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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참가한 학회는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컴퓨팅에 관한 주제로 폴란드에서 열리는 학회였다Soft Computing , .

해외 학회에 한 번 참가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도 좀 덜 되었고 학회로 출발하기 전,

에 번 정도 리허설을 해서 학회 자체에 대한 걱정은 그리 많지 않았다3 .

학회 기간은 총 일이지만 첫째 날은 등록과 저녁 식사로 끝나고 마지막 날 역시 아침식5 ,

사 외에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회 기간은 총 일이었다 학회 기간 앞뒤로 하, 3 .

루 씩 여유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여유 있는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도착했을,

때는 밤 시가 넘었고 학회장과 숙박 장소로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도착한 시간에 없었11 ,

기 때문에 기차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 하룻밤을 새우는 드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폴란드.

역시 유럽이지만 동구권이라서 그런지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항에서 나온,

이후에는 역무원이나 택시 기사 분들 역시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역무원의. (

경우 영어와는 별개로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영어를 잘, .)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움을 주곤 했다 밤을.

새운 이후에는 기차를 반대 방향 기차로 잘못 타서 숙박 장소까지 도착하는 데 비행기 시간

포함 거의 시간 대충 비행기 시간 기차가 시간 분 비행기 갈아타는 데20~30 ( 10 + 7 30 +

걸린 시간 시간 기차 플랫폼에서 밤 샌 시간 시간 이 걸렸다 학회 장소까지 도2~3 + 4~5 ) .

착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고생도 많았지만 일단 도착하고 나서는 학회 장소와 숙박 장, ,

소가 같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학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 날의 여유 기간은 그.

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폴란드에서는 거의 동양인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실제로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동양인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학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닌 단순한 투숙인들 중에서는.

신기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 학회에 참가하는 동양인은 한국인은 우리 명뿐. 2

이었고 중국인이 한명 나머지는 일본인이 명 정도뿐 이었다 나중에 루마니아에서 온 크, , 3 .

리스티 애칭 본명을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함 를 통해서 알 게 된 것이( . )

지만 학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인원이 폴란드 인이었다 는 기본적으로 폴란드 사람, . ICAISC

이 많은 학회라는 느낌을 주었다 처음 도착한 날에 있었던 에서는 몇몇 사. Welcome party

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오신 나이가 많이 드신 교수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브라질에서 오신 여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학회의 목적 가운데 하.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 했다 처음에 말을 거는 데는 용기가 가장 필요했지만 그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한샘이가 뒷수습을 해주지 않았다면 상당히 난처했을 것.

이다 그 이후에 루마니아에서 온 인 크리스티와 말을 섞었는데 저녁을 먹. Ph.D. student ,

기 위해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의 인상은 좀 차갑고 까다로워 보였지만 실제로,

말을 걸어보니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곧 친해질 수 있었다 이 후에는 크리스티와 크리, .

스티의 아내인 뷔오와 함께 타트라 산에 올라가 보기도 했다.

학회 발표는 오랄 세션과 포스터 세션 그리고 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논, Invited talk ,

문이 주로 포스터에 집중되었고 극히 일부만 학회 기간 중 번 밖에 없었던 오랄 세션에, 3

배정되었다 우리 역시 포스터 세션에 배정되었다 직접 들어본 오랄 세션의 내용은 생각보. .

다 그리 좋지 않았다 폴란드 사람들 역시 영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고 보았기 때문인지 오랄 세션에서는 주로 발표에 익숙하지 않거나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듯한 점이 자주 눈에 보였다 발표자가 강약이나 호흡의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중간에.

숨이 차서 말이 끊어지고 발표의 중요한 점이 어디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거나 너무 관련 연

구와 용어 설명에만 집중하다가 실제 방법 설명은 좌장에게 시간이 다됐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분 안에 완료해버린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발표자가 만든3~4 , PPT

에 배경 설명도 없고 텍스트도 없이 복잡한 그래프나 그림을 딱 한 장씩만 넣어 놓아서 이

해하기 무척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전형.

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잘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더구.

나 오랄 세션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 시종 일관 약 명 정도 만 참가 하였고 마지막20 ,

날에는 더욱 줄었다.

반대로 처음 경험하는 해외에서의 포스터 발표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논문의 저자가. PPT



를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형태의 오랄 세션과는 달리 포스터 세션에서는

논문 저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분은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주려고,

애를 쓴다 덕분에 영어가 짧은 나 역시 잘 모르는 분야의 논문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

었고 미리 논문을 읽어 본 경우에는 더욱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설명하는 사람의, .

영어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어도 포스터를 대충 훑어볼 수 있고 아무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는 치우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살펴 볼 수도 있었다 흥미 있게 살펴 본 포스터로는.

을 이용할 때의 기본적인 확률 분포 가정에 대한 연구인BN Bayes’ Rule, Principle of

과 하나의 그림을 여러 오브젝트의 집합으로 정의하고Indifference, and Safe Distribution

오브젝트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그림을 검색하는 A New Approach to Interactive

그리고 복잡한 이미지Visual Search with RBF Networks Based on Preference Modeling,

를 블러르 처리로 단순화시키고 그래프 구조를 추출하여 자신이 정의한 알고리즘으로 비교/

대조한 후 클러스터링하여 그림의 유사도를 비교하거나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An

등이 있다 다른 포스터도 몇 개 살Adaptive Fast Transform Based Image Compression .

펴보았지만 설명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잘 모르는 경우도, ,

있었다 에서 흥미 있게 들었던 것은. Invited talk Towards On-line Noninvasive Brain

로 이론이나 시스Computer Interface Systems with Multi Commands and Biofeedback

템 구조보다는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설명하였다 뇌.

파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임을 보여주거나 뇌파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조작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시연하는 동영상에서도 자동차가 자주 도로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을 보여주,

어 아직은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뇌파를 통한 제어는 아직 세밀한 제어.

가 불가능한 것 같고 상 하 좌 우 의 개 커맨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한계인 것처럼 보였, / / / 4

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

이번 학회에서 느낀 점은 설명을 들을 때는 오랄 세션보다 포스터가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는 점이었다 그리고 폴란드에 대해서 받은 느낌은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공기도 맑지.

만 영어가 아직 잘 안통하고 택시비가 매우 비싼 편이라는 것이다 또 영어를 잘 못하더라, . ,

도 조금이라도 영어를 할 줄 알면 외국인을 도와주면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영어가 안 통해서 곤란해 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가급적 도와주어야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