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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

]

》》구두발표 Sessions
Session Ⅰ-1. (콘텐츠제작기술/콘텐츠서비스기술/웹사이언스)

1. 상호 연동 효과 최적화 솔루션 연구

좌장 : 이병엽(배재대)

3

: 황민식(한밭대)
2.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영화 액트 오브 킬링 톺아보기

5

: 강보영(성균관대), 홍문표(성균관대)
3. 우울증 상담 및 스케줄링 애플리케이션

7

: 김동건(부산가톨릭대), 임성준(부산가톨릭대), 이영우(부산가톨릭대)
4. AI 기반 레이저 대피 경로 안내시스템

9

: 임성준(부산가톨릭대), 김동건(부산가톨릭대), 허민지(부산가톨릭대), 이영우(부산가톨릭대)
5. OCR 기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점 음료 구입 보조 시스템

11

: 배민경(부산가톨릭대), 서현아(부산가톨릭대), 이영우(부산가톨릭대)
6. 초등학생의 감정 번역에 관한 연구

13

: 서현아(부산가톨릭대), 배민경(부산가톨릭대), 이영우(부산가톨릭대)
7. 제3의 모바일OS 후보군에 대한 탐색적 연구

15

: 이호선(부산가톨릭대), 최훈(부산가톨릭대)
8. SNS시스템을 이용한 효과적인 여행코스 추천 시스템

17

: 김재우(목포대), 이현종(목포대), 신재형(목포대), 정형준(목포대), 최종명(목포대)
9. 객체 탐지 기법을 적용한 버스 하차 문 자동 제어 시스템

19

: 김선홍(부산가톨릭대), 김경호(부산가톨릭대), 박준성(부산가톨릭대), 김동건(부산가톨릭대), 임성준(부산가톨릭대), 서현아
(부산가톨릭대), 배민경(부산가톨릭대), 허민지(부산가톨릭대), 이영우(부산가톨릭대)
10.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교통 정보 제보 서비스 설계

21

: 김가람(원광대), 박도훈(원광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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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2. (IT기반기술)

좌장 : 민병원(목원대)

1. 약품주입 정수처리공정 자율운영을 위한 데이터분석 모델 설계분석

23

: 김기태(목원대), 민병원(목원대), 연용호(목원대), 오용선(목원대)
2.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따른 실측 DATA 품질관리 영향 분석

25

: 홍정조(목원대), 민병원(목원대), 연용호(목원대), 오용선(목원대)
3. 협업 필터링 기반의 의료인력 추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27

: 윤인경(목원대), 민병원(목원대), 연용호(목원대), 오용선(목원대)
4. 처방적 분석을 지원하는 지능형 연구정보 서비스 설계

29

: 이정원(목원대), 민병원(목원대), 연용호(목원대), 오용선(목원대)
5. 빅데이터 중심처리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위치 감지 기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31

: 조문선(목원대), 민병원(목원대)
6. WebRTC를 위한 Nodejs 기반 통합 서버 모듈

33

: 신석진(충북대), 엄선용(충북대), 최민(충북대)
7. 이산 웨이블릿 변환 기반 내부 부하 프로파일 클러스터링 분석

35

: 센첸팽(전남대), 김용민(전남대), 임창균(전남대)
8. Labeled Graph에서 이력 질의 처리를 위한 정점기반의 색인 기법

37

: 이현병(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9. YOLOV5를 활용한 마스크 착용 판별

39

: 편정환(배재대), 이수현(배재대), 곽내정(배재대)
10. 블록체인의 한계점과 서비스 파급효과 진단 연구

41

: 김정숙(삼육대), 이야리(㈜소만사)
11. 딥러닝 기반의 군집형 어류 개체 인식 및 활동 패턴 추적

43

: 강자영(목포대), 김범창(목포대), 손현승(목포대), 최한석(목포대)
12. 점진적 빈발 패턴을 활용한 그래프 스트림 압축 기법

45

: 신보경(충북대), 이현병(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13. 환경 빅데이터에 기반한 대기오염물질과 기상요인 연관성 분석

47

: 진초(목원대)，민병원(목원대)
14. 다양한 PLC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기법

49

: 주인(충북대), 천은정(충북대), 류가애(충북대), 진정창(㈜휴먼시스템), 류관희(충북대)
15. 메신저 대화에서의 사용자 검증을 위한 전이 그래프와 챗워크
: 이다영(부산대), 조환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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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ession Ⅱ-1. (인터렉티브콘텐츠/애니메이션콘텐츠/게임콘텐츠)

좌장 : 임소영(예원예술대)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트로이 유적 층위기반 인공지능형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

55

: 안형기(한국고고환경연구소), 박진호(문화재디지털복원가)
2. 참여형 예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인간의 야생성을 중심으로

57

: 박민혁(연세대), 조상욱(서울예대)
3. 메타버스 IP 확장 전략: <제페토>를 중심으로

59

: 김지영(중앙대)
4. 수묵 애니메이션의 평면감각 분석

61

: 훠청윈(동서대), 최동혁(동서대)
5. HTML 5.0의 현황과 미래전망

63

: 김경하(예원예대)
6. 온라인상에서의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VR기반 게임 콘텐츠 연구 및 구현

65

: 이현진(숭실대), 김규정(숭실대)
7.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효율적 교육 및 구현 방안

67

: 이경은(유한대)
8. 지역적 문화원형을 활용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연구 -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을 중심으로

69

: 서치린(동서대), 최동혁(동서대)
9. 애니메이션 서사의‘여백(留白)’

71

: 커밍밍(동서대), 조승우(동서대)
10. 심리학 지식을 쉽게 이해시키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서사 전략 분석 --《Inside Out》를 예로 들다

73

: 왕웨이(동서대), 조승우(동서대)
11. 짧은 클립 영상(short movie clip) 공유 플랫폼 이용 동기와 사용자 밀착도에 관한 연구
- TikTok 서비스를 중심으로 : 왕자선(동서대), 김세화(동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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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ession Ⅱ-2. (문화예술콘텐츠/연극·뮤지컬콘텐츠)

좌장 : 최원호(동서대)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각 콘텐츠 기획·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77

: 박민우(아시아문화원)
2.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기반 배우의 역할창조 접근방법 연구

79

: 박진태(여주대)
3. 좀비 영화의 상징성 연구

81

: 쉬자오이(동서대), 최원호(동서대)
4. 기술 복제 시대의‘심미적 최면’

83

: 멍칭선(동서대), 최원호(동서대)
5. 영상 기호와 편집

85

: 황리향(동서대), 최원호(동서대)
6. 중국 전쟁영화의 서사방식에 관한 분석 - 영화 <팔백(八佰)>을 중심으로 -

87

: 천위안위안(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최원호(동서대)
7. 판타지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의 균형

89

: 하오화웨(동서대), 최원호(동서대)
8. 코로나 시대의 건강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광고 방안

91

: 이제영(가톨릭관동대), 정미애(강원대)
9. 온라인 연기교육 콘텐츠의 학습자 선호도 연구

93

: 이영은(중부대)
10. 중국 공익광고에서 나타난 비주얼 표현에 관한 연구
: 황일민(신라대), 김성재(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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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Session Ⅱ-3. (콘텐츠기반이론)

좌장 : 하광수(한밭대)

1. UX디자인 워크숍 비대면 지원을 위한 사례 분석

97

: 성다인(한밭대), 하광수(한밭대)
2.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사례 연구

99

: 윤예진(한밭대), 하광수(한밭대)
3.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보이는 ARS 서비스 분석

101

: 최주희(한밭대), 하광수(한밭대)
4. 지역사회공헌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국립대전현충원 활성화 방안

103

: 김도윤(한밭대), 김수림(한밭대), 성다인(한밭대), 윤예진(한밭대), 최주희(한밭대), 하광수(한밭대)
5. 방재디자인 방법론 연구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105

: 김영준(국립한밭대), 노황우(국립한밭대)
6. 온라인 중고거래 트렌드와 사용자경험에 대한 연구 – 당근마켓앱을 중심으로 -

107

: 김유민(이화여대), 황보원주(이화여대)
7.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콘텐츠의 피드백 유형과 특징

109

: 박민수(상명대), 이재학(상명대)
8. 대전광역시 융합디자인 교육현황 연구

111

: 김정아(배재대), 노황우(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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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4. (무용콘텐츠)

좌장 : 정유라(경희대)

1. 작품<소통의 온도>의 움직임 분석으로 보는 사회적 의미

113

: 선유라(세종대), 김형남(세종대)
2. 승무에 내재된 동시대적 움직임에 관한 연구

115

: 박종현(PJH Dance Company)
3. 뉴노멀 시대 디지털 공연의 출구 전략에 대한 고찰 - 무용단 놈스의 VD‘처용’사례를 바탕으로 -

117

: 임수정(충남대)
4. 『몰입을 위한 Inside Warmup Program』

119

: 정유라(경희대)
5. 한국전통놀이를 활용한 무용콘텐츠의 의미

121

: 진주희(충남대)
6. 작품 <올해.봄>에서의 춤의 의미

123

: 조성희(국립강원대)
7. <Happy Birthday, Kid.> 작품 분석

125

: 서다현(국립강원대)
8. 현대무용 In the room 작품 연구

127

: 김상나(상명대)
9. 현대무용 토치카 작품 연구

129

: 이준철(우석대)
10. 묶다

131

: 진유에(강원대)
11. <다르다. 다르다> 작품 분석

133

: 노정식(용인대)
12. 유마니튜드 케어 기법과 춤

135

: 이지원(한국체대)
13. 무용전공 대학생의 온라인무용공연 체험요인이 관람만족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37

: 전부희(상명대)
14. 안무를 위한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 연구 - LMA분석 : 에포트(Effort) 와 쉐입(Shape) 중심으로
: 장인지(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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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Session Ⅱ-5. (사진콘텐츠)

좌장 : 서애리(상명대)

1. 종교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연구: 쿠보타 히로지의 사진을 중심으로

141

: 김성희(상명대), 김병진(상명대), 양종훈(상명대)
2. 베르너 비숍의 6·25전쟁 종군 배경 분석

143

: 정은진(상명대), 김성우(상명대), 양종훈(상명대)
3. 북한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연구 - 매그넘 쿠보타 히로지 사진을 중심으로 -

145

: 김춘화(상명대), 이붕우(前 국방홍보원장), 양종훈(상명대)
4. 베르너 비숍의 6·25전쟁 사진 분석

147

: 정은진(상명대), 김진수(상명대), 양종훈(상명대)
5. 베트남 전쟁 사진에 관한 연구 - 필립 존스 그리피스의‘베트남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149

: 황태연(상명대), 김진수(상명대), 양종훈(상명대)
6.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의회 홍보강화 방안 연구 -종로구의회를 중심으로-

151

: 서애리(상명대) , 이주호(상명대) , 양종훈(상명대)
7. 현대다큐멘터리사진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식에 관한연구 - 매그넘 사진가 캐롤린 드레이크의 사진을 중심으로 : 이자람(상명대), 김기주(상명대), 양종훈(상명대)

153

8.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미얀마의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

155

: 조현영(상명대), 김병진(상명대), 양종훈(상명대)
9.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연구 - ‘라팔 밀라치’의 ‘호잘리 대학살 기념관’ 사진을 중심으로 -

157

: 임상욱(상명대), 김진수(상명대), 김기주(상명대)
10.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미학에 관한 연구 -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 정순임(상명대), 양종훈(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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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Session Ⅲ-1. (휴먼서비스콘텐츠/Police&Law콘텐츠)

1. 가상현실 미술치료 VRAT(Virtual Reality Art Therapy) 콘텐츠에 대한 비평적 분석

좌장 : 강종수(강원대)

163

: 임성윤(평택대)
2. 워라밸이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165

: 김지혜(강원대), 강종수(강원대)
3. 사회복지조직의 경력관리와 경력계획이 종사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167

: 김지혜(강원대), 강종수(강원대)
4. 경찰관의 우울증과 직무만족 및 갈등 분석

169

: 신성원(대구한의대)
5.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71

: 권상로(조선대)
6. 약물 사용범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처에 대한 비교 연구

173

: 차명희(서강대), 장철훈(서강대)
7.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메타버스(metaverse)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

175

: 김용태(관악문화재단, 상명대)
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177

: 손명동(광주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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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Ⅲ-2. (GIS&LBS콘텐츠/과학기술정보콘텐츠/보건콘텐츠)

좌장 : 한승희(공주대)

1. 도로구조물의 효율적인 감리방안

179

: 한승희(공주대), 유상현(공주대)
2. 감귤 상품성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181

: 서동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 UAV 공중사진측량에 의한 낙동강 수변공원의 매핑 및 가시화

183

: 이진덕(금오공대), 방건준(금오공대), 문지성(금오공대)
4. 진도군 유용자원 개발을 위한 조도쑥 기능성 탐색 연구

185

: 이정주(진도군), 김동욱(㈜코사이언스)
5. 유전적 소인을 고려한 농식품 소비와 질병과의 상관성 분석

187

: 김동욱((주)코사이언스), 백승원((주)코사이언스), 김성준((주)코사이언스)
6. EAGER 펀딩 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혁적 연구에 관한 탐색

189

: 노경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광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코로나19 시대의 오픈액세스 동향정보에 관한 연구

191

: 이선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 간호대학 신입생의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강의 참여도와 수업 만족도 분석

193

: 박인숙(진주보건대)
9. COVID-19 유행 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 불안, 지식 및 예방행위 수행도에 관한 연구

195

: 박인숙(진주보건대)
10.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연구데이터 연계 방안

197

: 신성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9 -

Session Ⅲ-3. (교육콘텐츠)

좌장 : 정경옥(한남대)

1. 온라인수업 강의평가에 대한 시험적 조사
: 남상조(목원대)

199

2.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코딩아트 프로그램 개발

201

: 허영(상명대), 안성혜(상명대), 은광하(상명대)
3. '플립러닝'기반 영어 수업의 효과성 분석:학습자의 인지적 성취도를 중심으로

203

: 임가나(충청대), 나경희(충북대)
4. AI 융합시대의 EFL 학습자의 기계번역 활용

205

: 백지연(서원대), 나경희(충북대)
5. 토픽 모델링 기반 학과 교과과정과 취업 기업 간의 연관성 분석: 화학공학과를 중심으로

207

: 정현원(단국대), 최호섭(단국대)
6. 대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9

: 윤지원(창신대), 제남주(창신대), 박미라(창신대)
7. 모바일 기반 언어 학습을 통한 EFL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211

: 정경옥(한남대)
8. 지능적 동영상 분석을 이용한 발표 태도 교정 어플리케이션 개발

213

: 권기현(제주대), 안수호(제주대), 박찬정(제주대)
9. 폐교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활용방안

215

: 김태덕(경상대)
10. 비상 원격 수업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 제고

217

: 존버렐(우송대), 이지은(우송대)
11. 디지털 뉴노멀 시대를 위한 예술활용 지능융합형 SW기초교육 콘텐츠
: 이현민(경희대), 이현숙(동국대), 김봉준(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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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Session Ⅲ-4. (비즈니스콘텐츠/영화콘텐츠/예술작품 콘텐츠 평론)

좌장 : 김재호(백석예술대)

1. 애칭 마케팅을 바라보는 인지언어학적 관점

221

: 조윤경(목포대)
2.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확장된 공감의 역할: AI가 적용된 메타버스 환경을 포함한 확장된 공감

223

: 이현정(중앙대)
3. 공공미술 프로젝트 <월암별곡>에 관한 연구

225

: 유승연(중앙대), 박찬응(지역기반예술연구소 LBAR)
4. 기업가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27

: 이주헌(연세대), 김주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경제정책불확실성과 기업의 ESG활동

229

: 이창섭(세종대), 전아름(사회적가치연구원), 전홍민(성신여대)
6. 무경계 경력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국내‧외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231

: 김다혜(이화여대), 박윤희(이화여대)
7. SF영화에 나타난 가상공간에 인식론적 특성인 ‘경험적 동시성’의 표현에 관한 연구

233

: 겅허치(동서대), 최동혁(동서대)
8. 영화 <뮬란>에서 불사조로 표현된 봉황의 모습

235

: 김혜수(고려대)
9.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R&D 과제기획 연구

237

: 전광호(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강하영(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영진(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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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Ⅲ-5. (관광콘텐츠/스포츠&레저콘텐츠/e-Food콘텐츠/AI 기반 한국의 전통 맛 K-Food 콘텐츠)
좌장 : 장대자(한국식품연구원)
1. 인공후각 시스템과 응용

239

: 변형기(강원대), 이해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비대면 체육교육을 위한 동작인식센서 활용 실감 콘텐츠 연구

241

: 은광하(상명대), 안성혜(상명대), 허영(상명대)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茶문화 콘텐츠 탐색 연구

243

: 유양석(국민대)
4. 서울시 명동 도시재생 연구 -반려인·반려동물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245

: 김지윤(순천향대), 김금미(순천향대)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태원 관광특구 고찰

247

: 카리모프 수하일리(순천향대), 김금미(순천향대)
6. Q분석 실증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식생활 정보제공 : 알고리즘 개발 방안

249

: 이제영(가톨릭관동대), 장대자(한국식품연구원)
7. 개인맞춤형 건강식생활 정보제공 알고리즘 개발

251

: 이제영(가톨릭관동대), 장대자(한국식품연구원)
8. 공간스토리텔링을 통한 옹천역 관광자원화 전략

253

: 서수원(안동대), 권기창(안동대)
9. 커피전문점의 ESG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55

: 김정민(을지대), 정윤지(을지대), 차성수(을지대)
10. 장소성 강화를 통한 화수당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257

: 이미홍(안동대), 권기창(안동대)

- 12 -

Session Ⅲ-6. (한국학융합콘텐츠)

좌장 : 최혜진(목원대)

1. 압화를 활용한 노인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259

: 이정숙(경상대)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난타 교육 콘텐츠 개발

261

: 서연주(경상국립대)
3. 1인 기획의 언택트 음악공연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용방안

263

: 신기현(경상국립대)
4. 설화 <아버지의 유언> 분석

265

: 김현희(신한대)
5. 임호은전』에 드러난 욕망과 의미

267

: 노연서(숙명여대)
6. 재액초복의 상징콘텐츠인 중국요족의 종포뇌연구

269

: 오양시웨이(경상국립대)
7. 놀이와 게임의 경계 선상에서의 화투에 관한 고찰

271

: 차명희(서강대), 김미숙(가톨릭꽃동네대)

Special Session (빅데이터)

좌장 : 이민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소량의 데이터 및 기하평균을 사용한 학습 방법

275

: 이민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 Self-attention 기반 특성 맵 전파를 이용한 강우 예측

277

: 주원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창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기계학습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의 현황

279

: 이원구(충남도립대), 이민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개발 현황

281

: 한상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재웅(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연주(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명언(한국항공우주연구원)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폰과 갤럭시 TV광고 속 스마트폰의 특징과 두 브랜드의 차이점 비교 분석 : 자막과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283

: 류아란(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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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좌장 : 유재수(충북대)

1. GPU에서 그래프 분할 및 스케줄링을 이용한 서브 그래프 처리 기법

287

: 송상호(충북대), 이현병(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임종태(충북대), 채대성(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2. 소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계학습기반의 개선된 지역 교통 이벤트 검출 기법

289

: 김윤아(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이현병(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3. 도시 차량 네트워크에서 안전 메시지 배포 기법

291

: 편도웅(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4. 동적 그래프에서 GPU 기반의 점진적 연결 요소 처리 기법

293

: 김남영(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5. 바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출결 통합 관리 시스템 설계

295

: 강세현(충북대), 유재수(충북대)
6. 한의처방의 논문 기반 확장적응증 데이터베이스 분석 시스템

297

: 이소민(충북대), 송상호(충북대), RETITI DIOP EMANE CHRISTOPHER(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7. 분산 환경에서 이미지 검색을 위한 장면 그래프 색인 기법 설계

299

: 김상혁(충북대), 석우영(충북대), 성우제(충북대), 송상호(충북대), 신보경(충북대), 이소민(충북대), 전종우(충북대), 최재용
(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이현병(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8. 사용자 선호도 기반 개인화 영화 추천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301

: 전종우(충북대), 박명훈(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유재수(충북대)
9. 트위터의 상호작용 및 소셜 그래프 구조 기반의 사용자 신뢰성 분석

303

: 최재용(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10. 청주 가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305

: 정상준(충북대), 권기웅(충북대), 김동관(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유재수(충북대)
11. 아파치 스파크 기반의 식의약 논문 통합 검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307

: 심재원(충북대), 유재수(충북대)
12. OCR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석우영(충북대), 장원석(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유재수(충북대), 김태준(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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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Special Session (농진청 그린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
좌장 : 복경수(원광대)

1. 스마트팜용 IOT 구현을 위한 IR 센서 보상 방안 연구
: 전진택(충북대), 주우혁(충북대), 이정규(충북대), 이동훈(충북대)

313

2. BLE 5.0 Coded PHY 프로토콜 활용 스마트팜 내부 좌표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주우혁(충북대), 전진택(충북대), 이정규(충북대), 이동훈(충북대)

315

3. 효율적인 서브 그래프 매칭을 위한 색인 특성 기반 캐시 교체 기법
: 최도진(충북대), 이소민(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317

4. 점진적 기계학습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설계 및 구현
319
: 임종태(충북대), 김남영(충북대), 김윤아(충북대), 최재용(충북대), 신보경(충북대), 이현병(충북대), 최유길(충북대), 유재수(충북대)
5.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스마트 온실 지능형 추론 플랫폼 설계
: 임종태(충북대), 이현병(충북대), 최도진(충북대), 백정현(국립농업과학원),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321

6. 스마트 온실 플랫폼을 위한 기계학습 모델 개발 환경의 요구사항
: 유상록(충북대), 한찬식(충북대), 이건명(충북대)

323

7. 기계학습 기반의 스마트 온실 자동제어 및 예측 서비스 설계
325
: 임종태(충북대), 정상준(충북대), 홍성연(충북대), 김익수(충북대), 황현중(충북대), HANXUANZHONG*, RETITI DIOP
EMANE Christopher(충북대), 장준혁(충북대), 오영호(충북대), 편도웅(충북대), 김윤아(충북대), 김남영(충북대), 최도진
(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8. 시설 온실내 미기후 균일화를 위한 위치별 데이터 측정 시스템 설계
327
: 백정현(국립농업과학원), 임동혁(국립농업과학원), 김태현(국립농업과학원), 양오석(국립농업과학원), 이재수(국립농업과학원)
9. 컨테이너 기반의 스마트 온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설계
: 윤동현(한국교통대), 이원범(한국교통대), 윤승현(한국교통대), 송석일(한국교통대)

329

10. ICT 기반 꿀벌용 스마트벌통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31
: 이재수(국립농업과학원), 김형곤(국립농업과학원), 이승철(국립농업과학원), 김태현(국립농업과학원), 백정현(국립농업과학원)
11. 피드백 제어를 위한 전력선통신 기반 스마트온실 환경제어시스템 구현
333
: 이재수(국립농업과학원), 김태현(국립농업과학원), 최인찬(국립농업과학원), 곽강수(국립농업과학원), 이상규(국립농업
과학원), 백정현(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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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춤치유 콘텐츠)

좌장 : 최보결(춤의학교)

1. 춤추는 동의보감: 두개에서 천골까지, ‘원리츄얼’

337

: 강란이(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2. 시니어를 위한 도시정원, 기억의 춤‘슬로우워킹’

339

: 왕금옥(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3. 공감하는 뇌, 행복한 몸을 위한 치매예방 무브먼트‘미러링댄스’

341

: 박성희(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4. 힐링산업의 파워콘텐츠로서 보결커뮤니티댄스가 갖는 치유의 효과와 전망

343

: 최보결(춤의학교)
5. 이완 움직임, 마음챙김 춤명상

345

: 최보결(춤의학교)
6. 춤치유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힐링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전망

347

: 양은영(서귀포시청), 최보결(춤의학교)
7. 전인교육의 열쇠, 감각소생술‘움직이는 조각상’

349

: 권정은(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8. 갱년기 증상 완화와 인생이모작 설계를 위한 세로토닌댄스 ‘털기춤’

351

: 김혜영(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9. 언텍트가 온텍트 되는 온라인‘방구석댄스’

353

: 최보결(춤의학교)
10. 학교상담사를 위한 공감 춤 놀이 기법 활용 사례

355

: 홍지인(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11. 즉흥춤놀이 ‘꼼지락 댄스’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357

: 한명화(춤의학교), 이덕희(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12. 온라인을 통한 ‘춤추는 도서관’ 초등 저학년을 위한 그림책과 춤의 콜라보

359

: 지연숙(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13. 갈등관리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신뢰적 조직문화 세우기 : ‘비움과 채움’‘리더십 & 팔로우십’
: 한선주(춤의학교), 최보결(춤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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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Special Session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좌장 :심진보(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 개발

365

: 이재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희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찬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빅테크-스타트업 계층구조를 이용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분석

367

: 김항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민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글로벌 주요국들의 인공지능 생태계 현황 분석

369

: 심진보(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메타버스 생태계 내 기업경쟁력 분석

371

: 석왕헌(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앱 리뷰 분석을 통한 국내 OTT 서비스 만족 요인 분석: 넷플릭스와 웨이브 사례 비교

373

: 최새솔(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승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주요국의 XR 정책 동향 및 시사점

375

: 홍아름(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모바일 경량 객체 분할 기술 및 응용

377

: 이승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수웅(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근동(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종국(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원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8.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 분석 :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시사점

379

: 김성민(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지역적 그래프를 이용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정합

381

: 이만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창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 한국 예술 작품에서의 딥러닝 기반 유사 영역 탐지

383

: 전형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순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윤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진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e-스포츠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게임 분석 기술 동향

385

: 이상광(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대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성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화재 현장 재현형 실감형 VR 소방훈련콘텐츠 개발 연구
: 박수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형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웅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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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Special Sessi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데이터스쿨)

좌장 : 안부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동물 이미지 인식을 통한 AI 동물원 추천 서비스 개발
: 최지선(강원대), 김민규(동서대학원), 이한별(한양대), 한성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1

2. OpenPose와 CNN 기반 수어 영상 번역 서비스 개발
393
: 김다연(인천대), 이은주(동국대), 김유진(이화여대), 김재호(강원대),이승수(아주대), 이홍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
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 SNS 기반 여행지 추천 시스템 개발
: 권민정(서울과학기술대), 김근영(모엔시스), 김민영(가천대), 김윤지(고려대), 강지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5

4. 시각장애인을 위한 SSD-MobileNet 기반 횡단보도 보행 보조 안드로이드 서비스 개발
397
: 신승배(대구대), 김종현(가톨릭대), 이다혜(건국대), 유정용(한국해양대), 이용(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5. EfficientNet 기반 향상된 버섯 이미지 분류 모델 개발
399
: 한재식(아주대), 최은아(세종대), 김은별(한양대), 이용민(서울시립대), 이민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6. AI 기반 맥주 이미지 분류와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개발
401
: 이자연(한양대), 이주원(연세대), 이지훈(고려대), 이태준(SUNY Binghamton), 홍수지(경희대), 서동민(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7.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사례 연구
: 안부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혜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3

Special Session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능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과정)
좌장 : 김종하(목원대)

1. 물류데이터를 활용한 라스트 마일 최적화 방안
: 추동기(목원대), 도상우(목원대), 정연준(목원대)

407

2. 맞춤형 온라인 강의추천
: 신현승(목원대), 김지빈(목원대), 이수민(목원대), 이정주(목원대)

409

3.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필요성 및 서비스 제안
: 권문진(목원대), 김이준(목원대), 이주연(목원대), 전영우(목원대)

411

4. 폐마스크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전의영(목원대), 이재원(목원대), 박세준(목원대), 한영민(목원대)

413

5. 맛집으로 지역을 보다
: 김지빈(목원대), 신현승(목원대), 이수민(목원대), 이정주(목원대)

415

6. 비감독형 딥러닝 기반의 UNSW-NB15 데이터셋 분류 모델에 관한 연구
: 이대범 (목원대)

417

7. COVID-19 이후 유동인구의 변화와 시사점
: 김종하(목원대)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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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Ⅳ-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빅데이터)

좌장 : 복경수(원광대)

•14:40~14:55

1. 스마트 제조에서 5G 이동통신 기술의 활용 전망
: 송영근(한국전자통신연구원)

423

•14:55~15:10

2. 국가투자전략을 위한 디지털 트윈 정책 동향
: 원용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

425

•15:10~15:25

3. 재난 속 허위정보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방안
: 최동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가희(국립재난안전연구원)

427

•15:25~15:40

4. 사용자 선택형 입체미디어 서비스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
429
: 김성훈(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복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홍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연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40~15:55

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동향연구: SNS와 온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 박태형(연세대), 박민혁(연세대)
431

Session Ⅴ-1. (교육콘텐츠/한국학융합콘텐츠/국방콘텐츠)

좌장 : 전영주(목원대)

•14:40~14:55

1. ‘2015 역량중심 교육과정’실행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전영주(목원대), 조보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435

•14:55~15:10

2. 영남지역의 사십구재 절차 고찰
: 신미옥(경상대)

437

•15:10~15:25

3. 공간 동기화 기술 기반 상호작용형 과학화 군사훈련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정명인(육군사관학교)

439

•15:25~15:40

4.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진본성 검증의 필요성 연구
: 김보람(한국전통문화대), 이종욱(한국전통문화대)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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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Contents of the Digital "New Normal" Session
좌장 : 오상훈(목원대, 콘텐츠공학), 임종태(충북대, 콘텐츠공학), 최훈(부산가톨릭대, 콘텐츠디자인), 서미라(동명대, 콘텐츠응용), 김영남(순천대, 콘텐츠응용)

콘텐츠 공학
01. MQTT IoT 환경에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위협 탐지
: 양윤민(전남대), 김용민(전남대)

445

02. 스마트 공기 청정기: Air-Look
447
: 김승준(목원대), 김영현(목원대), 박창환(목원대), 서기남(목원대), 전소영(목원대), 오상훈(목원대), 김상식(목원대)
03. 근골격 운동 분석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세인식방법에 대한 연구
: 박준형(동신대), 박윤수(동신대), 허기택(동신대)

449

04. 부산형 SW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 박기혜(부산가톨릭대), 한혜정(부산가톨릭대), 문선윤(부산가톨릭대), 최훈(부산가톨릭대)

451

05.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연구동향 탐색
: 석혜은(이화여대), 김수영(이화여대), 이연수(이화여대), 조현영(이화여대), 이수경(이화여대)

453

06. 격자함의대수와 완비격자함의대수
: 연용호(목원대)

455

07.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레그테크 활용방안
: 윤다솔(부산가톨릭대), 최훈(부산가톨릭대), 최민진(부산가톨릭대)

457

08. 동영상 객체인식을 적용한 지능형 CCTV 솔루션
: 김광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59

09.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산업 변화 예측
: 김광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1

10. 연구 과제 정보 기반의 분야 전문가 판별 방법
463
: 최도진(충북대), 오영호(충북대), 편도웅(충북대), 전종우(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이병엽(배재대), 유재수(충북대)
11.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 배헌중(영진전문대)

465

12. <고캐싱> 체험형 역사문화관광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한국 문화유산 활용방안
: 양균영(상명대), 김상헌(상명대)

467

1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즈베리파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이은상(공주대)

469

1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두이노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이은상(공주대)

471

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두이노와 공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이은상(공주대)

473

16. 정적 사이트 생성기를 사용한 개인 블로그 구축
: 한재성(김포대), 김재생(김포대) 김인범(김포대), 이형일(김포대)

475

17. 개인 방송 홍보를 위한 반응형 웹 사이트에 관한 고찰
: 김상호(김포대), 김재생(김포대), 김인범(김포대), 이형일(김포대)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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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온라인 유기농 조미료와 분말 쇼핑몰의 분석 및 설계
: 박용준(김포대), 김재생(김포대), 김인범(김포대), 이형일(김포대)

479

19. 맞춤형 지점토 공예 쇼핑몰의 분석 및 설계
: 김민석(김포대), 김재생(김포대), 김인범(김포대), 이형일(김포대)

481

20. YOLOv5를 이용한 안전모 검출
: 송석진(배재대), 곽내정(배재대)

483

21. 지역혁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애로요인 분석
: 최유길(충북대), 임종태(충북대), 유재수(충북대)

485

22. Convolution Neural Network 기반의 재난 발생 탐지 기법
: 최영복(동명대)

487

23. 일상생활 속 위험상황 감지에 관한 고찰
: 압둘카비르 압둘라힘(경북대), 정임영(경북대)

489

24. OTT 관련 기사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소비 트렌드 분석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이연수(숙명여대), 이욱한(숙명여대)

491

25. 그래프 스트림 환경에서 Word2vec를 활용한 근사 Top-K 서브 그래프 매칭
: 오영호(충북대), 최도진(충북대), 이현병(충북대), 임종태(충북대), 복경수(원광대), 유재수(충북대)

493

콘텐츠 디자인
26. 베트남 카이딘황릉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사례에 관한 연구
: 이용규(우송대)

495

27. 21세기 중국 영웅 애니메이션의 ‘표징’시스템 연구
-<나타지마동강세>(哪咤之魔童轉世)의 사례를 중심으로: 순위진(동서대), 이동훈(동서대)

497

28. EVA foam CAT LITTER MAT 개발을 위한 디자인 아이데이션
: 홍성순(김포대)

499

29. 작품 『 in( 人 ) ; fluence 』에 관한 연구
: 박민혁(연세대), 조상욱(서울예대)

501

30. Kaspar Jancis의 작품<Piano> 평론
: 임소영(예원예대)

503

31. 오픈스페이스가 상업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 재생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김리하(동서대)

505

32. 지속가능한 조경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도시선형공원에 관한 연구
: 우리(동서대)

507

33.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LOUD)를 통해 본 미래인재에 대한 요구 변화 연구
: 박병기(웨신대), 김희경(웨신대), 심삼종(웨신대), 하나연(웨신대)

509

34. 5G시대 안정성(stability)을 고려한 수상 용(用) 다기능 헬멧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장한문(부경대), 김철수(부경대)

511

35. 전시전문인력을 위한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 프로그램 설계
: 김선미(한국전통문화대), 이종욱(한국전통문화대)

513

- 21 -

콘텐츠 응용
36. 비대면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른 학습몰입 및 학습 만족도의 차이
: 정미애(강원대)

515

37. R&D 투자 포트폴리오 진단모형과 분석지표에 관한 고찰
: 한억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승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진보(한국전자통신연구원)

517

38. 정부 R&D지원과제의 과학기술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
: 박창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19

39. 지역별 시장집중도 및 경쟁현황분석시스템 분석모듈
: 김지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예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형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21

40.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김성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23

41.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AI와 의료의 융합 연구 동향 분석
: 하영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525

42.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승마관광에 관한 연구
: 김석은(공주대)

527

43. 생활실 격리조건에 따른 COVID-19 감염발생확률에 관한 연구
: 곽승현(육군사관학교), 나성중(국방대)

529

44. 품목별 시장성장성 및 경쟁상황분석시스템 지원모듈
: 김지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예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형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31

45.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건강과 공감 및 통제소재 간의 상관관계 연구
: 김주연(조선대), 김계하(조선대)

533

46. 2단계 k-평균 군집화를 활용한 주가 예측 연구
: 김정우(강릉원주대)

535

47.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 기반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성과 현황 분석
537
: 한억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강대), 유나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원익(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영철(서강대)
48. 한국의 덴탈 클리닉에서의 코비드 감염에 대한 주의
: 김정은(동서대)

539

49. 우리나라 대기환경 데이터를 이용한 대기 중 Cd과 Pb의 노출 수준과 황사발생
: 문찬석(부산가톨릭대)

541

50. 남성 은퇴자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인식: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 정주영(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미란(고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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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PLC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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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날 공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시대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회사들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있어 자
동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해 회사들이 PLC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 공장과 기계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마다 LS산전, Mitsubishi, 지멘스 등 PLC 종류 및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들이 매우 달라 PLC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 여러 PLC에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LC 데이터수집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I. 서론

Ⅱ. 다양한 PLC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최근 센서, IoT의 발전으로 스마트팩토리 환경 구축을
통해 공장의 지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는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생산
에 있어 변화를 감지하면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절하게 제어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1-3].
이러한 기능을 위해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스마트팩토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공장마다
다양한 종류의 PLC(LS산전, Mitsubishi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공장의 라인에서도
종종 종류가 다른 PLC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PLC종류에 따라 수집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방법
이 달라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자율적 판단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사용
하지 못할 수도 있다[4].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PLC에
서도 공용으로 PLC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데
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
스템은 여러종류의 PLC를 관리할 수 있는 PLC 공용 인
터페이스, 다양한 종류의 PLC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모듈, 그리고 수집된 센서 데이터 추
출 및 실시간 시각화를 제공해주는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PLC로부터 동적으로 데이터 맵을 관리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PLC 수집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군데서 데이
터 수집 및 관리할 수 있어 스마트팩토리 환경 구축 시
공정에 맞는 수집모듈(LS산전, Mitsubishi, 지멘스,
Aduino, Raspberry Pi 등)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림 1. 다양한 PLC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PLC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PLC 공용 인터페이스, 데이터베
이스저장 모듈, 데이터 실시간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Data Gathering Form에 수집
할 각각의 PLC 디바이스에 대해 Data Map을 PLC 공용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면, 여러종류의 PLC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PLC 공용 인터페이스에서 PLC type
manager와 PLC connection manager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 모듈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PLC 디바이
스 정보, Process Flow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 시
각화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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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C 공용 인터페이스
PLC는 타입에 따라 제공해주는 기능 및 통신하는 연
결 방법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관리하
기 위해 PLC 공용 인터페이스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PLC 정보들을 PLC type manager와 PLC connection
manager을 이용해 관리한다. PLC type manager는 LS산
전, Mitsubishi, 지멘스, TCP연결 모듈 등을 관리하고 있
고 이외에도 Aduino, Rasberry Pi에 대해 타입을 확인하
고 관리한다. PLC Collection manager는 연결된 디바이
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연결하고, Data Map을 통
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
이 끝나면 그림 2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는 Real-Time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Device Info와 Process Flow 및 Real-Time Data를 한눈
에 알아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각각 연결된
Device의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
고, 또한 각각의 Device에 Process를 선택했을 때 데이터
서버에 있는 저장된 Real-Time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시
간으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화 결과는 그림3
과 같다.

Ⅲ.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PLC와 Data Map Form을 이용
하여 여러종류의 PLC Data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LS산전,
Mitsubishi, 지멘스같은 PLC에서 Data를 수집할 수 있다.
다양한 PLC 통신을 위해서 PLC 공용 인터페이스를 만들
어 디바이스 타입 및 Data Map을 수정 및 관리 할 수 있
으며 그 정보를 토대로 Data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이
후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시각화 결과를 제공한
다. 현재 LS산전, Mitsubishi, 지멘스에 대해 제공하지만
향 후, 더 많은 다양한 정규화된 Data Map을 제공할 것
이고, 또한 더욱 다양한 시각화 및 분석 결과들에 대해
제공할 것이다.

ACKNOWLE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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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저장 모듈
위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 때, SQL을 사용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공정에
서 사용하는 PLC들을 매칭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NoSQL을 사용해 자유로운 형식의 데
이터 저장 형태를 제공해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유
연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5]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는 PLC 타입 및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저장되고 있고 저
장된다.

3.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 그림 3. Device Informtion and
Real-Time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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