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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06년 10월 3일 ~ 6일 (출장기간: 10월 2일 ~ 7일) 

2. 장소: Hong Kong, HKCEC 

3. 참석자: 민준기 

4. 작성자: 민준기 

5. 참가목적: 학회 참가 및 발표 

6. 전반적 의견 

이번에 참가한 학회는 13번째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ICONIP)로, 홍콩의 HKCEC에서 개최되었다. HKCEC는 1998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기념식을 위해 지은 건물로, 거대한 유리 건물의 아름다운 외관과 기러기가 날아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지붕으로 유명하다.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금번 학회에는 총 1,175개의 논문이 제출되었었고, 이중 33%가 accept되어, 학회기간 중

22개의 세션에서 발표되었다. 

 

학회 발표장 모습 



학회장에는 중국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일본, 한국, 호주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세션은 주로 패턴인식 및 분류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나는 SVM, Pattern 

Recognition (Face recognition), Image Processing 세션을 관심 있게 참석하여 들었다. 

 

One-class SVM의 유용성을 보이는 연구결과화면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기 용이한 계층적 BN 

 

구두발표 세션은 8개씩 동시에 진행되며 오전, 오후, 저녁의 3타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학회장에서 Proceeding을 주지 않고 별도로 판매를 하였으며, 값이 꽤 비싸서 논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대신 세션 소개책자에 나와있는 논문 요약내용을 보고 관심 있는 발표가 있

는 세션을 찾아서 들었다. 내 논문은 지문분류연구로(Multiple decision templates with 

adaptive features for fingerprint classification), 학회 셋째 날에 Face analysis & 

processing 세션에서 발표하였다. 혼자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경험도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첫째 날은 튜토리얼이 진행되었다. 3개의 세션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총 6개의 세션이 

있었다. 오전에는 A. Smola의 Kernel methods for estimation and data analysis를 들었는

데 분류기의 커널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다소 수학적이고 어려운 튜토리얼이었다. 오후

에는 음성신호정보나 의학기기 정보 등의 일련의 이어진 정보의 처리에 관한 M. Niranjan

의 Sequential inference using particle filters를 들었다. 저녁의 opening reception에서는 



중국인과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 이후 학회기간 동안 정보도 공유하고 얘기도 하는 좋은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학회가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Plenary 

Speech가 있었고, 오전, 오후, 저녁에 구두발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오후~저녁 세션 사이

에는 포스터발표 세션이 있었다. 이날의 Plenary Speech는 S. Amari의 Integration of 

stochastic models in neural inference로, 기존의 신경망 등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평균을 

대신하는 alpha-mean이라는 기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셋째 날의 Plenary Speech는 R. 

Eberhart의 Swarm intelligence and extended analog computing으로, 간단한 규칙을 군집

이 공유하고 반응하여 행동하는 Swarm intelligence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날 저녁에 

Banquet이 있었으나 학생등록이라 참석은 못하고 대신 중국친구와 홍콩 관광을 다녔다. 넷

째 날은 신경망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연설이 있었으며, Banquet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별다

른 행사는 없이 학회가 끝났다. 

 

7. 과제별 관련 의견 

생체인식에 대한 연구는 내가 발표한 지문분류 연구를 제외하고는 얼굴인식 분야만 있어

서 내가 소속된 BERC팀의 연구와는 직접적 연관은 없었다. 하지만 패턴인식에 초점이 맞

춰진 얼굴인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고, 조명이나 사람 얼굴의 마스크, 안경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인식성능을 높이는 연구의 경우 기법이나 분석방법 등이 참고할만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