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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와 포즈 기반의 인간 운동 종류 및 상태 추정을 위한 데이터 셋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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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Scanline Resolution-invariant Depth Completion using a Single Image and Sparse LiDAR Poi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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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림, 이종석(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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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Selection for Paint Detection in Mid-wave Infrared Hyperspectral Image using 1-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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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상(인천대학교), 배승환(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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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웅, 이성욱, 송병철(인하대학교)

P1-20 GAN 을 활용한 고문서 문자 인식을 위한 데이터 세트 생성

임철호, 김병준, 서용덕(서강대학교)

P1-21 합성곱 장단기메모리 모델 활용 해양위성 해수면 영상에서의 미래 수온 예측

김문업(한국외국어대학교), 최영진(㈜지오시스템리서치), 최재영(한국외국어대학교)

P1-22 항등 영역 변환 네트워크를 이용한 2 차원 조립 부품 이미지로부터의 3 차원 부품 검색

김민우, 이은지, 강이삭, 박재우, 권준형, 박선지, 조남익(서울대학교)

P1-23 3 차원 의료영상 영역화를 위한 양방향 순환 신경망 기반 퓨샷 러닝

김수필, 안시온, Philip Chikontwe, 박상현(대구경북과학기술원)

P1-24 Grad-CAM Separability for Image Retrieval

남현우, 문예빈, 오태현(포항공과대학교)

P1-25 텍스트 검출 향상을 위한 데이터 증강 기법

조준호(서울대학교), 윤상두, 한동윤, 유영준, 하정우(네이버 클로바), 최진영(서울대학교)

P1-26 Learning Monocular Depth Estimation via Selective Knowledge Distillation of Stereo Depth Estimation

송경섭, 윤국진(한국과학기술원)

P1-27 일관된 비디오 뎁스 맵 추정을 위한 시간 어텐션 모듈

이현민, 박재식(포항공과대학교)

P1-28 얼굴 특징점 추적 안정화를 위한 필터링 방법

김용환, 장성걸, 박종일(한양대학교)

P1-29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점진적 렌더링 방법

김용환, 장성걸, 박종일(한양대학교)

P1-30 영상 내 객체 복제를 통한 클래스 불균형 해소

김남호, 김준화, 원치선(동국대학교)

P1-31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를 이용한 영상 보정 필터의 Look-Up Table 생성 방법

이호영, 이경준, 정명건, 곽효진, 이혜정, 이재효(㈜제네랄어플라이언스)

P1-32 딥러닝 기반 X-ray 촬영 자세 판단 및 폐렴 질병 분석 프로그램

조상호, 정재현, 이현정, 김예원, 김예진, 김민수, 김성호(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P1-33 Implementation Embedded Platform for Action Recognition

장서진, WEI LIU, 이준석, 김용준, 조용범(건국대학교)

P1-34 결합된 손실 함수를 사용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윤곽보존 방법

임헌성, 신중철, 안상재, 김하윤, 백준기(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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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조, 심지우, 김응태(한국산업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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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민, 김범준, 함범섭(연세대학교)

P1-38 PSEUDO LABEL-GUIDED MULTI TASK LEARNING FOR SCENE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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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철, 강건우, 백준기(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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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채(포항공과대학교), 한보형(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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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khod F. Makhmudkhujaev(인하대학교), 권준석(중앙대학교), 박인규(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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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9 Improving Image Quality Under Low-Light Conditions Using a Nonlinear Function Based on Retinex Model

Minh-Thien Duong, Quoc-Thien Ho, Minh-Thien Pham, Bao-Tran Nguyen Thi,
홍민철(숭실대학교)

P3-20 실시간 동공 추적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동공 중심 검출 알고리즘

이강일, 전정호, 송병철(인하대학교)

P3-21 이중 경로 U-Net 을 활용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

김명훈, 이경준, 정제창(한양대학교)

P3-22 어안카메라 환경에서 IoSP 를 이용한 차량 탐지-추적 알고리즘

하태길, 최진영(서울대학교)

P3-23 인공지능 엣지 카메라와 네트워크 비디오 저장장치 연동에 관한 연구

정재형, 강인구, 정재호(포딕스시스템)

P3-24 방사선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GAN 기반 뇌 MR 영상 생성

조명기, 김원진(팀엘리시움)

P3-25 모델 앙상블을 이용한 객체 탐지

손승욱, 유승현, 안한세, 정용화, 박대희(고려대학교)

P3-26 파인튜닝 기법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인페인팅 모델 성능 개선

김정무, 김태현(한양대학교)

P3-27 딥 러닝 기반 영상 내 물체 적응적 영상 보정 방법

이경준, 이호영, 정명건, 곽효진, 이재호(㈜제네랄어플라이언스)

P3-28 이벤트 기반으로 복원된 영상의 시각-관성 측위에서의 활용

송도훈, 박종일(한양대학교)

P3-29 GAN 을 이용한 스케치 복원 및 성능비교

서창욱, 김병준, 서용덕(서강대학교)

P3-30 색 정보 기반 BRIEF 를 이용한 Place Recognition 효율성 분석

정홍구, 정현우, 윤병현,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P3-31 3 차원 인체 자세 시퀀스 개선을 위한 시간적 가중치 회귀 네트워크

김도엽, 장주용(광운대학교)

P3-32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종단간 압축 네트워크

김동현, 이주영, 정세윤(한국전자통신연구원)

P3-33 주의 모듈을 활용한 CT 영상의 움직임 왜곡 보정 심층신경망 학습

고영준, 김경민, 신찬영, 심현정(연세대학교)

P3-34 Efficient Atlas Generation Method Using Patch Trimming for 3DoF+ Video Coding

임성균, 김현호, 김재곤(한국항공대학교)

P3-35 기계학습을 이용한 거친 표면을 가지는 3-D 비문의 새김 영역 추출

최예찬, 정범채, Sheriff Murtala,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P3-36 유해미디어 분류에서의 공변량 변화 현상 및 도메인 증분 학습에 관한 연구

이상훈(한국전자통신연구원)

P3-37 움직이는 물체에 강인한 영상 스티칭

손형석, 이종협, 이승용(포항공과대학교)

P3-38 Per-pixel Blur Kernel Estimation Network

임재성, 조성현(포항공과대학교)

P3-39 적대적 생성신경망에서의 개인별 변조를 이용한 얼굴 연령 편집

Farkhod F. Makhmudkhujaev, 홍성은, 박인규(인하대학교)

P3-40 고해상도 GAN 영상 편집을 위한 중간 층 미리 보기

김성태, 강경국, 조성현(포항공과대학교)

P3-41 새김 획 단면 분석을 이용한 3 차원 비석 글자 추출 기법

정범채, 최예찬, Sheriff Murtala, 최강선(한국기술교육대학교)

P3-42 3rd Place Solution to NAVER LABS Mapping & Localization Challenge 2020: Indoor Track

조원, 한대찬, 최유경(세종대학교)

P3-43 전역적 텍스쳐 및 자기 어텐션을 결합한 CNN 기반 합성 얼굴 검출 기법

정철희(국민대학교)

P3-44 비디오 디노이징 성능 개선을 위한 모조 데이터 활용

이승환, 김태현(한양대학교)

P3-45 저해상도 입력 영상에 강인한 초해상도 기반의 시선 추정 방법

김희균, 장주용(광운대학교)

P3-46 Optimization ST-GCN for Embedded Platform

장서진, 이미지, 조용범(건국대학교)

P3-47 다중 가설 오토인코더 기반의 이상탐지

이준성, 박영현(SK 플래닛)

P3-48 희소 볼륨 기반 메시 생성 방법

김병균, 김성제, 박민규, 김정호, 김제우(한국전자기술연구원)

P3-49 3 차원 인체 자세 및 형상 추정을 위한 데이터 제작 기법

황대원, 장재원, 김지훈, 서경진(인공지능연구원)

P3-50 풀 샷 환경의 실시간 표정 캡쳐 방법

최정우, 김지훈, 서경진(인공지능연구원)

P3-51 압축센싱 심장 영상의 복원을 위한 혼합 전이학습

박성재, 임채국, 안창범(광운대학교)

P3-52 Tiling 을 이용한 신경망의 단순화

임채국, 박성재, 안창범(광운대학교)

P3-53 지식 증류 기법을 활용한 객체 검출 모델의 경량화

송민수, 김원준(건국대학교)

P3-54 인간 감정인식을 위한 영상 및 EEG 신호기반 멀티모달 네트워크

최동윤, 송병철(인하대학교)

P3-55 강화학습을 이용한 그래프 표현 기반의 3 차원 물체 생성

정현수, 김정택, 이진휘, 박재식, 조민수(포항공과대학교)

P3-56 엣지-엣지 하이퍼그래프 신경망

엄대호, 최진영(서울대학교)

P3-57 CC-YOLO: YOLO 를 기반한 객체 검출의 향상 기법

유동균, 위승우, 정제창(한양대학교)

P3-58 CutMix 를 이용한 세계 밀 머리 검출 모델

박원준, 임종우(한양대학교)

P3-59 표의 윤곽선 정보를 사용한 문단 검출 향상 방법

김지훈, 한복규, 권용우, 김해문, 문영식(한양대학교)

P3-60 FAN-CCD: Fast and Accurate Network for Chinese Character Detection

Manar Alnaasan, 김성호(영남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