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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번째로 개최된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Data Engineering and

에 참가하였다 첫 번째 해외 학회 참가인데다 비행기를 타보는 일도Automated Learning .

처음이고 특히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

았다.

학회 기간은 총 일이지만 첫째 날인 일요일은 튜토리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논문 발표4

기간은 일 이었다 튜토리얼이 학회 참가자에게 무료라서 시간이 되면 들어보는 것도 좋았3 .

겠지만 도착한 날이 일 저녁때였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건너뛰게 되었다 일단 도착한 것16 .

까지는 좋았지만 표를 사는 것부터 길을 묻는 것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말할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준기와 같이 가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고생했을 것이다. .

일부터 학회에 등록하고 발표를 들었는데 버밍엄 시내에서는 거의 동양인을 찾아볼 수17

없는 것과 달리 학회장 근처에서는 많은 수의 동양인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

인과 일본인이었고 한국인은 우리뿐이었다 학회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학.

회의 주제는 데이터 마이닝과 학습을 이용한 정보처리에 관한 것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나

유전자 알고리즘 혹은 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각종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을 이용하여, GP

중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향의 발표가 많았고 이번에 학회에서 스페셜 세션으로 채택된,

주제는 로 여기서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Agent-Based Approach to Service Sciences ,

특정 신용 카드가 어떻게 전체 사용자의 수를 점유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주식 시장

에서 어떤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주로 특정 상황이나 조

건에서 실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이.

스페셜 세션쪽에서는 주로 일본인들이 많아서 일본에서 에이전트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데이터 마이닝 관련 세션에서는 일본 사람보다는 중국인과.

그 외 다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발표자가 오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

그림 1 버밍엄 대학. 그림 2 키노트 발표 장면.



어서 원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 명의 발표자가 발표. 4

를 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진행하는 방의 구조상 방에서 나가려면 발표자 바로 옆에 있는, ,

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발표 도중에 원하는 발표가 캔슬되었다고 다른 세션을 들으러

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영어 리스닝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알아듣기 어려운 발표가 많았지만 그나마 알아듣기,

쉬웠던 쪽은 스페셜 세션에서 발표된 에이전트 관련 논문들과 키노트 들이었다 키노트는.

총 번 있었는데 첫째날에 한번 둘째날에 번 셋째날에 마지막 한번이 진행되었다4 , , 2 , .

첫 번째 키노트는 라는 제목으로 독일의Time, Knowledge, and Decisions Piero

가 발표하였는데Bonissone , Data Preprocessing / Anomaly Detection / Diagnostics /

의 단계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위주로 설명해 나Prognostics 4

갔다 특히 항공기에 관련된 예를 중점적으로 을 설명했다. Anomaly Detection .

그림 3 번째 키노트. 2 그림 4 번째 키노트. 4

두 번째 키노트는 Modular Protein Architecture: Native Disorder and Linear Motifs in

인데 생화학 관련 용어가 너무 많아서 잘 알아듣기 힘들었다 알아들은 내Cell Regulation , .

용 중에서는 웹에서 접근 가능한 온톨로지를 개발하여 유전자의 저장 및 관리를Disorder

수행하는 부분이었다 세 번째 키노트는 한국에서 오신 이수영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라는 제목으로 인공적인Artificial Brain for Brain inspired Human-like intelligent system

뇌를 만들기 위해서 해온 노력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음이 한국식 억양에.

가까워서 개인적으로 가장 알아듣기 쉬웠던 발표였다 마지막 날의 키노트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오신 가 오캄의 면도날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단순히 쉬운 설명에Kevin Kelly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문제를 일부러 복잡하게 다룰 경우의 위험성 등 현재 컴퓨터 과학,

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다.

그 외에 흥미 있었던 논문으로는 ‘Exploring Quantitative Evaluation Criteria for Service

and Potentials of New Service in Transportation : Analyzing Transport Networks of

에서 교통 수단을 하나 이상 사용할 경우와 하나만 사용Railway, Subway, and Waterbus’

할 경우로 나누어 각각을 와 로 나눠서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 가장 좋Efficiency Centrality

은 것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했던 논문과 ‘Effect of the Number of Users

라는 제목으로 추천 기술에and Bias of User’s Pre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선입관과 사용자의 숫자가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 논문이 기억에 남

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