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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7. 11. 4(토) / KAIST (대전) 산업경영학동 (E2)

초록집

4차 산업혁명과 산업공학
기조강연

제 6회 산업융합 활성화방안 및 사례연구논문 공모전

•주제: What is the Future of IE?

•오전: 본선 논문발표(산업경영학동 2504호)
•오후: 시상식(산업경영학동 1501호)

•Prof. Guillermo Gallego (현 HKUST IELM학과장)
•11:50~12:40 산업경영학동 1501호

정기총회 및 시상식(학회상, 공모전, 석사경진대회)
•13:40~14:30 산업경영학동 1501호

특별세션
•정헌학술대상 수상 기념 강연 및 튜토리얼
(창원대학교 문덕희 교수)
•WISET/KIIE 젊은연구자상 시상식 및 여성 공학도를 위한 강연:
Back to the basic! (연세대학교 손소영 교수)
•교육본부 패널 토의
•신임교원 특별세션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워킹그룹
•스마트제조 워킹그룹

CORPORATE IDENTIFICATION STANDARDS

S I G N AT U R E - H

주최 :

국.영문 시그니춰(가로조합)

주관 :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후원 :
협찬 :

제 13회 석사논문 경진대회
•오전: 본선 논문발표(산업경영학동 2501호)
•오후: 시상식(산업경영학동 1501호)

제 13회 한국대학생산업공학프로젝트 경진대회
•오전&오후: 포스터 발표(KI빌딩 2F 매트릭스홀 로비)
•오후: 구두발표 및 시상식(KI빌딩 2F 매트릭스홀)

2017 추계학술대회
대한산업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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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푸르고 대지는 멋지게 물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70년대 우리나라에 산업공학이 처음 소개된 이후 5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배
회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산업공학의 교육과 연구가 강산이 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70년대 대학
다닐 때와 비교해보면 교육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산업공학 교과목의 범위와 다양성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학술연구, 산학연구의 양과 질도 엄청나게 도약했습니다. 이제 산업계 및 공공부문에서도
산업공학 졸업생을 꼭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고 많은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한산업공학회의 회원과 학술대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가장 기쁩니다.
최근 많은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융합되면서 우리 일상과 산업에 큰 변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업공학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
시스템, 관리, 인간,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공학적 문제의 식별, 정의, 해결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산업공학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잘 정의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년전 세계 반도체 최고기업의 CEO에게 대학에서 어떤 역량을 교육해야 할지 물었을 때 들은
말입니다.“문제만 잘 정의할 줄 알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제발 그런 전문가를 키워 달라”산업공학의
최대의 강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대한산업공학회 회장

이 태 억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여러분,
노랗고 빨간 색으로 대전의 가로수가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6년 봄에
이어서 11년 만에 다시 KAIST 대전캠퍼스에서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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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조직위원회 / 참가등록 안내 / 논문집 다운로드 안내 / 전시 및 리쿠리팅 부스

개최하여 회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4차
산업혁명과 산업공학”입니다. 사실 학술대회의 주제어가 학술대회 내용에 미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자에, 특히 우리나라에, 범람하고 있는“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쓰는 사람마다 그 범위와 초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산업혁명”이란 말의 뜻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혁명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산업”
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제조업을 뜻하지만, 현대에서는 제조업에 국한될 필요는 없고 서비스 산업 또는 제조/서비스의 결합산업으로
확대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는 여러 가지가 지칭되고 있고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기계학습/인공지능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점은 대부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확률/통계적 모델링과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최적화를 통한 학습, 이 두 가지가 근간에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산업공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상과 방법론에서 볼 때, 4차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산업공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며, 이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산업공학에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번 학술대회 그리고
그 이후로 산업공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확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조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기꺼이 지원해 주신 후원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색이 완연한 KAIST 대전캠퍼스로 많은
회원 여러분들을 모셔서 풍성한 학술대회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1월
2017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신 하 용

추계학술대회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주제어를 선정한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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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참가비 / 등록비 / 추계 논문집 다운로드 안내 / 전시부스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 학회 조직위원회

■ KAIST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신하용 교수
•총괄기획 : 이태식 교수
•학술 : 김희영 교수
•진행 운영 : 김경국 교수/문일철 교수
•공간 협조 : 박진규 교수/윤세영 교수
•협찬 재무 : 김우창 교수/장영재 교수

•학술본부위원장 : 김윤배 교수(성균관대학교)
•정기학술(프로그램) : 장병윤 교수(아주대학교)
•특별세션 : 김현정 교수(성균관대학교)
•제 6회 산업융합활성화 및 사례연구 논문공모전
운영위원장 : 장태우 교수(경기대학교)
•제 13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운영위원장 : 박진수 교수(용인대학교)
•제 13회 한국대학생산업공학프로젝트경진대회
조직위원장 : 변재현 교수(경상대학교)
운영위원장/부위원장 : 정홍인 교수(경성대학교)
천동필 교수(부경대학교)
•총무/ 재무 : 이경식 교수(서울대학교)
조남욱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참가등록안내/논문집 다운로드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장소

>>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가입 안내

회원 구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회원 구분

연회비

입회비

정회원

70,000원

90,000원

정회원

50,000원

10,000원

준회원

50,000원

70,000원

종신회원

600,000원

비회원

150,000원

170,000원

준회원

20,000원

10,000원

대학생회원

10,000원

10,000원

● 등록장소: E2 1층 로비
● 문의처: admin@kiie.org, master@kiie.org  

(정회원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

전화번호: 02-527-3095, 3096

>> 발표논문집 다운로드 안내
●학
 술대회 논문집은 행사 당일 등록대에 마련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후 학회 홈페이지(http://kiie.org) 에서도 다운 로드가 가능하며 논문집 USB를 대체하여 초록집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 전시부스
● 일시 : 11월 4일(토) 09:00~18:00
● 장소 : 산업경영학동(E2) 2층 로비
● 전시부스 참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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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및 일시 : KAIST(대전) 산업경영학동(E2) |

K I 빌딩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포스터 세션

1119
1120

A5, B2, C2, D5

1225

A4, B6, C4, D4

1223

산업및시스템공학과 (E2)
1층

K I 빌딩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정기총회
C7, D9

1501

↑2F

석사논문경진대회, 산업융합공모전
C3, C9, D3, D7

주차장

산업및시스템공학과 (E2)
지하1층
2122

업체전시

E2 1F

1228

A3, B8, C8, D8

↓1F

A7, B3, C6, D6
A1, B1, C10, D2

1122

↓B1F
1125

A2, B5, B7, C1, D1

A6, B4, C5

↑2F

등록대

석사논문경진대회, 산업융합공모전
C3, C9, D3, D7

행사장 안내도

행사장 안내도

이사회
VIP 휴게실

21
24
B5

2126

석사논문경진대회
C3, D3

2501
2503

2504

B105

↓1F

PC실

산업융합공모전
C9, D7

B101
A2, B7, C1, D1

E2 B 1F
↑ F

Server
rm

Studio

2502

E2 2F

B102

2222

산업및시스템공학과 (E2)
2층

주차장

산업및시스템공학과 (E2)
지하1층

B5
B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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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장소 및 일시 : KAIST(대전) 산업경영학동(E2), 11월 4일(토)
시 간

구 분

A 세션
08:30~10:00

프로그램

일반논문
구두발표

09:30~12:00

경진대회

10:00~12:30

공모전

10:00~12:00

경진대회

장 소
E2 1층 로비

A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

문일철 (KAIST)

E2 1122호

A2. 최적화/생산/물류

장병윤 (아주대학교)

E2 B105호

A3. 인간/인지공학 (1)

최동구(포항공과대학교)

E2 1228호

A4. 정보시스템 (1)

정병도(연세대학교)

E2 1223호

A5. 정보시스템 (2)

강석호(성균관대학교)

E2 1225호

A6. 경영공학 (1)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E2 1119호

A7. 기타 산업공학 (1)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E2 1120호

제 13회 석사논문 경진대회

박진수(용인대학교)

E2 2501호

제 6회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 및 사례연구 논문공모전

장태우(경기대학교)

E2 2504호

제 13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경진대회(포스터발표 A조)

정홍인(경성대학교)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앞 로비

Coffee Break

10:00~10:10

B 세션

진행 / 좌장

등 록

08:00~

B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2)

김동일(한국생산기술연구원)

E2 1122호

B2. 최적화 (1)

이강복(포항공과대학교)

E2 1225호

B3. 생산/물류관리 (1)

이동호(한양대학교)

E2 1120호

B4. 확률/통계

이동희(한양대학교)

E2 1119호

B5. 인간/인지공학 (2)

김경도(홍익대학교)

E2 B102호

B6. 정보시스템 (3)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E2 1223호

B7. 경영/기타 산업공학

박재훈(대구한의대학교)

E2 B105호

특별세션

B8. 정헌학술대상 수상 기념 강연 및 튜토리얼(문덕희 교수(창원대학교))

김윤배(성균관대학교)

E2 1228호

포스터 발표

P1. 포스터 세션 (I)		

김현정(성균관대학교)

KI빌딩 1층 로비

일반논문
구두발표

10:10~11:40

Coffee Break

11:40~11:50

기조강연
11:50~12:40

연사 : Prof. Guillermo Gallego(현 HKUST IELM학과장, 전 Columbia IEOR학과장)
주제 : What is the Future of IE?

경진대회

E2 1501호

중식(대학생경진대회 참가자)

W2 서측식당(서맛골)

12:40~13:40

중식(추계학술대회 참가자)

E5 1층 동측식당(동맛골)

12:40~13:40

이사회

12:00~13:00

13:00~15:00

경진대회

제 13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경진대회 (경진대회 포스터발표 B조)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앞 로비
E2 1501호

Coffee Break

14:30~14:40

일반논문
구두발표

C 세션
14:40~16:10

특별세션

16:10~16:20

정홍인(경성대학교)

정기총회 및 시상식(학회상, 공모전,석사경진대회)

13:40~14:30

16:00~17:00

E2 2122호

C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3)

박진규(KAIST)

E2 B105호

C2. 최적화 (2)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E2 1225호

C3. 생산/물류관리 (2)

Biswajit Sarkar(한양대학교)

E2 2501호

C4. 정보시스템 (4)

전치혁(포항공과대학교)

E2 1223호

C5. 경영공학 (2)

이운식(부경대학교)

E2 1119호

C6. 기타 산업공학 (2)

이덕주(서울대학교)

E2 1120호

C7. 교육본부 패널 토의

김덕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2 1501호

C8. 물류 및 공급망 관리 WG 1

문일경(서울대학교)

E2 1228호

C9. 스마트제조 WG

신동민(한양대학교)

E2 2504호

C10. 신임교원 특별세션

강석호(성균관대학교)

E2 1122 호

포스터 발표

P2. 포스터 세션 (II)

김현정(성균관대학교)

KI빌딩 1층 로비

경진대회

제 13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경진대회 (구두발표)
Coffee Break

정홍인(경성대학교)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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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논문
구두발표

D 세션
16:20~17:50

특별세션

17:30~18:00

경진대회

18:10~20:00

리셉션

18:10~20:00

다과

프로그램

진행 / 좌장

장 소

D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4)

박진규(KAIST)

E2 B105호

D2.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5)

김덕영(UNIST)

E2 1122호

D3. 생산/물류관리 (3)

백정우(조선대학교)

E2 2501호

D4. 정보시스템 (5)

박진수(용인대학교)

E2 1223호

D5. 정보시스템 (6)

김성범(고려대학교)

E2 1225호

D6. 기타 산업공학 (3)

김성준(조선대학교)

E2 1120호

D7. [WISET] WISET/KIIE 젊은연구자상 시상식 및 여성 공학도를
위한 강연 : Back to the basic! (연세대학교 손소영 교수)

김현정(성균관대학교)

E2 2504호

D8. 물류 및 공급망 관리 WG 2

하병현(부산대학교)

E2 1228호

D9. 故 김영대 교수 추모 특별세션

최성호(상명대학교)

E2 1501호

제 13회 한국대학생산업공학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식

정홍인(경성대학교)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정회원 참가자 리셉션

E5 2층 Faculty Club

준회원 참가자 다과

E2 1층 로비

제 6회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 및 사례연구 논문공모전
시 간

행사내용

10:00~12:30

제 6회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 및 사례연구 논문공모전 본선 발표

13:40~14:30

시상식(정기총회 내 시상)

진행 / 좌장
장태우(경기대학교)

장 소
E2 2504호
E2 1501호

제 13회 석사논문 경진대회
시 간

행사내용

09:30~12:00

제 13회 석사논문 경진대회 본선 발표

13:40~14:30

시상식(정기총회 내 시상)

진행 / 좌장
박진수(용인대학교)

장 소
E2 2501호
E2 1501호

제 13회 한국대학생산업공학프로젝트 경진대회
시 간

행사내용

진행 / 좌장

장 소

09:30~10:00

등 록

10:00~12:00

본선 포스터 발표 Ⅰ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앞 로비

12:00~13:00

점심

W2 서측식당(서맛골)

13:00~15:00

본선 포스터 발표 Ⅱ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앞 로비

16:00~17:00

본선 구두 발표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17:00~17:30

휴식 및 심사

심사회의실:
KI빌딩 2층
Connected Room

17:30~18:00

시상식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

정홍인(경성대학교)

전체프로그램

시 간

http:// ki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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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
A1 최적화
A1.1

Faster R-CNN의 중심 Convolution Neural Network 모델이 훈련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수진, 박준건, 김윤영, 장준호,
신
문일철(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A1.2 Autoencoder와 통계적 공정 관리를 활용한 DBMS 이상 탐지
이도엽(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1)
최적화/생산/물류
A2 최적화
A2.1 Fuzzy AHP를 활용한 온라인 픽업서비스 매장의 위치 선정
 춘기(용인송담대학교 유통플랫폼과),
민
장병윤(아주대학교 경영학과)

A2.2 An Exact Algorithm for the Electric-Vehicle Routing Problem
이충목(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문일철(KAIST)

E2 1122호

A1.3 다범주 감성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형 개발


Muhammad
Alex  Syaekhoni(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상현(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권영식(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A1.4 Adam에서 사용하는 Learning rate에 대한 고찰
이원준(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좌장 : 장병윤(아주대학교)

E2 B105호

A2.3 Online Scheduling of Ordered Flow Shops
이강복(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Feifeng Zheng( Donghua University),
Michael Pinedo(New York University)

A2.4 Multi-type Electric Vehicle Relocation Problem with
Consideration of Required Battery Charging Time
Ivan Kristianto Singgih,
Byung-In Kim(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인간/인지공학
(1)
A3 최적화
A3.1 매트리스의 경도에 따른 체압과 근전도의 변화
 홍인(경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정
김영희(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A3.2

개인보호구 지급 개선과 착용율 향상 방안연구
이병관, 이용수(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최동구(포항공과대학교)

E2 1228호

A3.3 착용감 개선을 위한 3차원 귀 형상 기반 이어폰 형상 설계
최영근, 정하영, 유희천(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원섭(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길혜진, 배진완, 유승훈, 서기열, 이정훈(LG 전자)

A3.4 인접 마커 궤적를 이용한 손가락 관절 회전 중심 추정 방법
정하영, Yang Xiaopeng, Lim Zhichan,
유희천(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1)
정보시스템
A4 최적화
A4.1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제조 공정 프로세스의 비교 분석
김슬기, 정재윤(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4.2	A Parallel Simulated Reannealing Approach for Structure
Learning of Bayesian Networks
이상민,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2)
정보시스템
A5 최적화
A5.1 Mining Activities of Social Advocates Accounts on Twitter to
Learn about a Certain Social Community:
A case study on Autism Spectrum Disorder
Nguyen Thi Hanh Duyen,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5.2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Predicting On-base-percentage
from batter/pitcher Matchup Events
Woojin Doo, Heeyoung Kim(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좌장 : 정병도(연세대학교)

E2 1223호

A4.3 O
 uter Points Shaver: Robust Graph-Based Clustering via Node
Cutting
김영훈,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4.4 딥
 러닝을 통한 이러닝 환경의 문제 은행 군집화
조동헌, 정병도(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강석호(성균관대학교)
A5.3 다중손상을 고려한 응급의료수요모델링

이현진, 이태식(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A5.4 재구축 기반 다중센서 데이터 이상탐지 기법
이민정,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2 1225호

(1)(1)
경영공학
A6 최적화

좌장 :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A6.4 수
 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비의 경제적 기대수명에
대한 연구 : 실물옵션 접근법

김현준, 장봉규,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6.5 제품서비스시스템(PSS)비즈니스의 운영 효율성 평가

문새다슬,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1)
기타 산업공학
(1)
A7 최적화
A7.1 반
 도체 제조공정에서의 품질 향상을 위한 ‘BoB 공정 경로’ 후보
군 도출 연구

좌장 :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A7.3 B
 ayesian Optimization with Incorporating Prior Knowledge
about Optimal Value

이창호, 배영목, 이동희,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7.2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Buffer Allocation Problem on
Complex Production Lines

E2 1120호

정태원, 김희영(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A7.4 기
 업의 매출액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주요 거래처의 거래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Vina Sari Yosephine,
Young Jae Jang(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박종률, 홍정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제 13회 석사논문 경진대회 | 09:30~12:00
제 13회(1)석사논문 경진대회
MT 최적화

좌장 : 박진수(용인대학교)

E2 2501호

MT.1 반도체 제조라인 불량공정순서 탐지 및 혐의설비 탐색

MT.6 O
 n the generalized mean squared error and its application

MT.2	One-Class Classification by Norm Ball Covering

MT.7 탐색구조 회전익 항공기 고도계의 생태학적 인터페이스 디자인

MT.3 2
 -D Non-convex 공간에서의 혐오시설 위치 선정을 위한 혼합
정수비선형계획모형(MINLP) 연구

MT.8 T
 ruck-Drone Routing Problem with a Drone Station

조윤상,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세화, 이경식(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정희, 조남석(국방대학교 군사운영분석전공)

MT.4 A
 Branch and Price approach for the Robust Bandwidth
Packing Problem with Queuing Delays
김서희, 이충목(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MT.5 K
 -S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응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
템에서의 불량 원인 분석 방법론

이동근, 박찬석(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김현기, 명노해(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우, 문일경(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MT.9 랜
 덤포레스트 (Random Forest) 기반 다 범주 분류기를 이용한
실시간 대조 관리도
이준헌, 백준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MT.10 협
 업을 고려한 대기동지원임무 일정계획 연구
김수찬, 이태식(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옥명훈, 백준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제 6회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 및 사례연구 공모전 | 10:00~12:30
(1)
제 6회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 및 사례연구 논문공모전
IC 최적화
IC.1

SVM 기반 제조-서비스 기술 융합 예측
 한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서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IC.2	기술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Stacked Denoising Autoencoder
기반의 기업 융합 기술 추천
권득신, 손소영(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IC.3

기업 웹사이트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지역/주제 기반 비즈
니스 협업 분석
 영철, 곽두희, 정민우, 이동훈, 김관호
최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 sessions

A6.3 T
 he Consumer Optimal Electric Vehicle Investment Model
using Real Options Methods

B sessions

지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D sessions

Younghoon Kim, Kyoung-Kuk Kim(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서민혁, 이덕주, 안동현(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경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포스터 세션 Ⅰ, Ⅱ

A6.2 O
 n Implied Volatility Asymptotics under the Multifactor
Volatility Heston Model

E2 1119호

13

IC.4
IC.5

좌장 : 장태우(경기대학교)

E2 2504호

상표권 정보를 활용한 산업 융합 동향 분석
이선재, 이성주(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택
 시 GPS 데이터 및 Road2vec을 활용한 지선버스 노선 추천
시스템
박   정, 이정표, 손소영(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IC.6

혼
 합현실 기반 가상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박경범, 김현석, 이재열(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생 경진대회

A6.1 M
 ixed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of the Optimal
Mean/Expected Shortfall portfolio problem

| 08:30~10:00

A sessions

A Session

http:// ki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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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2)
B1 최적화
B1.1

반도체 FAB 자동반송시스템에서 온라인 Q(λ) 학습을 이용한
최적 경로 탐색
 일회, 장영재(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황
김선일, 문인호(신성이엔지)

B1.2 머신러닝 기반 박막 블리스크 가공 공정 이상탐지

좌장 : 김동일(한국생산기술연구원)

E2 1122호

B1.4 W
 ord2vec 기반의 의미적 유사도를 고려한 웹사이트 키워드 선택
기법
이동훈, 김관호(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1.5 단
 어와 자소 기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문서 분류

모경현, 박재선, 장명준,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순찬, 김동일, 박경희, 윤주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
최재윤(한화테크윈)

B1.3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기반 품질문제 원인인자 분석
 동일, 구정인, 김보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
이상현, 최성수, 이준용, 강정태((주)유라)

최적화 (1)
(1)
B2 최적화
B2.1 Using Cut Generating LP and General Split Disjunctions to
Approximate the Split Closure
곽정환, 박성수(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B2.2	Contingency-constrained unit Commitment Problem with
Security Criteria
정재희, 박성수(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좌장 : 이강복(포항공과대학교)

E2 1225호

B2.4 A
 Parallel Machine Scheduling Problem with Equal Processing
Time Jobs, Release Date Sande Ligibility Constraints
홍준택, 이강복(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2.5 스
 마트그리드 시스템에서의 베이지안 게임이론을 통한 다이나
믹 가격정책 기반 전력 소비 스케쥴링
유대선, 이현수(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B2.3	Optimization Approaches for TSP with Stay Times

Yerin Kim, Chungmok Lee(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1)
생산/물류관리
(1)
B3 최적화
B3.1 S
 imulated Annealing Algorithms for Scheduling in Job-shoptype Remanufacturing Systems with Component SMatching
Requirement
이동호, 유재민(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B3.2	클라우드 제조에서의 다중 구성 형태를 고려한 QoS 기반의 서
비스 구성 문제
안길승, 허선(한양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이동호(한양대학교)

E2 1120호

B3.4 O
 ptimizing Robot Task Sequences and Cleaning Plans for Dualarmed Cluster Tools with 2-cyclic Chamber Cleaning Operations
이태경, 이태억(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B3.5 해
 양플랜트 배관 스풀 제작을 위한 자재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
 중구, 김호정, 허희영
박
(삼성중공업(주) 중앙연구소 ICT융합기술센터)

B3.3 다
 중 슬롯 클러스터 장비의 페트리넷 모델링 및 운영 효율성 분석
지영준, 이태억(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
확률/통계
B4 최적화
B4.1 자
 기상관성이 존재하는 복합형 데이터에 대한 이상 탐지 알고리즘
김효중, 김희영(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B4.2	고차원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Variational Autoencoder 기반
관리도
이슬기,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4.3 H
 ighly Efficient Process Capability Indices under
Contaminated Data
Lee Donggeun, Jung Ryeji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좌장 : 이동희(한양대학교)

E2 1119호

B4.4 데
 이터 기반의 핵심 반도체 제조 공정 선정에 관한 연구
양진경, 이초희, 이동희(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4.5 랜
 덤 포레스트 기반 다변량 관리도를 이용한 공정불량탐지 및
원인분석
목충협, 김영훈,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인간/인지공학
(2)
B5 최적화
B5.1 RGB-D Camera 기반 Mobile Device를 활용한 원격 협업 지원
방법

| 10:10~11:40

좌장 : 김경도(홍익대학교)

E2 B102호

B5.3	스타일러스 사용성 개선 및 산업 활용 사례 조사

박경진, 임용환, 심재문, 김경도(홍익대학교 산업공학과)

최성호, 김민석, 이재열(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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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ssions

B Session

B5.2	스마트안전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요소 개발

B sessions

류도현, 김기훈, 김민기,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E2 1223호

B6.1 Semi-Supervised Self-Organizing Map for Regression

B6.3 텍
 스트 분류를 위한 삼각 비교 측정을 기반으로 한 변수 선택

B6.2	Anomaly detection을 이용한 프로세스 비교 분석

B6.4 정
 보이론을 적용한 국내 자동차 시장 수요예측:
온라인 소비자 리뷰를 중심으로

최우식,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안예린, 정재윤(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장시영,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C sessions

(1) (3)
정보시스템
B6 최적화

E2 B105호

B7.3 적층 제조의 환경영향분석

 성호(공군사관학교 시스템공학과), 조태환(공군 연구분석평가단),
김
이용균, 구효진, 최부용, 김동수(공군사관학교 기초과학과)

포스터 세션 Ⅰ, Ⅱ

B7.1 E
 MG 신호를 활용한 조종사 비행경험 수준별 Anti-G Straining
Maneuver (AGSM) 수행도 비교

좌장 : 박재훈(대구한의대학교)

권주연(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
마정목(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김남훈(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

B7.2 연구개발사업화 효율성 평가방법 연구

박재훈(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공학부 산업품질공학),
성시일(인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1:00~11:40
(1)
정헌학술대상
수상 기념 강연 및 튜토리얼
B8 최적화
B8.1 산업공학 관점의 자동차 공장 제조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대한
문제
문덕희(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좌장 : 김윤배(성균관대학교)

E2 1228호

대학생 경진대회

(1) 산업공학
경영/기타
B7 최적화

D sessions

오상호, 김예진, 모정훈(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http:// ki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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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3)
C1 최적화
C1.1

딥러닝 기반 강화학습을 이용한 토목 공정 계획
 민기, 우성철, 정요한, 박진규, 문일철
지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C1.2 Deep Q-network를 통한 미래 전장 무인전투기 임무 수행 알고
리즘
이경택, 김상진, 김창욱(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박진규(KAIST)

E2 B105호

C1.4 심
 층 강화 학습을 통한 토목 공정 최적화
 성철, 정요한, 지민기, 문일철, 박진규
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C1.5 K
 -NNDD by DTW distance를 통한 데이터 클러스터링과 RNN
LSTM을 활용한 공정 이상 패턴 분류 모델 제안
권상현, 안민정, 이홍철(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1.3 Multi-task ConvLSTM 네트워크를 통한 풍력 터빈 예측
우성철, 박진규(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최적화 (1)
(2)
C2 최적화
C2.1 다중보상 오리엔티어링 문제

노동진,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2.2 자
 동화 고속도로에서의 라우팅 문제

 영민(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기
나병수(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생산/물류관리
(2)
C3 최적화
C3.1 비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을 이용한 주문량
결정 에이전트 모델
이상엽, 정봉주(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C3.2 물류센터 피킹(Picking)을 위한 재고 보충방식 개선방안 연구
김병기, 김선호(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E2 1225호

C2.3 데이터 동화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자가진화 방법 설계

백의현, 배장원, 강동오, 이천희, 정준영, 김기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일철(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C2.4 DBMS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기법
이천희, 백의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좌장 : Biswajit Sarkar(한양대학교)

E2 2501호

C3.3 반
 도체 설비 Port에서 Unload 대기를 통한 물류 시스템의 효율
성 향상
신명구, 김대규(삼성전자)

C3.4 E
 ffect of Carbon Tax and Uncertainty in an Economic Policy
for Second Generation Biofuel Supply Chain
 aqas Ahmed, Mitali Sarkar, Biswajit Sarkar,
W
Sung-jun Kim(한양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4)
정보시스템
C4 최적화

좌장 : 전치혁(포항공과대학교)

E2 1223호

C4.1 S
 parse Logistic Regression with Discrete First Order Methods

C4.3 반도체 설비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변수선택 알고리즘 개발

C4.2 T F-IDF based Association Rule Mining for a Large
Transaction Data

C4.4 A
 Classification Method for Multisensor Data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도형록,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ek-Ho Lee, Su-Dong Lee, Chi-Hyuck Jun
T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2)
경영공학
C5 최적화
C5.1 자연어처리를 통한 단일특허 키워드 추출 방법론

노태연, 정유진, 윤병운(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C5.2 거
 래사례 중심의 기술가치평가에서 입자 군집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방법을 이용한 가치 결정요인들의 가중치
추정연구
김병훈, 이종택, 성태응, 박현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기회
분석실), 홍재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재웅(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사업기회분석실)

C5.3 정
 부의 창업지원제도가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이운식(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김성욱(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규진, 김경준, 전치혁, 정일교(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현구,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이운식(부경대학교)

E2 1119호

C5.4 기
 술가치평가를 위한 사업화 준비 기간 및 비용 추정 개선 방안
연구
 종택, 성태응, 김병훈, 박현우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기회분석실)

C5.5 A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Selecting Maintenance
Technology: A case of Transmission Line Maintenance
Suriyawong Sarayut, Sungjoo Lee(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진혁, 장영재(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C6.3 시험평가자료 분석을 통한 탄약수명 추정

C6.5 클
 래스 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군집화 기반 언더샘플링 기법
오주혁, 백준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해용(항공기술연구소 항전탄약신뢰성연구실),
손석희(공군 항공기술연구소)

(1)패널토의
교육본부
C7 최적화

좌장 : 김덕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2 1501호

좌장 : 문일경(서울대학교)

E2 1228호

C7.1 [패널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공학 교육 발전방향: SWOT 분석
박진우(서울대학교), 유석규(VMS Solutions), 김성범(고려대학교),
황상흠(루닛)

물류 및(1)
공급망 관리 워킹그룹 특별세션 (1)
C8 최적화
C8.1 역물류 불확실성을 고려한 공급사슬 운영 모델

 준락, 정병도(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
강윤철(홍익대학교 산업공학과), 정봉주(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C8.2	최소 비용할당을 사용한 최근린 배차규칙 기반 온라인 지게차
운영 알고리즘
권보배(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손정열(대우조선해양),
하병현(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1) 워킹그룹 특별세션
스마트제조
C9 최적화

C8.3 보
 충 주기 및 다중 운송수단이 고려되는 수소 공급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반복 절차적 수리계획모형 기반 유전 알고리즘
우영빈, 김병수(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8.4 A
 Study on the Distribution Robust Solution Methods for the
Newsvendor Problem under Demand Uncertainty
최서현, 문일경(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신동민(한양대학교)

E2 2504호

주제 : 대학에서의 스마트팩토리 교육과 연구
C9.1 스마트공장 추진현황과 대학의 역할
이진성(스마트공장추진단)

C9.2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례 발표
김성태(㈜아이지)

C9.3 지
 능정보기술과 생산제조기술의 융합 - 지능정보융합제조
연구센터
장태우(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9.4 Cutting-edge but Sustainable 교육 - 스마트제조러닝센터
신동민(한양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특별세션
신임교원
C10 최적화
C10.1 Variations on Sparse Bayesian Kernel Regression
손영두(동국대학교 산업경영시스템학과)

C10.2 신뢰성 공학 : 가속시험의 종류와 향후 연구 방향
성시일(인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강석호(성균관대학교)

E2 1122호

C10.3 Efficient Predictive Modeling under Practical Constraints
강석호(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A sessions

박   일,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태구(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6.2	에너지 버퍼의 이론적 모델 및 최적 제어

B sessions

C6.4 스
 마트그리드에서 시간대 선호도를 반영한 실시간 가격 책정
모형: 게임이론적 접근

C sessions

황수진, 신민정, 동예빈, 김태구(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2 1120호

D sessions

C6.1 한국 영화시장에서의 흥행 영향 요인 변화 분석

좌장 : 이덕주(서울대학교)

17

포스터 세션 Ⅰ, Ⅱ

(1)
기타 산업공학
(2)
C6 최적화

| 14:40~16:10

대학생경진대회

C Session

http:// ki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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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4)
D1 최적화
D1.1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정압기 이상 감지
조우진, 박진규(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D1.2 랜덤 위치 측정물의 3차원 좌표식별을 통한 조립오차 검출
 혜림(UNIST 기계공학과),
김
김덕영(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D1.3 기
 계시스템 이상진단을 위한 Abrupt 분산분석 기반 멀티센서
시그널의 차원 축소

좌장 : 박진규(KAIST)

E2 B105호

D1.4 D
 evelopment of Smart Farm IoT Interface using MQTT
Protocol for Cloud Environment
Heesoo Kim, Hyunsoo Lee(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D1.5 M
 SET(Multivariate State Estimation Technique)과 RTC(Real
Time Contrasts)를 이용한 기계시스템 고장예지
신광수, 백준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하영(UNIST 제어설계공학과),
오
김덕영(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1)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5)
D2 최적화
D2.1 웨
 이퍼 Bin Map 데이터 기반의 불량 탐지 및 시각화를 위한
Bin2Vec 기반의 합성곱 신경망 분류기
 준홍, 김형석, 박재선, 모경현, 강필성
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2.2 자
 유로운 문자열 기반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LSTM 기반 이상치
탐지 기법

좌장 : 김덕영(UNIST)

E2 1122호

D2.3 합
 성곱 신경망을 사용한 약지도학습 기반의 감성분류 및 단어
어텐션
이기창, 정재윤, 서승완, 김창엽,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2.4 AR 기반 개방형 개인화 제조서비스 모니터링 및 협업지원
 희철, 손지연, 강현철, 이은서, 한효녕, 김민기
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준홍,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생산/물류관리
(3)
D3 최적화
D3.1 저온 신선식품 특성에 따른 공급망 설계 분석 및 블록체인 응용
 혜정, 간자르알피앙, 이재호, 이종태
안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좌장 : 백정우(조선대학교)

E2 2501호

D3.3 개
 인제조에서 3D 프린팅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지원 부품을 제
공하는 부품카탈로그 시스템
유여정, 도남철(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D3.2 수
 주 잔량을 고려한 불확실한 단일 수요 제조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진혁, 장영재(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 (5)
정보시스템
D4 최적화
D4.1 M
 ulti-task Learning for Virtual Metrology Model with Multioutputs and Heterogeneous Data

좌장 : 박진수(용인대학교)

E2 1223호

D4.3 딥러닝 기반 교통사고 지점명 인식

송은영, 김기현, 최회련, 이홍철(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성호,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엄민용, 태재웅,
박
안순선, 이준헌(SK 하이닉스)

D4.2 일일 행위 데이터 기반의 대학생 생활습관 파악 사례연구

김기훈, 배영목, 류도현,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6)
정보시스템
D5 최적화
D5.1 코
 스피 상장 기업의 다중 레이블 분류를 위한 산업군 키워드 사
전의 구축: 단어 임베딩 공간 사이의 선형변환 학습을 중심으로
민동영, 조성준(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5.2 D
 ata-Driven Forecasting Method for Intermittent Demand
곽민구,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김성범(고려대학교)

E2 1225호

D5.3 랜
 덤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한 수질 오염원 위치 탐색 모델 제안
 유진(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미림(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이
박철진(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D5.4 S
 equence Oversampling Method Us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이한규,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기타 산업공학
(3)
D6 최적화

D6.2	A Demand Forecasting for Domestic Electric Vehicle using
Diffusion Model and Comparative Analogy Method

E2 1120호

D6.3 다
 수의 협력적인 의료기관을 고려한 다중손상사고 발생 시 환자
수용 결정 모델 설계
이현록, 이태식(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D6.4 전투기 수리부속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Hybrid 기법
박민규, 백준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 sessions

 영진, 김수영, 권상현, 송은영, 임희찬, 이홍철
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김성준(조선대학교)

 진수, 박일,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신
김태구(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WISET](1)
여성 공학도를 위한 강연
D7 최적화
[시상식]

19

좌장 : 김현정(성균관대학교)

E2 2504호

좌장 : 하병현(부산대학교)

E2 1228호

WISET/KIIE젊은연구자상 시상식

물류 및(1)
공급망 관리 워킹그룹 특별세션 (2)
D8 최적화

D8.3 S
 upply Chain Contracting under Emission Taxation : Promoting
Supplier’s Environmental Innovation

박은정(부산대학교 물류IT협동과정), 하병현(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박건수(KAIST 경영대학), 김보성(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School of Management), 김상원(CUHK Business School，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정세윤(ETRI)

D8.2	고객의 주문취소를 고려한 선적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강경훈(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
홍기성, 김기홍, 이철웅(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교수 추모 특별세션
故 김영대
D9 최적화

대학생경진대회

D8.1 컨테이너 터미널 시뮬레이션을 위한 외부 트럭의 게이트 출입
이벤트 생성

좌장 : 최성훈(상명대학교)

E2 1501호

1부 : 故 김영대 교수 추모 / 사회: 방준영(성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2부 : 故 김영대 교수 연구논문 발표 / 진행: 이동호(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D9.1 A Branch-and-bound Algorithm for a Two-stage Hybrid
Flowshop Scheduling Problem Minimizing Total Tardiness
이근철(건국대학교 경영학과)

포스터 세션 Ⅰ, Ⅱ

D sessions

[초청강연] Back to the basic! (연세대학교 손소영 교수)
질의응답

C sessions

D6.1 토픽 모델링 및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공백 기술 예측 :
특허 및 연구 논문의 특성에 따른 특허지도 접근법

| 16:20~17:50

A sessions

D Session

D9.2	Scheduling for an Arc Welding Robot Considering Heatcaused Distortion
김화중(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D9.3	A Lagrangian Heuristic Algorithm for a Public Healthcare
Facility Location Problem
김동근(서울연구원)

http:// ki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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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I 10:10~11:40

■10:10~11:40■

포스터 (1)
세션 I
P1 최적화
P1.1

CNN을 사용한 PLC 설비의 이상 동작 탐지
이강토(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임도형(엑셈)

P1.2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상 스마트 공장 구축 및 활용
하수정, 전인걸, 임채덕(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3 강화학습을 이용한 자가진화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의 데이터
동화
강동오, 배장원, 이천희, 백의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4 전자세금계산서데이터 기반 실시간 가치사슬 구축 모형
전윤수, 홍정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P1.5 제약조건 있는 IGTA 알고리즘을 이용한 DSM 모듈링 공용화 및
제품 플랫폼 설계
배준규(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김현정(성균관대학교)

KI빌딩 1층 로비

P1.10 개
 발 초기단계 착용형 장비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
이혜원, 현도경, 서무경, 김성환(LIG넥스원)

P1.11 N
 elson-Siegel 모델을 활용한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김기현, 유제용, 김장호(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1.12 국
 내 주식시장에서 강건최적화 포트폴리오와 팩터의 관계
분석
이은지, 이한송, 김장호(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1.13 에이전트 기반 한국 주택시장 모델링
황인빈, 정덕종, 박민정, 최서준, 박선영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P1.14 스마트공장 시스템 통합을 위한 객체홀론의 경량적 표현 및
운영 방법
정여진, 신승준(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P1.6 이산시간 Geo/Geo/c/c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평균 고객수 예측
이두호, 문성동(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1.7

 -노드 병렬형 대기행렬 네트워크에서 고객 평형 상태에서의
K
가격책정 전략
 두호, 장건희, 강혜령, 김정길, 박기범, 박민수, 성수용,
이
표정수(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1.8 2-노드 직렬형 대기행렬 네트워크에서 고객 평형 상태에서의
가격책정 전략
이두호, 문성동(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1.9 Effective Use of Units for Search Operations in Restricted Areas
손창호, 김강원(육군3사관학교)

P1.15 공학해석용 최적 격자 생성을 위한 휴리스틱 방안
김준성, 정호균(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승근,
김재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형준(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P1.16 통합 모의연동을 위한 다중해상도 모델링 방법론
최용환, 이태억(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P1.17 LSTM 과 LDA 를 활용한 플랜트 문서 분석 접근법
김지섭(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포스터 세션 II 14:4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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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빌딩 1층 로비

P2.10 한
 국표준형(OPR1000) 원자력발전소 노심반응도 민감도 분석

P2.3 회
 로카드의 실제 발열온도를 고려한 무기체계 신뢰도 예측기법
연구

P2.12 중
 수로 노심코드체계 개정에 따른 비정상노심출력분포 생산
모델 불확실도 검토
김영애, 박동환(한국수력원자력)

임성준, 용화영, 정재우, 박경덕, 차종한(LIG넥스원)

P2.13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음 건강피해비용 분석
P2.4 K
 ano-QFD 통합모델을 이용한 미용 건강기능식품의 설계품질
개선방안 연구
이지선(국민대학교 바이오발효융합학과)

P2.5 초보 동기부여 강사의 섭외율 향상을 위한 해결책 연구
 경기(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배수영, 이승윤,
민
이창수(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구정인(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6 지수가중이동평균을 이용한 핵연료 제조 공정 이상원인 감지
이태훈, 조창근(한국원자력연구원)

P2.7 신
 재생 에너지 분야 학습률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구축
김한성, 최동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2.8 동
 남권 제조기업의 전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전략적 SCM을 위한 기업의 동적역량을 중심으로 이운식(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권회순(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황상돈(경남산업정책연구원)

P2.9 DEA 분석을 통한 의류소매 대리점의 효율성 평가
이운식(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박성웅(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김경아, 신정우, 오명진(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2.14 시
 중 은행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전환 의도 분석:
PPM 모델을 중심으로
박준성, 이종호, 전재현, 박희준(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P2.15 해
 군 첨단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운용자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변화몰입 관계 연구
김진중, 유민상, 박희준(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P2.16 비
 접촉식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소형선박 트랜섬의 역설계와
개선설계 사례
이동건(국립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김우재, 정기석(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

P2.17 V
 aluation of Plain Vanilla Option Prices Under the Geometric
Brownian Model and the Merton Jump-diffusion Model
with Local Volatility functions using a Markov Chain
Approximation
한규식(전북대학교 경영학부)
손영두(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C sessions

류의승, 박동환(한국수력원자력)

이준섭, 이문형, 정병도(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D sessions

P2.11 중수로연료의 축방향 출력분포에 따른 임계열속 민감도 평가
P2.2 자
 원 공유 계획을 통한 최적 공급사슬 설계 및 운영

B sessions

문상래(한국수력원자력)

김준락, 정봉주(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포스터 세션 Ⅰ, Ⅱ

P2.1 B
 uilding Energy Prediction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Building Retrofit Strategies

좌장 : 김현정(성균관대학교)

대학생경진대회

포스터 (1)
세션 Ⅱ
PB P2 최적화

A sessions

■14:4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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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 경진대회
•09:30~10:00 등록
•10:00~12:00 포스터 발표 1
•13:00~15:00 포스터 발표 2
•16:00~17:00 구두 발표
•17:30~18:00 시상식

■10:00~12:00■

박범진, 남길현, 이희남, 최광렬(대진대학교 산업공학과)

DP1.3 공
 컨테이너 재배치 비용 절감을 위한 접이식 컨테이너 운용 방안
제시
 희옥, 김다솜, 곽종훈, 김태환, 박용석, 이재원
왕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P1.4 기업 리뷰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기업 분석 시스템 개발
 승욱, 이종태, 전영근, 이수현, 송승연
이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P1.5 낙상사고 감지 및 예방을 위한 IoT 스마트 헬멧
안준영, 김찬희, 김영선, 황규하(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DP1.6 데
 이터 분석 방법론 기반의 와이블 분위수 관리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품질관리 개선

 재경, 김도연, 김민주, 서승우, 김소정, 소유니
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P1.8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색채와 조명 최적 방안 연구
박진상, 정므엘, 박채린(홍익대학교 산업공학과)

C sessions

DP1.2 공정분석을 통한 산업체 개선

DP1.7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제품기획 프로세스 개발

DP1.9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판매기 관리시스템
 교문, 장민성, 김준호, 김혜나, 김민정
추
(경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P1.1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요예측을 통한 최적 배치 프로
세스 개발
 연경, 이진환, 조성민, 배명훈, 간정훈
김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P1.11 스
 마트폰의 소프트 키보드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버튼 크
기 분석
이상현, 최주환(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윤길원, 방선호, 박정열(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13:00~15:00■

포스터 (1)
발표 II
DP2 최적화
DP2.1 안면형상을 고려한 마스크용 김서림 방지 패드 설계 및 평가
 혜림, 염수빈, 이상현, 장리나, 최주환
강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P2.2 여
 러도시 여행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및 다구간 항공권
검색 서비스
김예린, 박성준, 권예지(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P2.3 인공신경망 기반의 해외 선물지수 예측 모형
배지원(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이종규(홍익대학교 산업공학과)

DP2.4 정
 수 계획법 및 최적화 S/W를 이용한 주간 생산계획 및 근무
자일정계획 자동화
 의재, 김상래, 임은수, 전진수, 문선영
이
(성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P2.5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이용한 CCTV 설치 최적 방안
김아름, 김나경, 김진석(강원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좌장 : 정홍인(경성대학교)

KI빌딩 2층 매트
릭스홀 앞 로비

DP2.7 지하철 심야 운행 최적화
최제인, 이용균, 권진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P2.8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분리형 열차 도입 및 신 노선 개통
 성택, 박정빈, 이상진, 김영민, 이정윤
원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DP2.9 특수학교 학생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특수학교 버스노선
최적화
박성준, 하병협, 김주연, 박지명, 전세은, 전우성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DP2.10 한정된 정보가 주어진 경쟁 환경에서의 승률예측 및 경쟁전략
설계
최인수, 유정수(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P2.11 화학공장 연쇄 폭발 방지를 위한 설비 배치 최적화
김동욱, 박유진, 이병선, 이윤한, 이해강(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DP2.6 주차장 관리 시스템과 비콘을 접목시킨 산업공학적 효율성 연구
김나연, 고병식, 이영환, 이준환, 최재윤, 허   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 포스터 발표 후 상위 4팀은 구두발표(15:00~16:00, KI빌딩 매트릭스홀)를 통해 상 등위(대상, 금상, 은상)가 선정 됨.

D sessions

김승준, 원종서(공군사관학교 시스템공학과)

KI빌딩 2층 매트
릭스홀 앞 로비

포스터 세션 Ⅰ, Ⅱ

DP1.1 공군 훈련용 경항공기 엔진 정비작업 개선

좌장 : 정홍인(경성대학교)

대학생경진대회

포스터 (1)
발표 I
DP1 최적화

A sessions

제13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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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ssions

포스터포스터
발표 Ⅰ
세션10:00~12:00
| 포스터
| 포스터
발표 세션
13:00~15:00
14:40~16:20
1 10:20~12:00
Ⅱ2

http://http://
kiie.org
ki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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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소 안내

교통
안내
KAIST
CAMPUS
KAIST
CAMPUS
MA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레카
길
학사길

벗꽃길

동 문 (East Gate)

우리별길

로
카이북
동산길

W4-4

E5
Faculty Club
장영실길

W4-3
W4-2

둘레길

W2 1층 서측식당
(서맛골)

E5창1층 동측식당
의(동맛골)

E4
KI빌딩

대운동장길

길

E3-3

오리연못길

W4-1

E2
산업경영학동

느티길

E18-1

E18

로
카이동
로
카이서

(Main Gate)

■E2 (산업경영학동)

학술대회 등록 및 주행사장

■E4 (KI 빌딩)

포스처 세션 및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E5 (동측식당 1층)

중식(학술대회 참가자)

■W2 (서측식당 1층) 중식(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E5 (Faculty Club)

석식(정회원)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 유성금호고속터미널 하차 후 택시 이용(총 거리 : 약 3.14km, 소요시간 : 약 10분)
•기차 : 대전역 도착 후 지하철 이용 → 월평역 하차 → 택시 이용(총 거리 : 약 1.7km, 소요시간 : 약 5분)
※ 월평역 E-mart Traders 맞은편 KAIST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무료셔틀 이용가능(셔틀버스 이용시간은
셔틀버스 안내 참조)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전문 출판사
공학의 마에스트로 산업공학
대한산업공학회 지음 | 176쪽 | 10,000원
산업공학은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설계, 계획,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산업공학 전공자는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다기능 기술을 갖추고 고도화된 지식경제 사회를
주도적으로 리드해 가는 산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
대한산업공학회 지음 | 248쪽 | 13,300원
본 교재는 산업공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을 선별하여 산업공학에 대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이야기’라는 편집 취지에 맞도록, 산업공학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나
산업공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색상형ACD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최병규·김현식 지음 | 176쪽 | 14,500원
색상형ACD는 확장형 및 파라미터형ACD를 온라인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킨 모델링 형식론이다.
본 교재를 보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산업공학과 학사과정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과목을 손쉽게 이해할 것이다.

마케팅 담당
서울•경기 공통

부산·경상·강원

대전·대구·강원영동

전라·천안·청주

함승형 부장

박현수 차장

이훈섭 대리

010-4708-8260 / gastin10@naver.com

010-9369-1052 / binolove@naver.com

010-5004-6642 / cmg6693@naver.com

[ Industry 4.0_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

IEG SMART FACTORY SOLUTION
MES

델타로봇 Data
다관절로봇 Data

MES

Vision Data
SCADA

SCADA

Profibus

RFID Data

EtherCAT
CC-Link
각 공정 디바이스 데이터 취합

Servo Data
DB Server

DB Server

Smart Factory Device

MES System

Smart Factory Test Bed

①
팔레트 이송
(소재공급)

②
RFID Tag
Data WR.

③
1차 조립
(델타로봇)

④
1차 검사
(Vision)

⑧
RFID Tag
Data RD

⑦
로봇 이송

⑥
2차 검사
(Vision)

⑤
2차 조립
(커버 조립)

⑨
1차 완제품
분해 및 이송

⑩
2차 완제품
분해 및 이송

⑪
팔레트 이송

⑫
팔레트 대기

※ 스마트팩토리실습실 Top View

MES(SCM, ERP)

CPS (Digital Twin)

POP Display

제품 분해 공정라인

Cloud

SERVICE
CLASS

APPLICATION
CLASS

제품 생산 공정라인

NETWORK
CLASS

Server(OPC, MES, CPS)

Modbus(M2M)

DEVICE
CLASS

Fieldbus

PLC(Controller)

Smart Factory Test Bed

IO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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