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 9학기 박 한 샘



학회 개요

• 학회이름: IEEE SOCIALCOM & PASSAT 2010
–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omputing
–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al Intelligence and 

Networking (논문 발표)
–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al Computing Applications

• 출장자: 박한샘

• 학회기간: 8.19 ~ 8.22

• 학회장소: Minneapolis, Minnesota, USA



Minneapolis

• 위치
– 미국 중북부
– Minnesota 주 동쪽

(Wisconsin 주와 경계
근처)

• 호수의 도시
– 여기저기 중소규모의

호수

• 그 외 특징
– 북쪽이라 추운 기후
– 비교적 편리한 대중 교통

• 같은 티켓으로 버스, light rail 동시 이용
• 시간 단위 요금 부과 (2.5 시간 $1.75)



학회 일정

학회



Detecting social situation from 
interaction geometry

• 발표자: Georg Groh

• 실험환경
– IR 카메라 8대와 9대의 어깨 센서를 이용

(< 1mm and <1° 의 정확도로 사용자 위치, 
방향 정보를 얻음)

– 다른 object가 존재하지 않는 3m x 3m 공간
에 9명 실험자(학회 참석자)가 대화를 나눔

–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동기부여
– 6 visual camera on the ceiling (참고용)

• 방법
– Relative body orientation, interpersonal 

distance 정보를 이용 (p(δθ(t), δd(t)))
– 여러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social situation 

여부를 인식(GMM, naïve Bayes, SVM)

학회

(Techniche Universitat Munchen)



Measuring social relations: Case OtaSizzle (1)

• 발표자: Juuso Karikoski (Aalto Univ, Finland)

• 실험환경
– 20명의 Aalto University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생(남 18, 

여 2)으로 부터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
– SMS log, phone call log, OtaSizzle service data (social media service 

for Aalto Univ.)

• 방법
– 세 가지 데이터로부터 social network을 구성하여 세 가지를 비교, 분석
– Centrality: 사용자의 단체에서의 역할 중요도 (indegree, outdegree, 

and mean degree of user) � 노드 크기
– Cohesion: Density of social network (number of existing links in the 

network/maximum number of links in the network)

• 참고
– http://mide.tkk.fi/en/OtaS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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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social relations: Case OtaSizzle (2)

SMS based SN Phone call based SN

OtaSizzle based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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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odel for 
social robots based on mobile service

• 발표자: Ji-Dong Yim

• 실험 환경
– Social interaction을 위한 robot cell-phone

• 시스템 구조

• 활용 분야: 화상통화, 감정 표현

학회

(Simon Fraser Univ, Canada)



Prinsoner’s dilemma 
with heterogenious agents

• 발표자: Lingzhi Lui (CMU)

• 연구내용 (아이디어 소개 목적)
– Graph 상에서의 Prisoner’s dilemma 게임을 다룸 (vs. IPD)

– Prisoner’s dilemma with heterogeneou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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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isaster to WoW: Multi-theoretical multilevel 
methods to understand and enable networks

• What is socio-technical drivers that creates and sustain network?

– 게임 사용자(?)의 partnership, trading,
instant messenger 사용, mail 을 분석

– Homophily of age and game experience가 모든 경우에 중유
– Short distance는 partnership에 매우 중요
– Both male and female gamers prefer to interact with male players

학회



Kith and 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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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h and Kin

• Kith: source of wisdom, Kin: 친척, 동류

• 수퍼스타(?)의 강연이라 학회 전부터 매우 기대했으나, 전반적으로
social computing 쪽으로 치우친 발표라 그런지 흐름을 잡기 어려웠음

• 들은 내용을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해보면(-_-;;)
– Behavioral mind �� Attentive mind
– Learning by example 90%, personal exploration 10%
– Learning은 copying, gossip을 통해서 발생
– 그래서 face to face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
– Winner는 항상 gossip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녀석
– Learning by example � predicts behavior, opinions, … 
– Behavior is a predictor for tribal patterns

• Prof. Alex (Sandy) Pentland의 인터뷰, 강의, 뉴스 등 (비디오)
– http://web.media.mit.edu/~sandy/vide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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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표

• 시차적응으로 인해 졸음과 싸워가며 힘겹게 마침

• 질문 및 커멘트
– Q. 이 연구를 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 A.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으며, 고수준 상황정보를 활용한 것이 차별점

중의 하나이다.

– Q. 이런 비슷한 상업용 프로그램이 혹시 없는지? 
– A. 본 적 있으신지, 난 없다. 

– C. 행동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가벼이 다뤄진 듯하다. 베이지안 네트워
크 말고 시간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이 좋지 않을까 싶으며, 
co-work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Dr. George Groh,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 C. 인도 AIRTEL 서비스 참고해 보라. 같진 않지만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
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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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학회 선택
– AI 전반을 다루는 학회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주제로 한정된 학회를 선

택할 경우 배울 점이 더 많음

• 발표준비
– 내용 (발표 자료) 정리
– 스크립트 암기
– 발표할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동작 및 시선처리까지 연습하면 좋음
– 시차적응 주의

•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
– 적극적인 시도: 나머지는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으므로 적극성이 매우

중요
– 얼굴에 철판 깔기
– 눈치
– 영어 실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