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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6 RGB-IR 이미징 드론을 이용한 PV 패널 색인 방법

심규동 (한양대학교), 이상화 (서울대학교), 박종일 (한양대학교)

P1-67 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한 Novel View Synthesis

김주현, 김영민 (서울대학교)

P1-68 이머시브 비디오 테스트 모델에서의 프루닝 순서 결정 기법 연구

신홍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준영 (한양대학교), 음호민, 이광순, 서정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69 CT 영상에서 좌심실 심근 자동 분할을 위한 딥 러닝 모델의 성능 비교

김가은, 김세근, 정성희, 심학준, 장혁재 (연세대학교)

P2-1 다양한 감각 채널을 통한 표면 끈적임 인식

소요섭, 강재환, 이은실, 김준석 (뇌과학이미징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

P2-2 다층 신경 특징 맵을 이용한 의미론적 이미지 정합

민주홍, 이종민, 조민수 (포항공과대학교)

P2-3 멀티모달 센서 모듈 기반 시맨틱 자율주행

엄태영, 박정우, 배기덕, 황정환, 최영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P2-4 Guided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한 휴먼 모션 디블러링

조나단 사무엘, 박인규 (인하대학교)

P2-5 영상 추적 모델의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정책을 위한 강화학습

유기현, 조민수 (포항공과대학교)

P2-6 Illumination Decomposition-Based Maritime Image Defogging

Thuong Van Nguyen, 이철 (동국대학교)

P2-7 단안 비디오에서 라이트필드 비디오 합성을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

배규호, 안드레 이반, 박인규 (인하대학교)

P2-8 화각이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영상으로부터 360 파노라마 생성

줄리우스 수랴, 박인규 (인하대학교)

P2-9 Improving Action Recognition using Sequential Feature Aggregation and Attention

Fazliddin Anvarov, 김대하, 송병철 (인하대학교)

P2-10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토마토의 다양한 질병의 탐지와 식별

김상균 (목포대학교), 나명환 (전남대학교), 이혜림 (농촌진흥청), 조완현 (전남대학교)

P2-11 회색조 동시발생 행렬(Gray-level co-occurrence matrix)과 딥러닝을 이용한 뇌교종의 등급 구분

정승완 (성균관대학교), 조환호, 권준모, 박현진(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P2-12 Real-time multiple QR codes detection and segmentation

최예찬, 윤병현, 최강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2-13 자동화된 초고속 카메라 기반 야구 투구 위치 분석 시스템

조은지, 이홍준, 김제연, 김중식, 김회율 (한양대학교)

P2-14 선분 레이블을 사용한 약지도 의미적 경계선 검출

김남엽, 황세현, 곽수하 (포항공과대학교)

P2-15 피쳐 어텐션 모델을 활용한 효과적인 비디오 캡셔닝 알고리즘

김나영, 함유진, 강제원 (이화여자대학교)

P2-16 비지도 학습 기반 동영상 중간 프레임 생성을 위한 온라인 개선 방법

이승민, 윤성욱, 설상훈 (고려대학교)

P2-17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삼중 음성 유방암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수술 전 화학 치료 요법 반응 예측

최지은 (성균관대학교), 조환호, 박현진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P2-18 Warping rectangle shaped traffic sign plate image by detecting edge from semantic segmentation

서장욱, 권민섭, 김병준 (서강대학교), 윤수근 (현대엠엔소프트), 서용덕 (서강대학교)

P2-19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교모세포종 환자의 생존 기간 예측

권준모, 박현진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P2-20 시각적 속성을 이용한 해석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이미지 검색

오선우, 곽수하 (포항공과대학교), 한보형 (서울대학교)

P2-21 RGB-D 센서 기반 3차원 얼굴 특징점 자동 검출

김종성, 권승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2-22 Single Image Super Resolution via Jointly Trained Hardware Optimized Layer-wise Quantizer

박우준, 안세현 강석주(서강대학교)

P2-23 전이학습을 통한 약지도 물체검출기 개선

이승관, 조민수 (포항공과대학교)

P2-24 비디오 그라운딩 문제에서의 강화학습을 위한 연속적 행동 공간의 정책을 사용하는 행동자와 비평가 모델

김선오, 최진영 (서울대학교)

P2-25 강인한 로봇 비전을 위한 노이즈 인식형 영상 품질 평가 함수 기반의 카메라 노출 제어 방법

신욱철, 박진선, 심규민, 프랑수아 라미우, 권인소 (한국과학기술원)

P2-26 휴지기 상태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불면증과 뇌 영역간의 연결성 분석

장우원, 박현진 (기초과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P2-27 시멘틱 정합을 이용한 비디오 포즈 전파

김도형, 이중협, 이원경, 함범섭 (연세대학교)

P2-28 Multiple Object annotation Using Confidence-Calibrated Classifier

송주원, 강석주 (서강대학교)

P2-29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증강기법(Data Augmentation Using Fourier Transform in Frequency Domain) 남주현, 이상철 (인하대학교)
P2-30 1D CNN을 이용한 리듬게임의 Note Placement 연구

권민섭, 서용덕 (서강대학교)

P2-31 LSTM 행동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2차원 스켈레톤 데이터의 전 처리 방법

이종민, 이상철 (인하대학교)

P2-32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1인 사용자 관절 추출 모델

이병규, 김주영, 정성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2-33 형상 추정을 위한 경량 네트워크

전진영, 이재한, 김창수 (고려대학교)

P2-34 SSD 와 규칙 기반 방법을 결합한 야간 차량 검출 방법

박정민 (전남대학교), 주재영 (한국광기술원), 이준웅 (전남대학교)

P2-35 Self-expressive Unet을 이용한 부분공간 군집화

송진주, 윤상민 (국민대학교)

P2-36 라이다 기반의 회전 인식 삼차원 차량 탐지기

최현준, 최진영 (서울대학교)

P2-37 차량 카메라 자동 교정을 위한 도로면 모션 벡터 기반 카메라 방향 추정 방법

장진범, 추연승, 신민우, 백준기 (중앙대학교)

P2-38 관절 정보 기반 CNN-LSTM 행동 인식

구동우,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P2-39 Style Swap과 AdaIN을 결합한 스타일 변환

하수현, 김귀식, 권준석 (중앙대학교)

P2-40 평면 방정식을 이용한 어안 렌즈 카메라-LiDAR 캘리브레이션

이원명, 임종우 (한양대학교)

P2-41 Loop-Net: Joint Unsupervised Disparity and Optical Flow Estimation of Stereo Videos with Spatiotemporal Loop Consistency

김태우, 류권영, 송경섭, 윤국진 (한국과학기술원)

P2-42 반사분광 및 복사분광을 위한 초분광 이미지 획득 방법과 최신 동향

김예진, 류준환, 김성호 (영남대학교)

P2-43 Automatic Segmentation of brain MRI using M-ne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Nagaraj Yamanakkanavar, 이범식 (조선대학교)

P2-44 초소형위성의 궤도상 도킹용 능동 표식의 검출 및 자세 추정 연구

김진형, 김해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45 테니스 경기 중 라인 인-아웃 판정을 위한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의 3차원 테니스 궤적 분석 방법

김중식, 김제연, 이홍준, 조훈 (한양대학교),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김회율 (한양대학교)

P2-46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Using Self-Supervised Technique

김태훈, 조현, 황원준 (아주대학교)

P2-47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딥러닝 기반 얼굴 검출 성능 비교

추현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정민, SMA Sharif, 정용주 (가천대학교), 김진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2-48 Meta-FusionNet: Multi-network Fusion Framework based on Network Calibration

윤성훈, 정희찬, 윤국진 (한국과학기술원)

P2-49 WGAN 적용한 WorldView-3 위성 영상 해상도 향상 연구

최연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50 비등방성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한 지정맥 인식

최정규, 강영묵, 김성빈, 김학일 (인하대학교)

P2-51 확장된 계층적 구조를 활용한 단일 영상 깊이 지도 예측

김지수, 김현기, 정제창 (한양대학교)

P2-52 Residual U-shaped Network for Image Denoising

김상민, 박범준, 정제창 (한양대학교)

P2-53 Driver Drowsiness Detection with optimized pre-processing for eyelid-closure classification using SVM

Shan Ullah, 김덕환 (인하대학교)

P2-54 Efficient Design of 32bit Vedic Multiplier for Image Processing

박상언, 김정민, 하혜빈, 조용범 (건국대학교)

P2-55 딥러닝을 이용한 척추체 영역 분할과 데이터 정렬 방법

권용우, 이호경, 조용채, 한정훈, 양현석, 제보경, 문영식 (한양대학교)

P2-56 레이블 스무딩 기반 준지도학습을 이용한 핵 영역화 기법

권문기, 정재훈, Philip Chikontwe, 박상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2-57 색각 이상자를 위한 색 변환 연구

강수경 (고려대학교), 이철 (동국대학교), 김창수 (고려대학교)

P2-58 Automatic Mixed Precision을 활용한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경량화 기법

남현호, 김병주, 김지원, 박종민, 최유경 (세종대학교)

P2-59 딥 뉴럴 네트워크 공격을 위한 적대적 영상 생성 기법

홍석일, 이경무 (서울대학교)

P2-60 동작 패턴 데이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객체 행동 검출 연구

홍성준 (연세대학교), 이희성 (한국교통대학교)

P2-61 OpenPose와 DTW를 활용한 운동 유사도 비교 방법

이태호, 한경민, 정규진, 이민식 (한양대학교)

P2-62 SSAE : Sequence-to- Sequence 기반 Auto-Encoder을 이용한 SMD 소리 비정상 검출

남기현, 송영종, 윤일동 (한국외국어대학교)

P2-63 운동 동작 자기 학습 및 모니터링 기법

김한주, 이원석 (연세대학교)

P2-64 Multitask Transformer Network를 이용한 비 정제 동영상에서의 행동/장소 영역간 상관관계의 시각화

성홍제, 이영조, 이성원, 안종현, 김은태 (연세대학교)

P2-65 영상화소의 집약도를 고려한 다시점영상의 중복영역 제거

윤준영 (한양대학교), 신홍창, 이광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일 (한양대학교)

P2-66 2D X-선 영상에서 관상동맥의 유실부위의 지역적 분석을 통한 강건한 재연결 기법

한경훈, 전병환, 심학준, 장혁재 (연세대학교)

P2-67 Tissue Segmentation of the Postmortem Magnetic Resonance Imaging: preliminary results

이명은 (서울대학교)

P2-68 딥러닝 기반 혈관 영역화를 이용한 계층적 안저영상 정합

김주영, 노경진, 박상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수찬 (국민대학교)

P3-1 병렬 은닉층을 사용한 오토인코더 모델 경량화

문하겸, 김영국 (충남대학교)

P3-2 LiDAR와 다수 카메라 사이의 외부 파라미터 근사 추정

윤병현, 최예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범채 (공주대학교), 최강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3-3 3차원 인체모델을 사용한 2차원 의상 이미지의 3차원 복원 및 전달 방법

안희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3-4 글자 획 분할 기반의 영상 내 글자 삭제에 관한 연구

조준호 (서울대학교), 윤상두, 한동윤, 허병호 (네이버 Clova AI), 최진영 (서울대학교)

P3-5 Boosting Few-Shot Learning through Hard Task Sampling

이호창, 이은지, 조남익 (서울대학교)

P3-6 수치예보 모델 자료와 관측 자료를 활용한 주의 집중 기법 기반 온도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정성엽, 박인영, 김현수, 송철한, 김홍국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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