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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6.29)

▶ 인공지능 최근 동향 워크샵(6.29)

▶ 가상현실 핫 이슈와 전망(6.29)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6.29)

▶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워크샵(6.30)

대한민국의 힘, 지능정보기술!

http://www.kiise.or.kr

2016. 6. 29(수)~7. 1(금), 제주ICC&부영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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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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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2016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9일 (수), 제주ICC&부영호텔

► 등록(09:30∼17:00) : 제주ICC 3층 로비

∎ 임원 휴게실 : 델라지아 주주클럽(3층)

6.29(수) 제주ICC 3층 제주ICC 4층 제주ICC 3층

세미나실 한라홀
A

삼다홀
A 300 301A 301B 302 303A 303B 304 400 401A 401B 402A 로비

10:30-10:40
W1.4
SW
마에
스트로
과정
최종
인증
평가
실시
I

(IITP)

W1.5-1 W1.5-2
10:40-11:00

11:00-11:20
SW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개방형 평가
I

(IITP)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W1.1
지능형
SW
R&D

발표회
(IITP)

W1.2
소프트
웨어
정책
이슈
토론회
(SPRi)

O1.1
소프트
웨어
공학

W1.3
차세대
OS 기초
연구
과제
워크샵
(ETRI)

S1.1
빅

데이터
플랫폼
기술

(데이터
베이스
소사이
어티)

S1.2
인공
지능
최근
동향
워크샵
(인공
지능

소사이어
티)

O1.2
정보
통신
I

13:20-13:40
P1

Poster I13:40-14:00
T1
오픈
소스
개발을 
위한

git/github
실습

14:00-14:20
S1.3
가상
현실
핫 

이슈와
전망
(CG&I
소사이
어티)

W1.6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가
R&D

개방형
평가
I

 (IITP)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S2
정보
통신
소사이
어티
기술
워크샵

P2
Poster II16:00-16:20

C1
학회 
혁신
발전 
워크샵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20

18:20-18: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CC2016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30일 (목), 제주ICC&부영호텔

► 등록(08:30∼17:00) : 제주ICC 3층 로비

∎ 참가자 중식(11:30~14:00) : 5층 탐라홀B       ∎ 임원 휴게실 : 델라지아 주주클럽(3층)

6.30(목) 제주ICC 3층 제주ICC 4층 제주ICC 3층

세미나실 한라홀
A

삼다홀
A

삼다홀
B 300 301A 301B 302 303A 303B 304 400 401A 401B 402A 로비

09:00-09:20
W1.4
SW
마에
스트로
과정
최종
인증
평가
실시
II

(IITP)

09:20-09:40
S3

인공지
능

소사이
어티
워크샵
(인공지
능

소사이
어티)

T2
딥러닝 
AI 실습
튜토리
얼

C2
여성
신진
연구원
특별
세션/
연구
활동
젠더 
혁신
교육

O2.1
언어
공학

O2.2
컴퓨터
그래픽
및
상호
작용

O2.4
정보통
신
II

O2.5
컴퓨터
시스템

I

T3
클라
우드
컴퓨팅 
및
인지
컴퓨팅
의

현황 및 
체험

09:40-10:00

10:00-10:20
O2.3

컴퓨터
이론

W1.5-1 W1.5-2 P3
Poster III10:20-10:40

10:40-11:00
SW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개방형 평가
II

(IITP)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O3.2
정보
통신
III

O3.3
컴퓨터
시스템

II

13:00-13:20
C3
인공
지능
특별
세션

W2.4
ICBMS
생태계
확산을
위한 
워크샵

I
(CCCR)

P4
Poster IV
& Demo

13:20-13:40
O3.1

고신뢰
컴퓨팅

13:40-14:00

14:00-14:20
W2.1
사용자
인터
페이스
기술
표준
워크샵
(K-CIA)

W2.2
스타랩 : 
연구
과제
에서의 
공개

SW관련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KAIST)

W2.3
지능형
국가·
사회
이슈
탐지·
추적
기술
개발
워크샵
(KISTI)

W1.6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가
R&D

개방형
평가
II

 (IITP)

14:20-14:40

14:40-15:00
C4
초청
강연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20
C5
개회
식

분과발전
협의회
1차회의

16:20-16:40

16:40-17:00

17:00-17:20
C6
기조
연설

17:20-17:40

17:40-18:00

18:00-18:20

18:20-18:40

임시총회 및 뱅킷 – 장소 : 제주부영호텔 에머랄드홀(지하 2 층)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엑소브레인 2차 운영위원회 회의 *장소 및 시간 : 301B호(12:20~13:50)



KCC2016 프로그램 일정표

◘ 7월 1일 (금), 제주ICC&부영호텔

► 등록(08:30∼16:00) : 제주ICC 3층 로비

∎ 참가자 중식(11:30~14:00) : 5층 탐라홀B       ∎ 임원 휴게실 : 델라지아 주주클럽(3층)

7.1(금) 제주ICC 3층 제주ICC 4층 제주ICC 3층

세미나실 한라홀 A 300 301A 301B 302 303A 303B 304 400 401A 401B 402A 로비

09:00-09:20
W2.4
ICBMS
생태계
확산을
위한
워크샵

II
(CCCR)

09:20-09:40
W3.1
SWRC
포럼
2016:
Beyond
Alphag

o
I

O4.1
데이터
베이스

I

O4.2
정보보호

O4.3
오픈
소프트
웨어

C7
교수발표
특별세션

O4.4
프로
그래밍
언어

O4.5
컴퓨터
시스템

III

O4.6
인공
지능
I

O4.7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O4.8
사물
인터넷

I

T4
IOT

플랫폼
09:40-10:00

10:00-10:20
P5

Poster V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네이버의
SW 기술
개발사례*

W3.1-1
SWRC
포럼
2016:
Beyond
Alphago

II

W3.1-2
SWRC
포럼
2016:
Beyond
Alphago

II

C8
대한
민국
컴퓨터
역사
워크샵

W3.1-3
SWRC
포럼
2016:
Beyond
Alphago

II

W3.1-4
SWRC
포럼
2016:
Beyond
Alphago

II

P6
Poster VI

13:20-13:40
O5.1
데이터
베이스

II

O5.2
인공
지능
II

O5.3
건설
환경
IT융합

O5.4
사물
인터넷

II

O5.5
국방
소프트
웨어

T5
스마트폰 
센서

활용 기계
학습
응용
서비스
개발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O6.1
고성능
컴퓨팅

O6.2
전산
교육
시스템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세션 : <사례발표> 13:00~13:20, 한라홀 [참석대상 : 석사과정] * 참가자 경품 이벤트 진행!

  <채용상담> 09:00~17:00, 한라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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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6❚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콘텐츠 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힘, 지능정보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 산업의 발전 추

세를 점검하고,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5개

의 튜토리얼, 삼성전자 강교철 부사장과 SK(주) 이호수 대표의 기조연설, Dr Jochen. Biedermann 

(Frankfurt Main Finance e.v)과 CHEN Xilin(CCF Fellow)교수의 초청강연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유익

하고 알찬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700여 편의 논문 발표와 데모 세션이 있으며, 

전문분과워크샵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워크샵, 인공지능 최근 동향 워크샵, 가상현실 핫 이슈와 전망  

워크샵, 정보통신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워크샵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유수 연구센터 및 사업단의 여러 협력 워크샵도 개최됩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특별세션 “Enabling Technologies for DNN”, 대한민국 컴퓨터역사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시어, 최근 연구동향과 학문을 접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

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련 학회 임원님들, 대회 조직위원회 및 프로

그램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유관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2016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16

                             대회장    홍 충 선(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장    송 왕 철(제주대), 심 규 석(서울대)

                         프로그램위원장    원 유 집(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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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장

 ■ 대 회 장 홍충선(경희대학교)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송왕철(제주대학교) 심규석(서울대학교)

 ■ 위    원 강성원(한국과학기술원)
김근형(제주대학교)
김보균(한라대학교)
김장형(제주대학교)
김형수(한라대학교)
박찬정(제주대학교)
변영철(제주대학교)
유선진(한라대학교)
이상준(제주대학교)
이창건(서울대학교)

곽호영(제주대학교)
김도현(제주대학교)
김성백(제주대학교)
김철민(제주대학교)
박경린(제주대학교)
박혁로(전남대학교)
안기중(제주대학교)
이동철(제주대학교)
이성환(고려대학교)
조위덕(아주대학교)

권영미(충남대학교)
김두현(건국대학교)
김영국(충남대학교)
김철수(제주대학교)
박남제(제주대학교)
변상용(제주대학교)
염성관(한라대학교)
이봉규(제주대학교)
이정훈(제주대학교)
조정원(제주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 위 원 장 원유집(한양대학교)

 ■ 부위원장 김태현(서울시립대학교)
신동군(성균관대학교)
이정원(아주대학교)

남범석(UNIST)
엄현상(서울대학교)
진현욱(건국대학교)

백성욱(세종대학교)
이경우(연세대학교)

 ■ 위    원 김동호(숭실대학교)
박수현(동서대학교)
박희진(한양대학교)
이민석(국민대학교)
조성제(단국대학교)
진현욱(건국대학교)

김태현(서울시립대학교)
박혁로(전남대학교)
방효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우진(경북대학교)
조장우(동아대학교)
황선태(국민대학교)

김혁만(국민대학교)
박혜영(경북대학교)
서창호(공주대학교)
정성호(한국외국어대학교)
조정원(제주대학교)
황순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심사위원

강경태(한양대학교)
강현철(중앙대학교)
고응남(백석대학교)
곽수영(한밭대학교)
권준호(부산대학교)
김도현(제주대학교)
김병철(충남대학교)
김선진(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영국(충남대학교)
김영재(아주대하교)
김윤희(숙명여자대학교)
김인철(경기대학교)
김정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덕(부산대학교)
김준태(동국대학교)
김철연(경원대학교)
김태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남범석(울산과학기술대학교)
노웅기(가천대학교)
문양세(강원대학교)

강상우(서강대학교)
경민호(아주대학교)
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곽재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경아(명지전문대학교)
김동형(한양여자대학교)
김상욱(한양대학교)
김순태(전북대학교)
김영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영훈(한양대학교)
김은삼(홍익대학교)
김일곤(경북대학교)
김정민(대진대학교)
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김직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태석(광운대학교)
김학수(강원대학교)
김형석(건국대학교)
남병규(충남대학교)
노원우(연세대학교)
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수용(한양대학교)
고병철(계명대학교)
고재필(금오공과대학교)
구형일(아주대학교)
김경중(세종대학교)
김민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  선(서울대학교)
김승욱(서강대학교)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용혁(광운대학교)
김응모(성균관대학교)
김장우(포항공과대학교)
김정선(한양대학교)
김종익(전북대학교)
김철기(항공대학교)
김태영(서경대학교)
김한준(서울시립대학교)
나중채(세종대학교)
노동건(숭실대학교)
류광렬(부산대학교)
민홍(호서대학교)

강승식(국민대학교)
고영중(동아대학교)
고정길(아주대학교)
권동섭(명지대학교)
김대엽(수원대학교)
김민수(목포대학교)
김선정(한림대학교)
김승천(한성대학교)
김영식(조선대학교)
김유섭(한림대학교)
김인중(한동대학교)
김재훈(한국해양대학교)
김정태(목원대학교)
김종찬(국민대학교)
김철기(항공대학교)
김태현(서울시립대학교)
김한준(포항공과대학교)
남기효((주)유엠로직스)
노병희(아주대학교)
류연승(명지대학교)
박경수(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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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주(중앙대학교)
박민규(건국대학교)
박상현(연세대학교)
박성우(포항공과대학교)
박재성(수원대학교)
박준상(홍익대학교)
박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혁로(전남대학교)
반효경(이화여자대학교)
백상헌(고려대학교)
변은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주영(아주대학교)
성민영(서울시립대학교)
송민석(인하대학교)
신병석(인하대학교)
신현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동언(전북대학교)
어양담(건국대학교)
오경수(숭실대학교)
오재철(순천대학교)
유시환(단국대학교)
유환조(포항공과대학교)
이강복(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경우(연세대학교)
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이미연(아주대학교)
이상곤(전주대학교)
이상준(숭실대학교)
이영구(경희대학교)
이옥연(국민대학교)
이인권(연세대학교)
이재환(한국항공대학교)
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주호(LG전자)
이채우(아주대학교)
이현아(금오공과대학교)
이환용(경북대학교)
임유진(숙명여자대학교)
임효상(연세대학교)
장  윤(세종대학교)
정교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성우(고려대학교)
정임영(경북대학교)
정해덕(한국성서대학교)
조성배(연세대학교)
조희승(전북대학교)
채흥석(부산대학교)
최미선(충남대학교)
최승진(포항공과대학교)
최웅철(광운대학교)
최재영(숭실대학교)
추현승(성균관대학교)
한욱신(경북대학교)
허준영(한성대학교)
황규백(숭실대학교)
황인준(고려대학교)

박기웅(대전대학교)
박민호(숭실대학교)
박상훈(동국대학교)
박수진(서강대학교)
박정선(전남대학교)
박준석(인하대학교)
박찬정(제주대학교)
박현규(육군군수사령부)
방효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상헌(고려대학교)
서범수(한국전자통신연구회)
서진욱(서울대학교)
성민영(서울시립대학교)
송하주(부경대학교)
신인식(한국과학기술원)
신효섭(건국대학교)
안상현(서울시립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오상윤(아주대학교)
오학주(고려대)
유영환(부산대학교)
윤성로(서울대학교)
이경미(덕성여자대학교)
이계식(한경대학교)
이동호(한양대학교)
이민석(국민대학교)
이상규(숙명여자대학교)
이상환(국민대학교)
이영민(서울시립대학교)
이우진(경북대학교)
이인복(한국항공대학교)
이재훈(동국대학교)
이정진(숭실대학교)
이진규(성균관대학교)
이춘화(한양대학교)
이형근(광운대학교)
임상범(건국대학교)
임지영(한국성서대학교)
임효상(연세대학교)
장재우(전북대학교)
정동원(국립군산대학교)
정승도(상명대학교)
정재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형수(한양대학교)
조성일(MDS테크놀로지)
주용수(국민대학교)
최광남(중앙대학교)
최병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영리(울산과학기술원)
최원익(인하대학교)
최종무(단국대학교)
하재철(호서대학교)
한  혁(동덕여자대학교)
홍도원(공주대학교)
황순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황호영(한성대학교)

박남제(제주대학교)
박상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  석(서강대학교)
박수현(동서대학교)
박정희(충남대학교)
박지숙(서울여자대학교)
박태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혜영(경북대학교)
배명남(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웅기(울산과학기술원)
서의성(성균관대학교)
서효중(가톨릭대학교)
손영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황준(포항공과대학교)
신일훈(서울산업대학교)
심규석(서울대학교)
안준선(한국항공대학교)
엄현상(서울대학교)
오성회(서울대학교)
옥철영(울산대학교)
유재수(충북대학교)
윤용익(숙명여자대학교)
이경순(전북대학교)
이공주(충남대학교)
이명호(명지대학교)
이민수(이화여자대학교)
이상근(고려대학교)
이선아(경상대학교)
이영석(강남대학교)
이원준(고려대학교)
이재성(충북대학교)
이재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현(숭실대학교)
이찬근(중앙대학교)
이혁준(광운대학교)
이형준(이화여자대학교)
임성수(국민대학교)
임  혁(광주과기원)
장명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병곤(서울대학교)
정명수(연세대학교)
정옥란(가천대학교)
정진만(한남대학교)
조대수(동서대학교)
조진성(경희대학교)
창병모(숙명여자대학교)
최광훈(연세대학교)
최선웅(국민대학교)
최영준(아주대학교)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최진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상철(건국대학교)
한환수(성균관대학교)
홍봉희(부산대학교)
황영섭(선문대학교)

박문주(인천대학교)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성배(경북대학교)
박영준(홍익대학교)
박종현(충남대학교)
박진호(숭실대학교)
박태준(한양대학교)
박희민(상명대학교)
배상원(경기대학교)
변석우(경성대학교)
서정인(경북대학교)
석흥일(고려대학교)
손태식(아주대학교)
신동범(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찬수(한국외국어대학교)
심정섭(인하대)
양회석(아주대학교)
예홍진(아주대학교)
오일석(전북대학교)
용환승(이화여자대학교)
유준범(건국대학교)
윤효석(전자부품연구원)
이경용(국민대학교)
이관용(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문규(인하대학교)
이병복(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이승형(광운대학교)
이영석(충남대학교)
이은주(경북대학교)
이재욱(성균관대학교)
이정원(아주대학교)
이종원(세종대학교)
이창기(강원대학교)
이혁준(서강대학교)
이홍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수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현승(강원대학교)
장병탁(서울대학교)
정갑주(건국대학교)
정석원(목포대학교)
정용화(고려대학교)
정태선(아주대학교)
조병인(국방과학연구소)
조희승(전북대학교)
채진석(인천대학교)
최대선(공주대학교)
최수미(세종대학교)
최용훈(광운대학교)
최윤자(경북대학교)
추교남(인천대학교)
한상철(건국대학교)
허재혁(한국과학기술원)
홍장의(충북대학교)
황인극(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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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 시 : 2016년 6월 30일(목) 16:10 - 16:50

❑ 장 소 : 제주ICC 3층 한라홀

사회 : 윤용익 부회장(숙명여대 교수)

⁍ 국민의례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 홍 충 선 회장

⁍ 축  사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 상 홍 센터장

⁍ 시  상

- 제35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 KCC2016 (최)우수논문상

- WISET-KIISE 젊은연구자상

- KCC2016 학부생논문경진대회 입상

⁍ 공지사항

⁍ 폐 회 

※ 뱅킷에서는 임시총회 개최와 2016년도 우수논문상, 학술상, 논문공헌상, 공로상을 시상합니다.

연회(Banquet)
 ◆ 일 시 : 2016년 6월 30일(목) 18:20-20:20

 ◆ 장 소 : 제주부영호텔 에머랄드룸(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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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시상은 개회식에서, 4~7번 시상은 뱅킷에서 진행됩니다.

1. 제35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2. KCC2016 우수논문상

구분 분야 수상자 논문제목 지도교수

최우수 IN
한창희

(중앙대학교)
속성 기반 데이터 접근 제어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비용 
절감 및 연산 아웃소싱 기법에 관한 연구

허준범

우 수

SA 김윤호(KAIST)
실제적인 유닛 컨텍스트 생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자동 
Concolic 유닛 테스팅

김문주

CPL
심승민

(숙명여자대학교)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를 위한 CSS3 확장사양 설계 및 
전처리기 구현

임순범

장 려

DB
마수드

(한양대학교)
JacSim: 그래프를 위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링크 기반 유
사도 척도

김상욱

CST
이유진

(서강대학교)
미디어 모달리티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DNN 학습을 
이용한 퍼스널 비디오의 이벤트 분류 방법

낭종호

IN
박준현･김기석･김지영

(서울대학교)
콤보모듈에서의Wi-Fi/Bluetooth 자원 공유 기법 김종권

네이버
특별상
(검색)

DB
김형진

(전북대학교)
데이트 접근 패턴 은닉을 지원하는 암호화 인덱스 기반 
kNN 질의처리 알고리즘

장재우

네이버
특별상

(웹)
IN

이기룡

(고려대학교)
HTML 태그 순서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탐지 자동화 기
술

이희조

대학생
논문상

IN
류영일･노현준
(가천대학교)

비대칭 멀티코어 시스템 상의 HEVC 병렬 디코딩 최적화
를 위한 타일 분할 기법

류은석

SA
진정찬

(아주대학교)
TFT-LCD를 위한 인간 시각 만족의 저전력 히스토그램 
명세화 기법 및 자동화 연구

김영진

SA
최윤승

(국민대학교)
시각장애인의 입력 편의성 향상을 위한 손가락 움직임 
기반의 한글 입력 방법

강승식

no 분야 발표순서 논문제목 논문저자

1 건설환경 IT 융합 O5.3-03
드론과 열 영상 카메라의 영상분석을 

이용한 자동 싱크홀 탐지

이은주･신상영･고병철･장준호

(계명대)

2 고성능컴퓨팅 O6.1-01
매니코어 프로세서의 온-패키지 메모리에 

의한 MPI 노드 내 통신 성능 영향

조중연･진현욱(건국대), 

남덕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고성능컴퓨팅 P5.2-09
컨테이너 환경에서 과학 워크플로우를 

위한 재구성 기반의 메모리 할당 기법

Theodora Adufu･Jieun 

Choi･Yoonhee Kim(숙명여대)

4 고신뢰컴퓨팅 O3.1-02 NUMA 환경에서 프로세스 코디네이터 송치영･최종무(단국대)

5 고신뢰컴퓨팅 O3.1-04

MS 윈도우 바이너리 분류를 위한 

특징정보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이덕무･박종화･황영섭(선문대),

조성제(단국대),박민규(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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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소프트웨어 O5.5-01
함정 전투 체계 전술 이동 객체를 위한 

메인 메모리 기반 TPR* tree 색인 성능

홍재기･홍봉희･이지완･김기진(

부산대),김점수･이호철(국방과학

연구소),김주용･김기표(한화탈레

스)

7 국방소프트웨어 O5.5-02
상대위치 예측 기반 실외 군집 비행 

시스템 개발

문성태･최연주･김도윤･공현철

(항우연)

8 데이터베이스 O4.1-01 K 데이터를 포함하는 P 개-최소 MBR 탐색 김건우･김영훈(한양대)

9 데이터베이스 O4.1-02 재현율 기반 효과적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임지영･송종수･이철기･이우기

(인하대)

10 데이터베이스 O4.1-04
요약 그래프 상에서 효과적인 그래프 압축 

기법
서호진･박기성･이영구(경희대)

11 데이터베이스 O4.1-05
대용량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맵리듀스 

기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송광호･심규석(서울대)

12 데이터베이스 O5.1-02
상향식 최대 밀도 부분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이웅희･김영훈(한양대)

13 데이터베이스 O5.1-04

MySQL InnoDB 엔진의 Secondary Index 

Scan 성능 향상을 위한 Prefetch 기능 

구현

황다솜･이상원(성균관대)

14 데이터베이스 O5.1-06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다중 버퍼 풀로 

인한 오버헤드 분석

송용주･이민호･엄영익

(성균관대)

15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4.7-01
바이오리듬 분석을 통한 감성 스마트 조명 

서비스 개발

조하나･박신우･박혜빈･윤용익

(숙명여대)

16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4.7-02
OPEL 장치에서의 실시간 카메라 노출 

조절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박희진･전용수･김범준･백윤주

(부산대)

17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4.7-04
AIOPro: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통합된 스토리지 I/O 분석도구

한상욱･이인혁(서울대), 류동욱

(삼성전자), 김지홍(서울대)

18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4.7-05
주성분 분석을 통한 전력 소모 

어플리케이션 추출 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준･권수경･최윤호(부산대)

19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4.7-08
증강현실 화장 시스템의 품질 평가 지표 

개발

조정훈･변은솔･우운택

(한국과학기술원)

20 사물인터넷 O4.8-01
순위상관계수 기반 건물 내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 탐지

김나언･정시현･장보연･김종권 

(서울대학교)

21 사물인터넷 O4.8-02
저전력 센서 허브를 위한 전력 관리 

기법의 효과 분석

선현수･기민관･박기호

(세종대), 권성호･이종성

(스탠딩에그)

22 사물인터넷 O4.8-03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멀티 스레드 

센서 프레임워크
황인중･신동군(성균관대)

23 사물인터넷 O5.4-01
무선 센서 망에서 제한시간을 이용한 

실시간 멀티캐스팅 방안

김천용･양태훈･김상대･조현종 

･김상하(충남대)

24 사물인터넷 O5.4-06
An Indoor Navigation Service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Sarder Fakhrul Abedin･
Md Golam Rabiul Alam･ 
Anupam Kumar Bairagi･ 
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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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프트웨어공학 O1.1-01
지속적인 통합 서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전종훈(슈어소프트테크(주))

26 소프트웨어공학 O1.1-02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한 커널 

수준 결함 주입 기법
이남구･정은진･하순회(서울대)

27 소프트웨어공학 O1.1-04
안드로이드 커널 모듈 취약점 탐지를 위한 

자동화된 유닛 테스트 생성 기법
김윤호･김문주(KAIST)

28 언어공학 O2.1-01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이건일･이의현･이종혁

(POSTECH)

29 언어공학 O2.1-03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박천음･이창기(강원대)

30 언어공학 O2.1-07 문장 수반 관계 추론을 통한 문서 요약
권영대･김누리･이지형 

(성균관대)

31 언어공학 O2.1-08
말뭉치 자원 희소성에 따른 통계적 수화 

번역 문제의 해결
박한철･김정호･박종철(KAIST)

32 오픈소스소프트웨어 O4.3-03

K-Hypervisor: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져 개발 

프로젝트

고원석･유정우･강인구･전진우･
황인기･임성수(국민대)

33 인공지능 O4.6-01
시간적인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와 데이터 

확장을 통한 질의응답 최적화
한동식･이충연･장병탁(서울대)

34 인공지능 O4.6-03

평점 빈도 가중치 기반 Baseline 

Predictor 의  추천 성능 향상을 위한 

Bias-Based Predictor

황태규･박찬수･홍정화・ 

윤태욱･김성권(중앙대)

35 인공지능 O4.6-0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신규변이 

여과 기법
이기욱･원동건･황규백(숭실대)

36 인공지능 O4.6-06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위한 동적 상황 

관리 및 시-공간 추론

김종훈･이석준･김동하･김인철

(경기대)

37 인공지능 O5.2-01
이동객체의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이용한 

관심객체 추출 시스템 설계
김태우･김형헌･김평강(이노뎁)

38 인공지능 O5.2-02
Vehicle Analysis from Coarse to Fine 

based on Deep Learning

Yongbin Gao･Hyo Jong 

Lee(전북대)

39 인공지능 O5.2-03 실시간 성별 나이 통합 인식 시스템
Md Tauhid Bin Iqbal･
류병용･홍석진･채옥삼(경희대)

40 전산교육시스템 O6.2-02
집단지성 IRT 를 적용한 지능형 전자책 

적응적 평가 시스템 설계

김하경･류호빈･김태겸･홍성용 

(KAIST)

41 정보보호 O4.2-01
결정트리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익명화기법 연구
김영기･홍충선(경희대)

42 정보보호 O4.2-03
최소 보안 연산을 가지는 전방향 보안 

전자서명

윤정준(국민대),이정혁(한양대)김

지혜(국민대),오현옥(한양대)

43 정보보호 O4.2-04
국내 쇼핑 사이트 적용을 위한 리뷰 스팸 

탐지 방법의 성능 평가
박지현･김종권(서울대)

44 정보보호 O4.2-05
민간용 드론 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현･김병기･신용태(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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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통신 O1.2-02

Cooperative Communication for 

Content Distribution in Downlink 

Cellular Network

Anupam Kumar 

Bairagi･Sarder Fakrul 

Abedin･Choong Seon Hong

(경희대)

46 정보통신 O1.2-03
SIMM: 확장 및 상호운용 가능한 이동성 

관리

한상엽･박재현･김해운･하재희･
김명철(KAIST)

47 정보통신 O1.2-04

지역 하이브리드 패턴 기반 배경모델링을 

위한 개선된 에지코드 생성 및 유사도 

측정 방법

홍석진･김재면･송기훈･Kaushik 

Roy･채옥삼(경희대)

48 정보통신 O1.2-05
블루투스 v4.0 스캐너 기반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
안재형･김정원･최린(고려대)

49 정보통신 O2.4-01

Energy-Efficient Spectrum Sensing for 

CRSNs via Optimization of Sensing 

Time

공판화･조진성(경희대)

50 정보통신 O3.2-02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적용한 

MANET 환경에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지능화 실현 방안

박성진･유영환(부산대)

51 정보통신 O3.2-03
최적 매칭을 활용한 산업 현장에서의 

신뢰적/에너지 효율적 통신 기법
조건륜･김나언･김종권(서울대)

52 정보통신 O3.2-04
An Optimal Routing in Cognitive 

Mesh Networks

Thant Zin Oo･S. M. Ahsan 

Kazmi･Choong Seon 

Hong(경희대)

53 정보통신 O3.2-05

Optimal joint Subchannel and Power 

Allocation for Green Underlay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Tuan LeAnh･Tra Huong Thi 

Le・Kyi Thar･Seung II Moon･
Choong Seon Hong(경희대)

54 컴퓨터그래픽스및상
호작용 O2.2-02

문서 요약 및 비교분석을 위한 주제어 

네트워크 가시화
김경림･이다영･조환규(부산대)

55 컴퓨터그래픽스및상
호작용 O2.2-03

사진 구도 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반 

반복적 크롭핑

홍은빈･전준호･이승용

(POSTECH)

56 컴퓨터그래픽스및상
호작용 O2.2-04

Building Haptic Texture Perceptual 

Space From Real-Life Textured 

Surface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Waseem Hassan･Seokhee 

Jeon(경희대)

57 컴퓨터그래픽스및상
호작용 O2.2-05

성분파 보간을 이용한 부드러운 해상 상태 

변화 시뮬레이션

박세길･오재용(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 박진아(KAIST)

58 컴퓨터시스템 O2.5-03

뉴메모리를 저장 장치로 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자료구조에 관한 실험적 고찰

이세권･문영제･송현섭･노삼혁

(울산과학기술원)

59 컴퓨터시스템 O2.5-04

UFLRU: 비휘발성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의 계층 구조를 위한 영속 객체 

스와핑 알고리즘

노연진･유진수･이성진･원유집

(한양대)

60 컴퓨터시스템 O3.3-05
NVM 기반 시스템에서의 다중 타입 객체 

지원 가비지 수집 기법

이도근･손성배･이성진･원유집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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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SET-KIISE 젊은연구자상

4. 공로상

강승식(국민대학교)              김동호(숭실대학교)               김정구(부산대학교)

김지인(건국대학교)              김태현(서울시립대학교)           나연묵(단국대학교)

노병희(아주대학교)              문양세(강원대학교)               민상렬(서울대학교)

박진아(한국과학기술원)          송병호(상명대학교)               심규석(서울대학교)

이승룡(경희대학교)              이창건(서울대학교)               진현욱(건국대학교)

최종원(숙명여자대학교)          최호진(한국과학기술원)

61 컴퓨터시스템 O3.3-06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을 위한 V8 

JavaScript 엔진의 아키텍처 레벨 

프로파일링

강윤지･홍경환･신동군

(성균관대)

62 컴퓨터시스템 O4.5-01
플래시 스토리지 기반 Ext4 파일시스템의 

효율적인 파일 삭제 기법
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63 컴퓨터시스템 O4.5-04

로그 구조 파일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저장장치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이중 

로깅 기법

곽현호･신동군(성균관대)

64 컴퓨터시스템 O4.5-06
뉴메모리 기반 시스템에서 P-process 를 

통한 세립단위 프로세스 체크포인팅
박재형･문영제･노삼혁(UNIST)

65 컴퓨터이론 O2.3-01
구간 그래프에서 주어진 소스와 싱크를 

잇는 서로소인 경로 커버 (확장된 요약)

박정흠(가톨릭대), 

김재훈(부산외대), 

임형석(전남대)

66 프로그래밍언어 O4.4-04
ZooBerry: 최적화된 정적 분석기 및 

검산기의 자동 생성
조성근･이광근(서울대)

no 분야 발표순서 논문제목 수상자

1 컴퓨터시스템 O3.3-06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을 위한 V8 

JavaScript 엔진의 아키텍처 레벨 프로파일

링

강윤지(성균관대학

교)

2 건설환경IT융합 O5.3-02
Gaussian Process Regression을 이용한 요

일 별 지하철 승객 수 추정
주현진(서강대학교)

3
컴퓨터그래픽스및상

호작용
O2.2-06

EEG, EDA, BVP 생체 신호를 활용한 사용

성 평가 방안

장유리(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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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우수논문상

6. 2016년도 학술상             박영택 교수(숭실대)

7. 2016년도 논문공헌상

Diamond

유재수(충북대학교)

GOLD

변혜란(연세대학교)              박영택(숭실대학교)

SILVER

하순회(서울대학교)              김제민(명지대학교)               염헌영(서울대학교)

이근배(포항공과대학교)          김덕환(인하대학교)               김학수(강원대학교)

신용태(숭실대학교)              이종우(숙명여자대학교)

분야 논문제목 저자 수상자

CST

뉴메모리+DRAM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고속부팅 기

법 연구
(논문게재 :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2 권 제 4 호, pp.434-441)

송현호･문영제･박재형･
노삼혁(홍익대)

노삼혁 교수

(UNIST)

SA

효과적인 모델 기반 안드로이드 GUI 테스팅을 위한 GUI 상태 

비교 기법

(논문게재 :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2 권 제 11 호, pp.1386-1396)

백영민(KAIST), 

홍광의(금융결제원),

배두환(KAIST)

배두환 교수

(KAIST)

DB

AGB (Ancestral Genome Browser):조상유전체 데이터의 시

각적 열람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
(논문게재 :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2 권 제 12 호, pp.1584-1589)

이대환･이종인･홍운영･
장은지･김재범(건국대)

김재범 교수

(건국대)

IN

태양 에너지 수집형 센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싱크를 지원하기 

위한 클러스터 기반 에너지 인지 데이터 공유 기법
(논문게재 :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2 권 제 11 호, pp.1430-1440)

이홍섭･이준민･김재웅･
노동건(숭실대)

노동건 교수

(숭실대)

CPL
계층 발생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군집 계층 시각화
(논문게재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제 21 권 제 6 호, 

pp.436-441)

신동화･이세희･서진욱

(서울대)

서진욱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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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

인덱스 프로그램 시간 장소

C1 학회 혁신 발전 워크샵
6.29(수)

16:00-18:00
301A호

C2 여성 신진 연구원 특별 세션/연구활동젠더 혁신 교육
6.30(목)

09:20-12:00
300호

C3 인공지능 특별세션 “Enabling Technologies for DNN”
6.30(목)

13:00-14:40
삼다홀A(3층)

C4

[초청강연 I]

“International Trends in FinTech and Blockchain”,

Dr. Jochen Biedermann(Frankfurt Main Finance e.V.)

6.30(목)

14:40-15:20

한라홀(3층)[초청강연 II]

1. “CCF：You may not know”, 

   Dr. Zide Du(China Computer Federation)

2. “Object Categorization in Real World”,

   Xilin Chen(China Computer Federation)

6.30(목)

15:20-16:00

C5 [개회식]
6.30(목)

16:00-17:00
한라홀(3층)

C6

[기조연설 I]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에 바란다”, 강교철 부사장(삼성전자)

6.30(목)

17:00-18:00
한라홀(3층)

[기조연설 II]

“Data & AI for Digital Transformation”, 이호수 사장(SK주식회사)

6.30(목)

17:00-18:00

C7 교수발표특별세션
7.1(금)

09:20-12:00
302호

C8 대한민국 컴퓨터 역사 워크샵
7.1(금)

13:00-18:00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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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I

6.30(목) 17:00-18:00, 제주ICC 3층 한라홀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에 바란다, 강교철 부사장(삼성전자)

<강연소개>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기둥이 되는 자동차, 반도체 등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기
업으로 여겨졌던 기업들이 빠르게 “소프트웨어 기업화” 되어 가면서 고성능의 embedded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software engineer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으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ngineer를 교육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으나 computer hardware, 
OS 등의 지식 분야를 종적으로 연계해서 생각해야 하는 embedded software engineer
를 양성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본 발표를 통하여 컴퓨터공학 교육에 어떠한 보
완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본다.

 기조연설 II

6.30(목) 17:00-18:00, 제주ICC 3층 한라홀

Data & AI for Digital Transformation, 이호수 사장(SK주식회사)

<강연소개> ICT분야의 기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전통 산업에서도 최신 ICT 기술을 활용
한 Digital Transformation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Digital Transformation
에는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에서 비롯된 데이터가 AI 기술과 맞물려 혁
신의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Watson에 의한 산업 혁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한 AI 에 의한 혁신은 소비자 생활도 점차 변화시키고 있는데 지능형 agent가 대표적인 예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을 이끌고 있는 AI 기술은 산업별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
하고 있으며, 나아가 online-offline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타 
application과 연계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초청강연 I

6.30(목) 14:40 – 15:20, 제주ICC 3층 한라홀

International Trends in FinTech and Blockchain,
Dr. Jochen Biedermann(Frankfurt Main Finance e.V.)

<강연소개> FinTech compan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are both attracting 

major investments and leading talent worldwide. I will discuss current trends in 

FinTech, the need for leading financial centers to develop attractive ecosystems 

for start-ups, the challenge for FinTech companies to go global and how 

financial centers can support that. Furthermore, I will look behind the current 

hype on Blockchain for developing a realistic outlook what can be expected 

from new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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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II - 1

6.30(목) 15:20 – 15:30, 제주ICC 3층 한라홀

CCF：You may not know, Dr. Zide Du(China Computer Federation)

<강연소개> China Computer Federation (CCF) is a non-governmental academic 

society in computer science and its related fields. How did CCF gain 30,000 

individual members in 10 years and become the most influential society in 

domestic computer science fields?

 초청강연 II - 2

6.30(목) 15:30 – 16:00, 제주ICC 3층 한라홀

Object Categorization in Real World, Xilin CHEN(China Computer Federation)

<강연소개> Object categorization and scene understanding is a challenge 

problem in computer vision. In the past two decades, computer vision has made 

some progresses in major tasks, such as face recognition. However, it’s still a big 

challenge to understanding objects and their relationship in real world. In this 

talk, I will discuss some issues on object categorization. As an object exists in 

an ecosystem related to its property from many aspects, we model categori-

zation as a similarity measurement in high dimensional semantic space. This 

representation provides a natural hierarchical way to describe object, and it’s 

easy to support further tasks, such as zero shot object understanding, image 

caption and visual QA. Extensive experiments are conducted on both face and 

general image sets. The results show the promi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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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위원회 특별세션 “연구활동젠더혁신교육 및 여성 신진연구원 특별세션”

C2 6.30(목) 09:20 - 12:20, 제주ICC 3층 300호

주관: 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09:20 - 09:30 개회사 및 여성위원회 소개
문수복 교수

(여성위원회 위원장)

09:30 - 10:30 젠더기반 과학기술혁신
이혜숙 수석연구위원

(젠더혁신연구센터)

10:30 - 10:50 멀티코어 컴퓨터 시대와 컴파일러 고유선(연세대학교)

10:50 - 11:10 다중 시계열 신호 학습을 위한 깊은 신경망 기법 김은솔(서울대학교)

11:10 - 11:30 소셜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능형 인지 서비스 장서윤(충남대학교)

11:30 - 11:50
네트워크 미들박스의 수평적 확장성을 위한 어노테이션 기반

프로그래밍
우신애(한국과학기술원)

11:50 - 12:10
전기자동차 쉐어링을 위한 재배치 기법 & 전기자동차 충전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한 관광 스케줄러의 구현
김혜진(제주대학교)

12:10 - 12:20 기념촬영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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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발표1 / 09:30 - 10:30

젠더기반 과학기술혁신

이혜숙(젠더혁신연구센터)

ㅇ 학력 :

- 1978 퀸스대학교 대학원 수학전공 (박사)

- 1974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 수학전공 (석사)

- 1971 이화여자대학교 수학전공 (이학사)

ㅇ 경력 : 

- 2011년 1월~ 2016년 3월, 초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 1980년 3월~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조교수, 부교수)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역임

- 여성과총 회장, 과총 부회장 역임

- 대한수학회 회지 편집장, 논문집 창간편집장 역임

- 현   재 : 젠더혁신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수리물리과학부 명예교수

           카이스트 이사

<강연소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설정단계에서부터 젠더(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하

고 연구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인 젠더혁신의 개념과 주요 학문분야별 사례를 소

개하고자 함

발표2 / 10:30 - 10:50

멀티코어 컴퓨터 시대와 컴파일러

고유선(연세대학교)

2009년 2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2011년 2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

2011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 과정

                 (시드니 대학교 연계 공동 박사학위 과정)

<강연소개>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

는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소스 코드에 기술된 프로그래머의 뜻이 의미적 변형 없이 효과적으로 컴

퓨터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가로막는 여러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

시된 멀티코어 컴퓨터가 시대의 흐름이 된 지금, 컴파일러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

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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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 10:50 - 11:10

다중 시계열 신호 학습을 위한 깊은 신경망 기법

김은솔(서울대학교)

2010.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사

2010.9 ~ 현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강연소개> 본 발표에서는 다중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수집한 다중 모달리티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

하기 위한 deep learning 기반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다중모달 데이터는 각 모달리티 데이터마다 포함하고 있

는 정보의 종류나 수준이 다르고, 서로 다른 형태의 잡음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

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모달리티 별로 다양한 수준의 정보 추상화 과정을 거친 뒤, 모

달리티가 포함하는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deep learning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계층적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모달리티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차

원의 특징벡터를 추출한 뒤,모달리티 사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특징 벡터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특

징 벡터를 추출한다. 다양한 synthetic 데이터 셋 및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시계열 다중모달 데이터 셋인 

DineAid를 이용하여 실험을 해 본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특징

벡터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된 특징벡터를 분류 문제에 적용할 때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발표4 / 11:10 - 11:30

소셜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능형 인지 서비스

장서윤(충남대학교)

2009.02 충남대학교 학사 졸업

2008.08 ~ 2011.08 ㈜넷코덱 기업연구소 전임연구원

2016.02.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강연소개> 지능형 인지 서비스는 IoT시대에서 Smart machines을 위한 Autonomous Agents and Things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되고 있다.

실제 지능형 인지 서비스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사용된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 유연한 지능형 인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추천하

는 지능형 인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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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5 / 11:30 - 11:50

네트워크 미들박스의 수평적 확장성을 위한 어노테이션 기반 프로그래밍

우신애(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학사 및 석사

- 전 NHN(현 네이버) 근무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박사과정 재학

- 박사과정 재학중 Intel Labs Networking Platform Lab (research intern) 및 Berkeley 

NetSys 연구실(Sylvia Ratnasamy, Scott Schenker) 공동연구(visiting scholar)

연구분야: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미들박스, 분산 시스템, 고성능 미들박

         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주요실적: 2014 NSDI community award, Google 2015 PhD Fellow

<강연소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들박스 애플리

케이션의 탄력적 수평적 확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로드에 따라 미들박스 인스턴스의 개수를 조정하

면서 네트워크 패킷 프로 세싱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패킷 프로세싱에 필요한 각종 ‘상태’들의 일관성

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들박스의 상태를 객체로 추상화하고, 개발자가 상태에 

대한 접근 패턴을 어노테이션으로 제공 하는 프로그래밍 추상화를 통해 프레임워크가 확장성을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발표6 / 11:50 - 12:10

◾ 전기자동차 쉐어링을 위한 재배치 기법 

◾ 전기자동차 충전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관광 스케줄러의 구현

김혜진(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학사 졸업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석사 졸업

<강연소개>

◾ 전기자동차 쉐어링의 one-way rental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stock imbala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ble marriage problem을 이용하여 Even, Utilization-based, Morning-focused로 분류하는 차량 재배치 

정책을 구현한다.

◾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관광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선택한 관광지가 다중일 때 전기자동차 충전문제까지 

고려하여 관광지 방문 순서를 스케줄링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단말기 App을 통하여 보여주는 관광 스케줄러

를 구현하였다. 스케줄링 엔진은 방문 총거리가 짧으면서 충전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A* 알고리즘과 

Genetic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Web Service 방식으로 단말기와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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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특별세션 “Enabling Technologies for DNN”

C3 6.30(목) 13:00 - 14:40, 제주ICC 3층 삼다홀A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부                                                                 사회 : 이성환 교수(고려대)

13:00~13:10 인공지능 현황 소개 이성환 교수(고려대)

13:10~14:00
패널토의                                          
패널 : 노삼혁 교수(UNIST), 윤성로 교수(서울대), 박경수 교수(KAIST), 김장우 교수(포항공대)

2부                                                                 사회 : 김선 교수(서울대)

14:00~14:20 연구사례발표 최재식 교수(UNIST)

14:20~14:40 연구사례발표 석흥일 교수(고려대)

▶ 세부내용

인공지능 현황 소개 13:00~13:10

인공지능 연구 현황 및 해외 산업 동향

이성환 교수(고려대학교)

1984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현 컴퓨터공학과) 학사

1986년 KAIST 전산학과 석사 

1989년 KAIST 전산학과 박사

1989년 ~ 1995년 충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조교수

1995년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뇌공학과 교수

1997년 ~ 2004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인공시각연구단장

2001년 ~ 2002년 MIT 뇌인지과학과 객원교수

2008년 ~ 2013년 WCU 뇌인지공학융합연구사업단장

2009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10년 ~ IEEE Fellow

2013년 ~ BK21플러스 뇌공학SW인재양성사업단장

2013년 ~ 2014년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2015년 ~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회장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 인공지능, 패턴인식, 뇌공학

<강연소개> 본 발표에서는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있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Google, 

Facebook, IBM 등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분야 대표 해외 산업체의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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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13:10~14:00

노삼혁 교수(울산과학기술원)

* 학력

 1986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1993년 University of Maryland 박사 졸업

* 경력

 1994년 8월~2015년 8월 홍익대학교 교수, 2015년 9월~현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 연구실적

 USENIX FAST, ACM ASPLOS, IEEE MSST 학술 논문

 IEEE TOS,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국제 논문지

* 주요연구 및 관심분야

 운영체제 관련한 플레시 메모리와 SSD,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 시스템

박경수 교수(KAIST)

주요 연구 분야: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 운영체제, 네트워킹

2010-현재: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부교수

2009: 피츠버그 대학교 전산학과 조교수

2007-2008: CoBlitz, Inc. CTO

2007: 프린스턴 대학교 전산학 박사

2004: 프린스턴 대학교 전산학 석사

1993: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전산학 학사 

윤성로 교수(서울대학교)

학력

 2006 스탠퍼드대학교 공학박사

 1996 서울대학교 공학사

경력

 2012-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부교수/조교수

 2007-2012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

 딥러닝, 빅데이터기반AI, 지능형 바이오, 고성능컴퓨팅

김장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학력>

학사/석사: Cornell University 

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력>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턱공학과 부교수 (2010-현재)

Sun Microsystems/Oracle, CPU/System architect (2008-2010)

<연구분야>

컴퓨터구조, 시스템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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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발표 I 14:00~14:20

관계형 자동 통계학자: 시계열 데이터 자동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최재식 교수(울산과학기술원)

학력: 2012.5 - 2013.1: 일리노이 주립대, 전산학과, 박사후 연구원

     2012.5: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 전산학과, 박사

     2004.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경력: 2015.9 –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기컴퓨터공학부, 조교수

     2013.7 – 2015.8: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전기컴퓨터공학부, 조교수

     2013.1 - 2013.7: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박사후 펠로우

주요연구: 관계형 칼만 필터 (Relational Kalman Filtering),

 비디오 추출을 위한 시공간 피라미드 비교법 (Spatio-Temporal Pyramid Matching)

 관계형 자동 통계학자 (Relational Automatic Statistician)

관심분야: 확률적 추론, 확률 관계형 학습, 동적 데이터, 확률 그래프 모델, 로봇 작업

학습

<강연소개> 인공지능 기술은 모바일 장치, 금융, 기상, 군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중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화를 유

발한 원인을 찾고, 미래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가우시안 과정(Gaussian 

Process)를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변화를 유발하는 “자동 통계학자 시스템(The Automatic Statistician)”을 

소개한다. 자동 통계학자는 시계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다수의 비모수 기반 함수를 학습함과 동시에 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 분석의 과정을 자동화할 뿐만 아

니라, 사람이 찾기 힘든 원인까지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더불어, UNIST 확률지능형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개발한 “관계형 자동 통계학자 시스템(The Relational Automatic Statistician)”을 소개한

다. 다중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성능을 높인 관계형 자동 통계학자는 다중 시계열 데이터의 공

통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찾고 분석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 대비 시계열 데이터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식, 환율, 집가격 변동 등에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한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사례 발표 II 14:20~14:40

Applications of Deep Learning for Brain Disease Diagnosis

석흥일 교수(고려대학교)

2015-현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조교수

2015-현재,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재무이사

2012-2014,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SA

2012, 고려대학교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박사

연구실적: IEEE Trans. on PAMI, NeuroImage 등 SCI급 국제학술지 26편, MICCAI,

         CVPR 등 국제학술대회 34편

관심분야: 기계학습, 뇌영상 분석 기반 뇌질환 조기 진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강연소개> As the population becomes older, the world is now facing an epidemic of dementia. 

Among various causes of dementia, Alzheimer’s Disease (AD) is the most prevalent in elderly people, 

rising significantly every year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cause of death.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our recent work on neuroimaging-based AD diagnosis with deep learning. Specifically, I 

focus on the problems of feature representations and complementary information fusion from 

different modalities, e.g., MRI and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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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발표특별세션

C7 7.1(금) 09:20 - 12:00, 제주ICC 3층 302호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순서 발표주제 발표자

빅데이터

1 아파치 빅데이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 경험 공유
전병곤 교수

(서울대학교)

2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시간 시각화 분석론
주재걸 교수

(고려대학교)

3

거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첩 커뮤니티 탐지 

(Overlapping Community Detection in Massive Social

 Networks)

황지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IoT

4 국내외 사물인터넷 기술 연구 및 개발 현황
김도현 교수

(제주대학교)

5 User Authentication for New Challenging Environments
김형식 교수

(성균관대학교)

6 IoT 상황인지 및 추론 기술
박태준 교수

(한양대학교)

 상세정보

빅데이터 1 / 7.1(금) 09:20-12:00, 제주ICC 3층 302호

아파치 빅데이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 경험 공유
전병곤 교수(서울대학교)

<강연소개> 본 튜토리얼에서는 빅데이터 프로젝트인 REEF를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로 만

들기까지의 경험을 공유한다. 아파치 REEF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파

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파치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했는지, 아파치 오픈 소스 코드의 개발 방법론은 어떻게 택했는지 등을 나눔

으로써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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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2 / 7.1(금) 09:20-12:00, 제주ICC 3층 302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시간 시각화 분석론
주재걸 교수(고려대학교)

<강연소개> 시각화 분석론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과 

정보 시각화 기법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본 강연에서는 이 두 요소의 효

과적인 결합을 위해 필수적인 실시간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과,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의 예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IoT 4 / 7.1(금) 09:20-12:00, 제주ICC 3층 302호

국내외 사물인터넷 기술 연구 및 개발 현황
김도현 교수(제주대학교)

<강연소개>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세계 주요 국가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가상 사물(virtual thing)

을 통해 현실 세계의 상황을 사물을 통해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리 환경과 사물

을 조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강연에서는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연

구 및 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사물인터넷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

저 유럽의 IERC와 미국의 Smart Amer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프로젝

트의 기술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그리고 oneM2M, IETF, OCF 등의 국제 표준 기구에서 진

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표준화 기술을 고찰한다.

빅데이터 3 / 7.1(금) 09:20-12:00, 제주ICC 3층 302호

거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첩 커뮤니티 탐지 
(Overlapping Community Detection in Massive Social Networks)

황지영 교수(성균관대학교)

<강연소개> 최근 수년간 SNS의 등장과 급성장으로 인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SNS 상의 빅 데이터 분석

을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 중의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상의 중첩 커뮤니티를 

탐지하는 기술이다. 커뮤니티 탐지란, 그래프 상에서 응집력 있는 그룹을 찾아내는 것을 말

하는데, 이것은 그래프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셜 네트워크

에서는 각 노드를 나타내는 개개인이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커

뮤니티들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강연에서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러한 응집력 있고 의미 있는 중첩 커뮤니티들을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

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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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5 / 7.1(금) 09:20-12:00, 제주ICC 3층 302호

Security Challenges for Internet of Things
김형식 교수(성균관대학교)

<강연소개> 성공적인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기반 

기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서비스, 장치에 대한 사이버 보안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사물인터넷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한 주요 기술 방안을 소개

한다. 특히, 안전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용자 및 장치 인증 기술을 소개할 예정

이다.

IoT 6 / 7.1(금) 09:20-12:00, 제주ICC 3층 302호

IoT 상황인지 및 추론 기술
박태준 교수(한양대학교)

<강연소개> IoT는 현실 및 사이버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여 언제 어디

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연결 ICT 인프라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융합 기술이다. IoT 확산을 위해서는 

상황인지, 인간의 의도・행위・감정 추론 등, 통신・네트워킹 및 컴퓨팅 측면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 발표에서는 IoT 기술의 발전 방향 및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기반의 운전자 검출, 가정 및 사무실 활동 상황 추론 등,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IoT 상황인지 및 추론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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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컴퓨터 역사 워크샵

C8 7.01(금) 13:00 - 18:00, 제주ICC 3층 302호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00~13:05 개회사 전길남

13:05~14:20

세션 1 : 한글처리 강태진

1-1 Overview 강태진

1-2 한글 입출력 시스템 안대혁

1-3 아래아한글 양왕성

1-4 한글폰트 임순범

1-5 Q&A 

14:25~15:40

세션 2 : 기계번역 서정연

2-1 한일 기계번역 황도삼

2-2 자연언어처리 김영택, 김유섭

2-3 음성 인식/합성/통역 구명완

2-4 Q&A

15:40~16:10 휴식

16:10~17:30

세션 3 : Online Service 전길남

3-1 단군의 땅 김지호

3-2 바람의나라 김정주, 최윤아 (remote)

3-3 리니지 송재경

3-4 세이클럽 박마빈

3-5 Q&A

17:30~18:00 세션 4 :  패널토론
김명준, 강태진, 서정연, 

전길남, 홍봉희, 홍춘선



튜토리얼

26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6❚튜토리얼

튜토리얼

 행사일정

구분 주제 및 연사 일자 시간 장소

T1
오픈소스 개발을 위한 git / github 실습

- 이민석 교수(국민대학교)

6.29

(수)
13:40~16:40

제주ICC 3층

300호

T2
딥러닝 AI

-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6.30

(목)
09:20~13:40

제주ICC 3층

삼다홀B

T3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지컴퓨팅의 현황 및 체험

- 정창우 상무(IBM)

6.30

(목)
09:20~12:20

제주ICC 4층

402A호

T4
IoT 플랫폼

- 김재호 팀장(KETI)

7.1

(금)
09:20~12:20

제주ICC 4층

401B호

T5
스마트폰 센서 활용 기계학습 응용서비스 개발

- 이의진 교수(KAIST)

7.1

(금)
13:20~16:20

제주ICC 4층

402A호

 튜토리얼 상세정보

T1 / 6.29(수) 13:40~16:40 제주ICC 3층 300호

오픈소스 개발을 위한 git / github 실습
이민석 교수(국민대학교)

<강연소개> 오픈소스 개발에서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리고 기술적, 문화적 

소통 능력이다. 기술적 소통 능력은 코딩 스타일을 준수와 소프트웨어 품질 보장을 위한 협

업 도구 사용의 능통함이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그 협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git과 

github 의 사용법 기초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실습으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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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6.30(목) 09:20~13:40 제주ICC 3층 삼다홀B

딥러닝 AI 실습 튜토리얼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강연소개> 본 강의는 강의 1.5시간과 실습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론 강의에서는 알파고 등 도전적인 인공지능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의 종류와 그 원리 및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 인식/검색/합성, 음성 인식/검색/합성, 자연어처리, 대화시스템, Q&A, 기계번역, 

개인비서봇 등의 전통적인 AI 응용 외에도 교육(MOOC, 온라인교육, 보조교사로봇),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로봇(인간형로봇, 홈로봇, 개인서비스로봇), 자동차(스마트카, 무인차, 

인포테인먼트), 스마트홈(IoT, 스마트가전), 제조업(스마트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및 음

악, 예술, 문학, 영화, 저널리즘,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에서의 딥러닝 인공지능기술의 활

용 사례들을 살펴본다.

실습 강의에서는 딥러닝 구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 Theano와

TensorFlow의 사용법을 익히고 간단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해 본다.

T3 / 6.30(목) 09:20~12:20 제주ICC 4층 402A호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지컴퓨팅의 현황 및 체험
정창우 상무(IBM)

<강연소개> 본 강의에서는 현 IT 업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지컴퓨

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 볼 것입니다. 또한 IBM에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IBM PaaS Platform인 Bluemix와 인지컴퓨팅 솔루션인 Watson에 대해서도 소개 및 체험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T4 / 7.1(금) 09:20~12:20 제주ICC 4층 401B호

IoT 플랫폼
김재호 팀장(KETI)

<강연소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동향 및 표준화 동향

을 간략히 살펴보고, 글로벌 oneM2M 표준을 지원하는 국내 개방형 IoT 플랫폼인 Mobius

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IoT 분야의 다양한 적용사례와 활용방법을 소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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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 7.1(금) 13:20~16:20 제주ICC 4층 402A호

스마트폰 센서 활용 기계학습 응용서비스 개발
이의진 교수(KAIST)

<강연소개> 스마트폰에 장착된 센서(가속계, 자이로스코프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서비

스를 개발 가능하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한 기계학습의 기초를 학습한 후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활동인식(걷기, 자전거, 자동차 등) 응용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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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행사일정

▶ 6월 29일(수), 제주ICC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S1.1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13:00-17:00

303A호

S1.2
인공지능 최근 동향 워크샵

▷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13:00-18:00

303B호

S1.3
가상현실 핫 이슈와 전망

▷ 주관 : CG&I 소사이어티

14:00-17:50

304호

S2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15:40-18:00

402A호

▶ 6월 30일(목), 제주ICC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S3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워크샵

▷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09:20-12:00

삼다홀A(3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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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S1.1 / 6.29(수) 13:00 ~ 17:00  제주ICC 3층 303A호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 조직
조직위원장 - 김영국(충남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 김한준(서울시립대학교)

프로그램위원 - 김재범(건국대학교), 황혜수(서울시립대학교)

▶ 소개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는 아래와 같이 KCC2016 분과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한 자리에서 최근의 빅데이터 연구 동향 및 주요 이슈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인 

이번 워크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00 - 13:10 개회사

13:10 - 13:50 빅데이터 플랫폼 트랜드 및 데이터 활용 사례 정진석 이사(더빅링크)

13:50 - 14:30 “Oracle Big Data Appliance” Engineered Systems
설윤기 수석컨설던트

(Oracle Univ.)

14:30 - 14:50 휴식

14:50 - 15:30 트랜잭션과 분석 일체형 플랫폼 김창수 실장(ETRI)

15:30 - 16:10 Cache-centric Task Scheduling for Big Data Processing 남범석 교수(UNIST)

16:10 - 16:30 휴식

16:30 - 17:00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총회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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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최근 동향 워크샵

S1.2 / 6.29일(수) 13:00 ~ 18:00  제주ICC 3층 303B호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 조직
대회장 - 최호진(KAIST)

프로그램위원장 - 배병철(홍익대학교), 정재은(중앙대학교), 주재걸(고려대학교)

조직위원장 - 김선희(네이버), 이경전(경희대학교), 조근식(인하대학교)

▶ 소개
-심포지엄 방식 주제발표 (연사 5~6명)

-인공지능연구회 운영위원회 회의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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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핫 이슈와 전망

S1.3 / 6.29일(수) 14:00 ~ 17:50  제주ICC 3층 304호

주관 : CG&I 소사이어티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4:00~14:10 등록 및 개회

14:10~15:00 가상현실 현황 및 기술 분석 한정현 교수(고려대학교)

15:00~15:50 모바일 증강현실을 이용한 박물관 전시 응용 황재인 박사(KIST)

15:50~16:10 휴식

16:10~17:00
Believable Touching: interaction in 

virtual environment
김형석 교수(건국대학교)

17:00~17:50 현실공간위의 가상현실, 테마파크 한호성 교수(전주대학교)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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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 기술 및 차량용 인터넷 기술>

S2 / 6.29일(수) 15:40 ~ 18:00  제주ICC 4층 402A호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 조직
대회장 - 정성호

프로그램위원장 - 김형준

조직위원장 – 유명식

운영위원장 – 이상환), 최영준

▶ 소개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소사이어티는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분야의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위해 KCC2016 분과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선 

환경에서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 기술 및 차량용 인터넷 기술 관련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

을 교환하는 행사인 이번 워크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5:40 - 15:50 개회사 정성호 교수(한국외대)

15:50 - 16:20 MPEG-VIVA over 5G 서덕영 교수(경희대)

16:20 - 16:50 CCN 기반의 스마트 기지국 및 콘텐츠 분산 처리 기술 송황준 교수(포항공대)

16:50 - 17:20 CCN과 클라우드 기반 고품질 콘텐츠 처리 기술 이대호 교수(경희대) 

17:20 - 17:50 Connected Car 생태계를 위한 최신 웹 기술 이원석 박사(ETRI)

17:50 – 18:00 Closing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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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워크샵

S3 / 6.30일(목) 09:20 ~ 12:00  제주ICC 3층 삼다홀A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 조직
프로그램위원장 - 김선(서울대학교)

조직위원장 – 최영우(숙명여자대학교)

▶ 소개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과 연계된 인공지능 기술 연구 소개 및 토론

▶ 프로그램

-사회자 : 이성환 회장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09:00 ~ 09:30 등록 및 개회

09:30 ~ 10:30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준비 현황 소개

- 김진형 소장(SW정책연구소)

이성환 회장

(인공지능소사이어티)

10:30 ~ 11:00 지능정보기술연구소 관련 질의 응답
김선 수석부회장

(인공지능소사이어티)

11:00 ~ 12:00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임시총회
이성환 회장

(인공지능소사이어티)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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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워크샵

 행사일정

▶ 6월 29일(수), 제주ICC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1.1
지능형SW 연구개발(R&D) 워크샵

▷ 주관 : IITP

13:00~18:00

한라홀A(3층)
Open

W1.2
소프트웨어 정책 이슈 토론회

▷ 주관 : SPRi

13:00~18:00

삼다홀A(3층)
Open

W1.3
차세대 OS 기초 연구과제 워크샵

▷ 주관 : ETRI

13:00~17:00

301B호
Open

W1.4
SW마에스트로과정 최종인증평가 실시 I

▷ 주관 : IITP

10:30~18:00

302호
Open

W1.5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방형 평가 I

▷ 주관 : IITP
10:30~18:30
400호, 401A호

Open

W1.6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가 R&D 개방형 평가 I

▷ 주관 : IITP

14:00~18:00

401B호
Open

▶ 6월 30일(목), 제주ICC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1.4
SW마에스트로과정 최종인증평가 실시 II

▷ 주관 : IITP

09:00~18:00

302호
Open

W1.5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방형 평가 II

▷ 주관 : IITP
10:00~18:00
400호, 401A호

Open

W1.6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가 R&D 개방형 평가 II

▷ 주관 : IITP
14:00~18:00

401B호
Open

W2.1
사용자인터페이스 기술표준 워크샵

▷ 주관 : K-CIA

14:00~18:00

300호
Open

W2.2

스타랩 : 연구 과제에서의 공개 SW 관련 평가 방안 마련을 위

한 회의

▷ 주관 : KAIST

14:00~17:00

301A호
Closed

W2.3
지능형 국가・사회 이슈 탐지・추적 기술개발 워크샵

▷ 주관 : KISTI

14:00~17:30

301B호
Closed

W2.4
ICBMS 생태계 확산을 위한 워크샵 I

▷ 주관 :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13:00~18:00

402A호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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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금), 제주ICC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2.4
ICBMS 생태계 확산을 위한 워크샵 II

▷ 주관 :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09:00~12:00

402A호
Closed

W3.1
SWRC 포럼 2016 I

▷ 주관 : SWRC 포럼

09:30~12:00

한라홀A(3층)
Open

W3.1
SWRC 포럼 2016 II

▷ 주관 : SWRC 포럼

13:00~18:00
301A호, 301B호, 303A호, 

303B호

Open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워크샵 공개 여부에 대한 정보는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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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SW 연구개발(R&D) 워크샵

W1.1 / 6.29(수) 13:00 - 18:00  제주ICC 3층 한라홀A

주관 : IITP

▶ 소 개
- 지능형SW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SW R&D의 핵심기술 및 최신동향을 소개하고

  유관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상생발전의 기회 마련을 위함

- SW그랜드챌린지, 기초연구센터, SW스타랩 분야 등의 지능형SW R&D 현황 및 관련기술 공개 발표

- 행사 발표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SW중심사회포털에 등록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00~13:10 개회 및 행사 안내 김형철 CP(IITP)

13:10~13:15 축사 SW진흥과장(미래부)

13:15~13:40 ①인간과 기계의 지식소통을 위한 자연어 이해 및 질의응답 기술 김현기 실장(ETRI)

13:40~14:05 ②자가학습 지식베이스의 구현과 활용
이경일 대표

(솔트룩스)

14:05~14:30 ③개념그래프 지식 구축 및 그래프 매칭 기반 질의응답 맹성현 교수(KAIST)

Break

14:40~15:05 ④다중 객체 복합 시멘틱 기반 영상 이해/분석 지능 기술 강규창 박사(ETRI)

15:05~15:30 ⑤배경분리를 위한 제한된 가우시안 볼츠만 머신 기술 전문구 교수(GIST)

15:30~15:55 ⑥딥 뉴럴네트웍을 이용한 얼굴인식 기술 김대진 교수(포스텍)

Break

16:05~16:30 ⑦특징 표현 학습을 위한 베이지안 선택 모형 최승진 교수(포스텍)

16:30~16:55 ⑧딥러닝 기반 end-to-end 모델링 및 추론을 통한 생체서열 분석 윤성로 교수(서울대)

16:55~17:20 ⑨행동 피드백 기반 베이지안 강화 학습 기술 김기응 교수(KAIST)

17:20~17:40
⑩이동 환경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능정보 패턴인식 

기술
이성환 교수(고려대)

17:40~18:00 ⑪자율지능 인지 에이전트 기술 장병탁교수(서울대)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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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책 이슈 토론회

W1.2 / 6.29(수) 13:00 - 18:00  제주ICC 3층 삼다홀A

주관 : SPRi

▶ 소 개
SW중심사회의 실현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기조 발표와 아울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SW 전반의 규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열린 토론회 개최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30~13:40 인사말
김두현 운영위원장

(SW정책연구회)

13:40~15:20

1부

[Keynote] SW중심사회와 대학SW교육 혁신 서정연 교수(서강대)

[초청강연] 정부의 SW정책 방향: SW 중심사회 확산전략
서성일 SW진흥과장

(미래부)

국내 SW 산업 현황
최무이 선임연구원

(SPRi)

15:20~15:30 Coffee Break

15:30~17:35

2부

인공지능 컴퓨팅 환경 확보방안
추형석 선임연구원

(SPRi)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방안과 해결과제 김두현 교수(건국대)

공공SW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해결과제 강송희 연구원(SPRi)

SW 저작권 이슈와 방향
김현숙 소장

(한국SW저작권협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유통산업의 해결과제
이영환 교수(건국대),

전희주 교수(동덕여대)

17:30~18:15
열린 토론회

초청 토론자: 원유집 (한양대 교수), 송병호 (상명대 교수), 임춘성 (SPRi 연구조정실장)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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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OS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W1.3 / 6.29(수) 13:00 - 17:00  제주ICC 3층 301B호

주관 : ETRI

▶ 소 개
차세대OS기초연구과제의 워크샵으로, 100코어 시스템에서 리눅스의 스케일러빌러티를 위한 기술과 1K+코어

시스템에서 data-centric 응용을 위한 운영체제 구조에 대한 기술 발표 및 토론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2:30~13:00 등록 및 교류

13:00~13:10 차세대OS 기초연구과제 소개
정성인 책임

(ETRI)

13:10~14:10
리눅스 스케일러빌러티 연구(I) : VM 스케일러빌러티, 스케일러

블 파일 시스템

김태수 교수

(조지아공대)

14:10~15:00
리눅스 스케일러빌러티 연구(II) : 스케일러블 메모리, 메모리기반 

파일시스템, 코어 친화도 등

차세대OS 

기초연구과제 참여대학

15:00~15:20 휴식

15:20~16:00 Data-centric multikenel OS 연구
김태수 교수

(조지아공대)

16:00~16:30 Multikernel OS를 위한 Light Weight Kernel 연구 차승준 선임(ETRI)

16:30~17:00 매니코어 OS를 위한 CPU 및 메모리 externalization 연구 고광원 선임(ETRI)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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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방형 평가 I, II

W1.5 I / 6.29(수) 10:30 - 18:30  제주ICC 4층 400호, 401A호

W1.5 II / 6.30(목) 10:00 - 18:00  제주ICC 4층 400호, 401A호

주관 : IITP

▶ 프로그램

-1일차 (6/29)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 분과 2 분과

10:30~12:00 인사 및 위원(평가위원 및 패널 등) 소개, 평가계획 설명, 평가자료 검토

12:00~13:00 점   심

13:00~14:30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1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7

14:40~16:10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2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8

16:20~17:50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3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9

17:50~18:30 평가결과 정리

-2일차 (6/30)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 분과 2 분과

10:00~11:30 인사 및 위원(평가위원 및 패널 등) 소개, 평가계획 설명, 평가자료 검토

11:30~12:30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4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10

12:30~13:30 점   심

13:30~15:00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5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11

15:10~16:40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6 발표/시연 및 질의응답 과제 12

16:40~18:00 평가결과 정리

* 과제당 발표/시연(40분 내외) 및 질의시간(50분 내외)은 90분 내외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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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관련 국가 R&D 개방형 평가 I, II

W1.6 I / 6.29(수) 14:00 - 18:00  제주ICC 4층 401B호

W1.6 II / 6.30(목) 14:00 - 18:00  제주ICC 4층 401B호

주관 : IITP

▶ 소 개
2016년 정보과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IITP 특별세션인  개방형평가를 운영하며 이에, 연구결과물 시연과 

함께 수요기업 면담 등을 통해 연구결과활용 연계 추진

- ‘16년 ETRI지원과제의 개방형 평가

  ・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가R&D과제 평가

- 연구결과물 전시 및 시연 등을 통해 수요기업과의 기술교류 추진

▶ 프로그램

2016. 6. 29(수) 2016. 6. 30(목) 비고

IITP,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가R&D 개방형평가
ICC

401B

14:00∼15:30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개발 

(발표자 : ETRI 김명규 책임)

14:00∼15:30

정서표현을 위한 비쥬얼 감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및 

저작도구 개발

(발표자 : ETRI 주상현 책임)
연구

결과물

전시
15:30∼15:40 Coffee Break

15:40∼17:10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의 고품질 

입체 영상콘텐츠 제작

플랫폼 개발

(발표자 : ETRI 김도형 책임)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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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터페이스 기술 표준 워크샵

W2.1 / 6.30(목) 14:00 - 18:00  제주ICC 3층 300호

주관 : K-CIA

▶ 소 개
Session1, Session2, Session3은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화포럼, ISO/IEC JTC1/SC35, TTA PG415 위원 및 참여

를 원하는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표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상호 협력 추진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4:05 개회사 및 행사 안내

14:05∼15:30

[Session1 : 국제] 2016년 사용자인터페이스 국제 표준화 동향 

김지인 교수(건국대학교)

ISO/IEC JTC1/SC35

[SC35국제 표준화 현황 논의]

① 제스처 인터페이스: 30113-5, 30113-11, 30113-12, 등 

② 메뉴 내비게이션: 17549

③ Face-to-Face Speech Translation: 20382

④ Accessibility: 20071-15 UI Component (Scanning Visual 

Information), Screen Reader Gesture, 등

⑤ 기타 관련 사항

[서울 개최 국제회의 관련 논의]

① 회의 장소 및 일정

② 기타 관련 사항

15:30∼15:40 휴식

15:40∼17:30

[Session2 : 국내] 2016년 사용자인터페이스 기술 표준

이전우 책임(ETRI)

PG415 &

2016년 UI표준화포럼

[KS표준 소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TTAS&포럼표준 개발 논의]

① 전자코를 위한 호흡 샘플링 가이드라인 표준 

② 발향 콘텐츠를 위한 API 함수 표준

③ 발향장치와 콘텐츠 상호 연동방법 표준 

④ 향 디스플레이를 위한 향 매개변수 표준

⑤ 키보드 배열 표준

17:30∼18:00

[Session3 : 국제&국내] 상호 협력 방안 논의

TTA & KCIAISO/IEC JTC1/SC35, TTA PG415, UI표준화포럼 등 UI표준화 

단체 간 협력 방안 논의 

18:00 폐회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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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국가 · 사회 이슈 탐지 · 추적 기술개발 워크샵

W2.3 / 6.30(목) 14:00 - 17:30  제주ICC 3층 301B호

주관 : KISTI

▶ 소 개
지능형 국가・사회 이슈 탐지・추적의 기술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도메인 전문가들의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함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4:10 인사말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10~14:40 지능형 국가・사회 이슈 탐지・추적 시스템 개요 및 추진 방향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40~15:10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슈 탐지, 발굴의 방향 
최남희 교수

(한국교통대)

15:10~15:40
한국형 미래 탐색분석 체계(Horizon Scanning system);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분석 기법

이영주 수석

(한국정보화진흥원)

15:40~16:00 휴식

16:00~16:30 재난안전 분야 이슈 탐색 시스템 소개
김도우 박사

(재난안전연구원)

16:30~17:00 소셜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론
류법모 교수

(부산외대)

17:00~17:30 텍스트 마이닝, 딥러닝, 자가학습 기술 동향
나승훈 교수

(전북대)

▶ 참가관련
Close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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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S’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생태계 확산을 위한 워크샵 I, II

W2.4 I / 6.30(목) 13:00 - 18:00  제주ICC 4층 402A호

W2.4 II / 7.01(금) 09:00 - 12:00  제주ICC 4층 402A호

주관 :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 소 개
'ICBMS'(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개발자 생태계 확산을 위한 워크샵

-'ICBMS' 기술 개발 내용 발표와 이슈 논의

-'ICBMS' 기술 융합 방안 및 협업 논의

▶ 프로그램

-6.30(목)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00~13:30 집 합

13:30~13:40 개회사 김영균 부장(ETRI)

13:40~13:50 격려사 박현제 CP(IITP)

13:50~14:20 발표1 엑사스케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김홍연 실장(ETRI)

14:20~14:50 발표2 CoT 기반 계층적 스트림 데이터 분석 기술 민옥기 실장(ETRI)

14:50~15:10 Break time

15:10~15:40 발표3 ICBMS 중재기(MEDIATOR) 개발 주홍택 교수(계명대학교)

15:40~16:10 발표4 IoT OASIS 플랫폼 기술 개발 이진산 실장(파인원)

16:10~16:30 Break time

16:30~17:00 발표5 IoT 보안 라이브러리 개발 이옥연 교수(국민대학교)

17:00~18:00 토론1 ICBMS 연계방안_1 김영균 부장(ETRI)

18:00~ 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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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금)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9:30 집 합

9:30~10:30 토론2 ICBMS 연계방안_2 김영균 부장(ETRI)

10:30~10:50 Break time

10:50~12:00 회의1 세부 과제별 시나리오 구현방안 논의 과제 책임자

12:00~ 해 산

▶ 참가관련
W2.4 I Open Workshop

W2.4 II Close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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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C 포럼 2016 I, II

W3.1 I / 7.01(금) 09:30 - 12:00  제주ICC 3층 한라홀A

W3.1 II / 7.01(금) 13:00 - 18:00  제주ICC 3층 301A호, 301B호, 303A호, 303B호

주관 : SWRC 포럼

▶ 소 개
o (목적) 국내 SW산업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SWRC포럼을 통한 SW기초・원천기술 연구자 간 협력 및 정보

  교류

 * SW기초연구센터(3개), SW스타랩(10개), 차세대정보컴퓨팅(10개) 등 23개 기관 중심으로 2015년 7월에 포

   럼을 창립

 * 포럼의장은 이화여대 고건 석좌교수이며, 포럼은 산학연 기술협력분과(카이스트 배두환교수)와 공개SW분과

   (서울대 전병곤교수)로 구성

o (참석대상) 개방형 워크샵 형식으로 SW기초・원천기술 R&D사업 참여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 및 학술대회  

  참석자

o (주요내용) 패널 토론(주제: SW기초연구와 산업계의 공생 방안) 및 과제수행기관의 기술발표회 등

▶ 추진경과

o (포럼창립) 2015년 7월 판교에서 포럼 발족

 * 3개 SW기초연구센터 및 10개의 SW스타랩의 현판식 수여 등

o (포럼구성) 효율적인 포럼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분과 구성 변경

 * 포럼내 3개분과(기술교류분과, 산학연협력분과, 공개SW분과) -> 2개분과 (산학연 기술협력분과, 공개SW

   분과),  별도로 SW R&D 정책 분과를 둠

o (포럼활동) 동계 정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포럼 워크샵 및 분과별 활동 추진

 - 포럼 워크샵으로 통한 교류회 및 공개SW 라이선스 세미나 추진 등(2015.12)

 - 공개SW R&D 수행 방안 논의 및 참여 학생 대상의 공개SW 세미나 추진(2015.11. 12.)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9:30∼10:30 등록 및 교류

10:30∼10:40 개회 및 행사 안내 사회자

10:40~10:45 포럼의장 인사말 고건교수

10:45∼10:50 축사 미래부

10:50~11:00 포럼 운영 경과보고 배두환 교수

11:00∼12:00

패널 토론 : SW기초연구와 산업계의 공생 방안

패널리스트 : 김영섬대표, 배현섭대표 이성환교수,

            은용순교수, 홍민철교수

김두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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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관련
Open Workshop

참가비 - 70,000원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발표세션(4개) 준비 세션좌장

14:00∼17:30

고성능

컴퓨팅

(301A)

- 엑사스케일 초고속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

 (서울대, 20분)

- 매니코어 기반 초고성능 스케일러블 OS 기반 연구(ETRI, 60분)

- FlashSQL:비휘발성 메모리 기반 개방형 고성능 DBMS 개발

 (성균관대, 20분)

- 이종 멀티코어 기반의 클라우드 상에서 프로그래머 생산성 및 퍼포먼스를 

위한 엑사스케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연세대, 20분)

- 무인차를 위한 멀티코어 및 GPGPU기반의 실시간시스템 SW개발

 (서울대, 20분)

- 매니코어 및 멀티코어 구조의 프로세서를 위한 선형대수 연산 패키지 개발

 (숭실대, 20분)

- 초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위한 고효율 고신뢰 운영체제 기술 개발

 (성균관대, 20분)

빅데이터/

지능형SW

(301B)

- 빅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서울대, 60분)

- 다양한 분석을 고속 수행하는 단일화된 빅데이터 스택 개발(서울대, 20분)

- 인간 수준의 평생 기계학습 SW 기반 연구(포항공대, 60분)

- 일상생활학습 기반의 인지에이전트 SW 개발(서울대, 20분)

- 이동 환경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능형 패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고려대, 20분)

분산컴퓨팅/

정보보호

(303A)

- 실시간 자율 복원 사이버물리 시스템 기반 연구(DGIST, 50분)

- 성능 및 보안 SLA 보장이 가능한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SW 개발

 (고려대, 20분)

- 미래  복합 컴퓨팅을 위한 다차원 경로 공격 대응 및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한 SW 원천기술 개발(건국대, 50분)

- 미래 컴퓨팅 환경을 위한 암호와 기반 SW의 안전성 분석 및 대응기술

 연구(충남대, 50분)

UI/UX 및

알고리즘

(303B)

- 다중 사용자 의도의 능동 인지 및 응답을 위한 MIMO HCI SW 원천 기술

 개발(숭실대, 40분)

- 중대형 디스플레이 기반 동시 다중사용자 지원 UX플랫폼 SW개발

 (성균관대, 15분)

- 의미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SW 공학 기법 및 도구 원천기술 개발

 (성균관대. 40분)

- 집단 지성을 이용한 컴포넌트 기반 동적 자가 적응형 SW 기술

 (고려대, 40분)

- 모델 기반의 초대형 복잡 시스템 분석 및 검증 SW 개발(KAIST, 15분)

- 빅 비주얼 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사진 메이크업 SW 개발(포항공대, 15분)

- 대용량 이미지 검색과 시제품 렌더링을 위한 근접질의 SW 개발

 (KAIST,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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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Session

6.30(목) 13:00 - 14:20  제주ICC 3층 로비

1. M-Navigator: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서비스
- 조민희 ･ 선충녕 ･ 신성호 ･ 임형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홍승균 ･ 송사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ST)

<소개> M-Navigator는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
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 시나리오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및 매출 분석, 미래 수익 
및 마케팅 전략 시나리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DR.SB: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소셜 기반 재난 탐지 서비스
- 선충녕 ･ 조민희 ･ 신성호 ･ 임형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홍승균 ･ 송사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ST)

<소개> DR.SB는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 등에서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비정형 텍스트 분석하여 재난
의 발생여부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탐지된 재난상황을 준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
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시간 재난 상황을 탐지, 과거 재난 상황 탐색, 재난 트윗 트랜드 
분석, 재난 트윗 검색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FINE: 멀티유저 인터랙티브 서페이스를 위한 차세대 SW플랫폼
- 김태형 ･ 김인혁 ･ 김정한 ･ 엄영익(성균관대)

<소개> FINE 플랫폼은 터치 기반의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최적화된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서
페이스용 SW플랫폼이다. 다수의 사용자가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
대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다중 사용자/다중 입출력을 지원하는 컴포지팅 기술을 제공하고, SF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지향적인 벡터 기반 모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4. 식재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 김영민 ･ 김장원 ･ 정창후 ･ 김태홍 ･ 정도헌(KISTI)

<소개> 식품안전 사고 중 유해미생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신선 
상태로 섭취되는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즉, 가열하지 않고 섭취 가능 한 농산물의 경
우 재배환경 오염에 따른 농산물 오염이 식품 안전 위험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식재료 
재배 환경에 따른 식재료 안전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식재료 재배 환경 
특성을 고려한 식재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식재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식재료 안전 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식품 안전 관련 정보(안전 지수, 기초 통계, 분석 결과 등)들을 제공한다.

5. 재난 예측 모델 운영을 위한 재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 김장원 ･ 정창후 ･ 김영민 ･ 김태홍 ･ 정도헌(KISTI)

<소개> 재난정보 검색/관리/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
: 다양하고 규모가 큰 관측(원시)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웹 기반 워크플로우 모니터
링 기술 개발. 웹 기반 워크플로우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통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생산 및 관리하여 의사결
정지원에 활용.

6. 대용량 렌더링, 이미지 검색, 경로생성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공개
- 윤성의 ･ 김동혁 ･ 권용선 ･ 손명배 ･ 최병윤(KAIST)

<소개> 본 데모 세션에서는 KAIST 윤성의 교수 연구실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그래픽스, 로봇경로 생성 
기술 및 이미지 검색 기술을 설명하고, 이의 공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각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고성능 처리 기법들을 소개하고, 몇 개의 공개 프로젝트를 예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연구 내용과 이의 SW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데모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아래 최근에 공개한 3개의 소프트웨어만 집중적으로 설
명할 예정입니다.



Demo Session

Demo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6 49

7. IoT 리소스 서비스 관리 및 접근제어 플랫폼
- 서재현 ･ 김미선 ･ 김진보 ･ 장데레사 ･ 남윤성 ･ 이현진 ･ 박경민(목포대학교)

<소개> 본 프로그램은 사물인터넷(IoT)환경에서 다양한 리소스 서비스를 관리 및 사용자와 서비스 주체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제어를 포함한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8. 다중 앱 ・ 다중 스크린을 동시에 활용하는 NANS 기술 및 오픈소스 플랫폼 소개
- 권오철 ･ 최환석 ･ 박대철 ･ 이창건(서울대학교)

<소개> NANS(N-App N-Screen) 기술이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주변의 복수의 입/출력 자원들을 동시에 활용
한 멀티태스킹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스크리닝 기술입니다. NANS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에서 여
러 개의 App(N-App)을 동시에 수행하며 여러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N-Screen)에 서로 다른 App을 표시하
고, 이러한 App들을 스마트폰과 외부 입력 장치(N-Input)를 이용해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스마트폰과 2개의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차량 환경에 적용된 NANS 기술을 시연하고, NANS 오
픈소스 플랫폼의 구조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9. D2A-CPSim 기술 소개
- 주혜진 ･ 위경수 ･ 김승곤 ･ 이창건(서울대학교)

<소개> Cyber-Physical System (CPS)의 개발을 위해 디자인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End-to-End 오픈소스 툴이다. 기존의 상용 툴이 기능적인 부분만 검증하는 것과 달리, 실시간 수행 
성능을 위한 기능적/시간적 동시 검증이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대형 CPS 개발 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검증 대상 시스템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을 포함한다.

10. 저전력 프로세서 기반 클러스터 프로토타입
- 남덕윤 ･ 박찬열 ･ 구기범 ･ 김직수 ･ 류훈 ･ 손일엽 ･ 유진승 ･ 이승민(KISTI)

<소개> 최근 모바일 프로세서의 발달로 상당한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전력 소모라는 점에
서 파워 장치, 냉각 장치의 소형화를 불러 이를 활용한 클러스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 크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데모에서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이용한 컴퓨팅 클러스터 프로토타입으로, 기능별 전자회로기판을 구분하고, 백플레인과 인터켄넥션 네트워크
로 연결함으로서 클러스터가 구성되도록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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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정표

◘  6월 29일(수)  제주ICC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1.1 소프트웨어공학 6 301A호 13:00-15:00 최윤자(경북대) 이우진(경북대)

O1.2 정보통신 I 6 402A호 13:00-15:00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린(고려대)

◘  6월 30일(목)  제주ICC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2.1 언어공학 8 301A호 09:20-11:40 류법모(부산외대) 나승훈(전북대)

O2.2
컴퓨터그래픽 및 

상호작용
7 301B호 09:20-11:40

O2.3 컴퓨터이론 6 303A호 09:20-11:20 이인복(항공대) 김방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O2.4 정보통신 II 6 303B호 09:20-11:20 안상현(서울시립대) 김기천(건국대)

O2.5 컴퓨터시스템 I 6 304호 09:20-11:20 김장우(POSTECH) 강경태(한양대)

O3.1 고신뢰컴퓨팅 4 303A호 13:20-14:40 정진만(한남대) 한환수(성균관대)

O3.2 정보통신 III 5 303B 12:40-14:40 강선무(경희대) 최린(고려대)

O3.3 컴퓨터시스템 II 6 304호 12:40-14:40 이혁준(서강대) 박기진(아주대)

◘ 7월 1일(금)  제주ICC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4.1 데이터베이스 I 7 300호 09:20-11:40 김정동(선문대)

O4.2 정보보호 7 301A호 09:20-11:40 최윤호(부산대)

O4.3 오픈소프트웨어 7 301B호 09:20-12:00

O4.4 프로그래밍언어 7 303A호 09:20-12:00

O4.5 컴퓨터시스템 III 6 303B호 09:20-11:20 이경우(연세대)

O4.6 인공지능 I 9 304호 09:20-12:00 황명권(KISTI) 석흥일(고려대)

O4.7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8 400호 09:20-12:20 홍성용(KAIST)

O4.8 사물인터넷 I 6 401A호 09:20-11:20 김종덕(부산대) 박찬원(ETRI)

O5.1 데이터베이스 II 8 300호 13:20-16:00 이상준(숭실대)

O5.2 인공지능 II 6 304호 13:20-16:00 류법모(부산외대) 박혜영(경북대)

O5.3 건설환경IT융합 4 400호 13:20-14:40

O5.4 사물인터넷 II 6 401A호 13:20-15:20 김도현(제주대) 손영성(ETRI)

O5.5 국방소프트웨어 4 401B호 13:20-14:40 김철기(항공대) 김의순(국방연구원)

O6.1 고성능컴퓨팅 4 400호 15:20-16:40 황순욱(KISTI) 김직수(KISTI)

O6.2 전산교육시스템 4 401B호 15:20-16:40 박남제(제주대) 조정원(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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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⑤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리십시오.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⑦ 다음 순서의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대로 발표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심시간의 혼잡예방을 위해 오전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 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파일

(ppt)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usb메모리에 저장 지참).

④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립니다.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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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1.1 소프트웨어공학 6.29(수)  13:00-15:00  제주ICC 3층 301A호

▷ 좌장: 최윤자(경북대) ▷ 평가위원: 이우진(경북대)

O1.1-01 [우수논문] 지속적인 통합 서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전종훈(슈어소프트테크(주))

O1.1-02 [우수논문]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한 커널 수준 결함 주입 기법

이남구･정은진･하순회(서울대)

O1.1-03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대상 행동-이익-비용 모델링 및 통계적 모델 체킹 기반 속성 검증 사례 

연구

김준호･신동환･배두환(KAIST)

O1.1-04 [우수논문] 안드로이드 커널 모듈 취약점 탐지를 위한 자동화된 유닛 테스트 생성 기법

김윤호･김문주(KAIST)

O1.1-05 교통 분야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대상 SUMO의 모델링 적합성 분석

윤원경･송지영･지은경･배두환(한국과학기술원)

O1.1-06 개발자들의 작업을 줄이기 위한 버그 리포트 중복 탐지

백승석･양근석 (서울시립대), 이정원 (아주대), 이병정 (서울시립대)

O1.2 정보통신 I 6.29(수)  13:00-15:00  제주ICC 4층 402A호

▷ 좌장: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평가위원: 최린(고려대)

O1.2-01 무선 환경에서 TCP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된 RTO 측정 기법

김윤호･박지우･정광수(광운대)

O1.2-02 [우수논문] Cooperative Communication for Content Distribution in Downlink Cellular 

Network

Anupam Kumar Bairagi･Sarder Fakrul Abedin･Choong Seon Hong(경희대)

O1.2-03 [우수논문] SIMM: 확장 및 상호운용 가능한 이동성 관리

한상엽･박재현･김해운･하재희･김명철(KAIST)

O1.2-04 [우수논문] 지역 하이브리드 패턴 기반 배경모델링을 위한 개선된 에지코드 생성 및 유사도 

측정 방법

홍석진･김재면･송기훈･Kaushik Roy･채옥삼(경희대)

O1.2-05 [우수논문] 블루투스 v4.0 스캐너 기반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

안재형･김정원･최린(고려대)

O1.2-06 태양 에너지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적응형 

Reed-Solomon 기법

정종욱･강민재･윤익준･노동건(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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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 언어공학 6.30(목)  09:20-11:40  제주ICC 3층 301A호

▷ 좌장: 류법모(부산외대) ▷ 평가위원: 나승훈(전북대)

O2.1-01 [우수논문]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이건일･이의현･이종혁(포항공대)

O2.1-02 시브 자질 기반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정석원･최맹식･김학수(강원대)

O2.1-03 [우수논문]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박천음･이창기 (강원대)

O2.1-04 어휘지도(UWordMap)와 워드임베딩을 이용한  동형이의어 의미분별

신준철･옥철영(울산대)

O2.1-05 소셜 미디어의 어휘정규화를 위한 자소-음소기반 후보 생성

Zeng Yingying･김종구･이종혁 (포항공과대학교)

O2.1-06 생성적 심층 학습을 이용한 한국어 약어 생성

최수정･김재훈･윤희근･박성배 (경북대)

O2.1-07 [우수논문] 문장 수반 관계 추론을 통한 문서 요약

권영대･김누리･이지형(성균관대)

O2.1-08 [우수논문]말뭉치 자원 희소성에 따른 통계적 수화 번역 문제의 해결

박한철･김정호･박종철(KAIST)

O2.2 컴퓨터그래픽 및 상호작용 6.30(목)  09:20-11:40  제주ICC 3층 301B호

▷ 좌장: ▷ 평가위원: 

O2.2-01 Drag and Roll: 터치스크린 상에서 미세 조정 작업을 위 한 제스처 인터랙션

박기은･유용재･최승문(포항공과대학교)

O2.2-02 [우수논문] 문서 요약 및 비교분석을 위한 주제어 네트워크 가시화

김경림･이다영･조환규(부산대)

O2.2-03 [우수논문] 사진 구도 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반 반복적 크롭핑

홍은빈･전준호･이승용(POSTECH)

O2.2-04 [우수논문] Building Haptic Texture Perceptual Space From Real-Life Textured Surface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Waseem Hassan･Seokhee Jeon(경희대)

O2.2-05 [우수논문] 성분파 보간을 이용한 부드러운 해상 상태 변화 시뮬레이션

박세길･오재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진아(KAIST)

O2.2-06 EEG, EDA, BVP 생체 신호를 활용한 사용성 평가 방안

장유리･이용석･한구현･송현주･조재민･채한주･서진욱(서울대)

O2.2-07 대규모 범주형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위한 시각화 기법

민구봉･서진욱(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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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 컴퓨터이론 6.30(목)  09:20-11:20  제주ICC 3층 303A호

▷ 좌장: 이인복(항공대) ▷ 평가위원: 김방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O2.3-01 [우수논문] 구간 그래프에서 주어진 소스와 싱크를 잇는 서로소인 경로 커버 (확장된 요약)

박정흠(가톨릭대), 김재훈(부산외대), 임형석(전남대)

O2.3-02 [우수논문] 지형의 기하 매칭과 효율적인 구현 방법

김민규･윤상덕･손완빈･안희갑(POSTECH)

O2.3-03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FM-index of alignment 의 실험적 분석

김현준 ･민승환(서울대), 나중채(세종대), 박희진(한양대), 박근수(서울대)

O2.3-04 스마트 모바일 장치에서 m-bit GCD 소수생성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및 분석

이경행･김진의･조호성･박희진(한양대)

O2.3-05 누락된 데이터의 인코딩 판별 알고리즘 성능 분석

정현학･배준우･박희진(한양대)

O2.3-06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효율적인 탠덤 질량 스펙트럼 분석 알고리즘

이강배･조윤성･박희진(한양대)

O2.4 정보통신 II 6.30(목)  09:20-11:20  제주ICC 3층 303B호

▷ 좌장: 안상현(서울시립대) ▷ 평가위원: 김기천(건국대)

O2.4-01 [우수논문] Energy-Efficient Spectrum Sensing for CRSNs via Optimization of Sensing Time

공판화･조진성(경희대)

O2.4-02 Applying Multi-Armed Bandit Problem into Cache Decision Algorithm for Content Centric 

Networking

Kyi Thar･Tuan LeAnh･Choong Seon Hong(경희대)

O2.4-03 HBDP 네트워크에서 HTTP 적응형 스트리밍을 위한 적응적인 혼잡제어 기법

김희광･윤두열･정광수(광운대)

O2.4-04 다중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을 위한 대역폭 예측 기법

김상욱･윤두열･정광수(광운대)

O2.4-05 An Effective CCN Forwarding at Gateway Router

Shashi Raj Pandey･Choong Seon Hong(경희대)

O2.4-06 SDN 환경에서 전송 지연 예측 기반 Flow 분류를 통한 부하 분산 기법 연구

김도현･홍충선(경희대)

O2.5 컴퓨터시스템 I 6.30(목)  09:20-11:20  제주ICC 3층 304호

▷ 좌장: 김장우(POSTECH) ▷ 평가위원: 강경태(한양대)

O2.5-01 읽기 I/O 성능 향상을 위한 멀티큐 기반 NVMe SSD 활용 기법

이민경･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2.5-02 파일 단위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Copy-on-Write 링크 기법

박성제･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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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5-03 [우수논문] 뉴메모리를 저장장치로 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자료구조에 관한 

실험적 고찰

이세권･문영제･송현섭･노삼혁(울산과학기술원)

O2.5-04 [우수논문] UFLRU: 비휘발성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의 계층 구조를 위한 영속 객체 스와핑 

알고리즘

노연진･유진수･이성진･원유집(한양대)

O2.5-05 가상 머신 간 성능 간섭 회피를 위한 SSD 내부 맵 캐시 분배 기법

박대준･신동군(성균관대)

O2.5-06 레거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Persistent Memory 기반 저장 장치의 효율적 구동

송현섭･문영제･이세권･노삼혁(울산과학기술원)

O3.1 고신뢰컴퓨팅 6.30(목)  13:20-14:40  제주ICC 3층 303A호

▷ 좌장: 정진만(한남대) ▷ 평가위원: 한환수(성균관대)

O3.1-01 터치 제스처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박준규･임을규(한양대)

O3.1-02 [우수논문]NUMA 환경에서 프로세스 코디네이터

송치영･최종무(단국대)

O3.1-03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기반 클러스터를 위한 효율적인 분산 데이터 선반입 기법

김봉재(선문대), 정진만(한남대), 민홍(호서대), 허준영(한성대), 정혜동(전자부품연구원)

O3.1-04 [우수논문] MS 윈도우 바이너리 분류를 위한 특징정보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이덕무･박종화(단국대), 황영섭(선문대), 조성제(단국대), 박민규(건국대)

O3.2 정보통신 III 6.30(목)  12:40-14:40  제주ICC 3층 303B호

▷ 좌장: 강선무(경희대) ▷ 평가위원: 최린(고려대)

O3.2-01 A Heuristic User Association Algorithm for Cross Infrastructure Wireless Network 

Virtualization

Chit Wutyee Zaw･Choong Seon Hong(경희대)

O3.2-02 [우수논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적용한 MANET 환경에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지능화 실현 방안

박성진･유영환(부산대)

O3.2-03 [우수논문] 최적 매칭을 활용한 산업 현장에서의 신뢰적/에너지 효율적 통신 기법

조건륜･김나언･김종권(서울대)

O3.2-04 [우수논문] An Optimal Routing in Cognitive Mesh Networks

Thant Zin Oo･S. M. Ahsan Kazmi･Choong Seon Hong(경희대)

O3.2-05 [우수논문] Optimal joint Subchannel and Power Allocation for Green Underlay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Tuan LeAnh･Tra Huong Thi Le･Kyi Thar･Seung II Moon･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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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3 컴퓨터시스템 II 7.1(목)  12:40-14:40  제주ICC 3층 304호

▷ 좌장: 이혁준(서강대) ▷ 평가위원: 박기진(아주대)

O3.3-01 Hadoop의 데이터 블록 개수에 따른 시작 프로세스 오버헤드 분석

노승준･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3.3-02 F2FS 파일시스템의 공간 효율성 분석

박종규･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3.3-03 에너지 수집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잔여 에너지양 예측을 통한 데이터 병합 기법

정세미･김혁･노동건･윤익준(숭실대)

O3.3-04 OpenCL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자동 최적화 방법

신재호･조강원･이일구･이재진(서울대)

O3.3-05 [우수논문] NVM 기반 시스템에서의 다중 타입 객체 지원 가비지 수집 기술

이도근･손성배･이성진･원유집(한양대)

O3.3-06 [우수논문]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을 위한 V8 JavaScript 엔진의 아키텍처 레벨 

프로파일링

강윤지･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

O4.1 데이터베이스 I 7.1(목)  09:20-11:40  제주ICC 3층 300호

▷ 좌장: 김정동(선문대) ▷ 평가위원: 

O4.1-01 [우수논문] K데이터를 포함하는 P개-최소MBR 탐색

김건우･김영훈(한양대)

O4.1-02 [우수논문] 재현율 기반 효과적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임지영･송종수･이철기･이우기(인하대)

O4.1-03 Opportunity of using Multi-Streamed SSD in MongoDB

Trong-Dat Nguyen･Sang-Won Lee(성균관대)

O4.1-04 [우수논문] 요약 그래프 상에서 효과적인 그래프 압축 기법

서호진･박기성･이영구(경희대)

O4.1-05 [우수논문] 대용량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맵리듀스 기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송광호･심규석(서울대)

O4.1-06 빅데이터 플랫폼의 병렬성 측면에서의 HDFS Archival Storage 성능 분석

김재형･박상현(연세대)

O4.1-07 로그 데이터 이상 탐지를 위한 지수 가중 이동 평균 및 3-시그마 활용 기법

손시운･길명선･문양세(강원대)

O4.2 정보보호 7.1(목)  09:20-11:40  제주ICC 3층 301A호

▷ 좌장: 최윤호(부산대) ▷ 평가위원: 

O4.2-01 [우수논문] 결정트리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익명화기법 연구

김영기･홍충선(경희대)

O4.2-02 매쉬업 서비스를 위한 Smart Mediator에서의 효율적인 익명화 기법 연구

이다은･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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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2-03 [우수논문] 최소 보안연산을 가지는 전방향 보안 전자서명

윤정준(국민대), 이정혁(한양대), 김지혜(국민대), 오현옥(한양대)

O4.2-04 [우수논문] 국내 쇼핑 사이트 적용을 위한 리뷰 스팸 탐지 방법의 성능 평가

박지현･김종권(서울대)

O4.2-05 [우수논문] 민간용 드론 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현･김병기･신용태(숭실대)

O4.2-06 계층분석기법(AHP)의 일관성 저하요인 검출 알고리즘

서형준･문종철(ETRI), 이만희(한남대)

O4.2-07 IT 재해복구 연관 프레임워크 비교분석을 통한 ISMS의 통합관리방안 마련

박유림･김병기･신용태(숭실대)

O4.3 오픈소프트웨어 7.1(목)  09:20-12:00  제주ICC 3층 301B호

▷ 좌장: ▷ 평가위원: 

O4.3-01 SmartX 기반 IoT-Cloud 서비스들을 위한 자동화된 성능 관리 도구의 실험적 검증

김철원･배정주･김승룡･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O4.3-02 SmartX Box 내부 네트워킹을 위한 IO Visor 기반 패킷 트레이싱

남택호･이준기･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O4.3-03 [우수논문] K-Hypervisor: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져 개발 

프로젝트

고원석･유정우･강인구･전진우･황인기･임성수(국민대)

O4.3-04 아두이노 멀티태스킹을 위한 FreeRTOS 프레임워크

신승열･진희상･윤성민･이민석(국민대)

O4.3-05 NANS 프레임워크 : 다중 어플리케이션 다중 스크린을 활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최환석･권오철･박대철･이창건(서울대)

O4.3-06 RTEMS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위한 virtio 드라이버 패치 개발 및 제출

김진현･진현욱(건국대)

O4.3-07 Jena-Impala: 임팔라를 활용한 Jena 프레임워크 기반의 트리플 저장소 구현

안진현･양성권･이문환(서울대),임동혁(호서대),김홍기(서울대)

O4.4 프로그래밍언어 7.1(목)  09:20-12:00  제주ICC 3층 303A호

▷ 좌장: ▷ 평가위원: 

O4.4-01 Yesod를 이용한 Haskell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에 대한 실험

안형준･류샤오･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O4.4-02 정적분석 경보에서 효율적으로 오류를 찾아내는 사용자 상호작용 시스템

김종권･이우석･최재승･허충길･이광근(서울대)

O4.4-03 팔각 관계 분석이 필요한 변수 관계를 기계학습으로 예측하는 방법

허기홍(서울대), 오학주(고려대), 양홍석(옥스포드), 이광근(서울대)

O4.4-04 [우수논문] ZooBerry: 최적화된 정적 분석기 및 검산기의 자동 생성

조성근･이광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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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4-05 [우수논문] 멀티코어 환경에서 병렬 Haskell 프로그램의 GC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김화목(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O4.4-06 표절 검사 기법을 이용한 Haskell의 병렬화 성능 비교

김연어･천준석(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O4.4-07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원성과 상호운영성의 실증적 분석

고봉석･이병철(광주과학기술원)

O4.5 컴퓨터시스템 III 7.1(목)  09:20-11:20  제주ICC 3층 303B호

▷ 좌장: 이경우(연세대) ▷ 평가위원: 

O4.5-01 [우수논문] 플래시 스토리지 기반 Ext4 파일시스템의 효율적인 파일 삭제 기법

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4.5-02 DRAM 인터페이스 기반 SSD 메모리 장치 관리 기법

한규화･신동군(성균관대)

O4.5-03 NVM 스토리지의 최적 활용을 위한 워크로드별 I/O 특성 분석

김지선･반효경(이화여대)

O4.5-04 [우수논문] 로그 구조 파일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저장장치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이중 로깅 

기법

곽현호･신동군(성균관대)

O4.5-05 TOE 기술을 적용한 Ceph 분산 스토리지의 성능 평가 및 분석

한윤정(서강대), 이권용(SKT), 박성용(서강대)

O4.5-06 [우수논문] 뉴메모리 기반 시스템에서 P-process를 통한 세립단위 프로세스 체크포인팅

박재형･문영제･노삼혁(UNIST)

O4.6 인공지능 I 7.1(목)  09:20-12:00  제주ICC 3층 304호

▷ 좌장: 황명권(KISTI) ▷ 평가위원: 석흥일(고려대)

O4.6-01 [우수논문] 시간적인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와 데이터 확장을 통한 질의응답 최적화

한동식･이충연･장병탁(서울대)

O4.6-02 Online Clustering for News Recommender System

Minh N.H.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O4.6-03 [우수논문] 평점 빈도 가중치 기반 Baseline Predictor의 추천 성능 향상을 위한 Bias-Based 

Predictor

황태규･박찬수･홍정화･윤태욱･김성권(중앙대)

O4.6-04 [우수논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신규변이 여과 기법

이기욱･원동건･황규백(숭실대)

O4.6-05 어셈블리 기반 삽입결실 변이 탐지 소프트웨어 도구의 비교 분석

류단휘･이홍란･황규백(숭실대)

O4.6-06 [우수논문]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위한 동적 상황 관리 및 시-공간 추론

김종훈･이석준･김동하･김인철(경기대)

O4.6-07 데이터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구간 밀도 랜덤 샘플링 기법 연구

Arsen Abdulali･Seokhee Jeon(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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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6-08 Multi-armed Bandit을 이용한 요격 무장 할당 문제의 확률적인 접근

홍택규･김건형･이병준･김기응(KAIST)

O4.6-09 재귀적 자율 목표 학습 프레임워크

엄성민(UST-KIST), Joseph Davidson(U. of Edinburgh)

O4.7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7.1(목)  09:20-12:20  제주ICC 4층 400호

▷ 좌장: ▷ 평가위원: 홍성용(KAIST)

O4.7-01 [우수논문] 바이오리듬 분석을 통한 감성 스마트 조명 서비스 개발

조하나･박신우･박혜빈･윤용익(숙명여대)

O4.7-02 [우수논문] OPEL 장치에서의 실시간 카메라 노출 조절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박희진･전용수･김범준･백윤주(부산대)

O4.7-03 AR Drone 2.0의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위한 HDR 기반 자이로 드리프트 감소 방법 적용

경민기･배상호･민덕기･이정욱(건국대)

O4.7-04 [우수논문] AIOPro: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통합된 스토리지 I/O 분석도구

한상욱･이인혁(서울대), 류동욱(삼성전자), 김지홍(서울대)

O4.7-05 [우수논문] 주성분 분석을 통한 전력 소모 어플리케이션 추출 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준･권수경･최윤호(부산대)

O4.7-06 모바일 기기용 AMOLED 디스플레이 구동 보드 구현

김석원･홍성우･김영진(아주대)

O4.7-07 다차원 데이터의 시각화와 실내측위에의 적용

이충헌･최원익(인하대), 전영준(파파야(주))

O4.7-08 [우수논문] 증강현실 화장 시스템의 품질 평가 지표 개발

조정훈･변은솔･우운택(한국과학기술원)

O4.8 사물인터넷 I 7.1(목)  09:20-11:20  제주ICC 4층 401A호

▷ 좌장: 김종덕(부산대) ▷ 평가위원: 박찬원(ETRI)

O4.8-01 [우수논문] 순위상관계수 기반 건물 내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 탐지

김나언･정시현･장보연･김종권(서울대)

O4.8-02 [우수논문] 저전력 센서 허브를 위한 전력 관리 기법의 효과 분석

선현수･기민관･박기호(세종대), 권성호･이종성(스탠딩에그)

O4.8-03 [우수논문]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멀티 스레드 센서 프레임워크

황인중･신동군(성균관대)

O4.8-0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회피 및 목적지 안내 시스템

고인석(포항공대), 김지원(성균관대), 조희승(전북대), Eric T Matson(Purdue)

O4.8-05 Kerberos를 활용한 OAuth 기반 IoT 네트워크 인증기법

김남호･홍충선(경희대)

O4.8-06 사물인터넷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방법

박예찬･염상길･추현승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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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1 데이터베이스 II 7.1(목)  13:20-16:00  제주ICC 3층 300호

▷ 좌장: 이상준(숭실대) ▷ 평가위원: 

O5.1-01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Top-k 질의처리 알고리즘

김형일･김형진･신영성･장재우(전북대)

O5.1-02 [우수논문] 상향식 최대 밀도 부분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이웅희･김영훈(한양대)

O5.1-03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닉네임 변경 동일 사용자 추적 기법

박상현･강민석･윤소혜･박석(서강대)

O5.1-04 [우수논문] MySQL InnoDB엔진의 Secondary Index Scan 성능 향상을 위한 Prefetch 기능 

구현

황다솜･이상원(성균관대)

O5.1-05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반복적인 맵리듀스 처리

이지완･홍봉희(부산대)

O5.1-06 [우수논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다중 버퍼 풀로 인한 오버헤드 분석

송용주･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O5.1-07 시퀀스 유사도에 따른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압축

권선영･이병한･박승현･조정희･윤성로(서울대)

O5.1-08 사용자 이동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k-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

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5.2 인공지능 II 7.1(목)  13:20-16:00  제주ICC 3층 304호

▷ 좌장: 류법모(부산외대) ▷ 평가위원: 박혜영(경북대)

O5.2-01 [우수논문] 이동객체의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이용한 관심객체 추출 시스템 설계

김태우･김형헌･김평강(이노뎁)

O5.2-02 [우수논문] Vehicle Analysis from Coarse to Fine based on Deep Learning

Yongbin Gao･Hyo Jong Lee(전북대)

O5.2-03 [우수논문] 실시간 성별 나이 통합 인식 시스템

Md Tauhid Bin Iqbal･류병용･홍석진･채옥삼(경희대)

O5.2-04 Exploring Positional Ternary Pattern (PTP) for Conven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from Static Images

Md Tauhid Bin Iqbal･류병용･송기훈･김재면･Farkhod Makhmudkhujaev･채옥삼(경희대)

O5.2-05 라이프로깅 영상 스트림의 서술 생성을 이용한 자동 사건 분절

이충연･한동식･장병탁(서울대)

O5.2-06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EPS 동작 신호의 인식

이유라･김수형･김영철･나인섭(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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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3 건설환경IT융합 7.1(목)  13:20-14:40  제주ICC 4층 400호

▷ 좌장: ▷ 평가위원: 

O5.3-01 Context-Aware Information Hovering for VANETs

Zubair Amjad･Wang Cheol Song･Khi Jung Ahn(제주대)

O5.3-02 [우수논문] Gaussian Process Regression을 이용한 요일 별 지하철 승객 수 추정

주현진･낭종호(서강대)

O5.3-03 [우수논문] 드론과 열 영상 카메라의 영상분석을 이용한 자동 싱크홀 탐지

이은주･신상영･고병철･장준호(계명대)

O5.3-04 엔트로피 기반의 교통 혼잡도 예측 가능성 분석

김태용･박진관･조환규(부산대)

O5.4 사물인터넷 II 7.1(목)  13:20-15:20  제주ICC 4층 401A호

▷ 좌장: 김도현(제주대) ▷ 평가위원: 손영성(ETRI)

O5.4-01 [우수논문] 무선 센서 망에서 제한시간을 이용한 실시간 멀티캐스팅 방안

김천용･양태훈･김상대･조현종･김상하(충남대)

O5.4-02 An Autonomic SLA Management Framework for IoT Networks

Md Golam Rabiul Alam･Sarder Fakhrul Abedin･Anupam Kumar Bairaggi･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경희대)

O5.4-03 A Dynamic Algorithm for Computational Offloading in Fog Computing

Tri Nguyen Dang･S. M. Ahsan Kazami･Choong Seon Hong(경희대)

O5.4-04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Wi-Fi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

양태훈･김상대･김천용･조현종･김상하(충남대)

O5.4-0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페이스 라우팅을 활용한 분리된 다중 경로 방안

조현종･김천용･김상대(충남대), 오승민(UCLA), 김상하(충남대)

O5.4-06 [우수논문] An Indoor Navigation Service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Sarder Fakhrul Abedin･Md Golam Rabiul Alam･Anupam Kumar Bairagi･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경희대)

O5.5 국방소프트웨어 7.1(목)  13:20-14:40  제주ICC 4층 401B호

▷ 좌장: 김철기(항공대) ▷ 평가위원: 김의순(국방연구원)

O5.5-01 [우수논문] 함정 전투 체계 전술 이동 객체를 위한 메인 메모리 기반 TPR* tree 색인 성능

홍재기･홍봉희･이지완･김기진(부산대), 김점수･이호철(국방과학연구소), 

김주용･김기표(한화탈레스)

O5.5-02 [우수논문] 상대 위치 예측 기반 실외 군집 비행 시스템 개발

문성태･최연주･김도윤･공현철(항우연)

O5.5-03 효과적인 사이버 군사작전을 위한 TEC 모델 연구

김완주(아주대),이수진(국방대),임재성(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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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5-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개선 연구

이주현･최진영(고려대),김명호(LIG넥스원)

O6.1 고성능컴퓨팅 7.1(목)  15:20-16:40  제주ICC 4층 400호

▷ 좌장: 황순욱(KISTI) ▷ 평가위원: 김직수(KISTI)

O6.1-01 [우수논문] 매니코어 프로세서의 온-패키지 메모리에 의한 MPI 노드 내 통신 성능 영향

조중연･진현욱(건국대), 남덕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O6.1-02 스파크 기반 딥 러닝 분산 프레임워크 성능 비교 분석

장재희･박재홍･김한주･윤성로(서울대)

O6.1-03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에서 실시간 고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고장 복구 시간 추정과 

체크포인팅 기법

김정호･양범준･이은성･홍성수(서울대)

O6.1-04 In-Storage Processing을 위한 Single-board Computer 기반의 Mesos 분산처리시스템

김주환･조주영･최승현･이재환(한국항공대)

O6.2 전산교육시스템 7.1(목)  15:20-16:40  제주ICC 4층 401B호

▷ 좌장: 박남제(제주대) ▷ 평가위원: 조정원(제주대)

O6.2-01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 대상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형태에 관한 연구

장인숙･김경호･김태균(국가보안기술연구소), 조은선(충남대)

O6.2-02 [우수논문] 집단지성 IRT를 적용한 지능형 전자책 적응적 평가 시스템 설계

김하경･류호빈･김태겸･홍성용(KAIST)

O6.2-03 컴퓨터의 개념 교육을 위한 웹 기반 가상 머신 설계 및 구현

박지영･김정욱･신현일･이재진(서울대)

O6.2-04 기초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언어 CFL의 설계, 구현 및 적용

조세형(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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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정표

◘ 6월 29일(수) 13:20-14:40 제주ICC 3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1.1 학부생 논문 I 93 김태현(서울시립대)

◘ 6월 29일(수) 15:40-17:00 제주ICC 3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2.1 학부생 논문 II 39 김태현(서울시립대)

P2.2 소프트웨어공학 19 최윤자(경북대) 이우진(경북대)

P2.3 인공지능 I 21 고병철(계명대) 황명권(KISTI)

P2.4 컴퓨터시스템 I 19 노동건(숭실대)

◘ 6월 30일(목)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3.1 고신뢰컴퓨팅 9 허준영(한성대) 김봉재(선문대)

P3.2 데이터베이스 I 24 홍봉희(부산대) 유재수(충북대)

P3.3 사물인터넷 I 17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찬원

P3.4 인공지능 II 21 고병철(계명대) 석흥일(고려대) 

P3.5 정보통신 I 20 남춘성(연세대) 임효상(연세대)

◘ 6월 30일(목)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4.1 데이터베이스 II 29 홍성용(KAIST)

P4.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20

P4.3 언어공학 I 14 김학수(강원대) 임수종(ETRI)

P4.4 정보보호 I 13

P4.5 정보통신 II 20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5.1 건설환경IT융합 11 김도현(제주대)

P5.2 고성능컴퓨팅 15 이재환 남범석(UNIST)

P5.3 국방소프트웨어 7 진현욱(건국대)

P5.4 언어공학 II 13 이창기(강원대) 옥철영(울산대)

P5.5 인공지능 III 19 이승규(경희대) 박혜영(경북대)

P5.6 정보통신 III 21 이상환(국민대) 강무선(경희대)

P5.7 컴퓨터시스템 II 21 박희민(상명대)

◘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6.1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I 16 김영국(충남대) 윤용익(숙명여대)

P6.2 사물인터넷 II 16 이강복

P6.3 전산교육시스템 2 조정원(제주대) 박남제(제주대)

P6.4 정보보호 II 15 조정원(제주대) 박남제(제주대)

P6.5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24

P6.6 컴퓨터시스템 III 20 김태현(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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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숙지사항

1.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100cm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를 

세워서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

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

접착테이프 등, 단, 양면접착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번호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본 사이트 ‘논문발표

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⑤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발표시간이 종료 후 15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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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1.1 학부생 논문 I 6월 29일(수) 13:20-14:4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김태현(서울시립대) ▷ 평가위원B: 

P1.1-01 뇌전도 정보를 이용한 인공 신경망 기반 모바일 수면 단계 분석 시스템

이석준･유준(가천대)

P1.1-02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착순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

신진이･이상원(성균관대)

P1.1-03 플래시메모리에서의 효율적인 Power off Recovery 방법

여상원･정태선(아주대)

P1.1-04 SVM 분류기를 위한 CNN 기반의 특징 보강

이동엽(인하대), 남상협(버즈니), 나승훈(전북대)

P1.1-05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유아용 모빌 제작

김영광･김지훈･나남웅･박명우･양희덕(조선대)

P1.1-06 안드로이드에서의 온톨로지 어노테이션 기반 의미적 유사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설계

서광원･노현덕･임동혁(호서대)

P1.1-07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AOS 장르 게임의 승패 예측

구지민･강현다･ 유견아(덕성여대)

P1.1-08 자동으로 넘어가는 PDF 기타 악보 어플리케이션

이성빈･김지환･박건욱(동서대)

P1.1-09 개체명 사전과 원시 말뭉치를 이용한 준지도 학습 기반 개체명 인식 모델

박건우(강원대),이성희(다이퀘스트),김학수(강원대)

P1.1-10 BLE기반의 IPv6를 이용한 심 박동 측정 시스템 개발

오영준･최성수･박영준(한동대)

P1.1-11 양방향 카메라를 이용한 안전운전 보조 시스템

권병욱･남경민･민준성(동서대)

P1.1-12 유니티 3d 엔진을 이용한 마커기반 증강현실 게임 개발

윤혜진･정성진･권이슬･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13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효율적인 유사 조인 처리를 위한 그리드 기반 고밀도 셀 기준 부하 분산 

알고리즘

양현식･장재우 (전북대)

P1.1-14 SNS 악성 댓글 광고의 분류 및 분석

이승준･김한음･유지호･강태원(강릉원주대)

P1.1-15 가상현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한 아동용 동화 컨텐츠 앱 개발

강상원･정홍찬･김정현･안태윤･오성학･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16 독서흥미유발을 위한 참여형 동화책 어플리케이션 개발

강지혜･권이슬･윤혜진･정성진･조우샤오칭･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17 음식점 주문 관리 앱의 설계와 구현

이임수･김영완･안근우･지정석･박은주･임한규(안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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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8 퍼지 규칙을 이용한 조종 행동의 결합

우수진･유화경･조승빈･유견아(덕성여대)

P1.1-19 웹 크롤링을 이용한 소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이채은･장진욱(건국대)

P1.1-20 CPU온라인 상태 제어를 통한 임베디드 보드 저전력 기법

최용재･최종무(단국대)

P1.1-21 선험적 알고리즘을 활용한 파일 통합 가능성 분석

이태형･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1.1-22 가상화 환경에서의 msync 오버헤드 분석

안승민･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1.1-23 모바일 뱅킹 제어흐름 테스팅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정나은･장진욱(건국대)

P1.1-24 광학문자인식(OCR)기반 시각장애인용 셀프 E-book

류은주 ･문미경(동서대)

P1.1-25 빅데이터를 이용한 블로그 포스트 분석

김예림･이순영･황근창･강태원(강릉원주대)

P1.1-26 컴퓨터에서 한글 입력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박상대･류연승(명지대)

P1.1-27 시각암호 기반 캡차의 안전성 검증 실험

이상은･김정아･이상호(이화여대)

P1.1-28 파형 패턴을 이용한 토익 듣기평가 오디오 파일 재생 프로그램 개발

이준석･이한솔･김용철･류태범･황경호(한밭대)

P1.1-29 욕창 방지용 스마트 침대 구현을 위한 압력 센서 배치 및 압력 감지 알고리즘

김동영･정원미･홍윤식(인천대)

P1.1-30 IoT 환경에서의 안전하고 편리한 OTP 기반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설계

조예림(남녕고), 김융걸･심현준･이지헌･최은혁･이동혁･박남제(제주대)

P1.1-31 아두이노와 파이썬 웹서버를 이용한 스마트홈 오토메이션

고지혜･김예찬･이향원(건국대)

P1.1-32 스마트폰과 NFC를 사용하여 개발한 진동벨 시스템

윤태영･홍택민･류연승(명지대)

P1.1-33 시각암호 기반 캡차(VC-CAPTCHA)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법

손성민･김정아･이상호(이화여대)

P1.1-34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스마트 수분 관리 솔루션

하늘찬･황슬기･양제용･최기영･이상진(명지대)

P1.1-35 사진인식을 이용한 레시피추천 애플리케이션

김예진･김은영･나현영･안현선(명지대)

P1.1-36 Amazon 영화 리뷰를 활용한 감성 분석 및 영화 추천 기법에 관한 연구

류송희･김용희･김응모(성균관대)

P1.1-37 키넥트 센서를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및 운영체제 원격제어

박시현･이소민･최재웅･함초롬(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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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38 JavaFX와 ANTLR을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서동규･이준수･국민기･최은택･임슬기･이강선(명지대)

P1.1-39 용이한 게임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최재영･강기선･양우철･홍순모(명지대)

P1.1-40 플래시 SSD와 HDD의 외부합병정렬에서 블록단위 별 성능 비교 분석

조현준･이상원(성균관대)

P1.1-41 시각암호를 이용한 핀테크용 물리적 보안카드 인증기법

신지용･김정아･이상호(이화여대)

P1.1-42 키매트릭스 기반 통행량 분석을 위한 보행자 패턴 추출 시스템

한희정･강유현･권미소･조동섭(이화여대)

P1.1-43 문서 주제어 네트워크의 동적변화 분석

김용성･최보라･조환규(부산대)

P1.1-44 압력 감지 전도성 필름과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자세 교정 솔루션 개발

신민호･박지원･김용민･김규현･명지윤(명지대)

P1.1-45 바이너리 코드 분석을 통한 함수 유사도 분석 도구

양종환･이석수･정우식･조은선(충남대)

P1.1-46 이벤트 스트림 질의 처리 성능 개선을 위한 질의 전처리 자동화 도구

정형근･송진호･임대빈･조은선(충남대)

P1.1-47 양방향 카드형 포스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참가신청 및 관리 시스템

손민재･김성훈(동서대), 문대진((주)더블피), 조대수(동서대)

P1.1-48 그리드 기반 충돌 검사를 지원하는 동적 공간 분할 프레임워크

이영민･신병석(인하대)

P1.1-49 TPM을 이용한 리눅스에서의 무결성 보장 기법

손주형･구성민･최종무(단국대)

P1.1-50 열 영상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다수의 야간 보행자 추적 성능 향상

허두영･곽충섭･김상준･고병철(계명대)

P1.1-51 산업체의 전력 수요 예측 개선 방안의 고찰

이호전･윤유림(가천대), 김용혁(광운대)

P1.1-52 Find Your Font: 사용자 맞춤형 폰트 추천 프로그램

박연희･민성경･임순범(숙명여대)

P1.1-53 AsterixDB 기반 소셜 미디어 분석 시스템

임재상･박태수･정옥란(가천대)

P1.1-54 EOG를 이용한 개인 인증 방법

황부희･김성희･김병만･양연모(금오공대)

P1.1-55 PPG를 이용한 개인 인증 방법

정재화･주우경･김병만(금오공대)

P1.1-56 상황기반 모바일기기 자동 환경설정 제어시스템

조은주･송인혜･문미경(동서대)

P1.1-57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감시 시스템

김경민･문미경(동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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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58 MySQL을 위한 플래시 캐시 확장 기법

안미진･오기환(성균관대), 강운학(Georgia Tech), 이상원(성균관대)

P1.1-59 청각 장애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어플리케이션 개발

한솔이･김세아･황경호(한밭대)

P1.1-60 postgreSQL의 Sort-Merge Join을 이용한 SSD와 HDD의 Temp tablespace로서의 성능 

비교

이재훈･박종혁･이상원(성균관대)

P1.1-61 뷰티 및 화장품정보 앱 설계 및 구축

곽견훈･이정현･김윤정･박민이･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62 카카오 프렌즈 온라인 스토어 설계

곽견훈･권태영･정다정･최슬기･홍윤선･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63 Unity3D 엔진을 이용한 액션 대전 게임

문수현･임종민･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64 패럴랙스 스크롤링을 이용한 사이트 제작에 관한 연구

이정현･정성진･김예지･이정우･여유진･박은주･임한규(안동대)

P1.1-65 ATL 모델 체커 Mocha를 위한 strategy 트리 생성

김윤정･남혜지･남원홍(건국대)

P1.1-66 NVDIMM 기반 PostgreSQL WAL로그 성능평가

심주보･이상원(성균관대)

P1.1-67 소셜 상황 인지 기반 여행 추천 시스템

박정호･유소엽･정옥란(가천대)

P1.1-68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아로마테라피 시스템

김민주･문미경(동서대)

P1.1-69 SherLockHomes: 스마트 폰 용 키워드 기반 자동 로그인 애플리케이션

박수라･차승희･최유빈･박소영(건국대)

P1.1-70 스마트폰 용 차량 연비 향상을 위한 운전자 주행관리 시스템 개발

김영석･김웅기･마경도･박소영･지정희(건국대)

P1.1-71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IoT 거울

육상민･박지윤･하상원･문미경(동서대)

P1.1-72 D3.js를 활용한 지도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길선영･최진･임순범(숙명여대)

P1.1-73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전공 채용정보 분류

이종원･정민지･강태원(강릉원주대)

P1.1-74 컴퓨터공학 사고력 교육을 위한 CT-AEM 설계 및 구현

윤득렬･최유정･윤은영･안희갑(POSTECH)

P1.1-75 실시간 사용자 위치기반의 AR 게임

한재선･유진후･박희민(상명대)

P1.1-76 크라우드소싱 기반 감성 수집 및 디자인 분석

정은진･백지원･김은지･박규리･이유림･김보배･정경용(상지대)

P1.1-77 멀티콥터 기반의 인체공학적 UI/UX설계를 위한 방향 연구

윤장성･전지혜･양지희･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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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78 IoT기반 헬스큐브를 활용한 자가 운동량 측정 시스템

윤동희･이태헌･이찬종･문미경(동서대)

P1.1-79 핫 페이지를 고려한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블록 단위 쓰기 버퍼 관리 기법

이한솔･오의택･윤진균(충남대), 백준영(아주대), 조은선(충남대)

P1.1-80 멀티콥터에 적합한 적응적 색상인식 기반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 구현

조성만･김영애･전지혜･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

P1.1-81 조명 변화에 강인한 차량 번호판 종류 판별 방법

전소연･조성만･박구만(서울과학기술대)

P1.1-82 Normalized Google Distance를 활용한 텍스트 문서의 시대 추정

이어진･이정송･최임천･박순철(전북대)

P1.1-83 정보 엔트로피와 토픽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정상 이벤트 스토리텔링

백희원･피민규･연한별･장윤(세종대)

P1.1-84 IoT 디바이스의 보안 관제 설계를 위한 공개 보안 도구의 유형 및 적용 방안 분석

정준영･김병선･조진성(경희대)

P1.1-85 SVM을 이용한 배달 외식업체 음성 성별분류

박준렬･구본우･정재형･허태인･이미영･백성욱(세종대)

P1.1-86 멀티스트림 SSD상에서 핫/콜드 쓰기 성능 평가

강민지･신승연･오기환･이상원(성균관대)

P1.1-87 무형 문화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시대별 주제 흐름 추적 연구

조현아･최임천･이정송･박순철(전북대)

P1.1-88 웹 기사를 이용한 예문 추천 시스템 설계

임석영･김계영･안병언(동서대), 문대진(더블피),조대수(동서대)

P1.1-89 인텐트 퍼즈 테스트 기반 안드로이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방법

이승휘･이화중･최광훈(연세대)

P1.1-90 9축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슈즈 기반의 층간 이동 감지 기술 연구

라형진･고주곤･이준범･최윤호･김성수･이종호･최재혁(가천대)

P1.1-91 보존 염기서열 탐색 정확도 개선을 위한 방법론 비교

권대홍･이종인･조민아･이대환･김재범(건국대)

P1.1-92 대용량 요약 그래프에서 효율적인 디스크 기반 저장 기법

박성찬･박성수･서호진･한용구･이영구(경희대)

P1.1-93 모양 기반의 점자인식

김상훈･최성현(한양대)

P2.1 학부생 논문 II 6월 29일(수) 15:40-17:0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김태현(서울시립대) ▷ 평가위원B: 

P2.1-01 가상 AUTOSAR Platform 상에서의 Traction Control System 설계 및 시뮬레이션 방법

김진호･이관형･이태민･윤대건･이해승･이정태(아주대)

P2.1-02 개인 시간표 맞춤형 튜터링 매칭 알고리즘의 설계

박성민･박규민･조대수(동서대), 문대진((주)더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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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03 가상 AUTOSAR Platform 상에서의 차선 유지 System 설계 및 시뮬레이션

박선주･문정현･하영남･김호연･박효승･이정태

P2.1-04 멀티터치와 패턴인식을 통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최수범(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P2.1-05 가상 AUTOSAR Platform상에서의 자동제어 현가장치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 방법

임종찬･윤채영･임희락･조은상･이정태(아주대)

P2.1-06 야구 기록과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타격 예측 모델

상의정･정창권･이하정･한용구･이영구(경희대)

P2.1-07 내부 연결성 기반의 효율적인 동적 그래프 요약 기법

조성현･김준현･김현욱･이영구(경희대)

P2.1-08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GUI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

김민수･이승형･이성원(경희대)

P2.1-09 스트리밍 환경에서 여러 영상 암호화 방법의 효율성 비교

정선교･김대렬･조진성･이승형(경희대)

P2.1-10 스마트 홈 서비스를 위한 보안이 강화된 게이트웨이

신동주･이우상･이승형･조진성(경희대)

P2.1-11 NVDIMM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성능 평가 및 분석

정도우･오기환･이상원(성균관대)

P2.1-12 스마트 홈 IoT를 위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

조성수･김태경･정회운･한용구･유인태(경희대)

P2.1-13 Amazon 영화 리뷰를 활용한 감성분석 및 영화추천기법에 관한 연구

류송희･김용희･김응모(성균관대)

P2.1-14 주야간 사진에서의 차량 이미지 추출 방법

이효종･진홍준(전북대)

P2.1-15 MindWake : 뇌파를 이용한 졸음운전 예방 애플리케이션

김지연･안순원･지정희(건국대)

P2.1-16 다수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응답보장을 위한 분산 메시지 브로커 모델

이우상･허의남(경희대)

P2.1-17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FHIR를 활용한 감염병 환자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김태성･김우진･이도윤･김일곤(경북대)

P2.1-18 저장된 여행사진 장수 기반 여행경로 추천 시스템

오영문･김장연･한용구･한치근(경희대)

P2.1-19 컬러 카메라를 이용한 임의 표면 BRDF 측정

이가혜･이승규(경희대)

P2.1-20 과실수의 생육관제를 위한 IoT 플랫폼

조원익･강석원･김혜원･송왕철(제주대)

P2.1-21 유동적 노드 그룹핑을 위한 MQTT 노드 관리 플랫폼 설계

박나연･용찬호･서민석･이승형･허의남(경희대)

P2.1-22 실시간 HMD용 영상을 위한 모듈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박재형･이혁진･최정희･김시관(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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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23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무인 순찰

최재혁･정유정･김병만(금오공대)

P2.1-2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와 Tensorflow를 활용한 차량 모델 판별

신동･김병만(금오공대)

P2.1-25 학생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연구

유승한･최해원･이민영･박소영･김정우･송상익(낙생고)

P2.1-26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 솔루션

이현호･조현래･이현아･김병만(금오공대)

P2.1-27 블루투스 기반 휴대용 상태 측정기기 연동 앱 개발

구자현･윤수지･송슬기(서울여대), 유경아(서울여대), 이효중(IPTV 코리아), 백종호(서울여대)

P2.1-28 All-in-one 센서 디바이스 보드를 위한 전용 프로토콜 설계

이송연･이현진･홍선영(서울여대), 이상석(KETI), 김영훈(IPTV코리아), 백종호(서울여대)

P2.1-29 NRLint: Node-RED 개발 환경에서 동작하는 정적 분석 도구

송민주･이기철･채흥석(부산대)

P2.1-30 폭넓은 화질 및 지연시간 축소를 위한 개인 인터넷 방송 VDI 시스템

김만수･이승형･허의남(경희대)

P2.1-31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병해 진단 및 처방 시스템

김기범･우현준･한용구･조규홍･문현준･한동일(세종대)

P2.1-32 스마트폰 멀티모달 센서를 이용한 행동 분류 알고리즘 성능 비교

남윤진･이소희･신동규･신동일(세종대)

P2.1-33 얼굴 및 사물인식 기술을 적용한 IoT 기반의 금고 시스템

양병현･김지민･안상현･문현준(세종대)

P2.1-34 얼굴인식 기반 전자출결 시스템

박건우･방경환･정찬오･주범준･문현준(세종대)

P2.1-35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패킷 분석 통계 프로그램

김도영･유경상･양효식(세종대)

P2.1-36 사용자 감정 인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얼굴 인식 스마트 미러

박초롱･손지영･김성훈･이승형(경희대)

P2.1-37 Leap Motion을 이용한 3D 페인팅 시스템

차성환･김제언･이승형･이승규(경희대)

P2.1-38 내부건식기법 호소(湖沼)의 수질개선을 위한 IoT 기반 분석 시스템 구현

김의진･백정현･이홍로(군산대)

P2.1-39 위치기반 쿠폰/할인 서비스제공의 광고 플랫폼 개발

김다나･정민진･윤용익(숙명여대)

P2.2 소프트웨어공학 6월 29일(수) 15:40-17:0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최윤자(경북대) ▷ 평가위원B: 이우진(경북대)

P2.2-01 피처-요구사항 간 플랫폼 추적성 구축 관리 도구

심재선(제이유), 안휘･한영훈･강성원(한국과학기술원)

P2.2-02 객체지향 분석의 유스케이스와 UML 모델을 이용한 다이나믹 영향 분석 방법

이찬･윤청(충남대)



Poster Session

7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6❚Poster Session

P2.2-03 원전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안전보증 패러다임

권기춘･이장수･박기용(한국원자력연구원), 지은경(KAIST)

P2.2-04 Github에서 풀-리퀘스트와 이전 리포트간의 연결 추천 기법

정석록･이은주(경북대)

P2.2-05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중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 모델

김웅수･박준석･염근혁(부산대)

P2.2-06 피드백과 서비스 평가 기법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 방법

윤동규･박준석･염근혁(부산대)

P2.2-07 크라우드소싱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개선

김형락･이욱진(한양대)

P2.2-08 레거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재구조화 절차

정병훈･김정선(한양대)

P2.2-09 The Application of Banker’s Algorithm in Order Scheduling Management for 

Deadlock Avoidance

Zhiqiang Wu･Scott Uk-Jin Lee(한양대)

P2.2-10 유닛 테스트 생성 기법: 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실제 사례 연구

김윤호(KAIST), 홍기창(LG전자), 김문주(KAIST)

P2.2-11 Z3를 이용한 요구사항 일관성 검증 및 확인 테스팅 방안

구근회･최진영(고려대)

P2.2-12 대규모 IT 프로젝트에서 학습기반 애자일 프레임워크 적용사례 연구

박희원(고려대)

P2.2-13 Node.js에서 멀티쓰레드 기능의 필요성

김가연･이욱진(한양대)

P2.2-14 정적 분석을 통한 IMA 시스템 파티셔닝

송동훈･서용진･김현수(충남대)

P2.2-15 소규모 SW 프로젝트의 통제 및 제어 프로세스

오승원･최이수･전은진･한혁수(상명대)

P2.2-16 반응형 합성으로 합성된 유한 상태 전이 시스템의 추상화

권혁주･권기현(경기대)

P2.2-17 사례 연구를 통한 CNF 인코딩 알고리즘 비교

정대희･권기현(경기대)

P2.2-18 Comparison of Model Checking and SAT Problem: A Case Study

Anit Thapaliya･권기현(경기대)

P2.2-19 이벤트 시퀀스 기반 위험요인을 이용한 안전성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

이기철･최현재･채흥석(부산대)

P2.3 인공지능 I 6월 29일(수) 15:40-17:0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고병철(계명대) ▷ 평가위원B: 황명권(KISTI)

P2.3-01 음악 장르와 물리적 특징을 이용한 정서 예측

이성원･임현기･김대원(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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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02 음악적 특징 선별 기법을 통한 음악 구조 분석

윤지혜･임현기･김대원(중앙대)

P2.3-03 Human Activity as a Sequence to Sequence Representation

Patrick M. Emaase･Beom-Jin Lee･Byoung-Tak Zhang(서울대)

P2.3-04 Moving Object Detection Based on Background Subtraction

Ihsan Ullah･Hyo Jong Lee(전북대)

P2.3-05 Salient Region Extraction for Online Object Tracking

이혜민･김대진(POSTECH)

P2.3-06 Random Forest를 이용한 운전자의 차선변경 의도 예측

이명구･이상헌(국민대)

P2.3-07 비디오 재생기반 얼굴 스푸핑 공격 검출을 위한 왜곡과 질감 정보 분석 방법

김인한･김대진(포항공대)

P2.3-08 인셉션 모듈 기반의 보다 깊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한 한글 필기체 인식

강우영･김병희･장병탁 (서울대)

P2.3-09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연구 동향 조사

하지훈･김용혁(광운대학교)

P2.3-10 그래프 기반 준지도 학습에서 빠른 낮은 계수 표현 기반 그래프 구축

오병화･양지훈(서강대)

P2.3-11 재생 커널 힐버트 공간에서의 비모수 적 정책 기반 알고리즘

Le Pham Tuyen･Md Abu Layek･Marlith Jaramillo･정철진･김진석･최승윤･정태충(경희대)

P2.3-12 데이터 집합의 분산을 적용한 선형 SVM의 성능 개선

장재현･허지영･박문주(인천대)

P2.3-13 자동화된 알고리즘 선택을 위한 앙상블 메타추론 프레임워크

Rahman Ali･Sungyoung Lee(경희대)

P2.3-14 고수준 정보를 활용한 능동 학습 기법

허유정･김은솔･온경운･장병탁(서울대)

P2.3-15 Random Ensemble Hypernetwork for Pattern Recognition with Enzymatic Weight 

Update

Christina Baek･Dong-Hyun Kwak･Byoung-Tak Zhang(서울대)

P2.3-16 딥 러닝 기반의 신체방향 감지를 통한 최적의 로봇 위치 선정

최진영･이범진･장병탁(서울대)

P2.3-17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위한 R-CNN 기반 캐릭터 감정 학습 기법

허민오･장병탁(서울대)

P2.3-18 전이 엔트로피와 네트워크 유사도 기반 미세먼지 시계열 이상 탐지

이종선･전용권･나병국･이상길･윤성로(서울대)

P2.3-19 슈퍼컴퓨터 기반 교통 혼잡 예측을 위한 딥러닝 성능최적화

이홍석･정희진(KISTI)

P2.3-20 제한된 수의 정밀도를 갖는 메모리 네트워크 성능 분석

박성식･이세일･김세준･최혁준･윤성로(서울대)

P2.3-21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한글 필기체 인식

김병희･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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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컴퓨터시스템 I 6월 29일(수) 15:40-17:0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노동건(숭실대) ▷ 평가위원B: 

P2.4-01 중앙 집약형 SSD 캐시 디바이스 시스템 구성

이강민･조희승(전북대)

P2.4-02 Research on NAND Flash Memory Reliability Improvement

Nushaba Gadimli･Chang-Gun Lee(서울대)

P2.4-03 Research of reliability and power consumption issues of NAND-flash memory and 

overview of power consumption models

Victoria Shangina･Chang-Gun Lee(서울대)

P2.4-04 효율적인 가상머신 이주를 위한 가상머신 디스크 이미지 특성 분석

이민훈･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2.4-05 SLC/TLC 결합형 SSD 기반의 파일시스템 성능 분석

권기록･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P2.4-06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중복된 저널링 오버헤드 분석

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2.4-07 분산 메모리 기반 Spark 플랫폼의 빅데이터 질의 성능 분석

김성숙(한국종합공해연구소), 박기진(아주대)

P2.4-08 Implementation of Large Scale Deep Neural Networks in Cluster Computing

쿠모윤･최운･이한구(건국대), 김명진(이노그리드)

P2.4-09 3차원 점군 데이터의 효율적인 시각화와 직관적인 수동 분할 방안

Sunder Ali Khowaja･Bernardo Nugroho Yahya･Seok-Lyong Lee(HUFS)

P2.4-10 FPGA Based Low Power Design of An FIR Filter Using Polyphase Decompostion

Abdus Sami Hassan･Aamina Hassan･Tooba Arifeen･Hossein Moradien･Jeong-A Lee(조선대)

P2.4-11 최단 경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경유지 가중치 알고리즘

김수빈･신승수･장민해･박현민･류연승･신민호(명지대)

P2.4-12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자동주차 제어 기법

Shahroz Tariq･최현수･C.M. Wqsiq･박희민(상명대)

P2.4-13 인포그래픽의 유사 검색을 위한 시각 피쳐 분석

김상철･이승빈･낭종호(서강대)

P2.4-14 형태 묘사자를 이용한 형광 현미경 영상 내 암세포의 형태 특징 추출 및 공간분포 패턴 정보 

생성

강미선･김혜련･김명희(이화여대)

P2.4-15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small 파일 처리 성능 개선 연구

이정현(고려대)

P2.4-16 포그 컴퓨팅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IoT 서비스 Delegation 및 Management 

구조

Aymen Abdullah Alsaffar･Xuan-Qui Pham･Ton Thi Kim Loan･Ngo Quang Thai･Van-Nam 

Pham･Eui-Nam Huh(경희대)

P2.4-17 매니코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성능향상을 위한 메시지 기반 시스템 호출

엄준용･조중연･진현욱(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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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18 QQUEST : 시멘틱 연관성과 품질 정보 탐색을 위한 고급 품질 퀘스트 툴

Muhammad Afzal･Maqbool Hussain･Taqdir Ali･Wajahat Ali Khan･Sungyoung Lee(경희대)

P2.4-19 다중프로세서에서의 혼합-임계 EDZL 알고리즘에서 임계-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스케줄-가능성 분석

정남용･이진규(성균관대)

P3.1 고신뢰컴퓨팅 6월 30일(목)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허준영(한성대) ▷ 평가위원B: 김봉재(선문대)

P3.1-01 사용자 친화적 내장형 시스템 가상화 프레임워크

한욱현(KAIST), 이재우(UPENN), 조병길･신인식(KAIST)

P3.1-02 모바일기기의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사용자인증

이태경･김준형･임을규(한양대)

P3.1-03 Index search 기법을 사용한 정밀한 지자기 방위 측정법

박시몽･한상화･이종민(내비오닉스코리아)

P3.1-04 WebCL로 구현한 PolyBench 벤치마크의 전역 메모리 접근 패턴 분석

홍성인･김현준(성균관대), 전철용(삼성전자), 한환수(성균관대)

P3.1-05 문자열 정보를 활용한 MS 윈도우 실행파일 분류

조대희･박종화･조성제(단국대), 한상철(건국대)

P3.1-06 에포크 배리어를 활용한 CPU 캐시 관리 기법 분석

이경준･류성태･한환수(성균관대)

P3.1-07 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 수명과 드론 이동 거리를 고려한 랑데부 노드 선정 기법

민홍(호서대), 정진만(한남대), 김봉재(선문대), 허준영(한성대)

P3.1-08 DPLRU : 가상화 스토리지 환경에서 공유 캐시를 위한 동적 파티션 LRU

정범종･최종무(단국대)

P3.1-09 SEAndroid의 한계: 개인정보 유출 위험

정윤식･임경환･조성제(단국대)

P3.2 데이터베이스 I 6월 30일(목)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홍봉희(부산대) ▷ 평가위원B: 유재수(충북대)

P3.2-01 Efficient Array Versioning with Multi Versions Retrievals  using Skip Link and 

Spanning tree

Dawanga Vonvou･Mostofa Kamal Rasel･Young-Koo Lee(경희대)

P3.2-02 효과적인 엣지 가중치를 통한 영향력 전파 극대화

박순형･배은정･이우기(인하대)

P3.2-03 스파크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박윤재･심규석(서울대)

P3.2-04 RNA 시퀀스 데이터와 단백질 상호관계 데이터를 활용한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 보완 방법

김정림･박상현(연세대)

P3.2-05 CCTV 영상 기반 그래프 패턴 분석에 의한 도로 기상 정보 생성 시스템

김기진･홍봉희･이지완･홍재기(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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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6 모바일 환경에서 연속 범위 질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k-최근접 질의 기법

정재우･정하림･김응모(성균관대)

P3.2-07 요약 구조를 이용한 효율적인 최단경로탐색

이창주･여반석･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3.2-08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시간대별 사용자 성향 분석을 통한 이벤트에 반응하는 사용자 추론 

기법

문은식･정주원･조건형･박석(서강대)

P3.2-09 특징 추출 및 의사 결정 트리를 활용한 화재 안전사각지대 분석예측

김용완･Xu Weihua･이영구(경희대)

P3.2-10 모바일 기기에서의 사용자 관심사 분석을 이용한 개인화된 뉴스 추천 기법

이근재･김승연･류우종･이상근(고려대)

P3.2-11 아이템 집합 시계열 개념을 사용한 유사 데이터스트림 매칭 방법

여은지･이주원･임효상(연세대)

P3.2-12 Scalable Compression of a Weighted Graph

Kifayat Ullah Khan･Waqas Nawaz･Young-Koo Lee(경희대)

P3.2-13 A Combined Technique to Content Based Image Retrieval

MD AZHER UDDIN･김태연･이영구(경희대)

P3.2-14 SIMD 명령어를 이용한 효율적인 합병 정렬 조인 처리

강성현･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

P3.2-15 다중 저장소 지속성 환경을 위한 통합 NoSQL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윤경수･김건우･박경욱･이동호(한양대)

P3.2-16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유사 검색

이상훈･김하진･문양세(강원대)

P3.2-17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환경에서 SQL-On-Hadoop의 조인 질의 성능평가

박강민･이재경･김태훈･김경창(홍익대)

P3.2-18 발표자를 위한 피드백 메모 관리 시스템

이승철･박유창(동서대), 문대진((주)더블피), 조대수(동서대)

P3.2-19 간트차트/CPM기법을 이용한 일정관리 시스템 설계

김수연･조대수(동서대),문대진((주)더블피)

P3.2-20 데이터 크기가 Spark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승혜･정혜진･옥돌샘･나연묵(단국대)

P3.2-21 Spark를 이용한 건물 에너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옥돌샘･최원석･한승혜･나연묵(단국대)

P3.2-22 다중 질의 이미지 검색을 위한 효과적인 이미지 벡터 병합

김태연･이영구(경희대)

P3.2-23 이종 저장장치 환경에서의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성능 연구

이종백･이상원(성균관대)

P3.2-24 MySQL Insert Buffer의 성능 평가

이황교･이상원(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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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 사물인터넷 I 6월 30일(목)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평가위원B: 박찬원

P3.3-01 스마트 홈 서비스 도입사례로 본 발전 방향 제시

김동주･조동근･김호원(부산대)

P3.3-02 BLE 패킷을 활용한 주변 환경정보 알림 시스템 구현

강인용･이채석･신재호･김종덕(부산대)

P3.3-03 무선 메쉬 네트워크 환경에서 컨텐츠 중심 CCTV 시스템 구현

김준호･김태섭･이서형･이성원(경희대)

P3.3-04 IP-RFID를 이용한 선박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상태 모니터링

김태훈･이병하･전미진･박병권･김재중･최형림(동아대)

P3.3-05 광폭타이어의 문자 인식 및 보정 시스템 구현

김규현･장종욱(동의대)

P3.3-06 위성 통신 기반 실시간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박신준･문영식･최성필･김채수･이강배･조재희･최형림(동아대)

P3.3-07 사물인터넷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상황인지 시스템

조용성･박유상･최종선･최재영(숭실대)

P3.3-08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 

설계

이단희･황영선･남상혁･이재환･김성조(중앙대)

P3.3-09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플랫폼 참조모델

이진섭･조영제･신은섭･허의남(경희대)

P3.3-10 연구자를 위한 하이브리드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플랫폼 제안

허준환･서형윤･장재영･김종덕(부산대)

P3.3-11 지구 자기장 Finger-Print 및 추측 항법을 결합한 실시간 실내 위치정보 서비스 연구

장호준･최린(고려대)

P3.3-12 사용자 행동 연동 동행 로봇 주행 방법

김민수･강순주(경북대)

P3.3-13 원격으로 콘텐츠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액자 시스템

김태호･김영국(충남대)

P3.3-14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운용을 위한 도커 컨테이너 기반 매쉬업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

홍승현･이성원(경희대)

P3.3-15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애완견의 행동분류 시스템

오유진･김청빈･김현준･김웅희(건국대),이희연(교신저자)

P3.3-16 논리적 단위 지역 기반 실내 위치인식 시스템 구조 설계

강민주･강순주(경북대)

P3.3-17 냉동컨테이너 내부 상태 정밀 감지용 RF 센서 태그 개발

문영식･정준우･박신준･최성필･김재중･이재기･최형림(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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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인공지능 II 6월 30일(목)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고병철(계명대) ▷ 평가위원B: 석흥일(고려대)

P3.4-01 유사 건강 패턴 기반 혈당 수치 예측

김영원･김민호･정호열･한영웅･임명은･김대희･이동훈･최재훈(한국전자통신연구원)

P3.4-02 기계학습을 이용한 혈액검사 소견 생성

김유진･현종환･고병수･최호진(한국과학기술원)

P3.4-03 DNAzyme을 이용한 멀티모달 숫자패턴 학습

천효선･장병탁(서울대)

P3.4-04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RNA 설계 방법론

유재윤･최성운･하헌석･민선우･윤성로(서울대)

P3.4-05 EEG 파워 스펙트럼과 심박수를 이용한 각성 상태와 진정 마취 상태 분석

이보람･원동옥(고려대), 서광석･김현정(서울대), 이성환(고려대)

P3.4-06 안정 상태 체성감각 유발전위 기반 발 집중 의도 분류

기영진･원동옥･이성환(고려대)

P3.4-07 공간-주파수 정보를 이용한 뇌전도 기반 진정 심도 특징 추출법

김휘재･염슬기(고려대), 서광석･김현정(서울대), 이성환(고려대)

P3.4-08 동작상상 기반 BCI 시스템의 세션 간 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적 분류 기술

김선민･이민호･이성환(고려대)

P3.4-09 하지 외골격 로봇 제어를 위한 준비 유발 전위 기반의 보행 의도 분석

정지훈･이민호･이성환(고려대)

P3.4-10 동작 상상 뇌파 분류를 위한 상호 정보량 기반의 공통 공간 패턴 선택

안혜수･김정우･이성환(고려대)

P3.4-11 Towards emotional state estimation model for emotion recognition from human 

brain sensors

Raja Majid Mehmood･Hyo Jong Lee(전북대)

P3.4-12 뽀로로Q&A: 뽀로로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남장군･김경민･장병탁(서울대)

P3.4-13 얼굴 속성인식에서의 다중작업학습의 효과

현창훈･서정인･박혜영(경북대)

P3.4-14 심층 개념 계층망 기반 가정환경 이동 로봇의 사용자 일상 계획 자동 생성 및 인식 기술

이범진･최진영･장병탁(서울대)

P3.4-15 딥러닝을 활용한 답 문장 선택

김경민･장병탁(서울대)

P3.4-16 TPE(Tree Pattern Expression) 패턴 입력의 편의성을 위한 키워드 기반 검색과 서술어 기반 

검색

김준혁･서지우･최용석(한양대)

P3.4-17 순환 신경망 기반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 분류 기술

조휘열･김진화･김경민(서울대), 장정호･엄재홍(SK텔레콤), 장병탁(서울대)

P3.4-18 질의응답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질의 트리플 확장

황명권(KISTI), 백원태((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최성필(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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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19 토픽 레이블링을 이용한 월별 이슈추출

김종훈･김희찬･이수원(숭실대)

P3.4-20 Paragraph Vector를 이용한 문장 의도 예측 기법

최성호･김은솔･장병탁(서울대)

P3.4-21 사용자 후기 정보에 기반한 사용자 경험 (UX) 모델링

Jamil Hussain･Sungyoung Lee(경희대)

P3.5 정보통신 I 6월 30일(목)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남춘성(연세대) ▷ 평가위원B: 임효상(연세대)

P3.5-01 인구/복지 변동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 인구 데이터 생성 방법

정준영･이천희･배장원･백의현(ETRI)

P3.5-02 백홀 경로 선택을 지원하는 SDN 기반의 사용자 중심 무선 네트워크 접속 제어 방안

김기정･이성원(경희대)

P3.5-03 이중 호모그래피 혼합과 거리맵을 이용한 개선된 이미지 스티칭

윤재영･이서형･임성수･김준건･이대호(경희대)

P3.5-04 국가연구망 사용자를 위한 연구플랫폼 구현

이민선･문정훈(과기정보연), 유관종(충남대)

P3.5-05 ODL의 모델기반 서비스 추상화 기법에 적용되는 YANG

김선균･최수길･최미정(강원대)

P3.5-06 데이터 센터에서 고속의 I/O 처리를 위한 인피니밴드 기술

최성윤･최미정(강원대)

P3.5-07 WebRTC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에서 이기종 단말간의 상호 연동성을 고려 한 시스템 개발

백성진(고려대), 이랑혁･이창석(주식회사 구루미)

P3.5-08 QoS Support for Mobile Cloud Computing over Wireless Networks: Requirements 

and Challenges

Ramneek･Woojin Seok(KISTI), Patrick Hosein(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Wonjun 

Choi(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P3.5-09 데이터 마켓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 모델 설계

이가원･김윤곤･허의남(경희대)

P3.5-10 CCN 환경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메타 데이터 기반 스케일러블 캐싱 알고리즘

노현민･송황준(POSTECH)

P3.5-11 SA(Slice Architecture)를 활용한 Cloud Federation 구현

최원준･람닉(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석우진(KISTI)

P3.5-12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 오프로딩 시스템 구조 및 요소 기술 설계

호동혁･송황준(포항공대)

P3.5-13 고정환율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화폐 시스템 모델

임재민･유소망･박현찬･유혁(고려대)

P3.5-14 An Out-of-band Wakeup Scheme with Contention Access for Wearable Device 

Communication

Moshaddique Al Ameen･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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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15 분산 SDN 컨트롤러를 위한 제어 평면의 오프로딩에 대한 연구

한상윤･이성원(경희대)

P3.5-16 블루투스 서버기기를 이용한 임시 블루투스 기기 주소 분배

문재근･정임영(경북대)

P3.5-17 User Association in Wireless Virtualization Networks using canonical matching game

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경희대)

P3.5-18 UPPAAL을 사용한 VANET환경 안전메시지 전송 검증

최석원･안소진･임지훈･최진영(고려대)

P3.5-19 D2D 단말 탐색을 위한 스마트기지국과 단말간 협업 프로토콜

박기석･송황준(POSTECH)

P3.5-20 클라우드 환경에서 끊임없는 서비스 보장을 위한 IoT 기반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 방법 연구

손아영･허의남(경희대)

P4.1 데이터베이스 II 6월 30일(목)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홍성용(KAIST) ▷ 평가위원B: 

P4.1-01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히스토그램 공개 알고리즘

구한준･오성웅･정우환･심규석(서울대)

P4.1-02 시공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간 간격 및 시맨틱 관계 질의를 위한 효율적인 질의 처리 알고리즘

신종민･정우환･심규석(서울대)

P4.1-03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험지식 기반 검색 프로세스에 대한 성능 검증

Christine Balili･김준우･이문용(KAIST)

P4.1-04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효율적인 고차원 색인 기법

김민수･박재열･김대윤･김기훈･한진수･복경수･유재수(충북대)

P4.1-05 대용량 분산 RDF 환경에서 질의 패턴을 고려한 RDF 동적 분할 기법

김민수･전현욱･송진우･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4.1-06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 관심을 고려한 개인화 검색 기법

송진우･김민수･전현욱･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4.1-07 가용 스카이라인을 이용한 최대K질의 알고리즘 개선

나익채･김영훈(한양대)

P4.1-08 의료 빅데이터를 위한 생체 신호 저장소 구축에 관한 연구

이석훈･김도엽･김태영･박재연･고정길･박래웅･윤덕용(아주대)

P4.1-09 효율적인 유사 문자열 검색을 위한 최적 HSTree 노드 선택 기법

이태경･김종익(전북대)

P4.1-10 개선된 prefix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유사 그래프 검색 기법

권세라･김종익(전북대)

P4.1-11 Spark 환경에서 스트림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스케줄링 기법

전현욱･송진우･김민수･최도진･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4.1-12 대용량 RDF 데이터 환경에서의 분산 SPARQL 질의 처리 기법

김병훈･김대윤･고건식･노연우･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이병엽(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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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13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영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핫 토픽 예측 기법

노연우･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4.1-14 AsterixDB 기반 키워드 경로 분석 시스

송제인･유소엽･정옥란(가천대)

P4.1-15 다형질 데이터을 이용한 영화 추천 시스템

이승민･김영훈(한양대)

P4.1-16 라이프 빅 데이터에서 연관관계 분석을 위한 FCA 기반 모델

김정동(선문대)

P4.1-17 Latent Factor Space 상에서 인간 miRNA의 기능적 유사도 추론

정진하･하지환･유환조(POSTECH)

P4.1-18 RDBMS의 HDD와 SSD상에서 인터럽트 오버헤드 분석

이영석･이상원(성균관대)

P4.1-19 중장년 직업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중장년층 직종 선호 및 취업 특성 분석

김성중･김성찬･장진철･진효진･이문용(한국과학기술원)

P4.1-20 대화 말뭉치 구축을 위한 웹 크롤러 기반 대화 수집기

하승도･선동성(서울대),이해준(삼성전자),이상구(서울대)

P4.1-21 트위터 트렌드에 관한 중요 의견 저장 시스템

남용욱･김용혁(광운대)

P4.1-22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소비 유형 분석

이승은･김용희･김응모(성균관대)

P4.1-23 스파크 기반 공간 연산 구현 및 평가

손찬승･김대희･박능수(건국대)

P4.1-24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의 이력 관리를 위한 모델링 설계 절차에 대한 연구

김태우･여정모(부경대)

P4.1-25 데이터큐브를 이용한 HPAI 발병 분석 모델

서정순･이종욱･박대희･정용화(고려대)

P4.1-26 플라즈마물성데이터 처리를 위한 XML Handler 구현

박준형･송미영(국가핵융합연구소)

P4.1-27 사용자들의 커리어 간 유사성을 이용한 구인공고 추천 방안

이유진･홍지원･김상욱(한양대)

P4.1-28 희소한 데이터 환경에서 무관심 아이템을 이용한 추천 방법의 평가

이영남･황원석･김상욱(한양대)

P4.1-29 주가지수를 응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지수 개발 및 검증

안정은･김민선((주)다래전략사업화센터)

P4.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6월 30일(목)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4.2-01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스마트 재활 지원 시스템의 구축

김지언･정창원･반바타나･주수종(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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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02 클라우드 오프로더를 통한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의 질 향상

조복연･윤지혁･Piran･서덕영(경희대)

P4.2-03 증강현실을 위한 3D GIS 정보 기반 단일 카메라 인도어 맵핑

김태섭･박수경･김경원･진민우･서지원･김해진･서덕영(경희대)

P4.2-04 착용형 디바이스를 이용한 복약 순응도 개선에 대한 연구

김근영･허승훈(인포피아)

P4.2-05 GPS 기반의 모바일 추적 게임 설계

강상훈･김도현(제주대)

P4.2-06 A Monitoring Application with Kinect Camera

Niyonsaba Eric･Jong Wook Jang(동의대)

P4.2-07 SDN 기반 LTE/EPC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이동성 관리 선택 방안

김용환･조부승･김동균(KISTI)

P4.2-08 두 종류의 원거리 협력에서 공간 정보 공유를 위한 Pointer 와 Annotation 인터페이스 제안

박승범(전남대), 김승원 (University of Canterbury), 김양우･이칠우(전남대)

P4.2-09 Wi-Fi와 BLE 기반의 저전력 위치 추적 장치의 설계 및 구현

윤영섭･이진우･임재봉･백윤주(부산대)

P4.2-10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서드 파티 앱을 위한 스마트폰 플랫폼

김한주･황세영･박상원(한국외대)

P4.2-11 종합적인 사용자 컨텍스트 인지 및 추론 시스템 구현

공진혁･강동욱･Muhammad Asif Razzaq･이승룡(경희대)

P4.2-12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이진･홍승호･김정선(한양대)

P4.2-13 Spectrum Resource Allocation among Multiple Virtual Networks Mapped Over 

Wireless Cellular Network

aunas manzoor･Choong Seon Hong(경희대)

P4.2-14 스마트폰 내 모션 센서를 이용한 걸음 수 추출

김도윤･최린(고려대)

P4.2-15 웨어러블 임베디드 컴퓨터의 소모 전력 분석

이성엽･남경호･신익희･우덕균･김선태･김형신(충남대)

P4.2-16 SNS를 위한 인기 게시물 비휘발성 캐시 설계

김성민･조용운･김태석(광운대)

P4.2-17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및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의 설계

김성훈･김다영(동서대), 문대진(더블피), 조대수(동서대)

P4.2-18 CPU 부하가 큰 쓰레드를 가진 모바일 게임에서 QoS를 고려한 전력관리 기법

김민성･김지홍(서울대)

P4.2-19 웰니스 데이터를 위한 영양 기반 개인화된 SNS

Shujaat Hussain･Sungyoung Lee(경희대)

P4.2-20 스마트 병원의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례

권혜은･김희성･안성철･서영일(데이타뱅크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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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언어공학 I 6월 30일(목)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김학수(강원대) ▷ 평가위원B: 임수종(ETRI)

P4.3-01 훈민정음용 조합음절의 상형자꼴 설계

변정용･홍성범･김호영(동국대)

P4.3-02 Rough Set을 이용한 형태소 품사 태깅 코퍼스 오류 정량화

박태호･신창욱･박성재･박다솔･차정원(창원대)

P4.3-03 SVM을 이용한 음성 틱 증상 감지 연구

채수성･김인아･이규철(충남대)

P4.3-04 단어의 중의성을 활용한 사용자 분류방법 제안 - 직무 지식 검사를 중심으로

신기영･박규동･이종혁(포항공대)

P4.3-05 문자 기반 LSTM CRF를 이용한 개체명 인식

나승훈･민진우(전북대)

P4.3-06 Stack LSTM을 이용한 전이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

나승훈(전북대), 김강일(건국대), 김영길(ETRI)

P4.3-07 문단 벡터 기반 리뷰 점수 추론 어플리케이션

김원재･서진욱(서울대)

P4.3-08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황현선･이창기(강원대)

P4.3-09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조선왕조실록 내 왕의 통치 스타일 분석

박진영･선우연･오혜연(KAIST)

P4.3-10 한국어-한국수화 번역에서의 어순 조정

정헌영(POSTECH), 민은주(나사렛대학교), 이종혁(POSTECH)

P4.3-1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

김건영･이창기(강원대)

P4.3-12 한국어 어휘지도(UWordMap)와 국어사전으로 구축한 단어 벡터(USenseVector)

이주상･신준철･옥철영(울산대)

P4.3-13 의미구분 단위에 따른 word2vec 모델 비교

신수미･배수영(KISTI)

P4.3-14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 기반의  단백질 간 상호 작용 추출

최성필(경기대학교)

P4.4 정보보호 I 6월 30일(목)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4.4-01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다중 임계값을 이용한 저속 공격 탐지 기법

이재국･김성준･박찬열･홍태영(KISTI)

P4.4-02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 연구 동향

유소망･김영필･유혁(고려대)

P4.4-03 위조품 유통 방지 시스템

강주원･홍성제(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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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04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화이트리스트 패킷 차단 시스템 구축

김인호･최진영(고려대)

P4.4-05 IEEE 802.11 상태변화 패턴 유사성 분석 기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탐지에 대한 제안

박현선･유인태(경희대)

P4.4-06 지능형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수집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현

조호묵･이경석(KAIST), 김용민(전남대)

P4.4-07 공격 세력 식별을 위한 네트워크 행위 기반 악성코드 분류에 관한 연구

임효영(국방부)

P4.4-08 다양한 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침입감내시스템 설계

권현(육사),이용재･윤현수(KAIST)

P4.4-09 동적 문턱 값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속도에 대한 영향성 평가

박우진･최석환･최윤호(부산대)

P4.4-10 오픈 소스 보안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강화

권혜윤(고려대)

P4.4-11 안전한 세션 키 배포를 위한 TPM 기반의 OpenSSL RSA 키 관리 방법

이기웅･김병선･김지훈･조진성(경희대)

P4.4-12 소셜네트워크분석 및 로그 마이닝을 활용한 사용패턴 분류에 관한 연구

박창욱(고려대), 김민정(상명대), 김완주(아주대)

P4.4-13 차량네트워크(VANET)에서의 효율적인 인증 보안 매카니즘

김갑인･김영찬･이종근(창원대)

P4.5 정보통신 II 6월 30일(목)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평가위원B: 

P4.5-01 고정된 무선 환경에서 통신 끊김 해결을 위한 선택적 무선 메쉬 네트워크 모델 및 구조

김진석･정태충･최승윤･정철진･Le Pham Tuyen･Marlith Jaramillo･MD.Abu Layek(경희대)

P4.5-02 링키지 파일을 통한 온디맨드 동기화 클라우드 구조

박대철･김승곤･이창건(서울대)

P4.5-03 데이터 활용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모델

김윤곤･이가원･레네 헤인슨･허의남(경희대)

P4.5-04 Ad-hoc Network를 이용한 4G 이동통신 기지국 연결방안 제안 및 구현

고세원･김준호･이성원(경희대)

P4.5-05 기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중심도에 기반한 포워딩 기법의 성능 분석

김선겸･김진욱･김영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5-06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을 위한품질 평가 지표 선정 연구

신영록･허의남(경희대)

P4.5-07 사설 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 반복적 코호트 분석을 위한 실시간 의료 및 센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김용현･허의남(경희대)

P4.5-08 SDN상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기능 제어 구현

안계완･이성원(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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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09 랩터 코드를 사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스크린 미러렁

고윤민･송황준(POSTECH)

P4.5-10 CDN 환경에서 URL 기반 콘텐츠 부하 분산 시 발생 가능한 엣지 서버 자원 병목 문제와 그 

해결 방법

김민중･주윤덕･이종필･신동호(솔박스)

P4.5-11 고속 객체 검출을 위한 CPU-GPU 하이브리드 분산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배유석･박종열(ETRI)

P4.5-12 전자책 매출 동향의 시각적 분석 시스템 개발

김현영･심승민･임순범(숙명여대), 장윤(세종대)

P4.5-13 SDN/NFV 환경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체이닝을 위한 Q-learning기반 트래픽 플로우 분배 기법

김선혁･홍충선(경희대)

P4.5-14 SDN 환경에서 동적 흐름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인지 어플리케이션 구현

이동규･홍충선(경희대)

P4.5-15 모바일 단말의 효율적 통신을 위한 MSDN 구조 및 User Association 알고리즘

손재혁･홍충선(경희대)

P4.5-16 CDN-CCN collaboration for in-network content caching

Anselme NDIKUMANA･ChoongSeon Hong(경희대)

P4.5-17 Efficient Channel Coordination for Multi-channel MAC in VANETs

VanDung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P4.5-18 Finding shortest path considering lane changing and turn restriction

Oanh Tran Thi Kim･VanDung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P4.5-19 DODAG 구조 기반의 신뢰적 효율적 배압 라우팅

김서향･김민준･김종권(서울대)

P4.5-20 P2P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지역성 적용 기법

이경진･김은삼(홍익대)

P5.1 건설환경IT융합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김도현(제주대) ▷ 평가위원B: 

P5.1-01 스마트폰 기압센서 퓨전을 통한 붕괴지역 매몰자의 매몰깊이 추정 모델 개발

문현석･김창윤･이우식(건설연)

P5.1-02 태양광 발전 패널 영상분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기초연구

김창윤･윤준희･김두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1-03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지상시스템 개발 계획

한희정･양현･허재무･박영제(한국해양과학기술원)

P5.1-04 클라우드에서 자동 확장 및 내결함성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Ton Thi Kim Loan･Ngo Quang Thai･Xuan-Qui Pham･Aymen Abdullah Alsaffar･Eui-Nam 

Huh(경희대)

P5.1-05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의 배터리 회복 효율 탐색

김동완･이진규(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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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06 공공건설사업의 설계심의 정보 통합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옥현･김태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1-07 BIM 적용을 위한 공간분류체계 확장 개발

조근하･원지선･주기범(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1-08 BIM 기반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토타입 구현

원지선･조근하･주기범(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빔피어스)

P5.1-09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김성진･김태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1-10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구조해석 전후처리 시스템 개발

김명일･서동우･김재성(KISTI)

P5.1-11 재난대피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실증시험실 구축

박형진･서명배(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2 고성능컴퓨팅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이재환 ▷ 평가위원B: 남범석(UNIST)

P5.2-01 TOP500 리스트의 실측 성능과 테이블 속성들의 연관성 분석

이승민･박주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5.2-02 워크로드 기반 동적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장수민･온진호･이병규･안백송･전성익(한국전자통신연구원)

P5.2-03 MapReduce 워크로드를 위한 파레토 법칙 기반 성능 모델

김민기･조행래(영남대)

P5.2-04 거대과학 수행을 위한 IT 시스템 : 라이고과학협력단 사례분석

김남규･이형진(KISTI)

P5.2-05 멀티코어 NUMA 시스템에서 메모리 병렬성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윤준기･최용재･최종무(단국대)

P5.2-06 로그분석에 기반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집합환경하에 가용성을 개선한다

Cindy Pamela López Chulca･Rene Heinsen Heinsen･Nguyen Dao Tan Tri･Eui-Nam 

Huh(경희대)

P5.2-07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Hadoop과 HBase를 이용한 대용량 이미지 검색 시스템

Tri D.T. Nguyen･Ngo Quang Thai･Cindy Lopez･Rene Heinsen･Eui-Nam Huh(경희대)

P5.2-08 아파치 하이브에서의 데이터 검색 성능 측정

Usman Akhtar･Sungyoung Lee(경희대)

P5.2-09 [우수논문] 컨테이너 환경에서 과학 워크플로우를 위한 재구성 기반의 메모리 할당 기법

Theodora Adufu･Jieun Choi･Yoonhee Kim(숙명여대)

P5.2-10 동시에 실행되는 워크로드 조합에 따른 GPGPU 성능 분석

김동환･엄현상(서울대)

P5.2-11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공간 효율성을 위한 블록 스토리지 할당

이병현･안청진･송태건･김덕환(인하대)

P5.2-12 계산 과학용 양자컴퓨터의 정량적 성능분석

장아름･최병수(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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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13 하둡 기반 공간 빅데이터 인덱스 생성과 그 처리 방법

김창수(포스웨이브)

P5.2-14 대용량 과학응용 데이터의 효율적인 원거리 전송 기법 연구

변은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5.2-15 오픈 소스 PaaS : Cloud Foundry와 OpenShift의 비교

박준현･조장우(동아대)

P5.3 국방소프트웨어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진현욱(건국대) ▷ 평가위원B: 

P5.3-01 효율적인 저장 탄약 관리를 위한 마코프 의사결정 프로세스

고봉석･지성민･정민철(국방기술품질원)

P5.3-02 HLA/RTI 기반 국방 M&S 가상시험을 위한 분산 DB 코디네이터 프로토콜 설계

손진혁･이예나･최미선･김영국(충남대)

P5.3-03 객체 기동정보와 센서 탐지정보를 이용한 객체-표적 매칭 알고리즘 연구

김준형(한화탈레스)

P5.3-04 가상화 기반 함정 전투체계 SW개발 사례 연구

권상민(한화탈레스)

P5.3-05 적외선 영상 생성 및 분석을 위한 종합 S/W 개발

한국일･김도휘･최준혁･김태국(중앙대)

P5.3-06 중앙 집중형 무장관리 시스템의 성능시험 방안연구

윤인복(한화탈레스)

P5.3-07 검출기영상을 활용한 적외선카메라에서의 불량화소 검출기법

박병선･윤희진･이재익(한화탈레스)

P5.4 언어공학 II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이창기(강원대) ▷ 평가위원B: 옥철영(울산대)

P5.4-01 딥러닝 기반의 번역 품질 추정을 위한 문장 벡터 축약화 방법

김현･이종혁(포항공대)

P5.4-02 LSTM Attention Encoder를 이용한 문서의 감정 분류

권순재･김주애･강상우･서정연(서강대)

P5.4-03 반정형 문서로부터 효과적인 지식 추출 기법 제안

홍승균･신성호･선충녕･송사광(KISTI)

P5.4-04 자동 발음 정렬을 이용한 비한글 단어 발음 추정

김병창(대구가톨릭대학교)

P5.4-05 단어 의미 벡터를 이용한 생물학적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분류

박지민･정진우･박종철(KAIST)

P5.4-06 단어-거리 그래프 모형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일반화

탁해성･박진관･조환규(부산대)

P5.4-07 Compression Efficiency Of Text Images In Hangul and Other Languages

Md. Abu Layek･Seung-yoon Choi･Le Pham Tuyen･Marlith Jaramillo･JinSeok Kim･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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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jin･Eui-Nam Huh･TaeChoong Chung(경희대)

P5.4-08 절 경계 발견을 이용한 문장 단문화

신재훈･이종혁(포항공대)

P5.4-09 정보검색 기반의 의학 분야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질의 분석 방법

김주애･권순재･강상우･서정연(서강대)

P5.4-10 말뭉치 간 보간 평탄화를 사용한 통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기법의 성능 향상

이정훈･김민호･권혁철(부산대)

P5.4-11 함의 자질 추출을 위한 형태소 임베딩

오교중･이동건･임채균･최호진(KAIST),허정(ETRI)

P5.4-12 RNN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간 구문 유사도 측정

이동건･오교중･최호진(KAIST)

P5.4-13 RNN 기반 Sequence-to-Sequence 학습을 이용한 문장 복원 성능 평가

이장호･이재구･이성민･최민석･윤성로(서울대)

P5.5 인공지능 III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이승규(경희대) ▷ 평가위원B: 박혜영(경북대)

P5.5-01 대규모 가상군의 POMDP 행동계획 및 학습 사례연구

홍정표･이종민･이강훈･한상규･김기응･문일철(KAIST), 박재현(국방과학연구소)

P5.5-02 AI 계획 기반 스토리텔링

정윤경(성균관대), 배병철(홍익대)

P5.5-03 개인화된 추천 생성을 위한 교차 상황의 다계층 해석

Syed Imran Ali･Sungyoung Lee(경희대)

P5.5-04 유효한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서술적 지식 자원 분류 접근법

Maqbool Ali･Sungyoung Lee (경희대), Byeong Ho Kang (University of Tasmania)

P5.5-05 스마트 CDSS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시멘틱 추론 모델

Muhammad Asif Razzaq･Sungyoung Lee(경희대)

P5.5-06 개미 군집 최적화 라우팅에서 빠른 경로 복구를 위한 알고리즘 제안

심영보･이승관･이성원(경희대)

P5.5-07 키넥스 센서 v2를 이용한 행위인지

Thien Huynh-The･Sungyoung Lee(경희대)

P5.5-08 딥러닝을 이용한 범용적 스테그아날리시스

김현재･이재구･김규완･윤성로(서울대)

P5.5-09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AGV 통합 관제 시스템 설계

문성필･김태광･류광렬(부산대)

P5.5-10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안 솔루션 선택 제안

이융희･정재훈･안창욱(성균관대)

P5.5-11 음정 및 악기 분류를 위한 신경망

한철호･이성태･Heidi L. Tessmer･장병탁(서울대)

P5.5-12 순차데이터 학습 모델을 이용한 소비 전력기반 가전기기 분류에 관한 연구

김재현･김지현･김호원(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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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13 HITS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년도 야구 선수 평가 기법

김주희･최용석(한양대)

P5.5-14 주가 등락 예측을 위한 증권사 리포트 기반 감성 사전 구축

김기준･옥경림･이수원(숭실대)

P5.5-15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애완견의 행동 분류 방법

송기환･서대교･이재필(건국대), 이희연(교신저자)

P5.5-16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한 음원 추적 모바일 로봇 연구

정철진･최승윤･김진석･Md.Abu Layek･Le Pham Tuyen･Marlith Jaramillo･정태충(경희대)

P5.5-17 임상병리정보시스템에서 소견 추론 자동화를 위한 Induct RDR 기반 경험지식베이스 구축

현종환･오교중･김유진(한국과학기술원), 정현석･강병호(UTAS), 최호진(한국과학기술원)

P5.5-18 베이지안 신경망을 활용하는 온라인 이미지 인식을 통한 순차 추정

손성호･김지섭･장병탁(서울대)

P5.5-19 자율 주행 로봇의 경로계획 문제에 적용 가능한 순차적 작업영역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Seung-yoon Choi･Md Abu Layek･Le Pham Tuyen･Cheoljin Jeong･Jinseok Kim･Marlith 

Jaramillo･TaeChoong Chung(경희대)

P5.6 정보통신 III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이상환(국민대) ▷ 평가위원B: 강무선(경희대)

P5.6-01 Throughput Estimation of Rate Adaptation Algorithm in HTTP Streaming

와카스라만･정광수(광운대)

P5.6-02 HTTP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의 QoE 향상을 위한 보수적 품질 조절 알고리즘

김명우･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6-03 지역 에지 패턴 기반의 코너 검출 방법

송기훈･김재면･Farkhod Makhmudkhujaev･홍석진･채옥삼(경희대)

P5.6-04 Process Migration Using Docker Container in SDN Environment

Ashis Talukder･Sarder Fakhrul Abedin･Anupam Kumar Bairagi･Md Golam Rabiul 

Alam･SeonHyeok Kim･Sungwon Lee･Choong Seon Hong(경희대)

P5.6-05 Nonlinear Perron-Frobenius Theory Based Resource Allocation in Wireless 

Virtualization Network

Tai Manh Ho･S.M Ahsan Kazmi･Choong Seon Hong(경희대)

P5.6-06 메시-풀 구조 기반 P2P VOD 시스템에서의 스트리밍 성능 향상을 위한 구간 캐싱 기법 적용

강보아･김은삼(홍익대)

P5.6-07 Privacy-preserving for Offloading Services on Cloud

Chuan Pham･Choong Seon Hong(경희대)

P5.6-08 무선 환경에서 다중 경로 TCP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지연기반 AIMD 기법

강현수･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6-09 고화질 영상을 위한 P2P 기반의 스트리밍 기법 구현 및 성능 평가

조기덕･한두균･장동현･명민경(마블루스)

P5.6-10 HAS 환경에서 비디오 탐색의 QoE를 보장하기 위한 전송률 적응 기법

정훈영･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6-11 Resource Allocation with Interference Management in 5G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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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Ahsan Kazmi･Tai Manh Ho･Choong Seon Hong(경희대)

P5.6-12 에너지 수집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압축 및 전송 범위 조절 기법

이준민･오엄지･노동건･윤익준(숭실대)

P5.6-13 사용자 맞춤형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 실시간 웹 VDI 시스템

백현지･허의남(경희대)

P5.6-14 데이터 집중형(Data-Intensive Science) 과학을 위한 ScienceDMZ 기반 빅데이터 전송 연구

문정훈･이민선(KISTI)

P5.6-15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공공데이터 및 센서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 플랫폼 구조 설계

변준영･공병국･유영빈･허의남(경희대)

P5.6-16 웹 환경에서의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현

오재용･김혜진･박세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P5.6-17 동적 HTTP 비디오 스트리밍의 전송률 적응을 위한 상태 기계 모델

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6-18 Outband D2D Communication for Layered Video Delivery in ICN Enabled Cellular 

Network

Saeed Ullah･Choong Seon Hong(경희대)

P5.6-19 자원 효율적인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스케쥴링 전략

Seung-yoon Choi･Md Abu Layek･Le Pham Tuyen･Cheoljin Jeong･Jinseok Kim･Marlith 

Nguyen Duc･박준현･조건륜･김종권(서울대)

P5.6-20 오픈플로우 무선메쉬네트워크 환경에서 디바이스와 토폴로지 디스커버리 방법

Syed Muhammad Raza･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

P5.6-21 CCNx 환경에서 동적 메모리 기반 효율적 콘텐츠 제공 기법

이진원･홍충선(경희대)

P5.7 컴퓨터시스템 II 7월 1일(금) 10:00-11: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박희민(상명대) ▷ 평가위원B: 

P5.7-01 가상머신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

전중배･박근영･김두현(건국대)

P5.7-02 병렬화 옵션을 사용하는 Global EDF의 응답시간 분석 기반 스케줄가능성 테스트

조영은･이창건(서울대)

P5.7-03 다양한 OpenCL 디바이스에서의 OpenCL 2.0 SVM의 성능 검증

김정욱･정우근･이재진(서울대)

P5.7-04 분산 파일 시스템 Ceph의 메신저 성능 분석

정보돈･송의석･한윤정･박성용(서강대)

P5.7-05 가상화 환경에서의 메모리 경합도 측정과 모델 평가

강민규･엄현상(서울대)

P5.7-06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을 위한 자료 처리 시스템

양현･한희정･허재무･박영제(한국해양과학기술원)

P5.7-07 비휘발성 메모리의 영속 객체를 위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및 영속화 기법

이성수･이성진･원유집(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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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7-08 리눅스에서 메인메모리 저장소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분석

이용섭･박성용(서강대)

P5.7-09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IT자산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원범･여정모(부경대)

P5.7-10 리눅스 기반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한 Virtual Runtime 밸런싱 알고리즘

현진화･노순현･박대동･홍성수(서울대)

P5.7-11 다중 카메라 응용을 위한 카메라 프레임워크

이혜민･신동군(성균관대)

P5.7-12 블록 저장 장치 특성에 따른 리눅스 블록 I/O 흐름 분석

김재훈･이용섭･박성용(서강대)

P5.7-1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FreeRTOS의 실시간 성능분석

신익희･남경호･이성엽(충남대), 우덕균･김선태(ETRI), 김형신(충남대)

P5.7-14 선택적 프리로딩을 지원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기반 웹브라우저

김규식･양승원･윤태원･이호영･이동현･김태석(광운대)

P5.7-15 이기종 클러스터에서 위성자료의 병렬처리 성능 비교

허재무･양현･한희정(한국해양과학기술원)

P5.7-16 웹 기반의 ROS 패키지 업데이트 시스템

박찬영･정해건･이재면･강경태(한양대)

P5.7-17 소형 컴퓨터 기반의 드론 백업 시스템

백전성･이재면･정해건･강경태(한양대)

P5.7-18 정확한 메모리 간섭 딜레이 분석을 위한 메모리 액세스 패턴 기반 DRAM 분할 기법

어정윤･이창건(서울대)

P5.7-19 Openstack Swift환경에서의 오브젝트 서버기반 암호화 기법

안정근･강수용(한양대)

P5.7-20 DLA 모의실험을 이용한 객체 군집화

트란뚜안･나인섭･김수형(전남대)

P5.7-21 Affine 변환에 기반한 지역특징 선별을 이용한  객체 매칭 속도개선

디우니･홍따이･나인섭･김수형･오아란(전남대)

P6.1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I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김영국(충남대) ▷ 평가위원B: 윤용익(숙명여대)

P6.1-01 Third-Eye 기반 상업정보 제공시스템

박진현･박준(홍익대)

P6.1-02 알림 전달 최적화를 통한 스마트워치 에너지 소모 감소 기법

김하종･송욱･김지홍(서울대)

P6.1-03 Atmega128과 PWM을 활용한 광 치료 장치 개발

김대천･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

P6.1-04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홈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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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염상길･추현승(성균관대)

P6.1-05 소셜 방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콘텐츠 마인드맵 지식베이스 자동 구축 기술 개발

이해솔･신사임･장달원･이종설･장세진(전자부품연구원)

P6.1-06 웨어러블 센서에 기초한 인간동작 인식을 위한 온라인 프레임워크

Feri Setiawan･Aria Ghora Prabono･Bernardo Nugroho Yahya･Seok-Lyong Lee(HUFS)

P6.1-07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을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 고객맞춤형정보 추출기술 구현

이태호･유진후･박희민(상명대)

P6.1-08 기계 학습을 이용한 운동 중 에너지 소모량 추정 방법

김솔지･이경우(연세대)

P6.1-09 모바일 OLED 디스플레이 대상의 작은 오버헤드의 샷 경계 검출 기법

이병훈･김영진(아주대)

P6.1-10 모바일 AM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개선된 2차원 픽셀 전력 모델

홍성우･김석원･김영진(아주대)

P6.1-11 스마트 기기에서의 디리슐레 과정 혼합 모델을 이용한 행위인지

강동욱･이승룡(경희대)

P6.1-12 C2C 모바일 중고 서적 거래 시스템 개발

김지은･강웅석･장진욱(건국대학교), 송인희(페이데이), 박희정(평화이즈)

P6.1-13 의료 정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화면 설계 및 구축사례

서영일･권혜은(데이타뱅크시스템즈)

P6.1-14 스마트 병원 서비스의 하이브리드 앱 개발 사례

김희성･권혜은(데이타뱅크시스템즈)

P6.1-15 병원 모바일 시스템의 Push 서버 구축사례

안성철･권혜은･김희성(데이타뱅크시스템즈)

P6.1-16 환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례

권혜은･연제봉(데이타뱅크시스템즈)

P6.2 사물인터넷 II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이강복 ▷ 평가위원B: 

P6.2-01 상호운용 IoT 센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포맷에 대한 사례 연구

김아영･이준우(ETRI)

P6.2-02 Home 환경에서 사용자의 상황 파악을 위한 IoT 로그 수집 시스템

김화정(삼성전자), 염헌영(서울대)

P6.2-03 사물인터넷에서 근접 영역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BLE 어댑터 설계

오정훈･백문기･오길탁･이규철(충남대)

P6.2-04 모바일 싱크와 면역 알고리즘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 클러스터 프로토콜

이재선･유인태(경희대)

P6.2-0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속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리드 기반의 효율적인 라우팅 연구

정종환･유인태(경희대)

P6.2-06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한 도커 기반 게이트웨이

유재홍･손윤희･이규철(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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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07 IoT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시맨틱 분석 시스템

문승일･홍충선(경희대)

P6.2-08 비콘을 활용하여 실내위치 찾는 사전 컷-오프 방식

김동준･박병관･손주영(해양대)

P6.2-09 RPL 기반 IoT환경에서 루프 회피를 위한 부모 노드 선정 메트릭 개선

이성준･정상화･김재영(부산대)

P6.2-10 oneM2M 구현 플랫폼 mobius 상의 end-to-end 보안 적용 방안 연구

박창준･허신욱･인영진･최종석･김호원(부산대)

P6.2-11 oneM2M 플랫폼에 대한 보안분석

박종규･최종석･김호원(부산대)

P6.2-12 무선센서네트워크(WSN)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연구

선경희･유인태(경희대)

P6.2-13 Publish/subscribe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이벤트 전달을 위한 계층구조 기반 혼합 모델

Van-Nam Pham･Aymen Abdullah Alsaffar･Eui-Nam Huh(경희대)

P6.2-14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한 Chaskey 알고리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가람･박태환･김호원(부산대)

P6.2-15 비정상적 움직임 관측에 의한 실시간 낙상 탐지 기법 제안

Ngo Quang Thai･Xuan-Qui Pham･Ton Thi Kim Loan･Nguyen Dao Tan Tri･Aymen 

Abdullah Alsaffar･Eui-Nam Huh(경희대)

P6.2-16 해상 Wi-Fi 네트워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변승규･김동현･손성호･김종덕(부산대)

P6.3 전산교육시스템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조정원(제주대) ▷ 평가위원B: 박남제(제주대)

P6.3-01 교양 과목으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이영석(강남대), 조정원(제주대)

P6.3-02 SQL 실습을 위한 온라인 저지 시스템

박정혁･신유현･이상구(서울대)

P6.4 정보보호 II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조정원(제주대) ▷ 평가위원B: 박남제(제주대)

P6.4-01 랜섬웨어의 종류와 앞으로의 동향

서규원･김호원(부산대)

P6.4-02 ASIC 공정 오류를 이용한 PUF 설계방안

지장현･김해용･김호원(부산대)

P6.4-03 Stateful 해시 기반 서명 기법 동향 및 전망

박태환･배봉진･이가람･김호원(부산대)

P6.4-04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에 관한 연구

허신욱･박창준･인영진･김호원(부산대)

P6.4-05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용한 합성체 AES S-Box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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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석･심재훈(안양대), 유수봉(도원정보시스템(주)), 강민섭(안양대)

P6.4-06 Balance Triangle 구조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그룹 구성원의 참여 경향 변화 분석

변형호･김종권(서울대)

P6.4-07 Emscripten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

남현우･박능수(건국대)

P6.4-08 코드 재사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방안

박용구･최진영(고려대)

P6.4-09 Container 기반의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향상을 위한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SIEM) 시스템 구조 제안

박준학･박준영･허의남(경희대)

P6.4-10 국내 공공기관 정보유출사고의 문제점과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해결방안

이재득･김수현･류연희･정소현(부경대)

P6.4-11 그룹웨어 로그를 통합 병합하여 효율성 및 안전성 증대 계획

황순영(아주대)

P6.4-12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성이 강화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구현

서영덕･한재현･하수진･엄현상(서울대)

P6.4-13 사물인터넷망에서의 오픈 문제에 대한 보안 문제 분석

정승화･김정태(목원대)

P6.4-14 A Secure Provenance-Aware Model for Internet of Things

Sabah Suhail･Choong Seon Hong(경희대)

P6.4-15 해사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안전한 비밀정보 공유 기법

이동혁･박남제(제주대)

P6.5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6.5-01 영상 인식을 위한 가상 학습셋: 초기 실험 및 생성 결과

이주행･이재연･김재홍(ETRI)

P6.5-02 사무 환경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스처 인터페이스 및 진동 피드백의 활용

한상윤･유용재･최승문(포항공대)

P6.5-03 휴대용 눈동자추적 키보드의 타속 향상을 위한 단어 추천 알고리즘

백정환･최현수(서울대), 이용은･박재승･석윤찬･정의진((주)비주얼캠프), 윤성로(서울대)

P6.5-04 IoT환경에서 증강현실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손목회전기반 장치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고건･채한주･최유리･황정인･김이은･서진욱(서울대)

P6.5-05 Web-GL 기반의 전유전체 서열 가시화 시스템

이다영･권대건･조환규(부산대)

P6.5-06 시맨틱 태그 분석과 음악 선호도 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음악 추천 기법

한상훈･문지훈･김용성･황인준(고려대)

P6.5-07 전자책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활용하기 위한 피드백 처리 엔진의 구현

최자령･임순범(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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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08 ASM을 적용하여 구한 얼굴의 특징 점을 이용한  가보 필터 기반의 정확한 얼굴 주름 검색

조현준･김동윤(아주대)

P6.5-09 3D Printability 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

박지영･신화선(전자부품연구원)

P6.5-10 3D 환경 내 빛의 굴절과 반사 구현에 관하여

강신동･설진석･홍철주(연세대)

P6.5-11 피부가 존재하는 정지 영상을 통한 홍반 측정 방법

오성돈･김동윤(아주대)

P6.5-12 스파크를 사용한 다중 레이블 질의를 위한 대규모 이미지 클러스터링

Wasiq･박희민(상명대)

P6.5-13 앙상블 박스 - 다양한 음색의 멜로디를 표현하는 어린이용 전자 오르골 디자인

김영호･황정인･서진욱(서울대)

P6.5-14 정보경량화 개념 기반 원자력 플랜트 감시계통의 설계절차 및 방법

장귀숙･박기용(한국원자력연구원)

P6.5-15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주행보조시스템을 위한 차량 마운트용 IR 카메라 보드의 개발

박영진･조희섭･류홍근(대구경북과학기술원)

P6.5-16 3차원 점군 데이터의 효율적인 시각화 방안 및 직관적인 수동 분할 방안

레카 파틸･아쇽 쿠말 파틸･김종민･채영호(중앙대)

P6.5-17 MultiMap: 트리맵을 개선한 다차원 계층적 데이터 시각화

조재민･패트릭 애마쎄･김원재･서진욱(서울대)

P6.5-18 전화통화시 감성-햅틱아이콘 매칭을 이용한 진동촉각 기반의 감성 증강을 위한 기술구현

정윤아･전석희(경희대)

P6.5-19 개의 행동에 따른 기분 변화 측정 위젯

김유연･김혜진･장현국･김지인(건국대)

P6.5-20 FRIDOG : 반려견 동반자와 반려견의 감정교류를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창빈･김현주･장현국･김지인(건국대)

P6.5-21 꽃식물 분류를 위한 효율적인 단어주머니 모델

이칠우･아이치 수브흐라(전남대)

P6.5-22 SNS의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네트워크 와해 가능성

정지완(KAIST), 강정한(연세대), 문수복(KAIST)

P6.5-23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상의 채팅의 단어 구름 기반 동적 시각화

황정인･서진욱(서울대)

P6.5-24 RGB-D를 이용한 차량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연구

박기서(두원공대)

P6.6 컴퓨터시스템 III 7월 1일(금) 13:00-14:20  제주ICC 3층 로비

▷ 평가위원A: 김태현(서울시립대) ▷ 평가위원B: 

P6.6-01 하이브리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SSD를 고려한 객체 매핑 방법

김정환･강수용(한양대)

P6.6-02 상업용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 검색을 위한 선택형 시각 기술자와 레이아웃의 유사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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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김상철･이승빈･최효진･낭종호(서강대)

P6.6-03 오픈스택 스위프트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의 작은 파일 입출력에 대한 병목 현상 

분석

오규석･강수용(한양대)

P6.6-04 심해 해저로봇 CR6000의 원격제어를 위한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김방현･심형원･박진영･전봉환･이판묵(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6.6-05 순서 증가를 인식하는 블록 단위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로그 블록 방식의 임의 쓰기 성능 개선

안정철･신동군(성균관대)

P6.6-06 Task 특성에 따른 Linux governor들의 성능 비교 분석

김형태･김영필･유혁(고려대)

P6.6-07 컨테이너 기반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관리 시스템

김지환･송황준(포항공대)

P6.6-08 리눅스 User-Space상의 CPU DVFS governor의 구현 및 에너지 효율 분석

온진호･안백송･이병규･장수민･전성익(한국전자통신연구원)

P6.6-09 RAPL과 전력 측정장치를 이용한 장치 별 전력 사용량 측정 방법

이병규･안백송･온진호･장수민･전성익(한국전자통신연구원)

P6.6-10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및 표출 시스템 설계/구축

김평강･김형헌･김태우(이노뎁)

P6.6-11 네트워크 미들박스의 수평적 확장성을 위한 어노테이션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레벨 추상화 및 

프레임워크

우신애(한국과학기술원), Justine Sherry･한상진(UC Berkeley), 문수복(한국과학기술원), Sylvia 

Ratnasamy･Scott Shenker(UC Berkeley)

P6.6-12 GPU를 이용한 음향 신호 저역/고역 통과 필터 구현

이대철･성현주･김철기(한국항공대학교)

P6.6-13 A Remote system for Monitoring Auxiliary Data Center Environments with Lower 

Hardware Cost

Lionel Nkenyereye･Jong-wook Jang(동의대)

P6.6-14 다중 SSD 시스템에서 안정적 성능 제공을 위한 관리 기법의 설계

김병석･노삼혁(UNIST)

P6.6-15 뉴메모리 지연시간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성능의 실험적 분석

김정현(홍익대),문영제･노삼혁(UNIST)

P6.6-16 네트워크 직접 연결 저장장치로 구성한 빅데이터 저장 장치의 실험적 성능 검증

임근학･박정규･노삼혁(울산과학기술원)

P6.6-17 ADIOS 미들웨어를 사용한 HDFS의 성능 향상

박정규･임근학･노삼혁(울산과학기술원)

P6.6-18 Monitoring of Cloud-Based Resources

Muhammad Afaq･Wang-Cheol Song(제주대)

P6.6-19 질환별 의료영상 뷰 매칭 시스템 구축 및 응용

노시형･정창원･윤권하･주수종(원광대)

P6.6-20 Apache Mesos/Spark 기반 효율적인 공유형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BigData 벤치마킹

김남곤･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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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선 P1.1-39 권영대 O2.1-07 김민수 P4.1-05 김윤정 P1.1-65

강동욱 P6.1-11 권혁주 P2.2-16 김민주 P1.1-68 김윤호 O1.1-04

강동현 O4.5-01 권현 P4.4-08 김민중 P4.5-10 김윤호 O1.2-01

강미선 P2.4-14 권혜윤 P4.4-10 김방현 P6.6-04 김윤호 P2.2-10

강민규 P5.7-05 권혜은 P4.2-20 김병석 P6.6-14 김의진 P2.1-38

강민주 P3.3-16 권혜은 P6.1-16 김병창 P5.4-04 김인한 P2.3-07

강보아 P5.6-06 기영진 P3.4-06 김병훈 P4.1-12 김인호 P4.4-04

강상원 P1.1-15 길선영 P1.1-72 김병희 P2.3-21 김재영 P6.2-09

강성현 P3.2-14 김가연 P2.2-13 김봉재 O3.1-03 김재현 P5.5-12

강신동 P6.5-10 김건영 P4.3-11 김상욱 O2.4-04 김재형 O4.1-06

강우영 P2.3-08 김건우 O4.1-01 김상철 P2.4-13 김재훈 P5.7-12

강윤지 O3.3-06 김경림 O2.2-02 김상철 P6.6-02 김정동 P4.1-16

강인용 P3.3-02 김경민 P1.1-57 김서향 P4.5-19 김정림 P3.2-04

강재석 P6.4-05 김경민 P3.4-15 김석원 O4.7-06 김정욱 P5.7-03

강주원 P4.4-03 김계영 P1.1-88 김선겸 P4.5-05 김정태 P6.4-13

강현수 P5.6-08 김규식 P5.7-14 김선균 P3.5-05 김정현 P6.6-15

경민기 O4.7-03 김규현 P3.3-05 김선민 P3.4-08 김정호 O6.1-03

고건 P6.5-04 김근영 P4.2-04 김선혁 P4.5-13 김정환 P6.6-01

고봉석 O4.4-07 김기정 P3.5-02 김성중 P4.1-19 김종권 O4.4-02

고봉석 P5.3-01 김기준 P5.5-14 김성진 P5.1-09 김종훈 O4.6-06

고세원 P4.5-04 김기진 P3.2-05 김성훈 P4.2-17 김종훈 P3.4-19

고용빈 O5.2-02 김나언 O4.8-01 김솔지 P6.1-08 김주애 P5.4-09

고원석 O4.3-03 김남곤 P6.6-20 김수빈 P2.4-11 김주환 O6.1-04

고윤민 P4.5-09 김남규 P5.2-04 김수연 P3.2-19 김주희 P5.5-13

고인석 O4.8-04 김남호 O4.8-05 김아영 P6.2-01 김준혁 P3.4-16

공진혁 P4.2-11 김도윤 P4.2-14 김연어 O4.4-06 김준형 P5.3-03

공판화 O2.4-01 김도현 O2.4-06 김영광 P1.1-05 김준호 O1.1-03

곽견훈 P1.1-61 김도현 P4.2-05 김영기 O4.2-01 김준호 P3.3-03

곽견훈 P1.1-62 김동영 P1.1-29 김영원 P3.4-01 김지선 O4.5-03

곽현호 O4.5-04 김동완 P5.1-05 김영호 P6.5-13 김지언 P4.2-01

구근회 P2.2-11 김동주 P3.3-01 김예찬 P1.1-31 김지연 P2.1-15

구자현 P2.1-27 김동준 P6.2-08 김완주 O5.5-03 김지현 O4.2-05

구지민 P1.1-07 김동환 P5.2-10 김용성 P1.1-43 김지환 P6.6-07

구한준 P4.1-01 김만수 P2.1-30 김용완 P3.2-09 김진석 P4.5-01

권기록 P2.4-05 김명우 P5.6-02 김용현 P4.5-07 김진현 O4.3-06

권기춘 P2.2-03 김명일 P5.1-10 김용환 P4.2-07 김창수 P5.2-13

권대홍 P1.1-91 김민규 O2.3-02 김웅기 P1.1-70 김창윤 P5.1-02

권병욱 P1.1-11 김민기 P5.2-03 김웅수 P2.2-05 김천용 O5.4-01

권상민 P5.3-04 김민성 P4.2-18 김원재 P4.3-07 김철원 O4.3-01

권선영 O5.1-07 김민수 P2.1-08 김유연 P6.5-19 김태섭 P4.2-03

권세라 P4.1-10 김민수 P3.3-12 김유진 P3.4-02 김태성 P2.1-17

권순재 P5.4-02 김민수 P4.1-04 김윤곤 P4.5-03 김태연 P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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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O5.3-04 문현준 P2.1-34 박창욱 P4.4-12 송치영 O3.1-02

김태우 O5.2-01 민구봉 O2.2-07 박창준 P6.2-10 송현섭 O2.5-06

김태우 P4.1-24 민홍 P3.1-07 박천음 O2.1-03 신기영 P4.3-04

김태준 O4.7-05 박강민 P3.2-17 박초롱 P2.1-36 신동 P2.1-24

김태호 P3.3-13 박건우 P1.1-09 박태호 P4.3-02 신동주 P2.1-10

김태훈 P3.3-04 박기서 P6.5-24 박태환 P6.4-03 신수미 P4.3-13

김평강 P6.6-10 박기석 P3.5-19 박한철 O2.1-08 신승연 P1.1-86

김하종 P6.1-02 박기진 P2.4-07 박현선 P4.4-05 신승열 O4.3-04

김한주 P4.2-10 박나연 P2.1-21 박형진 P5.1-11 신영록 P4.5-06

김혁 O3.3-03 박대준 O2.5-05 박희원 P2.2-12 신익희 P5.7-13

김현 P5.4-01 박대철 P4.5-02 박희진 O4.7-02 신재호 O3.3-04

김현영 P4.5-12 박병선 P5.3-07 배유석 P4.5-11 신재훈 P5.4-08

김현재 P5.5-08 박상대 P1.1-26 백다솜 P2.3-15 신종민 P4.1-02

김현준 O2.3-03 박상현 O5.1-03 백성진 P3.5-07 신준철 O2.1-04

김형락 P2.2-07 박선주 P2.1-03 백승석 O1.1-06 신지용 P1.1-41

김형진 O5.1-01 박성민 P2.1-02 백전성 P5.7-17 신진이 P1.1-02

김형태 P6.6-06 박성식 P2.3-20 백정환 P6.5-03 심영보 P5.5-06

김화목 O4.4-05 박성제 O2.5-02 백지원 P1.1-76 심주보 P1.1-66

김화정 P6.2-02 박성진 O3.2-02 백현지 P5.6-13 안계완 P4.5-08

김휘재 P3.4-07 박성찬 P1.1-92 백희원 P1.1-83 안미진 P1.1-58

김희광 O2.4-03 박세길 O2.2-05 변승규 P6.2-16 안성철 P6.1-15

김희성 P6.1-14 박수라 P1.1-69 변은규 P5.2-14 안승민 P1.1-22

나승훈 P4.3-05 박순형 P3.2-02 변정용 P4.3-01 안재형 O1.2-05

나승훈 P4.3-06 박시현 P1.1-37 변준영 P5.6-15 안정근 P5.7-19

나익채 P4.1-07 박신준 P3.3-06 변형호 P6.4-06 안정은 P4.1-29

나현영 P1.1-35 박연희 P1.1-52 상의정 P2.1-06 안정철 P6.6-05

남용욱 P4.1-21 박영진 P6.5-15 서광원 P1.1-06 안진현 O4.3-08

남윤진 P2.1-32 박용구 P6.4-08 서규원 P6.4-01 안형준 O4.4-01

남장군 P3.4-12 박우진 P4.4-09 서동규 P1.1-38 안혜수 P3.4-10

남택호 O4.3-02 박유림 O4.2-07 서영덕 P6.4-12 안휘 P2.2-01

남현우 P6.4-07 박윤재 P3.2-03 서영일 P6.1-13 양태훈 O5.4-04

노승준 O3.3-01 박재현 O1.2-03 서정순 P4.1-25 양현 P5.7-06

노시형 P6.6-19 박재형 O4.5-06 서형준 O4.2-06 양현식 P1.1-13

노연우 P4.1-13 박재형 P2.1-22 서호진 O4.1-04 양효식 P2.1-35

노연진 O2.5-04 박정규 P6.6-17 선경희 P6.2-12 어정윤 P5.7-18

노현민 P3.5-10 박정혁 P6.3-02 선현수 O4.8-02 엄성민 O4.6-09

디우니 P5.7-21 박정흠 O2.3-01 손민재 P1.1-47 엄준용 P2.4-17

라형진 P1.1-90 박종규 O3.3-02 손성민 P1.1-33 여상원 P1.1-03

류단휘 O4.6-05 박종화 O3.1-04 손성호 P5.5-18 여은지 P3.2-11

류병용 O5.2-03 박준규 O3.1-01 손시운 O4.1-07 염상길 O4.8-06

류송희 P1.1-36 박준렬 P1.1-85 손아영 P3.5-20 염상길 P5.6-20

류송희 P2.1-13 박준학 P6.4-09 손재혁 P4.5-15 염상길 P6.1-03

류은주 P1.1-24 박준현 P5.2-15 손주형 P1.1-49 염상길 P6.1-04

문성태 O5.5-02 박준형 P4.1-26 손진혁 P5.3-02 오교중 P5.4-11

문성필 P5.5-09 박지민 P5.4-05 손찬승 P4.1-23 오규석 P6.6-03

문수현 P1.1-63 박지영 O6.2-03 송광호 O4.1-05 오병화 P2.3-10

문승일 P6.2-07 박지영 P6.5-09 송기환 P5.5-15 오성돈 P6.5-11

문영식 P3.3-17 박지우 P5.6-17 송기훈 P5.6-03 오승원 P2.2-15

문은식 P3.2-08 박지원 P1.1-44 송동훈 P2.2-14 오안 P4.5-18

문재근 P3.5-16 박지현 O4.2-04 송민주 P2.1-29 오엄지 P5.6-12

문정훈 P5.6-14 박진영 P4.3-09 송용주 O5.1-06 오영문 P2.1-18

문현석 P5.1-01 박진현 P6.1-01 송제인 P4.1-14 오영준 P1.1-10

문현준 P2.1-33 박찬영 P5.7-16 송진우 P4.1-06 오유진 P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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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용 P5.6-16 이동혁 P6.4-15 이주행 P6.5-01 정보돈 P5.7-04

오정훈 P6.2-03 이민경 O2.5-01 이주현 O5.5-04 정석록 P2.2-04

옥돌샘 P3.2-21 이민선 P3.5-04 이준석 P1.1-28 정석원 O2.1-02

옥현 P5.1-06 이민호 P2.4-06 이지완 O5.1-05 정선교 P2.1-09

온진호 P6.6-08 이민훈 P2.4-04 이진 P4.2-12 정성진 P1.1-16

와카스라만 P5.6-01 이범진 P3.4-14 이진섭 P3.3-09 정우식 P1.1-45

우수진 P1.1-18 이병규 P6.6-09 이진원 P5.6-21 정윤경 P5.5-02

우신애 P6.6-11 이병현 P5.2-11 이찬 P2.2-02 정윤아 P6.5-18

원지선 P5.1-08 이병훈 P6.1-09 이창빈 P6.5-20 정재우 P3.2-06

유소망 P4.4-02 이보람 P3.4-05 이창주 P3.2-07 정재화 P1.1-55

유소엽 P1.1-67 이상은 P1.1-27 이충연 O5.2-05 정종욱 O1.2-06

유승한 P2.1-25 이상헌 P2.3-06 이충헌 O4.7-07 정종환 P6.2-05

유용재 O2.2-01 이상훈 P3.2-16 이칠우 P4.2-08 정준영 P1.1-84

유재윤 P3.4-04 이석준 P1.1-01 이칠우 P6.5-21 정준영 P3.5-01

유재홍 P6.2-06 이석훈 P4.1-08 이태경 P3.1-02 정지완 P6.5-22

유진후 P6.1-07 이성빈 P1.1-08 이태경 P4.1-09 정지훈 P3.4-09

육상민 P1.1-71 이성수 P5.7-07 이태형 P1.1-21 정진하 P4.1-17

윤경수 P3.2-15 이성엽 P4.2-15 이한솔 P1.1-79 정철진 P5.5-16

윤대건 P2.1-01 이성원 P2.3-01 이해솔 P6.1-05 정헌영 P4.3-10

윤동규 P2.2-06 이세권 O2.5-03 이현진 P2.1-28 정현학 O2.3-05

윤동희 P1.1-78 이승민 P4.1-15 이현호 P2.1-26 정형근 P1.1-46

윤영섭 P4.2-09 이승민 P5.2-01 이혜민 P2.3-05 정훈영 P5.6-10

윤용익 O4.7-01 이승은 P4.1-22 이혜민 P5.7-11 조건륜 O3.2-03

윤용익 P2.1-39 이승준 P1.1-14 이호전 P1.1-51 조근하 P5.1-07

윤원경 O1.1-05 이승철 P3.2-18 이홍석 P2.3-19 조기덕 P5.6-09

윤인복 P5.3-06 이승휘 P1.1-89 이황교 P3.2-24 조대희 P3.1-05

윤장성 P1.1-77 이어진 P1.1-82 임경환 P3.1-09 조복연 P4.2-02

윤재영 P3.5-03 이영남 P4.1-28 임근학 P6.6-16 조성근 O4.4-04

윤준기 P5.2-05 이영민 P1.1-48 임재민 P3.5-13 조성만 P1.1-80

윤지혜 P2.3-02 이영석 P4.1-18 임재상 P1.1-53 조성수 P2.1-12

윤태영 P1.1-32 이용섭 P5.7-08 임종찬 P2.1-05 조성현 P2.1-07

윤혜진 P1.1-12 이우상 P2.1-16 임지영 O4.1-02 조세형 O6.2-04

이가람 P6.2-14 이웅희 O5.1-02 임효영 P4.4-07 조영은 P5.7-02

이가원 P3.5-09 이원범 P5.7-09 장귀숙 P6.5-14 조예림 P1.1-30

이가혜 P2.1-19 이유라 O5.2-06 장수민 P5.2-02 조용성 P3.3-07

이강민 P2.4-01 이유진 P4.1-27 장아름 P5.2-12 조용운 P4.2-16

이강배 O2.3-06 이융희 P5.5-10 장유리 O2.2-06 조원익 P2.1-20

이건일 O2.1-01 이은주 O5.3-03 장인숙 O6.2-01 조은주 P1.1-56

이경준 P3.1-06 이임수 P1.1-17 장재현 P2.3-12 조재민 P6.5-17

이경진 P4.5-20 이장호 P5.4-13 장재희 O6.1-02 조정원 P6.3-01

이경행 O2.3-04 이재국 P4.4-01 장진욱 P1.1-19 조정훈 O4.7-08

이근재 P3.2-10 이재득 P6.4-10 장진욱 P1.1-23 조중연 O6.1-01

이기욱 O4.6-04 이재선 P6.2-04 장진욱 P6.1-12 조현아 P1.1-87

이기웅 P4.4-11 이재훈 P1.1-60 장호준 P3.3-11 조현종 O5.4-05

이기철 P2.2-19 이정혁 O4.2-03 전소연 P1.1-81 조현준 P1.1-40

이남구 O1.1-02 이정현 P1.1-64 전종훈 O1.1-01 조현준 P6.5-08

이다영 P6.5-05 이정현 P2.4-15 전중배 P5.7-01 조호묵 P4.4-06

이다은 O4.2-02 이정훈 P5.4-10 전현욱 P4.1-11 조휘열 P3.4-17

이대철 P6.6-12 이종근 P4.4-13 정남용 P2.4-19 주현진 O5.3-02

이도근 O3.3-05 이종백 P3.2-23 정대희 P2.2-17 지장현 P6.4-02

이동건 P5.4-12 이종선 P2.3-18 정도우 P2.1-11 진홍준 P2.1-14

이동규 P4.5-14 이종원 P1.1-73 정범종 P3.1-08 차성환 P2.1-37

이동엽 P1.1-04 이주상 P4.3-12 정병훈 P2.2-08 채수성 P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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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P6.5-16 한욱현 P3.1-01 황정인 P6.5-23 Ngo Quang Thai P6.2-15

천효선 P3.4-03 한윤정 O4.5-05 황태규 O4.6-03 NGUYEN DAO TAN 
TRI P5.2-07

최도진 O5.1-08 한재선 P1.1-75 황현선 P4.3-08 Nguyen Trong Dat O4.1-03

최석원 P3.5-18 한철호 P5.5-11 Abdus Sami Hassan P2.4-10 NGUYENDANGTRI O5.4-03

최성윤 P3.5-06 한희정 P1.1-42 Afaq Muhammad P6.6-18 NguyenDucLam P5.6-19

최성필 P4.3-14 한희정 P5.1-03 Anit Thapaliya P2.2-18 Niyonsaba eric P4.2-06

최성현 P1.1-93 허기홍 O4.4-03 AnupamKumarBairagi O1.2-02 Nushaba Gadimli P2.4-02

최성호 P3.4-20 허두영 P1.1-50 Arsen Abdulali O4.6-07 Patrick Emaase P2.3-03

최수범 P2.1-04 허민오 P2.3-17 Ashis Talukder P5.6-04 RahmanAli P2.3-13

최수정 O2.1-06 허신욱 P6.4-04 AunasManzoor P4.2-13 RAJA MAJID 
MEHMOOD P3.4-11

최승윤 P5.5-19 허유정 P2.3-14 aymen alsaffar P2.4-16 Ramneek P3.5-08

최용재 P1.1-20 허재무 P5.7-15 ChitWutyeeZaw O3.2-01 S .MAhsanKazmi P5.6-11

최원준 P3.5-11 허준환 P3.3-10 Christine Balili P4.1-03 SabahSuhail P6.4-14

최유정 P1.1-74 현종환 P5.5-17 Chuan Pham P5.6-07 Saeed Ullah P5.6-18

최자령 P6.5-07 현진화 P5.7-10 CINDY PAMELA LOPEZ 
CHULCA P5.2-06 SarderFakhrulAbedin O5.4-06

최재혁 P2.1-23 현창훈 P3.4-13 DawangaVonou P3.2-01 ShahrozTariq P2.4-12

최종석 P6.2-11 호동혁 P3.5-12 ferisetiawan P6.1-06 ShashiRajPandey O2.4-05

최진영 P2.3-16 홍석진 O1.2-04 homanhtai P5.6-05 ShujaatHussain P4.2-19

최환석 O4.3-05 홍성용 O6.2-02 Ihsan Ullah P2.3-04 SunderAliKhowaja P2.4-09

쿠모윤 P2.4-08 홍성우 P6.1-10 JamiHussain P3.4-21 SyedImranAli P5.5-03

탁해성 P5.4-06 홍성인 P3.1-04 Kifayat Ullah Khan P3.2-12 Thant Zin Oo O3.2-04

트란뚜안 P5.7-20 홍승균 P5.4-03 Kyi Thar O2.4-02 THEODORA ADUFU P5.2-09

하승도 P4.1-20 홍승현 P3.3-14 Le Pham Tuyen P2.3-11 ThienHuynhThe P5.5-07

하지훈 P2.3-09 홍은빈 O2.2-03 Le Thi Huong Tra P3.5-17 TON THI KIM LOAN P5.1-04

한국일 P5.3-05 홍재기 O5.5-01 LionelNkenyereye P6.6-13 TUAN LE ANH O3.2-05

한규화 O4.5-02 홍정표 P5.5-01 MaqboolAli P5.5-04 UsmanAkhtar P5.2-08

한동식 O4.6-01 홍택규 O4.6-08 MD AZHER UDDIN P3.2-13 VanDung Nguyen P4.5-17

한동일 P2.1-31 황근창 P1.1-25 Md Tauhid Bin Iqbal O5.2-04 Van-Nam Pham P6.2-13

한상욱 O4.7-04 황다솜 O5.1-04 MD. Abu Layek P5.4-07 Victoria Shangina P2.4-03

한상윤 P3.5-15 황명권 P3.4-18 MdGolamRabiulAlam O5.4-02 Waseem Hassan O2.2-04

한상윤 P6.5-02 황부희 P1.1-54 Minh N.H. Nguyen O4.6-02 Wasiq P6.5-12

한상화 P3.1-03 황순영 P6.4-11 MoshaddiqueAlAmeen P3.5-14 Zeng Yingying O2.1-05

한상훈 P6.5-06 황슬기 P1.1-34 MuhammadAfzal P2.4-18 ZhiqiangWu P2.2-09

한솔이 P1.1-59 황영선 P3.3-08 MuhammadAsifRazzaq P5.5-05 Zubair O5.3-01

한승혜 P3.2-20 황인중 O4.8-03 NDIKUMANANSELME P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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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 사전등록 : 1차(Early-bird) :  5월 20일(금) ~ 6월 8일(수) / 2차 : 6월 9일(목) ~ 6월 22일(수)
▶ 현장등록 : 6월 24일(금) ~ 6월 26일(토)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기간 : 6.24(금)~6.26(토)1차(Early Bird)

기간 : 5.20(금)~6.8(수)
2차

기간 : 6.9(목)~6.22(수)

학부/주니어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학생회원 100,000원 120,000원 14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00,000원 220,000원 240,000원

비회원(학부/주니어) 130,000원 150,000원 170,000원

비회원(학생) 150,000원 170,000원 190,000원

비회원(일반) 270,000원 290,000원 310,000원

1. 비회원 참가자에게는 1년간 회원 혜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단, 1개월 이내 회원정보 입력시 적용)
2. 논문 발표자는 1편당 1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참가 등록자는 비공개 워크샵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수강 가능합니다.

 분과 워크샵 참가비

S1.1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 6.29(수) 13:00~17:00

S1.2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인공지능 연구회
☞ 6.29(수) 13:00~18:00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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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방법
   사전등록자 /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현장등록자 /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S1.3 가상현실 핫 이슈와 전망
☞ 6.29(수) 14:00~18:00

S2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 6.29(수) 15:40~17:40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50,000원

S3 지능정보 기술 워크샵
☞ 6.30(목) 09:20~12:00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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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지면적 54,876㎡에 연면적 63,477㎡ 규모로 조성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상 7층 건물로써 3,500명(최
대 4,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과 대ㆍ중ㆍ소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 관련부대시설을 완비한 명
실상부한 국제회의 전문시설입니다.

◎ 3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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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안내

◎ 주요시설
- 대회의실(탐라홀 4,300명 수용 가능)

- 중소회의실(한라, 삼다, 영주, 백록 등 분할사용)

- 소회의장(201~203호, 300호~304호, 400호~402호 분할)

- 전시장(이벤트홀), 이어도프라자(야외광장)

◎ 회의시설
세계수준의 전문 회의시설 ICCJEJU

◎ 접근성과 교통
- 직항 및 경유편을 이용한 편리한 접근성

- 180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참가자 편의 증대

◎ 숙박여건
차량으로 15분 거리내 호텔 3,000여실, 펜션 1,000여실

◎ 관광/레저/사교 프로그램
- UNESCO 세계자연유산 포함 풍부한 관광자원과 체험 프로그램

- 특별한 테마의 만찬과 파티가 가능한 다양한 장소와 공연프로그램

◎ 주변여건
- 회의, 숙박 및 관광이 ONE STOP으로 제공

- 우수한 안전여건과 수준 높은 도민의식

◎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컨벤션뷰로, ICC JEJU 및 관련기관에서 홍보/개최 활동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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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내국인면세점, 레스토랑, 결혼예식장, 커피숍,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편의점 등

◆ 1층 매장

◆ 3층 매장

No 종류 상호명 취급품목

푸드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케익,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베이커리
던킨도너츠 도너츠, 과일쥬스, 원두커피

크라제버거 햄버거

세계과자점 카카오칩 과자류

쇼핑

신발 크록스 제주점 밀폐기포 합성수지를 이용한 기능성 신발

패션잡화 ACOOA 다양한 관광셔츠 및 패션의류 판매장

악세사리

제주마그마 석제품 전시 및 판매

지영아트 악세서리 매장

코델리아 보석류 및 전통 공예품 전시 판매장

팬시,선물,기념품 GLASS ISLAND 유리 공예품 및 팬시/완구 매장

생활용품 양키캔들 향초 및 허브제품 판매

제주특산물 제주감귤판매장 한라봉,천혜향, 불로초

No 종류 상호명 취급품목

푸드
편의점 세븐일레븐 각종 잡화, 음료

제주특산품 제주특산물판매장 제주특산품 진거래 판매, 택배서비스 가능

◆ 델리지아 레스토랑

▪ 위치 : 3층

▪ 영업시간 : 11:00 ~ 20:00(하절기 1시간 연장)

▪ 예약 및 문의 : 064-738-6400

▪ 메뉴 : 양식, 한식, 파스타

▪ 좌석수 : 뷔폐(300명), 양정식(350명)

           스탠딩 뷔폐(500명)

▪ 소규모 회의실

- 403호(20㎡,14명), 404호(40㎡,20명)

  405호(40㎡,20명), 406호(40㎡,20)

문의 : 식음사업부 오기종 지배인(064-735-1055)

◆ 오션뷰

▪ 위치 : 5층(탐라홀 옆)

▪ 용도 : 리셉션, 만찬, 연회, 결혼식

▪ 좌석수 : 뷔폐(220명), 양정식(250명)

           스탠딩 뷔폐(500명)

▪ 비고

- 행사가 없는 경우 영업은 하지 않음

- 주말 : 결혼예식장 이용

- 행사장 임대 시 전용으로 이용가능

문의 : 식음사업부 오기종지배인(064-735-1055)

◆ 소랑

▪ 위치 : 1층(ICC Plaza 옆)

▪ 용도 : 중식, 연회

▪ 좌석수 : 뷔폐(220명), 양정식(250명)

           스탠딩 뷔폐(500명)

▪ 비고

- 행사가 없는 경우 영업은 하지 않음

- 행사장 임대 시 전용으로 이용가능

◆ JTO 내국인 면세점

▪ 영업시간 : 연중무휴 오전 10시 ~ 오후 8시

   (하절기 오후 9시까지 연장영업)

▪ 위치 : 1F(전시장 옆)

▪ 문의전화 : 064780-7600~2

▪ 홈페이지 : http://jtodutyfree.com

▪ 구매한도 : 만 19세 이상 1년에 6회로 1회당

             400달러미만

- 주류 1병, 담배 10갑 한도내에 상품구매

▪ 수령방법 : 신분증,교환권,탑승권 제시

-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항2,7부두에 설치된 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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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내

◉ 항공편
▶제주(제주국제공항) → 서울(김포국제공항) / 소요시간 : 1시간 5분

출발시간 : 7월 01일 (금) 18:00 – 마지막 운항

항공사 출발시간

아시아나항공(OZ) 18:45  18:55  20:30  21:00  21:05  21:15
티웨이항공(TW) 18:00  19:55  20:25  21:10  21:20
대한항공(KE) 18:10  19:00  20:00  20:30  20:50  21:10
제주항공(7C) 18:30  20:00  20:50  21:05  21:10  21:20
이스타항공(ZE) 18:05  18:10  18:35  20:20  21:25  21:35
진에어(LJ) 18:40  18:55  20:45  21:05
에어부산(BX) 19:20  20:20 

♧일반석 편도 5만 원 ~ 10만 원선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발지
청주(청주
국제공항)

군산(군산
공항)

광주(광주
공항)

무안(무안
국제공항)

원주(원주
공항)

대구(대구
국제공항)

부산/김해
(김해국제
공항)

소요시간 1시간 50분 45분 45분 1시간 10분 1시간 55분

가격
일반석 편도 
5만 원 ~ 
7만 원선

일반석 편도 
5만 원 ~ 
6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6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5만 원선

일반석 편도 
7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8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7만 원선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 행사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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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내

   제주국제공항에서 ICC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는 평화로를 통해 차량으로 40~50분 가량 소요
되며, 15분마다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교통편 - 자가용

구분 경로

1코스
(1135번도로 평화로) 차량 50분 소요 / 리무진 60분 소요
공항 → 신제주 → 제주경마장 → 평화로 → 중문관광단지 → ICCJEJU

2코스
(1139번도로 1100도로) 차량 45분 소요 (초행길, 눈길, 안개조심)
공항 → 신제주 → 한라수목원 → 신비의도로 → 어리목 → 탐라대학교 → ICCJEJU

3코스
(1131번도로 516도로) 차량 1시간 10분 소요 (초행길, 눈길, 안개조심)
공항 → 삼성혈 → 제주대학교 → 성판악 → 돈내코유원지 → 16번도로 → 중문관광단지 → 
ICCJEJU

4코스
(1132번도로)
서귀포시 → 월드컵경기장 → 약천사 → 천제연폭포 → 중문관광단지 → ICCJEJU

5코스
(1116번 도로)
한림 → 케슬렉스골프클럽 → 블랙스톤골프장 → 동광검문소 → 중문관광단지 → ICCJEJU

◉ 교통편 – 공항리무진 버스(600번 제주공항 ↔ 중문관광단지)

• 운행표

  공항 → 제주더호텔 → 여미지식물원입구 → 햐얏트호텔 →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한국콘도 → ICC JEJU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 제주국제공항출발 (06:20 ~ 22:00)

  1층 5번 게이트 왼쪽 리무진 버스 승차장 (삼영교통 600번)

• 서귀포(칼호텔)출발 (06:20 ~ 21:50)

• ICC JEJU

  정문국기게양대 20m지나 로터리 정류장에 정차 (600번 제주공항 ↔ 서귀포)

• 이용요금

  공항에서 ICC JEJU까지 편도(성인) 3,900원 (중고생은 일반요금의 20%,초등생은 일반요금의 50%, 

국가유공자 급수에 따라 차등할인) 매 18~20분 간격 ICCJEJU까지 소요시간 50분

이용문의

삼영교통 (064) 746- 3036

◉ 교통편 - 택시(제주공항 ↔ 중문)

• 택시승차장 장거리, 단거리 확인

  제주공항 택시승차장에서 이용시 장거리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오십시오. 요금은 미리정해져 있으므로 승차전에 

확인하세요.

• 이용요금

  약 3만원

• 거리

  약 40㎞

• 소요시간

  약 40~45분

◉ 교통편 - 렌터카 안내

• 렌트카 이용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게 차종선택에 유리합니다.

도착후 공항출구 앞 렌트카 데스크에서 차량안내서비스를 통해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숙박 안내

108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6❚숙박 안내

숙박 안내

◎ 제주 부영호텔 & 리조트(http://www.booyoungjejuhotel.com)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2

객실타입(기준/최대인원) 정상가 학회요금

호  텔

디럭스 더블(2/2)
330,000원 155,000원

디럭스 트윈(2/2)

슈페리어 더블(2/2)
400,000원 185,000원

슈페리어 트윈(2/2)

리조트

레지던스 (20평형)(2/3) 385,000원 175,000원

디럭스 (21평형)(2/3) 440,000원 205,000원

슈페리어 (23평형)(2/3) 495,000원 225,000원

프레스티지(45평형)(4/5) 600,000원 270,000원

조식 (뷔페 07:00 ~ 10:00) 34,000원 25,000원

예약 및 문의
*예약문의 (월~금 : 09:00 ~ 18:00)
TEL : 02-3774-5727,5730 / FAX : 02 3789 5325 
E-mail: jejubyhotel@gmail.com / youngjin.seo@booyoung.co.kr

* 상기 특별가에는 1인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금 포함 가격임

◎ 서브 숙박지  
  ▶ 호텔 빠레브(http://www.barevehotel.com/)
     : 제주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15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호텔
디럭스 335,000원 80,000원

스탠다드 295,000원 70,000원

조식뷔페 할인   1인 15,000원(정상가 25,000원) 사전예약에 한해서 할인적용.

예약 및 문의

* 예약은 메일 및 팩스예약 가능합니다.

Tel. (82)64-735-8899

Fax. (82)64-735-8888

E-mail : kimsk707@hanmail.net

* 세금 포함 가격임



관광 안내

관광 안내❚한국정보과학회 KCC 2016 109

관광 안내
 
▣ 관광

한라산

우리나라 3대 영산(靈山)중의 하나인 한라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
며, 해발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다. 또 다양한 식생 분포를 이뤄 학술적 가치
가 매우 높고 동식물의 보고(寶庫)로서,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고, 2002년 12월에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만5천 년 전까지 화산분화 활동을 하였으며, 한라산 주변에는 360
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되어 있어 특이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우도해양도립공원

제주도 동쪽 끝,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약 3.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섬 속의 섬 
우도는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누워 있거나 머리를 내민 모양과 같다고 해서 그런 이
름이 붙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우도봉(132m)에 오르면 발 아래로 섬 전체의 풍광이 내려다 보
이고, 눈앞에 성산 일출봉을 포함한 제주본도의 모습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 우도 8경 
1) 주간명월 - 오전에 남쪽 광대코지 암벽 해식동굴 천장에 달의 형체가 보이는 형상 
2) 야항어범 - 밤 고깃배 풍경 
3) 천진관산 - 천진리에서 한라산 바라보기
4) 지두청사 - 우도봉에서 바라본 섬의 전경
5) 전포망도 - 우도 앞바다에서 바라본 섬의 전경
6) 후해석벽 - 배를 타고 우도봉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 바위절벽 경관
7) 동안경굴 - 썰물이 되어야 입구를 찾을 수 있는 검멀레 해안에 있는 이중동굴
8) 서빈백사 - 우도 서쪽 하얀 모래사장. 동양 유일의 산호해변

- 여객료(편도) : 성인 2,000원 / 도립공원 입장료 : 성인 1,000원 / 
- 터미널 이용료 : 성인 500원 

천지연폭포

기암절벽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천지연폭포.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높이 22m, 폭 12m에 이르는 폭포가 절벽 아래로 웅장한 소리
를 내며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며,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163호 담팔수
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희귀식물인 송엽란, 구실잣밤나무, 산유자나무, 동백나무 등
의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천연기
념물 제27호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입장료 별도 : 2,000원

거문오름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은 돌과 흙이 유난히 검은색으로 
음산한 기운을 띠는 데에서 유래되었고, 어원적으로는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을 가
지고 있다. 
2009년 환경부 선정 생태관광 20선, 2010년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뽑힌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이다.

쇠소깍

쇠소깍은 원래는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쇠둔이라는 지명이었는데, 효돈천을 
흐르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어 ‘쇠소깍’이라고 붙여졌
다. 쇠는 소, 소는 웅덩이, 깍은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쇠소는 용암이 흘러내
리면서 굳어져 형성된 계곡 같은 골짜기로 이름 만큼이나 재미나고 독특한 지형을 
만들고 있다. 쇠소깍은 서귀포칠십리에 숨은 비경 중 하나로 깊은 수심과 용암으
로 이루어진 기암괴석과 소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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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섭지코지는 봄철이면 노란 유채꽃과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풍
경이 일품이다. 들머리의 신양해변백사장, 끝머리 언덕 위 평원에 드리워진 유채
밭, 여유롭게 풀을 뜯는 제주조랑말들, 그리고 바위로 둘러친 해안절벽과 우뚝 치
솟은 전설어린 선바위 등은 전형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제주
의 다른 해안과는 달리 '송이'라는 붉은 화산재로 되어 있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기암괴석들을 볼 수 있다.

주상절리(지삿개바위)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검붉은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중문관광
단지 동부지역 해안가의 주상절리대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43호(2004. 12. 27)로 지정되어 있다. 파도가 
심하게 일 때는 높이 20미터 이상 용솟음치는 장관을 연출한다. 지질학적으로는 
주상절리지만 이곳의 옛이름인 '지삿개'를 살려 '지삿개바위'로 부른다.

- 입장료 별도 : 2,000원

용머리해안

용머리해안은 수천만 년 동안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사암층 중 하나로서, 지형지
세가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바다로 뛰어 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 하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머리 해안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네델란드간의 우호 증진과 
하멜의 공덕의 증표로 1980년 4월 1일 한국국제문화협회와 주한 네델란드 대사관
에 의하여 세워진 하멜표류기념비를 볼 수 있다.

-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입장료 별도 : 1,000원 / 용머리해안 입장료 : 2,000원
- 산방산, 용머리해안 통합관람 : 2,500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
성되었다. 화산활동을 통해 생성된 제주, 용암동굴,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용암동
굴, 미래 자연유산 등 제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제주도 탄생과 한라산 생성역사 
보여주는 리프트영상,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모형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 입장료 별도 : 3,000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인 일생의 통과의례를 비롯해서 의․식․주와 생산 산업의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하는 한편 제주의 형성과정, 지질암석, 해양식물, 동물, 식물의 자료들을 생태
학적으로 전시하여 제주의 자연과 인문문화를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사 
전시실은 화산암, 화석, 해양생물, 식물, 곤충, 조류로 나누어져 전시되어 있고, 약 
2571여점의 제주 자연관련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어, 제주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민속 전시실은 제주 변천사와 제주인의 일생을 보여준다.

- 입장료 별도 : 1,100원

오설록티뮤지엄

제주도는 유배시절의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차를 가꾸고 초의선사 등 많은 다인들
과 차 생활을 하신 유서 깊은 차 유적지로, 좋은 차가 생산되기에 최적의 기후적,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잔 갤러리에서는 기원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
는 우리의 소중한 정신 문화인 다기와 각종 다구가 전시되어 있다. 차 문화실에서
는 차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다기 명장들의 작품, 세계 각국의 찻잔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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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맛집 

⑩

①

③

②

④

⑥

⑦

⑤

⑧
⑨

① 한식 : 대기정(064-739-104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41 / 전복뚝배기 15,000원)
② 한식 : 해녀의 집(064-738-9557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58-2 / 전복죽 10,000원)
③ 한식 : 신라원(064-739-339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07 / 옥돔정식 45,000원)
④ 뷔페 : 중문비치카오카오(1544-299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 성인 29,500원)
⑤ 한식 : 중문대들보(064-738-626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35 / 대들보정식 10,000원)
⑥ 한식 : 가람돌솥밥(064-738-120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32 / 전복돌솥밥 15,000원)
⑦ 한식 : 갈치명가(064-738-313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137 / 번복회 80,000원)
⑧ 한식 : 대포횟집(064-738-138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로 169 / 꽃돔(1kg)코스요리 140,000원)
⑨ 한식 : 중문솥뚜껑(064-738-813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1 / 김치찌개 6,000원)
⑩ 한식 : 어부와농부(064-738-567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89 연 / 오겹살 15,000원)

▣ 제주도 음식

   자리돔/한치 물회 제주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작은 생선인 자리돔으로 만든 자리물회는 제주 향토음
식 중 첫손에 꼽힌다. 자리돔 물회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냉국으로, 회를 떠
서 무친 다음 물을 부어 먹는다 해서 '물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물을 넣지 않고 
양념만을 하면 자리강회가 된다. 자리돔의 비늘을 제거한 후 토막 내 뼈째 먹는다. 
고추장 대신 된장을 풀어 맛이 구수하고 제피(초피)나무 잎을 넣어 향이 독특하다. 
6월 – 8월까지 제철인 한치 물회도 양대 산맥으로 인기 있다.

∘ 어진이네횟집: 서귀포시 보목포로 55  (☎ 064-732-7442 )
∘ 도라지식당: 제주시 연삼로 128  (☎ 064-722-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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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국 갈치와 호박 또는 얼갈이배추를 넣어 끓여내어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내는 것
이 특징. 예로부터 갈치국에는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신선한 갈치를 토막으로 썰
어 넣은 후 호박과 배추,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만 한다. 여기에 풋고추를 썰어 넣
어 시원하면서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구살’이라고 부르는 성게와 미역을 넣고 끓인 성게국도 별미로 인기있다.

∘ 해궁미락: 서귀포시 칠십리로 115  (☎ 064-732-5577 )
∘ 제주마당: 제주시 제주시 원노형3길 15  (☎ 064-749-5501 )
∘ 어장군: 제주시 신대로8길 18  (☎ 064-744-2258 )

   옥돔구이 청정해역인 제주 근해에서 잡히는 고급 생선인 옥돔은 비린내가 없고 맛이 담백해 
조선시대부터 왕실 진상품으로 유명했다.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 인,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다. 구이뿐 아니라 제주에서는 싱싱한 옥돔과 함께 미역이나 
호박을 넣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 어머니와 고등어: 제주시 서해안로 372  (☎ 064-744-2882 )
∘ 동도원: 제주시 삼무로1길 5  (☎ 064-747-9996 )
∘ 섬사랑: 서귀포시 남성중로 2-3  (☎ 064-784-8382 )

   고기국수 제주 하면 고기국수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다. 돼지를 잡은 
후 남은 뼈와 살코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큰 솥에 남은 재료를 모두 넣고 푹 고아낸 
뒤 면을 삶아 곁들여 먹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전해진다. 
진하게 우려낸 고기 국물에 삶은 국수를 넣고 그 위에 얇게 썬 돼지고기 수육, 잘
게 썬 파와 채 썬 당근 등을 얹어 낸다. 양념이 강하지 않고 향신료를 섞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 올래국수: 제주시 제원길 17  (☎ 064-742-7355 )
∘ 자매국수: 제주시 삼성로 67  (☎ 064-727-1112 )

   흑돼지
제주 여행객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흑돼지. 공항에서 10분 거리
인 "흑돼지거리"는 30년 전통의 제주제어 사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흑돼지 
특화거리이며, 제주의 대표적 맛집들이 있다. 흑돼지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쫄깃
하고 영양도 많다. 특히 흑돼지를 구워 꽃멸치 젓갈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담백하
고 고소하여 씹을수록 구미가 당긴다.

∘ 돈사돈: 제주시 광평동로 15  (☎ 064-746-8989 )/ 중문점: 서귀포시 천제연로 264-1  (☎ 064-739-9592 )
∘ 돔베돈: 제주시 관덕로15길 25  (☎ 064-753-0008 )/ 공항점: 제주시 연삼로 316 일성빌  (☎ 064-755-0006 )

   해장국 오직 해장국 한 메뉴로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비는 맛집이 있다. 육수가 떨어지면 
장사 끝, 오후 3시 이후에는 영업도 하지 않는다. 고추로 맛을 내고, 배추를 넣고 
끓여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소고기선지 해장국이지만 선지를 싫어한다
면 빼서 주문할 수 있고, 밑반찬으로 나오는 물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취향대로 먹
을 수 있다.

∘ 미풍식당(본점): 제주시 중앙로14길 13 (☎ 064-758-7522 )/ 미풍해장국: 제주시 연신로 89  (☎ 064-726-1245 )

   생선회 제주도에서는 신선하고 쫄깃한 자연산 회를 즐길 수 있다. 자연산 활어 회뿐만 아
니라 신선한 해산물과 다채로운 밑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진다. 제주도에서는 맛
있는 제철 생선을 먹을 수 있고, 더 높은 신선도의 생선을 더 낮은 가격대에 맛볼 
수 있다. 감칠맛 나는 소스로 새콤달콤하게 무쳐진 회국수, 신선한 해물 고유한 맛
을 살린 해물탕도 인기가 많다. 

∘ 쌍둥이횟집: 서귀포시 중정로62번길 14  (☎ 064-762-0478 )
∘ 동문 올레수산: 제주시 관덕로14길 10  (☎ 064-752-5657 )
∘ 동복리 해녀촌: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39-3  (☎ 064-783-5438 )
∘ 삼성혈해물탕: 제주시 선덕로5길 20  (☎ 064-74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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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6.29)

▶ 인공지능 최근 동향 워크샵(6.29)

▶ 가상현실 핫 이슈와 전망(6.29)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6.29)

▶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워크샵(6.30)

대한민국의 힘, 지능정보기술!

http://www.kiise.or.kr

2016. 6. 29(수)~7. 1(금), 제주ICC&부영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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