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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의 큐슈 대학에서 열렸던 워크샵인 Korea-Japan Workshop on 

Intelligen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를 참가했다. 발표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긴장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게 되었다 

 

.  
그림 1 직접 마중나오신 다카기 교수님 

 

 
그림 2 워크샵이 진행되었던 건물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를 직접 반겨주는 다카기 교수님과 만나고 이제부터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껏 영어 회화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었던 것

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큐슈 대학으로 가서 다카기 교수님 연구실의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바로 워크샵 일정으로 들어갔다.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연구들은 Li-li Huang의 ‘Study on an Interactive Graphics Modeler 

and Its Interface’와 Makoto Inoue의 ‘Room Layout Design Using EMO and IEC’와 Yutaka 

Kinoshita의 ‘A study of Image Similarity Considering Gestalt Theory’이었다. 어려운 기술적인 알고

리즘 등의 적용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전체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른 세부적인 Pareto 법칙 등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식들을 익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첫째날은 그렇게 워

크샵을 하고 저녁에는 발표자였던 Li-li Huang과 다카기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Jan Dolinsky와 같

이 하카타 스파에서 밥 먹고 여러 가지 연구 관련 이야기들을 나누며 마무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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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Li Huang의 발표 그림 4 Makato Inoue의 발표 그림 5 Yukata Kinoshita의 발표 

 

두번째 날 오전에는 Human Environmental Adaptation 연구소의 랩 투어를 했다. 이곳은 기

압, 습도, 조명, 온도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방들이 있어서, 단시간 또는 장시간 동

안 인간 생체적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소이다. 다양한 방들 이외에도 인간의 생체적 변화를 관찰

하는 다양한 고가의 센서들도 존재해서 매우 흥미로웠다. 

 
그림 6 저-고기압 환경 실험실 

 
그림 7 수중환경 실험실 

 
그림 8 64채널 뇌파 탐지 센서 

 

오후에는 다카기 교수님의 튜토리얼 세미나가 있었다. 주제는 ‘Interactive Evolutionary 

Computation’로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고 원격으로 회의 시스템을 통해 일본에서 다른 오이타 

대학이나 큐슈 공대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소프트 컴퓨팅 연구실까지 참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은 IEC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아이디어 및 어플리케이션들

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워크샵 일정은 다카기 교수님의 세미나를 끝으로 모두 끝나

고 후쿠오카 간단하게 시내 관광을 하고 시내 쪽에 숙소를 잡고 두번째 날을 마무리했다. 

그림 9 다카기 교수님의 발표 

 

그림 10 원격 디스커션 그림 11 다카기 교수님과 큐슈 대학 

현판 앞에서 

 

세번째 날에는 비행기 시간이 오후에 있어서 오전에 후쿠오카 시내를 관광하고 다시 비행기

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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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시아 미술 박물관 

 
그림 13 나카스 야경 

 
그림 14 후쿠오카 타워 

 

 

 발표 연구 내용 

n Study on an Interactive Graphics Modeler and Its Interface, Li-li Huang (Oita Univ., 

Japan) 

u 그래픽 툴을 활용할 줄 모르는 앤드 유저들을 위한 그래픽 모델링 툴에 대한 소

개를 했다. GA를 이용해서 주전자에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얻고자하는 주전자

와의 근사도를 사용자가 입력하고 그 입력한 값들에 따라 다시 GA의 교배 대상

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되어있다. 또 다른 그래픽 모델러는 3개의 

조명에 대하여 위치 선택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8가지 조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n Room Layout Design Using EMO and IEC, Makoto Inoue (kyushu Univ., Japan) 

u 7x7의 타일을 가진 방에서 화장실, 거실, 부엌, 방의 위치를 GA를 활용하여 생성

하는 연구이다. 처음에 각 방의 root 타일을 랜덤으로 배치한 뒤 방의 구조를 확

장하고 Pareto 검증법을 활용해서 확장된 방의 구조에 대하여 수도관, 전기 배선

도나 조명 등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방들 선택하여 교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IEC를 통하여 사용자가 방 배치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처리는 되어있지 않았다. 

n A study of Image Similarity Considering Gestalt Theory, Yutaka Kinoshita (Kyushu Inst. 

of Tech., Japan) 

u 인간이 심리적으로 클러스터링하는 Gestalt 이론을 기반으로, 먼저 색체에 대하

여 면적을 클러스터링하여 색체별로 면적을 구하고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하여 그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실험은 다양한 업체들의 로고를 기반으로 했다. 색

체 클러스터링은 해밍 퓨전을 이용하여 비슷한 색체끼리 클러스터링을 했으며, 

이에 따라 아직 그라디에이션이 들어가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유사성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http://www.pdffactory.com
http://www.pdffac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