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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한국정보과학회 춘계 학술발표회가 학술대회 역사상 최초로 2003년 4월 24일부터 3일간 제주

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733편의 학술논문발표, 초청강연, 워크숍, 2개의 패널토의, 튜토리얼 3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례 없이 많은 논문을 접수하신 회원 여러분의 학술대회에 대한 지대

한 관심과 열의에 부응하고자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의 운영 방법을 여러 면에서 개선하였습니다.

● 내용 있는 발표와 진지한 토의를 위하여 구두논문발표 시간을 20분으로 늘였습니다.

● 포스터 발표를 대폭 증가시켰고 발표시간을 2시간으로 늘여 잡아 여유 있는 토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발표논문을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타베이스, 컴퓨터영상 및 패턴인

식, 인공지능, 한국어정보처리,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이론 및 교육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

였습니다.

● 한 분야의 모든 구두 발표를 단일 발표장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여 학술 교류의 응집도를 늘였고

발표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단 접수논문이 특히 많은 정보통신 분야논문

발표는 두 발표장에서 진행됩니다.

● 워크숍, “IT 산업의 당면 과제”는 한국정보과학회와 제주IT포럼이 공동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 논문발표, 워크숍, 패널토의 등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여 취향에 따라 프로

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학회창립 30주년을 자축하기 위하여 자전거 하이킹, 단축 마라톤, 한라산 등산 등의

친목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고 아울러 유채꽃 만발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도 만끽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회 장 권 용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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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이상준 교수(제주대)

■ 조직위원
곽호영 교수(제주대)

김장형 교수(제주대)

김철수 교수(제주대)

김한일 교수(제주대)

박경린 교수(제주대)

박찬정 교수(제주대)

변상용 교수(제주대)

변영철 교수(제주대)

송왕철 교수(제주대)

김형수 교수(한라대)

김휴찬 교수(한라대)

고희준 교수(제주산업정보대)

김대영 교수(제주산업정보대)

이동철 교수(제주관광대)

임해창 교수(고려대)

학술위원회

■ 학술위원장

이준원 교수(KAIST)

■ 튜토리얼위원장
김민구 교수(아주대)

■ 학술위원
김동승 교수(고려대)

김명준 박사(ETRI)

김명희 교수(이화여대)

김성권 교수(중앙대)

변혜란 교수(연세대)

신규상 박사(ETRI)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염헌영 교수(서울대)

오세만 교수(동국대)

유기영 교수(경북대)

윤경현 교수(중앙대)

이수원 교수(숭실대)

이종혁 교수(포항공대)

최용석 교수(한양대)

■ 심사위원
강수용 교수(한양대)

강신재 교수(대구대)

권오천 박사(ETRI)

김길조 박사(ETRI)

김동균 교수(경북대)

김명철 교수(성공회대)

김종권 교수(서울대)

김태석 교수(동의대)

남양희 교수(이화여대)

박종철 교수(KAIST)

박혁로 교수(전남대)

배재학 교수(울산대)

서창진 교수(숭실대)

신용태 교수(숭실대)

안동언 교수(전북대)

예홍진 교수(아주대)

우미애 교수(세종대)

우운택 교수(KJIST)

윤용익 교수(숙명여대)

이경근 교수(세종대)

이근배 교수(포항공대)

이동훈 교수(고려대)

이미정 교수(이화여대)

이상호 교수(이화여대)

이승구 교수(포항공대)

이원준 교수(고려대)

임경식 교수(경북대)

정광수 교수(광운대)

정문렬 교수(서강대)

정성호 교수(한국외대)

정 송 교수(KAIST)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조성배 교수(연세대)

차정은 박사(ETRI)

최웅철 교수(광운대)

최종원 교수(숙명여대)

최중민 교수(한양대)

최진식 교수(ICU)

하은용 교수(안양대)

한선영 교수(건국대)

홍문표 박사(ETRI)

홍충선 교수(경희대)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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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시 간 행사내용 장 소

4월 24일(목)

12:00 - 18:00 등록(튜토리얼 등록만) 제주칼호텔 2층

13:00 - 16:50 튜토리얼 제주칼호텔 2층

19:00 - 리셉션 제주칼호텔 2층

4월 25일(금)

09:00 - 17:00 등록 공과대학 3호관

10:00 - 17:00 논문 구두발표(Ⅰ) 공과대학 3호관

10:00 - 12:00 논문 포스터발표(Ⅰ)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12:00 - 중식 학생회관, 글로벌하우스

13:00 - 16:10 워크숍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

14:00 - 15:00 패널(Ⅰ) 공과대학 3호관 103호

14:00 - 16:00 논문 포스터발표(Ⅱ)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15:00 - 17:00 패널(Ⅱ) 공과대학 3호관 103호

17:00 - 초청강연/시상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

18:00 - 간친회(방켓)/시상 글로벌하우스

4월 26일(토)

09:00 - 12:00 등록 공과대학 3호관

10:00 - 12:00 논문 구두발표(Ⅱ) 공과대학 3호관

10:00 - 12:00 논문 포스터발표(Ⅲ)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 우천시, 포스터 발표장은 공과대학 3호관 로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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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

17:00-18:00 사회 : 이준원 학술위원장(KAIST)

“한국 IT 산업의 진로”

양 승 택 박사(정보통신부 전장관)

시 상(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

17:00-

I. 제22회 정보과학논문경진대회 입상

II. 제29회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발표논문상

III. IEEE 학생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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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

13:00-16:10

“IT 산업의 당면 과제”

좌장 : 김철수 교수(제주대, 제주IT포럼 회장)

13:00-13:45 ETRI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현황

박 치 항 본부장(ETRI)

좌장 : 홍진표 교수(한국외대)

13:45-14:30 기업내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례

정 길 선 부장(KT IT본부)

좌장 : 김명준 박사(ETRI)

14:40-15:25 Optimization in Distribution Network

정 재 훈 과장(LG CNS)

15:25-16:10 Embedded Software

김 영 주 상무(삼성전자)



패 널 2003년 4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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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Ⅰ)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103호

14:00-15:00 좌장 : 김진형 교수(KAIST)

"IT 영문논문지 창간준비 현황 및 발전방향"

위원 : 김문회 교수(건국대)

박근수 교수(서울대)

윤희용 교수(성균관대)

이성환 교수(고려대)

패널(Ⅱ)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103호

15:00-17:00 좌장 : 정태명 교수(성균관대)

"안전한 사이버 코리아 건설을 위한 보안 대책"

위원 : 노봉남 교수(전남대)

최종욱 교수(상명대)

채기준 교수(이화여대)

박치항 본부장(ETRI)

고승철 단장(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임병동 사장(인젠)



2003년 4월 24일(목) 튜 토 리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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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 Precision Web Search Engine
2003년 4월 24일(목) 13:00-16:50

제주 KAL호텔

이 근 배 교수(포항공대)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또 일부는 상업화 되고 있는 차세대 고정밀 웹 정보검색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웹상의 정보가 기가바이트를 넘어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늘어감에 따라 단순히 많이만 찾아주는 것

보다 필요한 정보만 꼭 찝어서 정확하게 찾아주는 고정밀 웹 검색 엔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또 일부는 상업화되고 있다. 고정밀 웹검색을 위하여는 전통적인 정보검색과 더불어 링크분석, 자

연어처리, 정보분류, 정보요약, 정보추출 등의 폭넓은 분야의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하며 이것들을 위

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텍스트마이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본 강좌는

이러한 맥락에서 웹상의 텍스트 정보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검색을 위한 여러 최신기술들을

정리 소개하며 실제 상업화 적용예를 통하여 이러한 최신 기술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아울러 앞으로 많이 필요할 특정 분야의 특화된 검색엔진예로 생물정보학 분야의 텍스트마이닝과

정보추출기술에 대한 소개도 병행한다.

2. 데이터 마이닝 연구
2003년 4월 24일(목) 13:00-16:50

제주 KAL호텔

심 규 석 교수(서울대)

IBM Almaden 연구소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문제와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소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마이닝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야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방향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데이터마이닝 분야의 새내기들에게 데이터마이닝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과 획이 되는 주요한 문제와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또한 최근에 시작되는 새로운 연구 테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3. Mobility and Mobile Security
2003년 4월 24일(목) 13:00-16:50

제주 KAL호텔

김 기 천 교수(건국대)

차세대 망의 이동성 프로토콜인 MIP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본다. MIP의 기본 기술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고속 핸드오프, 저 지연 핸드오프 기술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 등이 이동통신망에 적용될경우의

표준시스템 및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마이크로 이동성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MIP가

가지는 보안 취약점과 극복하기 위한 최신 기술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리 셉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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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4일(목), 제주 KAL호텔

19 : 00-

간 친 회

2003년 4월 25일(금), 글로벌하우스

18 : 00-

시 상(II)

2003년 4월 25일(금), 글로벌하우스

18 : 00-

I. 학술상

II. 공로포상(1)

III. 공로포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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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105호

10:00-12:00 좌장 : 장영민 교수(국민대)

OFA1-01 분산 실시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그룹 관리

노진홍(동국대), 나성국(삼성전자), 홍영식(동국대)

OFA1-02 MANET에서의 동적 주소 할당 기법에 관한 연구

김세훈․정현구․이은주(KAIST), 윤현주(ICU), 이준원(KAIST)

OFA1-03 이웃 캐싱을 이용한 애드혹 망의 성능향상

조준호(삼성전자), 오승택․이준원(KAIST)

OFA1-04 고성능 데이터 전송을 위한 GridFTP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김은성․박형우․이상산(KISTI)

OFA1-05 고성능 모바일 공간 데이터 서버 개발

김미정․오병우․이은규․김민수(ETRI)

OFA1-06 홈네트웍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UPnP 프레임 기반의 GUI 시스템

이남지․박성호․강순주(경북대), 최광호(전자부품연구원)

12:00-13:30 중식

13:30-16:50 좌장 : 권순철 박사(한국통신)

OFP1-01 PPP 모니터링에 기반한 CDMA2000 망의 무선 품질 측정

권오근․차호정(연세대)

OFP1-02 위성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밀집도를 고려한 간섭변화의 연구

양우열․김종진․송하윤․원유헌(홍익대)

OFP1-03 10GbE 스위치간 링크 집합을 위한 프레임 분배방식

이호영․이숭희․김연수․조현성(인제대)

OFP1-04 CDMA 셀룰라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간섭 한계 김호준․윤상흠(전주대)

14:50-15:10 휴식

OFP1-05 파일 타입에 의한 웹 캐쉬 분할기법

오윤주․한지영․이은화․윤성대(부경대)

OFP1-06 모바일 폰에서 인터넷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최정익․하상호(순천향대)

OFP1-07 이동 적응망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브라우저 구조

이은주․정현구․김세훈․김성완(KAIST),윤현주(ICU),이준원․김진수(KAIST)

OFP1-08 IPv6 멀티캐스트 3D 가상 학술회의의 구현

김한수(서강대), 오종연(KBS), 장주욱(서강대)

OFP1-09 EJB(Enterprise JavaBeans) 컨테이너 서버의 클러스터링에 관한 연구

김성훈․정승욱․서범수․김중배(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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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I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106호

10:00-12:00 좌장 : 이동춘 교수(호원대) / 이기성 교수(호원대)

OFA2-01 저전력 멀티미디어 재생 기법

최정완․원유집(한양대)

OFA2-02 버퍼를 장착한 a×b 스위치들로 구성된 Fat-tree 망의 성능분석

신태지․설춘룡․신종균․양명국(울산대)

OFA2-03 신뢰도에 기반한 Erlang B Table 보정

박종서(서강대), 안준식(SK Telecom), 이경근(세종대), 장주욱(서강대)

OFA2-04 블루투스와 CDMA 연동 무선 PDA 핸드오프

송재훈․조성배․이상정(순천향대)

OFA2-05 인터넷 정보가전 위기관리 서비스 모델

전병찬․류대희(청운대), 김동균․김희자․이상정(순천향대)

OFA2-06 MPLS 네트워크에서 QoS를 고려한 LSP 생성

백성청․정태환․임경수․안순신(고려대)

12:00-13:30 중식

13:30-16:50 좌장 : 황호영 교수(안양대)

OFP2-0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동적 FEC 기법 구현 한상섭․안종석(동국대)

OFP2-02 센서 네트워크에서 위치 정보를 이용한 저전력 MAC 프로토콜

이승학․신광욱․윤현수(KAIST), 마중수(ICU)

OFP2-03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하는 신뢰성 있는 전송규약

임근수․박정태․고 건(서울대)

OFP2-04 HFC망에서 VoIP QoS 측정에 관한 연구

조성봉(하나로통신), 이경근(세종대)

14:50-15:10 휴식

OFP2-05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한 능동적인 QoS 제공 방안의 설계 및 성능분석

김국한․이만희․변옥환(KISTI), 유인태(경희대)

OFP2-06 ARM 기반의 네트워크용 SoC(System-on-a-chip) 프로세서의 설계 및

구현 박경철․나종화(아주대)

OFP2-07 Chord 시스템에서의 협력을 통한 로드 밸런싱 기법

강영상․염헌영(서울대)

OFP2-08 블루투스를 이용한 데이터 일치성 모델의 성능 분석

한국희․김찬우․김재훈․고영배(아주대)

OFP2-09 홈네트워크에서 차등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김진구․최서미․강준석․김대영(충남대), 박승민(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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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202호

10:00-12:00 좌장 : 백윤철 교수(상명대)

OFA3-01 동시 다중 쓰레딩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능평가

이정훈․오영은(서울시립대), 박형우(KISTI), 김진석(서울시립대)

OFA3-02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동적 자원 관리를 위한 적응형 이동 컴퓨팅 모델

정은주․정동원․백두권(고려대)

OFA3-03 그리드 환경에서 MPI 작업을 위한 스케줄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오영은․김진석(서울시립대)

OFA3-04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효과적인 OpenMP 디렉티브 변환

기양석․하순회(서울대), 김진수(KAIST)

OFA3-05 FastImage1300에서의 효율적인 MPEG-4 부호화기 구현

권구현․김성훈․명진수․오승준․정광수(광운대)

OFA3-06 리눅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위한 Myrinet 기반 초고속 통신모듈의

설계 및 구현 박의수․이흥기(충남대), 최현호(대전보건대),

김형식(충남대), 유원경(성신여대), 유관종(충남대)

12:00-13:30 중식

13:30-16:30 좌장 : 이종복 교수(한성대)

OFP3-01 효율적인 그리드 자원 동시 할당자 구현

김영석․장재완․유정록(KAIST), 함재균(KISTI), 맹승렬․이준원(KAIST)

OFP3-02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리눅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접근 성능 개선

홍재연․김형식(충남대)

OFP3-03 2단계 디스크 캐시를 이용한 RAID 5 제어기 설계 허정호․장태무(동국대)

OFP3-04 리눅스 기반 DVR시스템 통신모듈 설계 및 성능 측정

김지훈․홍승욱․안종석(동국대)

14:50-15:10 휴식

OFP3-05 하드웨어 명세 및 구현의 정확성 확인 방법을 위한 연구

안영정(고려대), 김민숙(LG이노텍), 방기석․최진영(고려대)

OFP3-06 iPosRAID: iSCSI 지원 고성능 스토리지 시스템

류준길․남영진․김대웅․김도훈․박찬익(포항공대)

OFP3-07 SystemC로 구현된 하드웨어 명세의 정형 검증

김민숙(LG이노텍), 안영정․방기석․최진영(고려대)

OFP3-08 2-단계 병렬 유전자 알고리즘 길원배․이승구(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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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호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206호

10:00-12:00 좌장 : 김윤정 교수(서울여대)

OFA4-01 RBAC 모델 기반의 보안 관리 방안 황승노․류기열․예홍진(아주대)

OFA4-02 협업을 위한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 김형찬․신 욱․이동익(KJIST)

OFA4-03 CSP/FDR을 이용한 RADIUS 프로토콜 분석 김일곤․최진영(고려대)

OFA4-04 ID 기반 암호시스템을 이용한 이동적응망에서의 안전한 라우팅 프로토콜

이윤호․김희열․정병천․이재원․윤현수(KAIST)

OFA4-05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상에서의 침입 감내 방안

김경자․홍성옥․장태무(동국대)

OFA4-06 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정의 방법론 연구

성윤기․김태훈․이은경․노병규(KISA)

12:00-13:30 중식

13:30-16:50 좌장 : 류대현 교수(한세대)/김진석 교수(서울시립대)

OFP4-01 계층 그룹에서 반복적 권한 위임을 허용하는 임계 대리서명 프로토콜

박소영․이상호(이화여대)

OFP4-02 부분 집합 차를 이용한 안전한 그룹 통신

김희열․이윤호․정병천․이재원․윤현수․조정완(KAIST)

OFP4-03 명시적 수신자 은닉 서명 정익래․이동훈(고려대)

OFP4-04 MMDBMS의 안전한 응용을 위한 T-RBAC 기반의 접근제어 미들웨어

프로토타입 설계 변창우․박 석(서강대), 최 완(ETRI)

14:50-15:10 휴식

OFP4-05 신뢰성 제공을 위한 그룹키 복구 메커니즘

조태남․김상희․이상호․채기준(이화여대), 박원주․나재훈(ETRI)

OFP4-06 GF(2n)상에서 병렬 멱승 연산의 라운드 수 향상 기법 김윤정(서울여대)

OFP4-07 병렬 연산을 이용한 최적 확장체의 효율적 구현 이문규․박근수(서울대)

OFP4-08 All-One 다항식에 의해 정의된 유한체 GF(2m)상의 효율적인

Bit-Parallel 정규기저 곱셈기 장용희․권용진(항공대)

OFP4-09 GF(2m)상의 하이브리드 형식의 곱셈기 전준철․유기영(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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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207호

10:00-12:00 좌장 : 유철중 교수(전북대)/박수현 교수(국민대)

OFA5-01 CC기반 생명주기 지원 클래스 요구사항 분석에 관한 연구

신호준․김행곤(대구가톨릭대), 김태훈․김상호(KISA)

OFA5-02 디자인패턴과 안티패턴을 이용한 품질 특성 분류에 관한 연구

김상영․황선명(대전대), 김재웅(공주대), 노병규․조규민(KISA)

OFA5-03 역할 모델링을 이용한 객체 패턴의 추상화 방법

김정종․송호영․박운재․송의철(경남대)

OFA5-04 안정적 확장이 보장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정형적 조합 법칙

이선애․이준상․배두환(KAIST)

OFA5-05 이종의 컴포넌트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모델 설계

김경민․김태웅․김태공․최항묵(인제대)

OFA5-06 지능형 UDDI를 사용한 고가용성의 동적바인딩 기법

박병호․서형준․임재혁(한국국방연구원), 유호동(국방부)

12:00-13:30 중식

13:30-16:50 좌장 : 김태균 교수(부산외대)/최규식 교수(건양대)

OFP5-01 정적 프로그램 분석 과정을 단순화 하기 위한 지원 툴 설계

윤준호(서울대), 이병정(서울시립대), 우치수(서울대)

OFP5-02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폼 기반 역공학적 객체 분석 프로세스

이창목(전북대), 이정열(정인대학), 김정옥․유철중․장옥배(전북대)

OFP5-03 CBD 지향의 재공학 방법론 개발을 위한 메타 모델의 정의

차정은․김철홍․양영종(ETRI)

OFP5-04 내장형 자바가상기계를 위한 클래스 이미지 파일의 분석과 비교

김성수․김세영․양희재(경성대)

14:50-15:10 휴식

OFP5-05 JFlex & BYacc/J 을 이용한 Xml Pull Parser 설계

장주현․노희영(강원대)

OFP5-06 STSR의 실시간 내장형 시스템 명세 김진현․최진영(고려대)

OFP5-07 SAT 프로시져를 이용한 유한 상태 기계의 동치 검사

엄태호․권기현(경기대), 김태훈(KISA)

OFP5-08 Embedded 소프트웨어를 위한 측정 연구

고상복․김강태․이현동(삼성전자), 이경환(중앙대)

OFP5-09 KPA rating 데이터 보정을 통한 성숙도 설문서(MQ) 선정 모델의

신뢰성 평가 김우송․이은서․이경환(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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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타베이스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302호

10:00-12:00 좌장 :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고재문 교수(울산대)

OFA6-01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맵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정민․박철만․정준원․이한준․정호영․민경섭․김형주(서울대)

OFA6-02 시계열 서브시퀀스 매칭에서 발생하는 성능 병목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김상욱(한양대), 오세봉(티맥스 소프트㈜))

OFA6-03 최단거리에 기반한 시계열 데이타의 효율적인 유사 검색

이상준․권동섭․이석호(서울대)

OFA6-04 과학 데이타베이스에서 부분 문자열의 발생 빈도 예측

배진욱․이석호(서울대)

OFA6-05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을 이용한 규칙 기반의 컨텐츠 사이트 관리 모델

김정민․김영지(창원대), 옥수호(고신대), 문현정․우용태(창원대)

OFA6-06 공유 디스크 클러스터에서 친화도 기반 동적 트랜잭션 라우팅

온경오․이상호․조행래(영남대)

12:00-13:30 중식

13:30-16:50 좌장 : 김광훈 교수(경기대)/김진덕 교수(동의대)

OFP6-01 Edge-Labeled Graph에 기반 한 XML 인스턴스의 RDB 저장 모델

김정희(제주대), 김정필(중앙대), 곽호영(제주대)

OFP6-02 효율적 문서 검색 및 변경을 위한 XML 문서 저장 시스템 설계

박충희․이상준(제주대)

OFP6-03 TV-Anytime 메타데이터 검색을 위한 XQuery 엔진

박종현․김병규․강지훈(충남대)

OFP6-04 타입 정보 추출을 통한 질의 가능 XML 압축

박명제․민준기․정진완(KAIST)

14:50-15:10 휴식

OFP6-05 ebXML을 활용한 e-Logistics 통합플랫폼에서의 등록저장소의 설계

김영일․이용준․황재각(ETRI)

OFP6-06 시멘틱 웹상의 RDF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서명희(KT), 안재용․민준기․정진완(KAIST)

OFP6-07 실시간 협업 지원 협동 스윔레인 워크플로우 모델링 시스템 아키텍처

이정훈․오동근․한승혁․김형목․원재강․김민홍․김광훈(경기대)

OFP6-08 SCORM 기반의 e-Learning 시스템에서 적응형 학습자 수준 판단 기법

한향숙(창원대), 정철호(삼성SDS), 문현정․김영지․우용태(창원대)

OFP6-09 퀀터티가 있는 순차 패턴을 찾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임종화(KAIST), 심규석․김철연(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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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컴퓨터영상 및 패턴인식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306호

10:00-12:00 좌장 : 김응규 교수(한밭대)

OFA7-01 기대 효과를 자동 적용한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김동선․이인권(아주대)

OFA7-02 실시간 환경에서의 사실적인 옷감 애니메이션

강영민․조환규(부산대)

OFA7-03 영상기반 3차원 얼굴 모델링

민경필․전준철(경기대), 박구락(공주대)

OFA7-04 호흡운동에 기인한 MRI 아티팩트의 제거

김응규(한밭대), 김규헌(ETRI)

OFA7-05 Kernel Methods를 이용한 Human Breast Cancer의 subtype의 분류

및 Feature space에서 Clinical Outcome의 pattern 분석

김혜진․최승진․방승양(포항공대)

OFA7-06 뇌파 분류에 유용한 주성분 특징 박성철․이혜경․최승진(포항공대)

12:00-13:30 중식

13:30-16:50 좌장 : 전준철 교수(경기대)/김성진 교수(대림대학)

OFP7-01 연속 함수를 이용한 볼륨 데이터의 렌더링 노현아․김재정(전남대)

OFP7-02 네트웍 환경에서의 대규모 지형 데이터 전송 및 렌더링

김대성․한정현(성균관대)

OFP7-03 의미 기반의 3D Navigation Aid 설계

김학근(연세대), 임순범(숙명여대), 최윤철(연세대)

OFP7-04 평면을 이용한 이미지 시퀀스에서의 3D 그래픽 정합에 대한 연구

김주완․장병태(ETRI)

14:50-15:10 휴식

OFP7-05 Reference를 갖는 ICA를 이용한 자동적 P300 검출

최희열․최승진(포항공대)

OFP7-06 윤곽선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진동 스네이크

윤진성․김계영․최형일(숭실대)

OFP7-07 MPEG-21 DIP 기반 비디오 요약 서비스 류지웅․김문철(ICU)

OFP7-08 Isophote 제약조건을 사용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효율적인 오류 은닉

문채현․김종배․이경미․김항준(경북대)

OFP7-09 저가형 디지털 카메라 적용을 위한 기하학적 왜곡 및 광도 왜곡 보정 방법

유원필․정연구(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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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지능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307호

10:00-12:00 좌장 : 장병탁 교수(서울대)/이근배 교수(포항공대)

OFA8-01 유전자 알고리즘의 다양성과 수렴성을 고려한 새로운 선택기법

김기표․안창욱․R.S.Ramakrishna(KJIST)

OFA8-02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림프종 암의 최적 분류기 앙상블

박찬호․조성배(연세대)

OFA8-03 암의 분류를 위한 음의 상관관계 유전자의 신경망 쌍

원홍희․조성배(연세대)

OFA8-04 정보병목기법에 기반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이중 클러스터링

김병희․황규백․장정호․장병탁(서울대)

OFA8-05 염기서열 디자인에 사용되는 적합도 함수 분석

이인희․신수용․장병탁(서울대)

OFA8-06 효율적인 복수서열정렬 최적화기법 김 진․정우철․엄상용(한림대)

12:00-13:30 중식

13:30-15:30 좌장 : 조성배 교수(연세대)

OFP8-01 다중 구조적응 자기구성지도의 퍼지결합을 이용한 웹 문서 분류

김경중․조성배(연세대)

OFP8-02 최적 클러스터 분할을 위한 FCM 평가 인덱스 김대원․이광형(KAIST)

OFP8-03 허브 단어에 기반한 온톨러지의 반자동 구축

임수연․구상옥․송무희․이상조(경북대)

OFP8-04 개념 공간을 이용한 의미 인덱싱 강보영․김혜정․황선욱․이상조(경북대)

OFP8-05 MeSH를 이용한 개념 기반 검색 엔진 시스템

고삼일․박사준(중앙대), 황수철(인하공전), 김기태(중앙대)

OFP8-06 Collaborative Movie Recommender Considering User Profiles

Explicitly 이 경․김병만․신윤식․임은기(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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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I)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105호

10:00-11:40 좌장 : 김 원 박사(한국인터넷정보센터)

OSA1-01 차세대네트워크 Media Gateway Controller내의 이산 메커니즘 적용

Active Packet Processor 박수현(국민대), 이이섭(고려대)

OSA1-02 가상 능동망 기반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구조서경덕․홍충선(경희대)

OSA1-03 계층적 Mobile IPv6에서의 페이징 지원 방안 박기현․조유제(경북대)

OSA1-04 모바일 환경에서 제한된 메모리의 수신자에 의한 TCP 흐름 제어

이종민․차호정(연세대)

OSA1-05 Throughput Analysis of ETSI BRAN HIPERLAN/2 MAC

Protocol Taking Guard Timing Spaces into Consideration

고유창․손용태․신용억(LG전자), 이형우․조충호(고려대)

2. 정보통신(II)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106호

10:00-12:00 좌장 : 이경근 교수(세종대)

OSA2-01 IPv6을 위한 효율적인 Address Lookup

나상준․장기현․이병호(한양대)

OSA2-02 무선 LAN 상의 전력 효율적인 오류 제어 기법 및 구현

김성수․이종효․김성훈․박창윤(중앙대)

OSA2-03 무선통신 환경에서 가중치를 가진 방향 그래프를 이용한 효율적인

핸드오프 기법 박설민․박 준․황부현(전남대)

OSA2-04 이동성 예측을 통한 Fast Handoff 성능 개선 방안

김대선․홍충선(경희대)

OSA2-05 2 차원 필터에 대한 빠른 패킷 분류 기법 정상훈․윤현수․조정완(KAIST)

OSA2-06 AODV 라우팅 프로토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경로 탐색 방법

최지혁․김동균(경북대), 신재욱․남상우(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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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202호

10:00-12:00 좌장 : 박홍진 교수(상지대)

OSA3-01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가상 파일 시스템 구현

송재영․이호송(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권택근(충남대)

OSA3-02 Qplus 실시간 운영체제를 위한 임베디드 웹 서버 구현

이재호․김선자(ETRI), 김성조․선동국․심형용(중앙대)

OSA3-03 종단 호스트에서 QoS 보장을 위한 비례 분배 실시간 자원할당 기법

박정근(서울대), 유민수(한양대), 홍성수․박선희(서울대)

OSA3-04 비디오 응용에서 화질 제약을 고려한 응용 수준의 에너지 최적화 기법

임채석․하순회(서울대)

OSA3-05 큐 캐싱을 이용한 그리드 자원관리 시스템 설계

함재균․박형우․이상산(KISTI)

OSA3-06 비동기 에이전트 복제를 이용한 효율적인 이동 에이전트 복구 기법

변일수․강수석․박태순(세종대)

4. 정보보호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206호

10:00-12:00 좌장 : 서장원 교수(동서울대학)

OSA4-01 공인 Web SSO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최대선․김태성․진승헌(ETRI)

OSA4-02 악의의 위탁 컴퓨터로부터 씬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한 Virtual Private

Computing 박종열․이동익(KJIST), 김형천․장인숙․박중길(NSRI)

OSA4-03 DPD/DPV 프로토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개선된 OCSP(I-OCSP) 설계

박종욱․서정훈․이 용․이재일(한국정보보호진흥원)

OSA4-04 디지털 워터마킹을 이용한 다중계층 저작권 보호

김종원․이정수․최종욱(마크애니)

OSA4-05 문서 이미지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이 덕․최종욱(상명대)

OSA4-06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한 광고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신승원․신동환(마크텍), 최종욱(마크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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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정보처리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207호

10:00-11:40 좌장 : 박종철 교수(KAIST)/안동언 교수(전북대)

OSA5-01 신경망을 이용한 반자동 구문분석 말뭉치 구축도구

임준호․곽용재․박소영․임해창(고려대)

OSA5-02 효율적인 문서처리를 위한 띄어쓰기 교정 기법 개선

강미영․권혁철(부산대)

OSA5-03 한국어 연속음성 인식을 위한 형태론적 변형 처리

정경석․박혁로(전남대)

OSA5-04 접속사가 없는 경우의 중국어 대등접속문 인식

김미훈․김미영․김동일․이종혁(포항공대)

OSA5-05 결정트리를 이용한 중국어 복합명사 인식

최 정․김미영․김동일․이종혁(포항공대)

6. 데이타베이스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302호

10:00-12:00 좌장 : 마평수 박사(ETRI)/김 준 박사(ETRI)

OSA6-01 관성을 이용한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의 디클러스터링

서영덕(부산대), 김진덕(동의대), 홍봉희(부산대)

OSA6-02 이동 객체 위치 색인을 위한 R-트리 갱신 기법

권동섭․이상준․이석호(서울대)

OSA6-03 계층적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기반의 점진적 데이터 통합

신동길․정동원․백두권(고려대)

OSA6-04 ORB : 효율적인 질의 성능을 위한 R-tree 대량로딩 기법

이태원․이석호(서울대)

OSA6-05 계층 최대 R-트리를 이용한 범위 상위-k 질의의 효율적 수행

홍석진․이상준․이석호(서울대)

OSA6-06 R-Tree를 위한 캐시와 디스크 성능 최적화 박명선․이석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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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306호

10:00-12:00 좌장 : 정순기 교수(경북대)

OSA7-01 유비퀴토스 환경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칼라코드 온-오프라인 통합

상거래 서비스 시스템 설계 이충규․최문희․한탁돈(연세대)

OSA7-02 인터렉티브 TV를 위한 새로운 초음파센서 지시장치 손미숙․이기혁(ICU)

OSA7-03 신경망을 이용한 이중모달 음성 인식 모델링

류정우․성지애․이순신․김명원(숭실대)

OSA7-04 상호작용 체감형 게임을 위한 체감 효과의 동기화 기법에 관한 연구

배희정․변기종․장병태(ETRI)

OSA7-05 프로젝터를 위한 지시 및 입력 장치인 레이저펜 시스템

최규완․이기혁(ICU)

OSA7-06 이미지 검색을 위한 특징용어 기반 검색 기법

박성희․허 정․김현진․장명길(ETRI)

8. 이론 및 교육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307호

10:00-12:00 좌장 : 김현배 교수(부산교대)

OSA8-01 내용 기반 추천 기법의 TV 환경 적용에 관한 연구

유상원․이홍래․이형동․김형주(서울대)

OSA8-02 적응형 웹미디어 교육 시스템을 위한 확률 모델

이재호(용인송담대), 이윤수(안산공과대), 윤경섭(인하공전), 왕창종(인하대)

OSA8-03 표준 메타 데이터 기반의 교육용 컨텐츠 공유 시스템

백영태(김포대), 탁진현(액티브웹), 안치돈․강운구(가천길대), 왕창종(인하대)

OSA8-04 제한된 분지수를 갖는 최소지름 신장트리

안희갑(KIST), 한요섭(홍콩과기대), 신찬수(한국외대)

OSA8-05 압축된 써픽스 배열을 직접 구축하는 선형시간 알고리즘

성종희․전정은․김동규(부산대)

OSA8-06 광추적기법을 이용한 LCD Backlight Unit 시뮬레이션 제작에 관한 이론

서희경․강노경(서울대), 류양선(국민대), 김성철(서울대), 한광수․최준수(국민대)



++포 스 터 발 표 금요일

21

1A. 정보통신(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임재현 교수(공주대)

PFA1-01 모바일 환경에서의 동적 멀티미디어 지원 플랫폼에 관한 연구

구태연․박동환․문경덕(ETRI)

PFA1-02 Prime Sequence Codes를 이용한 chirped 2.5Gb/s 광 CDMA

신호에 대한 색분산 패널티로 전송 이행 분석

허태상․양명석․이승복․최기석․류범종(KISTI)

PFA1-03 HAVi 홈 네트웍 미들웨어를 위한 IEEE1394의 Java API 구조

박동환․구태연․문경덕(ETRI)

PFA1-04 구성노드의 부하균등을 고려한 Ad-hoc 라우팅 프로토콜 제안

김인수․김시관․오길호(금오공대)

PFA1-05 상호대화형 객체 삽입과 가변 버퍼 정책을 이용한 스트림 동기화 기법의

성능 평가 이병문․이양민․이재기(동아대)

PFA1-06 이동 단말에서의 인터렉티브 미디어 스트리밍 류은석․유 혁(고려대)

PFA1-07 정보통신산업 표준화 경쟁의 동태적 분석과 최적 전략

박 웅․곽용원․정영식․민재홍(ETRI)

PFA1-08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에 따른 라우팅 알고리즘 적용 연구

박종철․성경아․김근우․마중수(ICU)

PFA1-09 Bessel와 Chebyshev 함수를 이용한 동시 추정에 관한 기법

강석진․차정근․윤호태․고진환(경북대)

PFA1-10 Matrix Pencil Method를 이용한 OFDM의 주파수 추정

차정근․강석진․박상백․고진환(경북대)

PFA1-11 고신뢰도 이동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유연한 핸드오프 기법

권상도․황성호․김경준․한기준(경북대)

PFA1-12 URL을 이용한 Browsing방식의 File공유모델의 설계 및 구현

이경숙․송영한․박원배(경북대)

PFA1-13 효율적인 응용 계층 멀티캐스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레임웍

김성훈․강경란․XuanTung Hoang․김문석․이동만(ICU)

PFA1-14 CDMA 공중망을 이용한 환자 감시시스템 구현

고완진․정은호․김성훈․김우식(세종대)

PFA1-15 RLC 압축을 이용한 고속 라우팅 검색기법 오승현(동국대)

PFA1-16 전송속도 제한기법이 TCP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성일․하석재․최양희(서울대)

PFA1-17 다양한 운영체제에서의 다중 프로세스와 스레드 모델의 웹 서버 성능 비교

도인환․김경중․정규헌․정기훈․노삼혁(홍익대)



++포 스 터 발 표 금요일

22

PFA1-18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 페이지 개인화 기법

전영효․황인준(아주대)

PFA1-19 속도에 따른 세그먼트의 계층별 프리페칭 최인선․조기환(전북대)

PFA1-20 이동 컴퓨팅을 위한 적응성이 강한 멀티캐스트 기법

신승필․하 란(홍익대)

PFA1-21 QoS 지원형 리눅스 기반 VoIP 게이트웨이 설계 및 구현

이명근(순천향대), 서정민․임재용(다이알로직코리아), 이상정(순천향대)

PFA1-22 유무선통합 All-IP망에서 Mobile IP기반 VoIP시스템 개발

김경수(한양대), 조계호․김원태(로스틱테크놀로지), 박용진(한양대)

PFA1-23 MPLS-VPN 기술과 엔터프라이즈 망에서의 적용사례

김철용․오석희․이성호(LG CNS)

PFA1-24 CDMA S-ALOHA 시스템에서 공평한 패킷 전송을 위한 MAC 프로토콜

임인택(부산외대)

PFA1-25 이동에이전트 기반의 Peer-to-Peer 네트워킹 프레임워크

강미연․김윤수(ICANTEK), 정원호(덕성여대)

PFA1-26 서비스 이동을 지원하는 이동 센서 네트워크의 설계

임경수(고려대)․김동호(한라대), 안순신(고려대)

PFA1-27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최적 자원 선택 브로커 설계

진성호․정광신․이화민․이대원․유헌창․정순영(고려대)

PFA1-28 웹 서버를 공격하는 웜 바이러스의 자기 유사성

정기훈․송하윤․노삼혁(홍익대)

PFA1-29 화상 회의를 위한 온-라인 프레임 스케줄링 방법

안성용․이정아․심재홍(조선대)

PFA1-30 수퍼컴퓨터 그리드 어카운팅 시스템을 위한 서버 어카운팅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장경익․김법균․황호전(전북대),두길수(서남대),곽의종․안동언․정성종(전북대)

PFA1-31 CDMA 2000 1x 망에서의 이동 인터넷(Mobile IPv4) 연동에 관한 연구

김성관․한규호․채동현․강상욱․안순신(고려대)

PFA1-32 리눅스 환경을 위한 USB MP3 Player의 커널 모듈과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준택․신동헌․조수현․김영학(금오공대)

PFA1-33 론웍스 네트워크의 자가 진단을 지원하는 홈 제어 네트워크 구성 관리

서버의 구조 이창은․박준희․손영성․문경덕(ETRI)

PFA1-34 ER(Error Recovery)-RTP 라이브러리의 구현

전승열(부산대), 강정구(미디어트랜스), 최태욱․정기동(부산대)

PFA1-35 사이트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분산 그리드 어카운팅 플랫폼 설계

김법균․황호전(전북대), 이신원(전북과학대학), 안동언․정성종(전북대),

두길수(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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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정보통신(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이준연 교수(동명정보대학)

PFP1-01 UDDI 복제 명세를 지원하는 그룹통신 기반의 UDDI 레지스트리의 설계

문남두․김진홍․이명준(울산대)

PFP1-02 효과적인 협업지원을 위한 Jabber 기반의 메신저 시스템

황의윤․이근웅․안건태․김진홍․이명준(울산대)

PFP1-03 BioPlace 협업지원 시스템에서의 일정관리

박희종․문남두․안건태․이명준(울산대)

PFP1-04 노드 복구를 고려한 Magic Square 확장

이현주․정일동․김경석(부산대), 손영성(ETRI)

PFP1-05 Magic Square : 노드 능력을 고려한 자원 탐색 프로토콜

박선미․정일동(부산대), 손영성(ETRI), 김경석(부산대)

PFP1-06 웹기반의 효과적인 링크관리자 신원준․정혜영․박양수․이명준(울산대)

PFP1-07 네트워크 프로세싱 기술의 표준화 동향 김봉완(ETRI)

PFP1-08 피어의 특성을 고려한 Magic Square 확장

송동주․정일동(부산대), 손영성(ETRI), 김경석(부산대)

PFP1-09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결과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이종숙․박형우(KISTI), 정해덕(Univ.of Canterbury)

PFP1-10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위한 적응적 트랜스코딩과 캐슁 프록시 시스템

아키텍처 설성운․서대화(경북대)

PFP1-11 이동 컴퓨팅환경에서 원활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2-계층 프록시

시스템 김정락.서대화(경북대)

PFP1-12 IPv6 전이 환경에서의 이동 IPv6 적용 메커니즘 모델 설계

이수진․강현국(고려대)

PFP1-13 웨이블릿 코덱에서의 Inter-Intra 예측기법

이주경․김충길(부산대), 강정구(미디어트랜스), 정기동(부산대)

PFP1-14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방송을 위한 클라이언트 요구의 고려

신동천(중앙대)

PFP1-15 ebXML CC 기반 비즈니스 문서 생성기의 설계 및 구현

하영국․손주찬․손덕주(ETRI)

PFP1-16 MANET 연구를 위한 PSM 시뮬레이션 모듈 구현

서명환․윤현주․마중수(ICU)

PFP1-17 트래픽 특성에 따른 셀룰러 코어 망의 효율적인 설계

김호수․장주욱(서강대), 이경근(세종대), 이정수(SK텔레콤)

PFP1-18 Diffserv Network에서 Host 간의 QoS 보장에 관한 연구

김정윤․박재성․유인태(경희대), 변옥환(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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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1-19 SIP를 이용한 Conference Server 구조에 관한 설계

안세영․우시남․노원종․안순신(고려대)

PFP1-20 Efficient Adaptive RED 라우터 버퍼 관리 알고리즘 디자인과 구현

이종현(중앙대), 임혜영․허의남․황준(서울여대), 김영찬(중앙대)

PFP1-21 NS-2를 이용한 Efficient Adaptive RED 라우터 버퍼 관리 알고리즘

성능평가 임혜영(서울여대), 이종현(중앙대), 허의남․황 준(서울여대)

PFP1-22 SIP기반의 Presence 시스템에서의 Watcher 정보 서비스 구현

조현규․장춘서(금오공대)

PFP1-23 셀룰러 데이터 망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Ad Hoc 네트워킹 기반의 데이터

공유 기법 이준범․고영배(아주대)

PFP1-24 IPv6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 구현 및 활용사례

장인동․이승윤․김형준․박기식(ETRI)

PFP1-25 CDMA2000 1x 망에서 RLP NAK를 사용한 전송 품질 측정

이준희․차호정(연세대)

PFP1-26 웹 패드를 위한 모바일 해양 4S 컴포넌트의 설계 및 구현

이재호․남광우(ETRI), 심우성(KRISO)

PFP1-27 SVG 파일 기반의 아바타 시스템을 위한 SVGStore의 설계 및 구현

김은주․김원중(순천대)

PFP1-28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타이머를 이용한 TCP 오류제어

류현수(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FP1-29 Self-Similar 트래픽 환경에서 공유 메모리를 갖는 ATM 스위치의

성능분석 김기완․김두용(순천향대)

PFP1-30 WAP기반의 모바일 원격진료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구제영․김경주․오근탁․이윤배(조선대),

이성태(서울사이버대학), 이영신(서강정보대학)

PFP1-31 Lookup서비스를 이용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구조

허 준․홍충선(경희대)

PFP1-32 Zone Flooding을 이용한 효과적인 애드 혹 네트웍 혼합 라우팅

이종호․윤희용(성균관대), 이형수(KETI)

PFP1-33 무선LAN 시장개발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전략

지경용․김문구․김택식(ETRI)

PFP1-34 이동성 지원을 위한 MPLS VPN에서의 Smooth handoff의 설계 및 구현

임형택․오명환(충남대), 이영석(ETRI), 최 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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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정보통신(I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임재현 교수(공주대)

PFA2-01 모바일 환경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기법 김한수․황인준(아주대)

PFA2-02 QoS를 지원하기 위한 리눅스 클러스터 VOD 서버의 성능 분석

서동만․방철석․이좌형․김병길․정인범(강원대)

PFA2-03 경로 안정성 기반의 개선된 AODV 경로 관리 방법

유석대(전북대), 박승민(ETRI), 조기환(전북대)

PFA2-04 실시간 고속 네트워크 침입 탐지 엔진 설계 및 구현

조혜영․김주홍(ICU), 장종수(ETRI), 김대영(ICU)

PFA2-05 Wavelet 을 이용한 저가 IMU/GPS 통합

김성백․이승용․최지훈․최경호․장병태(ETRI)

PFA2-06 철도신호용 통신 프로토콜 구조 분석 및 성능개선

황종규․이재호(한국철도기술연구원)

PFA2-07 IEEE802.11g WLAN 시스템을 위한 OFDM 알고리즘의

DSP(TMX320C6416) 구현 김세현․조성호(한양대)

PFA2-08 SDR(Software Defined Radio) System 적용을 위한 한국형 암호

알고리즘(SEED) 구현 및 성능분석 홍성룡․조성호(한양대)

PFA2-09 정보가전용 Java 네트워크 API 설계 및 구현

유용선(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FA2-10 무선LAN 환경에서 단말 이동시 AP간 메시지 보안 개선 방안

송일규․홍충선․이대영(경희대)

PFA2-11 이동환경에서 핸드오버 시 패킷 비순서화로 인한 성능 저하 개선 방안 연구

유재현․홍충선․이대영(경희대)

PFA2-12 무선 랜을 사용하는 Ad-Hoc 네트워크에서 TCP와 UDP 트래픽 비교

유시환․최진희․진현욱․유 혁(고려대)

PFA2-13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를 위한 뉴스 메신저 김원철․황인준(아주대)

PFA2-14 Mobile Ipv6 Fast Handover에서 Triangle Routing시 발생하는

포워딩 패킷의 개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김민섭․이숙헌․천근영․박명순(고려대)

PFA2-15 IXP1200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이용한 IPv4 라우터의 구현

정영환․박우진․황광섭․배국동․안순신(고려대)

PFA2-16 IEEE 802.11 무선랜의 DCF를 이용한 폴링관리기법 개선

박진석․김경준․황성호․한기준(경북대)

PFA2-17 P2P 방식의 웹 캐싱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 분석

장재완․김영석(KAIST), 홍정우(KISTI), 맹승렬, 김진수(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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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2-18 다양한 무선단말을 위한 다운로더블 디코더 시스템 구현

김진렬․서덕영(경희대)

PFA2-19 분산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안전한 JavaSpace의 개발

유양우․이명준(울산과학대학)

PFA2-20 RDF와 XMI 메타프레임워크를 이용한 ebXML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

변환 기술 문진영․이대하․박찬규․조현규(ETRI)

PFA2-2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선영․김유정․이영로(한국전산원)

PFA2-22 UPnP와 LonWorks의 상호연동을 위한 브리지 구조

배대호․박준호․강순주(경북대), 최광호(전자부품연구원)

PFA2-23 P2P 네트워크에서 Agent 기법을 이용한 파일 전송 방법

손영성․김희정․문경덕(ETRI), 김경석(부산대)

PFA2-24 다중 도메인 환경에서 디바이스를 위한 효율적인 등록 기법

이병래․장경아(삼성전자)

PFA2-25 광대역 무선 접속망 기지국 MAC 프로토콜 S/W 설계

백승권․김응배(ETRI)

PFA2-26 이동 통신 사용자의 컨텐츠 교환을 위한 권한 관리 서비스

장경아․이병래(삼성전자)

PFA2-27 다중세션환경에서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한 공유객체 관리 기법

최진성․이정훈․오삼권(호서대)

PFA2-28 차별화된 웹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이명섭․김환섭․신경철․박창현(영남대)

PFA2-29 플랫폼 독립적인 대용량 데이터 동기화 서버의 설계

경명진․이민순․이병수(인천대)

PFA2-30 PDA를 이용한 인터넷 정보가전용 유니버설 리모트 컨트롤러

김동균․전병찬(청운대), 조성배․이상정(순천향대)

PFA2-31 그룹별 동적 주소할당을 지원하는 새로운 DHCP 메카니즘

김건웅․윤성중(목포해양대)

PFA2-32 대학 전산망에서의 IPSec 키 관리 시스템 김건웅․윤성중(목포해양대)

PFA2-33 GPRS 망에서 실시간 트래픽의 QoS 보장에 관한 연구

곽용원․박 웅․정영식․민재홍(ETRI)

PFA2-34 P2P 기반 CDN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전송 성능과의 관계 분석

황희선․김태형(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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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정보통신(II)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이준연 교수(동명정보대학)

PFP2-01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HLA기반 분산 실시간 시물레이션 환경 구현

정재경․김호정․원강연․김종룡(국방과학연구소)

PFP2-02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서 Threshold-Tuning을 통한 균형적인 에너지

소모 알고리즘 장재호․장주욱(서강대)

PFP2-03 그룹관리와 신뢰성을 위한 Dynamic Hybrid P2P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석희․양일등․김성열(청주대)

PFP2-04 HMIPv6에서 MAP을 위한 Return Routability Procedure

이준섭․정희영․김성한․고석주․민재홍(ETRI)

PFP2-05 모바일 표준 플랫폼 WIPI를 위한 WAP2.0 마이크로 브라우저의 설계 및

구현 최우영․허 신(한양대)

PFP2-06 전자정부를 위한 웹 기반 정보자원 통합모델 연구

김은주․정현철․류광택(한국전산원)

PFP2-07 XML 기반 워크플로우 메니지먼트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오명은․윤석현․한상용(중앙대)

PFP2-08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장치에서 다채널 다중 분할 화면 재생 방법 연구

박대혁․이승현․임영환(숭실대)

PFP2-09 가변 섹터 빔 시스템을 이용한 무선 망에서의 시스템 용량 증대에 대한 연구

박 종(SK Telecom), 김우식․이경근(세종대)

PFP2-10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전송 프레임워크

김동화․차호정(연세대)

PFP2-11 그룹 관리 통신을 위한 세션 관리 및 멤버쉽 관리

최대인․서종운․박정진․강현국(고려대)

PFP2-12 RADIUS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반 URL 필터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태웅․류호연․김성조(중앙대)

PFP2-13 Ad Hoc Network에서 Qos를 향상시키기 위한 Disjoint Multipath

라우팅과 트래픽 분산 알고리즘 정태환․백성청․안순신(고려대)

PFP2-14 IPv6 Neighbor Discovery가 호스트 이동성 지원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정준․최현덕․우미애(세종대)

PFP2-15 IEEE 802.11a WLAN용 CODEC 회로 설계

조영규․변남현․정차근(호서대)

PFP2-16 차세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를 위한 유무선 통합

솔루션 개발 오재경․이광태․성인철(㈜포애플스), 이기종(KT)

PFP2-17 재귀적인 위치정보 갱신을 통한 중첩된 이동 네트워크에서의 경로 최적화

조호식․백은경․최양희(서울대)



++포 스 터 발 표 금요일

28

PFP2-18 Bin-Packing 과 DRR 을 이용한 블루투스 MAC 계층에서의 효과적인 패킷

스케줄링

안혜환․윤희용(성균관대), 손재기․전기만(전자부품연구원), 양만석(한국외대)

PFP2-19 콘텐츠 복제 웹 서버에서 캐쉬 복제를 통한 성능 향상

김호중․맹승렬(KAIST)

PFP2-20 Sensor Network 에서의 에너지 효율 방안

김근우․성경아․박종철․마중수(ICU)

PFP2-21 공용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의 현황에 대한 분석

김정희(충남대), 오수영(ETRI), 김영국(충남대)

PFP2-22 IEEE 802.11 기반 무선망에서의 저전력 브로드캐스트 기법

최종무․고영배․김재훈(아주대)

PFP2-23 사용자 패턴을 감안한 리눅스 레이어-7 웹 클러스터 시스템의 구현

홍일구(㈜넷킹콜), 조재욱․도인환․노삼혁(홍익대)

PFP2-24 링크 손실 예측 오류를 고려한 채널 상태 기반 무선 TCP 매커니즘

김성철․정주연․이진영(상명대)

PFP2-25 SSF를 이용한 광인터넷 시뮬레이터 설계 윤성현․조기성(ETRI)

PFP2-26 대역 브로커를 통한 동적 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차별화 서비스 라우터 구현

최영수․박기현․이성협․조유제(경북대), 채희성․한태만(ETRI)

PFP2-27 이동전화망에서 호 도착 시간과 채널 보류 시간의 통계적 분석

엄태랑(세종대), 장주욱(서강대), 이경근(세종대)

PFP2-28 IEEE 802.11b Infrastructure 환경에서 전송 전력 관리를 통한 성능실험

정희록․김성훈․박창윤(중앙대)

PFP2-29 모바일 폰에서 XML 상품 정보의 객체 구성 방법 비교

최정익․하상호(순천향대)

PFP2-30 이동컴퓨팅을 위한 컨텐츠 변환 기술 구현

허준회․김형일․권문영․이영석․박수연(고미드)

PFP2-31 다중 지역 이동 에이전트 컴퓨팅 환경에서의 이동 에이전트 위치 관리 및

메시지 전달 기법

최성진․강인성․백맹순(고려대), 손진곤(한국방송대), 황종선(고려대)

PFP2-32 서비스의 질을 지원하는 무선 토큰링 프로토콜 메커니즘

김성철․이진영(상명대)

PFP2-33 최신구간을 활용한 점진적 로그 분석 기법 김명순․박병준(광운대)

PFP2-34 무선 인터넷을 위한 프레임 지원 HTML 변환기의 설계 및 구현

한진섭(광운대), 차호정(연세대), 박병준(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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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시스템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김주만 교수(밀양대)

PFA3-01 PARIS : 피어-투-피어 기반의 그리드 정보 서비스 구조

임민열․홍원택․박형우․이상산(KISTI)

PFA3-02 탈중심분산팜(DeCentralized Analysis Farm)의 테스트베드 구축

조기현․오영도․권기환․한대희․손동철(경북대), 김복주(서울대), 이상산(KISTI)

PFA3-03 분산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의 다중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 모델

신동길․정동원․백두권(고려대)

PFA3-04 MPI 미들웨어에 기반한 병렬검색 시스템 구현 이정훈․강미경(제주대)

PFA3-05 고에너지물리연구를 위한 그리드의 구축

조기현․오영도․권기환․한대희․손동철(경북대), 김복주(서울대), 이상산(KISTI)

PFA3-06 리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을 위한 적응적 푸쉬 결함 모니터링 스타일 설계

김분희․김영찬(중앙대)

PFA3-07 DGNP : 고성능 계산을 위한 동적 그리드 이름 프로토콜

권오경․박형우․이상산(KISTI)

PFA3-08 Cold-standby 방식의 고가용 웹 서버 시스템 구현

김용희(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FA3-09 내장형 자바가상기계를 위한 클래스 파일 변환기의 설계 및 구현

지정훈․양희재(경성대)

PFA3-10 소프트웨어 분산공유메모리의 고장 허용을 위한 원격 로깅 기법

박소연․김영재․맹승렬(KAIST)

PFA3-11 그리드에서 균등 분배 MPI 병렬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선택 알고리즘

이원재(ETRI), 이상권(KAIST), 임민열(KISTI), 맹승렬․조정완(KAIST)

PFA3-12 고장을 허용하는 분산공유메모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 기법

김영재․박소연․맹승렬(KAIST)

PFA3-13 다중 DB환경에서의 디스크 접근 속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스트라이핑

기법 오창석․임성화․김재훈․고영배(아주대)

PFA3-14 클러스터링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산 기법을 적용한 단백질

이차구조예측 시스템 설계 이수진․김재훈(아주대), 정진원․이원태(연세대)

PFA3-15 모바일 환경에서의 협력작업을 하는 프록시 서버를 위한 캐쉬 교체정책

장해권․한종현․정홍기․박승규(아주대)

PFA3-16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위한 이중화 설계

이인선(신구대학)

PFA3-17 이질 분산환경에서 MPEG 비디오의 병렬 파싱 남윤영․황인준(아주대)

PFA3-18 그리드 사용자에 대한 정책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경수․김법균․황호전․곽의종(전북대)

두길수(서남대), 안동언․정성종(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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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시스템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박태순 교수(세종대)

PFP3-01 대칭형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태스크 중복기반의 클러스터링과 스케줄링

강오한․조경미․김기남(안동대), 김시관(금오공대)

PFP3-02 재구성 가능 SoC를 위한 시스템 수준 설계공간탐색 도구

안성용․심재홍․이정아(조선대)

PFP3-03 클러스터기반 그리드 응용의 부작업 간 통신 구현 사례

정평재․이윤석(한국외대), 조금원(KISTI)

PFP3-04 리눅스 클러스터 기반 유전자서열분석 병렬처리 모형 개발 및 성능 검증

박미화․김재우(포스데이타), 박춘구(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

유승식(포스데이타)

PFP3-05 유효 작업수를 이용한 동적 부하 분산 시스템 성능 개선

최 민․박은지․유정록․맹승렬(KAIST)

PFP3-06 이중 채널 이더넷 기반 가상서버를 위한 분산 고장 감내 미들웨어의 구현

함명호․김진용․최보곤․신현식(서울대)

PFP3-07 XML을 적용한 HLA 기반 시뮬레이션

서혜숙(국방연구원), 한상범․신종회․황종선(고려대)

PFP3-08 PtolemyII의 CCS 도메인 구현 황혜정․김일곤․최진영(고려대)

PFP3-09 윈도우를 사용한 웹 프록시 저장장치 관리 기법

서본근․오승택․이준원(KAIST)

PFP3-10 카풀 및 그룹핑 기법을 이용한 유전자 서열 정렬 프로그램(FastA) 설계

이성준․김재훈(아주대), 정진원․이원태(연세대)

PFP3-11 IDE RAID를 이용한 iSCSI 저장장치 설계 및 구현

박상현․손재기․민수영(KETI)

PFP3-12 희소 행렬 연산의 성능 최적화에 관한 연구

김경훈․김병수․임은진(국민대)

PFP3-13 네트워크 응답시간을 고려한 웹 캐시 교체 정책

신은희․서진모․신승훈․박승규(아주대)

PFP3-14 주기적인 브로드캐스팅과 멀티캐스팅 기법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제공 방법 최한기․김진혁․박승규(아주대)

PFP3-15 동적 후면조명 밝기 조정 (DLS)을 이용한 저전력 LCD 시스템 구현 기법

최인석․장래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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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정보보호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유기영 교수(경북대)

PFA4-01 IDSTa-TCS Stream 분석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정해진․이명선(KISTI)

PFA4-02 실행시간 악성실행코드 탐지 시스템 설계

오형근․배병철․김은영․박중길(NSRI)

PFA4-03 고속 VPN을 위한 패킷처리 가속기 개발

나종화(한세대), 김종명(시큐어넥서스), 류대현(한세대)

PFA4-04 액티브 네트워크 기반의 위조 IP 공격 대응 메커니즘

이영석․방효찬․나중찬(ETRI)

PFA4-05 역추적 방식을 이용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에 관한 연구

권윤주․이만희․정상길․김국한․변옥환(KISTI)

PFA4-06 Clustered EJB 서버의 멀티캐스트 보안 연구

김수형․이경호․김중배(ETRI)

PFA4-07 인트라넷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서정택․정윤정․임을규․김인중․이철원(NSRI)

PFA4-08 DoS 공격 예방을 위한 확장 TCP 설계 박진원․김명균(울산대)

PFA4-09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발원지 자동 추적 모델 연구

이만희․정상길․권윤주․김국한․변옥환(KISTI)

PFA4-10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용한 네트워크 포트 스캐닝의 탐지

한상준․조성배(연세대)

PFA4-11 무선 LAN 보안시스템 보호 프로파일 개발

김춘수․최희봉․최명길․장병화(NSRI)

PFA4-12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칭) 공개키 공모자 추적

최은영․황정연․이동훈(고려대)

PFA4-13 이동 Ad Hoc 네트워크를 위한 대칭키 관리 기법

송지은․왕기철․조기환(전북대)

PFA4-14 다중 사용자 환경의 XML 문서를 위한 접근제어모델 설계

심효영․반용호․김종훈(동아대)

PFA4-15 XML 보안 기술을 이용한 SOAP 기반 XML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진성근․이재동․박진표(경남대)

PFA4-16 XML 문서를 위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신휴근․이원석․김동규(아주대)

PFA4-17 XML 문서 보호를 위한 접근제어 메커니즘 연구

반용호․심효영․김종훈(동아대)

PFA4-18 생존성 강화를 위한 동적협동에 관한 연구 김기한․최명렬․이진석(NSRI)

PFA4-1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역할기반 접근 관리 보안 모델

강수연․이승룡(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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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4-20 기존 메일스캐너 시스템의 비교분석 및 새로운 방안 제안

김영현․윤세안․최은정․최주영․유주영․김명주(서울여대)

PFA4-21 신뢰성 분산에 기반한 강건한 Certified E-mail 프로토콜

서 철․양종필․이경현(부경대)

PFA4-22 1.25 인터넷 대란의 원인 분석 김은영․박중길(NSRI)

PFA4-23 인증된 딕셔너리에서의 향상된 전처리 암호 어큐뮬레이터

김재형(중앙대), 김순석(한라대), 김성권(중앙대)

PFA4-24 Honeypot에서의 효과적인 Data Control 방안

이원석․신휴근․김동규(아주대)

PFA4-25 다중 접근제어 정책 모델에서 비명시적 권한을 보장하는 전파 정책

양주연․박 석(서강대)

PFA4-26 U-Commerce을 위한 Payment에 관한 연구

이경효․박익수․이군승․오병균(목포대)

PFA4-27 신경망을 이용한 유연한 프로액티브 패스워드 체킹 방법

박신혜․김원일․김동규(아주대)

PFA4-28 컴퓨터 면역시스템의 부정 및 긍정선택과 가중치를 이용한 알려지지 않은

공격탐지 연구 정일안․김민수․노봉남(전남대)

PFA4-29 능동 노드를 위한 보안강화엔진 설계

김옥경․임지영․김여진․나가진․나현정․채기준(이화여대),

나중찬․김영수(ETRI)

PFA4-30 비밀분산법을 이용한 익명성 보장 핑거프린팅 기법

용승림․이상호(이화여대)

PFA4-31 IEEE 802.1x 인증과 동적 WEP 키를 사용하는 무선랜 보안 시스템 개발

오경희․강유성․정병호(ETRI)

PFA4-32 802.1aa 인증과 802.11i 키교환을 지원하는 라디우스 클라이언트의 구현

함영환․정병호․정교일(ETRI)

4B. 정보보호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김태훈 박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PFP4-01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자수표시스템

이여진․유성진․정일용(조선대)

PFP4-02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개인용 방화벽 설계 및 구현

이성미․권문상․현상원․조유근(서울대)

PFP4-03 Port Scanning 기법 기반의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스캔 탐지

시스템 구현 송중석․권용진(항공대)

PFP4-04 침입 사례를 포함하는 훈련 데이터를 이용한 침입 탐지

이재흥․박용수․이영기․조유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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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4-05 분산 서비스거부 도구들의 위상 탐지를 위한 분산 탐지 기법

정유석․홍만표(아주대)

PFP4-06 시스템 정보를 이용한 NIDS의 공격 탐지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이건희․유정각․김동규(아주대)

PFP4-07 자동화된 침입대응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이보경․이호재․김영태․최중섭(KISA)

PFP4-08 DoS 공격의 순차의존성 측정에 관한 연구 홍동호․유황빈(광운대)

PFP4-09 Win-32 플랫폼 기반의 웹 트래픽 감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권용철․차현철(동양대)

PFP4-10 신경망 기반의 협동적 침입탐지 김형천․강철오․박중길(NSRI)

PFP4-11 시그너쳐 매칭에 기반한 버퍼넘침 공격 탐지의 한계 및 대응

김성수․위규범(아주대)

PFP4-12 정적 분석을 이용한 다형성 스크립트 바이러스의 탐지기법 설계

이형준․김철민(아주대), 이성욱(신구대), 홍만표(아주대)

PFP4-13 침입탐지 기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김지숙․정유석․홍만표(아주대)

PFP4-14 리눅스 파일시스템에서의 로그 기반 침입 복구 기법

이재국․김형식(충남대)

PFP4-15 상관성에 기반한 침입 정보 분석 이경희․이순구․김형식(충남대)

PFP4-16 전자우편기반의 다형성 바이러스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응 기법

김철민․이성욱․홍만표(아주대)

PFP4-17 전자서명기반의 해킹방지 보안 커널시스템 설계

도경화․이상훈․이영택․정우식․전문석(숭실대)

PFP4-18 실시간 IP 단편 필터링 모듈 설계 및 구현

최은영․김용석(경북대), 김현성(경일대), 오재부․유기영(경북대)

PFP4-19 효율적인 NTRU 곱셈기의 하드웨어 구현

김성훈․오병균․김종화(목포대)

PFP4-20 위임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 서명 방식 프로토콜의 설계

남기희․이여진(조선대), 김성열(울산과학대학), 정일용(조선대)

PFP4-21 GF(2m)상의 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의 객체지향적 설계 및 구현

이항록․류희수(ETRI)

PFP4-22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용한 Semi-fingerprinting

이한호․이정수․김종원(마크애니연구소)

PFP4-23 RST Invariant Image Watermarking

이정수․이한호․장재영․김종원(마크애니연구소)

PFP4-24 암호화와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의 안전한 전송

변성철․안병하(KJIST)

PFP4-25 양자화된 차분에너지 워터마킹 기법 유원영․이승욱․오원근(ETRI)

PFP4-26 HMM 기반 비정상 침입탐지 시스템

김주호․공은배(충남대), 조성현(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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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소프트웨어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권오천 박사(ETRI)/김희천 교수(한세대)

PFA5-01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조재규․이승종(국방대)

PFA5-02 진화탐색을 사용한 기능점수 예측 김미숙․권기태․강태원(강릉대)

PFA5-03 웹페이지를 위한 규모측정에 관한 연구 김인석․이남용(숭실대)

PFA5-04 KPA Rating Data의 보정모델에 의한 결함분석

유재구․이은서․이경환(중앙대)

PFA5-0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모델의 형상관리 공정에 관한 분석

이영식․황선명(대전대), 김태훈(KISA)

PFA5-06 산업용 S/W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민용․양해술(호서대)

PFA5-07 프로세스 조정 기법을 이용한 개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생성에 관한 연구

장윤정․김우목(삼성전자)

PFA5-08 SRGM용 테스트 자원의 할당 최규식․김용경(건양대)

PFA5-09 자바 서블릿에서의 XML을 이용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성능정보 표현 방법

김정출․김용성(전북대)

PFA5-10 웹 서비스 기반의 e-Business 시스템 개발을 위한 아키텍쳐 메타모델 및

설계 패턴 식별 김선영․김지영․김행곤(대구가톨릭대)

PFA5-11 WAPSiteGen : WAP 응용 자동 생성 도구

고민정․강이지․박주희․음두한(덕성여대)

PFA5-12 공통운용환경 세그먼트 개발 방법

손명근․고현민․윤경아․배두환(KAIST)

PFA5-13 코드 이력을 이용한 버전 정보 관리 자동화에 관한 연구

김은영․조 현․최순규․이상훈(삼성전자)

PFA5-14 EJB 컴포넌트 조립을 위한 MDA 기반 접근 방법

최유희․권오천․신규상(ETRI)

PFA5-15 EDOC 기반 PIM 변환기의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김민정․윤석진․신규상(ETRI)

PFA5-16 PSM으로부터 EJB 코드 생성을 자동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연준․권오천․신규상(ETRI)

PFA5-17 자바가상머신 GUI를 위한 AWT에서 이벤트 처리 방법 설계 및 구현

백대현(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FA5-18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의 실시간 지원을 위한 태스크 스케쥴링 API 설계 및

구현 조희남(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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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5-19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자바 클립보드 클래스 라이브러리 설계 및 구현

정명조(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FA5-20 자율 비행 무인 헬리콥터를 위한 코바 기반의 계층화된 제어 및 모니터링

구조 노인호․오주용․강순주(경북대)

5B. 소프트웨어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김행곤 교수(대구가톨릭대)/김재웅 교수(공주대)

PFP5-01 OLE 컨테이너 기능을 지원하는 CASE 도구의 설계 및 구현

강지윤․김태균(부산외대)

PFP5-02 C# 코드 생성 기능의 설계 및 구현 이장우․김태균(부산외대)

PFP5-03 UML Activity Diagram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가능성 분석

고현민․손명근․오윤주․배두환(KAIST)

PFP5-04 UML Profile 작성시 코드 생성 정보 기술을 위한 메타모델

김우식․정양재․신규상(ETRI)

PFP5-05 미들웨어 중립적인 컴포넌트 성능측정도구 설계 황길승․이긍해(항공대)

PFP5-06 컴포넌트 추출기법을 상세화한 수정된 KobrA 프로세스

장은주(전북대), 이재현(벽성대), 김용성․유철중․장옥배(전북대)

PFP5-07 EJB 컴포넌트의 인스펙션 프로세스 모델 남준기․한혁수(상명대)

PFP5-08 인터페이스 정보를 이용한 컴포넌트 테스팅

박세희․진영택(한밭대), 황선명(대전대)

PFP5-09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EJB로 래핑 하기 위한 기법

김동관․정효택․양영종(ETRI)

PFP5-10 Java 코드 분석기법을 이용한 UML 클래스 다이그램 생성 방법

한무희․김경수․김현수(충남대)

PFP5-11 Extension and Implementation of Iconic Stereotype for GNSS

Application in the UML Class Diagram

왕보․노혜민․유철중․장옥배(전북대)

PFP5-12 UML Components 방법론의 테일러링을 통한 GNSS 컴포넌트 추출

진달래․노혜민․유철중․장옥배(전북대), 이종훈(ETRI)

PFP5-13 객체지향 모델링에 기반한 스마트카드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법의 제안

김시관․오득환․박인용(금오공대), 강오한(안동대)

PFP5-14 프레임워크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성능분석

최성만․변완섭․유철중․김용성․장옥배(전북대), 태규열(전주교대)

PFP5-15 재공학 환경에서 적용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패턴의 UML 표현

최성만․김송주․유철중․장옥배(전북대), 이정열(전북과학대학)

PFP5-16 무선 환경에서 자원 관리를 위한 모바일 에이전트의 설계 및 구현

나승원․오세만(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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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5-17 모바일GIS를 위한 중간코드의 설계 및 구현 신홍섭․오세만(동국대)

PFP5-18 자바 클래스 파일에 대한 시각화 브라우저의 설계 및 구현

윤영수․박상필․고광만(상지대)

PFP5-19 분산환경에 적용될수 있는 DVM 및 DESPL의 제안

양일등․이석희․김성열(청주대)

6A. 데이타베이스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최 완 박사(ETRI)/김 준 박사(ETRI)

PFA6-01 XDBox : XML 객체 저장소의 구현

김종익․최일환․이현숙․김형주(서울대)

PFA6-02 XML 기반의 컨텐츠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상준․최한석(목포대)

PFA6-03 Xtree와 문서 유사도에 기반한 XML 문서 검색

이은정․박우창(덕성여대)

PFA6-04 내장형 XML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의 구현

권준호․권동섭․홍석진․곽민성․임우규(서울대), 신효섭(삼성전자), 이석호(서울대)

PFA6-05 XML 문서에서 엘리먼트 타입을 이용한 구조적 검색 기법의 설계

김성완(삼육의명대), 정헌석(홍익대), 이재호(경인교대), 임해철(홍익대)

PFA6-06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XQuery 질의 처리

신병주․진 민․하경재(경남대)

PFA6-07 구조 및 의미적 유사성에 기반한 XML 문서들의 효율적인 저장을 위한 통합

기법 김연희(홍익대), 김병곤(부천대학), 이재호(인천교대), 임해철(홍익대)

PFA6-08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TV-Anytime 메타데이터의 저장

김병규(KISTI)․박종현․강지훈(충남대)

PFA6-09 JAVA기반의 Object Pool Control기법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 최 영(경동대)

PFA6-10 Pull 기반의 데이터 방송 환경에서 최근성을 고려한 캐쉬 대체 전략

신동천(중앙대)

PFA6-11 ebXML 기반 메시지 서비스 적합성 평가 도구 설계

장우현․이원근․최한석(목포대)

PFA6-12 전자상거래용 대화형 상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서여진․박우창(덕성여대), 송순오(지노스정보)

PFA6-13 ebXML 기반의 전자물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엔진

오동근․홍정선․전종미․김광훈(경기대), 오세원․황재각․이용준(ETRI)

PFA6-14 포탈 서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형동․박철만․김낙현․김형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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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6-15 ebXML 기반의 전자물류 자동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태 모니터링

도구의 설계 및 구현

홍정선․오동근․전종미․김광훈(경기대), 오세원․황재각․이용준(ETRI)

PFA6-16 GML 문서의 통합 지리 정보 검색을 위한 XQuery의 확장

안영수․박순영․정원일․배해영(인하대)

PFA6-17 무선기기 기반 GIS client의 설계 및 구현

편도영․윤석우․김경창(홍익대)

PFA6-18 지오 비디오 : 비디오 지리정보시스템

김경호․김성수․이성호․이종훈(ETRI)

PFA6-19 상호운영성 기반의 한 분산 웹 지리정보시스템 구현

김도현․김민수․장병태(ETRI)

PFA6-20 시공간분석을 위한 4차원 GIS의 효율적인 구현

김성수․김경호․이성호․박종현(ETRI)

PFA6-21 4차원 지리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이성호․김성수․김경호․박종현(ETRI)

PFA6-22 한국인 유전체 역학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

양은주․안윤진․이지은․김규찬(국립보건원)

PFA6-23 BSML 기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변환기의 구축

윤애란․이수정․이희전․용환승(이화여대)

PFA6-24 XML-RPC 기반의 분산 환경 문서 관리 시스템 모델

고혁준․김정희․곽호영(제주대)

PFA6-25 멀티데이터베이스 환경 하에서의 Description Logic을 이용한

의미상 질의 최적화 이태웅․권주흠․백두권(고려대)

PFA6-26 음악 컨텐츠를 위한 빠른 검색 기법 노승민․황인준(아주대)

PFA6-27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DBMS 컴포넌트 구성 도구 설계

문미경․서여진․박우창(덕성여대)

6B. 데이타베이스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김영균 박사(ETRI)/최 완 박사(ETRI)

PFP6-01 정보검색관리시스템 KRISTAL-2000 설계 및 구현

이민호․진두석․김광영․주원균․서정현․류범종(KISTI)

PFP6-02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의 복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변시우(안양대)

PFP6-03 Z39.50 프로토콜 기반 통합 검색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 신정호․최석용(링크소프트),

장종화(KAERI), 오용철(한국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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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6-04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랩퍼에서 규칙 생성 정확도 향상

정창후․서정현․류범종(KISTI), 맹성현(ICU)

PFP6-05 분산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동적 콜렉터

이재훈․박순영․정원일․배해영(인하대)

PFP6-06 스키마 통합을 위한 시소러스의 활용 방안

이원조․이단영․권순덕․고재진(울산대)

PFP6-07 e-Chautauqua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엔진의 Workflow Message

Queue 메커니즘 설계

안형진․심성수․정재우․박민재․배성용․김광훈․백수기(경기대)

PFP6-08 RBAC 기반 워크플로우 보안 기술

원재강․이선현․정관희․김광훈(경기대)

PFP6-09 e-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워크플로우 모델 확장

전종미․오동근․홍정선․김광훈(경기대), 오세원․황재각․이용준(ETRI)

PFP6-10 XML 메시지 기반 워크플로우 관리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메커니즘

임현준․이명호․김상배․백수기․김광훈(경기대)

PFP6-11 협동 스윔레인 워크플로우 모델

한승혁․오동근․이정훈․원재강․김형목․김광훈(경기대)

PFP6-12 메모리 캐싱 저장소를 이용한 대규모 워크플로우 모델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

박민재․심성수․정재우․안형진․김민홍․김광훈(경기대)

PFP6-13 XPDL 기반의 워크플로우 동적 저장소 메커니즘

정재우․심성수․안형진․박민재․문기동(경기대), 오종태(청운대),

김광훈(경기대)

PFP6-14 P2P 기반 분산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

이이섭(고려대), 박수현(국민대), 백두권(고려대)

PFP6-15 다중데이터베이스 마이닝에서 가중치 거리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김진현․윤성대(부경대)

PFP6-16 협력적 여과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법

김교창․전종훈(명지대)

PFP6-17 시간과 공간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한 gCRM 구조

황정래․강혜영․이기준(부산대)

PFP6-18 3차원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특징 기반 질의 처리 시스템

황인신․이경미․황수찬(항공대)

PFP6-19 다단계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한정규․김석대․황수찬(항공대)

PFP6-20 멀티인덱스키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김주연․김진천(경성대)

PFP6-21 거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특성 추출 기법

최기석․전성진․양명성(KISITI)

PFP6-22 스트림 질의의 동적 최적화를 위한 질의 계획 재구성 기법

이원근․이상돈(목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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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6-23 이미지 검색을 위한 공간관계 감소규칙 이수철․황인준(아주대)

PFP6-24 대용량 이동체의 색인을 위한 시간축 분할 프레임웍의 설계 및 구현

조대수(ETRI), 임덕성(부산대), 박종현(ETRI)

PFP6-25 ebXML 기반 e-Logistics 시스템의 사용자 관리 시스템 설계

채정숙․김영희․이용준(ETRI)

PFP6-26 XML 문서를 기반으로 한 Local 검색을 위한 색인 기법

정혜진․유춘식․김용성(전북대)

PFP6-27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연산시 효율 향상을 위한 성능 평가 방법

신명주․김용성(전북대)

7A. 컴퓨터영상 및
패턴인식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권오봉 교수(전북대)/최승진 교수(포항공대)

PFA7-01 선형방정식의 재구성을 이용한 충돌반응 속도 개선

정대현(경북대), 김은주(동명정보대), 유관우(경북대)

PFA7-02 깊이 버퍼를 이용한 레이캐스팅의 고속화

김승완(전북대), 송주환(전주대), 권오봉(전북대)

PFA7-03 뷰 모핑을 사용하여 관측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빌보드 기법

김승완(전북대), 송주환(전주대), 권오봉(전북대)

PFA7-04 넓은 가상공간에서의 충돌검출 이승욱․박경환(동아대)

PFA7-05 Interval Method를 이용한 음함수 곡면의 렌더링

정재광․노현아․김재정(전남대)

PFA7-06 모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동영상에서의 3D 위치 정보 추출

박혜선․강신국․박민호․김항준(경북대)

PFA7-07 PC클러스트를 이용한 스테레오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최정단․변기종․장병태(ETRI)

PFA7-08 음성의 시간변이와 상태분할을 고려한 강건한 문맥의존 음향모델에

관한 연구 오세진․김광동․노덕규(한국천문연구원), 정현열(영남대)

PFA7-09 불변 모멘트를 이용한 휴대용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진혁․최창규․김승호(경북대)

PFA7-10 순환 퍼지연상기억장치를 이용한 음성경계 추출

마창수․김계영․최형일(숭실대)

PFA7-11 SNP 발견을 위한 TDGS (Two-Dimensional Gene Scanning)

영상의 분석 장 환․박유나․이복주(단국대)

PFA7-12 반도체 공정 실시간 자동 진단 시스템 권오범․한혜정․김계영(숭실대)

PFA7-13 낱자 인식기와 자소 조합 인식기를 혼용한 인쇄체 한글 인식방법

장승익․임길택․김호연․정선화․남윤석(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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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7-14 폐 결절 자동 추출 시스템의 처리 속도 향상 기법

성 원․박종원(충남대)

PFA7-15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한 동적 분류기 선택

이관희(연세대), 이일병(Biometrics Engineering Research Center)

PFA7-16 개념간 유사성 측정을 이용한 개념 기반 이미지 검색

조미영․최준호․신주현․김판구(조선대)

PFA7-17 텍스트와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메일 분류 김원화․이일병(연세대)

PFA7-18 사전 정보를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의 문자 위치 추출과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연구 김병훈․고미애․김영모(경북대)

PFA7-19 적응적 칼라 정보와 부분 템플릿매칭에 의한 얼굴영역 및 기관 검출

이미애․류지헌(한밭대), 박기수(고신대)

PFA7-20 계층적 정합을 이용한 Visible Human 다리 Color 영상과

CT 영상의 정합 김계현․이재준․김동성(숭실대)

PFA7-21 Visible Korean Human의 반자동 분할 도구 개발 방향 및 초기구현

김예빈․이성수․김동성(숭실대)

PFA7-22 바 코드의 열 동질성을 이용한 시각적인 인쇄오류가 있는 바 코드 검출 방법

이승재․김창화(강릉대)

PFA7-23 분자 면역컴퓨팅에 의한 숫자 인식 김수동․신기루․장병탁(서울대)

PFA7-24 로컬모션정보와 글로벌모션정보를 이용한 제스처인식

이현주․이칠우(전남대)

7B. 컴퓨터영상 및
패턴인식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최수미 교수(세종대)/문종섭 교수(고려대)

PFP7-01 가상현실을 위한 해부학에 기반한 얼굴 애니메이션

김형균․오무송(조선대), 고석만(제주산업정보대), 김장형(제주대)

PFP7-02 FPGA에서 시간구동 최적화의 배치․배선에 관한 연구

김현호(충북과학대학), 이용희(신성대학), 이천희(청주대)

PFP7-03 다중모달리티 영상에 대한 모멘트 기반 정합기법과 표면정보 기반

정합기법의 성능 비교 분석 박지영․김민정․최유주․김명희(이화여대)

PFP7-04 실루엣 영상을 이용한 3차원 형상 모델간의 유사도 측정

김정식․최수미(세종대)

PFP7-05 독립성분분석에서의 제안된 그레이 블록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분류 방법

홍준식(홍익대)

PFP7-06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 비디오의 분할 및 대표 프레임의 추출방법

조완현(전남대), 박순영․박종현(목포대)

PFP7-07 신경회로망 및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 얼굴영역 검출

박상근․박영태(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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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7-08 다중생체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인증에 관한 연구

서정우․민동옥․문종섭(고려대)

PFP7-09 왈쉬변환을 이용한 손상된 지문의 결분석 손경두․허정연(경남대)

PFP7-10 통계적 접근 방법에 의한 지문영상의 품질 측정

김봉구․김익동․심재창(안동대)

PFP7-11 3차원 얼굴 형상의 정규화를 위한 특징 추출 김익동․심재창(안동대)

PFP7-12 모듈라 신경망에 기반한 번호판 인식시스템의 특징벡터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른 성능평가 박창석․김병만․서병훈(금오공대), 이광호(목포대)

PFP7-13 흉부 영상에서 간질성 폐질환 검출을 위한 컴퓨터지원진단 시스템 연구

김진철․송종태․이우주․이배호(전남대)

PFP7-14 비디오 인덱싱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의 등급별 인터넷 배포

박경미․김영봉(부경대)

PFP7-15 필기습관 정보에 기반한 온라인 서명인식 성한호․이일병(연세대)

PFP7-16 계층적 신경망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성명인식

서원택․조범준(조선대)

PFP7-17 강인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눈 영상 검사 알고리즘

장자인(BERC), 김귀주(연세대), 손진호․이일병(BERC)

PFP7-18 형판정합을 이용한 영상 정규화에 기반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

신현금․최영규(한국기술교대)

PFP7-19 거절 조건을 가진 이진 분류기 순차 결합을 통한 얼굴인식

부덕희․고재필․변혜란(연세대)

PFP7-20 얼굴윤곽 정보 활용을 위한 얼굴영상 전처리

유연희․고재필․변혜란(연세대)

PFP7-21 고유얼굴과 웨이블릿을 이용한 얼굴인식 박상근․전준철(경기대)

PFP7-22 스킨 컬러와 변형모델에 기반한 얼굴검출

김정기․전준철(경기대), 박구락(공주대)

PFP7-23 타원체형 모델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얼굴 텍스쳐 생성

노명우․이중재․김계영․최형일(숭실대)

PFP7-24 X3D 가상 환경에서의 확장 가능한 상호작용

이동훈․ 권기준․ 정순기(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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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 인공지능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김준태 교수(동국대)

PFA8-01 군집화를 위한 베이지안 학습 기반의 퍼지 규칙 추출

한진우(서강대), 전성해(청주대), 오경환(서강대)

PFA8-02 공간 압축 및 효율적 탐사 기법을 이용한 빈발 폐쇄 항목집합 마이닝

박귀정․한영우․이수원(숭실대)

PFA8-03 필기영상의 동적 정보 추출 및 인식을 위한 통계적 모형

신봉기(부경대)

PFA8-04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한 추천 성능의 향상 김춘호․김준태(동국대)

PFA8-05 비용 의존 학습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분류

황소현․박성배․장병탁(서울대)

PFA8-06 Learning Classifier System을 이용한 행동 선택 네트워크의 학습

윤은경․조성배(연세대)

PFA8-07 Biological Pathway 정보를 위한 바이오 온톨로지 기반의 XML DB

배은진․박승수(이화여대)

PFA8-08 게임 캐릭터의 진화하는 디자인 김미숙․강태원(강릉대)

PFA8-09 바이오패스웨이를 위한 개선된 지식표현 시스템

이민수․박승수(이화여대)

PFA8-10 시냅스 전위활동에 기반한 분자 신경망 정호진․조동연․장병탁(서울대)

PFA8-11 진화연산을 이용한 자연어 파싱 김동민․박성배․장병탁(서울대)

PFA8-12 신경망 기반 추천 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한 정보의 융합

김호종․김은주․김명원(숭실대)

PFA8-13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RNA 구조 문법 학습

남진우․정제균․장병탁(서울대)

PFA8-14 Kernel 기반 학습을 이용한 HPV의 위험군 분류

정제균․오석준․장병탁(서울대)

PFA8-15 유전자 조절 네트웍 구축을 위한 진화알고리즘 기법

정제균․오석준․남진우․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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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 인공지능
2003년 4월 25일(금)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4:00-16:00 좌장 : 김민구 교수(아주대)

PFP8-01 앙상블 베이지안망에 의한 유전자발현데이터 분류

황규백․장정호․장병탁(서울대)

PFP8-02 유전자 알고리즘에 기반한 대화식 프랙탈 이미지 생성기

이지애․강태원․김미숙(강릉대)

PFP8-03 헬름홀츠머신 학습 기반의 의미 커널을 이용한 문서 유사도 측정

장정호(서울대), 김유섭(한림대), 장병탁(서울대)

PFP8-04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출 컨테이너 장치위치 결정에 관한 연구

이준욱․홍동희․정태충(경희대)

PFP8-05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신경망 이용 결측 값 처리 방법

성지애․류정우․김명원(숭실대)

PFP8-06 분류를 위한 퍼지 규칙의 소속함수 학습

장민경․곽동헌․류정우․김명원(숭실대)

PFP8-07 실시간 에이전트들을 위한 혼합형 계층 구조

김하빈․권기덕․김인철(경기대)

PFP8-08 다수의 목표 유전자에서 진화연산을 이용한 Oligonucleotide Probe 선택

신기루․김 선․장병탁(서울대)

PFP8-09 FSM의 직관적인 모델링을 위한 에디터 설계

송병근․이현진․김상균․서재현(인제대)

PFP8-10 단백질 구조예측을 위한 에이전트 시티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김현식․남덕우․진 훈․김인철(경기대)

PFP8-11 패턴 정보를 이용한 효모 관련 문서에서의 이벤트 자동 추출

전홍우․황영숙․임해창(고려대)

PFP8-12 신경망을 이용한 선물가 예측 김성환․이상훈․김기태(중앙대)

PFP8-13 HITS알고리즘을 적용한 개념그래프 기반검색시스템의 성능개선

배환국․박호성(중앙대), 이상준(제주대), 김기태(중앙대)

PFP8-14 에이전트의 최적 행동생성을 위한 행동선택 네트워크의 계획기능

민현정․김경중․조성배(연세대)

PFP8-15 1-Base non Watson-Crick 결합을 허용하는 DNA Hybridization

Simulation 장하영․신수용․장병탁(서울대)

PFP8-16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 키워드 유사도 순위화 알고리즘에 따른

사용자 질의 확장 이상훈․김기태(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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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I)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임경식 교수(경북대)

PSA1-01 DVB-MHP 환경에서의 내장형 DVB-HTML 브라우저

김성기(서울대), 홍건호․송하윤(홍익대), 한상영(서울대)

PSA1-02 웹 검색 분류어의 동적인 분류 최범기(쿼크㈜), 박 선․이주홍(인하대)

PSA1-03 정책기반 네트워크 보안구조에서 IP Encapsulation을 이용한 실시간

침입자 추적 기술 이광희․안개일․장종수(ETRI), 최 훈(충남대)

PSA1-04 멀티캐스트기반 호스트 이동성 지원 방안의 성능평가

한정준․우미애(세종대)

PSA1-05 WDM 망에서의 준-동적 복구 기법 황호영(안양대)

PSA1-06 사용자 감성체험을 고려한 유무선 통합 시스템

이준희․최승권․신승수․조용환(충북대)

PSA1-07 4G 셀룰라 망에서 적응적 핸드 오프 시간

김동욱․최혜은․김남기․윤현수(KAIST)

PSA1-08 MPEG-4 Layered Video Streamin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신정아․김현정․김상형․이흥기․

이성인(충남대), 유원경(성신여대), 유관종(충남대)

PSA1-09 SIP User Agent 의 설계와 구현 이종필․장승석(㈜넷코덱)

PSA1-10 클러스터드 EJB서버 환경에서의 저장소 공유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다중

배포 방법 노명찬․정승욱․서범수(ETRI)

PSA1-11 클러스터드 EJB 컨테이너에서 RMI Smart Stub의 구현

서범수․정승욱․김성훈․노명찬(ETRI)

PSA1-12 Management Framework for IP-xDSL Broadband Access

Network 전재규․조석형(KT)

PSA1-13 웹 서버 클러스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노드의 분할 기법

장인재․최창열(아주대), 박기진(안양대), 김성수(아주대)

PSA1-14 웹서비스를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설계 박노삼․이길행(ETRI)

PSA1-15 분산객체를 이용한 CNM 실시간 장애관리 시스템 강현철․이길행(ETRI)

PSA1-16 캐시 적중률 향상을 위한 웹 서버 클러스터의 협력적 캐싱

김희규․최창열(아주대), 박기진(안양대), 김성수(아주대)

PSA1-17 Galaxy : 차세대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P2P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 홍현아(한양대), 박희철․김원태(로스틱테크놀로지), 박용진(한양대)

PSA1-18 EJB 엔터티 빈에 대한 동시성 제어 방법 정승욱․김중배(ETRI)

PSA1-19 시구간별 사용자 접속 패턴을 이용한 동적 자원 재분배

이진성․최창열(아주대), 박기진(안양대), 김성수(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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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1-20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커니즘의 가용도 분석

최창열․김성수(아주대)

PSA1-21 액티브 네트워크 노드의 설계 김동영․한민호․이영석․나중찬(ETRI)

2. 정보통신(II)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임경식 교수(경북대)

PSA2-01 ebXML 레지스트리 기반의 e-비즈니스 시스템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우용․손주찬․손덕주(ETRI), 강지훈(충남대)

PSA2-02 웹 컨텐츠 변환을 위한 다중 사용자 주석시스템

김재홍․장민수․손주찬(ETRI)

PSA2-03 파장 다중 분할 Ethernet PON에서의 서비스별 대역폭 할당방식

장용석(경북대), 엄종훈(KT), 안철웅(계명대), 류상률(청운대), 김승호(경북대)

PSA2-04 OPNET을 이용한 Ethernet PON에서의 WDM 방식의 가변 TDMA

MAC 프로토콜의 설계 및 구현

정민석․장용석(경북대), 엄종훈(KT), 조정현(영남이공대학), 김승호(경북대)

PSA2-05 프레임제거 트랜스코딩을 위한 개선된 움직임 벡터 구성 알고리즘

이성진(부산대), 이화세(밀양대), 박시용․이승원․정기동(부산대)

PSA2-06 효율적이고 확장가능한 3D-WT 기법

김성민․박시용․이승원(부산대), 이화세(밀양대), 정기동(부산대)

PSA2-07 Mobile-Grid : 확장된 가상환경에서의 협업을 위한 미들웨어 설계

강수연․임익진․이승룡(경희대)

PSA2-08 전자 물류 개선을 위한 지능형 종추적 시스템

오세원․이용준․황재각(ETRI)

PSA2-09 모바일 응용 서버에서의 다중 단말 장치간 세션 전이 구현

장철수․김성훈․노명찬․김중배(ETRI)

PSA2-10 동적 웹 컨텐트 변환을 위한 규칙기반 전송 환경 해석

장민수․김재홍․손주찬(ETRI)

PSA2-11 지역적 위치 관리를 통한 신뢰적인 이동 멀티캐스트 지원방안

피영수․김기영․윤미연․박진홍․신용태(숭실대)

PSA2-12 차세대 유무선통합망에서의 QoS보장형 단말이동성 지원 통신 미들웨어

플랫폼 설계 및 개발

남진우(한양대), 김원태(로스틱테크놀로지), 박용진(한양대)

PSA2-13 QoS 인지 클러스터 시스템 구조에 관한 연구 최창열․김성수(아주대)

PSA2-14 IXP1200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이용한 DiffServ Edge Router의 설계

배국동․박우진․정영환․김경혜․안순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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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2-15 무선 인터넷 컨텐츠의 자동 생성을 위한 WML 변환기와 WML 편집기의 설계

및 구현 전윤주․최은혜․정현숙․조혜영․이민수․용환승(이화여대)

PSA2-16 운영체제에 독립적인 이동성 제공을 위한 플랫폼 설계 및 구현

박 철, 김경수, 김원태(로스틱테크놀로지)

PSA2-17 시스코 라우터 기반의 QOS 정책 분배 시스템

이상도․신명기․김형준․박기식(ETRI)

PSA2-18 지능형 버퍼링과 Pre-Customization을 이용한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백장운․서대화(경북대)

PSA2-19 UAV를 이용한 무인정찰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 구현

이상수․박노성․박지훈․민롱 팜․파티 오즈투르크․뒤백 뷔․김대영(ICU)

PSA2-20 분산 이질 환경에서의 포인트 브로커의 설계 및 구현

유병석(충남대), 강미연(삼성전자), 김형식(충남대)

3. 시스템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임화경 교수(부산교대)

PSA3-01 LinuxBIOS를 이용한 X86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의 빠른 부팅기법

윤희철․마진석․김선자(ETRI)

PSA3-02 PVFS를 위한 상호협력 캐쉬의 설계 및 구현

황인철․김호중․정한조․김동환․김호진․맹승렬․조정완(KAIST)

PSA3-03 하이퍼쓰레딩을 위한 그리드 MDS의 설계 및 구현

이정훈․오영은․김진석(서울시립대)

PSA3-04 ARM 기반의 SOC MCU를 이용한 SOHO 라우터용의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의 개발

김운기․최승현․김홍석․강성봉․장동은(삼성전자), 윤희용(성균관대)

PSA3-05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UDF 파일 시스템 구현

임용관․이호송(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권택근(충남대)

PSA3-06 실시간 운영체제 하에서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FAT 모델 구현

조정철․이호송(충남대), 성영락(국민대), 권택근(충남대), 이철훈(국민대)

PSA3-07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ISO-9660 파일 시스템 구현

이호송(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권택근(충남대)

PSA3-08 계층적 압축방식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파일시스템

양승헌․박진연․원유집(한양대)

PSA3-09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위한 Pending

Lock/Unlock 설계 및 구현

안희중(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SA3-10 동적 임계점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버의 Fail-Over 구조

전성규․차호정(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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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3-11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한 printf() 함수 설계 및 구현

이재규(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SA3-12 연속적 미디어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스케쥴링

길아라․구제웅(숭실대)

PSA3-13 메모리 프로파일 검사점 허준영․김상수․홍지만․조유근(서울대)

PSA3-14 우선순위 역전을 해결하기 위한 세마포어의 구현

양희권․윤기현(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SA3-15 경성 실시간 태스크를 위한 확장된 가능성 검사를 통한 비율단조 기반

스케쥴링 기법 신동헌․이준택․조수현․김영학(금오공대)

PSA3-16 이질적 다중서버 시스템에서의 공정큐잉 기반 스케줄링

박경호․김지혜․이주현(서울대), 박창윤(중앙대), 민상렬(서울대)

PSA3-17 저전력 시스템을 위한 선택적 페이지 캐쉬 사용 기법

송형근․차호정(연세대)

PSA3-18 리눅스 기반 네트워크 스위치를 위한 GARP/GVRP 개발

노윤정․이원석․김준우․강경태․김지현․신현식(서울대)

PSA3-19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윤미․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SA3-20 실시간 내장형 S/W의 성능분석을 위한 Control Flow Graph 추출

황요섭․안성용․이정아․심재홍(조선대)

PSA3-21 적응형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HomeMngr의 설계

이왕룡(부산대), 황원주(인제대), 이정태(부산대)

PSA3-22 ARM 9 에서의 전력관리 구현 손동환․이형석․김선자(ETRI)

PSA3-23 Safety-Critical Real-Time Operating System의 설계 및 구현

윤기현․김용희․박희상(충남대), 성영락(국민대), 이철훈(충남대)

PSA3-24 리눅스 클러스터 서버 상에서 RTSP기반의 실시간 및 VOD 스트리밍

시스템 개발 김종근․최황규(강원대)

4. 정보보호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예홍진 교수(아주대)

PSA4-0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긍정적 결함 최소 학습 방법

정종근․하추자(호남대), 김용호(조선대),

박종훈(중부대), 김철원(호남대), 이윤배(조선대)

PSA4-02 시스템 콜 인터셉트와 로깅 시스템을 이용한 리눅스 기반 자원 접근제어

모듈(LPM) 설계 나형준․김문기․이병호(한양대)

PSA4-03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김한수․송하윤(홍익대)

PSA4-04 Ad hoc에서의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이근호․이송희․이상근․황종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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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4-05 VPN을 위한 응용 계층에서의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김상현․백병욱․강철범․배현철․김동필․박인성․김상욱(경북대)

PSA4-06 간단하고 효율적인 키교환 프로토콜

이성운․김우헌(경북대), 김현성(경일대), 유기영(경북대)

PSA4-07 패스워드 기반의 강화된 키 교환 프로토콜

김우헌․이성운․유기영(경북대), 김현성(경일대)

PSA4-08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ID기반의 키 교환 프로토콜

배헌중(경북대), 김현성(경일대), 유기영(경북대)

PSA4-09 인증서 기반 전자도서관 인증과 인가

원형석․김태성․조영섭․진승헌(ETRI)

PSA4-10 서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자서명 검증 에이전트의 구현

이용준․이옥경․정재동․오해석(숭실대)

PSA4-11 스마트 카드와 지문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 설계

손인구․민경진․류은경․유기영(경북대)

PSA4-12 오프라인상에서의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설계

이윤오․유황빈(광운대)

PSA4-13 인증서 검증 시스템의 검증시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김현철․이옥경․이용준․오해석(숭실대)

PSA4-14 인증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ESM 시스템의 개발

김재한․한기준(건국대), 백석철(㈜하우리)

PSA4-15 패스워드 기반의 독립적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

김지영․정경숙․정태충(경희대)

PSA4-16 암호학적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개선된 논리

주성범․홍주형․김종훈(동아대)

PSA4-17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세션 키 생성 방법 이종국․장종수(ETRI)

PSA4-18 프로그램 가능한 셀룰라 오토마타를 이용한 곱셈기 설계

박혜영․전준철․유기영(경북대)

PSA4-19 지문의 방향성정보를 이용한 스마트카드 인증시스템 설계

민경진․손인구․이원호․유기영(경북대)

5. 한국어정보처리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배재학 교수(울산대)/김동일 교수(연변과학기술대)

PSA5-01 한국어 문장 패턴 기반 개인형 메타 검색 시스템

이덕남․정혜경․박기선․이용석(전북대)

PSA5-02 북한 방언 검색 프로그램 개발

두길수(서남대), 황호전․김법균․안동언․정성종(전북대),

이신원(전북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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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5-03 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 개발

두길수(서남대), 황호전․김법균․안동언․정성종(전북대),

이신원(전북과학대학)

PSA5-04 구조 변환을 겸한 영어 구문 분석기 여상화(경인여자대학), 서정연(서강대)

PSA5-05 정규화 용어빈도가중치에 의한 자동문서분류

김수진(전남대), 김민수(KAIST), 백장선․박혁로(전남대)

PSA5-06 한국어 확률 의존문법 학습 최선화․박혁로(전남대)

PSA5-07 특허정보 검색을 위한 벡터스페이스 검색모델의 적용

원상훈․노태길․손기준․박정희․이상조(경북대)

PSA5-08 기계학습과 사전을 이용한 개체명 세분화

이기중․이도길․임해창(고려대), 임수종(ETRI)

PSA5-09 최대 엔트로피 부스팅 모델을 이용한 품사 모호성 해소

박성배․장병탁(서울대)

PSA5-10 음차표기된 외래어의 발음특성을 이용한 자동 영어단어 복원

이상율․강인수․나승훈․이종혁(포항공대)

PSA5-11 표준어 규정에 따른 한국어 음소열 자동생성기

이도관․강미영(부산대), 윤근수․이교운(울산대), 권혁철(부산대)

PSA5-12 MicroCCG를 이용한 용언의 불규칙 활용의 처리와 한국어 형태소 분석

이호준․박종철(KAIST)

PSA5-13 용어 선별 기법에 의한 유사 문서 판별 시스템 장성호․강승식(국민대)

PSA5-14 자질중요도 계산 기법에 의한 자동 문서 범주화 이경찬․강승식(국민대)

PSA5-15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한국어 양태부사 어순에 관한 연구

이신원(전북과학대학), 황호전․김법균․안동언․정성종(전북대), 두길수(서남대)

PSA5-16 대등접속구문과 미지격 명사구의 문법기능 결정

이용훈․김미영․이종혁(포항공대)

PSA5-17 MPEG-7 기반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위한 XQuery Engine

고은정(충남대), 김철수(메타빌드), 강지훈(충남대)

PSA5-18 특정 속성과 Co-training을 이용한 전자메일 분류

류 제․윤성희․한광록(호서대)

PSA5-19 SVM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팸메일 필터링

민도식․송무희․손기준․이상조(경북대)

PSA5-20 한국어 영 대용어 처리를 통한 문서요약의 성능 향상

구상옥․전명희․김미진․이상조(경북대)

PSA5-21 한국어 음성 합성을 위한 ‘이음표’의 문자 전사

정영임․정휘웅․윤애선․권혁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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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타베이스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홍석희 교수(경성대)/김영균 박사(ETRI)

PSA6-01 SOAP 기반 응용프로그램 디스패쳐의 설계 및 구현

김신강․임효상․이정훈․한욱신․황규영(KAIST)

PSA6-02 오디세우스 객체관계형 DBMS를 사용한 사이트 제한 검색의 구현

이재길․이민재․김민수․황규영(KAIST)

PSA6-03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Alert 엔진 기능 설계

민경욱․박종현(ETRI)

PSA6-04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적응적 요청 메시지를 이용한 갱신 거래

스케줄링 기법 박 준․황부현(전남대), 정승욱․김중배(ETRI)

PSA6-05 TMO 기반 분산 이동 객체 데이타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

이준우․전세길․나연묵(단국대)

PSA6-06 이동체 데이터의 근접성을 이용한 디클러스터링 방법

홍은석․서영덕․홍봉희(부산대)

PSA6-07 전력 기동보수를 위한 LBS 적용 모델 설계

신진호․이봉재․송재주․조선구(한전전력연구원)

PSA6-08 이동체의 위치 색인을 위한 궤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분할 정책

김진곤․전봉기․홍봉희(부산대)

PSA6-09 시공간 근접성을 고려한 TB-tree의 삽입 정책

장종우․임덕성․홍봉희(부산대)

PSA6-10 평면 색인 구조에서 효율적인 k-근접 이웃 찾기

김태완․강혜영․이기준(부산대)

PSA6-11 타임스탬프된 이벤트 시퀀스를 위한 효율적인 검색 방법

이우준․노국필․강성구․박상현(포항공대)

PSA6-12 Rule Database를 활용한 가망수요 정보 규칙 관리

김도형․강명철(삼성SDS)

PSA6-13 초고속 VDSL 통신망에서의 라디오주파수 간섭에 관한 시뮬레이션

박인정(단국대)

PSA6-14 내장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PDA용 PIMS 응용의 개발

제권엽․최무희․안병태․심명선․강현석(경상대)

PSA6-15 주기억 데이타베이스에서 공간 데이타에 대한 효율적인 인덱스 구조

강은호․김경창(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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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박은광 교수(ICU)/장병태 박사(ETRI)

PSA7-01 웹로그 분석을 적용한 웹사이트내의 웹컨텐츠 분석 연구 결과

정선경(삼성SDS), 이칠우(전남대)

PSA7-02 생태학적 모형화를 위한 수중에서의 유동 입자의 가시화 연구

신복숙․김경현․차의영(부산대)

PSA7-03 트리 기반 대화 인터페이스에서 응답 위치에 의한 대화 창 이동의 최소화

김경덕(위덕대)

PSA7-04 한국전자책문서표준의 적합성 조항 정의 및 검사 기법

김재경․손원성(연세대), 임순범(숙명여대), 최윤철(연세대)

PSA7-05 XML 기반의 이동단말기를 위한 Trans-Gate System 설계

남궁명희․양 혁(숭실대), 황재각(ETRI), 임영환(숭실대)

PSA7-06 CCD 카메라와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비몰입형 2차원 가상현실

시스템 이민정․천미향․박동규(창원대)

PSA7-07 의미 구역에 기반한 관련 웹 페이지 요약 기법 이시은․황인준(아주대)

PSA7-08 레이블과 아이콘 이미지가 혼합된 관광지도 생성 시스템 구현

류동성․박동규(창원대)

PSA7-09 웹 페이지 분석을 위한 Web-Picker 설계 및 구현

이미란․조동섭(이화여대)

PSA7-10 아바타 모션제어를 위한 종이인형 굽힘 메타포어

이은우․남양희(이화여대)

PSA7-11 복합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3차원 거리경관 디자인 시스템

이은우․남양희(이화여대)

PSA7-12 모바일 환경을 위한 대화형 언어의 정의 윤민홍․류은석․유 혁(고려대)

PSA7-13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위한 Proxy 구조의 설계

서원일․이은정(경기대)

PSA7-14 가상 환경에서 자유 낙하에 따른 충돌 반응 양상 모델링

김병주․권정우․김태한․지세진․박종희(경북대)

PSA7-15 메시지 방식을 이용한 가상환경에서의 식물의 성장 모델링

권정우․김병주․김태한․최운돈․박종희(경북대)

PSA7-16 논리적 가상환경을 위한 Nursery 모델

김태한․권정우․김병주․이은희․박종희(경북대)

PSA7-17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 인터넷 컨텐츠 활용의 자동화를 위한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 지원 시스템 설계 류지현․권경환․이긍해(한국항공대)

PSA7-18 햅틱 워크벤치 상에서의 가상객체 조작

임아영․박주영․최유주․김명희(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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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7-19 Semantic Web을 이용한 Web Service 기반 전자정부 플랫폼

강민숙․조동섭(이화여대)

PSA7-20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장애인용 특수자판의 최적화

이화진(서울대), 박희경․조유진․

권소영(이화여대), 장병탁(서울대), 박승수(이화여대)

PSA7-21 전자 상거래에서 활용 가능한 의상 시뮬레이션 방법 설계

박윤희․신봉기(부경대)

PSA7-22 LAN 기반 다기종 공유가상환경 구축

김기범․박성원․유효선․이선민․김명희(이화여대)

PSA7-23 IPMP 시스템 사용자 환경의 구현 김장하․박한성․김상욱(경북대)

PSA7-24 XML을 이용한 응답자 주도형의 실시간 설문조사 시스템 구현

전찬환․최황규(강원대)

8. 인공지능
2003년 4월 26일(토)

공과대학 3호관 앞 야외공간
우천시, 공과대학 3호관 로비

10:00-12:00 좌장 : 김성권 교수(중앙대)

PSA8-01 OPC 기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어 소프트웨어 생성에 대한 연구

심민석․유대승․박성규․김종환․이명재(울산대)

PSA8-02 제어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자동 생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유대승․심민석․박성규․김종환․이명재(울산대)

PSA8-03 TV 개인화를 위한 MPEG-21 컨텍스트 디지털 아이템

손유미․김문철(ICU)

PSA8-04 시각정보의 구문적 서술 이질성 극복을 위한 서술 변환

김원필․정관호․공현장․김판구(조선대)

PSA8-05 수주생산환경의 B2B e-마켓플레이스에서 사후보증처리에 관한 연구

고재문․서준용(울산대)

PSA8-06 협업 여과의 희소성을 개선한 교육용 컨텐츠 추천 시스템

이용준(인하대), 이세훈(인하공전), 왕창종(인하대)

PSA8-07 FlashMX 스크립트를 이용한 웹상에서 대수함수 그래프의 구현 및 활용

이상훈․김하진(아주대)

PSA8-08 SCORM 기반 개방형 교육용 컨텐츠 저작 시스템

서대우(용인송담대), 윤경배(김포대),

김남용(신흥대), 진영배(충청대), 왕창종(인하대)

PSA8-09 원격화상교육을 위한 인터넷 채팅기술의 수업적용 가능성 분석

한정길․김영봉(부경대)

PSA8-10 PDA용 영어듣기교육 컨텐츠의 개발 성정은․김영봉(부경대)

PSA8-11 초등학교에서 ICT 통합 교육과정 설계 김공실․김성백(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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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8-12 변별적 교육과정 모델 기반의 정보 영재 교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영원․이상영․유철중․장옥배(전북대)

PSA8-13 학습 컨텐트 관리 시스템 기반의 코스개발 도구에 대한 연구

구은희․김행곤(대구가톨릭대), 현창문(안양대), 김성원(탐라대)

PSA8-14 명세를 통한 교육컴포넌트 검색에 관한 연구 전주현․홍찬기(관동대)

PSA8-15 사이버 교육 컨텐츠에 따른 트래픽 측정

천인혁․엄태랑․권 란․이경근(세종대), 송정희(텔리젠)

PSA8-16 수행평가시스템의 구현 문상호(부산외대), 정부천(경북과학고)

PSA8-17 웹을 기반으로 한 도형이동과 영역학습을 위한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문애리․김하진(아주대)

PSA8-18 웹 기반 수행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강공미․김진호(강원대)

PSA8-19 단백질 부분 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오류 허용 알고리즘

김계형․김민호․허준호․R.S Ramakrishna(KJIST)

PSA8-20 그리드 구조에서 개선된 가쉬핑 알고리즘 이현섭․좌경룡(KAIST)

PSA8-21 I/O 효율성을 위해 확장된 Multilevel 그래프 분할 기법

허준호․R.S.Ramakrishna(KJIST)

PSA8-22 다중의 결함을 갖는 하이퍼큐브 진단 알고리즘

최혜연․김동군․이충세(충북대)

PSA8-23 DNF를 이용한 SAT의 효율적 남명진․최진영(고려대)

PSA8-24 단백질 서열 정렬을 통한 구조 분류정보 추출

변상희․김진홍․안건태․이명준(울산대)

PSA8-25 셀-분할 방식에 의한 운동계획 알고리즘의 확장 안진영․유견아(덕성여대)

PSA8-26 단백질 구조 비교를 위한 이차구조의 상관관계 계산

조민수(창원대), 안건태․이명준(울산대), 이수현(창원대)

PSA8-27 단백질 구조 비교에서 유사성 그래프의 효율적인 생성

최경호(창원대), 김진홍․이명준(울산대), 이수현(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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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웹상에서, http://www.kiss.or.kr/2003/regist/default.asp)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2003년 4월 15일까지
현장등록

2002년 4월 25일, 26일
정회원 45,000원 55,000원
학생회원 30,000원 35,000원
비회원 70,000원

*** 안내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이 제공됩니다(논문집 구입은 별도 신청).
2. Banquet(간친회) 등록비 10,000원

논문집
구 분 분 야

A 데이타베이스․병렬처리․운영체제․전산교육시스템․정보보호․컴퓨터구조․
컴퓨터이론․기타

B 소프트웨어 공학․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인공지능․컴퓨터그래픽스․컴퓨터
비젼및패턴인식․프로그래밍언어․한국어정보처리

C 정보통신

*** 안내
1. 학술대회 사전등록시 권당 8,000원
2. 학술대회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구입 가능하며, 사전등록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논문집 복수신청 및 현장에서 추가구입 불가)

3. 현장등록시 논문지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2003년 4월 15일까지

현장등록
* 2003년 4월 24일

학술대회 참가
예비등록시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학술대회
참가등록시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정회원
(비회포함) 50,000원 80,000원 60,000원 100,000원

학생회원 25,000원 40,000원 30,000원 50,000원
*** 안내
1. 위 참가비는 1개 강좌에 해당합니다.
2. 현장등록은 여분의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별행사 참가비
구 분 자전거 하이킹 단축 마라톤 한라산 등산

참가비 20,000원 15,000원 15,000원

2) 연락처
학회사무국 : T.02-588-9246,7  F.02-521-1352

     E-mail:kiss@kiss.or.kr
     Http://www.kiss.or.kr



안 내 사 항

55

1. 자전거 하이킹

∙코스 : 김녕-->종달(왕복 40km) 코스의 대부분은 해안도로

∙출발 : 제주 KAL 호텔에서 13:30

∙참가비 : 20,000원(자전거 임차료 포함)

2. 단축 마라톤

∙코스 : 구좌 -->종달(왕복 10km) 코스의 대부분은 해안도로

∙출발 : 제주 KAL 호텔에서 13:30

∙참가비 : 15,000원

3. 한라산 등산

∙코스 : 영실-->윗세오름(왕복 4km, 3시간 30분 정도 소요)

∙출발 : 제주 KAL 호텔에서 12:00(13:00 이후 한라산 입산 금지)

∙참가비 : 15,000원(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포함)

◆참고사항

∙모든 특별행사는 사전 참가등록자에 한하고 참가등록자가 20명이 안되면 그 행사는

취소됩니다.

∙별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제주 KAL 호텔과 행사장까지의 왕복 교통편과 참가기념품

(티셔츠)이 제공됩니다.

∙행사참가자 전원은 저녁 7시 제주 KAL 호텔에서 열리는 학회 주최 리셉션에

초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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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이용시

■ 예약 안내
 ∙이용항공 : 아시아나 항공

 ∙할인구간 : 전구간(광주 ⇔ 제주 제외) 
 ∙할인기간 : 2003년 4월 23일(수) - 27일(일) 12:00 이전
 ∙할 인 율 : 25%(단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함)
           ◈ 광주 ⇔ 제주[공무원증 소지자 10%, 어린이(2∼12세 미만) 25% 할인]
 ∙할인대상 : 제30회 춘계학술발표회 등록자(동반가족 포함)
 ∙항공권 수령 : 항공권 결제 후 공항 항공사에서 신분증(예약번호) 제시 후 항공권

          수령 가능합니다.
 ∙예약 및 발권문의처

  ▶ 예약방법 : 전화 / Fax 또는 이메일은 신청서로 예약

     전화 예약은 바로 예약 확인되며, Fax 및 E-mail 예약은 확인 후 전화로 확인연락함
  ▶ 예약시간 및 예약 마감일 : 월∼금 - 09:00∼18:00 / 토 - 09:00∼12:00
  ▶ 연락처 : 태평양여행사(담당 : 박혜주 실장, 문승주 대리)
     ☎ 02-738-6266,  Fax : 02-722-2181, E-mail:pacpac@kornet.net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93801-01-036322(예금주:태평양여행사)

■ 항공편 좌석현황
※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서울 → 제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3일(수)  OZ 8953  16:50 / 17:55  50석  57,920

 4월 24일(목)

 OZ 8917  09:15 / 10:20  99석  57,920
 OZ 8921  10:25 / 11:30  50석  57,920
 OZ 8923  11:20 / 12:25  99석  57,920
 OZ 8951  16:25 / 17:30  99석  57,920
 OZ 8963  19:05 / 20:10  99석  57,920

 4월 25일(금)  OZ 8905  07:05 / 08:10  50석  61,670
 OZ 8909  08:05 / 09:10  50석  6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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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 서울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6일(토)
 

 OZ 8938  14:15 / 15:20  99석  61,670
 OZ 8946  17:00 / 18:05  50석  61,670
 OZ 8950  17:50 / 18:55  50석  64,550(할증요금)
 OZ 8954  18:45 / 19:50  50석  61,670
 OZ 8962  20:25 / 21:30  99석  61,670
 OZ 8964  20:40 / 21:45  50석  61,670
 OZ 8908  09:40 / 10:45  80석  61,670 4월 27일(일)  OZ 8910  10:10 / 11:15  20석  61,670

3) 부산 → 제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3일(수)  OZ 8113  17:20 / 18:15  10석  45,100

 4월 24일(목)
 OZ 8105  10:55 / 11:50  40석  45,100
 OZ 8113  17:20 / 18:15  20석  45,100
 OZ 8213  19:45 / 20:40  10석  45,100

 4월 25일(금)  OZ 8105  10:55 / 11:50  20석  48,170

4) 제주 → 부산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6일(토)  OZ 8108  12:20 / 13;15  40석  48,100
 OZ 8114  18:20 / 19:15  30석  48,100

 4월 27일(일)  OZ 8102  09:30 / 10:25  20석  48,100

5) 대구 → 제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3일(수)  OZ 8125  18:30 / 19:30  10석  49,670

 4월 24일(목)
 OZ 8121  09:00 / 10:00  20석  49,670
 OZ 8127  12:00 / 13:00  10석  49,670
 OZ 8125  18:30 / 19:30  20석  49,670

 4월 25일(금)  OZ 8121  09:00 / 10:00  10석  53,050

6) 제주 → 대구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6일(토)  OZ 8128  17:00 / 18:00  30석  53,050
 OZ 8126       20:00 / 21:00  10석  53,050 

 4월 27일(일)  OZ 8122  10:30 / 11:30  10석  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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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주 → 제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3일(수)  OZ 8525  18:30 / 19:30  10석  51,170

 4월 24일(목)
 OZ 8521  07:45 / 08:45  20석  51,170
 OZ 8523  12:00 / 13:00  20석  51,170
 OZ 8525  18:30 / 19:30  30석  51,170

 4월 25일(금)  OZ 8523  12:00 / 13:00  20석  54,550

8) 제주 → 청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6일  OZ 8522  10:30 / 11:30  80석  54,550
 4월 27일  OZ 8522  10:30 / 11:30  20석  54,550

9) 포항 → 제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3일(수)  OZ 8151  16:45 / 17:50  10석  52,300
 4월 24일(목)  OZ 8151  16:45 / 17:50  10석  52,300
 4월 25일(금)  OZ 8151  16:45 / 17:50  20석  55,670

10) 제주 → 포항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6일(토)  OZ 8152  15:10 / 16:15  30석  55,670
 4월 27일(일)  OZ 8152  15:10 / 16:15  10석  72,900

11) 광주 → 제주

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3일(수)  OZ 8143  18:40 / 19:25  10석  52,300

 4월 24일(목)  OZ 8141  10:45 / 11:30  60석  52,300
 OZ 8143  18:40 / 19:25  30석  52,300

 4월 25일(금)  OZ 8141  10:45 / 11:30  20석  55,900

12) 제주 → 광주

출발일 항공 출발 / 도착시간 확보좌석 요금(공항세포함)

 4월 26일(토)  OZ 8144  17:25 / 18:10  50석  55,900
 OZ 8148  20:00 / 20:45  50석  55,900

 4월 27일(일)  OZ 8142  09:15 / 10:00  20석  55,900
 OZ 8146  12:00 / 12:45  10석  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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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예약 신청서

  ▶ 예약방법 : 전화 / Fax 또는 E-mail은 신청서로 예약

     전화 예약은 바로 예약 확인되며, Fax 및 E-mail 예약은 확인 후 전화로 확인연락함  

  ▶ 예약시간 및 예약 마감일 : 월～금 - 09:00～18:00 / 토 - 09:00～12:00

  ▶ 연락처 : 태평양여행사(담당 : 박혜주 실장, 문승주 대리)

     전화 02-738-6266,  팩스  02-722-2181, 이메일 pacpac@kornet.net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93801-01-036322(예금주:태평양여행사)

  ▶ 항공권 수령 : 항공권 결제 후 공항 항공사에서 신분증(예약번호) 제시 후 항공권 수령가능  

     합니다.

  ▶ 제30회 춘계학술발표회 등록자만 예약가능합니다.

-------------------------------------------------------------

신청자1)
성 명

연락처(대표자)
☎ :

핸드폰 :

서울 및

기타지역

출발일 및 시간2)

출발일

항공번호

출발시간

제주

출발일 및

시간2)

출발일

항공번호

출발시간

결 제3)

현금 ( )

카드 ( )
카드번호

유효기간

1) 신청자의 성명은 참석하시는 분의 성함을 다 적어주시고 연락처는 참석대표자의 유선 및

무선 모두 기록

2) 항공편 예약 안내를 참조 후 출발일과 항공번호 출발시간 기록

예) 4월23일(수) OZ 8941 16:40 / 17:45

3) 카드결제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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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이용시

제주대를 경유하는 버스 번호 및 노선입니다.

담당 : 제주시 교통행정과(과장:양치석), 064-750-7363

■ 시내 버스

번호 노 선 명

10 제주대 - 여고 - 광양 - 중앙로 - 동문R - 회북 - 삼양 - 조천 - 함덕

11 제주대 - 시청 - 문예회관 - 인제사가로 - 화북 - 삼양 - 조천 - 함덕

25 제주대 - 아라 - 여고 - 광양 - 중앙로 - 동문R - 화북 - 삼양

30 제주대 - 광양 - 중앙로 - 용담R - 용문R - 공항 – 제성마을 - 하귀

31 제주대 - 광양 - 터미널 - 신제주 - 수협도지회 - 제성마을 - 외도 - 하귀

33 제주대 - 중앙로 - 공항 - 신제주R - 한라의료원 - 이호2동 - 하귀

34 제주대 - 중앙로 - 용담R - 공항 - 신제주R - 서중 - 도두 - 외도1동

37 제주대 - 중앙로 - 용담R - 용문R - 공항 - 신제주로 - 서중 - 외도1동

48 제주대 - 신성학원 - 여고 - 대유대림 - 인제 - 화북 - 삼양 - 대기고

800 제주대 - 시청 - 중앙로 - 용담 - 대학동 - 이호혜수 - 정수장 - 제원A - 제대

810 제주대 - 제원A - 이호해수욕장 - 사수동 - 수근동 - 사대부고 - 중앙로 - 제대

810-1 제주대 - 중앙로 - 대학동 - 수근동 - 사수동 - 정실 - 농촌시험장 - 제대

811 제주대 - 아라 - 여고 - 광양 – 중앙로 - 동문R - 화북 - 삼양 - 봉개 - 회천

812 제주대 - 아라 - 여고 - 광양 – 중앙로 - 동문R - 화북 - 삼양 - 봉개 - 용강

813 제주대 - 아라 - 여고 - 과양 – 중앙로 - 동문R - 화북 - 삼양 - 봉개 - 명도암

880 제주대 - 중앙로 - 용담 - 오라3동 - 신제주R - KBS - 한라대학 - 관광대학

887 제주대 - 신제주R – 해안 - 광령1.2.3리 - 고성 - 하귀 - 외도 – 중앙로 - 제대

888 제주대 - 제대 - 중앙로 - 이호2동 - 하귀 - 광령 - 노형 - 중앙로 - 제대

900 제주대 - 일중 - 대유대림 - 서해 - 인제 - 산업도로 - 봉개 - 대유대림 - 제대

960 제주대 - 법원 - 세무서4가로 - 연삼로 - KBS - 제원A - 한라대

990 제주대 - 여고 - 시청 - 터미널 - 신제주 - 의료원 - 노형동사무소 - 한라대

  → 요금 : 일반 650원, 중․고생 550원, 초등학생 300원

■ 시외 버스
  

  

번호 노 선 명

500
한라대-노형R-한라의료원-제원A-주택은행-신제주R-공항 -용담R-관덕정-중앙로-광양-시
청-여고-아라동-목석원-제주대

520
제주대 - 여고- 광양- 중앙로-용담-공항-신제주R-수협도지회-그레이스호텔- 한라의료원- 
한라대학(월산, 광령1리)

→ 공항리무진은 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 및 서귀포에만 해당되므로 제주대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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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별 객실 요금

호텔 객실 구분 정상가 할인가 지불방법 위치

제주 KAL 호텔
(특 1등급)

Double,Twin
온돌

236,500
236,500

155,000
185,000 현금/카드

제주시 위치

공항->호텔
6~10분

(Taxi 이용시
3,000원)

호텔->제주대
20~30분

(Taxi 이용시
   8,000원)

로얄호텔
(특 2등급) Double,Twin,온돌 184,000 80,000 현금/카드

퍼시픽호텔
(특 2등급) Double,Twin,온돌 184,000 80,000 현금/카드

굿모닝 관광호텔
(1급) Double,Twin,온돌 145,000 70,000 현금/카드

하와이호텔
(1급) Twin,온돌 120,000 70,000 현금/카드

하니호텔
(1급) Twin,온돌 145,200 70,000 현금/카드

블루문콘도 14평형
27평형

140,000
250,000

83,000
140,000 현금/카드

  

 

- 상기 요금은 1박 1실 기준으로, 10% Tax 및 10%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임

- 블루문 콘도의 경우 조식포함된 가격임

※ 기타 자세한 호텔 정보는 각 호텔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KAL호텔 http://www.kalhotel.co.kr/cheju/chome.htm

 ∙로얄호텔 http://www.chejuline.co.kr/royalhotel

 ∙퍼시픽호텔 http://www.jejupacific.co.kr

 ∙하와이호텔 http://www.jejuhawai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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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가능 객실 수(4월 23～26일)

호텔 23일 24일 25일 26일 전화번호

제주 KAL호텔 15 실 80 실 80 실 15 실  064-724-2001

로얄호텔 5 실 80 실 80 실 5 실  064-743-2222

퍼시픽호텔 5 실 60 실 60 실 5 실  064-758-2500

굿모닝 관광호텔 5 실 50 실 50 실 5 실  064-712-1600

하와이호텔 5 실 70 실 70 실 5 실  064-742-0061

하니호텔 7 실 7 실 7 실 7 실  064-758-4200

블루문 콘도
14평 7 실 7 실 7 실 7 실

 064-711-6662
27평 3 실 3 실 3 실 3 실

■ 숙소 예약 신청 방법

 -숙박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Fax 또는 E-mail로 예약금과 함께 (주)세종컨벤션서비
서비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bok@sejongconvention.com
     ․ 전 화 : 02)783-3473~4                   ․ 팩 스 : 02)783-3475
     ․ 담당자 : 하홍이 대리 / 이지선

 -예약에 따른 예약금은 4월 11일(금) 이전에 1박 가격의 30%를 신청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이 되지 않았을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흥은행 344-01-214480  예금주 : (주)세종컨벤션서비스

☞ 예약자는 최종 확인 메일을 받으셔야 예약 완료됩니다. 

■ 숙박예약 신청 마감 ⇒ 4월 11일(금)에 한함

 -행사기간이 성수기인 관계로 마감일 이전에 선착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 7일전 이후 취소시 예약금 환불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4월 18일(금)까지 취소

또는 변경 통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취소시 예약금은 4월말 환불 예정임).
 -제30회 춘계학술발표회 등록자만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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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코스 및 요금

구분 시간 세부일정 1인 요금

A
코스

07:00
17:00

숙소출발-성판악도착-등반-중식(도시락)-
정상도착-하산-관음사-공항 및 숙소

20,000
(등반 )

B
코스

08:30
18:00

숙소-자연사박물관-오설록박물관-소인국테마파크-중
식-용머리해안-주상절리-월드컵경기장경유-해산 24,000

C
코스

13:30
19:00

숙소-자연사박물관-몽골리안마상쇼-성읍민속마을-
중식-일출랜드-섭지코지해안가-용두암-해산 32,000

D
코스

13:00
19:00

숙소출발-차귀도도착-낚시(선상에서즉석회시식가능)-
선착장-공항 및 숙소

32,000
(낚시 )

E
코스

08:30
18:00

숙소출발-선착장-우도-성읍민속마을-중식-
도깨비도로-용두암-해산

28,000
(우도 )

F
코스

08:30
18:00

숙소출발-최남단마라도투어-중식-도깨비도로-
자연사박물관-용두암-해산

35,000
(마라도 )

  

 -모든 요금은 중식 및 차량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0인 이상 기준).

■ 관광 신청 방법

 - 관광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Fax 또는 E-mail로 관광요금과 함께 ㈜세종컨벤션서비스로

신청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bok@sejongconvention.com
     ․ 전 화 : 02)783-3473~4                ․ 팩 스 : 02)783-3475
     ․ 담당자 : 김수희 과장 / 이지선

- 예약에 따른 예약금은 4월 11일(금) 이전에 해당코스의 요금을 신청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이 되지 않았을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흥은행 344-01-214480  예금주 : (주)세종컨벤션서비스

☞ 예약자는 최종 확인 메일을 받으셔야 예약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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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관광신청서

TO: (주)세종컨벤션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505호

전화:02-783-3473～4 팩스:02-783-3475 E-mail:bok@sejongconvention.com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어, 신청서 제출 및 해당금액(숙박예약금 + 관광요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신청서와 예약금(신청자 명의로 입금요함)을 보내시면 E-mail로 확인해드립니다.

조흥은행 344-01-214480 예금주: (주)세종컨벤션서비스

■신청인 정보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핸드폰 E-mail

■숙박 부분

등급 호 텔 객실신청1) 할인가
예약금
(30%)

Check In Check Out 희망예약순위

특1 제주KAL호텔
더블( )
트윈( )
온돌( )

155,000
155,000
185,000

46,500
46,500
55,500

특2

로얄호텔
더블( )
트윈( )
온돌( )

80,000 24,000

퍼시픽호텔
더블( )
트윈( )
온돌( )

80,000 24,000

1

굿모닝 관광호텔
더블( )
트윈( )
온돌( )

70,000 21,000

하니호텔
트윈( )
온돌( )

70,000 21,000

하와이호텔
트윈( )
온돌( )

70,000 21,000

콘도 블루문 콘도
14평형( )
27평형( )

83,000
140,000

24,900
42,000

* 상기 요금은 1박, 1실의 가격이며, 세금 및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조식 미포함 - 블루문 콘도 제외).
* 호텔 예약에 따른 예약금은 1박 요금의 30%이므로, 예약과 함께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11일(금)까지 마감이나 행사기간이 성수기이므로, 객실예약이 선착순 마감되며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 확보 객실수에 따라 희망숙박지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희망예약순위를 작성바랍니다.
* 행사 7일전 이후 취소시 예약금 환불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4월 18일(금)까지 취소 또는 변경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시 예약금은 4월말 환불 예정)
1) “객실신청”난에 “신청룸수”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부분

구분 시 간 세 부 일 정 1인요금 신청일자 신청인원 총액

A 08:00～15:30 성판악도착-등반-중식(도시락)-정상도착-하산-관음사 20,000

B 08:30～18:00 자연사박물관-오설록박물관-소인국테마파크-중식-용머리
해안-약천사-월드컵경기장

24,000

C 09:00～19:00 자연사박물관-몽골리안마상쇼-성읍민속마을-중식-
일출랜드-섭지코지해안가-용두암

32,000

D 13:00～19:00 차귀도도착-낚시(선상에서즉석회시식가능)-선착장 32,000

E 08:30～18:00 선착장-우도-성읍민속마을-중식-도깨비도로- 용두암 28,000

F 09:00～18:00 최남단마라도투어-중식-도깨비도로-자연사박물관-용두암 35,000

* 관광요금은 현금결제만 가능하오니, 해당 요금을 입금시켜주시기 바랍니다(중식 및 교통비 포함).
* 행사 기간내(4/23～27) 매일 운행되며, 10인 이상시 출발 가능합니다(숙소 출발 및 숙소, 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상황(날씨 및 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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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요금의 30～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드립니다.

■ 예약 안내
- 현지 avis 렌트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보과학회 관련 고객임을 알리시고, 필요한 사항을 예
약하시기 바랍니다.

- Tel: 064-747-4422  Fax: 064-744-3309   예약담당: 한지연

■ 이용 안내
- 보험(대인, 대물, 자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차는 선택사양 :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인해서 AVIS차량을 파손을 한 경우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입시, 전체 견적(견적무제한) 중 면책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면책금 300,000원-24시간 소형 9천원, 중형 만원~만2천원
*면책금 50,000원-24시간 소형 만4천원, 중형 만2천~만9천

■ 차량 운전가능 고객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 넘은 고객

■ 차량 인수과정
- 공항청사내의 렌터카 안내데스크 1번에서 예약 확인 -> 데스크안내자가 셔틀버스장소안내 ->
셔틀버스로 200m 이동후에 영업소 도착 -> 차량인수(주차료문제 때문에 공항주차장 이용안함.
주차료가 고객부담문제 및 공항주차장에 혼잡성 때문에 셔틀버스로 이동 2분 소요)

■ 결제 방법
- 당일 고객 직불(신용카드고객 우대)

■ 취소 조항
- 만 하루(24시간)전에 반드시 변경 또는 취소하셔야 합니다.

■ 부가 서비스
- 전차량 만 2년 미만 차량(2001~2003년식)
- 공항 안내 데스크 서비스(청사내 1번 데스크)
- 자세한 안내지도 및 72개업체 할인쿠폰북 재공
- 공항주차료 부과 문제로 인한 AVIS셔틀버스 제공

(출고시 영업소까지 셔틀, 반납시 공항청사 출발 3층까지 셔틀)
 
■차량 대여요금

차량 시간 24시간 30시간 36시간 48시간 54시간

 베르나,칼로스 39,000  58,500 66,500  78,000  97,500
 아반떼XD,SM3,라세티 44,500  69,000 78,400 89,000 113,500
 뉴EF소나타2.0,
 옵티마2.0,매그너스2.0  54,500  83,500  97,000 109,000 138,000

 스타렉스 9인승,12인승  72,500 115,000 129,000 145,000 187,500
 

- 위의 표는 50% 할인된 금액의 예로 연령, 차종 및 대여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avis.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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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구두발표

No 세션명 세부분야

발표편수

합계 발표장

좌장

오전 오후
오전 오후

A B A B

1 정보통신I 정보통신 6 9 15 105 장영민(국민대) - 권순철(한국통신) 김성환(서울시립대)

2 정보통신II 정보통신 6 9 15 106 이동춘(호원대) 이기성(호원대) 황호영(안양대) -

3 시스템
컴퓨터구조

6 8 14 202 백윤철(상명대) - 이종복(한성대) -
병렬처리

4 정보보호 정보보호 6 9 15 206 김윤정(서울여대) 류대현(한세대) 김진석(서울시립대)

5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공학

6 9 15 207 유철중(전북대) 박수현(국민대) 김태균(부산외대) 최규식(건양대)
프로그래밍언어

6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 6 9 15 302 홍의경(서울시립대) 고재문(울산대) 김광훈(경기대) 김진덕(동의대)

7
컴퓨터영상 및

패턴인식

그래픽스

6 9 15 306 김응규(한밭대) - 전준철(경기대) 김성진(대림대학)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8 인공지능 인공지능 6 6 12 307 장병탁(서울대) 이근배(포항공대) 조성배(연세대) -

합계 48 68 116

26일(토) 구두발표

No 세션명 세부분야
발표

편수
발표장

좌장

A B

1 정보통신I 정보통신 5 105 김 원(NIC) -

2 정보통신II 정보통신 6 106 이경근(세종대) -

3 시스템 운영체제 6 202 박홍진(상지대) -

4 정보보호 정보보호 6 206 서장원(동서울대학) -

5
한국어정보처

리
한국어정보처리 5 207 박종철(KAIST) 안동언(전북대)

6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 6 302 마평수(ETRI) 김 준(ETRI)

7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6 306 정순기(경북대) -

8 이론 및 교육

컴퓨터이론

6 307 김현배(부산교대) -전산교육

기타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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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장A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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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발표논문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좌장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천바랍

니다.

2. 좌장B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좌장A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 및 날짜와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그룹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파워

포인트 작성 디스켓 또는 CD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립니다.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⑥ 우수발표로 선정된 논문은 차기 학술행사에서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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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포스터발표

No 세션명 세부분야

발표편수

합계

좌장

오전 오후
오전 오후

A B A B

1 정보통신I 정보통신 35 34 69 임재현(공주대) -
이준연

(동명정보대학)
-

2 정보통신II 정보통신 34 34 68 임재현(공주대) -
이준연

(동명정보대학)
-

3 시스템
컴퓨터구조

18 15 33 김주만(밀양대) - 박태순(세종대) -
병렬처리

4 정보보호 정보보호 32 26 58 유기영(경북대) - 김태훈(KISA) -

5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공학

20 19 39 권오천(ETRI) 김희천(한세대) 김행곤(대구가대) 김재웅(공주대)
프로그래밍언어

6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 27 27 54 최 완(ETRI) 김 준(ETRI) 김영균(ETRI) 최 완(ETRI)

7
컴퓨터영상 및

패턴인식

그래픽스

24 24 48 권오봉(전북대) 최승진(포항공대) 최수미(세종대) 문종섭(고려대)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8 인공지능 인공지능 15 16 31 김준태(동국대) - 김민구(아주대) -

합계 205 195 400

26일(토) 포스터발표

No 세션명 세부분야 발표편수
좌장

A B

1 정보통신I 정보통신 21 임경식(경북대) -

2 정보통신II 정보통신 20 임경식(경북대) -

3 시스템 운영체제 24 임화경(부산교대) -

4 정보보호 정보보호 19 예홍진(아주대) -

5
한국어정보처

리
한국어정보처리 21 배재학(울산대) 김동일(연변과학기술대)

6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 15 홍석희(경성대) 김영균(ETRI)

7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24 박은광(ICU) 장병태(ETRI)

8 이론 및 교육

컴퓨터이론

27 김성권(중앙대) -전산교육

기타

합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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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장A, B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추천서 양식에 의하여 추천바랍니다.
  ④ 추천서양식은 발표장 조교로부터 받으시길 바라며, 작성후 조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100cm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를
세워서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
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
테잎 등, 양면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번호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본 사이트 또는 행사
프로그램에 기재된 ‘논문발표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④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발표시간이 종료후 3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⑥ 우수발표로 선정된 논문은 차기 학술행사에서 포상합니다.



안 내 사 항

70

제2차 정례이사회
일시 : 2003년 4월 25일(금) 12:00 -

장소 : 글로벌하우스

제2차 학회지편집위원회
일시 : 2003년 4월 25일(금) 16:00 -

장소 : 공과대학 3호관 109호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회
일시 : 2003년 4월 25일(금) 16:00 -

장소 : 제주대 글로벌하우스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총회
일시 : 2003년 4월 25일(금) 19:00 -

장소 : 글로벌하우스

컴퓨터이론연구회 총회
일시 : 2003년 4월 26일(토) 12:00 -

장소 : 공과대학 3호관 307호(이론 및 교육 구두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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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2회 정보과학논문경진대회 입상

구분 시상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상 금

1 최우수 윤정한 KAIST 프로그래밍 언어 한태숙 100만원

2 우 수 박시용 부산대 정보통신 정기동

50만원3 우 수 윤석우 홍익대 데이타베이스 김경창

4 우 수 임근수 서울대 하드웨어 고 건

5 장 려 김은주 숭실대 인공지능 김명원

20만원

6 장 려 김희열 KAIST 암호,네트워크보안 조정완

7 장 려 이정훈 연세대 컴퓨터시스템 김신덕

8 장 려 이종민 연세대 정보통신 차호정

9 장 려 이창헌 부산대 데이타베이스 홍봉희

Ⅱ. 제29회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발표논문상

[구두 발표 부문]

1. 이동체 색인을 위한 KDB-Tree 의 동적 분할 정책

이창헌,임덕성,홍봉희(부산대)

2. 리눅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위한 메타정보 캐쉬 기법

홍재연,김형식(충남대)

3. 자바 프로그램을 위한 뮤테이션 도구 구현

이효정,마유승,김상운,권용래(KAIST)

4. 다중처리기에서 주기적인 실시간 태스크 스케줄링

조성제(단국대)

5. 개미 집단 시스템을 이용한 진화 하드웨어

황금성,조성배(연세대)

6.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을 위한 지니 기반 동적 리스 스케줄링 서비스의 구현

김기섭,윤형민,한탁돈(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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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Pv6용 IPsec 프로토콜의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김경태,류준우,이정태(부산대)

8. IPv6 망에서 IPv4 서비스를 위한 DSTM Server와 Client 설계 및 구현

최영지,진재경,민상원(광운대),신명기,김형준(ETRI)

9. 혼잡제어의 안정된 동작을 위한 새로운 큐 관리 알고리즘

구자헌,정광수,오승준(광운대)

10. IPv6용 하드웨어 IPsec을 위한 키 교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동익,류준우,공인엽,이정태(부산대)

11. 고 충실도의 대규모 지형 렌더링을 위한 장면처리 기법

김상희(국방과학연구소),원광연(KAIST)

12. 칼라정보 기반의 Active Contours를 이용한 얼굴 추출

장재식(경북대),김은이(건국대),김항준(경북대)

13. 가시 순차적 분할 렌더링 알고리즘을 이용한 3차원 텍스쳐 기반의 볼륨 그래픽

김정우,이원종,박우찬,김형래,한탁돈(연세대)

14. 품질 정보를 이용한 서열 배치 알고리즘

노강호,박근수(서울대)

15. XML 시각화를 통한 자동 질의문 생성

송민영,이기호(이화여대)

[포스터 발표 부문]

1.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용한 병렬 뷰 일관성 관리

이병숙,김진호(강원대)

2. 씬 그래프의 빠른 탐색을 위한 MPEG-4 객체 Naming 기법

김남영,이숙영,김상욱(경북대)

3. DNA 분자를 이용한 Version Space 학습

임희웅(서울대),장해만,채영규(한양대),유석인,장병탁(서울대)

4. XML 기반 교수-학생 학습지도 시스템

최문경,김지영,김행곤(대구가톨릭대)

5. 문서 분류기법을 이용한 악성 스크립트 탐지

신대현,위규범(아주대)

6. 객체 변형에 강건한 칸투어 추적

임성훈,박상철,이성환(고려대)

7. 한국어 복합문의 영 대용어 해결

김미진,강보영,구상옥,박미성,이상조(경북대)

Ⅲ. IEEE 학생논문상
* 29회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발표논문중 선정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방어를 위한 스택 역위 탐지의 성능 평가”

양한근,표창우(홍익대),이경호(일리노이대학-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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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술상

수 상 자 현 직 공 적 사 항 시상 내용

류 근 호 충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정보과학회논문지”에

논문 최다 게재 (34편)
상패 및 금메달

Ⅱ. 공로포상(1)

구 분 성 명 현 직 공 적 사 항 비 고

회무집행 조 유 근 서울대학교 제17대 회장

신 현 식 서울대학교 제17대 부회장

박 승 규 아주대학교 제17대 부회장

오 병 균 목포대학교 제17대 부회장

안 경 수 한국후지쯔㈜ 제17대 부회장

김 정 수 SK텔링크㈜ 제17대 부회장

고 형 대 목포대학교 제17대 이사

권 희 민 삼성전자㈜ 제17대 이사

김 동 윤 아주대학교 제17대 이사

김 명 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6,17대 이사

김 명 희 이화여자대학교 제15,17대 이사,16감사

박 명 순 고려대학교 제15,16,17대 이사

박 석 서강대학교 제16,17대 이사

박 유 근 삼성SDS㈜ 제17대 이사

박 향 재 ㈜한국디지탈인증 제17대 이사

박 현 태 전자신문사 제17대 이사

서 주 하 강원대학교 제17대 이사

송 주 영 한솔텔레컴㈜ 제17대 이사

신 홍 식 한국전자인증㈜ 제17대 이사

엄 기 현 동국대학교 제15,16,17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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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현 직 공 적 사 항 비 고

유 관 종 충남대학교 제15,16,17대 이사

유 기 영 경북대학교 제17대 이사

유 원 경 성신여자대학교 제17대 이사

윤 현 수 한국과학기술원 제17대 이사

이 상 호 이화여자대학교 제17대 이사

이 영 희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제17대 이사

이 윤 준 한국과학기술원 제17대 이사

이 채 열 매일경제신문사 제17대 이사

이 충 세 충북대학교 제17대 이사

임 영 환 숭실대학교 제17대 이사

임 해 철 홍익대학교 제17대 이사

장 천 현 건국대학교 제17대 이사

정 기 동 부산대학교 제17대 이사

조 기 환 전북대학교 제16,17대 이사

최 광 무 한국과학기술원 제17대 이사

최 두 환 ㈜네오웨이브 제17대 이사

최 양 희 서울대학교 제15,16,17대 이사

한 탁 돈 연세대학교 제17대 이사

허 신 한양대학교 제16,17대 이사

홍 진 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6,17대 이사

조 국 현 광운대학교 제17대 감사

Ⅲ. 공로포상(2)

구 분 성 명 현 직 공 적 사 항 비고

임명직퇴임
전 용 기 경상대학교 제12대 영남지부장

박 기 홍 군산대학교 제9대 호남제주지부장

유 관 종 충남대학교 제7대 충청지부장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제3대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연구회 운영위원장

김 창 헌 고려대학교 제3대 컴퓨터 그래픽스연구회 운영위원장

이 광 형 한국과학기술원 제1대 정보보호연구회 운영위원장

행사조직운영 구 용 완 수원대학교 제29회 정기총회 조직위원장

전 용 기 경상대학교 제29회 추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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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가나다순 정렬
∙인덱스 기호는 ‘발표형태/요일/오전오후/발표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OSA5-06 ⇒ O：Oral, S：Saturday, A：Am, 5-06：발표순서

PFP6-09 ⇒ P：Poster, F：Friday, P：Pm, 6-15：발표순서

∙강공미 PSA8-18
∙강미연 PFA1-25
∙강미영 OSA5-02
∙강민숙 PSA7-19
∙강보영 OFP8-04
∙강석진 PFA1-09
∙강성일 PFA1-16
∙강수연 PFA4-19
∙강수연 PSA2-07
∙강영민 OFA7-02
∙강영상 OFP2-07
∙강오한 PFP3-01
∙강은호 PSA6-15
∙강지윤 PFP5-01
∙강현철 PSA1-15
∙고민정 PFA5-11
∙고삼일 OFP8-05
∙고상복 OFP5-08
∙고완진 PFA1-14
∙고유창 OSA1-05
∙고은정 PSA5-17
∙고재문 PSA8-05
∙고혁준 PFA6-24
∙고현민 PFP5-03
∙곽동헌 PFP8-06
∙곽용원 PFA2-33
∙구상옥 PSA5-20
∙구은희 PSA8-13
∙구제영 PFP1-30
∙구제웅 PSA3-12
∙구태연 PFA1-01
∙권구현 OFA3-05
∙권동섭 OSA6-02
∙권상도 PFA1-11

∙권오경 PFA3-07
∙권오근 OFP1-01
∙권용철 PFP4-09
∙권윤주 PFA4-05
∙권정우 PSA7-15
∙권준호 PFA6-04
∙기양석 OFA3-04
∙길원배 OFP3-08
∙김건웅 PFA2-31
∙김건웅 PFA2-32
∙김경덕 PSA7-03
∙김경민 OFA5-05
∙김경수 PFA1-22
∙김경수 PFA3-18
∙김경자 OFA4-05
∙김경중 OFP8-01
∙김경호 PFA6-18
∙김경훈 PFP3-12
∙김계현 PFA7-20
∙김계형 PSA8-19
∙김공실 PSA8-11
∙김교창 PFP6-16
∙김국한 OFP2-05
∙김근우 PFP2-20
∙김기범 PSA7-22
∙김기완 PFP1-29
∙김기표 OFA8-01
∙김기한 PFA4-18
∙김대선 OSA2-04
∙김대성 OFP7-02
∙김대원 OFP8-02
∙김도현 PFA6-19
∙김도형 PSA6-12
∙김동관 PFP5-09

∙김동규 OSA8-05
∙김동균 PFA2-30
∙김동민 PFA8-11
∙김동선 OFA7-01
∙김동영 PSA1-21
∙김동욱 PSA1-07
∙김동화 PFP2-10
∙김명순 PFP2-33
∙김문구 PFP1-33
∙김미숙 PFA5-02
∙김미숙 PFA8-08
∙김미정 OFA1-05
∙김미훈 OSA5-04
∙김민섭 PFA2-14
∙김민숙 OFP3-07
∙김민정 PFA5-15
∙김법균 PFA1-35
∙김병규 PFA6-08
∙김병주 PSA7-14
∙김병훈 PFA7-18
∙김병희 OFA8-04
∙김봉구 PFP7-10
∙김봉완 PFP1-07
∙김분희 PFA3-06
∙김상영 OFA5-02
∙김상욱 OFA6-01
∙김상현 PSA4-05
∙김선영 PFA5-10
∙김성관 PFA1-31
∙김성기 PSA1-01
∙김성민 PSA2-06
∙김성백 PFA2-05
∙김성수 OSA2-02
∙김성수 PFA6-20

∙김성수 PFP4-11
∙김성환 PFP8-12
∙김성훈 OFP1-09
∙김성훈 PFA1-13
∙김성훈 PFP4-19
∙김세현 PFA2-07
∙김수동 PFA7-23
∙김수진 PSA5-05
∙김수형 PFA4-06
∙김승완 PFA7-02
∙김승완 PFA7-03
∙김시관 PFP5-13
∙김신강 PSA6-01
∙김연희 PFA6-07
∙김영석 OFP3-01
∙김영일 OFP6-05
∙김영재 PFA3-12
∙김영현 PFA4-20
∙김예빈 PFA7-21
∙김옥경 PFA4-29
∙김용희 PFA3-08
∙김우송 OFP5-09
∙김우식 PFP5-04
∙김우헌 PSA4-07
∙김원철 PFA2-13
∙김원필 PSA8-04
∙김원화 PFA7-17
∙김윤정 OFP4-06
∙김은성 OFA1-04
∙김은영 PFA4-22
∙김은영 PFA5-13
∙김은주 PFA8-12
∙김은주 PFP1-27
∙김은주 PF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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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OFA7-04
∙김익동 PFP7-11
∙김인석 PFA5-03
∙김인수 PFA1-04
∙김일곤 OFP4-04
∙김장하 PSA7-23
∙김재경 PSA7-04
∙김재한 PSA4-14
∙김재형 PFA4-23
∙김재홍 PSA2-02
∙김정기 PFP7-22
∙김정락 PFP1-11
∙김정민 OFA6-05
∙김정식 PFP7-04
∙김정윤 PFP1-18
∙김정출 PFA5-09
∙김정희 OFP6-01
∙김정희 PFP2-21
∙김종근 PSA3-24
∙김종원 OSA4-04
∙김종익 PFA6-01
∙김종진 OFP1-02
∙김종환 PSA8-02
∙김주연 PFP6-20
∙김주완 OFP7-04
∙김주호 PFP4-26
∙김지숙 PFP4-13
∙김지영 PSA4-15
∙김지훈 OFP3-04
∙김진진 OFA8-06
∙김진곤 PSA6-08
∙김진구 OFP2-09
∙김진렬 PFA2-18
∙김진철 PFP7-13
∙김진현 OFP5-06
∙김진현 PFP6-15
∙김철민 PFP4-16
∙김철연 OFP6-09
∙김철용 PFA1-23

∙김철원 PSA4-01
∙김춘수 PFA4-11
∙김춘호 PFA8-04
∙김태완 PSA6-10
∙김태웅 PFP2-12
∙김태한 PSA7-16
∙김하빈 PFP8-07
∙김학근 OFP7-03
∙김한수 OFP1-08
∙김한수 PFA2-01
∙김한수 PSA4-03
∙김현식 PFP8-10
∙김현철 PSA4-13
∙김현호 PFP7-02
∙김형균 PFP7-01
∙김형식 OFP3-02
∙김형식 PFP4-14
∙김형식 PFP4-15
∙김형식 PSA2-20
∙김형찬 OFA4-02
∙김형천 PFP4-10
∙김혜진 OFA7-05
∙김호수 PFP1-17
∙김호준 OFP1-04
∙김호중 PFP2-19
∙김희규 PSA1-16
∙김희열 OFP4-02
∙나상준 OSA2-01
∙나승원 PFP5-16
∙나형준 PSA4-02
∙남궁명희 PSA7-05
∙남기희 PFP4-20
∙남명진 PSA8-23
∙남윤영 PFA3-17
∙남준기 PFP5-07
∙남진우 PFA8-13
∙남진우 PSA2-12
∙노명우 PFP7-23
∙노명찬 PSA1-10

∙노승민 PFA6-26
∙노윤정 PSA3-18
∙노인호 PFA5-20
∙노진홍 OFA1-01
∙노현아 OFP7-01
∙도경화 PFP4-17
∙도인환 PFA1-17
∙두길수 PSA5-02
∙두길수 PSA5-03
∙류대현 PFA4-03
∙류동성 PSA7-08
∙류은석 PFA1-06
∙류정우 OSA7-03
∙류진제 PSA5-18
∙류준길 OFP3-06
∙류지웅 OFP7-07
∙류지현 PSA7-17
∙류현수 PFP1-28
∙마창수 PFA7-10
∙문남두 PFP1-01
∙문미경 PFA6-27
∙문상호 PSA8-16
∙문애리 PSA8-17
∙문진영 PFA2-20
∙문채현 OFP7-08
∙민경욱 PSA6-03
∙민경진 PSA4-20
∙민경필 OFA7-03
∙민도식 PSA5-19
∙민현정 PFP8-14
∙박경미 PFP7-14
∙박경철 OFP2-06
∙박경호 PSA3-16
∙박귀정 PFA8-02
∙박기현 OSA1-03
∙박기현 PFP2-26
∙박노삼 PSA1-14
∙박대혁 PFP2-08
∙박동규 PSA7-06

∙박동환 PFA1-03
∙박명선 OSA6-06
∙박명제 OFP6-04
∙박미화 PFP3-04
∙박민재 PFP6-12
∙박병호 OFA5-06
∙박상근 PFP7-07
∙박상근 PFP7-21
∙박상현 PFP3-11
∙박진선 PSA1-02
∙박선미 PFP1-05
∙박설민 OSA2-03
∙박성배 PSA5-09
∙박성철 OFA7-06
∙박성희 OSA7-06
∙박세희 PFP5-08
∙박소연 PFA3-10
∙박소영 OFP4-01
∙박수현 OSA1-01
∙박신혜 PFA4-27
∙박진웅 PFA1-07
∙박윤미 PSA3-19
∙박윤희 PSA7-21
∙박은지 PFP3-05
∙박의수 OFA3-06
∙박인정 PSA6-13
∙박정근 OSA3-03
∙박진종 PFP2-09
∙박종서 OFA2-03
∙박종열 OSA4-02
∙박종욱 OSA4-03
∙박종철 PFA1-08
∙박종현 OFP6-03
∙박진준 PSA6-04
∙박지영 PFP7-03
∙박진석 PFA2-16
∙박진원 PFA4-08
∙박찬호 OFA8-02
∙박창석 PF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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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철 PSA2-16
∙박충희 OFP6-02
∙박혜선 PFA7-06
∙박혜영 PSA4-19
∙박호성 PFP8-13
∙박희종 PFP1-03
∙반용호 PFA4-17
∙배국동 PSA2-14
∙배대호 PFA2-22
∙배은진 PFA8-07
∙배진욱 OFA6-03
∙배헌중 PSA4-08
∙배희정 OSA7-04
∙백대현 PFA5-17
∙백성청 OFA2-06
∙백승권 PFA2-25
∙백영태 OSA8-03
∙백장운 PSA2-18
∙변상희 PSA8-24
∙변성철 PFP4-24
∙변시우 PFP6-02
∙변일수 OSA3-06
∙변창우 OFP4-03
∙부덕희 PFP7-19
∙서경덕 OSA1-02
∙서대우 PSA8-08
∙서동만 PFA2-02
∙서명환 PFP1-16
∙서명희 OFP6-06
∙서범수 PSA1-11
∙서본근 PFP3-09
∙서여진 PFA6-12
∙서영덕 OSA6-01
∙서원일 PSA7-13
∙서원택 PFP7-16
∙서정우 PFP7-08
∙서정택 PFA4-07
∙서진철 PFA4-21
∙서혜숙 PFP3-07

∙서희경 OSA8-06
∙설성운 PFP1-10
∙성진원 PFA7-14
∙성윤기 OFA4-06
∙성정은 PSA8-10
∙성지애 PFP8-05
∙성한호 PFP7-15
∙손동환 PSA3-22
∙손명근 PFA5-12
∙손미숙 OSA7-02
∙손영성 PFA2-23
∙손유미 PSA8-03
∙손인구 PSA4-11
∙송동주 PFP1-08
∙송병근 PFP8-09
∙송일규 PFA2-10
∙송재영 OSA3-01
∙송재훈 OFA2-04
∙송중석 PFP4-03
∙송지은 PFA4-13
∙송형근 PSA3-17
∙송호영 OFA5-03
∙신기루 PFP8-08
∙신동길 OSA6-03
∙신동길 PFA3-03
∙신동천 PFA6-10
∙신동천 PFP1-14
∙신동헌 PSA3-15
∙신명주 PFP6-27
∙신병주 PFA6-06
∙신복숙 PSA7-02
∙신봉기 PFA8-03
∙신선영 PFA2-21
∙신승원 OSA4-06
∙신승필 PFA1-20
∙신원준 PFP1-06
∙신은희 PFP3-13
∙신정아 PSA1-08
∙신진호 PSA6-07

∙신찬수 OSA8-04
∙신태지 OFA2-02
∙신현금 PFP7-18
∙신호준 OFA5-01
∙신홍섭 PFP5-17
∙신휴근 PFA4-16
∙심민석 PSA8-01
∙심효영 PFA4-14
∙안성용 PFA1-29
∙안성용 PFP3-02
∙안세영 PFP1-19
∙안영수 PFA6-16
∙안영정 OFP3-05
∙안진영 PSA8-25
∙안형진 PFP6-07
∙안혜환 PFP2-18
∙안희중 PSA3-09
∙양승헌 PSA3-08
∙양은주 PFA6-22
∙양일등 PFP5-19
∙양주연 PFA4-25
∙양희권 PSA3-14
∙양희재 OFP5-04
∙양희재 PFA3-09
∙엄태랑 PFP2-27
∙엄태호 OFP5-07
∙여상화 PSA5-04
∙오경희 PFA4-31
∙오동근 PFA6-13
∙오명은 PFP2-07
∙오세원 PSA2-08
∙오세진 PFA7-08
∙오승택 OFA1-03
∙오승현 PFA1-15
∙오영은 OFA3-03
∙오윤주 OFP1-05
∙오재경 PFP2-16
∙오창석 PFA3-13
∙오형근 PFA4-02

∙온경오 OFA6-06
∙왕진보 PFP5-11
∙용승림 PFA4-30
∙우용태 OFA6-04
∙우용태 OFP6-08
∙원상훈 PSA5-07
∙원재강 PFP6-08
∙원형석 PSA4-09
∙원홍희 OFA8-03
∙유상원 OSA8-01
∙유석대 PFA2-03
∙유시환 PFA2-12
∙유양우 PFA2-19
∙유연희 PFP7-20
∙유용선 PFA2-09
∙유원영 PFP4-25
∙유원필 OFP7-09
∙유재구 PFA5-04
∙유재현 PFA2-11
∙윤기현 PSA3-23
∙윤민홍 PSA7-12
∙윤성현 PFP2-25
∙윤영수 PFP5-18
∙윤은경 PFA8-06
∙윤준호 OFP5-01
∙윤진성 OFP7-06
∙윤현주 OFP1-07
∙윤희용 PSA3-04
∙윤희철 PSA3-01
∙이건희 PFP4-06
∙이진경 OFP8-06
∙이경숙 PFA1-12
∙이경찬 PSA5-14
∙이경효 PFA4-26
∙이관희 PFA7-15
∙이광희 PSA1-03
∙이근호 PSA4-04
∙이기중 PSA5-08
∙이남지 OFA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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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덕 OSA4-05
∙이덕남 PSA5-01
∙이도관 PSA5-11
∙이만희 PFA4-09
∙이명근 PFA1-21
∙이명섭 PFA2-28
∙이문규 OFP4-07
∙이미란 PSA7-09
∙이미애 PFA7-19
∙이민수 PFA8-09
∙이민순 PFA2-29
∙이민호 PFP6-01
∙이병래 PFA2-24
∙이병문 PFA1-05
∙이보경 PFP4-07
∙이상도 PSA2-17
∙이상수 PSA2-19
∙이상율 PSA5-10
∙이상준 OFA6-02
∙이상준 PFA6-02
∙이상훈 PFP8-16
∙이상훈 PSA8-07
∙이석희 PFP2-03
∙이선애 OFA5-04
∙이성운 PSA4-06
∙이성준 PFP3-10
∙이성진 PSA2-05
∙이성호 PFA6-21
∙이수정 PFA6-23
∙이수진 PFA3-14
∙이수진 PFP1-12
∙이수철 PFP6-23
∙이숭희 OFP1-03
∙이승욱 PFA7-04
∙이승재 PFA7-22
∙이승학 OFP2-02
∙이시은 PSA7-07
∙이신원 PSA5-15
∙이여진 PFP4-01

∙이영기 PFP4-04
∙이영석 PFA4-04
∙이영식 PFA5-05
∙이왕룡 PSA3-21
∙이용준 PSA4-10
∙이용준 PSA8-06
∙이용훈 PSA5-16
∙이우준 PSA6-11
∙이원근 PFP6-22
∙이원석 PFA4-24
∙이원재 PFA3-11
∙이원조 PFP6-06
∙이윤석 PFP3-03
∙이윤오 PSA4-12
∙이윤호 OFA4-04
∙이은우 PSA7-10
∙이은우 PSA7-11
∙이은정 PFA6-03
∙이이섭 PFP6-14
∙이인선 PFA3-16
∙이인희 OFA8-05
∙이장우 PFP5-02
∙이재규 PSA3-11
∙이재길 PSA6-02
∙이재호 OSA3-02
∙이재호 OSA8-02
∙이재호 PFA6-05
∙이재호 PFP1-26
∙이재훈 PFP6-05
∙이정수 PFP4-23
∙이정준 PFP6-03
∙이정훈 OFA3-01
∙이정훈 OFP6-07
∙이정훈 PFA3-04
∙이정훈 PSA3-03
∙이종국 PSA4-18
∙이종민 OSA1-04
∙이종숙 PFP1-09
∙이종필 PSA1-09

∙이종현 PFP1-20
∙이종호 PFP1-32
∙이주경 PFP1-13
∙이준범 PFP1-23
∙이준섭 PFP2-04
∙이준우 PSA6-05
∙이준욱 PFP8-04
∙이준택 PFA1-32
∙이준희 PFP1-25
∙이준희 PSA1-06
∙이지애 PFP8-02
∙이진성 PSA1-19
∙이진영 PFP2-32
∙이진혁 PFA7-09
∙이창목 OFP5-02
∙이창은 PFA1-33
∙이충규 OSA7-01
∙이태웅 PFA6-25
∙이태원 OSA6-04
∙이한호 PFP4-22
∙이항록 PFP4-21
∙이현섭 PSA8-20
∙이현주 PFA7-24
∙이현주 PFP1-04
∙이형동 PFA6-14
∙이형준 PFP4-12
∙이호송 PSA3-07
∙이호준 PSA5-12
∙이화진 PSA7-20
∙임경수 PFA1-26
∙임근수 OFP2-03
∙임민열 PFA3-01
∙임수연 OFP8-03
∙임아영 PSA7-18
∙임용관 PSA3-05
∙임인택 PFA1-24
∙임준호 OSA5-01
∙임채석 OSA3-04
∙임현준 PFP6-10

∙임형택 PFP1-34
∙임혜영 PFP1-21
∙장경아 PFA2-26
∙장경익 PFA1-30
∙장민수 PSA2-10
∙장성호 PSA5-13
∙장승익 PFA7-13
∙장영원 PSA8-12
∙장용석 PSA2-03
∙장용희 OFP4-08
∙장우현 PFA6-11
∙장윤정 PFA5-07
∙장은주 PFP5-06
∙장인동 PFP1-24
∙장인재 PSA1-13
∙장자인 PFP7-17
∙장재완 PFA2-17
∙장재호 PFP2-02
∙장정호 PFP8-03
∙장종우 PSA6-09
∙장주현 OFP5-05
∙장철수 PSA2-09
∙장하영 PFP8-15
∙장해권 PFA3-15
∙장진환 PFA7-11
∙전병찬 OFA2-05
∙전성규 PSA3-10
∙전성해 PFA8-01
∙전승열 PFA1-34
∙전영효 PFA1-18
∙전윤주 PSA2-15
∙전재규 PSA1-12
∙전종미 PFP6-09
∙전주현 PSA8-14
∙전준철 OFP4-09
∙전찬환 PSA7-24
∙전홍우 PFP8-11
∙정경석 OSA5-03
∙정기훈 PFA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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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PFA7-01
∙정명조 PFA5-19
∙정민석 PSA2-04
∙정상훈 OSA2-05
∙정선경 PSA7-01
∙정순기 PFP7-24
∙정승욱 PSA1-18
∙정영임 PSA5-21
∙정영환 PFA2-15
∙정유석 PFP4-05
∙정은주 OFA3-02
∙정익래 OFA4-03
∙정일안 PFA4-28
∙정재경 PFP2-01
∙정재광 PFA7-05
∙정재우 PFP6-13
∙정제균 PFA8-14
∙정제균 PFA8-15
∙정주연 PFP2-24
∙정창후 PFP6-04
∙정태환 PFP2-13
∙정해진 PFA4-01
∙정현구 OFA1-02
∙정혜진 PFP6-26
∙정호진 PFA8-10
∙정희록 PFP2-28
∙제권엽 PSA6-14
∙조기현 PFA3-02
∙조기현 PFA3-05
∙조대수 PFP6-24
∙조미영 PFA7-16
∙조민수 PSA8-26
∙조성봉 OFP2-04

∙조영규 PFP2-15
∙조완현 PFP7-06
∙조재규 PFA5-01
∙조재욱 PFP2-23
∙조정철 PSA3-06
∙조태남 OFP4-05
∙조현규 PFP1-22
∙조혜영 PFA2-04
∙조호식 PFP2-17
∙조희남 PFA5-18
∙주성범 PSA4-16
∙진달래 PFP5-12
∙진성근 PFA4-15
∙진성호 PFA1-27
∙차정근 PFA1-10
∙차정은 OFP5-03
∙채정숙 PFP6-25
∙천인혁 PSA8-15
∙최경호 PSA8-27
∙최규식 PFA5-08
∙최규완 OSA7-05
∙최기석 PFP6-21
∙최대선 OSA4-01
∙최대인 PFP2-11
∙최민용 PFA5-06
∙최선화 PSA5-06
∙최성만 PFP5-14
∙최성만 PFP5-15
∙최성진 PFP2-31
∙최연준 PFA5-16
∙최진영 PFA6-09
∙최우영 PFP2-05

∙최유희 PFA5-14
∙최은영 PFA4-12
∙최은영 PFP4-18
∙최인석 PFP3-15
∙최인선 PFA1-19
∙최진정 OSA5-05
∙최정단 PFA7-07
∙최정완 OFA2-01
∙최정익 OFP1-06
∙최정익 PFP2-29
∙최종무 PFP2-22
∙최지혁 OSA2-06
∙최진성 PFA2-27
∙최창열 PSA1-20
∙최창열 PSA2-13
∙최한기 PFP3-14
∙최혜연 PSA8-22
∙최희열 OFP7-05
∙편도영 PFA6-17
∙피영수 PSA2-11
∙하영국 PFP1-15
∙한국희 OFP2-08
∙한무희 PFP5-10
∙한상섭 OFP2-01
∙한상준 PFA4-10
∙한승혁 PFP6-11
∙한우용 PSA2-01
∙한정규 PFP6-19
∙한정길 PSA8-09
∙한정준 PFP2-14
∙한정준 PSA1-04
∙한진섭 PFP2-34

∙한혜정 PFA7-12
∙함명호 PFP3-06
∙함영환 PFA4-32
∙함재균 OSA3-05
∙허정연 PFP7-09
∙허정호 OFP3-03
∙허진준 PFP1-31
∙허준영 PSA3-13
∙허준호 PSA8-21
∙허준회 PFP2-30
∙허태상 PFA1-02
∙현상원 PFP4-02
∙홍동호 PFP4-08
∙홍석진 OSA6-05
∙홍성룡 PFA2-08
∙홍은석 PSA6-06
∙홍정선 PFA6-15
∙홍준식 PFP7-05
∙홍현아 PSA1-17
∙황규백 PFP8-01
∙황길승 PFP5-05
∙황소현 PFA8-05
∙황승노 OFA4-01
∙황요섭 PSA3-20
∙황의윤 PFP1-02
∙황인신 PFP6-18
∙황인철 PSA3-02
∙황정래 PFP6-17
∙황종규 PFA2-06
∙황혜정 PFP3-08
∙황호영 PSA1-05
∙황희선 PFA2-34



행 사 장 약 도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