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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 의견 

  처음으로 해외학회를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저런 기대감이 많이 든 출장이었다. 홍콩 

중에서도 번화가인 침사추이 근처의 유명한 폴리테크닉 대학(홍콩에는 대학이 몇 개 없다)

에서 학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리도 깨끗한 편이었고 젊은이들도 많아서 분위기는 좋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환경(도로의 신호등이나 엘리베이터의 신호음)이나 거리에 즐비한 

고가의 외제차들이 인상적이었다. 

학회장에는 한국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BERC소속 연구원들이 상당수였고 그 외에 고려

대학 등에서 참가를 하였다. 중국사람들도 한국사람 못지않게 많았으며, 그 밖에는 인도사

람과 서양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이 학회는 특이하게도 포스터도 1분의 구두발표시간이 주

어졌으며, 포스터 발표였던 나는 덕분에 발표 경험도 약간이나마 쌓을 수 있었다. 

구두발표 세션은 2개씩 동시에 진행되며 점심 전과 후에 각각 한번씩 총 4개의 세션이 

있었다. 발표장이 비교적 넓고 뒷문도 있어서 세션 도중에 자리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논문 제목과 Proceeding책자를 보면서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발표를 들었다. 구두발표는 

한국인, 서양인의 발표는 알아듣기 쉬웠으나, 중국인들은 특유의 발음으로 중국어를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구분이 안가 알아듣기 어려웠다. 전체적인 세션발표와 초청강의 등은 생체인

식의 동향이나 기술 등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내용이 많았고, 새로운 연구 아이

디어를 얻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폴리테크닉 대학 학회장 앞 



2. 참가 세션 및 논문 내용 

<첫째 날> 

첫째 날 초청강의는 Kumar교수님의 Frequency-Domain영상을 이용한 생체인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Frequency-Domain영상을 이용할 경우 잡음 등에 강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영

상처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도 영상처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

어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날 가장 유익했던 것은 

다중카메라를 이용한 걸음걸이 인식에 관한 연구로, 내가 앞으로 할 Multi-modal 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 그룹은 다중카메라를 이용하여 DB도 수집하였고, 웹을 통해 문의하

라고 하였기 때문에 연구할 때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첫 날 포스터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1분 구두발표와 포스터 세션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

다. 몇몇 질문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내용 이해 위주의 질문이어서 영어의 짧음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포스터 세션 맞은편에는 폴리테크닉 대학인지 회

사인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놓고 시연을 하고 있었다. 핸드폰 카메라를 통한 얼굴인

식이나 손바닥 인식(David Zhang 교수님의 주요 연구 중 하나), 홍채인식 등이 있었다. 특

히 홍채인식의 경우는 HCI(Human Computer Interface)기술이 적용되어 센서와 눈의 거리

가 멀어지거나 가깝거나 초점이 안 맞으면 음성을 통해 사람에게 위치를 조정할 것을 알려

줬다.  

 

 

포스터 발표 

 

생체인식과 HCI의 접목 

 

<둘째 날>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역시 초청강의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로봇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Multi-modal기술과 로봇기술을 접목해 보는 것은 우리 연구실(소프트 컴퓨팅)의 모토와도 

잘 맞았다. 또한 FVC 2006 report로 얼굴인식 알고리즘 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얼굴

인식이 조명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두발표에서는 



Continuous Verification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처음에 사용자 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

근한 후 사용자가 바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정 시간간격마다 생체정보를 입력 받아 

인증하는 내용이었다. 논문의 내용이나 발표 자체는 약간 어설픈 면이 있었지만 아이디어는 

내 연구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날 저녁에는 연회가 있어서 배를 타고 연회장으로 갔다. 처음에는 유람선을 기대했으나 

허름한 고기잡이 배 수준에 파도가 높아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홍콩 섬의 야경은 명성만큼이나 아름다웠고, 잊지 못할 것 같다. 

 

홍콩섬의 야경 연회장 

 

<셋째 날> 

셋째 날은 구두발표가 세션당 1개밖에 없었고, 짧은 구두발표(Short-oral)세션이 있었으

나 몇 장 안 되는 발표시간과 슬라이드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 중 지문영상 개

선과 관련된 발표가 있어 발표가 끝난 뒤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것 외에는 별로 얻을

만한 것이 없었다. 

 

3. 후기 

홍콩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아서 어지간한 거리는 전부 걸어서 다녔다. 대부분이 

동양사람이라 외국에 온 느낌도 별로 들지 않았고, 문화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해서 전

반적으로 편안한 출장이었다. 시간관계상 숙소 근처의 시내를 제외하고는 다니질 못해서 홍

콩 섬은 바다건너로 야경만 감상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홍콩은 쇼핑이 유명하여(전체가 면

세라고 한다) 각종 명품가게가 즐비하였는데,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사람이어서 안

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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