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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03-1 On the Unfriendliness of Symmetric Graphs  Quoc Van Tran, Hyo-Sung Ahn (GIST) P00003

WP2-1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코어 적층용 로봇의 그리퍼 이동 위치 생성 알고리즘 구현 정명진, 라동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유피아이) P00004

WA03-2 A Disturbance Observer-Based Control for Robotic Manipulators
Thanh Nguyen Truong, Kang Hee-Jun, Anh Tuan Vo, Van 

Cuong Nguyen (울산대학교)
P00005

WA06-1 A New Tracking Control Method of Maglev Systems
Anh Tuan Vo, Kang Hee-Jun, Thanh Nguyen Truong, Van 

Cuong Nguyen (울산대학교)
P00006

WB05-1 샘플된 데이터 기반 연속시간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 남지연 (서울대학교) P00007

WA03-3
An Adaptive Supper Twisting Algorithm-based Terminal Sliding Mode Control for 

Robotic Manipulators

Van-Cuong Nguyen, Kang Hee-Jun, Anh-Tuan Vo, Thanh-

Nguyen Truong (울산대학교)
P00008

WB05-2
범위 밖 에이전트 간의 가상 상호 작용을 이용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한 최적 

분산 제어-추정 합성 방법Optimal Distributed Control-Estimation Synthesis for 

Stochastic Multi-Agent System via Virtual Interaction between Out-Range Agents

이호진, 권철현 (울산과학기술원) P00009

WP1-1 초음파 음향누설탐지기의 야외성능시험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P00010

WP1-2 초음파 음향누설탐지기의 야외배경잡음 측정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P00011

WP1-3 초음파 음향누설탐지기의 폭설 환경 신호특성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P00012

WP1-4 초음파 음향누설탐지기의 Steam Leak 측정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P00013

TA06-1 초기 자세 오차가 회전형 관성항법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이인섭, 오주현, 김천중 (국방과학연구소) P00014

WP4-1 비행체 데이터 획득 및 정보 전달을 위한 ROS 기반 무선 통신 시스템 구현 Jeongmin Ma,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P00015

WB04-1
근골격 해부학에 근거한 텐던 매커니즘 기반 다자유도 로봇 핸드(SSP Mk.1, SSP 

Mk.2)의 기구학적 설계 및 분석
SE-JIN, 최성모 (공주대학교) P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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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4-2 제한된 버퍼 크기를 극복하기 위한 패킷 분할 통신 기법 Lee Hyung-Gon, 김기현, 마정민,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P00017

WB08-1 영-극점 상쇄 DC모터 속도 제어기를 위한 경사하강법 기반 자동동조 알고리즘 설계 박상우, 임선, 김석균 (CSL, 전자부품연구원, 한밭대학교) P00018

WB03-1 Unity3D를 활용한 다중 교류 자계 항법 시뮬레이션 설계 성상경, 정대현, 이병진 (건국대학교) P00019

TP2-1 CTM-based model for urban traffic network control Pham Hoang Viet, Ahn Hyosung (광주과학기술원) P00020

TP2-2
에너지 수지식을 통합한 단일 입자 모델을 통한 리튬 이온 전지의 방전 용량 및 온

도 분석
홍창범, 조현우, 오세규, 김연수 (광운대학교, 현대자동차) P00021

TP2-3 쿼드로터의 자세제어를 위한 슈퍼 트위스팅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 이동우,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P00022

FA05-1 능동 조향 가이드와이어 제작을 위한 압출 구동 기구부 설계 박찬영, 강승규, 김청준, 이두용 (한국과학기술원) P00024

TP4-1 역진자를 이용한 벌새 로봇의 균형 및 자세 제어 시뮬레이션 강상원,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P00025

WP1-5 IMU 장착오차를 고려한 열차용 INS/GPS/NHC 복합항법시스템 채명석, 조성윤 (경일대학교) P00026

WA03-4 EMGNet: Driver’s Intent Prediction using Neurosignals
Shoaib Azam, Farzeen Munir, Unse Fatima, Moongu Jeon 

(광주과학기술원)
P00027

TP4-2
사이버-물리 시스템 기반의 영유아용 화상방지 프로토콜 및 팔찌형 디바이스 개발 

연구
천희찬, 김도윤, 김지헌, 장한걸, 이원구 (경희대학교) P00028

WB08-2 능동 댐핑과 영-극점 상쇄 기반 직류-직류 전력변환기 전압제어 구본, 지연, 박상우, 임선, 김석균 (한밭대학교) P00029

WP1-6 충실도 제고를 위한 발전소 밸브 공정모델의 오차 최소화 기법 연구
윤수용, 곽관웅, 변승현, 김덕호, 조재용, 신만수, 김창현 (세종

대학교, 한국중부발전)
P00030

TP2-4 A Decentralized Mechanism for P2P Energy Trading in Community Microgri
Nguyen Manh Hung, Pham Hoang Viet, Ahn Hyosung (광주

과학기술원)
P00031

TC05-1 속도 드룹 제어 기반의 모터 병렬 구동 특성 고찰 오광교 (순천대학교) P00032

TC05-2 상대 상태를 이용한 다중 리더 및 싱글 추종자를 위한 일치제어 임영훈 (경상국립대학교) P00033

TP2-5 외부 액체층 장치를 이용한 초음파구동장치 개발 NAN JIYUN, 김창세, 박종오, 강병전 (전남대학교) P00034

WP4-3 QR코드를 이용한 실내 물류 이동 로봇 자기 위치 추정 정과철, 박시훙, 민성재, 이수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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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3-1 메카넘휠 구동 모바일 로봇의 전 방향 모션 제어 이선엽, Ahmed Neaz, 남강현 (영남대학교) P00036

TP2-6 초음파를 이용한 생체조직 모방 팬텀에서의 마이크로입자 조작
정대원, Hiep Xuan Cao, 이한솔, 박종오, 김창세, 강병전,  (한

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전남대학교)
P00037

WA08-1
Automatic Navigation and Motion Control of Mobile Robot s Based on ROS and 

Labview
Ahmed Neaz, 이선엽, 남강현 (영남대학교) P00038

WP3-1
차세대 수술 비전 시스템으로서 Head-Mounted Display의 인체공학적 영상 깊이에 

관한 연구

김영균, 이종현, 김병수, 윤단, 조민우, Sungwan Kim,  (서울대

학교, 연세대학교)
P00039

WP3-2 횡 방향 이동 가능한 Caterpillar 바퀴 설계, 제어 및 실험 연구 이범진, 정 슬 (충남대학교) P00040

WB03-2 복합항법시스템의 항법정보 기반 열차간 안전여유 계산 조성윤, 채명석, 신경호 (경일대학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P00041

TA06-2 실시간 능동 지형대조항법을 위한 고해상도 DEM Patch 최적설계방안 오주현, 이인섭, 유해성, 김천중 (국방과학연구소) P00042

WP1-7 도심 지역 위치추정용 전자지문 DB 생성을 위한 DNN 기반 LTE 신호 전파 모델링 권재욱, 조성윤 (경일대학교) P00043

FA07-1 적응형 Riccati 방정식을 활용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자동 튜닝 송근일, 김정훈 (포항공과대학교) P00045

FA07-2 샘플치 제어 시스템의 L1 강인 안정성 해석에 관한 연구 곽도혁, 김정훈 (포항공과대학교) P00046

FA07-3 1자유도 로봇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새로운 마찰 보상 모델 김태완, 김정훈, 권우경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00047

TC05-3 방향 제어를 통한 방위 기반 편대 제어 이재경, 김홍주 (한국전기연구원) P00048

WB05-3
엣지-대칭 단단함 행렬의 최소/최대 고유 값 유계(Boundedness of min/max 

eigenvalues of an edge-symmetric rigidity matrix)
배유빈,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P00049

TA02-1 DGR 알고리즘을 이용한 3D LiDAR기반 도로영역 인식 김의영, 배동성, 임묘택 (고려대학교, 상명대학교) P00050

WP2-2 이족 보행 로봇의 토크 제어에 관한 연구 윤민하, 홍영대 (아주대학교) P00051

WP2-3 하지 재활 착용형 로봇을 사용한 보행 능력 지표 추출 서휘원, 박제창 (㈜엔젤로보틱스) P00052

WP2-4
Divergent Component of Motion을 이용한 한쪽 다리 착용로봇의 보행의도감지 방

법 개발 
오혜원, 홍영대 (아주대학교) P00053

WP2-5 착용형 로봇의 보행능력 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박제창, 서휘원 (㈜엔젤로보틱스) P00054

TC07-1 단단함 이론 기반의 거리 측정 실패 시에 분산 편대제어 기법
권성호, 박부견, 백주훈,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학교)
P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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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01-1 단안 카메라를 활용한 카메라의 위치 및 자세 추정 기법 이유담, 유원재, 김라우, 이택근, 이형근 (한국항공대학교) P00056

TC07-2 휴머노이드의 관측기 기반 피드백 제어를 위한 안정성 평가 기준 박해연, 김정훈, 백주훈 (포항공과대학교, 광운대학교) P00057

TC07-3 관측기 기반 Event-Triggered 시스템의 수치적 검토 양정균, 김정훈, 백주훈 (포항공과대학교, 광운대학교) P00058

TC07-4 불확실한 사이버-물리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일반화된 샘플러 설계 기법 류건희, 김범수, 김정훈, 백주훈 (포항공과대학교, 광운대학교) P00059

WB04-2 협조적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중 로봇의 충돌방지를 위한 경로생성 알고리즘 김찬중, 강인필, 김창원 (부경대학교) P00060

TP4-3 케이블 구동형 초자유도 유연로봇 정형채, 이수영, 나윤채, 이한결, 정지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00061

TP2-7 분산 컴퓨터 플랫폼에 대한 애드훅 통신 기반 컨센서스 알고리즘 구현 손진희,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P00062

TP2-8
제어알고리즘 설계 및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이종 프레임워크 상호 작용을 

위한 연결 방법
임민혁, 전병준, 최동현, 최승재, 김성완 (서울대학교) P00063

TP2-9 자기적 능동조향 심박조율기 유도 장치
정성환, 김자영, 강병전, 박종오, 김창세 (한국마이크로의료로

봇연구원, 전남대학교)
P00064

FA05-2 지하 및 우주 자원 탐사를 위한 두더지 생체모방 굴진 로봇(몰봇) 개발
이준석, 임현준, Christian Tirtawardhana, 명현 (한국과학기술

원)
P00065

TC07-5 모바일 로봇을 위한 LPV 모델 기반 샘플드 데이터 제어
나현우, 박찬, 조태성, 김경수, 류승현, 김정훈, 박부견 (포항공

과대학교)
P00066

TC07-6
시간 지연과 불확실한 마코브 스위칭 토폴로지를 가지는 다개체 시스템의 합의 제

어 

이호섭, 이민호, 곽민선, 박용범, 이해성, 안효성, 박부견 (포항

공과대학교)
P00067

WB08-3
Adaptive Gain Super Twisting Algorithm을 활용한 Stepper Motor의 전류제어기 

설계
손현욱, 정용우, 정정주 (한양대학교) P00068

FB06-1 영구자석 전동기의 비선형 기법 기반 부하 토크 추정기 설계 및 검증 정용우, 정정주 (한양대학교) P00069

TP1-1
재구성 가능한 다중목표 격자환경을 위한 이미지 유사 상태정보를 활용한 심층 강

화학습
이다솔 (국방과학연구소) P00070

WB05-4 도달 가능성 분석 기반의 PID/SMC 제어기 전환을 통한 선박 자동 접안 박진욱, 김진환 (한국과학기술원) P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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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4-4 운전자 지연입력을 고려한 트레일러 후진 보조 시스템 김예린, 강동운, 백승혁, 이혜진, 백주훈 (광운대학교) P00072

FA07-4 구분적인 연속성을 갖는 비선형 시스템의  제어 문제 최형태, 김정훈 (포항공과대학교) P00073

TP3-2
Asynchronous sampled-data control design of homogeneous Markovian jump 

systems
Khanh Hieu Nguyen, 김성현 (울산대학교) P00074

TB05-1
RGB 이미지 기반 학습 모델을 이용한 라이다 반사강도 이미지에 대한 추론 및 3차

원 물체인지
강성모 (㈜에스오에스랩) P00075

FA07-5 계산 토크 방식에서 슬라이딩 모드 제어의 재해석 강어령, 김정훈 (포항공과대학교) P00076

WP4-4 The development of behavior tree driven mobile robot
정승우, 가태권, 정인환, 이동제, 최종은 (연세대학교, 현대로보

틱스)
P00077

WB04-3 물류 및 제조자동화를 위한 멀티로봇 작업 스케쥴링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유원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00078

FA03-1 Free-Finger 기반의 가구부품 조립
최명수, 신용우, 하원석, 장가람, 이동혁, 박재한, 배지훈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P00079

WP1-8 ZUPT 기반 PDR의 가관측성 분석 오병도, 조성윤 (경일대학교) P00080

WP4-5
드론의 교각 안전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GNSS/INS/ Lidar 센서와 SMC 기반의 복합 

항법 알고리즘
임은수, 이훈수 (뷰메진) P00081

WB05-5 궤환 선형화 기법을 활용한 비선형 제어기 동형암호화 이주원 (서울대학교) P00082

WB08-4
불확실한 영동역학을 갖는 시스템에 대한 외란 관측기를 활용한 피드스루 보상기 

설계법
현수정 (서울대학교) P00083

WP4-6 Hill-climbing 탐색을 이용한 다중 AGV 물류 작업 할당 왕준경, 박태형 (충북대학교) P00084

WP4-7 제조 공정 설계 및 프로세스를 통합한 CPPS 플랫폼 개발 이현 (한국폴리텍대학교) P00085

FB06-2 적응형 학습 이득 기반 외란 관측기 유세선, 임재윤, 김관연, 김원희 (중앙대학교) P00086

WP4-8 다중 AGV의 궤적계획 충돌 회피 시스템 심규석, 박태형 (충북대학교) P00087

TP2-10 불확실성과 시변 입력 지연이 있는 Ball and Beam 시스템의 제어기 설계 김승호, 김영재, 이용권, 이승훈, 김성동, 권오민,  (충북대학교) P00088

WA05-1 마스크 이물 탐지를 위한 에지 탐지 및 전처리 기법 비교 및 분석 이효진, 이헌철 (금오공과대학교) P00089

FB05-1 CNN을 이용한 소둔로 가열대의 스트립 온도 대푯값 추정 모델 조민기, 서민석, 김상우 (포항공과대학교) P00090



ICROS 2021 논문리스트

(논문번호순)

2021-06-07

WB03-3 라이다 생성 그레이스케일 깊이 우선정보를 이용한 단일 영상 Dehazing 정원영, 김선영, 박찬국, 강창호 (금오공과대학교) P00091

FB04-1 지능형 CCTV응용을 위한 객체 인식 기반 배경 차분 방법 허준범, 김기훈, 김성흠 (숭실대학교) P00092

TB05-2 Vari-focal Light Field Camera for High-accuracy Depth Estimation 김현명, 김민석, 송영민 (광주과학기술원) P00093

TA04-1 데이터 기반 Styrene-Acrylonitrile 중합 공정의 Melt Index 예측 송민준, 조필성, 이종민 (서울대학교, ㈜LG화학) P00094

WB03-4 수중항법을 위한 적대적 오토인코더의 지식증류 김선영, 강창호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P00095

FA01-2
순차 탐욕 알고리즘 기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센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 추

정 기법
김형준, 강동화, 권철현 (울산과학기술원) P00096

TA04-2
CFD-based oxygen mass transfer coefficient estimate of the bioreactor and 

viscosity analysis
Young Seok, 이종민 (서울대학교) P00097

TB05-3
Scanning LiDAR를 위한 Single-Photon Avalanche Diode 어레이를 집적한 CMOS 

LiDAR 센서의 리뷰
최재혁, 서형석 (성균관대학교) P00098

WP3-3 CBCT 기반 FDK 알고리즘을 이용한 3차원 의료 모델 재구성 시뮬레이션  
조병우, 전상군, 강병전, 박종오, 최홍석 (한국마이크로의료로

봇연구원)
P00099

WA08-2 GAN을 이용한 특화된 환경조건에서의 무인 이동체 물체 인지 기술 연구 이동희, 김병우 (울산대학교) P00100

WP2-6 AI 기반의 용접로봇 3D 비전모듈 및 시스템 송영기, 한현규, 조재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00101

WP2-7 점유 복셀지도를 이용한 동적환경 대상 구조 도면 작성 방법 이유철, 유원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00102

WP3-4 비지도 AI 딥러닝 학습기반 원통형 2차 전지 결함 검출 방법 한현규, 송영기, 조재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00103

WP3-5 능동 캡슐 내시경의 방위를 이용한 이미지 스티칭 시뮬레이션
전상군, 조병우, 강병전, 박종오, 최홍석 (한국마이크로의료로

봇연구원)
P00105

TP2-11
UWB를 통해 사전 취득된 동선데이터 기반 2D-Lidar 보상을 통한 Human Tracking 

알고리즘 개발
이원준, 임형준,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P00106

FB07-1 LSTM-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철도차량 스크류 공기압축기의 이상 탐지
김명준, 조인형, 김현진, 조현직, 강철구 (건국대학교, ㈜보인이

앤엠, ㈜현대로보템)
P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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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05-4 수소연료전지 드론의 모니터링 시스템 오국환, 양규남, 신덕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P00108

TC04-1
A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Method for Cooperative-Competitive 

Teaming
문지윤 (조선대학교) P00109

WP2-8
An affordable indoor reference positioning system for lighter-than-air robot 

navigation

Khawar Naheem, Ahmed Elsharkawy, Mun Sang Kim (광주과

학기술원)
P00110

TP4-5
Design of The Wheelchair Mountable Robotic Arm for Elderly and Disabled 

People
윤정길, 임동원 (수원대학교) P00111

TA01-1 사용자 친화적인 드론 컨트롤러 개발을 위한 손 제스처 패턴 분석 이지원, 유기호 (전북대학교) P00112

WA06-2 소형 EHA 시스템을 위한 사판식 수압 펌프의 소형화 설계 송하권, 이용권, 임동원 (수원대학교, 한국하이액트지능기술㈜) P00113

TP3-3
Output-feedback flocking control of multiple rectangular agents with 

limitedcommunication ranges
NGUYEN THANH BINH, 김성현 (울산대학교) P00114

TA02-2 무인 주행 차량의 회피 주행을 위한 ODG를 이용한 DQN 기반의 강화학습 기법
장선호, 안우진, 김유진, 배동성, 임묘택 (고려대학교, 상명대학

교)
P00115

WB03-5 다운샘플링 방법에 따른 달착륙선을 위한 LiDAR 기반 절대 항법 성능 비교 최영권, 박찬국 (서울대학교) P00116

FA07-6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선간 단락 회로 전류 양상에 대한 해석 정혜윤, 이호진, 김성윤, 김상우 (포항공과대학교) P00117

TP1-2 CNN을 이용한 성인과 노인의 행동특성분석 변영현, 곽근창 (조선대학교) P00118

WP3-6
공연 및 방송 촬영을 위한 타임라인 기반 지능형 촬영 로봇 시스템의움직임 제어 비

선형 편집 시뮬레이터
전상훈, 이원준, 김문상, 임형준 (광주과학기술원) P00119

TP1-3 최적 피처 선택 방법을 적용한 ADHD 분류기의 성능 향상 이덕원, 이상협, 전국성,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P00120

WA05-2 스마트팜 냉방효율 향상을 위한 국부 냉방 기술 개발 김덕근, 양승환, 손현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P00121

WB04-4 소형 박스 디팔레타이징을 위한 박스 검출 시스템 구축 및 실험 임을균, 김동형, 김중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00122

TB05-4 NetVLAD 기반의 반사강도 이미지를 이용한 위치 인식 박신현 (㈜에스오에스랩) P00123

TP4-6
앵글 조인트를 적용한 90°델타로봇 메커니즘 설계(Design of Mechanism for 90-

Degree Delta Robot having Angle Joint)
김기태, 이하나, 정광현, 차동혁, 정명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P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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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3-4
Sampled-data leader-following consensus for multi-agent systems under 

Markovjump network topology.
Ngoc Hoai An Nguyen, 김성현 (울산대학교) P00125

WP3-7 드론의 접이식 로봇팔 설계 및 제어 최예진, Bhivraj Suthar, 정슬 (충남대학교) P00126

TA04-3 Machine learning for efficient process synthesis and integration 이신제 (서울대학교) P00127

WP1-9 단기간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자동 음원 추출 연구  이정민, 이원구 (경희대학교) P00128

WA07-1 A Preliminary Study on Anticipation of Traffic Accident by Artificial Neural 박성수, 정대현, 윤지현, 류제하 (광주과학기술원) P00129

WP2-9 강화학습을 이용한 모바일 로봇에서의 딥러닝 기반 오도메트리 추정 고영민, 전문구 (광주과학기술원) P00130

TA05-1
초기화 과정 없이 시변 네트워크의 크기를 추정하는 이산시간 분산 알고리즘의 개

발
김정우 (서울대학교) P00131

TP4-7 딥러닝 기반 능동 사물 인식용 자율 조명 제어 연구  나현호, 도상윤, 전현욱, 김현식, 이원구 (경희대학교) P00132

FB06-3 외란 관측기를 이용한 궤도 차량 궤적 추적 제어 변관균, 길정환, 유세선, 이호진, 김원희 (중앙대학교) P00133

WP1-10 동적 표피 상태 변화 센싱용 피부 부착형 디지털 패치 개발 홍원기, 이정민, 이원구 (경희대학교) P00135

TA05-2 동적 시스템의 계산검증 도입에 필요한 조건 이승범 (서울대학교) P00136

FB04-2 지능형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교통량 측정 방법 허준범, 신규진, 김성흠 (숭실대학교) P00137

TA06-3 효율적 훈련과 선형설계영역 회복을 위한 다중상태공간분할기반 강화학습 김종래 (리즈대학교) P00138

TC03-1 복합센서 기반의 차량 충격 방향 인식 박찬수 (서울사이버대학교) P00139

TP4-8 V/AR을 이용한 Force Feedback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성지훈, 전대현, 김시원, 조민지, 최현진 (상명대학교) P00140

WB07-1 딥러닝 기반의 상하악 사랑니 매복 유형 분류
이준석, 이규빈, 박주미, 김종원, 이주순, 문성용,  (광주과학기

술원)
P00141

WB07-2 보행 재활 적용을 위한 직렬탄성구동기반 케이블구동 3자유도 로봇 개발 이건협, 이호수, 표상훈, 윤정원 (광주과학기술원) P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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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4-9
ROS 기반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 비행 드론의 협업을 위한 데이터 셋 수집 및 원

격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김가나, 이상준, 김학일 (인하대학교) P00143

TP2-12 쿼드로터의 자세 제어를 위한 슈퍼 트위스팅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 이동우, 이재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P00144

WC05-1 장기간 변화에 대응하는 3차원 지도를 위한 정적 점 군 분류 배철희, 이세진 (공주대학교) P00145

WP1-11 복수의 비전 센서 환경에서 RGB 정보 기반의 사람 식별 및 추적 방법 이상협, 이덕원,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P00146

TP4-10 충돌 회피를 위한 전방향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최적 경로 계획 김민수, 성영휘 (금오공과대학교) P00147

WB08-5 인휠모터 전기차를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 휠 슬립 제어 오상현, 이동규, 안춘기 (고려대학교) P00148

WC05-2 FIR 필터를 사용한 직렬형 매니퓰레이터의 엔드 이펙터 교정 김관수, 강현호, 안춘기 (고려대학교) P00149

WB08-6 유압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의 실시간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제어 시뮬레이션 김명호, 이성욱, 김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P00150

TA06-4 BTT 기동하는 항체의 운항중 정렬 성능 개선 이인섭, 오주현, 유해성, 김천중 (국방과학연구소) P00151

WC05-3
ROS2 기반 Map Sharing을 통한 멀티로봇 제어Multi-Robot Control through Map 

Sharing Based on ROS2

이돈근, 김윤성, 정성훈, 문형일, 유창승, 이강영, 최준열 (LG전

자)
P00152

TP1-4 디지털 트윈 기반 센서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시뮬레이션 개발 고광인, 임병훈, 김영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P00153

TP1-5
보행 시 발목 내번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는 발목 보조 디바이스의 개발 및 성능 

평가
김한준, 김영훈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P00154

WA07-2 잡초 인식을 위한 Semantic Segmentation 박진성, 김상철, 김형석 (전북대학교) P00155

WA05-3 직렬 연결 동일 작업의 동적 및 정적 운용 기법에 따른 생산성 분석 진소현, 은용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156

WP4-9 바람부는 환경에서 수동성 기반 쿼드로터 적응제어기법의 궤적 추종 성능 분석 박관우, 은용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157

TP4-11 벅 컨버터 병렬 구동의 전압 제어 및 전류 분배 특성 분석 최유정, 오광교 (순천대학교) P00158

TC05-7 열차자율주행을 위한 주행안전기능 연구   이병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P00159

WB07-3 커리큘럼 학습을 통한 원시 단일 채널 EEG의 자동 수면 단계 분류 성능 향상 박덕환, 이성주, 백승혁, 이규빈 (광주과학기술원) P00160

TP3-5
이산시간 슬라이딩 모드 제어 적용시 산업용 서보 시스템에서 사전 실험 및 오프라

인 튜닝이 없는 보조 상태 변수 게인의 실시간 온라인 설정 방법

양대영, 한지석, 오태호, 김영석, 김태훈, 이상훈, 조동일 (서울

대학교)
P00161



ICROS 2021 논문리스트

(논문번호순)

2021-06-07

TC03-2 GF-INS의 각속도 추정 칼만필터 구성을 위한 가속도계 배치 손재훈, 오상헌, 유준, 황동환 (충남대학교, 덕산 넵코어스) P00162

WC03-1 특징점 밝기 정합 기반 영상관성 항법 정재형, 박찬국 (서울대학교) P00163

FB05-2 강화학습을 이용한 PID 제어기 게인 튜닝 알고리즘
박태수, 김민수, 이준희, 공남웅, 박유진, 박부견,  (포항공과대

학교)
P00164

WA07-3 소형화 연산장치를 위한 최적 합성곱 계층 결합 모델의 밭 작물 인식 이종혁, 정용채, 김형석 (전북대학교) P00165

WA03-5 Encoder-Decoder Network 기반 단안 깊이 추정  Abbas Khan, 정용채, Hyongsuk Kim (전북대학교) P00166

WA08-3 불확실성 수렴도 예측을 통한 다개체 시스템의 협력적 매핑 김경서, 김진환 (한국과학기술원) P00167

TP1-6 구간기반 점증적인 입자 모델을 이용한 익형 자체 소음 예측 염찬욱, 곽근창 (조선대학교) P00168

TP1-7 딥러닝을 이용한 ECG기반 생체인식 연구동향 및 분석 이진아, 곽근창 (조선대학교) P00169

TC04-2 센서 좌표계 사이 자세 오차 추정을 통한 로봇 항법 성능 향상  정다빈, 고낙용, 유성현, 염홍기, 문지윤 (조선대학교) P00170

TC04-3 감정 개선을 위한 음성 및 표정을 통한 감정인식 이보은, 고낙용, 유성현, 문지윤 (조선대학교) P00171

TP1-8 음성신호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우울증 진단 연구 동향 분석 조아현, 곽근창 (조선대학교) P00172

TC04-4 GMapping 알고리즘과 LiDAR 센서를 이용한 ROS 기반 실내 환경 맵핑  Henok Tegegn Warku, 고낙용, 염홍기, 유성현 (조선대학교) P00173

FA01-3
Parameter Identification of Electrochemical Battery Model Using Normalized 

Weighted Genetic Algorithm
윤관웅, 전휘용, 김정수, 한수희 (포항공과대학교) P00174

WP2-10 야지 환경에서의 센서 융합 기반 주행가능영역 예측 성능 분석 심성대, 김준 (국방과학연구소) P00175

WC04-1
A novel waist-mounted IMU attitude estimation during walkingusing velocity-

aided measurement update
Duc Cong Dang, 서영수 (울산대학교) P00176

WP2-11 비포장 도로용 3D 라이다 기반 장애물 탐지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최덕선, 민지홍, 심인욱 (국방과학연구소) P00177

WB07-4 효율적 부분체중부하 지면보행훈련 모사를 위한 로보틱 트레드밀 시스템 개발 김종범, 김종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178

WA03-6 Tumor Detection in Breast Histopathology Images via modified Faster-RCNN Talha Ilyas, 김상철, 김형석 (전북대학교) P00179

WP2-12 카메라, UWB, IMU, 엔코더의 데이터 융합을 이용한 야외 로봇을 위한 험지 SLAM 김철홍, 김지성, 조동일 (서울대학교) P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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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06-4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위한 비선형 외란 관측기가 포함된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
장하민,  (서울대학교) P00181

FA01-4 원통형 코드 마커와 RGB-D 영상을 이용한 6자유도 로봇 팔의 관절 각도 추정 김태원, 이성욱, 김명호 (한국원자력연구원) P00182

TP4-12
D2S: 강화학습을 이용한 매니퓰레이터 제어를 위한 보상 빈도 기반의 커리큘럼 학

습 개발
이상범, 김태원, 백승혁, 이규빈 (광주과학기술원) P00183

FB06-5 로봇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시간 지연 제어 기반 불확실성 및 외란 추정기
박현빈, 최진석, 백승민, 이형웅, 김형우, 한수희,  (포항공과대

학교)
P00184

TP3-6
불완전한 전이율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의 passivity 기반 상태 궤환 제

어

박찬은, 박준민, 권남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충남대학교, 영

남대학교)
P00185

FB01-1 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사람과 로봇 간의 위치정보 추정 손현식, 김덕근, 양승환 (부산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186

TP1-9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 근전도 기반 손 재활 로봇 제어 인터페이스 조성현, 양민진, 김정, 박형순 (한국과학기술원) P00187

TP4-13 자율운항보트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설계 및 실험  이종협, 이세진 (공주대학교) P00188

WA04-1
자기구동캡슐을 이용한 젤라틴-키토산 지혈 마이크로니들 패치 전달Gelatin-

chitosan Hemostatic Microneedle Patch Delivery Using Magnetically Actuated 

Capsule

이지훈,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191

FB07-2 Wi-Fi와 IMU 융합을 통한 실내 위치 측위 이동규, 주찬영, 유재현 (성신여자대학교, 한경대학교) P00192

WA06-3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새로운 진공성형기의 시스템 구현 박수영, 김병헌, 이희승 (울산과학기술원) P00193

TA07-1
자기구동 자가조립 섬모를 이용한 다양한 인공 섬모 운동Diverse Artificial Ciliary 

Motions using Magnetically Actuated Self-Assembled Cilia
손선우,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194

WC03-2
심층 강화학습 기반 적응 상보필터를 이용한 자세추정 알고리즘(Attitude 

estimation algorithm using adaptive complementary filter based on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박소진, 박진현, 송진우 (세종대학교) P00195

WA04-2
자성나노입자(MNP) 회수가 가능한 전자기 구동 약물 전달 나선형 마이크로로봇

Electromagnetically Actuated MNP Retrievable Drug Delivery Helical Microrobot 
이효룡,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196

TA05-3 1.5-IQR 이상치 선정 방법에 근거한 절사평균의 분산적 추정 성정모 (서울대학교) P00197

TB03-1 진공펌프 상태진단 관련 머신러닝을 위한 계측 시스템 구성 문엄배, 김승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P00198

FA03-2 인공신경망 기반 협동로봇용 통합구동모듈의 고장진단 방법 기초 연구 최승환, 박준규, 조보람, 이수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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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07-2
그래핀 폴리락틱산을 이용한 가변 강성 자기 조향 매니퓰레이터Variable Stiffness 

Magneically Steerable Manipulator using Graphene Polylactic Acid
박주원,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200

WA04-3
장거리 원격 Teleoperation 시술 을 위한 최소 추출점 기반 표면 복원법Minimally 

Sampled Point-based Surface Reconstruction for Long-distance Remote 

Teleoperational Treatment

방상원,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201

WA04-4 장내 미생물 능동 다중 채취 캡슐 박상현,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202

TA01-2

EMG Classification기반의 로봇의수 제어와 착용형 햅틱 디바이스 기반의  자기수용

감각 피드백의 폐루프 통합시스템Closed-loop Integrated System of EMG 

Classification Based Robotic Prosthetic Hand Control and Wearable Haptic 

Device Based Proprioceptive Feedback

차형도, 양승운, 안시온, 박상현,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203

WA08-4 강결합 UWB-IMU 기반의 로봇 위치 인식 현지음, 명현 (한국과학기술원) P00204

TP1-10 RGB-D 센서 및 CNN 을 이용한 실시간 손 제스처 인식 구동우, 고중광, 김문상 (광주) P00205

WP1-12 잡음 신호에 강인한 주파수 추정을 위한 적응 노치 필터 신재욱, 이원일 (금오공과대학교) P00206

FA03-3
딥러닝 기반의 사람 자세 추정 기법을 활용한 고유 식별 번호 부여 방법에 관한 연

구

신평화, 이창규, 권오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P00207

TA07-3
가동 코어를 가지는 사중극 전자기 구동 시스템의 마이크로로봇 자기 구동 영역 분

석 Analysis of Microrobot Magnetic Actuation Area in Quadrupole 

Electromagnetic Actuation System using Movable Cores

기현우, 박석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208

FB05-3 후판 마무리 압연 공정시 상하향 발생 측정 방법 황석균, 노일환 (포항) P00209

FB03-1 토크 리플 저감을 위한 할박 배열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설계 이재준, 이재욱 (광주과학기술원) P00210

TP2-13 이중진자 시스템의 변위저감을 위한 인공신경망 제어기 박영균, 성윤경 (조선대학교) P00211

WC05-4
3차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표지판 추출 및 고정밀 지도 매칭 Traffic sign 

extraction and HD map matching using the 3D LiDAR sensor
명현, 성창기 (한국과학기술원) P00212

FB03-2 위상최적화법을 이용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동적 해석 정태훈, 이재준, 이재욱 (광주과학기술원) P00213

TC05-6 머신 러닝을 이용한 투과전자현미경의 수차 예측 이상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P00214

TP1-11 멀티모달 심화학습을 통한 손 자세 분류 김익진, 김수열, 이용찬, 이연정 (경북대학교) P00215

FA04-1 재활 로봇 이용자의 관절 예측 성능 분석 노동현, 김채원, 이재열, 고성영, 이상훈 (전남대학교) P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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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4-14 유전가열을 통한 골종양 사멸방법의 타당성 실험 이경준, 주민욱, 진상록 (부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P00217

WP2-13 로봇 청소기 리뷰 분석을 통한 설계변수 정량화에 관한 연구 김남열, 이호진, 윤인재, 최재혁, 김종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00218

TC04-5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복합 기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최우성, 염홍기, 고낙용 (조선대학교) P00219

TP1-12 관계 학습을 이용한 지대지 유도탄 성능 분석 방법 박수정, 김성준, 이단일, 최한림 (한국과학기술원) P00220

TA04-4 An optimization of air separation unit (ASU) via design of experiment method
유경환, 김보은, 허성민 (순천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단

국대학교)
P00221

WP3-8
복강경 홀더 로봇의 수동 조작을 위한 마찰 보상 및 IMU를 이용한 중력 보상 알고

리즘
박지현, 노경석, 김종찬, 김정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P00222

FA04-2 자기공명장치 내 사용 가능한 가변 강성 신경외과용 수술 로봇의 기구학 분석 Farooq, Muhammad Umar, 김채원, 고성영 (전남대학교) P00223

FB01-2 작물객체 6D 포즈 추정 기반 토마토 수확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 개발 표혜란, 김준영, 고광은, 장인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224

TC03-3 초기 자세오차를 고려한 invariant EKF기반 보행항법 시스템 이재홍, 박찬국 (서울대학교) P00225

WC03-3 지상관제시스템 통신지연을 고려한 동역학 모델 기반 쿼드로터 자세 예측 기법 강산희, 김응주, 김용훈, 송진우 (세종대학교) P00226

FA03-4 작업 파트너 로봇의 제어를 위한 통합 아키텍처 및 관제 시스템 개발
김진석, 양기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P00227

WC03-4
역방향 상태천이를 적용한 칼만스무더 기반 GNSS/INS 오프라인 항법시스템 성능 

향상 기법
김응주, 이주한, 박소영, 송진우 (세종) P00229

WA05-4 물류센터의 자율 운반 시스템을 위한 팔레트 인식 알고리즘 주경진, 표정원, 인군교, 국태용 (성균관대학교) P00230

FB07-3 라벨 노이즈 데이터 제거 윤준호, 전창현, 이규빈 (광주과학기술원) P00231

FB01-3 LiDAR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비산 측정 시스템: 예비결과 김정은, 손형일 (전남대학교) P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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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05-5 산업 플랜트를 위한 안전 진단 및 검사 로봇 개발 최준현, 주성현, 안예찬, 국태용 (성균관대학교) P00233

FB03-3 형상-유지 장애물 확대를 통한 멀티로터 드론의 충돌 회피 비행 임정근, 표상진, 김남윤, 이제홍, 이종호 (광주과학기술원) P00234

TB04-1 충돌 회피 및 최적 용접 자세를 위한 용접 로봇의 수치적 경로 생성 알고리즘 연구 김동찬, 진상록 (부산대학교) P00235

FB03-4 반구형 적외선(IR)마커 제작 및 이를 이용한 주행 중 자동차에 착륙하는 드론 기술
임정근, 이태연, 표상진, 이제홍, 김주호, 이종호,  (광주과학기

술원)
P00236

FB02-1 장애물 회피를 위한 멀티모달 3D 센서 기반 데이터 결합 방법 엄태영, 배기덕, 이종득, 박지현, 최영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P00237

TB03-2 구조물 안전 진단을 위한 무인비행체 기반 자동 검진 시스템 개발 손지환, 김덕윤, 차지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00238

WC04-4 특징기반의 라이다 오도메트리 방법을 이용한 차량의 SLAM 강정호, 장재헌, 이경창 (부경대학교) P00239

TB04-2 험지 착륙을 위한 멀티콥터 착륙 시스템 최지욱, 천동훈, 강호선, 이장명 (부산대학교) P00240

WP4-10 쿼드콥터 드론의 실내 근접 비행을 위한 3D 라이다 및 VIO 센서의 적용 장종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00241

TP3-7 모수 자동 조정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 상태 추정 이원형, 배진우, 김광기 (인하대학교) P00242

FB02-2
Ontology-based Knowledge Representation for Cognitive Robotic Systems: A 

Review

Sumaira Manzoor, Sung-Hyeon Joo, Tae-Yong Kuc (성균관대

학교)
P00243

FB01-4 불연속 측정 점들을 이용한 로봇의 궤적 평활화
장원보, 박상현, 이준영, 김무림, 정성엽, 황면중,  (한국로봇융

합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P00244

TC04-6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 디지털 위상 고정 루프 설계 유성현, 최현덕 (조선대학교) P00245

WP2-14 컬러 및 적외선 영상 융합기반 사람 자세 인식 민지홍, 심인욱, 안성용 (국방과학연구소) P00246

WP2-15 Q-learning을 이용한 정적 환경에서의 AGV의 경로 계획 이호진, 김남열, 윤인재, 최재혁, 김종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00247

WP3-9
비행체 측위 보정을 위한 다중 비행체 영상 정보를 활용한 ROS 기반 영상 정합 시

스템 구현
박준오, 고귀한,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 P00248

FA04-3 지류 매핑을 위한 관리제어이론 기반 다중 UAV의 리더-팔로워 제어: 예비결과 설재휘, 주찬영, 손형일 (전남대학교) P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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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05-5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탐지 및 측

정 기술
심승보, 최상일, 공석민, 이성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00250

TC03-4 극지 빙하 코어 연구를 위한 이동형 전기 전도도 측정기 개발
김형권, 정창현, 윤동진, 문장일, 박가람, 김재형,  (극지연구소, 

㈜로팸솔루션)
P00251

FA05-3 양방향 제어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무릎형 로봇 의족  이지운, 윤현중, 우현수 (대구가톨릭대학교) P00252

WC04-2
Augumented Jacobian과 Potential Field를 활용한 산업용 6축 로봇의 장애물 회피 

연구Collision avoidance trajectory of 6-dof manipulator using augmented 

Jacobian and Potential field method

류현재, 김재형, 이진혁, 이민철 (부산대학교) P00253

WP3-10 힘 피드백을 위한 모바일 햅틱 인터페이스의 기구학 분석 심명훈, 최주은, 문영진, 최재순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 P00254

WP4-11 실내 모바일 로봇의 위치 추정 방법 비교 김승혁, 허동욱, 김남열, 김종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00255

WB04-5 승용 방제기의 유압 조향 제어 시스템 도태용 (한밭대학교) P00256

WA07-4 드론비행영상을 활용한 도로 혼잡도 분석 최제환, 조강현 (울산대학교) P00257

FB01-5 스마트팜 농작업자 추종형 이송 로봇 산업화 유재은 (㈜하다) P00258

TC04-7 무인수상정 무결성 보장을 위한 고장 검출
송경섭, 고낙용, 최현택, 최진우, 서주노 (조선대학교,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P00259

TP4-15 RF 신호를 이용한 카테터 끝단부 위치 및 자세 인식 방법
하진철, 엄지은, 이도현, Wang Chenyu, 김자영, 김창세,  (전남

대학교,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P00260

TP5-1 객체 학습결과를 활용한 단일 2D카메라 매니퓰레이터 깊이 제어 방식 장서윤,  (호서대학교) P00261

TP5-2
비전 기반 객체 인식을 이용한 손잡이 파지를 위한 최적의 역기구학 해 선정 알고리

즘

이동규, 한지수, 장근우, 박재흥 (광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P00262

FA01-5 레이더를 이용한 GPS 연결이 끊어진 차량 위치 파악 김정식, 최우영, 정용우, 정정주 (한양대학교) P00263

WC05-5 재난대응로봇 제어 안전성을 고려한 Multi-ROS기반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양견모, 이재열, 서갑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P00264

TB04-3
원자로 원격 해체를 위한 3D 가상 매니퓰레이터 조작시뮬레이터 개발Development 

of 3D Virtual Manipulator Simulator for RemoteDismantling of Reactor

이진원, 김건, Hamza Khan, Saad Jamshed Abbasi, 이민철 (부

산대학교)
P00265

WA05-6
심층 학습 기반 Post-CMP brush cleaning 장비 내부 상태 인식(Deep learning 

based state recognition inside the Post-CMP brush cleaning equipment)

신우상, 이종현, 이태한, 손지훈, 김도연, 이태경, 조한철, 윤종

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케이씨텍)
P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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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01-6 RGB영상 기반 시설오이 검출을 위한 딥러닝 개체분할 모델의 적용
김성제, 김기석, 홍석주, 류지원, 김응찬, 김상연, 이창협, 노승

우, Nandita Irasaulul Nurhisna (서울대학교)
P00268

FB02-3 다층 건물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시맨틱 지도 작성 프레임워크 강신원, 주성현, 국태용 (성균관대학교) P00269

WC04-5
단방향 LiDAR와 RGB Image Module을 이용한 Visual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VSLAM)
장현준, 백수연, 이경창 (부경대학교) P00270

FA03-5 의미론적 지도를 활용한 작업자 파트너 로봇의 주행 기술 개발 지상훈,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271

FA05-4 인장스프링을 활용한 날갯짓형 초소형 비행로봇의 구동 매커니즘 개발 박재성, 강태삼, 박정근 (건국대학교) P00272

WP2-16
초음파 프로브 및 RGB-D 카메라를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 로봇 시스템 및 측정 기법 

개발 

최주은, 김연재, 김성준, 금주영, 문영진, 최재순,  (서울아산병

원, 울산대학교)
P00273

WP4-12 온습도 제어를 위한 스마트플러그 개발  김정환, 이공명, 강태삼, 박정근 (건국대학교) P00274

TC03-5 알파-베터 추적필터 초기화 연구 신상진, 김창환, 오상록 (국방과학연구소) P00275

WC05-6 Preisach 모델을 이용한 Tendon-Sheath 매커니즘의 이력현상 보상 김홍민, 김동찬, 진상록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P00276

WA06-4
Torque Vectoring of In-Wheel Motor Vehicles Based on Model Predictive Control 

for Energy Optimization with Guaranteed Drive Stability
김상혁, 김광기, 김주현 (인하대학교) P00277

WA08-5
소형 PX비행제어기와 미션플레너를 이용한 UAV 개발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 using Mini PX and Mission Planner
이왕헌 (한세대학교) P00278

TA06-5
Super-Twisting Sliding 제어 기법을 이용한 Grid Voltage Modulated Direct Power 

Control
홍연주, 정용우, 정정주 (한양대학교) P00279

TA04-5 Process monitoring using autoencoders with variance regularization
허성민, 유경환, 김보은 (단국대학교, 순천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P00280

TB03-3
나노미터급 3차원 이미징을 위한 울트라마이크로톰 개발 (incorporated in HITACHI 

FE- SEM)
허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P00281

TP3-9 BiSS통신을 이용한 마그네틱 엔코더 고장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 김성락, 이담, 이경창 (부경대학교) P00282

TC05-5 센서리스 적응 광학을 위한 PSF 근사 모델 기반의 위상 복원 김진성, 허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P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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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06-5
Variable Gain Super Twisting Algorithm을 활용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위치 추

종기설계
이승관, 정용우, 정정주 (한양대학교) P00284

FB06-6 제한된 차수의 이득을 갖는 비선형 외란관측기 기반 강인제어 하원석, 이정수, 배지훈, 박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285

TP5-3
Optimal Path Synthesis of Nine-bar Mechanism for Multi trajectories Based on 

Tracking Control of Shadow Robot
변준섭, 윤정원 (광주과학기술원) P00286

WP4-13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비행 로봇에 대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 모델링 이동재, 김현진 (서울대학교) P00287

WP1-13 자율주행 차량용 복합측위 모듈의 실차 성능 평가 방안 연구 사의환, 최경수, 김성진 (한국자동차연구원) P00288

WP1-14 친환경 전기버스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정밀 유도 기술 연구 최경수, 사의환, 김재은, 김성진 (한국자동차연구원) P00289

TP2-14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를 이용한 지면효과 보정 기법 이재호, 이동우, 장광우,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P00290

FB04-3
YOLO-v3 을 활용한 고속도로 진입 상황 인지와 번호판 인식YOLO-v3 based Object 

Detection on Highway and NumberPlate Recognition
김자경, 오지만, 이왕헌 (한세대학교) P00291

FA04-4 영상 위상 기반 진동측정 기법 이승석 (전남대학교) P00292

TP5-4
노인 모니터링 로봇을 위한 실시간 객체 인식 및 쓰러짐 감지Realtime Object 

Detection and Fall Detection for Living Alone Senior Monitoring Robot
최지영, 황지우, 이상권, 홍아영 (전남대학교) P00293

FB01-7
수확용 로봇의 작물 감지를 위한 RandAugment 구현Implementation of 

RandAugment for Crop Detection in Harvesting Robots
이기완, 김영민, 홍아영 (전남대학교) P00294

TP5-5 F값 시간-주파수 분석 방법을 이용한 상반신 운동 동안의 EEG 신호 분석 황예진, 염홍기, 최우성, 고낙용 (조선대학교) P00295

TP5-6 YOLOv3를 이용한 Jetson Nano 기반의 도로 반사경 시스템 오종민, 차도엽, 안서연, 박범용 (금오공과대학교) P00296

TA01-3 Edge AI 기반 실시간 제스처를 이용한 로봇 팔 제어 김충근, 김은수, 권용성, 박범용 (금오공과대학교) P00297

WP3-11 가변강성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체중 지지 시스템의 설계 박승한, 박신석, 최준호 (한국과학기술원) P00298

WP2-17 4족 보행 로봇에서의 심층 강화학습 기법 적용 이승재, 김현진 (서울대학교) P00299

FA03-6 기계가공분야의 자동화를 위한 머신텐딩 공정 표준화 모델 개발  김진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300

FA03-7 유연촉각 출력소자용 미세표면구조 설계/제작 공정 개발 최성환, 안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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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5-7 수면 동안 시간에 따른 뇌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장나영, 염홍기, 최우성, 고낙용 (조선대학교) P00302

FB05-4 철강 공정에서 압연 설비 이상 자동 감지를 위한 시스템 프레임워크 설계 및 개발 신기영 (포항공과대학교) P00303

WP3-12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여유자유도 로봇의 영공간 제어
신용우, 최명수, 하원석, 장가람, 이동혁, 배지훈, 박재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P00304

TB03-4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PID Auto-Tuning System for Multi-Channel 

Temperature Controller (세메스 소개 및 강화학습 적용 사례)
윤상혁, 백운상 (세메스) P00305

TA03-1
에너지 효율적인 하수 운반을 위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펌프 제어 방법A Deep 

Reinforcement Learning-Based Control Approach for Energy-Efficient Pumping 

Processe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서기업, 황의석 (광주과학기술원) P00306

TA02-3
해상 상황 인식을 위한 해상 장애물의 위치 추적 및 경로 예측 기술에 대한 기술의 

기초 연구
최진우, 박정홍, 김혜진, 최현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00307

FB07-4 STEP 파일의 Graph 표현으로 변환 박성호, 이규빈 (광주과학기술원) P00309

TC03-6
Investigation of How to Affect Selection of Deformation-related Parameters on 

Accuracy of Relative Position Estimation
이창준, 이정근 (한경대학교) P00310

TP5-8 발 구름 시동 방식 퍼스널 모빌리티의 속도 제어 방법 곽윤정, 김병헌, 이희승 (울산과학기술원) P00311

TA07-4
전기장과 자기장 구동이 가능한 무선 하이드로젤 밀리그리퍼Electric field and 

magnetic field actuating untethered hydrogel milli-gripper

김동인, 장세은, 송수정, 김규리, 이지은, 이예린, 박석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P00312

TP5-9 GPS 기반 원격 제설 로봇  문효정, 지이주, 홍아영 (전남대학교) P00313

TA01-4 가상환경 내에 동특성을 부여한안정적인 햅틱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 구현 방법 김창현, 류제하, 김영호, 이후상 (광주과학기술원) P00314

WB04-6 대형 실내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연구 및 개발
김병헌, 곽윤정, 박하은, 박수영, 이지연, 이희승,  (울산과학기

술원)
P00315

TB04-4 흔들리는 착륙장으로의 안정적 착륙을 위한 영상 기반 쿼드콥터 시스템 강호선, 권영근, 최지욱, 이장명 (부산대학교) P00316

FA05-5 분산 구동 메커니즘에 기반한 생체 모방 연속 가변 기어링 김종호, 장인권 (한국과학기술원) P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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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03-5 제어 모델을 이용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동적 해석 김수환, 이재준, 이재욱 (광주과학기술원) P00318

TP5-10
Compass-gait Walker의 역학적 모델 및 제어 방법:학부생들을 위한 운동방정식 유

도, 시뮬레이션 방법 소개Dynamics and Control Methods for Compass-gait 

Walker:Tutorial of Defininig EOM and Simulation Method for undergraduates

차명주, 문선웅, 조권승, 허필원 (광주과학기술원) P00319

TC03-7
A Kalman Filter for Inverse Dynamics to Estimate Joint Torques Using IMU 

Signals
최지석, 이창준, 이정근 (한경대학교) P00320

TB03-5 인간중심 조명을 위한 ‘On-device AI’ 기반 행동인식 기술 개발 이남수 (주식회사루플) P00321

TP5-11
학부생들을 위한 최적 제어 방법 소개:Direct Collocation 방법을 이용한 Compass-

gait Walker 최적 제어 Finding the Optimal Trajectory using a Direct Collocation 

Method for an Efficient and Accurate Compass-gait Walker for Undergraduates

문선웅, 차명주, 조권승, 허필원 (광주과학기술원) P00322

FB01-8
배추 자동 수확을 위한 2축 유압 시스템의 백스테핑 제어: 예비결과A Backstepping 

Control of 2-DOF Hydraulic System for Automatic Korean Cabbage Harvesting: A 

Preliminary Result

박용현, 손형일 (경상국립대학교, 전남대학교) P00323

TA02-4 자율주행차량의 실시간 다중센서 데이터 수집·정제·분석 및 관제 통합 플랫폼 개발 김가연, 박다혜, 윤영호, 홍다솔, 김학일 (인하대학교) P00324

TP2-15 Piecewise 선형 시스템의 도달 가능 영역 계산 장인규, 김현진 (서울대학교) P00325

FA01-6
각 운동량 최소를 통한 Compass-gait Walker 에서의 더 강인한 보행 궤적 산출

Minimizing Angular Momentum Yield More Robust Walking Trajectories in a 

Compass-gait Walker

조권승, Christian Debuys, 허필원 (광주과학기술원, TEXAS 

A&M University)
P00326

FA04-5
삼중 주기적 최소곡면 구조가 적용된 마이크로로봇을 통한 효율적 약물전달 시스템 

개발

정세영, 고광준, 임승현, 남명혜, 김석재, 이택수, 이경민, 김창

세, 박종오, 방도연, 최은표 (전남대학교, 한국마이크로의료로

봇연구원)

P00328

FB05-5 영상 기반 열연코일 권취 형상 측정 기술 개발 공남웅, 박유진, 최용준 (포스코 기술연구원) P00329

WA03-7
Feedforward Optimal Control with Stabilizing Optimal Trajectory Tracking to 

Emulate Human Motor Control

Christian DeBuys, 허필원 (광주과학기술원, TEXAS A&M 

University)
P00330

FA05-6 N개의 구동기를 이용한 N+1 구동 로봇 손가락 힘줄 메커니즘 배현아, 김용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00331

FB02-4 시맨틱 SLAM을 위한 물체 랜드마크의 Data Association 및 위치 추정
지상훈, 유수정, Truong Huu Phuc, 이상욱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P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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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3-13 로봇 경로의 토폴로지가 영상 기반 항법 성능에 미치는 영향 김경찬, 김현진 (서울대학교) P00333

WP1-15 자율운항선박의 상황인식을 위한 복합센서 데이터 융합 프레임워크 설계
강민주, 박정홍, 최현택, 이영준, 최진우, 정종대,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
P00334

TP5-12 IOT 장치 제어를 위한 다중 스트림 CNN 기반 음원위치추정 모델
고중범, 김정석, 김현철 (가천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00335

WC04-3 RGB-D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기반 모바일 매니퓰레이션  백수진, 김아현, 최영림, 김종욱 (동아대학교) P00336

WP4-14 자율 운행 공유 전동 스쿠터 시스템을 위한 승객 할당 및 재배치 계획 알고리즘 김호연, 최한림 (한국과학기술원) P00337

TB05-6
ROS를 사용하는 2d lidar에서 저가형 3d lidar 구현을 통한 KF 기반 물체 추적 알고

리즘
이준창, 김관수 ((주) 트레셋) P00338

TA01-5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용 자석 챔버 구조의 고효율 소프트 공압 구동기A Power-

efficient Soft Pneumatic Actuator Using Magnet Chamber Structure for Wearable 

Robots

김성준, 신동준 (중앙대학교) P00339

TA05-4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주도 기반의 최적 제어 이동길 (서울대학교) P00340

WA06-6 세그웨이 선회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직렬 탄성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발판 제어 방진욱, 이장명 (부산대학교) P00341

WP4-15 다중 무인수상선의 협력항법을 위한 포텐셜장 기반의 편대 제어 기초 연구
박정홍, 이영준, 정종대, 강민주, 최현택, 최진우,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
P00342

WP3-14 중력 보상 기구 오차의 원인과 스프링 무게 중심 변화 서경준, 서정욱 (경북대학교) P00343

FB04-4 전방향 카메라를 이용한 시각적 SLAM 기반 실내 주행 로봇 박준혁, 황영배 (충북대학교) P00344

WP3-15 차동기어 메커니즘을 사용한 4족 보행용 저관성 로봇 다리 박혜수, 서정욱 (경북대학교) P00345

TP5-13 저가형 2D LiDAR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로봇의 승강기 탑승 가능 상황판단 기법 배문규, 정철민, 박채훈, 안대용, 이화수, 강창묵 (인천대학교) P00346

WC03-5 가변 모델 RTS 스무더 기반 위성 신호 불용구역 정밀 항법 해 추정 알고리즘 이주한, 김응주, 박소영, 송진우 (세종대학교) P00347

TP2-16 무인기 스푸핑 모의 실험장치 개발
임현우, 강준구, 이재훈, 박지원, 심홍석, 윤광준, 강태삼 (건국

대학교, 엑센스, 한화시스템)
P00348

TP3-8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외란 관측기를 사용한 외란 보상을 위한 학습 제어 정하늘, 공태준, 최원혁, 오세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P00349

TP2-17
직교 좌표 공간에서 로봇 팔 제어를 위한 시간지연제어기의 조인트 가속도 추정의 

성능에 관한 연구
이준우, 정도진, 정슬 (충남대학교) P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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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03-6 헝가리안 알고리즘 및 Retina U-Net 기반의 다중 음원 탐지 및 위치추정 기술 전찬준, 최우열, 임채준, 전광명 (조선대학교, 인트플로우) P00352

TA02-5 디지털트윈쉽 기초연구 모형선 개발 및 자유항주시험 수행
윤상웅, 최후재, 최진우, 박정홍, 김동함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
P00353

TP1-13 족압과 족부 움직임의 변화량을 이용한 족부의 상태 추정판단 김보경, 김지현, 최혜정, 최현진 (상명대학교) P00354

WA08-6 실시간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한 빠른 차선 인식 알고리즘 임용섭 (DGIST) P00355

WB07-5 온열암치료를 위한 MPI기반 자기온열 장치 설계 윤정원 (광주과학기술원) P00356

FB05-6 변형량 측정 및 상태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박현철 (포스코 기술연구원) P00357

TP3-14 주단조공정 무인자동화를 위한 협동로봇의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희진, 김동호, 농형석, 장기원, 정금준, 한성현 (㈜대웅엔지니

어링, 경남대학교)
P00359

TP3-13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제조로봇의 동적특성 해석 및 상태진단에 관한 연구
김동호, 김희진, 노형석, 장기원, 정금준, 한성현 (㈜대웅엔지니

어링, 경남대학교)
P00360

TP3-12 무인 FA를 위한 로봇 그리퍼의 파지제어 모니터링 기술
정금준, 김희진, 김동호, 노형석, 장기원, 한성현 (㈜대웅엔지니

어링, 경남대학교)
P00361

TP3-11 마그네틱 볼 조인트를 갖는 6축 순응장치 개발 곽경민, 김한성 (경남대학교) P00362

TP3-10 부족구동을 갖는 3자유도 적응형 그리퍼 메커니즘 설계 김기성, 김한성 (경남대학교) P00363

WB07-6 과제지향 상지재활로봇의 재활훈련 효과: 사례 연구 안진웅, 이양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P00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