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전자정보통신 학술대회
(CEIC 2016)
(The 18th Conference on Electronics & Information Communications)
2016년 12월 2일(금) ~ 12월 3일(토), 대전 유성 인터시티호텔
[초대의 글]
금년의 막바지에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정보통신 및 전자공학 분야
의 학술 및 기술 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의 첨단화를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중심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은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다소 IT 분야가 침체기에 있다고는 하나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이에, 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 대한전자공학회 스위칭및라우팅 연구회, IEEE Daejeon Section 에서는 전자정보
통신 전 분야에 대한 논문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8 회 전자정보통신 학술대회(CEIC 2016)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과 정보통신 및 전자공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산학연 협
동의 학술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회원 상호간에 훌륭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16 년 12 월
한국통신학회장 조용수
대한전자공학회장 구용서
IEEE Daejeon Section 의장 최용석
[행사 조직]
주관 : 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
주최 : 한국통신학회(대전/충남지부), 대한전자공학회(스위칭및라우팅연구회),
IEEE Daejeon Section
학술대회장 : 노승환 교수(공주대)
운영위원장 : 이우용 박사(ETRI)
프로그램위원장 : 김용석 교수(건양대)
프로그램위원 :
- 최진규(한남대), 오문균(ETRI), 기장근(공주대), 정승국(ETRI), 고대식(목원대)
- 유태환(ETRI), 이우섭(한밭대), 최용석(ETRI), 김화성(광운대), 유제훈(ETRI)
- 염기수(한밭대), 김승환(ETRI)
재무 및 운영 총괄 : 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 총무이사

김용선 박사(ETRI)

[학술 대회 일정]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09:30 ~ 12월 3일(토) 12:00
장소 : 대전 유성 인터시티호텔 (5층 사파이어홀, 토파즈홀)
1일차 (2016년 12월 2일) 09:30 ~ 16:50
- 튜토리얼 및 논문 발표
2일차 (2016년 12월 3일) 10:00 ~ 12:00
- 한국통신학회(대전충남지부), 대한전자공학회(스위칭및라우팅연구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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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Technical Program)
Friday, December 2nd, 2016
Time

사파이어 홀

토파즈 홀

09:30~10:00

등 록

10:00~11:00

Technical Session 1 [이동 및 무선통신I]
[좌장 : 노승환-공주대학교]

Technical Session 2 [이동 및 무선통신II]
[좌장 : 이우용-ETRI]

10:00~10:15

[TS1-1] 디지털 필터 설계를 적용한 광학
resonator 필터 설계 방법 - 박혁, 정환석[ETRI]

ring

[TS2-1] 인덱스 코딩 문제에서의 아이소모피즘 판별 서지훈, 김근영, 홍승은[ETRI]

10:15~10:30

[TS1-2] 무선 다중 홉 장치간 캐싱 네트워크에서 전송
용량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우용, 김근영, 홍승은[ETRI]

[TS2-2] 주파수도약신호의 블라인드 도약정보 생성기법
연구 - 안준일, 이치호[국방과학연구소]

10:30~10:45

[TS1-3] 페이딩 영향 극복을 위한 SC다이버시티와 BCH
부호화 기법을 적용한 PSSK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연
구 - 천재영, 김언곤[한밭대학교]

[TS2-3]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출석 관리 시스템 - 유
재환, 장태림, 정승현, 박지현, 안종석[동국대학교]

10:45~11:00

[TS1-4] Logic Based AWGN과 Noise generator 간의 특
성비교 - 심은석[한화시스템]

[TS2-4] Device-to-Device 통신 환경에서의 매칭 이론을
이용한 자원 할당 기법 - 이승현, 이용우, 신지태[성균
관대학교]

[튜토리얼]
제목 : “4차산업혁명과 의료IT 변화”
발표자 : 김용석 건양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교수
중식
[ 식 순 ]
[ 우수 논문 상 ]

11:00~11:40
11:40~13:00

= 개회식 및 우수 논문상 시상 =
o 사 회 : 김용선박사(ETRI)
o 개회사 : 이우용박사(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장)
13:00~13:30

o 환영사 : 노승환교수(공주대학교, 학술대회장)
o 축 사 : 김봉태소장(ETRI, 미래전략연구소장)
o 우수논문상 시상 :
- 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
- 대한전자공학회 스위칭및라우팅연구회
- IEEE Daejeon Section

1. 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 우수논문상
“Device-to-Device 통신 환경에서의 매칭 이론을 이
용한 자원 할당 기법” – 이승현, 이용우, 신지태(성
균관대학교)
2. 대한전자공학회 스위칭및라우팅연구회 우수논문상
“ 고온에서의 수신 감도 향상을 위한 APD ROSA 패
키징 구조 연구” - 문실구, 강세경, 정환석(ETRI)
3. IEEE Daejeon Section 우수논문상
“Layer가 3개인 SNR 계층부호화를 가능하도록 한
HEVC를 위한 계층별 비트할당량에 대한 실험결과”
- 홍성진, 채수익(서울대학교)

13:30~14:30

Technical Session 3 [영상 및 신호처리]
[좌장 : 오문균-ETRI]

Technical Session 4 [광전송 및 광네트워크]
[좌장 : 김승환-ETRI]

13:30~13:45

[TS3-1] 디지로그 사이니지를 위한 비평면 사물스크린
구성 방법 - 이상훈, 신일혼, 이은준, 이성희,
이남경[ETRI]

[TS4-1] Calculating Reliability of the Frame Replication
and Elimination for Reliability Network - 도현우,
류정동[UST, ETRI]

13:45~14:00

[TS3-2] Otsu 기반의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이영우, 김진헌[서경대학교]

[TS4-2] 25Gbps 고속 신호 전송용 라인 카드 설계 및
구현 - 최우영, 최창호, 정태식[ETRI]

14:00~14:15

[TS3-3] CCTV 시스템 환경에서 패턴 인식기반 동적
적응형 스트리밍 - 정석훈, 박순렬, 여민규, 곽준창,
류호민, 배봉현, 홍성준, 성채민[경북대학교]

[TS4-3] TWDM-PON에서 파장 변환 지연 시간을 고려한
동적 파장 대역폭 할당방법에 대한 연구 - 김준수,
황정환, 서동준, 박창수[광주과학기술원]

14:15~14:30

[TS3-4] Layer가 3개인 SNR 계층부호화를 가능하도록
한 HEVC를 위한 계층별 비트할당량에 대한 실험결과
- 홍성진, 채수익[서울대학교]

[TS4-4] 고온에서의 수신 감도 향상을 위한 APD ROSA
패키징 구조 연구 - 문실구, 강세경, 정환석[ETRI]

14:30~14:40

Coffee Break

14:40~15:40

Technical Session 5 [디지털콘텐츠]
[좌장 : 정승국-ETRI]

Technical Session 6 [IoT융합]
[좌장 : 김용석-건양대학교]

14:40~14:55

[TS5-1] 웹기반 음악 제작 플랫폼 개발 - 장달원,
이종설, 장세진[전자부품연구원]

[TS6-1]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호작용을 위한 색공간 기
반의 Visual-MIMO 시스템 구현 - 안송이, 우승희, 김재
은, 김기두[국민대학교]

14:55~15:10

[TS5-2] 가상 스포츠 훈련을 위한 저비용 카메라
시스템 - 김종성, 김명규[ETRI]

[TS6-2] 스마트팜용 프라이빗 클라우드(FaaS) 아키텍처
및 서비스 시나리오 - 김세한, 안형근, 박현 장인국,
김준용[ETRI]

15:10~15:25

[TS5-3] 증강 모바일 메뉴 앱 - 김윤석, 이학훈,
송태현, 박병준, 안종석[동국대학교]

[TS6-3] 멀티쓰레드 기반 TCP_IP 통신을 잉용한 해양
군집 로봇 제어 시스템 - 황호연, 김지수, 강근택,
이원창[부경대학교]

15:25~15:40

[TS5-4] 이웃한 멀티 카메라간 줌오차 자동측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석주명, 임성용, 서정일[ETRI]

[TS6-4] VLC를 이용한 실내 위치 확인 시스템 박치영, 류원재, 신수용[금오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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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0

Coffee Break

15:50~16:50

Technical Session 7 [정보보호]
[좌장 : 최준규]-힌남대학교]

Technical Session 8 [빅데이터 / AI]
[좌장 : 고대식-목원대]

15:50~16:05

[TS7-1]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안전성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남재현, 조현성, 김연근, 신승원[카
이스트]

[TS8-1] 재난상황 사전예측 기능의 재난안전 플랫폼 개
발 - 송규석, 서동섭, 정원철, 서명우[KT 컨버전스연구
소]

16:05~16:20

[TS7-2] u-헬스케어를 위한 RFID기반 환자 인증 프로
토콜 정형화 검증 및 분석 - 심현우, 박태화, 김보성,
유일선[순천향대학교]

[TS8-2] 문장벡터를 이용한 뉴스기사 통합에 관한 연
구 - 서종우, 권경락, 전윤완, 조찬호, 정인정[고려대학
교]

16:20~16:35

[TS7-3] TPM 2.0 기반 차량 내 안전한 로깅 시스템에
관한 연구 - 김민경, 오영섭, 박찬익[포항공과대학교]

[TS8-3] 교통 빅데이터 기반 출발시간 예측 시스템 강성지, 강민지, 박정혁, 주원우, 안종석[동국대학교]

16:35~16:50

[TS7-4] BAN 논리를 이용한 u-헬스케어에스의 환자인
증프로토콜 보안 분석 - 손한빈, 김진철, 김태성, 김기
수[순천향대학교]

[TS8-4]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기상정보 시스템 전윤완, 조찬호, 서종우, 권경락, 정인정[고려대학교]

Poster Session 1 (사파이어 홀) 14:40~15:40

14:40~15:40

좌장: 김용선[ETRI]

[PS1-1] IR 전압강하 보상을 위한 공급전원 변화 트래킹 기반의 듀얼 기준전압 생성기 - 임권빈, 김형원[충북대
학교]
[PS1-2] ARC 및 멀티 홉 기술을 사용한 애드혹 네트워크의 설계 - Tran Trung Duy, 공형윤, Ha Nguyen Truc
Thanh Tran[울산대학교]
[PS1-3] 대규모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Ceph에서 QoS 지원을 위한 적응적 I/O 스케줄러 - 고유준, 마정현, 박찬
익[포항공과대학교]
[PS1-4] 가상화 기반 맥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김현진, 배수근, 김영한[숭실대학교]
[PS1-5] 사용자 수준의 분산 공유 메모리 소프트웨어 구현 - 이정환, 전승협, 차승준, 정성인[ETRI]
[PS1-6] 스마트카 무선 해킹 방지를 위한 와이파이 핑거프린트 기반의 보안 메커니즘 - 권혁찬, 이석준, 정병호
[ETRI]
[PS1-7] 다중 통신 프로토콜 지원 가능한 Configurable FFT 프로세서 설계 - 장수현, 윤상훈, 정한균, 진성근[전자
부품연구원]
[PS1-8] 회귀분석을 이용한 코히어런트/넌코히어런트 레이더 신호 판별 방법 - 김소연, 김산해, 송규하, 이병남
[국방과학연구소]
[PS1-9] 주파수 도약 재밍 신호의 저차원성을 활용하는 CDMA 수신기의 항재밍 유효도 성능 분석 - 이태석, 김
기선, 김수일[광주과학기술원]
[PS1-10] 비콘 기반 실내측위 시스템에서의 RSSI 보정 연구 - 최영환, 정상혁, 박기훈, 김용석[건양대학교]
[PS1-11] Scheduling Algorithm for Minimizing EV Charging Cost at Household - Swatantra Nitya Ghimire, 김영천[전북대학
교]
[PS1-12] 한국형 e-Cal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분석 - 장재민, 유지원, 양상운, 이심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PS1-13] 지상전투차량에서 KVMF 전문을 이용한 적위협 전파 방안 검토 - 최일호, 김대영, 권철희[LIG넥스원]
[PS1-14] Rate Matching and HARQ scheme of Polar Codes based on Irregular Modulation - 홍성권, Onur Sahin,Chunxuan
Ye, Fengjun Xi[InterDigital]
[PS1-15] 고속 이동체의 빠른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지연-도플러 추정 기법에 관한 연구 - 이우용, 김근영, 홍승은
[ETRI]
[PS1-16] 가상현실의 휴먼팩터 평가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 방안 - 장민혁, 전태석[전자부품연구원]

Poster Session 2 (토파즈 홀) 14:40~15:40

14:40~15:40

좌장: 유제훈[ETRI]

[PS2-1] 고속 시변 채널에서 OFDM 기반 LTE-R 시스템 채널 추정 - 최현균, 최진규, 조한벽, Nguyen Van Duc,
박성균, 노승환[ETRI, HUST, 공주대학교]
[PS2-2] 얼굴영상을 이용한 피부 수분도 추정방법 - 김민수, 홍광석[성균관대학교]
[PS2-3] 영상을 이용한 개선된 호흡수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 박진수, 홍광석[성균관대학교]
[PS2-4] 대규모 성상 네트워크의 경쟁기반 매체접근제어 연구 - 이계선, 박태준[ETRI]
[PS2-5] 모바일 엣지 노드에서의 서비스 발견 방법 - 임종철, 금창섭[ETRI]
[PS2-6] HEVC 부호화기를 위한 고속 변환 생략 모드 결정 방법 - 김성제, 문정미, 정진우, 김용환[전자부품연구
원]
[PS2-7] 컬러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외선 영상 객체 분류 신경망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 강주성, 한
현준, Rohit Thakur, 김낙우, 이병탁, 이흥노[광주과학기술원]
[PS2-8] NNE를 이용한 개선된 네이버 임베딩 - 범동규, 한현희, 엄경배[군산대학교]
[PS2-9] 실시간 비디오 영상의 화질 개선을 위한 FPGA 구현 - 윤종섭, 김진헌[서경대학교]
[PS2-10] SUN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동적 형상 관리 시스템 - 최창식, 박완기, 이일우[ETRI]
[PS2-11] 열전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터의 충전 특성 - 신장섭, 서보형, 용경훈, 박정호, 김민창, 최복길
[공주대학교]
[PS2-12] 다층구조의 반사 방지막 연구 - 김창봉[공주대학교]
[PS2-13] 세라믹 다층회로 기반의 전력반도체 소자 패키지 및 전력변환모듈에 관한 연구 - 정동윤, 김민기, 박
준보, 전치훈, 고상춘[ETRI]
[PS2-14]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과 기업결합에 관한 컨버전스 추세 연구 - 조은진[ETRI]
[PS2-15] DOCSIS 기반 상향 RF 신호 검출 방법 및 성능 평가 - 이호숙, 송진혁, 라상중, 최동준, 정준영[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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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3 (사파이어 홀) 15:50~16:50

15:50~16:50

좌장: 유태환[ETRI]

[PS3-1] 기저대역 신호에 대한 무손실 IQ 데이터 압축 기법 - 현은희, 이제원, 정준영[ETRI]
[PS3-2] 광시야각 콘텐츠 실시간 부호화기 설계 및 구현 - 김현철, 서정일[ETRI]
[PS3-3] 멀티 프로젝션 기반 영상 재생을 위한 블렌딩 세부보정에 관한 연구 - 안상우, 양승준, 이인재, 서정일,
나성웅[ETRI, 충남대학교]
[PS3-4] UWV 파노라마 영상 재생을 위한 컬러 보정 방법 - 이인재, 안상우, 양승준, 서정일, 권오석[ETRI, 충남
대학교]
[PS3-5] DSLR과 결합 형 3D 센서를 이용한 고해상도 RGBD 영상 획득 방법 및 분석 - 이호승, 김미수, 김성현,
김동호[경북대학교]
[PS3-6] 위치기반 여행사진 애플리케이션 - 한상윤, 전일배, 최장호, 한명수, 안종석[동국대학교]
[PS3-7] 광시야각 영상 재생 스케쥴러 설계 및 구현 - 양승준, 안상우, 이인재, 서정일[ETRI]
[PS3-8] Leap motion기기를 이용한 3D Sketch-up - 신원식, 김사박, 강도림, 안종석[동국대학교]
[PS3-9] 뉴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관리 및 배포 플랫폼 연구 - 김도훈, 김형욱[전자부품연구원, (주)럼퍼
스]
[PS3-10] 데이터센터 내 광 네트워킹을 위한 시간 동기 기반의 포토닉 프레임 스위칭 방식 - 고제수, 윤지욱, 김선미
[ETRI]
[PS3-11] 상황인식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정보 전달 및 재난대응 기술 - 박현호, 변성원, 정의석, 이현우, 이용태
[ETRI]
[PS3-12] IP 네트워크 환경에서 복수 원격 단마의 일관 Wakeup 방안에 과한 연구 - 변성원, 박현호, 박영수, 이용태
[ETRI]
[PS3-13] 곡면 Bragg 격자와 VCSEL용 DBR을 이용한 외부 공명기 레이저 구조에 관한 연구 - 채창준, 이상수[(주)옵텔
라]
[PS3-14] RoF 기반 모바일 프러트홀 시스템을 위한 관리제어 장치 구현 - 강태규, 윤지욱, 정환석, 이종현[ETRI]
[PS3-15] 25-Gb/s 이더넷폰에 적용 가능한 고속 RS-FEC 설계 및 검증 결과 - 김승환, 정환석, 김선미[ETRI]
[PS3-16]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데이터글러브 및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 구현 - 박동주 공영훈, 강
근택, 이원창[부경대학교]

Poster Session 4 (토파즈 홀) 15:50~16:50

15:50~16:50

좌장: 이우섭[한밭대학교]

[PS4-1] 사물인터넷 기반의 고압가스용기 유통관리시스템 개발 - 송인아, 이영석, 김성주[군산대학교]
[PS4-2] 이동성을 가진 IoT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방법 - 임정현, 오하령, 성영락[국민대학교]
[PS4-3]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저전력 동기화를 위한 밀도기반 다중경로 스케줄링 기법 - 유재구, 김형원[충북대
학교]
[PS4-4] Topic 복합가상화 매쉬업 서버를 특징으로 하는 MQTT 기반 콘텐츠 전달 플랫폼 - 김현수, 장주욱[서강
대학교]
[PS4-5] 음성인식을 이용한 드론 제어 시스템 - 강승현, 김정훈, 오웅, 윤태현[동국대학교]
[PS4-6] 전투 체계 시스템을 위한 MQTT기반 실시간 로그 분석 도구의 설계 및 구현 - 김승한, 차중혁, 임진용,
김동성[금오공과대학교]
[PS4-7] AWS IoT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내 다양한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을 위한 CoAP 기반 통신 아키
텍처 설계 - 이동욱, 두일철, 신연순, 이강우[동국대학교]
[PS4-8] 현장 중심 업무용 휴대 DDS 라우터 설계 - 김경일, 양영종[ETRI]
[PS4-9] 아파트 주민을 위한 IoT 기반 공지 시스템 - 고도현, 김태욱, 서인석, 이지영, 안종석[동국대학교]
[PS4-10] MEMS 환경 센서를 이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이만희, 최지훈, 김영형, 채석[금오공과대학교,
(주)루셈]
[PS4-11] 이기종 멀티벤더 PON을 수용하는 광액세스망 SDN 구조에 관한 연구 - 오정열, 유연철, 정환석[ETRI]
[PS4-12] IoT 웹 라이브러리 사용 편리성 및 유연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신명재, 이창석[테크앤, 한밭대학교]
[PS4-13] DDR3 Memory Module의 신호 전달 특성 분석 - 유동희, 김문정[공주대학교]
[PS4-14] 네트워크 장치에서 파장가변 레이저, 다중부, 배열도파로 라우터, 역다중부 및 수신기를 사용한 광 스
위치 운영방안 - 이현재, 유상화, 김광준, 이지현, 윤지욱, 이준기, 김선미[ETRI]
[PS4-15]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 체계 및 재생 지침에 관한 연구 - 강신각, 허미영[ETRI]

Saturday, December 3rd, 2016
Time

사파이어 홀
o 한국통신학회 대전·충남지부 총회

10:00~12:00

o 대한전자공학회 스위칭 및 라우팅연구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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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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