현재 영상과 가

장 유사한 깊이 지도를 주파수 통계 정보 기반 특징을 이

용하여 선택한다. 이후 SIFT Flow 기법[10]을 이용하여 영

상을 정렬하고 깊이 지도 최적화를 통해 최종 깊이 지도

를 생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Konrad[11]등 역시 샘플로부

터 깊이 지도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색상, 위

치, 움직임 정보의 통계적 모델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징

에 대한 깊이 지도 초기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가중

치 조합을 통해 최종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Choi[12] 등은 

깊이 지도의 픽셀 변화값(Gradient)을 도출하여 이를 프

와송 복원(Poisson Reconstruction) 프레임워크에 이용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4>는 소개한 방법들의 깊

이 지도 생성 예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한 방법들은 컬러 

영상에 가장 잘 대응되는 깊이 지도를 학습 및 선택 하지

만 재생성하는 방식이 아닌 학습 모델로부터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입력 영상 구조 변화(예를 들어, 복잡한 

도로 환경 등)에 여전히 취약한 단점이 있다.

<그림 3> 바닥 영역 검출 기반 깊이 지도 생성의 예[8]

<그림 4> 컬러 영상에 대한 깊이 지도 생성 결과의 예[12]

<그림 2> 영상의 표면 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7]. 표면 구조 인식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로부터 상대적 깊이 정보를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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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성 모델 기반 깊이 정보 추정 

최근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영상 인식의 놀라운 성공

에 힘입어 컴퓨터 비전의 많은 분야에서 심층 신경망을 이

용한 문제 해결 시도가 늘고 있다. 단일 영상으로부터 깊

이 지도를 생성하는 문제 또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자 많은 연구자들이 심층 학

습을 이용한 생성 모델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Eigen[13] 등은 합성곱(Convolution) 신경망을 이용하여 

초기 깊이 지도를 생성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영역을 상세히 복원할 수 있는 두 단계(Two-stage) 심층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였다. 앞 장에서 설명한 학습 데이터

로부터 가장 유사한 정보를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닌 입력 

컬러 영상으로부터 깊이 지도를 생성하는 과정을 학습하

여 이를 새로운 영상에 적용한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 값이 

아닌 새롭게 추정된 깊이 정보 값을 생성한다. <그림 5>는 

제안하는 신경망 구조 및 깊이 지도 생성 결과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Coarse-to-Fine 방식의 학습 구조를 채택

하고 있지만 합성곱 계층을 누적하는 동안 반복되는 풀링

(Pooling) 연산으로 공간 해상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

다. 이로 인해 실측 깊이 지도 대비 객체의 경계 등 지역적 

영역 내 상세 정보가 온전히 생성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비록 깊이 지도 생성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지만 생성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방법으로 이후 많은 연구가 심층 

신경망 기반 생성 모델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Liu[14] 등은 앞서 설명한 심층 신경망 기반 깊이 생성 

과정과 인접한 영역의 깊이 정보는 유사하다는 관찰 결

과를 조건부 무작위장(Conditional Random Field)을 이

용하여 함께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주어

진 영상을 슈퍼 픽셀 기법을 이용하여 분할하고 각 영역

에 대하여 224×224 픽셀 크기의 윈도우를 설정하여 패

치 영상을 도출한다. 각 패치 영상을 합성곱 계층으로 구

성된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생성된 깊이 정보와 실

측 깊이 정보와의 차이를 학습한다. 또한, 각 패치 영상은 

인접한 영역 간 깊이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된 신경망

의 입력으로도 사용된다. 위 두 가지 차이를 함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각각의 신경망을 학

습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Eigen[13]의 방법 대비 깊

<그림 5> 심층 신경망 기반 깊이 지도 생성의 예[13]. Fine으로 표시한 결과가 최종 깊이 지도로 실측을 통해 획득한 깊이 지도(GT) 대비  

지역적 영역의 세밀한 표현이 다소 부족

<그림 6> 심층 신경망 기반 생성 모델을 이용한 깊이 지도 예측 결과. 첫 번째 줄: 입력 컬러 영상. 두 번째 줄: 실측 깊이 지도.  

세 번째 줄: Eigen[13] 방법의 결과. 네 번째 줄: Liu[14] 방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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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를 정교하게 생성하고 있지만, 슈퍼 픽셀 단위로 

분할된 영역의 경계가 생성된 깊이 지도에 남아 있는 문

제점이 있다. <그림 6>은 다양한 실내 영상을 이용하여 

Eigen의 방법[13]과 Liu의 방법[14]으로 깊이 지도를 생성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성 모델 학습을 위한 몇몇 대용량 컬러-깊이 영상 데

이터셋이 존재하지만, 날씨에 따른 LiDAR 센서의 취약점

으로 실측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도 있으며, 별도의 

목적을 위해 학습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장비 설계 등 데이

터셋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odard[15] 등은 보정된 두 대의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비지도(Unsupervised) 학습을 

진행하고, 실제 깊이 지도 생성 시 단일 영상만을 사용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컬러-깊

이 영상을 이용한 학습 방식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

며 잘 보정된 두 대의 카메라만 있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의 깊이 지도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학습 구조는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먼저, 좌영상을 이용하여 시차(Disparity) 영상을 

학습하고 예측된 시차를 바탕으로 좌우 영상을 모두 생

성한다. 이렇게 시차를 이용하여 다시 생성된 좌우 영상

과 실제 두 대의 카메라로 획득한 좌우 영상의 픽셀 값 차

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손실 함수

는 외형의 차이, 시차의 연속성(인접한 영역의 깊이 정보

는 유사) 및 좌-우 영상 간 변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일관성(Left-right Consistency)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

한다. 카메라 변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시차 영상으

로부터 손쉽게 깊이 지도를 복원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는 깊이 정보의 순서 특징을 이용하여 지역적 영역 내 경

계 및 텍스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16]. 이 방법의 경우, 크게 두 단계로 생성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신경망은 깊이 지

도 생성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심층 

신경망 기반 생성 모델의 저해상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 비율의 확장 합성곱(Dilated Convolution)을 이용하

여 원본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하였으며, 계산된 특징 지

도(Feature Map)를 모두 연결하여 다음 단계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다음 신경망은 앞서 언급한 깊이 지

도 연속성을 학습하기 위한 구조로 학습된 특징 지도가 깊

이 지도로 회귀(Regression) 할 수 있도록 손실 함수를 정

의한다. 이 때, 카메라에 가까울수록 거리를 세밀하게 양

자화(Quantization)하는 기법을 제안하여 깊이 지도를 효

과적으로 생성하였다. <그림 8>은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Godard의 방법[15]과 Fu의 방법[16] 

<그림 7> 좌-우 시차를 이용한 비지도 학습 방식의 깊이 지도 생성 방법[15] (해당 그림은 저자의 CVPR 2017 학회 발표 자료에서 발췌하였음)

<그림 8> 깊이 값의 순서 정보를 학습에 이용한 생성 모델16]. 깊이 값 순서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영상 내 경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여 깊이  

지도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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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로 주행 영상에 대해 깊이 지도를 생성한 결과를  

<그림 9>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깊이 값의 순서 정보를 

이용하여 정제한 결과를 보면, 먼 거리의 하늘 영역에 의

한 깊이 정보의 모호성도 감소하며 각 객체의 경계도 비

교적 뚜렷하게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깊이 지도 생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

용 데이터셋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ake3D 데이터셋[17]은 총 534장의 실외 영상과 대응하

는 깊이 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400장은 학습

에 사용하고 134장은 성능 평가에 사용한다. 컬러 영상

의 해상도는 2272×1704 픽셀이고, 깊이 지도의 해상도

는 55x305 픽셀 크기로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대부분

의 연구에서 컬러 영상을 축소 및 Crop하여 깊이 영상의 

해상도와 적절히 맞추어 사용한다 (예를 들어, 568×426 

픽셀 크기로 축소 한 후 무작위 Crop을 통해 513×385 

픽셀 크기 컬러 영상을 사용[16]). 다음으로 NYU Depth 

v2 데이터셋[18]은 마이크로소프사의 키넥트 카메라를 이

용하여 촬용한 464개의 깊이 지도 영상을 포함하고 있

다. 원본 해상도는 480×640 픽셀 크기이나 대부분의 연

구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여 사

용하고 있다.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기 영상 내 프레임을 

선택하여 학습 및 성능 평가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249

개의 영상 시퀀스에서 120K 프레임을 학습에 사용). 마

지막으로 실제 주행 환경에서 촬영한 대용량 컬러 이미지

와 대응하는 깊이 지도를 제공하는 KITTI 데이터셋[5]이 

있다. 원본 해상도는 375×1241 픽셀 크기이며, 도시, 

주거지역, 대학교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캔을 이용하여 획득한 실측 데이터를 클라우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하지만 대부분 성능 평가를 위해 2

차원 이미지로 투영하여 사용한다. 많은 방법이 Eigen[13] 

등이 사용한 29개 장면으로부터 선택한 697장의 이미지

를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림 10> 깊이 지도 생성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셋 (왼쪽부터 Make3D, NYU Depth v2, KITTI)

<그림 9> 도로 주행 영상에 대한 깊이 지도 생성 결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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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나머지 32개 장면으로부터 선택한 23,488장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위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샘플 이

미지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Ⅳ. 맺음말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일 컬러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깊이 예

측 방법에 더 나아가 심층 신경망 기술의 발달로 객체 검

출 및 인식에 대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해당 기

술이 깊이 지도 생성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단일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최신 기

술 동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깊이 지도 생성 기술은 자율 

주행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 서비스, 가상 현실 등 미래 

사회의 핵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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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휴대용 전자기기가 보급되고,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

고 공유하는 작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일상이 되었다. 대개

의 경우, 사용자는 영상을 공유하기 전에 주어진 영상을 선호하는 크

기로 리사이징 (Resizing) 하는 과정을 거치곤 하는데, 이 단계에서 가

로세로비의 변화가 수반될 경우 필연적으로 원 영상의 정보가 훼손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로, <그림 1(b)>와 같이 한쪽 축을 따

라 균등한 비율로 수축 또는 팽창시키는 스케일링 (Scaling) 기법을 적

용할 시에는 원 영상 내 영역의 가로세로비가 변형되어 주요 물체의 정

체성이 왜곡되며, <그림 1(c)>와 같이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는 잘라내

기 (Cropping) 기법을 적용할 시에는 원 영상의 일부 영역이 삭제된다.  

<그림 1(d)>와 같이 목표 해상도에 맞도록 빈 공간을 삽입하는 레터박

싱 (Letterboxing) 기법을 적용하면 화면의 일부 공간을 낭비하게 된

다. 이러한 전통적 리사이징 기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

이 <그림 1(e)>와 같은 내용 기반 영상 리타겟팅 (이하 리타겟팅) 기술

이다. 리타겟팅 기술이란, 원 영상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물체가 

존재하는 영역의 원형은 유지시키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의 왜

곡은 허용함으로써, 리사이징으로 인한 영상의 시각적 품질 저하를 경

<그림 1> 영상 리사이징의 예. (a) 원본 영상, (b) 스케일링, (c) 잘라내기, (d) 레터박싱,  

(e) 내용 기반 영상 리타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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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키는 기술이다.

기존 대부분의 리타겟팅 기법은 <그림 2>와 같은 순서

에 따라 동작된다. 가장 먼저 리타겟팅을 수행할 영상으

로부터 영역에 따른 중요도를 나타내는 영상 중요도 지도 

(Image importance map, 이하 IIM)를 생성한다. IIM

은 입력 영상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단일 채널의 영상

이며, IIM의 각 픽셀은 해당 위치의 중요도에 따라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IIM은 사용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생성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리타겟팅 기법들은 경계선 

검출 (Edge detection)[1] 또는 관심 영역 검출 (Saliency 

detection)[2~5] 등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자

동화를 모색한다. IIM의 몇 가지 예는 <그림 3>에 도시되

어 있다.

IIM 생성의 다음 순서는 주어진 IIM에 따라 영상을 리

사이징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를 좁은 의미에서의 리타겟

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 제시되어온 대부분의 리

타겟팅 알고리즘은 영상을 변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이

산적 (Discrete), 연속적 (Continuous), 그리고 혼합적 

(Hybrid) 접근법으로 나뉜다. 이산적 접근법은 주어진 영

상 내의 픽셀을 직접적으로 제거 또는 삽입함으로써 상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연속적 접근법은 주어진 영상

을 그리드 (Grid)를 통해 구조화하고, 이 그리드를 주어

진 IIM과 목표 크기에 따라 최적화를 수행하여 변형한 후 

픽셀 보간을 수행함으로써 목표 크기의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혼합적 접근법은 여러 개의 리타겟팅 기법을 

혼합하여 좀 더 나은 결과 도출을 꾀하는 방법이다. 다양

한 리타겟팅 알고리즘들의 관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다

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본 장에서는 최근까지 제안되어온 다양한 리타겟팅 알

고리즘들을 네 가지 접근법으로 범주화하여 기술한다. 첫 

세 가지는 앞서 언급한 이산적, 연속적, 혼합적 접근법이

며, 나머지 한 가지는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기계학습 기

반 접근법이다.

1. 이산적 (Discrete) 접근법

이산적 접근법[6~9, 11]은 리사이징을 위해 영상 내의 픽

셀을 직접적으로 제거 또는 삽입하는 방법으로, Avidan

과 Shamir에 의해 처음 제안된 Seam carving[6] 기법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Seam이란, 영상의 너비 또는 

높이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픽셀 줄기를 지칭한다. 하나

의 seam을 구성하는 픽셀들은 인접 요소 간에 8-연결 

(8-connected) 이웃 관계를 가지며, <그림 4>와 같이 영

상의 가로 또는 세로축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궤적을 형성

한다. Seam carving 기법[6]은 주어진 IIM을 기준으로, 

원 영상 내에서 시각적 중요도가 가장 적은 궤적을 갖는 

최적의 seam을 검출하기 위해 dynamic programming

을 적용한다. 검출된 seam을 제거하고, seam이 있던 궤

적의 좌/우 또는 상/하 영상을 이어붙이면 가로 또는 세

로의 길이가 1픽셀만큼 줄어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목표 해상도에 도달할 때 까지 반복하여 

적용한다.

Seam carving 기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법 또한 다

양하게 제안되었다. Rubinstein 등은 seam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계면에서의 연속성을 개선

<그림 3> 관심 영역 검출 기법을 통해 생성한 영상 중요도 지도  

(Image importance map; IIM)의 예. (a) 원본 영상, (b)[2], (c)[3], (d)[4]

<그림 2> 내용 기반 영상 리타게팅의 동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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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forward 에너지 항을 추가하여, <그림 5>와 

같이 리타겟팅 이후 물체의 끊어짐 현상을 경감시켰다[7]. 

사람의 시각 체계는 직선 성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직선 성분의 보존에 특화된 seam 

carving 기법들도 제안되었다[8~9]. 이 기법들은 직선 성

분이 존재하는 영역에 seam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리타겟팅 이후 시각적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

에 착안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 영상 내의 직선 성

분을 Hough 변환[10] 등을 통해 사전에 검출하고, 반복적 

seam 작업 시 직선 성분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seam

들이 편중되어 검출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선 성분

의 끊어짐 현상을 경감시켰다. Battiato 등은 매 seam 

작업을 위해 여러 개의 seam 후보를 우선적으로 검출한 

뒤, 이들 중 시각적 훼손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것을 최종 

seam으로 선택하는 2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1].

이산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시각적 주목

도가 낮은 영역 (예: 단조로운 배경 영역)이 충분히 확보

된 영상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픽셀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이산적 접근법의 특성상, 넓은 영역

에 걸쳐 형성된 직선 성분 또는 복잡한 모양의 객체 등이 

존재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끊어짐 현상을 발생시킴으로

써, 리타겟팅 이후 시각적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

이 있다. 또한, 이러한 끊어짐 현상은 리사이징 비율이 커

짐에 따라 급격히 심화된다는 단점도 있다.

2. 연속적 (Continuous) 접근법

연속적 접근법[12~24]은 주어진 영상을 바둑판 모양의 그

리드를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목표 크기에 맞게 비선형

적으로 변형시킨 후 픽셀 보간을 수행하여 목표 영상을 획

득하는 기법이다. 원 영상에 설정된 초기 그리드는 주어

진 IIM을 기반으로, 중요한 영역의 가로세로비는 보존하

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의 가로세로비는 변형을 허

용하도록 최적화가 수행된다. 연속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최적화 수행 시 활용하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vertex 기반[12~19], 축선 정렬 (axis-aligned)[20~23], 그리고 

quad edge 기반[24] 그리드 모델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

들 간의 차이는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ertex 기반 그리드 모델은 초기 그리드 내에 존재

하는 모든 vertex를 최적화 변수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Vertex란, 바둑판 모양의 초기 그리드 내에 존재하는 수

직 축과 수평 축의 교차점을 가리킨다. 각 용어에 대해 예

를 들어 설명하면, 원 영상의 높이와 너비를 각각 M,N개

로 구획화한 경우, 그리드에는 M+1개의 수평 축과 N+1

개의 수직 축이 생성되며, vertex는 총 (M+1)×(N+1)개

가 생성된다. 각 vertex는 x와 y 좌표로 이루어진 벡터 

변수이다. 이렇게 설정된 그리드를 구성하는 단위 영역을 

mesh cell 또는 quad라 한다. Wang 등에 의해 제시된 

scale-and-stretch (SNS) 기법[12]은 최적화 모델링을 

위해 두 개의 에너지 함수가 적용되며, 이 중 첫 번째 것

은 그리드 최적화 시 중요도가 높은 quad의 가로세로비

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초기 그리

드의 비틀림 현상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에

<그림 5> Seam carving에 사용된 에너지 함수에 따른 리타겟팅 결과  

비교. (a) 원본 영상, (b) backward[6], (c) forward[7] 에너지 함수

<그림 4> 수직 및 수평 방향 seam의 예

<그림 6> 최적화 변수의 유형에 따른 세 가지 그리드 인코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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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함수의 합산 값을 목적 함수로 설정하며, 이를 기반

으로 반복적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해 목표 vertex의 좌표

를 결정하게 된다. Zhang 등은 중요 물체의 경계면 근방

에 handle이라고 불리는 보조 좌표점을 정의 및 활용하

여 중요 경계면에서의 세부적인 보존력을 향상시켰다[13].

이산적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연속적 접근법에서도 직

선 등 구조적 성분의 보존력이 주요 요소로 주목받았다. 

Guo 등은 리타겟팅 시 원 영상의 직선 성분들의 보존력

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초기 그리드의 형태를 적

응적으로 설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14]. 적응적 초기 그

리드는 원 영상의 직선 성분에 따라 정렬되는 형태로 형

성되어, 리타겟팅 과정에서 직선 성분이 휘어지는 현상을 

줄이는 장점을 지닌다.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직선 성

분을 보존하는 추가적인 에너지 함수를 적용하는 기법들

도 제시되었다[15~17].

Vertex 기반 그리드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들의 공통적

인 문제점 중 하나는 foldover 현상이다. Vertex 기반 그

리드 모델은 그 특성상 그리드의 최외곽 vertex들에만 경

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그리드 최적화 이

후 경계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vertex의 위치가 목표 해

상도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러한 현상을 foldover라 한다 (<그림 7>).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Chen 등은 vertex 기반 그리드 최적화에 2차 

계획법 (quadratic programming)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최적화의 가용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

계가 있다[18]. 경계 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Lin 등은 에

너지 함수를 추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지만[19], foldover 

현상의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다.

축선 정렬 그리드 모델은 앞서 언급한 foldover 현상을 

해소하고 최적화에 사용되는 변수의 개수를 크게 줄임으

로써 리타겟팅의 품질과 동작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제

안되었다[20]. 축선 정렬 그리드 모델은, 초기 그리드를 기

준으로 동일 수평 (수직) 축 상에 놓여진 vertex들이 서로 

함께 상하로 (좌우로) 움직이도록 제약하는 방식이다. 다

시 말해, 초기 그리드의 수평 (수직) 축들 중 서로 인접한 

두 축선 사이의 거리를 최적화 변수로 삼는 방식이다. 축

선 정렬 그리드 모델에서 사용되는 최적화 변수는 M+N

개로,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는 그리드를 기준으로 vertex 

기반 그리드 모델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변수의 개수가 

그리드의 해상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특성이 있어, 연

산량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축선 정렬 기반 방식

은 그리드 최적화를 위해 2차 계획법을 적용하는데, 선

형 제약을 통해 모든 변수에 경계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 

foldover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Panozzo 등은 그리드 

최적화를 위해 as-similar-as-possible (ASAP)과 as-

rigid-as-possible (ARAP)의 두 가지 목적 함수를 제안

하여 다양한 영상에 대해 빠른 속도로 리타겟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20]. 이후의 연구에서는 주로 목적 함수

에 변화를 주어 성능 개선 시도하였는데, Das 등은 주요 

물체의 가로세로비와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원 영상 내

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1]. 이외에, 직

선 성분의 보존력에 초점을 맞춘 기법[22]과 동작 속도 향

상을 위해 단일 축에 대해서만 그리드 변형을 수행하는 

기법[23] 등이 제시되었다.

축선 정렬 그리드 모델은 그리드 내의 축선들을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영상 내

<그림 7> Foldover 현상의 예[20]. (a) 원본 영상, (b) foldover 현상이 발생

한 리타겟팅 결과 영상[13]

<그림 8> 연속적 접근법의 리타겟팅 결과 영상 비교. (a) 원본 영상 및 

IIM, (b) 휘어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20], (c) 직선 성분을 고려한 경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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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된 구조체가 있을 경우 리타겟팅 

후 휘어짐 현상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20].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대각선 성분이 존재하는 영역에 선택적으로 그리

드 변형의 저항력을 높이는 기법이 제시되었으나[22], 영상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수평 및 수직 축들을 기반으로 변

형되는 축선 정렬 그리드 모델의 특성상, 국소적 영역만

을 위한 선택적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

과, 대각선 성분이 일정 수 포함된 영상의 경우 리타겟팅 

결과가 스케일링과 유사해진다는 한계가 있다.

Quad edge 기반 그리드 모델은 vertex 기반의 문제점

인 foldover 현상과 축선 정렬 그리드 모델의 단점인 대

각선 휘어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24]. Quad 

edge 기반 그리드 모델은 초기 그리드 내에서 수직 (수

평) 방향으로 인접한 두 vertex의 수직 (수평) 거리 즉, 

quad edge의 길이를 최적화 변수로 삼는다. Quad edge 

기반 그리드 모델은 최종적으로 vertex의 위치를 결정함

으로써 목표 그리드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vertex 기반 그

리드 모델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목표 vertex의 위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

적으로는, 그리드 내에 존재하는 모든 quad edge들을 최

적화를 통해 구하는 단계가 선행되고, 이후 목표 vertex

의 x/y 좌표는 해당 지점으로부터 좌측/상단에 존재하는 

수평/수직 방향 quad edge들을 합산함으로써 구해진다. 

Quad edge 기반 그리드 모델을 토대로 세 가지의 에너지 

함수가 제시되었으며, 이들의 선형 합을 목적 함수로 설

정해 원 영상의 중요 물체와 직선 성분이 잘 보존될 수 있

도록 시도하였다 (<그림 8>). 최적화를 위해 2차 계획법

을 사용하였으며, 선형 제약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에 부

여함으로써 foldover 현상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Quad 

edge 기반 그리드 모델을 적용한 기법은 앞선 두 그리드 

모델 대비 동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2차 

계획법을 활용한 최적화 수행 시 축선 정렬 그리드 모델

에 비해 많은 수의 변수와 선형 제약 조건을 요하기 때문

이다.

3. 혼합적 (Hybrid) 접근법

혼합적 접근법[25~27, 29]은 기존에 제시된 리사이징 기법

들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Dong 등은 seam carving과 스

케일링 기법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두 

기법의 활용 비중을 정하기 위해 리사이징 전후의 유사

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5]. Rubinstein 등은 

seam carving과 스케일링 외에 잘라내기 기법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6]. 이 기법은 단위 크기(예: 

10픽셀)만큼 여러 번의 리사이징을 수행하는데, 세 가지 

기법의 활용 빈도 및 순서를 최적화 하기 위해 dynamic 

programming을 적용하였다. 전통적 리사이징 기법만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는데, Liang 등은 스케일링과 

잘라내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후보 영상을 생성하고, 

그 중 심미적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7]. 이와 같이 특정 요소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해 리사이징 전후의 영상 품질을 비교하는 방법은 혼합

적 접근법에 널리 사용되었다. Fang 등은 SIFT Flow[28] 

지도를 단서로 이용해 리사이징 전후의 시각적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그림 9>와 같이 

각 리사이징 단계마다 네 가지 요소 기법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29].

혼합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여러 요소 기

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기법들이 원 영상 내 물체의 

특성과 질감 등의 내용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요소 기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타 기법 대비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합적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혼합적 접근법은 

요소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그림 9> 혼합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리타게팅 기법의 동작 과정의 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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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요소 알고리즘이 공통적으로 실패하는 고난

이도의 영상에 대해서는 혼합적 접근법으로도 품질 향상

에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는, 요소 알고리즘들의 결합을 

최적화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산량이 크다는 점이다. 대

개의 경우 혼합적 기법은 목표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단

위 크기만큼 반복적으로 리사이징하는데, 이 경우 매 단

계마다 최적화를 요하기 때문에 계산 효율이 크게 떨어

지게 된다.

4.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은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것

으로, 리타겟팅을 위해 심층 합성곱 신경망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은 영상 분류 (Image classification) 

과제를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되었고[30~32], 이후 객체 검출 

(Object detection)[33~35], 시맨틱 영상 분할 (Semantic 

segmentation)[36~37]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

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수준의 레

이블을 이용하여 고수준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약

지도 (Weakly supervised) 학습 기법[38~39]과 레이블 없

이 영상만을 이용해 특징을 학습하는 자가 지도 (Self 

supervised) 학습 기법[40] 등을 들 수 있다.

Cho 등은 상기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과 약지도, 자가 

지도 학습 기법을 리타겟팅에 접목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41]. 구체적으로, 본 기법은 원 영상과 목표 

영상 간의 픽셀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shift map을 생성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심층 신경망으로 이

루어진 인코더-디코더 모델과 shift layer를 제안 및 활

용한다. Pascal VOC 2007[42] 영상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약지도 및 자가 학습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시각 주의 

(Visual attention)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여, 주요 물체

의 원형을 보존하는 shift map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접근법 관점에서 기존 대부분의 리타겟

팅 기법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리타겟팅을 위해 

<그림 2>에서와 같이 IIM을 별도의 입력으로 요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는 제안하는 심층 합성곱 신경망에서 

시각 주의를 반영한 shift map을 곧바로 생성하기 때문

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용 기반 영상 리타겟팅 기술의 연구 동

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산적, 연속적, 혼합적 접근법

으로 세분화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에 제시된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영상 리타

겟팅 기술은 비디오 리타겟팅[43], 스테레오 리타겟팅[44], 

영상 검색[45~46]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 및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

문은 영상 리타겟팅 및 관련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

자에게 유용한 벤치마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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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머신비전은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에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람의 시각적 인지 기능을 부여해

주는 기술로 주로 산업용 로봇에 많이 쓰이고 있다. 머신비전 기술이 

적용된 산업용 로봇들은 다양한 공장 자동화 과정에서 사람이 수행하

기 힘든 위험도가 높은 역할을 대신하거나, 반복되는 작업들에 투입되

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신비전을 넘어 로봇비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로봇의 적용 영

역 또한 일상생활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로

봇-인간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 HRI) 기술을 바탕으

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정보를 획득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는 HRI를 위한 많

은 센서들이 적용된다. <그림 1>을 보면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들에 적

<그림 1> HRI를 위해 (좌) 페퍼(Pepper)[1]와 (우) 샌봇(Sanbot)[2]에 적용된 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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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센서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카

메라를 활용해서 로봇의 시각적 기능을 대신하는 로봇비

전 기술의 동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HRI에 관한 연구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2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3]. 첫 번째 관점은 사용자 중심

의 상호작용인데, 이는 사람이 로봇을 인지하는 방법과 

로봇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

서 로봇 공학자들보다는 로봇 디자이너들의 관점에서 사

용자와 로봇 사이에 유대감을 키워서 실생활에 자연스럽

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두 번째 관점

은 로봇 중심의 상호작용으로, 사람의 행동과 표정 등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변 환경으로

부터 지각정보(Perceptual Information)를 수집하는 인

식부, 수집정보로부터 상황과 의도를 파악하는 판단부, 

맥락에 맞는 의도를 표현하는 표현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로봇비전 기술은 물체와 환경을 인식하고, 인간의 

얼굴로부터 대상자를 식별하고 감정을 파악하며, 동작을 

바탕으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얼굴 인식 기

능,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표정 인식 기능, 의도를 파

악하기 위한 행동 인식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

한 인식을 높은 정확도로 수행하기 위해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로봇비전 기술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HRI를 위해 적용되는 로봇비전 기술의 

종류와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2장에서는 인식부의 기본

이 되는 객체 검출 기술과 로봇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델 경량화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상황 

판단을 위해 사람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인식하는 기

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Ⅱ.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기술과 모델 경량화(Model 

Compression) 기술의 동향

2.1. 객체 검출 기술

객체 검출은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영상 내에 존재

하는 객체의 종류(Class)와 위치(Location)를 찾는 기술

이다. 영상 분류와 객체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공개적

으로 비교하는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대회[4]가 2010년부터 시작되

면서, 이미지넷(ImageNet)[5]과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셋

이 공개되었고 이는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올리는데 크

게 기여하게 된다. GPU(Graphic Processing Unit)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데이터셋을 바

탕으로, 딥러닝 기법이 객체 검출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

입되기 시작하였다. 객체 검출 문제에 적용되는 인공지

<그림 2> HRI 연구의 2가지 방향[3] <그림 4> Yolo 시스템의 객체 검출 방법[10]

<그림 3> CNN의 전체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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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5]에 기반한다. CNN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

듯이 컨벌루션층(Convolution layer), 풀링층(Pooling 

layer), 완전연결층(Fully-Connected layer)으로 구성

되어 있다. 컨벌루션층에서는 입력 영상에 대하여 필터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풀링층에서는 추출된 

특징들 중에서 학습할 특징들을 선별한다. ILSVRC 대회

를 통해 CNN 구조를 디자인하는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

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CNN 구조를 디자인할 

때 이러한 구조들을 참조하고 있다. 

2012년 대회에서 우승한 AlexNet[6]은 5개의 컨벌루션

층과 3개의 완전연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GPU

를 사용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VGGNet[7]은 AlexNet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컨벌루션 필터를 사용한 반

면 층의 깊이를 늘렸다. 또한 1×1 컨벌루션 필터를 활

용하여 모델의 표현력을 비선형(Non-linearity)까지 확

장하였다. VGGNet은 2014년 대회에서 GoogleLeNet[8]

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지만, 모델의 구조가 훨씬 간결하

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5년에는 

CNN의 깊이를 152층으로 획기적으로 늘린 ResNet[9]이 

제안되었다. ResNet에서는 Residual block이라는 모듈

을 사용하여 컨벌루션 연산을 줄이면서 손쉽게 파라미터

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대회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모델들의 장점을 서로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

는 방법들이 주로 발표되고 있다. Redmon[10] 등이 제안

한 YOLO(You Only Look Once) 방법에서는 네트워크

의 최종 출력단에서 경계박스(Bounding Box)의 위치 찾

기와 클래스 분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존의 객체 검

출 알고리즘에서는 영상을 각 경계박스의 크기로 수없이 

많이 탐색하며 객체를 찾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동시키

기 어렵다. Yolo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영상을 7×7 그

리드로 나눈 후 해당 그리드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한다. 각 그리드에서는 확률값을 

기준으로 2개의 경계박스를 생성하게 되고, 총 98개의 

경계박스에 대해 객체에 대한 확신(Confidence)값과 그

리드에서의 확신값을 바탕으로 최종 경계박스를 선별하

게 된다. 초기 버전에서는 실시간 구동을 위해 기존에 제

안된 방법들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졌지만, 후속 버전들[11, 

12]이 발표되면서 성능 부분도 크게 개선되었다. 

2.2. 모델 경량화 기술

CNN(Concolutional Neural Network) 등의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수많은 종류

의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진 또

는 비디오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지각정보의 범위가 대단

히 넓어졌지만, 해당 기술들을 로봇에 온전히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다. 기존에 제안된 객체 검출 모델들은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

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의 성능 또한 올라가

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산량을 줄여

서 모델을 경량화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필요로 하

는 메모리와 계산량을 줄여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적용

이 가능하도록 한다.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한 방

법은 모델을 구성하는 계층 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연

결 가중치를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2가지 방법

이 있다. 계층 구조에 변화를 주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NIN(Network in Network)[13]에서는 컨벌루션 커널 대

신에 MLP(Multi-Layer Perceptron)를 사용하여 특징

을 추출한다. 그리고 최종단에 있는 완전연결층 대신에 

전역 평균 다운샘플링(Global Average Pooling Layer)

를 사용하여 좋은 성능을 얻었다. SqueezeNet[14]에서

는 3×3 크기의 커널을 가지는 컨벌루션층을 1×1 크기

의 커널을 가지는 컨벌루션층으로 바꾸었다. 다운샘플

링을 네트워크 후반에 진행하도록 하여 정확도를 최대

한 유지하면서 작은 크기의 CNN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MobileNet[15]에서는 입력 텐서에 대해 채널

별로 n×n 컨벌루션을 계산하고 이후 1×1 컨벌루션 계

산을 하여 일반적인 컨벌루션을 분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표현 능력은 아주 조금 떨어지지

만 계산양은 매우 줄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

다. ShuffleNet[16]에서는 입력 채널이 각 그룹에 섞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Channel Shuffle이라는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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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계산량이 그룹수에 비례하게 줄어들도록 하였다. 

MobileNet이 단순히 채널수만 줄여가며 파라미터 수를 

줄인 반면, ShuffleNet은 채널수는 덜 줄이지만 채널 간

에 듬성(sparse)한 연결을 만들어서 파라미터 수를 줄이

도록 설계되었다. 

계층 구조에 변화를 주는 대신 연결 가중치를 표현하

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법들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Rastegari[17] 등은 딥러닝 연산의 추론 과정에서는 학습 

과정만큼 연결 가중치의 소수 정밀도가 중요하지 않다

는 사실에 주목하여 연결 가중치를 실수로 표현하는 대

신 –1과 1로만 구성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32배 줄이고 

연산 속도를 50배 이상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ashNet[18]에서는 연결 가중치를 임의로 담아두는 버켓

(bucket)을 만들고, 추론 과정에서는 각 버켓을 대표하는 

연결 가중치를 생성하도록 하여 연결 가중치의 수를 줄이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an[19] 등은 모델을 구성하는 수

많은 연결 가중치 중에 절대값이 0.005보다 작은 것들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요하지 

않은 연결 가중치를 제거하는 가지치기(Prun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5>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먼저 일

반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연결 가중치들을 학습한다. 이

후 임계값 미만의 가중치를 가진 작은 연결들을 제거하

고, 네트워크를 재훈련하여 남은 희소 연결들에 대한 가

중치를 학습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연결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학습하면 <그림 5>의 우측 그림과 같이 기

존에 비해 연결 개수가 크게 줄어든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AlexNet 및 VGGNet의 경우 가지치기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파라미터 수가 9~13배 줄어

든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Ⅲ.   사람과 상호작용을 위한 인식 기술의 

동향

3.1.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기술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누

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얼굴 인식 기술은 입력 영

상에서 검출된 얼굴 영역의 분석을 통해 해당 인물이 누

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조명 환경, 블러(Blur) 현

상, 저해상도 등의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분야

이다. <그림 6>과 같이 얼굴 인식 문제는 먼저 입력 영

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한 후, 검출된 얼굴 영역을 정렬

(Warping)하고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전처리 과정

을 거치고,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추론 과정을 진행한다. 

DeepFace[21]에서는 검출된 얼굴 영역을 정렬한 후 9개 

층으로 구성된 CNN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

다. 기존 방법들에 비해 뛰어난 인식률을 보여주면서 얼

굴 인식 문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

례로 평가받지만, 얼굴 영역의 지역적인 특징을 효과적으

로 추출하기 위해 국소 연결층을 구성하여 컨벌루션 연산

을 수행하다보니 매우 많은 파라미터가 발생하여 연산량

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VGGFace[22]에서는 DeepFace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3×3 컨벌루션 커널을 이용하여 

15개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후

의 연구들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즈나 조명 변

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3, 24]. 현

재 OpenFace[20]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얼

<그림 5> 가지치기 과정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좌)과 가지치기를 통해 

연결 가중치가 제거된 예(우)[19]
<그림 6> 얼굴 인식 과정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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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영역에 대해 128개의 특징 벡터로 표현하는 라이브러

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얼굴 인식과 관련된 

API를 개발할 수 있다. 

검출된 얼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별이나 연령 등

의 추가 정보를 추론하는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주요

한 얼굴의 속성 중 2가지인 연령과 성별 정보는 HRI에서 

매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접근 제어, 법 집행, 마

케팅 인텔리전스 및 시각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DEX(Deep EXpectation) 모

델[25]에서는 얼굴 영상의 외관상(apparent) 나이를 추정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미지넷에서 사전 훈련된 VGG-

16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검출된 얼굴 영역에 대한 명

확한 랜드마크 없이 20개 네트워크의 앙상블로 구성된 

CNN을 활용하여 얼굴 영상을 바로 학습한다. 제안된 방

법은 ChaLearn LAP 2015 Challenge[26]에서 사람 인식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Zhang 등은 

RoR(Residual Network of Residual Network)을 활용

하여 한 장의 입력 얼굴 영상으로부터 연령과 성별을 동

시에 추론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성별에 의한 사전훈련

과 가중 손실 계층의 훈련을 통해 연령 추정의 성능을 개

선하고, 이미지넷에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IMDB-

WIKI-101 데이터셋[25]을 통해 연령과 성별 추론에 대한 

성능을 추가로 개선하였다. 

3.2. 행동 인식(Action Recognition) 기술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HRI

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지역적 특징 

정보를 시공간적 볼륨으로 추출하고 해당 볼륨에서 특징 

정보를 BoW(Bag of Word)로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 

주로 연구되었지만,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서 행동 인식 

기술에도 큰 성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영상 뿐만 

아니라 정지영상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이루어지지만, 사

람의 행동은 일련의 연속된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들이 더 복

잡하지만 좋은 성능을 보인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은 시간 차원

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저, 3차원 CNN 방법[27, 28]에서는 기존의 2차원 CNN에

서 컨벌루션 계층에 3차원 커널을 적용한다. 2차원 모델

에 대한 파라미터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27]에서는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2차원 연결 가

중치를 사용하여 3차원 CNN의 연결 가중치를 초기화하

고 [28]에서는 2차원의 공간 커널과 1차원의 시간 커널

을 각기 다른 계층에서 학습하는 3차원 CNN을 구성하였

다. CNN 네트워크에서의 3차원 컨벌루션과 풀링 과정은 

특정한 시간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따라 각각 구별되는 특징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

째 방법에서는 움직임(motion)과 같은 시간 차원에서의 

특징을 사전에 계산하여 심층 모델에 통합시키는데 초점

을 둔다. 추출된 움직임 특징은 네트워크의 외형에 추가 

채널로 제공되거나[29], 기존 채널과 결합된 2차 네트워크

의 입력으로 제공된다[30]. 마지막으로 각 프레임에 적용된 

2차원 CNN을 RNN(Recurrent Neural Network)[31]과 

같은 시간 시퀀스 모델과 결합하는 방법들이 있다. RNN

에서는 숨겨진 계층의 반복적인 연결을 사용하여 시간 정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RNN은 단기 

기억 메모리(Short-Term Memory)를 가지기 때문에 실

제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LSTM(Long Short-Term Memory)[32]이 제안되었으

며, <그림 7>과 같이 RNN의 숨겨진 계층으로 사용된다. 

[33]에서는 3차원의 골격(skeleton) 시퀀스를 사용하여 

<그림 7> RNN의 단기 기억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이  

사용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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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프레임에서 LSTM 네트워크를 정규화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Ⅳ. 향후 전망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영역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HRI 기술의 발전

이 필수적이다. 로봇비전 기술은 사람의 눈과 같이 HRI

의 인식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로봇이 환경을 인

지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고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하드웨어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비전 기술은 비약적인 발

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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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폰과 같은 고성능의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 되

었으며, 일상생활의 많은 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휴

대성이 좋은 만큼 그로 인한 블러 영상과 같은 낮은 품질의 영상을 획

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통 블러 현상이 발생한 영상의 경

우에는 재촬영을 통해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순간을 촬영하거나 재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예술 분야에서 블

러 현상을 의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선명한 영상을 선호

하기 때문에 블러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영상 블러는 1) <그림 1(a)> 와 같은 피사체의 움직임 (object motion 

blur), 2) <그림 1(b)> 와 같은 카메라의 흔들림 (camera shake blur), 

3) <그림 1(c)> 와 같은 초점의 흐림 (defocus blur) 등의 요인으로 블

러가 발생하며, <그림 1(d)> 와 같이 영상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블

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광량이 충분하지 않은 저조도 환경

에서는 센서의 노출 시간이 길어져 블러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영상 블러를 제거하는 영상 디블러링(deblurring)기술은 전통

적인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한 접근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흔들림에 의한 블러 제거에 초점

을 맞춰 최적화 기법과 딥러닝 (deep learning)을 이용한 디블러링 기

술을 살펴본다.

Ⅱ. 블러 영상 모델

블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블러 영상의 수학적 정의가 필요하며,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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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1)

여기서 B는 블러 영상이고, K는 블러 형태를 나타내는 블

러 커널 (blur kernel), L은 선명한 영상 (latent image), 

은 노이즈 (noise), 그리고 은 컨볼루션 (convolution)

연산을 나타낸다.

특정 상황에서 카메라의 움직임, 즉 커널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 때 선명한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 (non-blind deconvolution)이라고 한다. 논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은 소실된 영상정보를 추정해야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블러 커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선명한 영

상과 블러 커널을 동시에 복원해야하며, <그림 2>와 같이 

블러 영상을 설명할 수 있는 커널과 선명한 영상의 쌍이 

무수히 많이 존재(ill-posed)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블라인드 디컨볼

루션 (blind deconvolution) 이라고 한다. 

카메라 흔들림 특성에 따라 균일 모션 블러와 비균일 

모션 블러 두 종류의 모델로 구분 할 수도 있다. 카메라 

움직임 특성은 이동 모션 (translational motion)과 회

전 모션 (rotational motion)의 조합으로 설명 할 수 있

으며, 이동 모션만 다루는 경우와 이동 모션과 회전 모션

을 함께 다루는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동 모션만을 가정

하는 경우는 균일 모션 디블러링 문제에 해당한다. 균일 

모션 블러는 <그림 3(a)>와 같이 영상내 모든 픽셀에 동

일한 블러 형태가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 수식 (1)로써 접

근이 가능하다. 카메라 흔들림을 이동 모션뿐만 아니라 

회전 모션을 동시에 가정하는 경우는 비균일 모션 디블러

링 문제에 속하며, 비균일 모션은 <그림 3(b)>와 같이 영

상내 각 픽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블러된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블

러 영상은 수식 (1)과 다르게 수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 , 그리고 은 각각 식 (1)의 B, L, 그리고 N의 

벡터 표현이다. 는 변환 행렬이며 일반적으로는 호모그

래피 (homography)를 나타낸다. 는 카메라의 노출이
 

진행되는 시간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로 이다. 

즉, 블러 영상은 카메라 움직임에 의해 투영되는 선명한 

영상 이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영상의 합으로 표현

된다.

최근 대다수의 영상 디블러링 방법들은 수식 (1)과 수

식 (2)의 블러 영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카메라의 흔들

림은 <그림 3(b)> 와 같이 이동 모션과 회전 모션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회전 

모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식 (2)와 

같이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은 균일 모션 블러 모델에 노

<그림 1> 블러 발생 요인에 따른 다양한 블러 영상

(a) 피사체의 움직임 (b) 카메라의 흔들림

(c) 초점의 흐림 (d) 다양한 블러의 혼합

<그림 2>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의 서로 다른 정답 예시

선명한 영상     블러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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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간, 변환행렬을 적용하여 쉽게 확장 가능하다. 따라

서 비균일 디블러링 연구[1-3] 보다 균일 모션 디블러링 연

구[4-11] 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Ⅲ.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디블러링 연구 

동향

<그림 4>와 같이 Fergus 등[4]은 선명한 영상의 통계

적 특성 (natural image statistics)에 기반한 균일 모션 

디블러링 방법을 수식 (3)과 같은 사후 확률 최대화 기법 

(Maximum a posteriori)을 사용하여 제안하였다.

    (3)

여기서 ∇P는 영상 패치 (patch)의 그라디언트 (gradients), 

i와 j는 각각 영상과 블러 커널의 픽셀 위치를 의미한다. N
과 E는 각각 가우시안 (Gaussian) 과 지수 (Exponential) 

분포를 나타낸다. 또, ∇P, ∇Lp, 그리고 K의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Fergus 등[4]은 위의 수식 (3)을 

변분 베이지안 (variational Bayesian) 방법을 사용하여 근

사값을 구하고, K에 대한 주변 확률 (marginal probability)

을 최대화 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하였다. 이후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인 리차드슨-루시 (Richardson-Lucy)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림 5>와 같은 선명한 영상을 추정하

였다. 하지만 Fergus 등[4]의 통계 모델은 복잡도가 높아 연

산량이 많으며, 가우시안 혼합 분포를 따르지 않는 영상에

서는 선명한 영상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디블러링 방법들[5-11]

은 디블러링 문제의 모델 복잡도를 줄이며, 선명한 영상

이 갖는 특징을 보다 적합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발전하였다. 최근 대부분의 방법들은 저해상도 영상

에서의 해를 전파하여 고해상도 영상에서의 해를 구하는 

조세단계 (Coarse-to-Fine) 방식과 수식 (4)를 수식 (5)

와 수식 (6)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계산하는 교차최적화 

(alternating optim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블러 커널 

K와 선명한 영상 L을 추정한다.

        (4)

          (5)

          (6)

여기서 는 추정 값의 정확도를 반영하는 

데이터 항이며, 와 는 각각 블러 커널 K와 선명한 

영상 L에 대한 정규화 항이다. 이와 같이 수식 (5)에서 개

선된 L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식 (6)에서 K를 추

정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이 때 Fergus 등[4]의 방법대비 

통계적 복잡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속도 개선이 가능

하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는 총변동 (total variation) 

정규화 ( )를 주로 사용하며, 다양한 를 제안하여 

<그림 3> 균일/비균일 모션 블러에 의한 블러 영상

(a) 균일 모션 블러 (b) 비균일 모션 블러
<그림 5> Fergus 등[4]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4> 선명한 자연 영상의 통계적 특성 및 [4]에서 사용된 가우시안 

혼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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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L을 추정한다. 즉, 블러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영

상이 갖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출 할 수 있는 을 설계

하여 블러 커널을 계산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추정된 

K와 블러 영상 B를 가지고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적

용하여 최종 디블러링 결과인 선명한 영상을 복원한다.

Shan 등[5]은 <그림 6>과 같이 선명한 자연 영상의 통

계적 특성을 두 함수의 조합으로 근사화하여 로 사용

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교차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디

블러링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Shan 등[5]은 복원된 L
이 제안하는 선명한 자연 영상의 통계적 특성을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블러 커널 추정에 필요한 강한 에지 

(edge)만 복원할 수 있다면 블러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다. <그림 7>은 Shan 등[5]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

준다.

Cho와 Lee[6]은 Shan 등[5]에서 밝혔듯이 커널 추정에 

필요한 강한 에지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에지 예

측 단계를 제안하였다. 에지 예측 단계에서는 쇼크 필터 

(shock filter), 양방향 필터 (bilateral filter), 그라디언

트 임계값 (gradient thresholding)등 영상처리 필터를 

이용하여 <그림 8>과 같이 커널 추정에 필요한 강한 에지

를 복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하였다. 이

후 수식 (6)의 정규화 항으로써 을 사용

하여 L을 구하였다. <그림 9>는 Cho와 Lee[6]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Sun 등[7]은 Cho와 Lee[6]의 에지 예측 단계 기법들이 

영상내 복잡한 구조와 노이즈가 존재할 때 효과적으로 에

지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취약점

을 극복하고자 Sun 등[7]은 패치 사전 정보 (patch prior)

를 제안하였으며, <그림 10>과 같이 자연 영상이 갖는 에

지의 특성을 패치 단위 학습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림 

11>은 Sun 등[7]이 제안한 패치 사전 정보를 사용한 디블

러링 방법을 묘사한다. Sun 등[7]에 따르면, <그림 11>과 

같이 에지 마스크를 사용하여 강한 에지로 복원이 필요한 

주요한 에지를 추출한다. 이후 Cho와 Lee[6]의 에지 예측 

영상과 같은 강한 에지를 추정하기 위해 마스크에 포함된 

<그림 9> Cho와 Lee[6]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6> 선명한 자연 영상의 통계적 특성 및 [5]에서 제안한 모델

<그림 8> Cho와 Lee[6]의 에지 예측 영상

<그림 10> Sun 등[7]이 제안한 패치 사전 정보 예시

<그림 7> Shan 등[5]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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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들을 학습된 패치 사전 정보와 비교하여 강한 에지를 

복원한다. <그림 12>는 Sun 등[7]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

여준다.

Wei-Sheng 등[8]은 Sun 등[7]과 유사하게 패치 단위

로 강한 에지를 복원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하였다. Wei-

Sheng 등[8]에 따르면, Sun 등[7]과 같이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치를 학습할 경우 입력 패치와 유사한 패치

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렇게 복원된 에지는 

오히려 블러 추정을 방해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고자 Wei-Sheng 등[8]은 블러 영상의 패치와 선명한 

영상의 패치가 갖는 자체 특성을 이용하였다. <그림 13>

과 같이 블러 영상의 패치내 픽셀 값은 같은 색선에서 고

루 분포해 있지만 선명한 영상의 패치내 픽셀 값은 두 중

심 색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중심 색상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Wei-Sheng 등[8]은 위와 같은 특징

에 기반한 정규화 색선 사전 정보 (normalized color-

line prior)를 제안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14>와 

같이 Sun 등[7]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한 에지를 복원하였

다. <그림 15>는 Wei-Sheng 등[8]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강한 에지를 추정하기 

위해 블러 영상에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선별된 에지를 

강한 에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강

한 에지를 복원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에 선명한 영상이 갖는 특성을 모델 링한 디블러링 방

법들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Pan 등[9]은 <그림 16>과 같

이 블러 영상의 어둠 채널 (Dark Channel, DC)의 희박

성 (sparsity)이 선명한 영상보다 낮다는 특징을 이용하

여 어둠 채널 사전 정보 (Dark Channel Prior, DCP)를 

사용한 영상 디블러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어둠 채널이란 

선명한 영상의 경우 영상의 각 화소들의 r, g, b 각 채널

<그림 12> Sun 등[7]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15> Wei-Sheng 등[8]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13> 블러 패치와 선명한 패치의 색선 차이

선명한 영상의 패치 블러 영상의 패치

<그림 14> Wei-Sheng 등[8] 정규화 색선 사전 정보를 사용한 강한  

에지 복원 방법

<그림 16> 블러 영상과 선명한 영상의 DC 비교 예시

입력 블러 영상 입력 블러 영상의 DC

선명한 영상의 DC 블러/선명한 영상의 DC 분포

<그림 11> Sun 등[7]의 패치 사전 정보를 사용한 강한 에지 복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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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중 적어도 한 채널의 값이 0에 수렴한다는 통계적 특

성이다. 블러 영상은 주변 픽셀과 값이 섞이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어둠 채널 값이 증가하게 되고 선명한 영상 대

비 낮은 희박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Pan 등[9]은 블러 

영상의 어둠 채널의 희박성을 증가 (영상내 대부분의 어

둠 채널 값이 0)시켜 선명한 영상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정

규항 을 어둠 채널에 L0-노름 (L0-norm)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 ). <그림 17>은 Pan 등[9]의 디블

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Yan 등[10]에 따르면, 밝은 영상의 경우 어둠 채널이 존

재 하지 않아 Pan 등[9]의 어둠 채널 사전 정보가 블러 추

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Yan 등[10]

은 어둠 채널 사전 정보와 밝음 채널 사전 정보 (Bright 

Channel Prior, BCP)를 조합한 극단 채널 사전 정보 

(extreme channel prior)를 제안하였다. <그림 18>과 

같이 어둠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밝음 채널 

(Bright Channel, BC)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

용하여 Yan 등[10]은 어둠 채널 사전 정보와 밝음 채널 사

전 정보의 희박성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정규항 

을 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때 B(L)은 밝음 채널로 D(LC)와 같이 L의 반전된 영상

의 어둠 채널을 계산하는 형태로 쉽게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19>은 Yan 등[10]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L에 대한 정규화 항들은 대부분 연구자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선명한 영상이 갖는 모든 특징을 다루

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Li 등[11]

<그림 18> 블러 영상과 선명한 영상의 BC 비교 예시

입력 블러 영상 입력 블러 영상의 BC

선명한 영상의 BC 블러/선명한 영상의 BC 분포

<그림 17> Pan 등[9]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19> Yan 등[10]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20> Li 등[11]이 제안하는 선명한 영상과 블러 영상을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의 구조

<그림 21> Li 등[11]의 결과 비교

입력 블러 영상 Cho와 Lee[6]의 결과

 Pan 등[9]의 결과 Li 등[11]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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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분류 (image classification) 기

법을 디블러링 문제의 정규화 항으로써 활용하였다. 수식 

(6)의 은 선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갖고, 블러 

영상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Li 등[11]은 선

명한 영상과 블러 영상을 분류하는 분류기를 설계하기 위

해 앞서 언급한 가 지향하는 값을 반영하여 <그림 20>

과 같이 선명한 영상과 블러 영상에 각각 0과 1의 라벨 

(label)을 할당하여 분류기를 학습하였다. 이와 같이 학

습된 분류기는 선명한 영상이 갖는 다양한 특징을 반영한 

정규화 항으로 사용된다. <그림 21>은 Li 등[11]의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Ⅳ. 딥러닝을 이용한 디블러링 연구 동향

초해상도 (super-resolution), 디노이징 (denoising), 

디블러링 등과 같은 영상처리 기술들은 최근 딥러닝, 특

히 영상에 특화된 합성곱 신경망의 발전에 힘입어 큰 성

능 향상을 이루었다. 특히, 영상 디블러링 분야에서는  

<그림 1(d)>와 같이 혼합된 블러가 존재할 경우 최적화 

기법으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합성곱 신경

망을 이용한 방법들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Schuler 등[12]은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균일 모션 디블

러링 방법들을 모방하여 최초로 블러 커널을 추정하는 신

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수식 (5)와 수식 (6)의 가장 간

단한 형태는 정규화 항으로 각각 과 을 사

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 수식 (5)와 수식 (6)

의 해는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하여 폐

쇄해 (closed-form solution)를 구할 수 있다. Schuler 

등[12]은 이렇게 구한 폐쇄해를 합성곱 신경망에서 계산

할 수 있도록 몫 레이어 (quotient layer)를 제안하였다. 

Schuler 등[12]이 제안하는 블러 커널 추정 신경망 모델의 

구조는 <그림 22>와 같다. 블러 영상으로부터 블러 커널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추출하

고, 추출된 특징 지도 (feature map)에 몫 레이어를 사용

해 블러 커널을 추정한다. 이후 블러 커널 추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몫 레이어를 사용하여 디컨볼루션을 수행하여 

선명한 영상을 얻는다. 이 과정이 하나의 스테이지이며, 

다음 스테이지의 입력으로는 블러 영상과 앞서 구한 선명

한 영상을 합쳐 (concatenation) 입력으로 사용한다. 최

종적으로, 추정된 블러 커널을 가지고 기존 최적화 기법

과 동일하게 다양한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사용하여 

선명한 영상을 추정한다. <그림 22>는 Schuler 등[12]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Sun 등[13]은 Schuler 등[12]와는 달리 비균일 모션 디

블러링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였다. 영상내 비균

일 모션을 모델링하기 위해 블러 영상내 각 패치는 <그림 

24>와 같이 총 73종류의 선형 블러 커널 (linear motion 

blur kernel)중 하나로 인해 블러링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후 입력된 영상내 패치로부터 <그림 25>와 같이 73종

류의 선형 블러 커널에 대한 확률 분포 를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l과 o는 각각 

선형 모션 블러의 파라미터인 길이와 각도를 나타내며, 

는 영상내 패치를 나타낸다. 위와 같이 패치 단위로 선

형 블러 커널을 추정 후 이웃한 픽셀의 블러 커널을 평탄 

(smooth)하게 만들기 위해 마르코브 랜덤 필드 (Markov 

random field, MRF)를 사용하여 <그림 26>와 같은 모션 

필드 (motion field)를 추정한다. 이후 Zoran 등[16]의 논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방법을 비균일 모션에 적합하도록 

확장하여 <그림 27>과 같은 블러가 제거된 선명한 영상

을 얻는다.

Schuler 등[12]와 Sun 등[13]은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

<그림 22> Schuler 등[12]이 제안하는 블러 커널 추정 신경망 모델의 구조

<그림 23> Schuler 등[12]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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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블러 커널을 추정 후 기존의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

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선명한 영상을 추정하였다. 반

면, Nah 등[14]은 <그림 28>과 같이 논블라인드 디컨볼루

션을 사용하지 않고 블러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영상을 추

정하는 끝과 끝 (end-to-end)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

다. Nah 등[14]에 따르면, 제안하는 디블러링 신경망 구

조를 사용하여 균일 또는 비균일 모션 블러 제거가 아닌  

<그림 1(d)>와 같이 혼합된 블러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영

상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림 28>의 레지듀얼 

블록 (residual block)을 <그림 29> 와 같이 디블러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방법에서 사

용된 조세단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특징 지도 또는 영

상의 크기를 신경망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업컨볼루션 

(upconvolution)[17]을 사용하여 coarse레벨에서 추정된 

선명한 영상의 정보를 다음 레벨로 효과적으로 전파시켰

다. 또한, 조세단계의 각 레벨에서 추정된 영상도 모두 선

명해야하기 때문에 수식 (7)과 같이 평균제곱오류 (Mean 

Squared Error, MSE)손실함수를 사용하여 각 레벨에서

도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학습하였다.

            (7)

여기서 Li와 Si는 각각 i번째 레벨의 신경망 모델의 출력 

<그림 24> Sun 등[12]이 제안한 서로 다른 길이와 각도의 조합으로  

생성된 73종류의 선형 블러 커널

<그림 25> Sun 등[13]이 제안한 선형 블러 커널을 추정 신경망  

모델의 구조

<그림 26> Sun 등[13]의 MRF 사용 전/후의 모션 필드 영상

 입력 블러 영상 MRF 사용 전 모션 필드

MRF 사용 후 모션 필드 정답 모션 필드

<그림 27> Sun 등[13]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추정된 모션 필드 디블러링 결과

<그림 29> Nah 등[14]이 제안한 디블러링에 적합한 레지듀얼 블록

기존의 레지듀얼 블록

디블러링에 적합한 레지듀얼 블록

<그림 28> Nah 등[14]이 제안한 디블러링 신경망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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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정답 영상이다. 각 레벨의 손실은 채널수 ci, 넓이 

wi, 그리고 높이 hi (즉, 총 픽셀의 개수)로 정규화 하였다. 

또한, 신경망 모델의 출력영상과 실제 촬영한 선명한 영

상이 유사하도록 수식 (8)과 같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에

서 사용되는 손실함수를 사용하였다.

         (8)

여기서 D는 판별 모델을 의미하고, G는 생성 모델인 제

안하는 디블러링 모델을 의미한다. <그림 30>은 Nah 등
[14]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Tao 등[15]은 Nah 등[14]와 같이 조세단계 방식을 사용하

지만 각 레벨의 신경망이 학습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Tao 등[15]에 따르면, 각 레벨의 스케

일 (scale)이 다르더라도 스케일이 다른 같은 영상에 대

해서는 동일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를 공

유하는 것이 각 레벨별로 서로 다른 학습 파라미터를 학

습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다. 또한, 각 레벨별로 서로 다

른 학습 파라미터를 학습할 경우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Tao 등[15]는 학습 파라미터를 공

유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이로써 신경망 모

델의 총 파라미터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학습 속

도 및 테스트 속도 또한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하였다. 이

때 coarse레벨에서 fine레벨로 유용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ConvLSTM을 사용한다. <그림 31>은 Tao 등[15]이 

제안한 디블러링 신경망 모델의 구조이다. 해당 신경망 

모델의 구조는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 좋은 성능

을 나타낸 인코더-디코더 구조이며, 그 특성상 수용영역 

(receptive field)의 크기가 확장되어 큰 블러에 대해서도 

적합하다. Tao 등[15]는 기존의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디

블러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인코더-디코더 레지듀얼 블

록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수식 (9)와 같이 i번째 레벨의 

신경망을 표현하였다.

            (9)

여기서 NetE와 NetD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나타내며 와 

는 각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는 coarse레

벨에서의 전파를 나타낸다. 손실함수는 Nah 등[14]에서 

사용된 평균제곱오류 손실함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32>는 Tao 등[15]의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30> Nah 등[14]의 결과

 입력 블러 영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31> Nah 등[14]이 제안한 디블러링 신경망 모델의 구조 <그림 32> Tao 등[15]의 결과 비교

입력 블러 영상 Sun 등[13]의 결과

Nah 등[14]의 결과 Tao 등[15]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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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영

상 디블러링 기술들의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

적화 기법을 이용한 디블러링 방법과 더불어 딥러닝을 이

용한 디블러링 방법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적화 기법에서는 정확한 블러 커널 추정을 위

한 선명한 영상을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됨

을 알 수 있었다.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은 기존의 최적화 

기법을 모방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블러 영상

을 선명한 영상으로 직접 복원하는 끝과 끝 학습기법이 

시도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최적화 기법에서 풀지 

못한 혼합된 블러 영상에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영상 디블러링 기술은 균일 모션 블러 뿐만 아니라 점

차 실제 환경에서 발생한 혼합된 블러 영상에서 좋은 성

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처리 속도의 향상으로 실시간 영

상 인식 기술의 인식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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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얼굴 인식, 영상 내 객체 검출, 자연어 처리를 

통한 자동 번역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람이 해결하는 것과 비슷하

거나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많

은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 주행 자동

차나 자동 번역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를 응용하고자 하는 

기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기술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큰 한계가 있는데, 이는 최근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1].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결과 또는 예측에 대하여 분석을 할 수 없

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을 완전히 신뢰하고 사용할 수 없다. 설명 가

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이란 이러한 인공지능의 내부 결

정 과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인공지능 기술의 신

뢰성을 높이는 연구 분야이다. 

<그림 1> XAI의 개요. 기존의 AI를 사용자가 높은 신뢰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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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과 비

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줄 수 있

는 결정 트리나 베이지안 접근법 같은 고전적인 기계 학

습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7]. 이는 딥러닝 기술

이 대두되기 이전에 자주 사용되던 기계 학습 모델들의 

알고리즘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

정을 미약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접

근법은 모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새로운 설명 모듈을 인공지능 모델 안에 추가하는 

것이다[4].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의 초기에는 첫 번

째 접근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알고리즘 복잡성이 높은 딥

러닝 모델들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기존 기계 학습 모델들

보다 압도적 우위에 위치하게 되면서, 딥러닝 모델을 이

해하기 위해 두 번째 접근법에 해당하는 연구가 최근에는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장과 4장

에서 다루도록 한다. 

딥러닝과 관련된 설명 가능성(interpretability)에 대

한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영상 이해 

및 자연어 처리 분야이다. 이들은 딥러닝 모델을 통한 결

과가 사람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

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에서의 직접적인 수요가 높기 때

문에 설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상 이해와 관련된 설명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판단 근

거 시각화 등이 있다. 판단 근거 시각화는 입력 영상 중 

어떠한 특정 부분들이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대

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는지 사용자에게 보여주

는 것과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속하는 집단의 다른 영상

들을 나열하여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 전자는 

딥러닝 모델의 입력 영상만으로 예측 결과와 관련된 객체

나 특징적인 부분 등을 특정해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

고, 후자는 딥러닝 모델이 영상 이해를 할 때 오류를 일으

키는 경우의 입력 영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설명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입력으

로 들어온 단어를 딥러닝 모델이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분석하거나, 특정 단어가 딥러닝 모델이 문장의 전반적인 

의미를 구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

시각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은 가장 최

근에 주목받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의 적용 분야에 

속한다. 시각질의응답은 영상 이해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

술이 동시에 적용되며, 영상 내 시각적 요소와 질문의 언

어적 요소의 관계를 인공지능 모델이 자동으로 인지하여

서 답안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각질의응답 기술

은 영상의학자들의 진단을 돕거나[2], 시각 장애인이 더욱 

유연하게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데 적용될 수 있다[3]. 비록 최근에 제시된 시각질의응답 

모델들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내부의 의

사 결정 과정은 사용자가 보기에 매우 난해하다[4-6]. 시각

질의응답 모델의 관심(attention) 분포를 영상 내에서 시

각화하는 것은 의사 결정의 근거를 암시적으로 보여줄 수

는 있지만, 모델이 관심 영역 내에서 정확히 무엇을 인지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5]. 시각질의응답 모델에 설명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근의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모

델이 응답과 그에 대한 설명문을 동시에 생성하도록 만드

는 것이다[4-5]. 이를 위해 각각의 이미지, 질문, 답변에 대

하여 적합한 설명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제공된 설

명은 설명 모듈 안의 자연어 생성기에서 만들어 낼 수 있

도록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고전적인 기계 학습 모델에서의 설명 가능성

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영상 이해와 자연어 처리

에 관련된 딥러닝 모델들의 설명 가능성을 소개한다. 마

지막으로 4장에서는 시각질의응답과 관련된 설명 가능성

을 소개한다.
<그림 2> 고전적인 기계 학습과 딥러닝의 성능과 설명 가능성 비교.  

([1]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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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고전적인 기계 

학습 모델

본격적으로 딥러닝이 사용되기 전에는 영상 이해와 관

련된 문제에 대하여서 고전적인 기계 학습 모델이 주로 

사용되었다. Si[7]는 영상 안에서 객체의 검출 및 인식 문

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를 직관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 트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은 입력 영상에 대하여 먼저 네 가지 특징점 

(‘sketch’, ‘texture’, ‘flatness’, ‘color’)을 추출한다. 각각

의 추출된 특징점은 ‘Hybrid-Image Template’[8]를 통하

여 얻은 기저 특징점인 ‘primitives’와의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서 비교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그림 3>와 같

은데, 비슷한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은 비슷한 블

록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저수준(low-

level) 특징점부터 고수준의 특징점까지 어떤 블록 행렬

을 참조하여 객체 인식 및 검출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학

습 데이터를 통하여 미리 정의한다. 이렇게 생성된 높은 

점수를 가진 각각의 블록 행렬을 조합하면 결정 트리 모

델의 최종 판단 근거인 ‘And-Or-Template(AOT)’을 생

성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또한 [7]에서의 결정 트리 

모델을 사용하면, 기존에 제시되었던 영상 내 객체 인식 

및 검출 방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Letham[9]은 잠재적 환자에 대하여서 뇌졸중 위험성을 

예측하는 베이지안 결정 리스트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결정 트리 모델을 변형시킨 모델이며, 결정 

트리 과정에서 분기점 역할을 하는 마디(node)에 해당하

는 속성(attribute)을 모델이 자동으로 찾게 한다는 특징

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모델을 생성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속성들을 사용하여도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동으로 속성의 배치가 일어나며, 사용자는 결정 트리의 

마디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결정 과정이 더욱 자세해지기 

때문에, 더욱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얻

을 수 있다.

<그림 4> [7]에서의 AOT를 시각화 한 영상. (상)원본 영상. (하)AOT의 시각화. ([7]에서 발췌함)

<그림 3> (좌)입력 영상들에 대하여 [7]에서 제시된 (상)네 가지 종류의 필터를 적용하여서 얻은 특징점과 [8]에서의 ‘primitives‘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낸 표. ([7]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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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

3.1. 영상 이해와 관련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3.1.1. 그래디언트 상향/하향 방법을 통한 시각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는 영상 이해와 

관련하여 제시된 딥러닝 모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델이다. CNN에서 각각의 뉴런의 활성도를 시각화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간단한 방법은 처음에 잡음 영상 등 무

의미한 영상을 입력으로 주고 반복 업데이트를 통해 입력 

영상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취하

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Simonyan[10]은 그래디언트 상승을 

통해 특정 클래스로 분류되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 입력 영상을 반복적으로 수정 시 간단한 정

규화 등을 통하여 잘못된 영상이 생성되는 것을 제한하면

서 원하는 클래스의 점수가 최대가 되도록 수정한다. 그

래디언트는 역 전파 (backpropagation)에 의해 계산되고 

업데이트된 입력 영상은 다시 클래스 점수를 계산하기 위

해 CNN에 피드 포워드 된다. Yosinski[11]는 더 나은 시각

화를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유형의 정규화 식을 추가하였

으며, Mahendran[12-13]은 각각의 객체의 경계 픽셀 범위, 

객체의 경계 픽셀 변동 등을 더욱 확실하게 수정하여주는 

식을 추가하였다. 이들 방법으로 재구성된 이미지는 일반 

영상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다. 

3.1.2. 디컨볼루션을 통한 시각화

그래디언트을 사용하여 입력 영상을 직접 스케치하는 

것과 달리 Zeiler[14]는 CNN에서 각각의 층(layer)의 뉴런 

활성도를 디컨볼루션(deconvolution)[15]를 통하여서 재

구성하여 입력 영상을 수정한다. 그래디언트 기반 방법과 

비교하여서 수정된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지만, 결과 영

상을 더욱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3.1.3. 최신 시각화 기법들

Simonyan[10]은 입력 영상에서 어떤 지역적 요소가 최

종 클래스 점수를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클래스에 대한 입력 영상의 그래디언트 크기를 이용하여

서 파악한다. Selvaraju[16]은 입력 영상을 넘어서 관심있

는 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특정 클래스 인식에 대한 지

역적 영향을 시각화하는 Grad-CAM 방법을 제안했다. 

관심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온 각각의 특징 맵의 목

표 클래스에 대한 그래디언트 값의 평균을 클래스 특징 

가중치라 하는데, 이 가중치들을 사용해서 해당 레이어의 

특징 맵을 선형적으로 모두 합하고 ReLU 함수를 적용하

여 특정 클래스에 대한 참조 영역을 시각화한다. Grad-

CAM은 CNN이 영상을 인지할 때, 어떤 지역적 요소를 

참조하였는지 매우 세부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 연

구에서 CNN의 판단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와는 다르게 Ribeiro[17]는 영상의 어느 부분이 이미

지 분류 작업에서 중요했는지를 특정 부분들만 가리면

서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LIME이라 한다. 

LIME은 슈퍼 픽셀 방법[18]을 통하여 영상을 여러 개의 작

은 부분으로 나눈 후, 이 부분들을 가려가면서 클래스 점

수의 변동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LIME은 CNN 

<그림 5> [11]의 방법을 통하여 클래스들을 시각화한 예제 영상. (좌)개의 안면과 꽃에 대한 시각화. (중)사람의 얼굴과 고양이 안면에 대한 시각화.  

(우)고양이 안면에 대한 시각화. ([11]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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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기존의 고전적인 기계 학습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2 언어 이해와 관련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를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딥러닝 모

델은 long short-term memory models (LSTM)[19],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20]와 gated 

recurrent units (GRU)[21] 등이 있다. Karpathy[22]는 

LSTM이 RNN에 비하여 긴 길이의 문장을 학습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때 통상적

으로 사용되는 단어 단위의 입력이 아닌 문자 단위의 입

력을 사용하였다. Bahdanau[23]는 딥러닝 모델을 통하여 

영어와 불어간 번역하는 시스템을 학습할 때, 입력 문장

의 어떤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문장 생성기(decoder)에서 

번역문의 다음 단어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관심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사용

자가 딥러닝 모델의 번역문 생성 과정을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번역문의 완성도 또한 향상된다.

Ⅳ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각질의응답 

모델

4.1. 시각질의응답 모델

VQA challenge는 2016년에 처음 시작되어 매년 열

리고 있는 시각질의응답 연구들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대회이다. 처음 개최될 당시의 대표적인 연구들은[24-26] 

residual network[27]를 이용하여서 고수준 영상 특징점

들을 추출하고, 이를 GRU 등을 통하여 얻어진 질문 특징

점과 함께 사용하여서 다중 모달 체계 학습의 기반을 마

련하였다. 2017년 VQA challenge에서는 Anderson[28]

에 의하여 Faster-RCNN[29]을 통하여 얻어진 영상 내 

객체 후보군들을 먼저 얻고, 이들에 대하여 추출된 고

수준 영상 특징점들을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후

의 VQA 연구들은 대체로 Faster-RCNN을 사용하였다. 

VQA 2018 challenge에서 Kim[30]은 관심 메커니즘의 학

습 시, 각각의 질문 특징점과 영상 특징점의 쌍이 모두 고

려되도록 하는 양선형 관심(billinear attention)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31]에서 제시된 관심 메커니즘에 대

하여 residual을 형성하는 것을 양선형 관심법을 사용하

여서 성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2. 시각질의응답에서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최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연구는 주로 

VQA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

지 제시된 해결방안은 주로 VQA 모델이 입력 영상에서 

어떤 영역을 주목하고 있으며, 무엇을 인지하였는지 서

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의 VQA 모델 관

련 설명 가능성 연구에서는 관심 메커니즘을 시각화하거

나 Grad-CAM[16]을 통하여 영상의 어떤 부분에서 VQA 

model이 예측할 때 참조하는지 유추하는 방법이 주로 사

용되었다. 하지만, Li[5]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시각

<그림 7> LIME[17]의 예제 영상. (왼쪽부터, 첫 번째)원본 영상.  

(두 번째)‘전자 기타’의 LIME. (세 번째)‘어쿠스틱 기타’의 LIME.  

(네 번째)‘Labrador’의 LIME. ([17]에서 발췌함)

<그림 8> Billinear Attention Network[30]의 예제 영상.  

(좌)입력 영상. 사각형 박스는 객체 후보군들을 표시. (우)[30]을 통해  

얻어진 관심 맵. 왼쪽은 입력으로 들어온 질문을 나타내고, 위쪽은 객체 

후보군의 번호를 나타낸다. ([30]에서 발췌함)

<그림 6> Grad-CAM[16] 예제 영상. (좌)원본 영상. (중)‘개’에 대한  

Grad-CAM. (우)‘고양이’에 대한 Grad-CAM. ([16]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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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하여 암시적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 더 자세한 설

명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VQA 모델이 사용자가 예측

하지 못한 영역으로부터 오답을 제시하거나, 넓은 영역으

로부터 답을 획득하였을 때, VQA 모델이 해당 영역을 어

떻게 인지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로 최근 연구에서는 ground truth 설명문 데이터

인 VQA-X[4]와 VQA-E[5] 데이터 셋이 제시되었으며, 새

로운 설명 모듈을 VQA 모델에 연결하여 질문에 대한 답

과 설명문이 같이 생성되도록 문장 생성기를 추가로 학습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각각의 데이터 셋의 특징으로

는 VQA-X는 좀 더 정교하고 자세한 설명문들로 구성되

어있고, VQA-E는 설명문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

다. Li[5]의 결과에 따르면, VQA-E를 통하여 미세조정을 

하면 VQA 모델의 답변 예측 정확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ground truth 설명이 기존의 VQA 모델의 관심 메커니

즘을 교정하여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 모두 VQA 모델에 대

한 진단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먼저 Park[4]가 제

시한 PJ-X model은 설명을 생성할 때, VQA 모듈의 관

심 메커니즘을 참조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설명 모듈

에서 사용된 관심 매커니즘이 VQA 모듈에서의 관심 메

커니즘과 동일하다는 보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

존의 VQA 모듈의 답변 결정 과정이 설명 모듈에서 생성

된 설명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Li[5]가 제시한 방법은 기

존 VQA 모델의 관심 분포를 미세조정하므로 진단하고자 

하는 VQA 모델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이 접

근법은 VQA-E의 설명문에 적합하도록 관심 메커니즘을 

재학습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지는 VQA 모델

에 적용할 경우, 성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Ⅴ. 결 론

비록 설명 가능한 VQA 모델을 위한 최근 기법들을 통

하여 얻어진 설명문들이 적절한 설명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에서 즉각적으

로 획득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영상에서 보이지 않

는 요소(i.e. 배경지식)를 VQA 모델이 참조해서 답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문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는 현재까지 소개된 방법들이 영상에서 인지된 내용을 추

론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VQA 모델의 답

변 생성과정에서 참조한 언어적 요소 파악에는 미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언어적 요소의 근거까

<그림 9> VQA-E[5]의 예제 영상. 각 그림의 상단의 문장은 입력 질문을 나타낸다. 각 영상에서 빨간 사각형 테두리는 VQA 모델의 관심이 가장 높

은 영역을 나타낸다. (Ground Truth)VQA-E 데이터의 답변 및 설명문 원본. (QI-A)VQA-E 데이터에 학습하기 전의 VQA 모델에서의 답변. (QI-AE)

VQA-E 데이터에 학습한 후의 답변 및 추가적인 설명문. VQA 모델의 관심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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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같이 고려한 설명문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언어적 요소에 대한 결정 과정은 단

순히 하나의 문장으로 각각의 단어 선택 이유를 모두 설

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

에서는 Das[32]가 제시한 것과 같이, 대화형으로 사용자와 

인공지능 모델 간 질의응답형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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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의 기술의 발전으로 초고해상도(Ultra 

High Definition: UHD), 고명암비(High Dynamic Range: HDR), 광

색역(Wide Color Gaumut: WCG)등을 지원하는 기기가 점점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발맞춰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SDR(Standard Dynamic range) 영상 대비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향

상된 영상 화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HDR 영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상에서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는 영상의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의 비율을 의미한다[1]. 인간의 시각이 인지 할 수 있는 다이내

믹 레인지에 비해 카메라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인간이 눈으로 경험하는 실제 세계(real world)와 카메

라로 획득한 영상의 장면(scene) 간에 화질 차이가 발생한다. HDR 영

상은 기존의 SDR 영상에 비해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는 영상

을 의미하며, <그림 1>에서 밝기, 명암, 색상, 선명도 등의 화질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HDR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HDR 전용 카메라로 HDR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HDR 카메라가 고가의 전문가용 장비로 사용

되므로 그 활용도와 실용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물질적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SDR 영상을 이용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2-4]. 이러한 연구의 기본 원리는 HDR 영상

이 가지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SDR 카메라 센서에서 한 번에 획득

할 수 없으므로, 여러 번의 획득을 거친 뒤 후처리를 이용해 넓은 다이

내믹 레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카메라의 노출(exposure) 정

도에 따라 다이내믹 레인지가 다른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노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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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상을 여러 장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넓은 다이

내믹 레인지를 가지는 HDR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는 여러 장의 노출이 다른 SDR 영상을 이용

하여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는 HDR 영상을 만

드는 예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노출 시간을 길게 해

서 노출이 과다(over exposure)한 영상은 밝기가 포화

(saturation) 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두

운 역광 영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노출 시간이 

부족(under exposure) 한 어두운 영상은 포화된 영역이 

거의 없고, 피사체의 움직임에 의한 잔상(motion blur) 

이 없는 대신 영상 내 잡음(noise)이 존재한다. 결과적으

로 HDR 영상은 노출이 과다한 영상에서는 암부 디테일

을, 노출이 부족한 영상에서는 과다 노출된 영상의 포화

된 영역을 가져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향상된 화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SDR영상을 이용하여 HDR 영상의 생성

하는 대표적인 기술들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하나의 카메라로부터 SDR 영상을 

획득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3장에서는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

법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향후 연구 

전망을 제시한다. 

Ⅱ.   단일 카메라(single camera)를 

이용한 HDR 영상 생성 방법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기 위

해서는 카메라의 시선(view)을 고정한 뒤, 순차적으로 

여러 장의 SDR영상을 획득한다. 특히 노출 값을 다르

게 설정하여 영상을 캡처하는 다중 노출 기법은 다중 노

출로 획득한 영상을 분석하여 영상 내 각 좌표에서 HDR

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소(pixel) 값을 구하는데 중점을 

둔다[1-2]. 그러나 영상을 캡처하는 동안 시간차가 발생하

기 때문에 객체의 움직임(object motion)이나 카메라 움

직임(camera motion)이 발생하여 고스트 현상(ghost 

artifact)을 야기한다. Debevec[2] 등은 여러 장의 다중 노

출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응답 함수(camera response 

function)을 복원함으로써 HDR 영상의 광량 지도

(radiance map)를 생성하는 방법을 처음 제안하였다. 또

한, Mertens 등이 제안한 Exposure fusion 기술[3]은 다

중 노출을 이용하여 HDR 영상 생성하는 대표적인 방법

이다. 

Exposure fusion[3]은 HDR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

중 노출 영상의 화질(quality)을 측정한다. 이를 바탕

으로 가장 좋은 화소 값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 지

도 (weight map)을 구하고, 각 화소의 가중 평균 

(weighted average) 값을 계산한다. 특히, 노출 부족과 

노출 과다 영역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영상

의 대비 (contrast), 채도 (saturation), 노출량 (well-

exposedness)을 조합하여 최종 가중치 지도를 생성한

다. <그림 3>은 각각 대비, 채도, 노출량에 해당하는 가

<그림 1> (좌) SDR 영상과 (우) HDR 영상의 비교[1]

<그림 2> 노출이 다른 SDR 영상을 합성하여 HDR 영상을 만드는 예[1]

<그림 3> Exposure fusion 기법은 다중 노출 입력 영상의 가중치 지도를 

바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가중치 지도에서 밝은 값을  

가질수록 해당하는 영상의 픽셀 값이 최종 결과 영상에 많이 반영됨을 

의미한다. 왼쪽은 세 개의 각기 다른 노출 영상과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 지도를, 오른쪽은 HDR 영상 합성 결과를 나타낸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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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 지도이고 오른쪽은 가중치 지도를 이용하여 HDR 

영상을 생성한 결과이다. Exposure fusion에서는 다중 

노출 영상과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 지도를 피라미드 분

할(pyramid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합성함

으로써 합성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후광 효과(halo 

effect)나 seam과 같은 여러 결함(artifact)을 예방한

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 노출 입력 영상

은 라플라시안 피라미드(Laplacian pyramid)로, 가중

치 지도는 가우시안 피라미드(Gaussian pyramid)로 분

할(decomposition) 하여 가중 평균(weighted average) 

값을 구한 다중 해상도(mutl-resolution) 이미지를 최

종 결과 영상으로 복원(reconstruction) 한다. 그러나 

Exposure fusion 방법은 카메라에서 획득한 다중 노출 

영상이 정합(registration)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정렬

되어(aligned) 있다고 가정한 뒤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렬이 어긋난(mis-alignment) 경우에는 HDR 영상 합

성 과정에서 고스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객체 

움직임에 대한 화질 측정 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객

체 움직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스트 현상이 발생한다.

Hasinoff 등이 제안한 Burst photography[4]는 영

상 정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렬(misalignment), 또

는 하나의 카메라로 연속 촬영 시 발생하는 시간차로 인

한 객체 움직임(object motion) 등에 의한 고스트 현상

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고정 노출 값으로 연속적인

(burst) 캡처를 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노출 값이 다른 영상은 밝기 차이로 인해 정확

하게 정렬(align)되지 않아 고스트 현상이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에 Burst photography 방법은 영상의 밝은 영

역(highlight)이 클립핑(clipping) 되지 않을 정도로 낮

게 설정된 고정 노출 값으로 연속적으로(burst) 영상을 

캡처한다. 특히, RGB나 YUV 신호를 사용 하지 않고 영

상 신호 처리기(Image Signal Processors: ISP)를 거치

지 않은 순수 신호인 bayer raw 신호를 이용하여 노이즈

(noise) 개선을 우선으로 한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Burst photography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장의 영상을 한 장으로 병합(merging)하는 

단계와 병합된 영상을 바탕으로 HDR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여러 장의 영상을 

병합(merging) 하는 과정에서는 비정렬(misalignment)

에 강인한 병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연속적으

로 캡처된 영상 중, 한 장을 기준(reference) 영상으로 삼

고, 나머지 영상을 기준 영상과 비교하여 가중 평균을 구

해 한 장으로 합성한다. 이때 가중치는 기준 영상과 비기

준(non-reference) 영상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고속 푸

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기반의 위너 

필터(Wiener filter)를 응용하여 구하였다. 즉, 병합 과정

에서 기준 영상과 비기준 영상의 차이가 심하면 기준 영

상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할당하고, 그 차이가 거의 없

으면 여러 장을 평균하여 합성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한

다.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캡처된 영상을 한 장으로 병합

한 후에는 병합된 영상을 중간 노출로 설정하고 가상의

(synthetic) 짧은 노출(short exposure)과 긴 노출(long 

exposure)을 생성하여 Exposure fusion 기법[3]을 이용

하여 HDR 영상을 생성한다. 

이 외에도 객체와 카메라 움직임에 의한 모션 블러

(motion blur) 또는 고스트 현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제안되었다[5-8]. [5, 6]에서는 Exposure 

fusion에서 제안한 가중치 지도 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그

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화질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

운 가중치 지도 계산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래디언

트 크기(gradient magnitude)가 노출이 잘 된 영상에서

는 큰 값을, 노출 과다 또는 부족 영상에서는 서서히 감소

하는 경향을 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중 노출 영상 간

의 그래디언트 변화와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를 가

중치 지도 개선(refinement)에 적용하여 고스트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7] 또한 고스트 현상을 완화하기 위

해 고스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픽셀을 가중치 계산 과

<그림 4> Exposure fusion 방법은 다중 노출 영상은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가중치 지도는 가우시안 피라미드로 분할한 뒤,  

가중 평균 값을 구하여 HDR 영상으로 복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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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Zero mean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ZNCC)을 

이용하여 기준 영상과 상관관계가 낮은 영상에 대해 가중

치를 낮추고자 하였다. [8]에서는 객체 움직임에 의한 고

스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기반으

로 움직임을 검출(motion detection)한 뒤, 움직임 지도

(motion map)를 생성하였다. 각 노출 영상에 대한 움직

임 지도는 Exposure fusion[3]의 가중치 계산 지표에 추

가하여 새로운 가중치 지도를 만들어 HDR 영상을 생성

하였다. [9]에서는 다중 노출 영상에 대해 bayer raw 신

호 도메인에서 HDR 영상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

히, 고스트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밝기 값 매칭(intensity 

matching) 방법을 바탕으로 한 국부적 움직임 보상(local 

motion compens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Ⅲ.   듀얼 카메라(dual camera)를 이용한 

HDR 영상 생성 방법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전면 또는 후면에 두 개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된 신제품

을 출시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춰 두 개 이상의 카메라

를 이용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도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10-12]. 듀얼 카메라는 각각의 카메라에 다른 노

출 값을 설정 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노출 값이 다른 영상

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해 순차

적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차에 따른 객체

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메라 위치 차이

로 인한 두 영상간의 시차(disparity)가 발생한다.

[10]에서는 노출이 다른 스테레오 영상(stereo images)

을 이용해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먼

저 수평으로 배열된 각각의 카메라에 다른 노출을 설정하

여 노출 값이 다른 영상 두 장을 획득한다. 이 스테레오 

영상은 두 영상간의 시차(disparity)가 존재하므로 스테

레오 매칭(stereo matching)을 통해 시차 지도(disparity 

map)를 구할 수 있다. 이 시차 지도로부터 카메라 응답 

함수를 계산하여 영상의 광량 지도를 구하여 HDR 영상

을 생성하였다. <그림 6>은 노출이 다른 입력 스테레오 

영상과 그에 해당하는 시차 지도 및 HDR 영상 결과를 나

타낸다. 

[11]에서는 장노출(long exposure) 영상을 단노출

(short exposure) 영상 개선에 도움을 주어 HDR 영상

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히스토그램 매

칭(histogram matching) 방법으로 단노출 영상으로부

터 영상의 밝기 및 대비값을 장노출 영상에 맞춘 가상의 

장노출 영상을 생성한다. 그 다음, 장노출 영상과 가상의 

장노출 영상간의 시차(disparity)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

여 장노출 영상을 단노출 시점에 맞추어 워핑(warping)

한다. 가상의 장노출 영상은 단노출 영상 기반으로 만들

어 졌기 때문에 잡음(noise)을 내포하므로 워핑된 장노

출 영상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denoising)한다. 이렇

<그림 5> Burst photography 전체 흐름도. 연속적인(burst) bayer raw  

신호를 한 장으로 병합(merging) 한 후, Exposure fusion 기법[3]을  

이용하여 HDR 영상을 만든다[4]

<그림 6> 노출이 다른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HDR 영상 합성 결과[10]. 

(a) 다중 노출 영상: Dolls, (b) 다중 노출 영상: Arts, (c) 시차 지도,  

(d) HDR 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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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잡음이 제거된 가상의 장노출 영상과 원본 단노출 영

상을 Exposure fusion 기법을 이용하여 HDR 영상을 생

성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또한 [12]에서 제안되었다. 

모노크롬(monochrome) 카메라는 컬러 필터(color filter 

array)가 장착된 컬러 카메라에 비해 더 선명하고 자세

한 고품질의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다. [12]에서는 모노

크롬-컬러 카메라 시스템(monochrome-color camera 

system)을 바탕으로 다중 노출 영상을 단색과 컬러

(monochrome-color) 조합으로 획득한 후, 컬러 정보

는 컬러 영상으로부터, 밝기 및 디테일 정보는 모노크롬

(monochrome) 영상으로부터 취득하여 HDR 영상을 생

성하였다.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노출의 모

노크롬 영상과 컬러 영상 간 이미지 매칭을 통해 모노크

롬 영상에 컬러 영상의 정보를 전달(propagation)하는 

방식으로 합성한다. 

Ⅳ. 결 론

HDR 영상 생성 방법에 대한 연구는 카메라 센서 기술 

및 디스플레이 기술에 발전에 발맞춰 계속 진행되고 있

다. 본 글에서는 카메라 센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상처리 기술을 통한 HDR 영상 생성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HDR 비

디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연

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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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효율	향상을	위한	Windowed	SSB-CP-OFDM	시스템	설계와	성능	평가

장경수, 유흥균

[군사전자]
•체계적	부품단종관리	업무수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효, 심보현

•차세대	함정전투체계를	위한	가상화	솔루션의	성능	분석

임진용, 김동성

반도체 분야

[반도체 재료 및 부품]
•뉴로모픽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류	컨베이어	기반의	뉴런회로

위대훈, 권희태, 최현석, 김보람, 김윤

[SoC 설계]
•회로	입력의	정적	확률	기반	상위수준	누설	전력	모델링

김종규, 이준환

[RF 집적회로기술]
•저전력	광대역	전류-재사용	피드-포워드	연산증폭기

변강현, 권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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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분야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시스템]
•멀티	스위칭	메커니즘	기반	연관레벨	지식네트워크	추출과	최적화	추론	스레드	생성	전략

심정연

시스템 및 제어 분야

[회로 및 시스템]
•저손실	밀리미터파	대역	감소단축도파관	-	마이크로스트립	천이구조	설계	및	제작

위훈, 양승식

•무선센서를	이용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성능	지수와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통한	에어컨	에너지	절감

최호식, 권우현

산업전자 분야

[신호처리 및 시스템]
•E-Bike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유희삼, 송필재

•휴대용	유무선	충전	배터리의	안테나	성능개선과	전자기	간섭	개선	기술

조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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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3. 01.-03. 0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Science and 
Communication (IconDSC) Bangalore, India http://christuniversity.in/icondsc/remake.

html

03. 02.-03. 09. 2019 IEEE Aerospace Conference Big Sky, Montana, USA https://aeroconf.org/

03. 06.-03. 07.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Computing and Digital systems (C-CODE) Islamabad, Pakistan https://ccode.bahria.edu.pk/

03. 06.-03. 08. 2019 Conference 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ociety (ICTAS) Durban, South Africa http://www.ictas2019.com/

03. 06.-03. 08. 2019 7th International Electrical Engineering Congress (iEECON) Hua Hin, Thailand http://www.ieecon2019.mut.ac.th/

03. 07.-03. 08.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Energy-
efficient Computing and Communication (ICRAECC) Nagercoil, India http://www.icaecc2019.com/

03. 08.-03. 09. 2019 IEEE 15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Signal Processing & 
Its Applications (CSPA) Penang, Malaysia http://www.asprg.net/cspa2019

03. 11.-03. 13. 2019 IEEE Sensors Applications Symposium (SAS) Sophia Antipolis, France http://sensorapps.org/

03. 11.-03. 14. 2019 14th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Robot 
Interaction (HRI) Daegu, Korea (South) http://humanrobotinteraction.org/2019/

03. 11.-03. 15.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PerCom) Kyoto, Japan http://www.percom.org/

03. 12.-03. 15. 2019 Electron Devices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Conference (EDTM) Singapore, Singapore   http://ewh.ieee.org/conf/edtm/2019/

03. 13.-03. 15. 201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for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INDIACom) New Delhi, India http://bvicam.ac.in/indiacom/

03. 13.-03. 15.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ICAIIT) Yogyakarta, Indonesia http://fti.uajy.ac.id/icaiit/

03. 14.-03. 15. 2019 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 on Radio Electronics, 
Electrical and Power Engineering (REEPE) Moscow, Russia http://reepe.mpei.ru/IEEE/Pages/default.

aspx

03. 14.-03. 16.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Power Engineering 
(ICEPE) Dhaka, Bangladesh http://icepe.bracu.ac.bd/

03. 15.-03. 16. 2019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ing & 
Communication Systems (ICACCS) Coimbatore, India http://icaccs.sece.ac.in/

03. 15.-03. 17. 2019 IEEE 3rd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ing, Electronic 
and Automation Control Conference (ITNEC) Chengdu, China http://www.itnec.org/

03. 17.-03. 21. 2019 IEEE Applied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and Exposition 
(APEC) Anaheim, California, USA http://www.apec-conf.org/

03. 18.-03. 20.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Circuits and Systems (AICAS) Hsinchu, Taiwan http://www.aicas2019.org/

03. 18.-03. 20.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ICM) Ilmenau, Germany http://ieee-icm2019.org/

03. 19.-03. 21. 2019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sign of Reliable 
Communication Networks (DRCN) Coimbra, Portugal  http://drcn2019.inescc.pt/

03. 19.-03. 21.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pplications & 
Information Security (ICCAIS) Riyadh, Saudi Arabia http://www.iccais.tech/

03. 19.-03. 22. 2019 IEEE Drones for Infrastructure - A Technical Workshop (DFI) Newark, New Jersey, USA http://www.dronesforinfrastructure.org/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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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9.-03. 23. 2019 IEEE PES GTD Grand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sition Asia (GTD Asia) Bangkok, Thailand  http://www.ieeegt-d.org/

03. 20.-03. 21. 2019 53rd Annu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 (CISS) Baltimore, Maryland, USA http://ciss.jhu.edu/

03. 20.-03. 2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mTech) Rawalpindi, Pakistan http://comtech.mcs.edu.pk/

03. 20.-03. 22. 2019 IEEE-RI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IVF) Danang, Vietnam http://rivf2019.udn.vn/

03. 20.-03. 22. 2019 18th International Symposium INFOTEH-JAHORINA 
(INFOTEH) East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http://www.infoteh.rs.ba/

03. 21.-03. 22.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Signal 
Processing, Telecommunications & Computing (SigTelCom) Hanoi, Vietnam  http://www.sigtelcom.net/2019

03. 21.-03. 23.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Communications 
Signal Processing and Networking (WiSPNET) Chennai, India http://www.wispnet2019.org/

03. 23.-03. 27. 2019 IEEE Conference on Virtual Reality and 3D User Interfaces 
(VR) Osaka, Japan http://ieeevr.org/

03. 24.-03. 26.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 Analysis of 
Systems and Software (ISPASS) Madison, Wisconsin, USA http://www.ispass.org/ispass2019/

03. 24.-03. 27.
2019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rmal, Mechanical and 
Multi-Physics Simulation and Experiments in Microelectronics 
and Microsystems (EuroSimE)

Hannover, Germany http://www.eurosime.org/

03. 25.-03. 29. 2019 Design, Automation & Test in Europe Conference & 
Exhibition (DATE) Florence, Italy http://www.date-conference.com/

03. 25.-03. 29.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Manufacturing (ICIEAM) Sochi, Russia http://icie-rus.org/index-ieam.html

03. 26.-03. 27. 2019 7th Palestini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ICECE) Gaza, Palestine  http://picece.iugaza.edu.ps/

03. 26.-03. 28. 2019 10th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gress (IREC) Sousse, Tunisia http://www.irec-conference.com/

03. 26.-04. 11. 2019 Advanc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s (ASET) Dubai, United Arab Emirates http://www.aset.hct.ac.ae/

03. 27.-03. 28. 2019 2nd Scientific Conference of Computer Sciences (SCCS) Baghdad, Iraq http://cs.uotechnology.edu.iq/conference2018/

03. 27.-03. 29.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Methodologies 
and Communication (ICCMC) Erode, India  http://icocmc.com/iccmc19/

03. 27.-03. 29. 2019 1st Blockchain, Robotics and AI for Networking Security 
Conference (BRAINS) Rio De Janeiro, Brazil   http://brains.dnac.org/index.php

03. 28.-03. 29. 2019 UNSA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s (UNSA 
ISCOMM) Arequipa, Peru http://www.unsaiscomm.org/

03. 28.-03. 30. 2019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Topics in 
ElecWWtrical Engineering (ATEE) Bucharest, Romania http://www.atee.upb.ro/

03. 31.-04. 04. 2019 IEEE International Reliability Physics Symposium (IRPS) Monterey, California, USA http://www.irps.org/

03. 31.-04. 05. 2019 13th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Krakow, Poland http://www.eucap2019.org/

〉〉2019년 4월

04. 01.-04. 03. 2019 Joint International EUROSOI Workshop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ltimate Integration on Silicon (EUROSOI-ULIS) Grenoble, France http://eurosoiulis2019.sciencesconf.org/

04. 01.-04. 05.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ertial Sensors and 
Systems (INERTIAL) Naples, Florida, USA http://2019.ieee-inertial.org/

04. 02.-04. 04.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FID (RFID) Phoenix, Arizona, USA http://2019.ieee-rfid.org/

04. 02.-04. 0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Science and 
Engineering (ICOASE) Zakho - Duhok, Iraq http://icoase2019.uoz.edu.krd/

04. 02.-04. 05.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Line 
Communications and its Applications (ISPLC) Praha, Czech Republic http://isplc2019.ieee-isplc.org/

04. 02.-04. 06. 2019 9th International IEEE/EMBS Conference on Neural 
Engineering (NER)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https://neuro.embs.org/2019/

04. 03.-04. 0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Technologies, 
Embedded and Intelligent Systems (WITS) Fez, Morocco http://www.science-conf.net/wits2019/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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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04. 05.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dical Robotics (ISMR) Atlanta, Georgia, USA http://ismr.gatech.edu/

04. 04.-04. 06.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Signal 
Processing (ICCSP) Chennai, India   https://www.iccsp-apec.com/

04. 04.-04. 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ntralized 
Applications and Infrastructures (DAPPCON) Newark, California, USA https://dappcon.net/

04. 07.-04. 10.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terials and 
Power Equipment (ICEMPE) Guangzhou, China http://www.icempe.org/

04. 08.-04. 09. 2019 IEEE 20th Wireless and Microwave Technology Conference 
(WAMICON) Cocoa Beach, Florida, USA   http://www.wamicon.org/

04. 08.-04. 10. 2019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s (ICT) Hanoi, Vietnam  http://ict-19.org/

04. 08.-04. 10. 2019 IEEE 1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nomous 
Decentralized System (ISADS) Utrecht, Netherlands   http://www.isads2019.org/

04. 08.-04. 11. 2019 IEEE Conference on Cognitive and Computational Aspects 
of Situation Management (CogSIMA) Las Vegas, Nevada, USA http://cogsima2019.org/

04. 08.-04. 11. 2019 IEEE International Systems Conference (SysCon) Orlando, Florida, USA http://www.ieeesystemscouncil.org/

04. 08.-04. 11. 2019 IEE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Imaging 
(ISBI) Venice, Italy  http://biomedicalimaging.org/2019/

04. 08.-04. 12. 2019 IEEE 3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ICDE) Macao, Macao http://conferences.cis.umac.mo/icde2019/

04. 09.-04. 11. 2019 IEEE Jordan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JEEIT) Amman, Jordan http://jeeit.net/

04. 09.-04. 12. 2019 Wireless Telecommunications Symposium (WTS) New York City, New York, USA http://www.cpp.edu/wtsi

04. 09.-04. 12. 2019 2nd International Colloquium on Smart Grid Metrology 
(SMAGRIMET) Split, Croatia http://smagrimet.org/

04. 09.-04. 12. 2019 European Navigation Conference (ENC) Warsaw, Poland http://www.enc2019.eu/

04. 10.-04. 1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ICCIS) Sakaka, Saudi Arabia http://www.ju.edu.sa/en/home/iccis/home/

04. 10.-04. 12. 2019 X Southern Conference on Programmable Logic (SPL) Buenos Aires, Argentina http://www.splconf.org/spl19/spl2019

04. 10.-04. 13. 2019 IEE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uid Power and 
Mechatronics (FPM) Wuhan, China http://www.yeyanet.com/fpm2019

04. 11.-04. 13.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echniques in 
Control, Optimization and Signal Processing (INCOS) Tamilnadu, India   http://www.kareieeesb.com/incos19

04. 11.-04. 14. SoutheastCon 2019 Huntsville, Alabama, USA   http://sites.ieee.org/southeastcon2019

04. 12.-04. 1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Networking (CommNet) Rabat, Morocco http://commnet-conf.org/

04. 12.-04. 15. 2019 IEE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Analysis (ICCCBDA) Chengdu, China http://www.icccbd.com/

04. 12.-04. 15.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ICCET) Nagoya, Japan  http://www.iccet.org/index.html

04. 14.-04. 17. 2019 IEEE Custom Integrated Circuits Conference (CICC) Austin, Texas, USA http://www.ieee-cicc.org/

04. 14.-04. 18. 2019 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Robotics 
(RoboSoft) Seoul, Korea (South) http://www.robosoft2019.org/

04. 15.-04. 17. 2019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ling Simulation and 
Applied Optimization (ICMSAO) Manama, Bahrain   http://icmsao.uob.edu.bh/

04. 15.-04. 19. 2019 IEEE European School of Information Theory (ESIT) Biot, France   http://www.itsoc.org/conferences/schools/
esit-2019

04. 16.-04. 18. 2019 IEEE ComSoc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Quality and 
Reliability Workshop (CQR) Naples, Florida, USA http://www.ieee-cqr.org/

04. 16.-04. 18. 2019 Conference on Microwave Techniques (COMITE) Pardubice, Czech Republic http://www.marew.cz/

04. 16.-04. 19. 2019 IEEE Underwater Technology (UT) Kaohsiung, Taiwan http://ut19.tori.org.tw/

04. 17.-04. 18. 2019 Asia Pacific Conference on Research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APCoRISE) Depok, Indonesia http://www.apcor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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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8.-04. 19. 2019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et of Things: Smart 
Innovation and Usages (IoT-SIU) Ghaziabad, India   http://iot-siu.in/

04. 18.-04. 20. 2019 International Siberian Conference on Control and 
Communications (SIBCON) Tomsk, Russia  http://sibcon.tusur.ru/

04. 19.-04. 23. 2019 IEEE 10th GCC Conference & Exhibition (GCC) Kuwait, Kuwait http://ieeegcc.com/technical-program.html

04. 20.-04. 21.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anufacturing, 
Industrial & Logistics Engineering (SMILE) Hangzhou, China http://smile.ieeng.org/

04. 20.-04. 23. 2019 Aerospace Engineering Innovations (AEI) Limassol, Cyprus h t t p : / / e a s y c h a i r . o r g / s m a r t -
program/2019IEEEAEI/index.html

04. 21.-04. 24. 2019 IEEE 5th World Forum on Internet of Things (WF-IoT'19) Limerick, Ireland http://wfiot2019.iot.ieee.org/

04. 22.-04. 23. 2019 IEEE Workshop on Electrical Machines Design, Control and 
Diagnosis (WEMDCD) Athens, Greece http://www.icem.cc/wemdcd2019/

04. 22.-04. 25. 2019 4th World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WCCS) Ouarzazate, Morocco http://mscomplexsystems.org/wccs19/

04. 22.-04. 27. 2019 12th IEEE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alidation and 
Verification (ICST) Xi'an, China http://tba/

04. 23.-04. 24. 2019 International Seminar on Electron Devices Design and 
Production (SED) Prague, Czech Republic http://sed.diag.ru/

04. 23.-04. 25. 2019 IEEE 37th VLSI Test Symposium (VTS) Monterey, California, USA http://tttc-vts.org/

04. 23.-04. 25. 2019 IEE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atibility, Power 
Electronics and Power Engineering (CPE-POWERENG) Sonderborg, Denmark http://www.cpe-powereng2019.org/

04. 23.-04. 25.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end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cs (ICOEI) Tirunelveli, India http://icoei.com/icoei19/index.html

04. 23.-04. 26. 2019 IEEE Pacific Visualization Symposium (PacificVis) Bangkok, Thailand http://pvis.org/

04. 24.-04. 26.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ion, Computational 
and Technology Management (ICACTM) London, United Kingdom http://amity.edu/icactm/

04. 24.-04. 26. 2019 7th Internat 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Networks (ICICN) Macao, Macao   http://www.icicn.org/

04. 24.-04. 26. 2019 IEEE Optical Interconnects Conference (OI) Santa Fe, New Mexico, USA http://www.oi-ieee.org/

04. 24.-04. 26. 2019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egrated Power 
Packaging (IWIPP) Toulouse, France   http://iwipp.org/

04. 24.-04. 26. 2019 23rd International ITG Workshop on Smart Antennas (WSA) Vienna, Austria http://www.wsa2019.eu/

04. 25.-04. 26. 2019 7th International Istanbul Smart Grids and Cities Congress 
and Fair (ICSG) Istanbul, Turkey http://www.icsgistanbul.com/en/?page_

id=3864

04. 25.-04. 27. 2019 IEE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Engineering Systems (INES) Gödöllő, Hungary h t t p : / / w w w . i n e s - c o n f . o r g / i n e s -

conf/2019index.html

04. 25.-04. 27.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and Emerging 
Concepts on Sensors and Transducers (UEMCOS) Kolkata, India  

h t tp : / / i em .edu . i n /news_even t /1s t -
international-conference-ubiquitous-
emerging-concepts-sensors-tranducers/

04. 26.-04. 2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telligent Applied 
Systems on Engineering (ICIASE) Fuzhou, China  http://2019.iciase.net/

04. 28.-05. 01. 2019 International Vacuum Electronics Conference (IVEC) Busan, Korea (South) http://www.ivec2019.org/

04. 28.-05. 01. 2019 IEEE 89th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VTC2019-
Spring) Kuala Lumpur, Malaysia  http://www.ieeevtc.org/vtc2019spring/

04. 28.-05. 01. 2019 IEEE 27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eld-
Programmable Custom Computing Machines (FCCM) San Diego, California, USA http://fccm.org/

04. 28.-05. 02. IEEE INFOCOM 2019 -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Paris, France http://infocom2019.ieee-infocom.org/

04. 29.-05. 0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Compu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CSCIT) Buraimi, Oman http://uob.edu.om/ICSCIT2019

〉〉2019년 5월

05. 02.-05. 03. 2019 7th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metrics and Forensics 
(IWBF) Cancun, Mexico   https://warwick.ac.uk/fac/sci/dcs/people/

victor_sanchez/iwb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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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2.-05. 05. 2019 Prognostics and System Health Management Conference 
(PHM-Paris) Paris, France  http://www.phm2019.org/

05. 03.-05. 05. 2019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Theor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GISTAM) Crete, Greece http://www.gistam.org/

05. 05.-05. 08. 2019 IEEE/IAS 55th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Technical Conference (I&CPS) Calgary, Alberta, Canada http://sites.ieee.org/icps2019/

05. 05.-05. 10.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ardware Oriented 
Security and Trust (HOST) McLean, Virginia, USA http://www.hostsymposium.org/

05. 06.-05. 08. 2019 IEE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in Design (CSCWD) Porto, Portugal http://2019.cscwd.org/

05. 06.-05. 08.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ISPCE) San Jose, California, USA https://psessymposium.org/

05. 06.-05. 09. 2019 30th Annual SEMI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nference (ASMC) Saratoga Springs, New York, USA http://www1.semi.org/en/node/134441

05. 06.-05. 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Cyber Physical 
Systems (ICPS) Taipei, Taiwan http://www.icps19.org/

05. 09.-05. 10.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Analysis and 
Pattern Recognition (MAPR) Ho Chi Minh City, Vietnam http://mapr2019.uit.edu.vn/

05. 09.-05. 11. 2019 IEE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ing, Sensing 
and Control (ICNSC) Banff, Alberta, Canada http://www.ieeeicnsc.org/

05. 09.-05. 1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erformance Big Data 
and Intelligent Systems (HPBD&IS) Shenzhen, China   http://hpbdis.csp.escience.cn/

05. 10.-05. 11.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and 
Green Technology (ICISGT) Visakhapatnam, India   http://sites.ieee.org/vizag-bay/icisgt/

05. 10.-05. 13. 2019 IEE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Technology (ICET) Chengdu, China http://www.icet.net/

05. 11.-05. 15. 2019 IEEE International Electric Machines & Drives Conference 
(IEMDC) San Diego, California, USA http://iemdc-conference.org/

05. 12.-05. 15. 2019 IEEE 11th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 (IMW) Monterey, California, USA http://www.ewh.ieee.org/soc/eds/imw/

05. 12.-05. 17. ICASSP 2019 -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CASSP) Brighton, United Kingdom http://icassp2019.com/

05. 13.-05. 15. 2019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Circuits and 
Systems Technologies (MOCAST) Thessaloniki, Greece http://mocast.physics.auth.gr/

05. 13.-05. 15. 2019 European Microwave Conference in Central Europe 
(EuMCE) Prague, Czech Republic http://www.eumce.com/

05. 13.-05. 15. 2019 IEEE 28th North Atlantic Test Workshop (NATW) Burlington, Vermont, USA   http://natw.ieee.org/

05. 14.-05. 15.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litary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ICMCIS) Budva, Montenegro http://www.icmcis2019.me/

05. 14.-05. 17. 2019 19th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loud 
and Grid Computing (CCGRID) Larnaca, Cyprus http://ccgrid2019.ucy.ac.cy/

05. 14.-05. 18. 2019 1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ic Face & 
Gesture Recognition (FG 2019) Lille, France http://www.fg2019.org/

05. 15.-05. 17. 2019 20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Electric Power 
Engineering (EPE) Kouty nad Desnou, Czech Republic http://www.epe-conference.eu/

05. 15.-05. 17.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ICBC) Seoul, Korea (South) http://icbc2019.ieee-icbc.org/

05. 15.-05. 17.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Photography (ICCP) Tokyo, Japan http://iccp2019.naist.jp/

05. 15.-05. 17.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mputing and 
Control Systems (ICCS) Madurai, India http://iciccs.com/index.html

05. 15.-05. 17. 2019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PhD Workshop (IIPhDW) Wismar, Germany http://www.hs-wismar.de/iiphdw2019/

05. 16.-05. 18.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 Information 
Technology (EIT) Brookings, South Dakota, USA http://www.eit-conference.org/eit2019

05. 17.-05. 18. 2019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Trends on 
Electron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RTEICT) Bangalore, India http://www.irteict.in/

05. 19.-05. 22. 2019 14th Annual Conference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SoSE) Anchorage, Alaska, USA http://sosengineering.org/2019

)5. 19.-05. 23. 2019 3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ICs (ISPSD) Shanghai, China http://www.ispsd2019.com/dc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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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9.-05. 23. 2019 Compound Semiconductor Week (CSW) Nara, Japan http://www.csw-jpn.org/

05. 19.-05. 23. 2019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SP)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http://www.ieee-security.org/TC/SP2019/

05. 20.-05. 22.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 
Taiwan (ICCE-TW) YILAN, Taiwan   http://www.icce-tw.org/

05. 20.-05. 22. 2019 IEEE Specialist Meeting on Reflectometry using GNSS and 
other Signals of Opportunity (GNSS+R) Benevento, Italy   http://www.gnssr2019.org/

05. 20.-05. 23. 2019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Auckland, New Zealand  http://imtc.ieee-ims.org/

05. 20.-05. 23. 2019 IEE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C Microgrids 
(ICDCM) Matsue, Japan   http://power.aitech.ac.jp/ICDCM2019/

05. 20.-05. 24.
2019 42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MIPRO)

Opatija, Croatia  http://www.mipro.hr/

05. 20.-05. 24. 2019 IEEE 2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al-Time 
Distributed Computing (ISORC) Valencia, Spain  http://isorc2019.github.io/

05. 20.-05. 24.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Internet (ICEI) Nanjing, China http://www.energyinter.net.cn/icei2018/

05. 20.-05. 2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Montreal, Quebec, Canada http://www.icra2019.org/

05. 21.-05. 23. 2019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MACS TC1 Committee 
(ELECTRIMACS) Salerno, Italy  http://www.electrimacs2019.unisa.it/

05. 21.-05. 23. 2019 IEEE 4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ple-Valued 
Logic (ISMVL) Fredericton, New Brunswick, Canada http://www.mvl.jpn.org/ISMVL2019/

05. 21.-05. 23.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Grid Synchronized 
Measurements and Analytics (SGSMA) College Station, Texas, USA http://sgsma.org/

05. 21.-05. 25. 2019 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Low Temperature Bonding 
for 3D Integration (LTB-3D) Kanazawa, Japan http://www.jsps191.org/ltb3d-2019/

05. 22.-05. 24. 2019 IEEE Electrical Safety Workshop Costa Rica (ESW-Costa 
Rica) San Jose, Costa Rica http://www.ewh.ieee.org/cmte/ias-esw/

05. 23.-05. 24. 2019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and Education 
in Mechatronics (REM) Wels, Austria  http://www.fh-ooe.at/rem2019

05. 23.-05. 24. 2019 IEEE Women in Enginee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WIE ILC) Austin, Texas, USA   http://ieee-wie-ilc.org/

05. 23.-05. 24. 2019 Smart City Symposium Prague (SCSP) Prague, Czech Republic http://scsp2019.fd.cvut.cz/

05. 23.-05. 25. 2019 IEEE Workshop on Wide Bandgap Power Devices and 
Applications in Asia (WiPDA Asia) Taipei, Taiwan http://wipda-asia2019.org/

05. 24.-05. 26. 2019 IEEE 8th Joint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ITAIC) Chongqing, China http://www.itaic.org/

05. 24.-05. 27. 2019 IEEE 8th Data Driven Control and Learning Systems 
Conference (DDCLS) Dali, China http://ddclo.bjtu.edu.cn/2019DDCLS/

05. 25.-05. 26. 2019 ACM/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Software Engineering (ICGSE) Montreal, Quebec, Canada http://conf.researchr.org/home/icgse-2019

05. 26.-05. 29.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ISCAS) Sapporo, Japan http://iscas2019.org/

05. 26.-05. 29.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Olfaction and Electronic 
Nose (ISOEN) Fukuoka, Japan http://isoen.org/

05. 27.-05. 29. 2019 15th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Factory 
Communication Systems (WFCS) Sundsvall, Sweden http://www.wfcs2019.com/

05. 27.-05. 29. 2019 26th Saint Petersbur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ICINS) Saint Petersburg, Russia http://www.elektropribor.spb.ru/icins2019/

en

05. 27.-05. 29. 2019 IEEE Communications Theory Workshop (CTW) Selfoss, Iceland http://ieee-ctw.org/

05. 27.-05. 31. 2019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ECCE Asia (ICPE 2019 - ECCE Asia) Busan, Korea (South) http://www.icpe2019.org/

05. 27.-05. 31.
2019 16th 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Advanced Studies on 
Biometric Authentication: Biometrics and Forensic Science in the 
Deep Learning Era (SSB)

Alghero, Italy http://biometrics.uniss.it/

05. 27.-05. 31. 2019 IEEE European Test Symposium (ETS) Baden-Baden, Germany http://www.ets1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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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8.-05. 31. 2019 Beyond Databases Architectures and Structures (BDAS) Ustroő, Poland  http://bdas.polsl.pl/

05. 29.-05. 31. 2019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in 
Sensor Systems (DCOSS) Santorini Island, Greece   http://www.dcoss.org/

05. 29.-05. 31. 2019 18th IEEE Intersociety Conference on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Phenomena in Electronic Systems (ITherm) Las Vegas, Nevada, USA http://www.ieee-itherm.net/

05. 29.-05. 31. 2019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nomous Systems 
(ISAS) Shanghai, China http://www.isas.cqu.edu.cn/index2019_

en.html

05. 29.-05. 31. 2019 IEE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Research, Management and Applications (SERA) Honolulu, Hawaii, USA http://www.acisinternational.org/sera2019/

05. 29.-05. 31.
2019 IEEE MT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merical 
Electromagnetic and Multiphysics Modeling and Optimization 
(NEMO)

Boston, Massachusetts, USA http://nemo-ieee.org/

05. 29.-05. 31. 2019 IEEE Students Conference on Engineering and Systems 
(SCES) Allahabad, India http://www.mnnit.ac.in/sces2019/

05. 29.-05. 3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Signal 
Processing and Networks (ICCSPN) Accra, Ghana http://iccspn.ghsociety.org/

〉〉2019년 6월

06. 01.-06. 03.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Sciences (ICRAS) Wuhan, China http://www.icras.org/

06. 02.-06. 06. 2019 IEEE 28th Symposium on Fusion Engineering (SOFE) Jacksonville, Florida, USA http://sofe2019.utk.edu/

06. 02.-06. 06. 2019 International Interconnect Technology Conference (IITC) Brussels, Belgium http://www.iitc-conference.org/

06. 02.-06. 06. 2019 56th ACM/IEEE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DAC) Las Vegas, Nevada, USA https://www.dac.com/

06. 03.-06. 0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Incident Response, 
Coordination, Containment & Control (Cyber Incident) Oxford, United Kingdom   https://www.c-mric.com/ci2019

06. 03.-06. 05. 2019 Chinese Control And Decision Conference (CCDC) Nanchang, China http://www.ccdc.neu.edu.cn/

06. 03.-06. 05. 2019 IEEE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nd Network Security 
(CNS)

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 
USA https://cns2019.ieee-cns.org/

06. 03.-06. 05. 2019 IEE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nowledge Engineering (AIKE) Sardinia, Italy  https://www.ai4i.org/

06. 03.-06. 06. 2019 IEEE Internat ional Black Sea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BlackSeaCom) Sochi, Russia h t t p : / / b l a c k s e a c o m 2 0 1 9 . i e e e -

blackseacom.org/

06. 03.-06. 06. 2019 IEE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 
for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s (PEDG) Xi'an, China http://www.ieee-pedg.org/

06. 04.-06. 06. 2019 II Workshop on Metrology for Industry 4.0 and IoT 
(MetroInd4.0&IoT) Naples, Italy   http://www.metroind40iot.org/

06. 04.-06. 07. 2019 IEEE Colombian Conference on Applications in 
Computational Intelligence (ColCACI) Barranquilla, Colombia http://ieee-colcaci.org/

06. 05.-06. 07. 2019 IEEE 3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Based 
Medical Systems (CBMS) Cordoba, Spain http://www.cbms2019.org/

06. 05.-06. 07. 2019 El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of Multimedia 
Experience (QoMEX) Berlin, Germany  http://www.qomex.org/

06. 05.-06. 07. 2019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ies (ACIT) Ceske Budejovice, Czech Republic https://acit.tneu.edu.ua/

06. 05.-06. 07.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Signals and Image 
Processing (IWSSIP) Osijek, Croatia https://iwssip2019.org/

06. 06.-06. 07. 2019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ystem and Software 
Reliability (ISSSR) Chengdu, China http://isssr.techconf.org/

06. 06.-06. 08. 2019 16th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Drives and Power 
Systems (ELMA) Varna, Bulgaria http://elma.vtp-tuv.com/

06. 07.-06. 09. 2019 IEEE Region 10 Symposium (TENSYMP) Kolkata, India http://www.ewh.ieee.org/r10/calcutta/
tensymp2019/index.html

06. 09.-06. 10. 2019 Silicon Nanoelectronics Workshop (SNW) Kyoto, Japan http://annex.jsap.or.jp/snw/index.html

06. 09.-06. 12. 2019 12th Asian Control Conference (ASCC) Kitakyushu-shi, Japan http://www.ascc20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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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0.-06. 13. 2019 IEEE Congres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CEC) Wellington, New Zealand http://cec2019.org/

06. 10.-06. 13. 2019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g and Mobile Edge 
Computing (FMEC) Rome, Italy  http://emergingtechnet.org/FMEC2019/

index.php

06. 10.-06. 14. 2019 8th Mediterranean Conference on Embedded Computing 
(MECO) Budva, Montenegro http://embeddedcomputing.me/en/meco-

2019

06. 11.-06. 13. 2019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CICS) Irbid, Jordan http://www.just.edu.jo/icics/icics2019/

06. 11.-06. 14. 2019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Space 
Technologies (RAST) Istanbul, Turkey http://www.rast.org.tr/

06. 11.-06. 1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ICUAS) Atlanta, Georgia, USA http://www.uasconferences.com/

06. 12.-06. 14. 2019 5th Experiment Conference (exp.at’19) Funchal (Madeira Island), Portugal http://expat.org.pt

06. 12.-06. 14. 2019 3rd Internat 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 and Aerospace Technology (ICECA) Coimbatore, India http://icoeca.org/icoeca19/index.html

06. 12.-06. 14. 2019 11th Asia-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ghtning 
(APL) Hong Kong http://www.apl2019.org/

06. 12.-06. 14.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 
Asia (ICCE-Asia) Bangkok, Thailand http://www.icce-asia2019.org

06. 12.-06. 14. 2019 International Colloquium on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LOGISTIQUA) Montreuil - Paris, France http://www.logistiqua.com/

06. 12.-06. 15. 2019 1st Global Power, Energy and Communication Conference 
(GPECOM) Nevsehir, Turkey http://gpecom.org/

06. 13.-06. 14. 2019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of Modern 
Electric Systems (EMES) Oradea, Romania http://www.icemes.uoradea.ro/

06. 16.-06. 19. 2019 IEEE Electrical Insulation Conference (EIC) Calgary, Alberta, Canada http://www.electricalinsulationconference.
com/

06. 16.-06. 20. 2019 IEE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lf-Adaptive and 
Self-Organizing Systems (SASO) Umea, Sweden http://saso2019.cs.umu.se/

06. 16.-06. 21. 2019 IEEE 46th Photovoltaic Specialists Conference (PVSC) Chicago, Illinois, USA https://www.ieee-pvsc.org/PVSC46/index.
php

06. 17.-06. 18.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botic and Sensors 
Environments (ROSE) Ottawa, Ontario, Canada https://rose2019.ieee-ims.org/

06. 17.-06. 19. 2019 IEEE European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EuroS&P) Stockholm, Sweden  h t t p : / / w w w. i e e e - s e c u r i t y. o r g / T C /

EuroSP2019/

06. 17.-06. 20.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ICPHM)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http://phmconf.org/

06. 17.-06. 21. 2019 Global IoT Summit (GIoTS) Aarhus, Denmark http://www.globaliotsummit.org/

06. 18.-06. 21. 2019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and Sustainable 
Technologies (SpliTech) Split, Croatia http://2019.splitech.org/

06. 18.-06. 21. 2019 European Conference on Networks and Communications 
(EuCNC) Valencia, Spain http://www.eucnc.eu/

06. 18.-06. 21. 2019 IEEE Wireless Power Transfer Conference (WPTC) London, United Kingdom http://www.wptc2019.org/

06. 18.-06. 21. 2019 IEEE 23rd Workshop on Signal and Power Integrity (SPI) Chambéry, France  https://spi2019.sciencesconf.org/

06. 19.-06. 21. 2019 Network Traffic Measurement and Analysis Conference 
(TMA) Paris, France http://tma.ifip.org/2019/

06. 19.-06. 21. 2019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ITEC) Detroit, Michigan, USA http://www.itec-conf.com/

06. 19.-06. 21. 2019 IEEE 5th International Workshop on Metrology for 
AeroSpace (MetroAeroSpace) Torino, Italy http://www.metroaerospace.org/

06. 19.-06. 22. 2019 14th Iber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CISTI) Coimbra, Portugal http://cisti.eu/

06. 22.-06. 28. 2019 IEEE Pulsed Power & Plasma Science (PPPS) Orlando, Florida, USA http://www.ppps2019.org/

06. 23.-06. 26.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Systems (FUZZ-
IEEE) New Orleans, Louisiana, USA http://www.fuzzieee.org/

06. 23.-06. 26. 2019 17th IEEE International New Circuits and Systems 
Conference (NEWCAS) Munich, Germany http://www.newcas20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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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3.-06. 27. 2019 IEE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electric Liquids 
(ICDL) Roma, Italy http://www.icdl2019.org/

06. 24.-06. 26.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g Computing (ICFC) Prague, Czech Republic http://conferences.computer.org/ICFC/ 
2019/index.html

06. 24.-06. 26.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cess Mining (ICPM) Aachen, Germany http://icpmconference.org/

06. 24.-06. 26. 2019 10th 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Technologies, 
Mobility and Security (NTMS) CANARY ISLANDS, Spain http://www.ntms-conf.org/

06. 24.-06. 28. 2019 14th International Wireless Communications and Mobile 
Computing Conference (IWCMC) Tangier, Morocco http://iwcmc.org/2019

06. 24.-06. 28. 2019 Radiation and Scattering of Electromagnetic Waves 
(RSEMW) Divnomorskoe, Russia http://www.rsemw.sfedu.ru/

06. 25.-06. 27. 2019 26th International Science Conference on Computer 
Networks (CN) Opole, Poland http://cn.polsl.pl/

06. 25.-06. 27. 2019 IEEE Cognitive Communications for Aerospace 
Applications Workshop (CCAAW) Cleveland, Ohio, USA http://ieee-ccaa.com/

06. 25.-06. 27.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IDT) Zilina, Slovakia  https://idt.conf.sk/

06. 25.-06. 28. 2019 IEEE 32nd Computer Security Foundations Symposium 
(CSF) Hoboken, New Jersey, USA https://web.stevens.edu/csf2019/

06. 25.-06. 29. 2019 IEEE IEEE Future of Electronic Power Processing and 
Conversion (FEPPCON) Svalbard, Svalbard https://www.ieee-pels.org/

06. 26.-06. 28. 2019 20th International Radar Symposium (IRS) Ulm, Germany http://dgon-irs.org/

06. 26.-06. 28.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dical Measurements 
and Applications (MeMeA) Istanbul, Turkey http://memea2019.ieee-ims.org/

06. 27.-06. 29. 2019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put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CAI) Pitesti, Romania   http://ecai.ro/

06. 28.-06. 30. 2019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Computing & 
Communications (ICSCC) Sarawak, Malaysia, Malaysia http://icscc.online/

06. 28.-06. 30.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Intelligence and 
Security (ICDIS) South Padre Island, Texas, USA https://www.icdis.org/

〉〉2019년 7월

07. 01.-07. 03. 2019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on Mobile Terahertz 
Systems (IWMTS) Bad Neuenahr, Germany  http://www.iwmts.org/

07. 01.-07. 03.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y 4.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AICT) BALI, Indonesia  http://iaict.org/

07. 01.-07. 03. 2019 4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s and 
Signal Processing (TSP) Budapest, Hungary http://tsp.vutbr.cz/

07. 01.-07. 03. 2019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inear Drives for Industry 
Applications (LDIA) Neuchatel, Switzerland https://ldia2019.epfl.ch/

07. 01.-07. 03. 2019 2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and Timing 
Modeling, Optimization and Simulation (PATMOS) Rhodes, Greece   http://www.patmos2019.upatras.gr/

07. 01.-07. 03. 2019 Systems of Signal Synchronization, Generating and 
Processing in Telecommunications (SYNCHROINFO) Russia h t t p : / / m e d i a - p u b l i s h e r . r u / e n /

sinhroinfo-2019/

07. 01.-07. 04. IEEE EUROCON 2019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Technologies Novi Sad, Serbia http://eurocon2019.org/

07. 02.-07. 0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Diagnosis (ICCAD) Grenoble, France http://www.iccad-conf.com/

07. 02.-07. 04.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Educational Technology (ISET) Hradec Kralove, Czech Republic http://www.aimtech.cityu.edu.hk/iset2019/

07. 02.-07. 0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ean Electrical Power (ICCEP) Otranto, Italy http://www.iccep.net/

07. 02.-07. 05. 2019 IEEE 20th International Workshop on Signal Processing 
Advances in Wireless Communications (SPAWC) Cannes, France http://www.spawc2019.org/

07. 02.-07. 05. 2019 2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tive-Matrix Flatpanel 
Displays and Devices (AM-FPD) Kyoto, Japan   http://www.amfpd.jp/

07. 02.-07. 05. 2019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Applied 
Sciences and Technology (ICEAST) Luang Prabang, Laos  http://www.iceast2019.org/

07. 02.-07. 05. 2019 2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Fusion 
(FUSION) Ottawa, Ontario, Canada http://www.fusion20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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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2.-07. 05. 2019 El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and 
Future Networks (ICUFN) Zagreb, Croatia http://icufn.org/

07. 03.-07. 05. 2019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ational Too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CTEA) Beirut, Lebanon http://www.ndu.edu.lb/actea19/home

07. 03.-07. 05. 2019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s 
(ConTEL) Graz, Austria http://www.contel.hr/2019/

07. 03.-07. 05. 2019 IEEE 9th International Nanoelectronics Conferences (INEC) Kuching, Malaysia https://ieee-inec.org/

07. 03.-07. 05.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novations in Intelligent 
SysTems and Applications (INISTA) Sofia, Bulgaria http://www.inista.org/

07. 04.-07. 06. 2019 IEE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Systems and 
Information Processing (ICESIP) Chennai, India http://www.iiitdm.ac.in/icesip/

07. 05.-07. 07. 2019 CAA Symposium on Fault Detection, Supervision and 
Safety for Technical Processes (SAFEPROCESS) Xiamen, China http://conf.sit.edu.cn/ch/index.aspx

07. 07.-07. 11.
2019 24th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and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nics in 
Switching and Computing (PSC)

Fukuoka, Japan https://www.oeccpsc2019.org/

07. 07.-07. 12.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ennas and 
Propagation and USNC-URSI Radio Science Meeting Atlanta, Georgia, USA https://2019apsursi.org/Default.asp

07. 08.-07. 10.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asurements & 
Networking (M&N) Catania, Italy https://2019.mn.ieee-ims.org/

07. 08.-07. 10. 2019 IEEE Photonics Society Summer Topical Meeting Series 
(SUM) Ft. Lauderdale, Florida, USA http://www.sum-ieee.org/

07. 08.-07. 10.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exible and Printable 
Sensors and Systems (FLEPS) Glasgow, United Kingdom  https://live-fleps19.pantheonsite.io/

07. 08.-07. 10. 2019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Robot Motion and Control 
(RoMoCo) Poznań, Poland http://romoco.put.poznan.pl/

07. 08.-07. 10.
2019 20th IEEE/AC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ing and Parallel/
Distributed Computing (SNPD)

Toyama, Japan San Antonio, Texas, USA

07. 08.-07. 12. 2019 IEEE Nuclear and Space Radiation Effects Conference 
(NSREC) San Antonio, Texas, USA http://www.nsrec.com/

07. 08.-07. 12.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and Expo 
(ICME) Shanghai, China http://www.icme2019.org/

07. 09.-07. 12. 2019 IEEE World Haptics Conference (WHC) Tokyo, Japan   http://www.worldhaptics2019.org/

07. 09.-07. 12. 2019 IEE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Drive Systems (PEDS) Toulouse, France   http://ieee-peds.org/

07. 10.-07. 12. 19 16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JCSSE) Chonburi, Thailand https://jcsse.informatics.buu.ac.th/2019/

07. 10.-07. 12. 2019 American Control Conference (ACC) Philadelphia, Pennsylvania, USA http://acc2019.a2c2.org/

07. 11.-07. 12.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gnals, Circuits and Systems 
(ISSCS) Iasi, Romania  http://scs.etti.tuiasi.ro:81/isscs2019/

07. 12.-07. 14. 2019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Emergency Communication (ICEIEC) Beijing, China http://www.iceiec.org/

07. 12.-07. 15. 2019 IEE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Innovation and Invention (ICKII) Seoul, Korea (South) http://2019.ickii.org/

07. 13.-07. 15. 2019 4th Asia-Pacific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 Systems 
(ACIRS) Nagoya, Japan http://www.acirs.org/

07. 14.-07. 17. 2019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Safety (ICTIS) Liverpool, United Kingdom http://ictis.whut.edu.cn/

07. 15.-07. 17. 2019 IEEE 21st Conference on Business Informatics (CBI) Moscow, Russia http://cbi2019.moscow/

07. 15.-07. 17. 2019 IEEE 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cation-specific 
Systems, Architectures and Processors (ASAP) New York, New York, USA https://asap2019.csl.cornell.edu/

07. 15.-07. 18.
2019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nthesis, Modeling, 
Analysis and Simulation Methods and Applications to Circuit 
Design (SMACD)

Lausanne, Switzerland https://www.smacd2019.com/

07. 15.-07. 18. 2019 IEEE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Learning 
Technologies (ICALT) Maceió, Brazil http://www.ic.ufal.br/evento/icalt2019/index.

php/cfp-icalt-2019/

07. 15.-07. 19. NAECON 2019 - IEEE National Aerospace and Electronics 
Conference Dayton, Ohio, USA http://www.naec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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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5.-07. 19. 2019 IEEE 43rd Annual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Conference (COMPSAC) Milwaukee, Wisconsin, USA https://ieeecompsac.computer.org/2019/

07. 15.-07. 19. 2019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mputation of 
Electromagnetic Fields (COMPUMAG) Paris, France https://www.compumag2019.com/

07. 16.-07. 18.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s and Systems 
(ICSigSys) Bandung, Indonesia http://icsigsys.org/

07. 16.-07. 18.
2019 IEEE MTT-S International Microwave Workshop Series on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es for RF and THz Applications 
(IMWS-AMP)

Bochum, Germany http://imws-ieee.org/

07. 16.-07. 19. 2019 IEE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nd 
Automation (ICCA) Edinburgh, United Kingdom http://www.ieee-icca.org/

07. 17.-07. 19.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Electronics Systems (ICCES) Coimbatore, India http://icoecs.org/icoecs2019/index.html

07. 19.-07. 21. 2019 IEE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and Image 
Processing (ICSIP) Wuxi, China http://www.icsip.org/index.html

07. 19.-07. 22. 2019 Cross Strait Quad-Regional Radio Science and Wireless 
Technology Conference (CSQRWC) Taiyuan, China h t t p : / / m y c o n f . c n / c o n f e r e n c e /

csqrwc2019/?cid=1

07. 21.-07. 23. 2019 IEEE International Test Conference India (ITC India) Bangalore, India https://itctestweekindia.org/

07. 22.-07. 2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mputer Science and 
Renewable Energies (ICCSRE) Agadir, Morocco  http://iccsre2019.akrit.org/

07. 22.-07. 24. 2019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in Research (QIR):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adang, Indonesia http://qir.eng.ui.ac.id/isece/

07. 22.-07. 25.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Rehabilitation (ICVR) Tel Aviv, Israel https://virtual-rehab.org/2019/

07. 22.-07. 26. 2019 IEE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technology 
(IEEE-NANO) Macao https://2019.ieeenano.org/

07. 22.-07. 26. 2019 IEE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Reliability, 
Quality, and Security (QRS) Sofia, Bulgaria https://qrs19.techconf.org/

07. 23.-07. 25. 2019 IEE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Informatics 
(INDIN) Helsinki, Finland https://www.indin2019.org/

07. 23.-07. 25. 2019 IEE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Informatics & Cognitive Computing (ICCI*CC) Milan, Italy https://www.ucalgary.ca/icci_cc/iccicc-19

07. 23.-07. 27. 2019 41st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 Biology Society (EMBC) Berlin, Germany https://embc.embs.org/2019/

07. 24.-07. 25.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nsors and 
Nanotechnology (SENSORS & NANO) Penang, Malaysia https://sensorsandnano2019.ieeemy.org/

07. 24.-07. 25. 2019 Internat 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OIACT) Yogyakarta, Indonesia http://icoiact.org/

07. 24.-07. 26. 2019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oICT) Kuala Lumpur, Malaysia http://www.icoict.org/

07. 26.-07. 28. 2019 IEEE Bombay Section Signature Conference (IBSSC) Mumbai, India http://ieeebombay.org/ibssc2019/

07. 28.-07. 30. 201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ce Science and 
Communication (IconSpace) Johor Bahru, Malaysia http://www.ukm.my/iconspace/

07. 28.-07. 31. 2019 IEEE International Future Energy Challenge (IFEC) Madison, Wisconsin, USA http://www.energychallenge.org/

07. 28.-08. 02. 2019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IGARSS) Yokohama, Japan https://igarss2019.org/

07. 29.-07. 31. 2019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cs in Control, 
Automation and Robotics (ICINCO) Prague, Czech Republic http://www.icinco.org/

07. 29.-08. 01. 2019 2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Networks (ICCCN) Valencia, Spain http://icccn.org/icccn19/

07. 29.-08. 0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MEMS and 
Nanophotonics (OMN) Daejeon, Korea (South) http://www.omn2019.org/

07. 29.-08. 02.
2019 IEEE 9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Technology in Automation, Control, and Intelligent Systems 
(CYBER)

Suzhou, China https://www.ieee-cyber.org/2019/

07. 30.-07. 31. 2019 Third World Conference on Smart Trends in Systems 
Security and Sustainablity (WorldS4) London, United Kingdom http://www.worlds4.co.uk/

07. 30.-08. 01.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ce Mission 
Challeng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SMC-IT) Pasadena, California, USA https://smcit.ecs.baylo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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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일본의 총인구 수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100년 후까지 수치를 이끌

어 낼 수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국세조사 데이터를 근거

로 일본의 인구추계를 행하여 5년마다 발표한다. 

일본의 장래의 추계인구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2065년에 일본 총인구

가 8,808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숫자이다.  2066년에서 2115년의 장기 참고추

계결과는 2065년 시점에서의 출생률과 사망률, 국제 인구 이동자 수의 추이의 

가정치를 단순히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이끌어낸 참고치이다. 그 결과는 2066

년 이후도 총인구는 줄어가다 2115년에는 5,56만명까지 감소한다고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만일 이후의 출생률이 2.2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여도 2115년의 

인구는 1억 2,476만명으로 현재보다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2.20의 

출생률은 1970년대의 제2차 베비붐시대와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상당히 비현

실적인 가정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국제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간 75만명을 받아 들였다고 가정하면 2115년에는 총인구가 1억 5,753만명

으로 지금보다 약 3,000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연간 

50만명이라면 총인구는 감소한다고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연간 15만명 정도

이므로 5배 이상을 받지 않으면 일본의 총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매년 100만명을 받아들인다는 미국에서는 경제성장율의 1/3정도가 이민에 

의한 경제효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75만명이라면 지금의 독일 정도이다. 이와 

같이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일본의 인구는 늘지만 이 벽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인구는 거의 확실하게 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출생률 개선만으로는 쫓아 갈 수 없고 이민을 독일 정도로 받는 등의 커

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확실하게 감소해간다. 이 것이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추계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미래의 일본의 모습일 것이다.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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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위성통신㈜ 류장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02-2026-7700 http://apsi.co.kr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031-782-370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4 아이앤씨빌딩 031-696-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정재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26-33 WE빌딩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서초동, 나라빌딩)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권태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 1106호(삼평동) 070-7113-0975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장동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SK T-타워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831, 혜천빌딩 10F, 12F)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넥서스칩스 Douglas M. Le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57 02-6959-7161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김경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02-2243-4011  http://www.nexpa.co.kr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4층(문래동 6가) 02-710-5300 http://www.nurimedia.co.kr

㈜다빛센스 강영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1305 031-776-2511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2층)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전자 김영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031-599-8800 http://www.dae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 (원시동, 8-27블럭) 031-494-1141  http://www.dsec.co.kr

(재)대전테크노파크 권선택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042-930-2880 http://www.daejeontp.or.kr

㈜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최창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032-680-4700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16 031-330-550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디엠티 김홍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2 042-930-3700 http://www.dmtpcb.co.kr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18층 (서현동 AK플라자)  031-786-4600 http://www.raon-tech.com

라이트웍스㈜ 서인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4층 (신도리코빌딩) 031-702-6171 http://www.lightworks.co.kr/

만도 성일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02-6244-2114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02-789-0011 http://www.imbc.com

㈜빅텍 임만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80-31 031-631-7301 http://www.vitek.co.kr

삼성전자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화콘덴서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27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서연전자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424 031-493-3000  http://www.dae-dong.biz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20층 2005호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3 031-422-0031  http://www.sewon-teletech.co.kr

㈜수호이미지 테크놀로지 김범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233 에이스하이엔드 9차 816호 070-7531-0094 http://www.suhotech.com



전자공학회지 2019. 2 _ 16585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영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http://www.skycross.co.kr

(주)시솔 이우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서울신기술센터 A동 202호 02-508-5656 http://www.sisoul.co.kr

실리콘마이터스 허 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8층 1670-7665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042-712-7700  http://www.siliconworks.co.kr

㈜싸인텔레콤 성기빈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9호 02-3439-0033 http://www.signtelecom.com

(주)쏠리드 정준, 이승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씨자인 김정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4 보명프라자 070-4353-5852 http://www.cesign.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7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02-2155-4710  http://www.avagotech.kr

아이닉스 황정현 수원시 영동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동 1004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031-204-7333  http://www.eyenix.com

아이디어㈜ 황진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번지 대원빌딩 5층 02-334-3309 http://www.eyedea.co.kr

㈜아이언디바이스 박기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9 예영빌딩 402호 02-541-2896 http://www.irondevice.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문정동) 02-3015-1300  http://www.ia-inc.kr

안리쓰코퍼레이션㈜  토루와키나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번지 H스퀘어 N동 5층 502호 031-696-7750 http://www.anritsu.com

㈜알파스캔 디스플레이 류영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202호  http://www.alphascan.co.kr

에디텍 정영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벨리 B동 1003호 031-8018-877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박효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02-3469-2994  http://www.snetsystems.co.kr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6-8511 http://www.slworld.com

에이치앤티테크 강임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042-933-7228 http://www.hnt-tech.co.kr

㈜에이투테크 김현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5-6 상헌빌딩 3층 031-752-7363 http://www.a2tech.co.kr

엠텍비젼㈜ 이성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6층 601호 031-627-0114 http://www.mtekvision.co.kr

㈜오픈링크시스템 성재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2 정연하이빌 402호 070-5025-0689 http://openlink.kr

우양신소재 윤주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21 053-383-5287 http://www.iwooyang.com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상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405호 070-7820-6300 http://www.innopiatech.com

주식회사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5 (둔촌대로457번길 14) 031-730-7300 http://www.ed.co.kr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2층 031-779-6700,6701 http://www.zaram.com/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031-789-7000  http://www.keti.re.kr

주식회사 제이엔티이엔지 최승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701호(상대원동, 중앙이노테크) 031-723-0855 http://www.jandt.co.kr

㈜제퍼로직 정종척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5 아주빌딩 1801호 070-7010-7790 http://www.zephylogic.com

㈜지에스인스트루먼트 고재목 인천시 남구 길파로71번길 70 (주안동)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19(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케이던스 코리아(유) 제임스 해댓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9층(main office)/2층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케이케이테크(주) 다케시게신이치, 황정성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로132 031-678-1586 http://www.k-ktech.co.kr

㈜코아리버 배종홍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클레어픽셀㈜ 정헌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301호 031-8060-1440 http://www.clairpixel.com

키움인베스트먼트㈜ 박상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16층 02-3430-4800 http://www.kiwoominvest.com/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신천동, 루터빌딩 19층~23층)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 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 빌딩 031-784-6800  http://www.tli.co.kr

파워큐브세미㈜ 강태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3동 901호 032-624-3700 http://www.powercubese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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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032-671-3842  http://www.fairchildsemi.com

㈜하이브론 이홍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안남로402번길 25 3층 070-4369-3973 http://www.hivron.com/

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영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7층 031-8061-0790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NG빌딩2층 080-004-5090 http://www.agilent.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02-405-5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성주동)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6번안길 35 042-610-1114 http://www.hanback.co.kr

한화탈레스 장시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비딩 (19,20층) 02-729-3030 http://www.hanwhathales.com

㈜핸즈온테크놀러지 강현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에이동 1901-1902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02-2608-2633  http://www.ezlab.com

현대로템 김승탁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031-596-9114 http://www.hyundai-rotem.co.kr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차인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74 현대차사옥 9층 1577-4767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오트론 김재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 IT 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케피코 박정국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031-450-9015  http://www.hyundai-kefico.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605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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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중앙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032-340-3607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경북안동시율세동393 032-340-3607  http://www.csangji.ac.kr/~library/

강릉대도서관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http://211.114.218.253/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태백시황지동439  033-552-9005  http://www.kt.ac.kr

강원대도서관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033-250-9000 http://library.kangwon.ac.kr

경동대도서관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033-639-0371  http://www.kyungdong.ac.kr

경주대도서관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054-770-5051  http://www.kyongju.ac.kr

건국대도서관  서울성동구모진동93-1  02-450-3852  http://www.konkuk.ac.kr

건양대중앙도서관  충남논산시내동산30  041-730-5154  http://lib.konyang.ac.kr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031-240-7135  http://203.249.26.247/

경기공업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031-496-4571  http://210.181.136.6/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남마산시월영동449  055-249-2906  http://library.kyungnam.ac.kr

경도대도서관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054-650-0143  http://libweb.kyongdo.ac.kr

경북대도서관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5-500 1 http://kudos.knu.ac.kr

경북대전자공학과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0-5506  http://palgong.knu.ac.kr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054-479-1083  http://www.kyungwoon.ac.kr

경일대도서관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053-950-7790  http://cham.kyungil.ac.kr

경산대도서관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http://library.ksucc.ac.kr

경상대도서관  경남진주시가좌동900  055-751-5098  http://library.gsnu.ac.kr

경성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동110-1  051-620-4394  http://kulis1.kyungsung.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031-201-3219  http://library.khu.ac.kr

고려대과학도서관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02-920-1709  http://kulib.korea.ac.kr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http://kuslib.korea.ac.kr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031-280-4230

공군사관학교도서관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043-229-6085  http://www.afa.ac.kr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041-506-5260, 5281

공주대도서관  충남공주시신관동182  041-850-8691  http://knulib.kongju.ac.kr

광명하안도서관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031-680-6376  http://www.kmlib.or.kr

광운대도서관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02-918-1021~2  http://kupis.kwangwoon.ac.kr

국민대성곡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02-910-4200  http://kmulmf.kookmin.ac.kr

김포대학도서관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031-999-4126  http://lbr.kimpo.ac.kr

국방대학교도서관  서울은평구수색동205  02-300-2415

국방제9125부대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http://dqaa.go.kr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02-3400-2541  http://www.add.re.kr

방위사업청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02-2079-5213

극동대학교도서관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043-879-3568  http://lib.kdu.ac.kr

금강대학교도서관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041-731-3322  http://lib.ggu.ac.kr

LG정밀(주)제2공장자료실  경기오산시가수동379  031-772-1171(318)  http://www.lginnotek.com

LG정보통신(주)자료실  경북구미시공단동299  054-460-5311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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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도서관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054-461-0131~4  http://ran.kumoh.ac.kr

남서울대도서관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041-580-2076  http://ness.nsu.ac.kr

단국대도서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152  1899-3700  http://www.dankook.ac.kr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안서동 산29)  041-550-1621 http://dulis.anseo.dankook.ac.kr

대구대도서관  대구남구대명동2288  053-850-2081~6  http://love.taegu.ac.kr

대원공과대학도서관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043-649-3202  http://lib.daewon.ac.kr

동서울대학도서관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031-720-2191  http://dlibrary.dsc.ac.kr

대전대도서관  대전동구용운동96-3  042-280-2673  http://libweb.taejon.ac.kr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동구삼성2동305-3  042-630-0616  http://tjdigital.tnut.ac.kr

대전한밭도서관  대전중구문화동145-3  042-580-4255  http://hanbat.metro.taejon.kr

대진대중앙도서관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031-535-8201~5  http://library.daejin.ac.kr

대천대도서관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041-939-3026  http://www.dcc.ac.kr

동강대도서관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062-520-2114  http://dongkang.ac.kr

동국대도서관  서울중구필동3가26 02-260-3452  http://lib.dgu.ac.kr

동서대도서관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051-320-1640  http://libcenter.dongseo.ac.kr

동아대도서관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051-204-0171  http://av3600.donga.ac.kr

동양대도서관  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054-630-1053  http://dyucl.dyu.ac.kr

동원대학술정보센터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031-763-8541(140)  http://www.tongwon.ac.kr

두원공과대학도서관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http://www.doowon.ac.kr

만도기계중앙연구소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031-768-6211  http://www.mando.com

목원대도서관  대전중구목동24  042-252-9941~50  http://lib.mokwon.ac.kr

목포대도서관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http://203.234.22.46/

목포해양대도서관  전남목포시죽교동572  061-240-7114  http://lib.miryang.ac.kr

배재대도서관  대전서구도마2동439-6  042-520-5252  http://lib.mmu.ac.kr

부경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3동599-1  051-622-3960  http://libweb.pknu.ac.kr

부산대도서관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051-510-1814  http://pulip.pusan.ac.kr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산남구우암동산55-1   http://www.pufs.ac.kr

부천대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032-610-3272  http://www.bucheon.ac.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http://www.kiniti.re.kr

삼지전자(주)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02-850-8167

삼척산업대도서관  강원삼척시교동산253  033-570-6278  http://lib.samchok.ac.kr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041-550-5356

상주대도서관  경북상주시가장동386  054-530-5641  http://san.sangju.ac.kr

상지대중앙도서관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033-730-0366  http://lib.sangji.ac.kr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02-850-9142~3  http://www.kitech.re.kr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292  http://www.ktl.re.kr

삼성SDI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031-288-4121  http://www.samsungSDI.co.kr

서강대도서관  서울마포구신수동1-1  02-751-0141  http://loyola1.sogang.ac.kr

서울대도서관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5114  http://solarsnet.snu.ac.kr

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7278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도봉구공릉동172  02-972-1432  http://cdserver.snut.ac.kr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02-2245-8111  http://plus.uos.ac.kr

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02-970-5305  http://lib.swu.ac.kr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02-2225-6613  http://www.scomm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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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도서관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041-530-2525  http://delta.sunmoon.ac.kr

성결대도서관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http://211.221.247.5

성균관대과학도서관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031-290-5114  http://skksl.skku.ac.kr

성남산업진흥재단(재)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031-758-9901  http://www.ked.or.kr

성신여대도서관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02-920-7275  http://lib.sungshin.ac.kr

세종대도서관  서울광진구군자동98  02-3408-3098  http://sjulib.sejong.ac.kr

수원대중앙도서관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031-232-2101(378)  http://lib.suwon.ac.kr

수원과학대도서관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031-252-8980  http://www.suwon-sc.ac.kr

순천대도서관  전남순천시매곡동315  061-752-8131  http://203.246.106.33/

숭실대도서관  서울동작구상도1동1-1  02-820-0114  http://oasis.soongsil.ac.kr

안동대도서관  경북안동시송천동388 054-850-5238  http://library.ajou.ac.kr

안산1대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031-400-6900  http://www.ansan.ac.kr

안양대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031-670-7557  http://www.anyang.ac.kr

안양과학대학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031-441-1058~9  http://www.anyang-c.ac.kr

에스씨지코리아(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02-528-2700  http://www.onsemi.com

에이치텔레콤(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031-777-1331  http://www.htel.co.kr

여수대도서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061-659-2602  http://www.yosu.ac.kr

연세대도서관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02-361-2114  http://library.yonsei.ac.kr

영동공과대학도서관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043-740-1071~2  http://210.125.191.101/

오산전문대학도서관  경기오산시청학동17  031-372-1181  http://osanlib.osan-c.ac.kr

(주)오피콤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02-3413-2500  http://www.opicom.co.kr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043-730-6251  http://www.ctech.ac.kr

용인대도서관  경기용인시삼가동470  031-30-5444  http://www.yongin.ac.kr

우리기술투자(주)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02-508-7744  http://www.wooricapital.co.kr

우송대중앙도서관  대전동구자양동산7-6  042-630-9668~9  http://pinetree.woosongtech.ac.kr

울산대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052-278-2472  http://library.ulsan.ac.kr

원광대중앙도서관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063-850-5444  http://library.wonkwang.ac.kr

(주)원이앤씨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377

위덕대학교도서관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054-760-1051  http://lib.uiduk.ac.kr

유한대학도서관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http://ic.yuhan.ac.kr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02-975-0064  http://www.kma.ac.kr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042-870-5230

익산대학도서관  전북익산시마동194-5  063-840-6518  http://library.iksan.ac.kr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02-3277-3137  http://ewhabk.ewha.ac.kr

인제대도서관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055-320-3413  http://ilis1.inje.ac.kr

인천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177  032-774-5021~5  http://wlib.incheon.ac.kr

인천전문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235   http://www.icc.ac.kr

(주)인텍웨이브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02-3282-1185  http://www.intechwave.com

인하대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62-0077  http://library.inha.ac.kr

인하공전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70-2091-3  http://library.inhatc.ac.kr

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061-360-5050  http://www.chunnam-c.ac.kr

전남대도서관  광주북구용봉동300  062-550-8315  http://168.131.53.95/

호원대도서관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063-450-7106  http://indang.ho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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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중앙도서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063-220-2160  http://lib.jeonju.ac.kr

우석대학도서관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063-273-8001(206)  http://library.woosuk.ac.kr

제주대도서관  제주제주시아라1동1  064-755-6141  http://chulic.cheju.ac.kr

중부대도서관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041-750-6571  http://www.joongbu.ac.kr

중앙대도서관  서울동작구흑석동221  02-815-9231  http://www.lib.cau.ac.kr

중앙대안성도서관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http://www.alib.cau.ac.kr

창원대학도서관  경남창원시퇴촌동234  055-283-2151  http://lib.changwon.ac.kr

창원시립도서관  창원시반송동산51-5  055-281-6921~2  http://city.changwon.kyongnam.kr

청양대도서관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http://www.cheongyang.ac.kr

청주대도서관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043-229-8648  http://wuam.chongju.ac.kr

천안대도서관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http://moon.chonan.ac.kr

천안공업대자료실  충남천안시부래동275   http://www.cntc.ac.kr

한국철도대학도서관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031-454-4019  http://library.krc.ac.kr

초당대도서관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061-450-1901~3  http://library.chodang.ac.kr

충북대도서관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043-261-3114~9  http://cbnul.chungbuk.ac.kr

충주대도서관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043-842-7331~5  http://chains.chungju.ac.kr

탐라대도서관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064-735-2000  http://www.tamna.ac.kr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포항공과대학도서관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054-275-0900  http://www.postech.ac.kr

한경대도서관  경기안성시석정동67  031-670-5041  http://www.hankyong.ac.kr

하남시립도서관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031-790-6597  http://hanamlib.go.kr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경기광주시 역동 181-3  031-764-3301  http://www.icpc.ac.kr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042-861-1234  http://darwi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02-962-8801(2418)  http://161.122.13.12/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041-560-1253~4  http://dasan.kut.ac.kr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서울종로구동숭동169  02-7404-381  http://knoulib.knou.ac.kr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031-496-8002  http://www.kpu.ac.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02-6009-8034  http://www.itep.re.kr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031-309-4130  http://weblib.hufs.ac.kr

한국전력기술(주)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031-289-4015  http://www.kopec.co.kr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042-865-5875  http://www.kep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대전유성구가정동161  042-860-5807  http://www.etri.re.kr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가정동90  042-823-5201(592)  http://www.komsep.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031-461-8531  http://www.krri.re.kr

한국항공대도서관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031-309-1862  http://210.119.25.2/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어은동52  042-868-7811  http://www.kari.re.kr

한국해양대도서관  부산영도구동삼동1  051-414-0031  http://kmulib.kmaritime.ac.kr

한동대도서관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http://salt.handong.edu

한세대도서관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031-450-5165  http://lib.hansei.ac.kr

한양대도서관  서울성동구행당동17  02-209-2114  http://library.hanyang.ac.kr

한양대안산도서관  경기안산시대학동396  031-869-2111  http://information.hanyang.ac.kr

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해군사관학교도서관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http://www.navy.ac.kr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055-54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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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http://www.hyundai-motor.com

SK 하이닉스 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031-630-4514

협성대학술정보관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031-299-0658  http://hulins.hyupsung.ac.kr

혜전대도서관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041-630-5167  http://www.hyejeon.ac.kr

한라대학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031-760-1184  http://lib.halla.ac.kr

한서대도서관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041-660-1114  http://library.hanseo.ac.kr

호남대도서관  광주광산구서봉동59-1  062-940-5183  http://library.honam.ac.kr

호서대도서관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041-540-5080~7  http://library.hoseo.ac.kr

홍익대도서관  서울마포구상수동72-1  02-334-0151(409)  http://honors.hongik.ac.kr

홍익대문정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041-860-2241  http://shinan.hongik.ac.kr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053-850-3264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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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 납부 및 유효기간

2019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8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아직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에 한합니다.

평생회원님 및 이미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께서는 학회에서 정리관계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이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요.

◆ 2019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회 원：   70,000원(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입회비 면제)

•평생회원： 700,000원 

  - 평생회비 할인 제도 : 학회 홈페이지 안내 참조

  - 평생회비 분납 제도(1년 한) : 평생회비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회원 담당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비의 납부방법

신용카드(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다년 학생회원 가입 및 회비 할인 제도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9년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3년  90,000원(1년당 30,000원) → 3년  70,000원(22.2% 할인)  

4년 120,000원(1년당 30,000원) → 4년  90,000원(25% 할인)  

5년 150,000원(1년당 30,000원) → 5년 110,000원(26.7% 할인) 

5. IEEE 회비 10% 할인(Due 해당액)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IEEE와 MOU체결을 통해 우리학회 회원의 경우 IEEE 회비의 할인(Due 금액의 10%)이 가능하오니, IEEE에 신규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실 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 https://www.ieee.org/membership-catalog/index.html?N=0

6. 문의처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배기동 부장(회원담당)  

Tel : 02-553-0255(내선 5번) / E-mail : biz@theie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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