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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트 COVID-19 시대 의
인공지능과 IE/MS

일시 | 2021. 6.

2 (수) ~ 5 (토)

장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주요 일정

참가자 사전등록 안내

6월 2일(수) … 각 학회별 워킹그룹/연구회 모임

•사전등록 기간 : 2021년 4월 15일~5월 24일까지

6월 3일(목) … 일반논문 구두/포스터 발표
특별세션, 산업체 초청세션
튜토리얼
개회식 및 초청강연

•온라인 등록처 : kiie.org/conference 사전등록 신청
•문의처 : 02) 523-3095, 3096

현
 장 등록대   

6월 4일(금) … 일반논문 구두/포스터 발표
특별세션, 산업체 초청세션
튜토리얼

6월 3일(목), 6월 4일(목) 오전 8시~, 제주 ICC

문의처

6월 5일(토) … 각 학회별 워킹그룹/연구회 모임

•대한산업공학회(주관학회)
- 초록 및 논문/참가비/영수증/참가확인서 :

참가비
회원구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

정회원 & 종신회원

120,000원

150,000원

80,000원

100,000원

220,000원

250,000원

대학생회원/준회원/학생회원
비회원

02) 523-3095 / admin@kiie.org / 홈페이지 kiie.org
- 기업/연구소 특별세션 개설/전시부스 / 후원 / 협찬 문의 :
02) 523-3096 / master@kiie.org
•한국경영과학회
02) 522-5577 / korms@korea.com / 홈페이지 www.korms.or.kr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0-01- 0569-460, 사)대한산업공학회

주관 :

   

주최 :

   

후원 :
협찬 :

   
    

    
(MOT)

전시 :

  

  
  

  
  

  

  

   
  

  

  

SNSENG

대한민국 No.1 시스템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에스앤에스이앤지(주)

19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국방·항공우주·철도·원자력 등
대형, 복잡 시스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최적의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솔루션 연구 및 서비스 제공

Systems Effectiveness
고객 요구사항 충족

Affordable Cost
수명주기비용 충족

Acceptable Risk
수용 가능한 리스크

“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 ”
주요사업
시스템엔지니어링 ( 컨설팅 | 교육 | 용역 ) 함정 및 선박 ( R&D | 설계 | 감리 )
솔루션 공급 ( Cradle | SEER | ARM ) 컨설팅 및 인증 ( CMMI | 재난안전 )
서울 연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110호 | TEL : 02-867-6158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1203호 | TEL : 051-462-6157 | http://sns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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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조직위원회 / 참가등록 안내

존경하는 대한산업공학회 및 한국경영과학회 회원 여러분!
항상 행복이 가정 내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공학회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경영과학회와 공동으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합니다. COVID-19의
재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원
상호간 교류와 친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년 추계학술대회보다 진일보한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어는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산업 활동이 강조되는 시대 상황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총 논문 수는 400여 편으로 재작년 대비 3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세션에 더하여 (사)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의 초청강연과 19개의 산업체 및 특별 세션, 3개의 튜토리얼 세션을 진행합니다. 특히 그동안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교직에서 은퇴하신 포항공과대학의 전치혁 교수님과 서울대학교의 박용태 교수님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습니다. 원로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은 회원 간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회가 발전한다는 신호이기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으로부터 산업공학
및 경영과학의 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본 행사 기간 동안에 회원 여러분께서 불편함없이 유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그리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김 창 욱

조직위원회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 명단
학회명(가나다순)

역 할
조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직

위

성 명
원

소 속

장

김 창 욱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술대회 조직/운영

김 병 수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술대회 조직/운영

권 상 진

UNIST 산업공학과

학술대회 조직/운영

김 현 정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학술대회 조직/운영

백 정 우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워크숍

조직/운영

박 철 진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워크숍

조직/운영

정 병 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총괄본부

총무이사

장 태 우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총괄본부

재무이사

김 도 현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 외 협 력 본 부

김 성 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 외 협 렵 본 부

조 영 상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

장

모 정 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사

김 현 우

경일대학교 철도학부

술

학

부

술

회
이

참가등록 안내
사전등록 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 2021년 5월 24일(월)까지
사전등록 방법 : 대한산업공학회 홈페이지 참조(http://kiie.org)
현장등록 : 3층 로비
•6월 3일(목) 오전 8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서로 조심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며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주제로 2021년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세계적인 관광지이면서
자연과 연결되어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창욱 교수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와 학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치를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여러 기업과 단체, 김태업 서귀포 시장님,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물섬 제주의 왕관이라고 표현되는
제주올레를 만드신 서명숙 이사장님의 기조 강연과 후학들을 위해 평생의 연구 업적을
소개하실 전치혁 교수님과 박용태 교수님의 특별 세션, 튜토리얼, 산업체 특별 세션을
포함한 다양한 세션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방이 시멘트로 둘러싸인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세션이 끝난 후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휴일에는 제주의 올레길을
걸으면서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길가에 핀 꽃, 풀과 나무, 돌담, 바다와 오름을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기운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주관학회 대한산업공학회 회장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변 재 현
한 현 수

•6월 4일(금) 오전 8시~
구분

회원구분
대한산업공학회

학술대회
등록비

한국경영과학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종신회원

120,000

150,000

준회원/대학생회원

80,000

100,000

정회원/종신회원

120,000

150,000

학생회원(석사과정까지)

80,000

100,000

220,000

250,000

비회원 등록

점심식사 안내
1) 델리지아(3층 한라홀 옆 위치) : 120명 입장 가능
2) ICC 직원식당(1층 크록매장 안쪽 위치)
3) 제공시간 : 11:00~12:00, 12:00~13:00, 13:00~14:00
※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식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식사 시간을 나누어 식사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식사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식권은 명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 제공 안내
제주공항에서 ICC 행사장까지 버스를 제공하오니 프로그램 교통안내를 참고하여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처(주관학회 사무국)
대한산업공학회 사무국 / TEL : (02) 523-3095, 3096 / E-mail : admin@kiie.org

초대의 말씀 / 조직위원회

http:// kiie.org

초대의 말씀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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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안내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일정

3층/삼다홀
303
A

6월 2일(수요일) : 각 학회 워킹그룹/연구회 모임

301

6월 3일(목요일) : 개회식 및 학술대회
시 간
08:00~

09:00~10:30

전체 일정표 / 행사장 안내도

http:// kiie.org

전체 일정표

프로그램

303
B

302

장 소

등 록

3층 로비

A1. [특별세션] 지능형제조융합 연구조합(KIDMA)

삼다홀 A

A2. [특별세션] 데이터마이닝과 산업체연구

삼다홀 B

A3~PA. 구두발표 / 포스터 발표

10:50~12:20

B1. [특별세션] 스마트 생산운영(VMS Solutions)

삼다홀 A

B2. [특별세션] 뉴노멀 시대의 경영과학, 그리고 산업의 변화

삼다홀 B

B10. [튜토리얼] 이공계 대학원생 프로그램 “금융공학, AI 그리고 블록체인”

402B

12:20~13:30

중 식(11:00~14:00)

델리지아/ICC 직원식당

13:00~13:20

대한산업공학회 이사회

탐라홀

13:30~14:20

14:30~16:00

개회식
초청강연

공동조직위원회 환영사, 대한산업공학회 회장 인사, 내빈소개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포스트 COVID-19 시대, 길에서 답을 찾다”

탐라홀

C1. [특별세션] AI/Big Data기반 DX 컨설팅 사례(LG CNS Entrue Consulting)

삼다홀 A

C2. [특별세션] 공기업, AI 응용사례

삼다홀 B

4층

C3~PC. 구두발표 / 포스터 발표
C10. [튜토리얼] 디지털 헬스케어

402B

D1. [특별세션] 인공지능 기반 산학과제
16:20~17:50

삼다홀 삼다홀
A B

B3~PB. 구두발표 / 포스터 발표

401
A

401
B

402
A

삼다홀 A

D2~PD. 구두발표 / 포스터 발표
D10. (16:20~17:30) [튜토리얼] 그래프 기반 기계학습
(17:30~18:00)

[튜토리얼] 한국연구재단, 연구제안서 선정되기까지(산업공학 분야)

402B

6월 4일(금요일) : 학술대회
시 간
08:00~

09:00~10:30

10:50~12:20

프로그램
등 록

3층 로비

E1. [특별세션] 철강산업 AI(포스코)

삼다홀 A

E2~E9. 구두발표
E10. [특별세션] 국방경영분석연구

3층 로비

F1. [특별세션] 투자 경영 공학

삼다홀 A

F2. [특별세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지원 및 미래인재양성

삼다홀 B

F3~F9. 구두발표
PF. 포스터 발표

13:40~15:10

중 식(11:00~14:00)

402B

5층/탐라홀

3층 로비
델리지아/ICC 직원식당

G1. [특별세션] 반도체산업 AI(SK하이닉스)

삼다홀 A

G2. [특별세션] 산업 AI(전문인력 양성사업)

삼다홀 B

G3~G9. 구두발표
G10.[특별세션] 스마트 조선과 디지털 트윈
PG. 포스터 발표

15:30~17:00

402B

PE. 포스터 발표

F10. [특별세션] 산업공학 교육 현황과 발전방향(교육본부 패널토의)
12:20~13:40

장 소

402B
3층 로비

H1. [특별세션] 데이터애널리틱스

삼다홀 A

H2. [특별세션] 기술경영 "Emerging paradigms of innovation: Transition of MOT"

삼다홀 B

H3. [특별세션] 강화학습과 디지털트윈 활용 제조 AI

301A

H4~H9. 구두발표
H10.[특별세션] 해외학자세션

6월 5일(토요일) : 각 학회 워킹그룹/연구회 모임

402B

탐라홀 탐라홀 탐라홀
C
B
A

402
B

춘계공동학술대회

14

16

17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6월 4일(금요일) :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6월 3일(목요일) :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시 간
08:00~

A 세션
09:00~10:30

시 간

프로그램

진행 / 좌장

등록

B세션

13:30~14:20

C 세션
14:30~16:00

김성일(울산과학기술원)

302B

E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5)

송보미(한국항공대학교)

303A

E6. 공공/산업체 응용 (3)

김도훈(경희대학교)

303B

E7. 인간/안전공학 (1)

박우진(서울대학교)

401A

E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0)

이현수(금오공과대학교)

401B

E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1)

유재홍(인천대학교)

402A

이문걸(국방대학교)

402B

F1. [특별세션] 투자 경영 공학

장우진(서울대학교)

삼다홀 A

삼다홀 A

F2. [특별세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지원 및 미래인재양성

김남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삼다홀 B

F3. 경영공학 (7)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F4. 생산/물류 분야 (5)

고영대(세종대학교)

302B

F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6)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3A

A3. 경영공학 (1)

김성준(조선대학교)

301A

A4. 생산/물류 분야 (1)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302B

A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1)

윤장혁(건국대학교)

303A

A6. 최적화 (1)

이종성(한국교통대학교)

303B

A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1)

이현진(KAIST)

401A

A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

손영두(동국대학교)

401B

A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2)

강성우(인하대학교)

402A

김희영(KAIST)

402B

E 세션
09:00~10:30

E10. [특별세션] 국방경영분석연구
10:30~10:50

휴식

휴식

301A

B2. [특별세션] 뉴노멀 시대의 경영과학, 그리고 산업의 변화

김창희(인천대학교)

삼다홀 B

B3. 경영공학 (2)

이덕주(서울대학교)

301A

B4. 생산/물류 분야 (2)

송병덕(경희대학교)

302B

F 세션

B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2)

염세경(동국대학교)

303A

10:50~12:20

F6. 최적화 (3)

장성용(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3B

B6. 최적화 (2)

김흥섭(창원대학교)

303B

F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4)

백정우(조선대학교)

401A

B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2)

안광원(연세대학교)

401A

F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2)

유재홍(인천대학교)

401B

B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4)

이종태(동국대학교)

401B

F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3)

황성욱(홍익대학교)

402A

B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5)

이종석(성균관대학교)

402A

이동희(한양대학교)

402B

정병도(연세대학교)

402B

G1. [특별세션] 반도체산업 AI(SK하이닉스)

김창욱(연세대학교)

삼다홀 A

G2. [특별세션] 산업 AI(전문인력 양성사업)

장태우(경기대학교)

삼다홀 B

G3. 경영공학 (8)

조남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G4. 생산/물류 분야 (6)

은준엽(고려대학교)

302B

G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7)

류민호(동아대학교)

303A

G6. 최적화 (4)

권상진(UNIST)

303B

G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5)

모정훈(연세대학교)

401A

G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4)

황상흠(서울과학기술대학교)

401B

G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5)

이종석(성균관대학교)

402A

최성철(가천대학교)

402B

F10. [특별세션] 산업공학 교육 현황과 발전방향(교육본부 패널토의)
12:20~13:40

중식(11:00~14:00)
대한산업공학회 이사회

탐라홀

개회식
초청 강연 :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포스트 COVID-19 시대, 길에서 답을 찾다”

탐라홀

C1.	[특별세션] AI/Big Data 기반 DX 컨설팅 사례
(LG CNS Entrue Consulting)

조민관
(LG CNS Entrue Consulting)

삼다홀 A

C2. [특별세션] 공기업, AI 응용사례

백정우(조선대학교)

삼다홀 B

C3. 경영공학 (3)

신종호(조선대학교)

301A

C4. 생산/물류 분야 (3)

박건수(서울대학교)

302B

C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3)

강필성(고려대학교)

303A

C6. 확률/통계/품질 (1)

유재홍(인천대학교)

303B

G 세션
13:40~15:10

중식(11:00~14:00)

G10. [특별세션] 스마트 조선과 디지털 트윈
15:10~15:30

301A

휴식

C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3)

문일철(KAIST)

401A

C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6)

이문용(KAIST)

401B

H1. [특별세션] 데이터애널리틱스

김선웅(고려대학교)

삼다홀 A

이동희(한양대학교)

402A

윤병운(동국대학교)

삼다홀 B

모정훈(연세대학교)

402B

H2. [특별세션] 기술경영 “Emerging paradigms of innovation:
Transition of MOT”
H3. [특별세션] 강화학습과 디지털트윈 활용 제조 AI

장영재(KAIST)

D1. [특별세션] 인공지능 기반 산학과제

김병수(인천대학교)

삼다홀 A

H4. 생산/물류 분야 (7)

은준엽(고려대학교)

302B

D2. 경영공학 (4)

박진수(용인대학교)

삼다홀 B

H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8)

박철진(한양대학교)

303A

D3. 경영공학 (5)

손영두(동국대학교)

301A

H6. 최적화 (5)

이경식(서울대학교)

303B

D4. 생산/물류 분야 (4)

정병도(연세대학교)

302B

H7.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6)

이강배(동아대학교)

401A

303A

H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7)

유재홍(인천대학교)

401B

H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8)

김병훈(한양대학교)

402A

김현정(KAIST)

402B

C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7)
16:00~16:20

16:20~17:50

301A

E4. 확률/통계/품질 (2)

삼다홀 B

C10. [튜토리얼] 디지털 헬스케어

D세션

오갑진(조선대학교)

이정혜(울산과학기술원)

12:20~13:30

개회식 / 초청강연

삼다홀 B

E3. 경영공학 (6)

A2. [특별세션] 데이터마이닝과 산업체연구

B10. [튜토리얼] 이공계 대학원생 프로그램 “금융공학, AI 그리고 블록체인”
13:00~13:30

삼다홀 A

백태현((주)지엔테크놀로지스)

삼다홀 A

허재석(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장 소
3층 로비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강지훈(한국산업기술대학교)

B1. [특별세션] 스마트 생산운영(VMS Solutions)

진행 / 좌장

E2. 공공/산업체 응용 (2)

A1. [특별세션] 지능형제조융합연구조합(KIDMA)

A10.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3)

프로그램
등록
E1. [특별세션] 철강산업 AI(포스코)

3층 로비

10:30~10:50

10:50~12:20

장 소

08:00~

휴식

D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4)

이정혜(울산과학기술원)

D6. 공공/산업체 응용 (1)

백정우(조선대학교)

303B

D7. 정보시스템 (1)

김자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401A

D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8)

한성원(고려대학교)

401B

D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9)

신승준(한양대학교)

402A

김창욱(연세대학교)

402B

D10.	[튜토리얼] 그래프 기반 기계학습
[튜토리얼] 한국연구재단, 연구제안서 선정되기까지(산업공학 분야)

H 세션
15:30~17:00

H10. [특별세션] 해외학자세션

6월 5일(토요일) : 각 학회 워킹그룹 / 연구회 모임
•09:30~11:30 학회 워킹그룹 토의시간

301A

전체 프로그램

6월 2일(수요일) : 각 학회 워킹그룹 / 연구회 모임

춘계공동학술대회

http:// kiie.org

전체 프로그램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G 기반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제조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과
5
사례

A1.6

머신비전 기반 품질검사 협업지능 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A1.7

고다영, 한진일(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A6.4

에이전트 기발 대한민국 코로나 확산 시뮬레이션
이종성(한국교통대학교)

김희근(큐빅테크)

A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1)

A2 [특별세션] 데이터마이닝과 산업체연구

좌장 : 이정혜(울산과학기술원)

삼다홀 B

프로그램 3	Panel Discussion – 학자/연구책임자/교육자의 길

A7.1

프로그램 4	Video letters from former students 제자들의 영상 메시지

A7.2

염세경(동국대학교)

C
 ommercial Area Analysis using Big data on GIS : Case of
YongIn-si

A7.3

401A

R
 emov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rtifact with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김유나, 이태식(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A7.5

 ong Kyung Oh, Sungil Kim
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ST)

제
 품다양화에 따른 작업 내용 변동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성 평가 방법론 : 자동차 용접 라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민정, 오상현, 조윤형, 홍유석(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전략 게임 내 가려진 적 정보 에측
 인성, 배진수, 정기원, 이영재, 조억, 김재훈, 김성범
백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영록(Walt Disney Parks and Resorts U.S., Inc.)
박장호(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이원지(무신사)
김규진(SK Hynix)

•추천 시스템/반도체 결함 탐지/불균형 데이터 학습 연구 사례

A7.4

서승완, 이윤승,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토론자 : 전치혁 교수(POSTECH), 김경옥 교수(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이택호 박사과정(POSTECH), 박진이
(SK Telecom)

전치혁(포항공과대학교)

Adversarial Defense by Supervised Discriminative Learning

좌장 : 이현진(KAIST)

이종석(성균관대학교)
 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연구 사례
•데

A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

A3 경영공학 (1)

좌장 : 김성준(조선대학교)

301A

A8.1

동영상 내 핵심 내용 요약 및 키포인트 매칭

좌장 : 손영두(동국대학교)
A8.3

정의석, 소규성, 이윤승,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3.1

 라인 리뷰데이터를 활용한 컨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소비자
온
요구사항 발굴방법

A3.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A8.2

이정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혁신연구단)

A3.2

P
 arameter tuning of apparent tardiness cost dispatching rule
using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single machine
민병욱, 김창욱(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다국어 BERT를 활용한 한국어 자연어 질의의 SQL 변환
 훈상, 김정섭, 최정우, 허재혁, 강필성
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지호, 정병기, 윤장혁(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401B

A8.4

E sessions

이수동(울산대학교)

주파수 기반 그래프 특징 추출 및 고장 탐지
 상호, 이수홍, 홍준석, 이재환, 손영두
이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상표 지정상품 텍스트 분석을 통한 유망 비즈니스 영역 탐지 방법

A4.1

수량유연계약의 파라미터 분석 연구

좌장 :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A4.3

최경환, 문성암(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A4.2

E
 stimation of cost savings from collaborations in the physical
internet

A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2)
A9.1

A4.4

A
 hybrid NHPSO-JTVAC-SVM model for the prediction of
production lead time
 aoyu Zhu, Jong Hun Woo, Youngmin Kim(Dept. of Naval
H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1)

좌장 : 윤장혁(건국대학교)

303A

위내시경 영상 분류의 판단 근거 도출을 위한 설명 기법 비교

A9.2

의료영상 분할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 정량화 기법 비교 연구
 재호, 강현구, 강석호(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김
오규협(한국산업기술시험원)

A10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3)
A10.1 다중잠재교락변수 추론을 통한 시변처치효과 추정 모델 연구

A5.1
A5.2

김명섭,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작
 업 및 샘플에 비의존적인 단어 선택을 위한 보팅기반 변수
선택 알고리즘

A10.2 위치정보와 ASPP를 이용한 WBM의 다이 불량 탐지

딥러닝 기반의 장기 존속 특허 분류 모델

 창현(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정한솔(울산과학기술원 경영
이
학과), 임치현(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머
 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축구 경기 결과 예측 및 베팅 전략
수립 - 유럽 7대 리그를 대상으로

A10.3 적
 대적 생성 신경망(GAN)을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 이상탐지
기법 연구

적대적 훈련 기반의 텍스트 임베딩 증강

A5.4

이승현, 최재웅, 윤장혁(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A5.3

베
 이지안 심층 신경망의 교정된 예측 불확실성을 사용한 안전
한 준지도학습 방법
배진수, 김성범, 이민정(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5.5

안영후, 최진우, 조성준(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강성우(인하대학교)
A9.3

 종민, 김재호, 강석호(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한
오규협(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지(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차병철(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김
문일경(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모
 빌리티를 위한 수소 충전소 배치 최적화(Hydrogen refueling
stations deployment plan for hydrogen mobility)
 현준, 류현영, 엄명은, 신재민, 이승엽, 이덕상, 김병인, 송민석
김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유영돈, 김수현(고등기술연구원),
이혜진(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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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열, 김희영(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김현우, 김희영(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창기(삼성전자 Global GS 센터 품질혁신팀 품질보증그룹), 천유정
이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황욱연(동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402A

불
 확실성 인식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미학습 범주 탐지
방법론
이지윤,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9.4

해석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제조 공정의 불량 이상 감지
 서연, 이지윤, 목충협, 김상훈, 문석호, 김성범, 최종명(고려대
김
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진영길, 경윤영(삼성 디스플레이)

좌장 : 김희영(KAIST)

402B

A10.4 N
 egative Sampling과 Deep Interest Network를 활용한 오프
라인 옥외광고 추천시스템 개발
 현우, 김수혁(UNIST 산업공학과), 유상기, 조승규, 조수필,
서
손종수(CJ 올리브네트웍스 AI Core 연구소), 임치현(UNIST 산업
공학과)

G sessions

A4 생산/물류 분야 (1)

F sessions

최재웅, 윤장혁(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H sessions

http:// kiie.org

B
 ranch-and-Price approach for drone truck cooperative
routing with deadlines under uncertainty.

컴
 팩트 자동창고 시스템에서의 주문 처리 순서 최적화를 위한
롤아웃 기반 휴리스틱 연구

주재관, 박현우, 이충목(한국외국어대학교)

이준석(엠아이큐브솔루션)

프로그램 2	Connecting the research dots from past to present into
the future
•3D 신체 예측 모델 및 3D 인체 측정 연구: 삼성미래기
술육성사업 선정과제를 중심으로

A6.2

산업사회의 변화와 제조지능 기반의 인력양성방향

제조지능화를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사출공정 대상으로

프로그램 1	데이터마이닝과 산업체연구

A6.3

박현우, 이충목(한국외국어대학교)

이광원(타키온테크 대표이사)

김동권(미래융합정보기술)

A1.4

 조환경에서의 이상감지를 위한 IRCF(Improve Random Cut
제
Forest)알고리즘

A
 n Exact Algorithm for EV charging station location problem
with nonlinear char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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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ssions

백민재(엠아이큐브솔루션)

황규순(위즈 코어)

A1.3

A6.1

제조 공정에서의 AI 기반 제조 경보 시스템 개발

좌장 : 이종성(한국교통대학교)

B sessions

A1.5

A6 최적화 (1)

19

C sessions

KIDMA 및 지능 제조 참조 모델 소개
배경한(KIDMA 이사장)

삼다홀 A

09:00 ~ 10:30

D sessions

A1.1

좌장 : 강지훈(한국산업기술대학교)

6월 3일(목) |

포스터 세션 1~4

A1 [특별세션] 지능형제조융합연구조합(KIDMA)
A1.2

6월 4일(금)

A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18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최적 생산 라인 레이아웃 배치 검증
B6.2

엔진 수명관리를 고려한 공군 전투기 임무계획 모형
김흥섭(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B6.4

D
 elegated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micro-mobility in
urban last-mile logistics

고
 장확률 기반 계획정비 대기행렬 시뮬레이션 : 해군 전투함정
을 중심으로
박정서, 문성암, 최진우(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형주, 김동균(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차
이충목(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2.1

 hat Makes Customers Write Reviews, Satisfaction or
W
Dissatisfaction?

B2.3

강희재(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B2.2

의
 료 기기 산업의 효율성 및 영향 요인 분석 : 개발 단계 및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삼다홀 B

O
 SH 규제가 산업의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건설업을
중심으로

B7.1

신재호(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B2.4

B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2)

모빌리티 플랫폼의 고객 이탈방지 방안

감
 염병 관련 인터넷 발생 기사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감염병
발생 예측
김주현, 신현정(아주대학교)

이지홍, 구상희, 김영준, 김창희(인천대학교 경영학부)

B7.2

 지윤(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 김창희, 김영준(인천대학교
손
경영대학), 신재호(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좌장 : 안광원(연세대학교)
B7.3

401A

충전을 고려한 AGV의 운영 전략 및 알고리즘 연구
이민석, 황일회, 장영재(한국과학기술원)

B7.4

모
 바일 앱 서비스의 정보 프라이버시 모델에 관한 연구: 핵심
요소 및 요소 간 관계 도출

공
 정설비 output 품질 데이터 기반 CVaR을 활용한 PM의 효과
성 분석
안동현,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 sessions

B2 [특별세션] 뉴노멀 시대의 경영과학, 그리고 산업의 변화좌장 : 김창희(인천대학교)

 도현, 조은지, 김광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류
길국호, 허준연(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B3 경영공학 (2)
B3.1

산학협력 파트너 선정을 위한 특허분석 방법

좌장 : 이덕주(서울대학교)
B3.4

정재민, 강호재, 윤장혁(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B3.2

반
 도체 산업의 하이퍼 코피티션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앙트레
프레너십에 대한 탐색적 연구

B3.5

B8.1

W
 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tock Price Jumps in High
Frequency?
 용길(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안
Shih-Chuan Tsai(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반도체 생산 설비의 공정 품질 데이터 기반 경제성 평가 연구

B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4)

좌장 : 이종태(동국대학교)

전
 이학습에 활용되는 소스 도메인의 관련성에 따른 위내시경
영상 분류 및 분할 성능 평가
 현구, 강명인, 강석호(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강
오규협(한국산업기술시험원)

B8.2

 정기, 이덕주, 안동현, 정지혁, 문새다슬, 여상민(서울대학교
이
산업공학과)

B8.3

딥
 러닝 및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마스크 착용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박문빈, 이종태(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BERT 마스크 언어 모델을 활용한 시스템 로그 이상치 탐지

B8.4

Q
 R 코드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한 세그멘테이션 기반 형태 보정
방법론

이유경, 김지나, 강필성(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윤보한, 김현하, 윤건식, 이종태(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B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5)
B4 생산/물류 분야 (2)
B4.1

강
 화학습 기반의 포인터 네트워크의 적용을 통한 조선소 조립
라인의 Makespan 최소화

좌장 : 송병덕(경희대학교)
B4.3

조영인, 남소현, 우종훈(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B4.2

모
 델기반 강화학습을 활용한 Flexible Jobshop 스케줄링 연구
Reinforcement learning for Flexible Jobshop scheduling with
model-based approach

302B

냉
 장 차량과 UAV의 동시적 협업 : 새벽배송 서비스 경로 최
적화 Simultaneous Cooperation of Refrigerated Vehicle and
UAV: Route Optimization for Early Morning Delivery Service

B9.1

B4.4

주
 문맞춤형 생산에서의 제품 설계 데이터 기반 유사 프로젝트
군집화
이화섭, 류광열(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B9.2

 승엽(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한소림(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이
응용학과), 송병덕(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오승헌, 송준호, 우종훈(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C
 onceptual Framework of Task Recognition and Progress
Estimation for Human-Robot Collaboration (HRC) in Mold
Assembly Operations

시
 그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 믹스업 알고
리즘

B10

정기원,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5.2
B5.3

휴대폰 제조 공정에서의 주요 검사 항목 선정 프로세스

정형데이터 수치예측에서의 적대적 공격 및 방어 기법
조윤상,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9.4

멀
 티헤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건축물 이미지
군집화
김재현, 김명준, 신현정(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튜토리얼] 이공계 대학원생 프로그램 “금융공학, AI 그리고 블록체인”
좌장 : 정병도(연세대학교)
발표자 : 이재욱(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염세경(동국대학교)
B5.4

B9.3

402A

료이잉, 류광열(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B10.1 금융공학과 AI

B5.1

좌장 : 이종석(성균관대학교)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협업 배송 네트워크 설계
 uzaffar Makhmudov, 정기호, 고창성
M
(경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B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2)

401B

DEA 를 이용한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분석
심지수, 이희연,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문승연, 윤창희, 박창현(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B3.3

301A

303A

402B

B10.2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발표자 : 장희수(숭실대학교 금융학부)

패널토론자 : 김상진(연세대학교), 김형진(한양대학교), 문새다슬
(서울대학교)

온
 라인 리뷰에 대한 특성 기반 감성 분석을 활용한 영화 흥행
조기 예측
 민, 김동성, 김종우
성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비즈니스인포매틱스학과)

A sessions

B6.3

H sessions

6월 4일(금)

이황범(브이엠에스 솔루션스 전략사업부)

http:// kiie.org

Load-reliant traveling salesman problem for HAZMAT delivery
 형주, 정태수(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차
은준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303B

B sessions

B1.2

B6.1

SmartAPS를 이용한 생산 운영 시뮬레이션 시연
배효진(브이엠에스 솔루션스 전략사업부)

좌장 : 김흥섭(창원대학교)

C sessions

B1.3

B6 최적화 (2)

포스터 세션 1~4

스마트 공장 제조 혁신을 위한 APS 시스템 활용
유석규(브이엠에스 솔루션스 부사장)

삼다홀 A

21

E sessions

B1.1

좌장 : 허재석(한국산업기술대학교)

10:50 ~ 12:20

F sessions

B1 [특별세션] 스마트 생산운영(VMS Solutions)

6월 3일(목) |

개회식 및 초청강연(13:30 ~14:20)

곽민구, 강성현,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개회선언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숨은 비만정보 도출 방법론 개발

◆ 조직위원장 환영사, 대한산업공학회장 인사

김창균, 염세경(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 초청강연 :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포스트 COVID-19 시대, 길에서 답을 찾다”

G sessions

B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탐라홀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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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승현(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은수, 이동희(한양대
최
학교 산업융합학부), 배영목, 오영찬, 박종범(SK hynix), 김광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동민(LG CNS, Entrue Consulting)

함보각(LG CNS, Entrue 컨설팅), 최지웅(Gurobi KOREA)

C2 [특별세션] 공기업, AI 응용사례
C2.1 전력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사례
정준홍(한전KDN)

C2.2 화
 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CNN-SSD DL 기반의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개발

좌장 : 백정우(조선대학교)

삼다홀 B

김태용, 윤준철(한국전력공사)

C2.4 빅데이터 기반 재고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멈추지 않는 국민에너지
최대용, 최원일(한국가스공사)

C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3)
김병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덕환, 김태경, 최승욱(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3.2 Manifold 기반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가계금융 이질성 분석
황윤태, 이용재(UNIST 산업공학과)

좌장 : 신종호(조선대학교)

301A

C3.3 국
 방시스템 획득 비용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소요기획단계 비용
추정 접근 방안 연구 : COST IQ와 SEER-H를 기반으로
박찬현, 손은호, 박종선(에스앤에스이앤지(주))

C3.4 내
 용기반 클러스터링을 위한 과학기술논문 임베딩 방법론
개발: 문서 챕터 구성 및 이종데이터 형태의 정보 활용

302B

C4.3 J oint Inventory Model with Supply Uncertainties and Partial
Substitution

 yeon-Il Kim, Yeo-Reum Kim, Xuebin Li, Dong-Ho Lee
H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Hanyang University)

 onggyu Jeon, Michael K. Lim(Seoul National University
D
Business School), Zhenkang Peng, Ying Rong(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C4.2 D
 ynamic Lot-sizing for Remanufacturing Systems with
Components Commonality

C4.4 B
 attery Swapping and Vehicle Inventory Rebalancing in
Electric Micro-mobility Sharing Systems

 young Ho Doh, Dong-Ho Lee(Department of Industrial
H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C5.1 실
 시간 시스템 고장 진단 및 전조 증상 탐지를 위한 설명가능
한 이상치 탐지 프레임워크
 지나, 최희정, 김동화, 김정희, 강필성
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5.2 F
 ederated Learning with Learned Sufficient Statistic and
Generative Models
한석주, 이정혜(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C5.3 인
 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장비 검출에
관한 연구
 재용, 김기홍, 이승진(한화시스템(고려대학교)), 김성범, 곽민구,
신
이민정, 이지윤(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노윤재, 김상진(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C7.5 래더링 기법을 이용한 PLM 구독서비스 사용자의 가치체계 연구
김병익, 김자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

C7.3 CareAI : 산업인공지능의 한분야

C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6)
김탁영, 이정훈,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김주연(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C8.3 딥
 러닝 기반 축산물 품질 등급 판정 모델 개발: 소 도체 이미
지를 중심으로(Development of a deep-learning model for the
quality grade assessment of livestock products: Focusing on
cattle images)

좌장 : 이문용(KAIST)

A sessions

401B

C8.4 조
 직 병리학 현미경 이미지에서의 악성 조직 탐지 모델 및 시
스템 아키텍쳐 연구(A study of model and system architecture
for the detection of malignant tissues on histopathological
microscopic images)
 현정, 김현수(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고영신(씨젠 의료재단),
강
이문용(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현수, 강현정, 김무진, 박영진, 이문용
김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이가은, 박건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C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7)
C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3)

C7.4 기계학습을 이용한 고차원 건강 데이터 분석

 일철, 김동준, 신용진(KAIST), 김영곤, 안경수(한화시스템),
문
배장원(한국기술교육대)

C8.2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합의체 구성 최적화 제안 및 IPFS 설계
C4.1 M
 athematical Model and Simple Heuristic for Flow Shop
Scheduling with Reworks under Overlapped Queue Time
Limits

401A

C7.2 공중전 행동 데이터 수집을 위한 Virtual-Constructive 시뮬레이션

C8.1 업무 특화적인 언어 모델 사전학습을 위한 선택적 마스킹 기법

좌장 : 박건수(서울대학교)

좌장 : 문일철(KAIST)

문일철, 김우창(KAIST)

김송희, 윤병운(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C4 생산/물류 분야 (3)

최진우, 문성암(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C6.3 C
 OVID-19 이후 무관중 축구경기가 홈 이점에 미치는 영향분
석: 계층적 베이지안 포아송 모형을 활용하여 Analysis of the
Home Advantage Difference in Audience-free Soccer Games
after COVID-19 Using Hierarchical Bayesian Poisson model.

C7.1 철도구조개혁 1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C3.1 위험(Risk)의 체계적 식별을 위한 Framework

C6.5 해
 군 전투함정의 계획정비 효과 추정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planned maintenance of Naval battleship

이재민, 김주헌, 김현호, 이종석(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C2.3 KEPCO의 디지털 변환 노력과 새로운 시도

이득순(한국도로공사)

C3 경영공학 (3)

김형진, 박철진(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C sessions

C1.6 데이터 기반의 고객 경험 관리

B sessions

C6.2 공
 정 이력 데이터 분석 기반 다단계-다중설비 제조 공정 내 결
함 의심 설비 선택 방법

조민관(LG CNS, Entrue Consulting)

C6.4 E
 fficiently solving a batch of parameter estimations using a
single-layered Bayesian neural network model 단층 베이지안
신경망 모형을 활용한 배치형 모수 추정 문제의 효율적 해결
방안

D sessions

C1.5 수주형 부품 산업의 SCM 개선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사례

 영석(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주
이동희(한양대학교 산업데이터엔지니어링학과)

포스터 세션 1~4

C1.3 공정 레시피 최적화

C6.1 다단계 제조 공정에서의 RUL 예측과 최적 예방보전 방법

박준규, 이재승(LG CNS, Entrue Consulting)

303B

E sessions

6월 4일(금)

이창성(LG CNS, Entrue 컨설팅)

C1.4 카드사 초개인화 마케팅 사례

좌장 : 유재홍(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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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강필성(고려대학교)

303A

C9.1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for visual inspection
조용원,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5.4 사
 회 불안 장애 환자의 VR 치료 중 신체 반응 기반 불안 관련
심리 상태 및 VR 부작용 예측
 주영, 정태수(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천
조철현(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C9.2 F
 used sparse group lasso를 사용한 모델 애그노스틱 초분광
밴드 선택 방법론 개발
 민정, 목충협(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도형록(뉴욕의과대
이
보건학화),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402A

C9.3 다
 른 객체의 일부가 포함된 이미지에서 음식물 이물질 탐지를
위한 CNN 모델 개발
 은수, 조진수, 이동희(한양대학교 산업데이터엔지니어링학과),
김
민병석(Xavis)

C9.4 적
 층 세라믹 커패시터 공정에서 대조군 학습 및 베이지안 최적
화 기법을 이용한 수율 분석
 상진, 양대열, 김창욱(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임동국, 안민우
김
(삼성전기)

C5.5 그
 래프 데이터의 엣지 차원 및 방향성 예측 방법 A Method for
Predicting Edge Feature and Directionality of Graph Data
 동기(아주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김명준, 박성홍(아주
이
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신현정(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인공지능학과)

좌장 : 이동희(한양대학교)

C10 [튜토리얼] 디지털 헬스케어
C10.1 디지털 헬스케어
발표자 : 이수지(숭실대학교)

좌장 : 모정훈(연세대학교)

402B

G sessions

 광태, 함보각(LG CNS, Entrue Consulting),
김
최지웅(Gurobi Korea)

C6 확률/통계/품질 (1)

14:30 ~ 16:00

H sessions

C1.1 LG CNS의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 : 검색광고 키워드 입찰 최적화

삼다홀 A

6월 3일(목) |

F sessions

CNS Entrue Consulting)
C1 [특별세션] AI/Big Data 기반 DX 컨설팅 사례(LG
좌장 : 조민관(LG CNS Entrue Consulting)

C1.2 팬데믹 시대, 온라인 커머스 시장과 플레이어의 변화

http:// kiie.org

C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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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기술

D6.2

배혜림(부산대학교)

박지영, 강동헌, 은선덕(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A
 HP 및 Fuzzy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한 장치라인 공정관리인자의
CTP 선정평가
이종환(금오공과대학교), 김여진(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D2.1

의존성 기반 특허 텍스트 정보 분석 방법론 연구

좌장 : 박진수(용인대학교)
D2.3

박상현(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성주(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D2.2

중소기업 인텔리전스 활동에 외부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 연구

삼다홀 B

유망기술군 선정을 위한 사업화 기초 R&D 평가 방법론 연구
이종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2.4

조우진(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성주(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D7 정보시스템 (1)
D7.1

특
 허문서의 기술정보 임베딩 모델인 Tech2Vec 방법론 제안
- 기능 지향 특허검색 활용을 중심으로 이수영, 윤병운(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3.1

국가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관리방안

좌장 : 손영두(동국대학교)
D3.3

 원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류
이승윤(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D3.2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스트마일 물류 유망기술 도출

D7.2

 철웅(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권구포(영산대학교 드론물류
이
학부), AHMET MELIK OZTURK(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현(기초과학연구원)

D
 isassembly Leveling and Lot-sizing for Products with Parts
Commonality and Uncertain Component Demands
 un Hyok Choi, Hyoung Ho Doh, Dong Ho Lee(Department
Y
of Industri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D4.2

301A

충
 전인프라 투자비용을 고려한 한국 시장에서의 수소자동차의
비용효과분석
V
 2G 시스템에서 전기자동차 최적 충·방전 전략 도출과 V2G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여상민,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4.3

D7.5

D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8)
D8.1

게
 임 플레이 패턴과 숙련도를 예측하기 위한 자가 지도 대조
학습

D8.3

충전상태에 영향을 받는 방전률을 고려한 전기차 경로 문제

A
 Priority Rule based Scheduling Approach for a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with Multi-fixturing Pallets

D8.4

D8.5	Forecast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mart
Manufacturing using Patent Data

Kezia amanda Kurniadi, 류광열(부산대학교)

D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9)
데
 이터 애널리틱스 효율화를 위한 람다구조기반 분산형 제조
데이터 플랫폼 개발

좌장 : 신승준(한양대학교)
D9.3

조해원, 신승준(한양대학교)

D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4)

 youngHoon Lee, Suhyeon Kim(Department of Industrial
M
Engineering, UNIST), Hangyeol Kim(Department of Business
Analytics,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Management,
UNIST), Junghye Lee(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ST)

D5.2

A
 Port Throughput Prediction Model based on Dynamic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onho Sohn, Suhyeon Kim, Dongcheol Lim, Junghye
W
Lee(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ST)

디
 지털 워터마크를 이용한 위·변조 사진 Out-of-Distribution
탐지

 dnan Hussain, Jeong Hwan Jeon
A
(경상국립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D9.1

D
 evelopment of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Index
based on Knowledge Graph Analysis and Deep Learningbased Text Mining

딥
 러닝 그리고 강화학습을 이용한 여러층을 가진 반도체 공장
에서의 리프터 할당 Lifter Assignment using Deep Learn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in Multi-Floor Semiconductor Fab

김태형, 임재성, 한성원(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Introduction of C-RMS for Solving Reconfiguration Planning
Problem in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s

 eong Sik Heo, Dong Gi Sim, Dong Ho Lee(Department of
S
Industri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D5.1

401B

문한결, 장영재(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광학센서를 활용한 비침습형 혈중 지질농도 예측
 충협, 곽민구, 조윤상, 정기원, 배진수, 김성범
목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302B

좌장 : 한성원(고려대학교)

김용준, 정병도(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D4.4

C2C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
진민정, 김진기(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한민, 김건영, 김종모, 손미애(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D8.2

좌장 : 정병도(연세대학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
 셜 미디어 데이터의 의미 기반 단어 표현학습 수행 방법 연구
Semantic-based Word Representation Learning Method on
Social Media Data

 영재(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현구(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이
백인성, 조억, 김재훈, 배진수, 정기원,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
경영공학과)

D4 생산/물류 분야 (4)
D4.1

레퍼토리 그리드 방법론을 이용한 정보기술 리아웃소싱 결정요인

401A

항웨이지에, 주재훈(동국대학교)

우동훈, 김자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문새다슬, 이덕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3.4

D7.4

양준기, 김자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D7.3

D3 경영공학 (5)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MSA 트렌드 분석

좌장 : 김자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D sessions

D2 경영공학 (4)

좌장 : 이정혜(울산과학기술원)
D5.3

303A

M
 ultivariate Time Series Classification based on Attention and
Self-Supervised Learning using Sample Bootstrapping

D9.2

인
 공신경망을 활용한 자가재구성 생산시스템의 목적모델 개
발 Development of Goal Model for the Self-reconfiguration
Manufacturing System using Neural Network
이상일, 류광열(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D5.4

인
 공신경망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공조시스템 모사 및 최적
제어값 탐색 제목
 현호, 한민석, 이재민(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중재(한온
김
시스템(주) 선임연구원), 이정훈(한온시스템(주) 수석연구원),
이종석(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D9.4

약
 물 재창출 가능성을 고려한 생성 및 예측 모델 기반 신약후보
물질 발굴 방법론 개발

목
 표 품질에 대한 최적 설계인자 도출을 위한 인공신경망과 반
응표면분석법
황하은, 김성범, 조윤상, 황석철(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5.5

402A

이규민(UNIST 경영과학과), 이창헌(UNIST 산업공학과)

조억,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분류 알고리즘의 비용 효율적 구축을 위한 데이터셋 해석기 개발
김정훈, 권오병(경희대학교 경영학과)

D10 [튜토리얼] 그래프 기반 기계학습/한국연구재단
D10.1 그래프 기반 기계학습 기법의 최신 동향
발표자 : 박찬영(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A sessions

맞
 춤형 웰니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 구축 : 퇴원 초기 장애인을 중심으로

F sessions

6월 4일(금)

전성범(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

D6.3

B sessions

D1.4

방역자원 투입효과 평가를 위한 감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설계
 현진, 박혜원, 정준영, 김정우, 이태식
이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303B

C sessions

반도체 생산 일정계획을 위한 기계학습 적용

D6.1

데이터 기반 지능형 항공권 검색엔진 서비스 개발
이지환(부경대학교)

좌장 : 백정우(조선대학교)

포스터 세션 1~4

D1.3

D6 공공/산업체 응용 (1)

25

좌장 : 김창욱(연세대학교)

E sessions

해수식 기화기 최적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신종호(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삼다홀 A

16:20 ~ 17:50

402B

D10.2 한국연구재단, 연구제안서 선정되기까지(산업공학 분야)
발표자 : 연세대 이영훈 교수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CRB) : 다학제 융합·복합)

G sessions

D1.1

좌장 : 김병수(인천대학교)

6월 3일(목) |

H sessions

D1 [특별세션] 인공지능 기반 산학과제
D1.2

http:// kiie.org

D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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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목)

포스터 세션 1(PA) | 포스터 세션 2(PB) | 포스터 세션 3(PC) | 포스터 세션 4(PD)

PA4

PA9

20ft 컨테이너에 케이블 드럼 최적 적재 방법 연구

http:// kiie.org

PA6

농
 작업 유해요인 유형화 분석 및 안전관리 개선안 연구 : 과수,
채소 작목을 중심으로

PA10 How2 데이터셋을 이용한 멀티모달 영상자막 생성요약

모승민(오산대학교 산업경영과)

PA11 A
 study for effective management systems in practical quality
activities

화
 력발전소 효율개선을 위한 보일러 건전성 감시 및 이상원인
분석방법론
김성준, 김효중, 이근섭(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PA7

BERT를 활용한 Wine Recommendation System

공학과), 이경준(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엘라(서울대학교 협동
과정 인지과학전공), 김성호, 조남우, 애드리안, 김경빈, 윤명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PC2

빅
 데이터 기반 AMI 장애진단 시스템의 구현
김
 현옥, 정준홍, 권혁록, 배환용, 강동균(한전KDN(주))

PC3

성
 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건 분석 : 완전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중심으로
신
 현문, 박연진, 권수천(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종현, Comuzzi Marco(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이태헌, 태현철, 엄현섭(한국생산기술연구원)

PA5

D
 etecting Anomalous Treatment Processes of Outpatients in
Event Logs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이민예, 한성원(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PC4

데
 이터 증식을 통한 녹조관련 데이터의 불균형 개선 연구
박
 형욱, 김민석, 김은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PC5

팔
 레트 제약을 고려하는 생산 및 운송 스케줄링에 대한 연구
안
 시후, 이현신, 정병도, 양근호(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PC6

상
 대수급 개념을 활용한 대형 투자주체의 움직임 감지
소
 민섭, 이사연, 최수동, 전현호, 이도현, 김재혁, 김태환, 김대현

김관현(한국원자력연구원), 김응규(국립 한밭대학교)

PA12 주
 가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형 이미지 변환을 통한 객체탐지모
형 기반의 투자전략모델 개발
 인호, 임진영, 박성종, 이필환, 서민석, 안재준
장
(연세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진성, 이재욱, 고형진(서울대학교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손범호,
박
변준영(서울대학교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이성윤(서울대학교 수리
과학부), 이윤영, 김호기, 최유진, 박성완, 이우진(서울대학교공과
대학 산업공학과)

(두나무 데이터밸류팀)

PC7

퇴
 행성 관절염 예측 진단 시스템 구축
오
 승준, 김동현, 강성우, 김민, 전호승, 김석찬, 김보윤

상
 품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형 유통사업장의 수요예측 모델
선정 기준 Criteria for selecting a demand forecasting model
for small and medium-sized retail business sites considering
product characteristics
최
 희준(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설하(명지대학교 산업
경영공학과), 정홍진, 김보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정플랫폼
연구부문)

PC9

효
 율적 pHRI를 위한 응용분야 별 외골격 로봇의 특성차 비교
연구
허
 인석, 정인기, 박영진, 김상호(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PC10 S
 lowfast 알고리즘 기반 노인의 일상생활 모니터링 및 패턴 도출
시스템 구축
김
 민지(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승진, 장지원, 염세경(동국대학교)

PC11 지
 속가능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감성 데이터 기반 컨조인트 분석
윤
 나은, 백종성, 황윤섭, 김지혁, 손소영(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PC12 S
 NS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찰 젠더 이슈 분석 - 대림동 여경
사건을 중심으로
정
 지송, 노승국(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PC13 정
 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구미시 노인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석(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신종규(금오공과대학교 지역
허
산업경영연구소), 김상호(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0:50 ~ 12:20

PB 포스터 세션 2
PB1

시
 각적 인지 효과 상승을 위한 무인항공기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
 은성, 이세담(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 정원준(아주대학교
고
산업공학과), 허진영(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 김현석,
김낙규, 신동휘(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PB2

이
 미지 기반 소형 PCB 커넥터 사출성형 제품의 품질 검사 알
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Quality Inspection Algorithm for
Small PCB Connector Injection Molded Products Based on
Image
유
 주은, 최은지, 김지현, 이은주, 최원화, 김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정플랫폼연구부문), 이주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PB3

PB4
PB5

감
 염병 대응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
이션 모형 개발
구
 평회, 김영진(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버
 스 정류장 다중 환승 시뮬레이션
이
 종성(한국교통대학교)
중
 소형 유통사업장에서의 배송 인력과 이동거리를 고려한 배송
지 할당 모델 Delivery destination allocation model considering
delivery personnel and travel distance in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 business sites
 설하(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최희준(동국대학교 산업
박
시스템공학과), 정홍진, 김보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정플랫폼
연구부문)

3층 로비

PB6

비
 즈니스 프로세스 이상 패턴 별 이상 탐지 안정성 측정 방법
김
 종찬, Marco Comuzzi(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PB7

B
 utt용접에서 횡구속과 휨구속을 고려한 잔류응력 예측모델의
개발
박
 정웅(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안규백(조선대학교 스마트이동체
온
 라인 커뮤니티 리뷰 분석을 통한 혁신 전략 수립 연구
박
 상운(아주대학교), 박상현, 이성주(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PB9

딥
 러닝 기반 이상탐지 기법을 이용한 Appliance-level에서 전기
소비 행태 분석
권
 혁윤(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PB10 하
 악 제 3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위치 관계 판별을 위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 비교 연구
정
 은재, 이수홍, 신석원, 최은혜, 방강미, 염세경, 손영두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PD 포스터 세션 4
PD1

인
 공지능 기반 모바일 전력설비 정보안내 및 점검 시스템 구축
방안
강
 동균, 정준홍, 김현옥(한전KDN 전력인공지능부)

PD2

특
 허 기술트렌드 분석을 위한 중요 문장 분류
신
 훈식, 최민, 이재원, 조성준(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세정, 이제훈(LG화학)

PD3

PD4

A
 n exact algorithm for robust flying-sidekick TSP
노
 영주, 주재관, 이충목(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D5

철
 도입환관련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서
 종민, 소진섭, 최승진, 변현진(한국철도공사 연구계획처)

PD6

모
 바일 광고 퍼블리셔의 광고 수익 및 효과 최적화 연구 Optimizing
Advertisement Revenue and Effectiveness for Mobile
Advertising Publishers
최
 민식, 강율빈, 이중희, 무글라리 교즈데, 송예인, 윤찬혁, 김수연,

최인수, 윤원제, 김우창(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최동구(포항공과대학교)

수
 소 충전 인프라 디자인 : 온/오프 수소 충전소의 동시 위치
최적화
김
 홍연, 임수형, 강명아, 심현정, 송병덕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PB11 정
 보 흐름 기반의 통화 네트워크 개발 및 환율 예측
PB12 강
 화학습 기반 가상발전소의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시장 최적 중개 의사결정 모형 개발 연구
김
 대호(포항공과대학교), 윤승렬, 임재현(서울대학교),

션
세
터
스
포

16:20 ~ 17:50

융합시스템공학부), 김성준(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PB8

A sessions

PC8

B sessions

머신러닝을 이용한 20L 환관 제관 라인의 양품 규격에 관한 연구
서지훈, 태현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딥
 러닝 기법을 이용한 어린이 앉기 자세의 인체공학적 분석
An Ergonomic Analysis of Children’s Sitting Postures Using a
Deep-learning Method
하
 성윤(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진병기(서울대학교 산업·조선

C sessions

 지현, 이은주, 유주은, 최은지, 최원화, 김준(한국생산기술연구
김
원 공정플랫폼연구부문), 이주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김윤석, 서지훈, 태현철, 박재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PA3

PC1

D sessions

딥러닝 모델 반응변수 구간 설정에 따른 성능 차이 연구

기
 계학습 기반 사출성형 제품의 외관 품질 예측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ppearance Quality Prediction Algorithm for
Injection Molded Products based on Machine Learning

1~4

PA8

3층 로비

포스터 세션 1~4

PA2

6월 4일(금)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별색 반사율 예측에 관한 연구
서지훈, 태현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PC 포스터 세션 3

양은정, 허정, 윤명환(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PD7

자
 율주행차 HVI 사용성평가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
 보영((재)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3층 로비

PD8

고
 속철도용 제동마찰재 품질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Quality Control Techniques for Brakepad of High speed railway
최
 성수, 이태섭, 백송이(한국철도공사 연구원)

PD9

철
 도부품개발 공정관리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Railway Parts Development Process
Management Technique
이
 태섭, 최성수, 백송이(한국철도공사 연구원)

PD10 E
 mployee Reactions to Quantifica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Due to the Introduction of Smart Factory System
J ong Ho Lee(Industri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Heejun Park(Industri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PD11 일
 반화된 막힘정책을 갖는 흐름라인에 대한 근사 해법
신
 양우(창원대학교(통계학과)), 김동옥(창원대학교 친환경해양플
랜트FEED과정), 문덕희(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PD12 환
 자 이승 작업에 대한 돌봄 요양사의 근활성도 및 동작범위
분석
김
 민정, 공용구, 최경희, 조민욱, 김승연, 박상수, 심진우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PD13 인
 공신경망 가중치의 효과적인 최적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고
 광종(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김다솔(한국산업기술대학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허재석(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E sessions

PA1

3층 로비

F sessions

PA 포스터 세션 1

14:30 ~ 16:00

G sessions

6월 3일(목)

09:00 ~ 10:30

27

H sessions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26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프
 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후판 정정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박
 신념, 송민석(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6.2

L
 INC+ 참여대학의 산학협력 성과 분석
황
 혜원, 전정환(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E6.4

공
 항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오
 세주 차장(한국공항공사 신공항추진단),
김진기(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라
 스트마일 유통물류플랫폼 : 현황, 전망, 비즈니스모델
김
 도훈(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정규(포스코 기술연구원)

좌장 : 백태현((주)지엔테크놀로지스)

삼다홀 B

E7 인간/안전공학 (1)
E7.1

E2.1	공간 정보를 활용한 조선 스마트 야드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Development of a shipbuilding smart yard monitoring
platform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E2.3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위한 선박 3D 모델 경량화 기술
연구(A study on lightweight technology of ship 3D models
for various applications)

 상석, 김동욱, 정수용((주)윈정보기술), 서준식((주)신광이엔
이
지), 박영근(스텝포워드솔루션), 김용진, 권오윤((주)윈정보기술)

 진구, 백진학, 이홍재, 김창수, 문석현(디파인시스템(주)), 유원선
백
(충남대학교), 조경민((주)지엔테크놀로지스)

E7.2

E8.1

E3 경영공학 (6)
E3.2

좌장 : 오갑진(조선대학교)
E3.3

이
 사회의 다양성과 기업성과
박
 아영, 오갑진(조선대학교 경영학과)

김지은(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E3.4

E4 확률/통계/품질 (2)
E4.1

IoT 데이터 품질의 국제표준연구
이
 동우, 이상엽, 이상아(지티원 기술연구소), 김선호(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E4.2

301A

소
 통 특화 플랫폼의 발전과 아이돌 산업의 미래: 조직 생태학
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
 시림(연세대학교 사회학과),

E4.3

최
 소 실현문제에 의한 MAP(2)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김
 선교(아주대학교 경영대학)

E4.4

부
 분적 가속시험의 개념과 접근 방법
성
 시일(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S
 ensor Drift Compensation for Mixed Gas Classification under
Batch Experiments
Y
 ong Kyung Oh, Juhui Lee, Sungil Kim

E8.2

순
 환신경망(RNN)을 활용한 이러닝 학습자의 집중도 판별 연구
정
 영상(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조남욱(서울과학

(POSTECH(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E5.2

딥
 러닝 기반 텍스트 분류 모델을 활용한 국내 이커머스 사용자
리뷰 분석
이
 성우, 송보미(한국항공대학교)

반
 도체 물류반송장비 OHT의 이상감지를 위한 Autoencoder의
모델 별 성능 비교
명
 지윤, 장영재(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해
 무 예측을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의 순환 신경망
박
 진혁, 이영재, 조용원, 김재훈, 김성범

좌장 : 유재홍(인천대학교)
E9.3

H
 istorical Faction Identification with Hierarchical Genealogy
Network of Joseon Korea
김
 명준, 신현정(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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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층적 모델을 이용한 범죄 네트워크 분석
지
 종호, 김명준(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백명선(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신현정(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E9.4

정
 책 그라디언트 기반의 강화학습을 이용한 인천항 해무 발생
예측
김
 재훈, 김성범, 이영재, 조용원, 박진혁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5)
L
 SS-SAPM: Learning Similarity Space using Supervised
Autoencoder for a Personalized Predictive Model
H
 yunjae Jo, Sungwoo Hur, Chi-hyuck Jun

E8.5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9.2

C
 rack Analysis on the wings of airplane using Convolutional
Encoder/Decoder framework
R
 ahmawati, Hyunsoo Lee(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E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1)
E9.1

401B

M
 issing Value Estimation of Air Pressure System using Support
Vector Regression-bas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오
 은서, 이현수(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ST)

E5.1

E8.4

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E8.3

302B

사
 출성형 부품의 형상 품질 예측을 위한 딥러닝 기반 공정 지
능화 시스템 개발
최
 원화, 김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정플랫폼연구부문),

좌장 : 이현수(금오공과대학교)

이주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코
 로나19 시대 대도시 지역 위성오피스 배치에 관한 연구
이
 윤은(데이턴대학교), 김승범(홍익대학교), Elias(데이턴대학교)

좌장 : 김성일(울산과학기술원)

링
 서명과 스텔스 주소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강화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방안
이
 덕상, 송민석(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표
 정변화감지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성능 연구 : BCI 데이터를
중심으로
성
 상하, 김상진(동아대학교)

E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0)

 태현, 박철균((주)지엔테크놀로지스), 강창수((주)지엔오션),
백
오덕수, 조경민((주)지엔테크놀로지스), 백진구(디파인시스템(주)),
이상석((주)윈정보기술), 유원선(충남대학교)

온
 라인 주식게시판 정보를 활용한 주가분석
윤
 진주, 박단비, 오갑진(조선대학교 경영학과)

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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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E2.2	IoT 센서 디바이스 및 금속 표면파를 활용한 선박 내 무선통신
기술 개발(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in ships using IoT sensor devices and metal surface waves)

E3.1

E
 ffects of camera monitor system display design and driving
situation on driver workloads
유
 정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백동현(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좌장 : 박우진(서울대학교)

D sessions

E2 공공/산업체 응용 (2)

좌장 : 송보미(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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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3

문
 학 작품 표현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감성 분석
박
 명건, 박성홍, 신현정(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E5.4

상
 호 레이블 전파를 위한 도메인 적응 기반 준지도학습
박
 성홍, 김명준(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신현정(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E10 [특별세션] 국방경영분석연구
E10.1 경
 량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고가치(HUV) 군함 Image Segmen
tation에 관한 연구
박
 진영, 문호석(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김정환(고려대학교 통계학과)

E10.2 공
 중 무인무기체계 공통 플랫폼 조합 최적화 모형
권
 기덕, 이문걸(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A sessions

E6.3

B sessions

공
 로 및 슬라브온도를 고려한 가열로 스케줄링 방법
김
 정규(포스코 기술연구원)

주
 변압기 용존가스 진단데이터를 활용한 비지도학습기반 이상
탐지
박
 성호, 김재인, 문주영, 전기량, 김성민, 정상오(한국전력공사)

C sessions

E6.4

E6.1

303B

포스터 세션 1~4

영
 상 기반 열연코일 권취 형상 측정 기술 개발
공
 남웅(포스코 기술연구원)

좌장 : 김도훈(경희대학교)

E sessions

E1.3

E6 공공/산업체 응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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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essions

6월 4일(금)

열
 간 압연 공정에서의 바 상향의 정량화 및 상향 저감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
권
 혁철(포스코 기술연구원)

삼다홀 A

09:00 ~ 10:30

좌장 : 이문걸(국방대학교)
E10.3 M
 DP 기반 해상 탐색방안 연구
이
 호철, 이문걸(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E10.4 군
 용항공기 조종사 스케쥴링 모형 적용사례 연구
이
 문걸(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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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essions

E1.1

좌장 : 김병인(포항공과대학교)

6월 4일(금) |

H sessions

E1 [특별세션] 철강산업 AI(포스코)

E1.2

http:// kiie.org

E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28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F1.2

http:// kiie.org

F2

투
 자 자동화를 위한 어텐션 기반 융합 심층 순환강화학습
곽
 동규, 최성윤, 이기영, 장우진(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특별세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지원 및 미래인재양성
좌장 : 김남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F2.1

디
 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 지원 플랫폼 설계
김
 남규, 이종숙(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F2.2

온
 라인 물리·공학 가상실험 플랫폼 연구
전
 인호, 이진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F2.3

F6.2

F2.4

F2.5

소
 재 연구데이터 인재양성 사례연구
안
 부영, 이유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F3.1

깃
 허브를 이용한 혁신 생태계분석 – 자율주행 사례를 바탕으로
김
 인조(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O
 2O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효율성 평가
김
 선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F6.4

다
 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기반 대규모 전기차 운용 배터리 교환
소 추천 모델
박
 윤식, 이찬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현우(삼성전자),

이
 변수 다항식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SA, HS간의 비교
이
 종환, 김근태, 권문수(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F6.5

도
 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운영 시뮬레이션 연구
서
 경수 책임연구원(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F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4)

디
 지털 전환 시대 대응 역량 교육 제도 운영 사례
허
 소현, 강혜진, 안부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F7.1

F7.2

좌장 :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F3.3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F3.2

전공), 장성용(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빅
 데이터분석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나는 자연인
이다>의 성공요인 분석
주
 형구, 손형섭(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 김홍기(한밭대학교 빅
데이터융합학과), 송은아(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임준묵(한밭
대학교 창의융합학과)

F3 경영공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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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한 기술 사업화 기회 발굴 : 논문과
특허 네트워크 비교 분석
신
 현진(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F3.4

한
 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패턴 분석 : Hidden Markov Model
적용
류
 석현(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이성주(아주대학교 산업
공학과), 곽기호(부경대학교 산업및데이터공학과)

F4 생산/물류 분야 (5)

좌장 : 고영대(세종대학교)
F4.3

다
 종류 차량의 친환경적 군집주행 운영 방안 연구
고
 영대, 고영관, 이우진(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전공)

F8.1

T
 ext Classification을 위한 분별력 있는 문장 벡터 생성 및 활용
방법론
소
 현지, 박준형, 이종태(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F8.2

동
 형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Naïve Bayesian 분류 및 학습
한
 보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F9.2

좌장 :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1B

F8.3

초
 기 아밀로이드 PET과 LSTM을 이용한 치매 분류 기법
Classif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phase amyloid
PET and LSTM
강
 현(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도영(동아대병원 핵의학과),
김상진(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F8.4

레
 이블링 적은 상황에서 자가지도학습을 통한 동영상 감정 인식
문
 석호,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플
 라즈마 에칭의 빛 방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계측 모델
링 프레임워크
양
 대열(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홍세욱(SK하이닉스), 장재연,

좌장 : 황성욱(홍익대학교)
F9.3

402A

전
 기차의 무인 자율이동형 충전소에 대한 강화학습 접근방법
김
 재성, 윤석호, 권상진(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황성욱(홍익대학교 상경학부)

변
 분 평활법과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반도체 설비 이상탐지
하
 태경, 신현정(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303A

F5.3

코
 로나19 상황에서 주요국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현황 및 시사점:
각 국가의 유튜브 활용 비교
김
 소희, 류민호, 김동연(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F5.4

특
 허 문서 정보 요약을 위한 키워드 자동 추출 모듈과 NER
Normalization 기반 Knowledge Network 구축
이
 혜진, 전성환, 박지혜, 조성준(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경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협
 업필터링 기반 추천시스템을 위한 장르 및 등급 정보를 활용
한 유사도 지표
이
 청록(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좌장 : 유재홍(인천대학교)

김창욱(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F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6)

F5.2

F10 [특별세션] 산업공학 교육 현황과 발전방향(교육본부 패널토의)
좌장 : 이동희(한양대학교)
F10.1 데
 이터사이언스/인공지능/스마트제조 분야의 산업공학 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 : 이동희(한양대학교)

A sessions

김정우, 이태식(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F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3)

T
 hree-echelon sustainable supply chain model with cost
fuzzification
B
 iswajit Sarkar, Abhijit Debnath(Department of Industrial

불
 균형 데이터의 노이즈에 강건한 Adaboost 알고리즘
이
 도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
 I 제조 혁신 실증사례 및 카이스트 첨단제조 지능 실습실 데이터
공유 튜토리얼
장
 영재(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F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취합검사법 적용 및 최
적화에 대한 연구

F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2)

F9.1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F5.1

F7.3

401A

302B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F4.2

좌장 : 백정우(조선대학교)

그
 로버 알고리즘을 활용한 HHL 알고리즘 양자 회로 개선
최
 현석, 최인찬(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김영현, 이윤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ITM전공)

C
 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venue sharing policy
for a dual-channel buyback contract
B
 iswajit Sarkar, Rekha Guchhait(Department of Industrial

한현수(한양대 경영대학)

이성주(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F4.1

납
 기 만족 달성 및 워크로드 밸런싱을 위한 설비할당을 고려한
제조공정의 피드백 가중치 제어
김
 형욱, 배규종, 이태억(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박성일, 정유인(SK 하이닉스)

정태수(고려대학교)

삼다홀 B

지
 식경영 중심의 비대면 교육 플랫폼 개발 연구
이
 원철, 안부영, 한성근, 허소현

F6.3

B sessions

6월 4일(금)

학과), 곽동규, 장우진(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시
 뮬레이션을 활용한 해군 함정 근접방어무기체계의 작전운용
성능 검증 연구 A Study on th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Verification of Close-In Weapon System of the Naval Ship
Using Simulation
강
 호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

C sessions

F6.1

303B

D sessions

G
 aussian Rank Correlation 기반의 PMFG를 활용한 포트폴
리오 투자 : KOSPI200 시장을 대상으로
최
 영훈, 송재욱(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장성용(서울과학기술대학교)

402B

패널토론자 : 강석호(성균관대학교), 고선우(전주대학교), 유태선
(부경대학교), 이수동(울산대학교)

포스터 세션 1~4

F1.2

F6 최적화 (3)

E sessions

주
 식 시장 네트워크와 그래프 딥러닝 모형을 이용한 주가 시계
열 추세 예측
최
 성윤, 이현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민혁(부산대학교 경영

삼다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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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essions

F1.1

좌장 : 장우진(서울대학교)

10:50 ~ 12:20

G sessions

F1 [특별세션] 투자 경영 공학

6월 4일(금) |

H sessions

F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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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2 Intelligent hybrid algorithm for solving a four dimensional
traveling salesman problem
A
 rindam Roy, 문일경(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허선(한양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2.2 분
 할 Bi-LSTM 모델을 활용한 패션 아웃핏 추천
황
 우현, 박준현(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송민석(포항공과대학교)

G2.3 작
 업준비시간과 납기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일정계획수립 모델
이
 동진, 이동훈, 유우식, 김관호(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삼다홀 B

G2.5 제
 조데이터 기반 머신비전 불량 판정 딥러닝 모델
서
 한석, 최민서, 박윤식, 정태수(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2.6 사
 람-기계 협업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조행위 모델과 작업데이
터 기반 작업자세 분석
신
 동민, 김주성, 박진환, 전현영, 허선(한양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2.7 중
 소기업 제조데이터 분석을 Edge AI 플랫폼 아키텍처
이
 진성, 최종현, 윤성준, 신준호,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G2.4 머
 신러닝을 이용한 화물운송중개 플랫폼 가격 예측 모델
장
 희선, 장태우(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3

경영공학 (8)

G3.1 국
 가 R&D 성과의 효율성 비교 분석 :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중심
으로
최
 가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조남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G3.2 링
 크 예측을 활용한 국방과학기술 융합예측 연구
김
 경수((주)윕스 기술정책센터),
조남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G4 생산/물류 분야 (6)
G4.1 D
 rone and delivery robot station model for last-mile delivery
B
 YUNGIL CHOI, JOOHANG KANG, JOONYUP EU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G4.2 O
 ptimizing production-inventory and pricing for bundle
products in a two-stage supply chain
B
 iswajit Sarkar, Sahar Sohani(Department of Industrial

G7 기타산업공학/경영과학 (5)

301A

G3.3 L
 DA와 Doc2vec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구조 분석
이
 서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안승섭(서울과학
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
공학과)

G3.4 디
 지털 광고 마케팅 성과 평가를 위한 2단계 효율성 측정 모형
김
 창중(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401A

G7.1 공
 급망 전략에 따른 조직간 관계통제 방안들의 적합성과 공급
망 성과 : 정의와 사회적 자본 관점
최
 종민(경북대학교 경영학부)

G7.3 순
 차 패턴 마이닝(Sequential Pattern Mining)을 활용한 당뇨
환자의 약제 처방 패턴 분석과 활용
강
 승연, 모정훈(연세대학교 경영학과)

G7.2 C
 NN Attention 네트워크 기반 다중 질병을 가진 환자 유사성
측정 연구
백
 승화, 모정훈(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G7.4 A
 HP를 이용한 도시철도 차량 CBM 대상장치 선정 연구
서
 경수 책임연구원, 신성길 수석연구원(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G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4)
좌장 : 조남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좌장 : 모정훈(연세대학교)

G8.1 M
 ixup을 활용한 이상 입력 탐지 모델의 불확실성 추정 능력
개선
구
 지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황상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연구원), 방성해 팀장(서울교통공사 모란차량사업소)

좌장 : 황상흠(서울과학기술대학교)

401B

G8.3 G
 rad-CAM(Gradient-Class Activation Map)을 이용한 웨이퍼
빈 맵 복합 불량 패턴 분해
 영준, 김상래, 배병용, 장승준, 정희태, 배석주
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 sessions

G2.1 현
 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한 Data Labeling
이
 환철(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장태우(경기대학교)

G8.2 특
 정 도메인을 위한 질의응답 시스템의 불확실성 회피 능력에
대한 고찰
양
 승무(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황상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이학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G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5)
좌장 : 은준엽(고려대학교)

좌장 : 이종석(성균관대학교)

402A

302B

G4.3 센
 서 기반 클리닝을 실시하는 클러스터 장비에 대한 피드백
기반 웨이퍼 지연 제어
서
 정헌, 이태억(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G4.4 강
 화학습을 이용한 예산 제약조건의 다중항목 재고관리 모델
박
 나희, XIA JIUN, 민대기(이화여자대학교 빅데이터분석학과)

G9.1 V
 oice2Code : 자연어 음성의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김
 준형(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곽정원(광운대학교 정보
융합학부), 김지수(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G9.2 W
 av2vec2.0을 활용한 한국어 음성인식
김
 정희,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9.3 한
 국어 문서요약 및 음성합성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김
 수빈, 김지나, 김탁영, 강형원, 강필성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9.4 A
 UC 최대를 학습 목표로 설정한 구 기반 분류기의 제안 A
sphere-based classifier for maximizing AUC
박
 연탁, 이종석(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G10 [특별세션] 스마트 조선과 디지털 트윈
G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7)
G5.1 머
 신러닝을 기반으로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택법
윤
 혜민, 김상진(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G5.2 프
 리롤 동영상 광고와 타게팅 알고리듬에 관한 연구
박
 성호(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좌장 : 류민호(동아대학교)

303A

G5.3 아
 파트 실거주자의 온라인 리뷰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
 성안, 류민호, 김동연(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A sessions

황성욱(홍익대학교 상경대학)

B sessions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반도체데이터사이언스협동과정)

G6.3 D
 EA 모형을 이용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운영 효율성 평가
김
 기태(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G10.1 스마트 조선 : 현황과 미래
최성철(가천대학교 산업공학과) 권상진, 임성빈(울산과학기술원),
박건일, 이현주(대우조선해양 스마트야드 연구부), 오주용, 고명석
(UNITY Korea)

G10.2 대우조선해양의 산학협력 주요 이슈
박건일(대우조선해양)

좌장 : 최성철(가천대학교)

C sessions

G1.4 S
 hmoo plot의 이상 패턴을 분류하기 위한 비지도 학습
신
 현수, 김영주, 김창욱(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303B

D sessions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반도체데이터사이언스협동과정)

G6.1 C
 ooling shelter allocation for heat vulnerable residents using
floating population data
권
 상진, 우승옥, 윤석호, 김재성(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좌장 : 권상진(UNIST)

포스터 세션 1~4

G1.2 F
 DC CNN 알고리즘 기반 경시성에 따른 Plasma Damage 진단
및 주요 인자 탐색
윤
 석호, 김창욱

G1.3 O
 ES 스펙트럼 데이터의 군집 분석
배
 민주, 김창욱

G6 최적화 (4)

402B

F sessions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반도체데이터사이언스협동과정)

삼다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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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essions

G1.1 반
 도체 제조 공정에서 공정 규격에서 벗어난 인자 탐색
강
 희성, 김창욱

좌장 : 김창욱(연세대학교)

13:40 ~ 15:10

6월 4일(금) |

H sessions

G1 [특별세션] 반도체산업 AI(SK하이닉스)

G2 [특별세션] 산업 AI(전문인력 양성사업)
http:// kiie.org

G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G10.3 유니티로 시작하는 시뮬레이션 연구
오주영(Unity)

G10.4	Neural Combinatorial Optimization with Distribut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임성빈(UNIST)

포스터 세션 5~7

6월 4일(금)

6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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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1 냉
 동컨테이너 데이터를 활용한 고장유형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
에 관한 연구
이
 희원, 이강배, 박성호, 이승현, 이승재(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H7.2 비
 지도학습을 통한 냉동 컨테이너 고장 탐지 알고리즘
이
 승현, 박성호, 이승재, 이희원, 이강배(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H3 [특별세션] 강화학습과 디지털트윈 활용 제조 AI
H3.1 제
 조 AI적용의 분류 및 도전
장
 영재(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좌장 : 장영재(KAIST)

H3.3 물
 류 창고 및 스토리지 자동화 AI활용
황
 설(다임연구소)

H8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7)
H8.1 Improve auto-encoder classifier in Open set Recognition
J unCheol Shin, Heeyoung Kim(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8.2 웨
 어러블 디바이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복원 알고리즘
박
 기군, 배혜림(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은준엽(고려대학교)

401A

H7.3 냉
 동시스템 고장 예측 및 예방정비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이
 승재, 박성호, 이승현, 이희원, 이강배(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H7.4 R
 esolving class imbalance through improvement of loss
function in multi-label alarms classification problem
김
 상훈,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좌장 : 유재홍(인천대학교)

401B

H8.3 D
 istilling the Knowledge of Deep Residual Networks to
Obtain a Lightweight Human Activity Recognition Model
R
 amadhan Muhammad Hanif, Iman Alif Nur, Dohee
Kim, Eunju Lee, Hyerim Bae(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H8.4 의
 료 영상 분할에서의 도메인 일반화를 위한 형태 정보의 활용
배
 준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전공),

302B

황상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H4.1 반
 도체 공정 내 자동화 물류 반송 시스템의 사이드 트랙 버퍼
운영 정책 연구 Operational policy for Side Track Buffer of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in Semiconductor fab
김
 동민, 장영재(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H4.2 반
 도체 FAB 내 Machine과 Vehicle의 상태를 고려한 투입
량 관리 및 강화 학습을 사용한 고도화 알고리즘 개발 Lot
input analysis for semiconductor fab with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
연
 소의, 장영재(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H5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 (8)
H5.1 W
 aDGAN-AD를 이용한 전력 소비량 시계열 데이터의 실시간
이상치 탐지 기법 연구
김
 혜연, 김형석,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H5.2 학
 습가능한 전파 가중치를 이용한 그래프신경망
이
 민재, 김성범(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H4.3 D
 rone-truck hybrid delivery model considering returns
J oohang KANG, Ahram Jeon, Byungil Choi, Nakyung
Kim, Joonyup Eun(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Taesu Cheong(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H9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8)
H9.1 Incorporatin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onsignment
Policy, and Machine Learning for Reducing Unreliability
under a Smart Supply Chain Management
S
 uman Kalyan Sardar(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
ment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Biswajit Sarkar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Byunghoon Kim(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좌장 : 박철진(한양대학교)

좌장 : 김병훈(한양대학교)

402A

H9.2 양
 방향 저상형 물류 로봇 대규모 군집제어를 위한 연구 방향
공유
정
 창현, 장영재, 김강민(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H9.3 수
 리 모델 기반 AGV 대규모 군집 제어 알고리즘
김
 민수, 황일회,  장영재(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303A

H5.3 병
 행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을 통한 그래프 이상치 탐지방법론
One-class Dual-graph Neural Network for Anomaly
Detection
김
 형석, 강필성(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H10 [특별세션] 해외학자세션
H10.1 P
 redicting Covid-19 Infections using Bass Model : A
Comparison of China and the US case
J aebeom Suh(Kansas State University), Jiyun Yang(Seoul
National University), Evan Doyle(Kansas State University)

A sessions
B sessions

좌장 : 이강배(동아대학교)

301A

H3.2 1
 ,000대 이상의 AGV 제어 실용화 사례
황
 일회(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H4 생산/물류 분야 (7)

Systems Engineering)

좌장 : 김현정(KAIST)

402B

H10.2 P
 arameter Calibration in simulation models with Stochastic
Gradient Descent and stratified sampling
E
 unshin Byon(Industrial and Operations Engineering
University of Michigan)

H10.3 O
 ptimal Retirement with Long-Run Income Risk
박
 세영(노팅엄대학교 경영학과), Shan Huang(Georgia Tech,
Scheller Business School)

C sessions

H7 4차 산업혁명/산업인공지능 (16)

H6.3 S
 tratified Target Prediction Model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Investment
셀
 버라지 기따, JeongHwan jeon(경상대학교, Industrial and

D sessions

발표자 : 박용태(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H6.2 볼
 록 최적화를 이용한 임계활성함수를 가지는 희소 인공신경망
구축
김
 준영, 이경식(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303B

포스터 세션 1~4

패널토론자 : 김원준(KAIST), 옥영석(부경대학교), 이희상(성균관
대학교), 전정환(경상대학교)

H6.1 분
 할 기반 2단계 위험 회피 확률적 최적화 모형
이
 종헌, 이경식(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좌장 : 이경식(서울대학교)

E sessions

삼다홀 B

H6 최적화 (5)

35

F sessions

6월 4일(금)

H1.3 위
 상학적 클러스터링 방법론 : 단체덮힘성과 n-공간복합체를
이용한 불변성의 새로운 정의
정
 택근, 류홍서(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of MOT”
H2 [특별세션] 기술경영 “Emerging paradigms of innovation: Transition
좌장 : 윤병운(동국대학교)
H2.1	기술경영 “Emerging paradigms of innovation: Transition of
MOT”

삼다홀 A

15:30 ~ 17:00

G sessions

H1.1 공
 중급유기의 최적 운용을 위한 수리최적화 해법
강
 동우(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공군사관학교 시스템공학과)

좌장 : 김선웅(고려대학교)

6월 4일(금) |

H sessions

H1 [특별세션] 데이터애널리틱스
H1.2 수
 리과학적 데이터분석을통한 사회현상의 불린논리 패턴분석
김
 선웅, 류홍서(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http:// kiie.org

H Session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7

6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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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금)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포스터 세션 5(PE) | 포스터 세션 6(PF) | 포스터 세션 7(PG)

PE2

PG1

국
 가하천 불법점용물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화 연구
정
 성윤, 김진욱(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정보지능화센터)

PE9

인
 공신경망 결과 해석을 위한 풀링 및 합성 기반 계층적 LRP
해석 모델 설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pooling and
compound-based hierarchical LRP models for the result
interpret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홍
 종원(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

PG2

선
 박용 초저온 수소밸브의 기술사업화 방안
이
 운식(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사
 격안전을 위한 둔감형 전차 연습탄 연구
홍
 종태(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 한승조(국방과학연구소), 안창수
((주)대한정밀), 최종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PE3

PE4
PE5

시
 계열 분석을 통한 일별 매출 예측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daily sales forecasting model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조
 성진, 유다솜, 윤승렬, 조현재(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D CNN을 활용한 금형 실린더 온도 사이클의 이상탐지
유
 근호, 양희찬, 왕지남(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마
 할라노비스-다구치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 이상 탐지
정
 민영, 진승종, 한승우, 김연동, 김남기, 왕지남

최진영(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PE10 가
 상현실 기반 국방 교육훈련체계 사업화 우선순위 선정 연구
이
 세호, 박승배, 양희원(육군본부), 한승조(국방과학연구소)

이동건(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PE6

PE7

거
 리 상관계수 기반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한 특징 추출과 제품
양불 판정을 위한 카이스퀘어 분포 활용
양
 희찬, 김남기, 박준표, 왕지남(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G
 NN 기반의 PLC 제어 로직 자동 검수 방법
유
 상철, 하윤우, 김연동, 한승우, 박준표, 왕지남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PG4

PG5

국
 내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한 유지보수 비즈니스 모델
이
 운식, 곽기호(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향호(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PG6

PE13 특
 허 요약의 밀도기반 클러스터링을 통한 미래 유망 기술 동향
파악 프로세스(스마트 팩토리 분야 중심으로)
오
 유원, 송세리, 박상철(아주대학교산업공학과)

중
 소기업의 혁신보유역량과 인적개발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운식(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천동필(부경대학교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김일번(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PE12 딥
 러닝의 예측 강건성 측면에서의 모델 경량화 효과 연구
최
 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황상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기
 술혁신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조선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
 운식(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진봉재(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PE11 3
 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복합재료 소형선박의 목형 몰드
와 양산 제품의 형상 편차 및 공정 분석
박
 본영(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PG8

딥
 러닝과 다항 회귀를 통한 자세 불편도 예측 및 비교
이
 진원(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황재진(노던일리노이대학 산업
시스템공학과), 이경선(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PG7

M
 ethodology of Needs Extraction for Systematic Technologyhumanity convergence analysis using Vector Space Models
and Deep Learning
김
 두남(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문
 헌정보를 활용한 기술체계도 구축 방법론 : 언택트 기술 사례
연구
문
 성주(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상현(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최애리(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성주(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재규(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PG3

A sessions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자동차 혼시스템 공차해석
이
 장용(한국생산기술연구원)

PG9

상
 황인식과정에서의 시선 이동에 관한 성별 특성
이
 예진, 정광태(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이현철(한국원자력연구원)

PG10 IoT를 이용한 위험 상황 감지 시스템(Hazard detection System
by using IoT)
김
 수영(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PG11 A
 branch-and-price approach based on assignment
problem modeling for single arm cluster tool scheduling
H
 yeong Yun Lee, Tae Eog Lee, Hyun Jung Kim
(KAIST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PG12 듀
 얼 어텐션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
지 및 원인 분석 방법
유
 재진, 백준걸(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문윤성, 박계순(LS
Nikko 동제련)

PG13 C
 ontrastive Learning의 feature representation을 활용한
Anomaly Score 보정 방법론
전
 여진(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백준걸(고려대학교)

E sessions

전대연, 김지은(포항공과대학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10:50 ~ 12:20

PF 포스터 세션 6

3층 로비

2
 -Stage Attention LSTM방법론을 활용한 중장기 부정기선
운임 예측
김
 도희, 강한석, 최유림, 배혜림(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PF7

소
 비자 혁신성과 서비스 수용 : 5G 얼리어답터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바탕으로
손
 기원, 전덕빈(KAIST 경영대학)

PF2

기
 호조합을 활용한 이상감지 기법
민
 수홍, 김상기, 강지훈(한국산업기술대학교)

PF8

시
 내버스 수요 대비 공급 분석 시스템 개발 사례 연구
서
 민호, 박정현, 김민기, 유승규

PF3

광
 역철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김
 연주, 오영택, 김명환(한국철도공사 경영연구처)

PF5

PF6

E
 valuating the Effect of Advertising Variation Strategy with
Repetition in Pre-Roll Video Viewership Using Survival Model
박
 진환, 전덕빈, 박성호(KAIST 경영공학부)
국
 내 제조업의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수요 분석
고
 미현, 김명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수철(상명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

PF9

국
 가과학기술연구망의 고객만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NPS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
 상국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부)

G sessions

공
 급사슬망에서의 제조회사와 소매회사의 경쟁 및 협력행위
분석: 옴니채널을 중심으로
천
 세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각 학회 워킹그룹 / 연구회 모임

PF10 수
 소경제와 연료전지 발전
정
 용주(부산외국어대학교)
PF11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녹조 조기예찰 방법 연구
김
 민석, 박형욱, 조현정, 김은주

H sessions

PF4

6월 5일(토)

F sessions

PF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PF12 2
 단계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한 병렬 배치 적층 생산 시스템의
일정계획
김
 병수, 이승재(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션
세
터
스
포

5~7

http:// kiie.org

6월 4일(금)

박승배, 이세호(육군본부)

PE8

3층 로비

B sessions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사업장 심리사회적 위험관리 연구
한
 승조(국방과학연구소), 김수연(한밭대학교),

PG 포스터 세션 7

C sessions

PE1

3층 로비

D sessions

PE 포스터 세션 5

13:40 ~ 15:10

포스터 세션 6~7

6월 3일(목)

09:00 ~ 10:30

37

포스터 세션 1~4

36

38

2021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인공지능과 IE/MS

http:// kiie.org

행사장 약도

교통 안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35번도로 평화로 차량 50분 소요 / 리무진 60분 소요

■1132번도로

공항 → 신제주 → 제주경마장 → 평화로 → 중문관광단지 → ICC JEJU

■1139번도로 1100도로 차량 45분 소요(초행길, 눈길, 안개조심)
공항 → 신제주 → 한라수목원 → 신비의도로 → 어리목 → 탐라대학교 →
ICC JEJU

■1131번도로 516도로 차량 1시간 10분 소요 (초행길, 눈길, 안개조심)

서귀포시 → 월드컵경기장 → 약천사 → 천제연폭포 → 중문관광단지 →
ICC JEJU

■1116번 도로
한림 → 케슬렉스골프클럽 → 블랙스톤골프장 → 동광검문소 →
중문관광단지 → ICC JEJU

공항 → 삼성혈 → 제주대학교 → 성판악 → 돈내코유원지 → 16번도로 →
중문관광단지 → ICC JEJU

■셔틀버스 제공 안내(무료) : 관광버스 전광판에 “대한산업공학회” 보시고 탑승 요망
날짜

6월 3일(목)

6월 4일(금)

경로

제주공항 ⇢ 제주 ICC

탑승하는 곳

제주공항 주차장
B구역 1번 정차 앞

제주 ICC ⇢ 제주 공항

제주 ICC
정문 앞

배차 시간

10시 30분

공항 출발

11시 30분

공항 출발

12시

공항 출발

13시

공항 출발

15시

제주 ICC 출발

16시 30분

제주 ICC 출발

17시 30분

제주 ICC 출발

18시

제주 ICC 출발

■공항리무진 버스안내(600번 제주공항 ↔ 중문관광단지)
•운행표 : 공항 → 제주더호텔 → 여미지식물원입구 → 햐얏트호텔 →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한국콘도 → ICC JEJU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제주국제공항 출발(06:20 ~ 22:00) : 공항정문 1층 5번 게이트 왼쪽 리무진 버스 승차장(삼영교통 600번)
•서귀포(칼호텔) 출발(06:20 ~ 21:50)
•ICC JEJU : 리무진 버스 안내멘트에 따라 컨벤션센터 로터리 정류장에 하차(600번 제주공항 ↔ 서귀포)
•이용요금 : 공항에서 ICC JEJU까지 편도(성인) 5,500원 / 매 18~20분 간격 ICCJEJU까지 소요시간 50분
•이용문의 : 삼영교통 (064) 746- 9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