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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0월 22일, 23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5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

해 협의하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780편의 논문

발표와 튜토리얼 5개 강좌를 마련 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회원 및 학생회

원을 위한 학술정보교환의 장소가 되도록, “IT와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제로 관

련 분야에서 저명한 연구자를 모시고 워크샵, 패널토론, 초청강연 등 다양하게 준

비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현황 및 최신 학문을 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대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학술위원 및 조직위원 여러분과 훌

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와 후원기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회    장    박    용    진



2004년 제31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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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위원장 최양희 교수(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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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교수(포항공대)

임경식 교수(경북대)

최병주 교수(이화여대)

최용석 교수(한양대)

한정현 교수(고려대)

 ■ 심사위원 강현국 교수(고려대)

고석주 교수(경북대)

김동균 교수(경북대)

김병철 교수(충북대)

김상욱 교수(경북대)

김상욱 교수(한양대)

김인철 교수(경기대)

김종권 교수(서울대)

김준태 교수(동국대)

김화성 교수(광운대)

노상욱 교수(가톨릭대)

박상현 교수(연세대)

박수현 교수(동서대)

박지숙 교수(서울여대)

서영주 교수(포항공대)

서창진 교수(숭실대)

신용태 교수(숭실대)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염익준 교수(KAIST)

우미애 교수(세종대)

유기영 교수(경북대)

이경헌 교수(부경대)

이광수 교수(숙명여대)

이규철 교수(충남대)

이미정 교수(이화여대)

이병기 교수(포항공대)

이봉규 교수(한성대)

이성창 교수(항공대)

이원준 교수(고려대)

이재훈 교수(동국대)

이혁준 교수(광운대)

임화경 교수(부산교대)

장영민 교수(국민대)

정광수 교수(광운대)

정민교 교수(서울여대)



제3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람표

◕ 2004. 10. 22(금/1st Day)

▶ 구두발표장 : 제2공학관(302동)    ▶ 포스터 발표장 : 제2공학관 2,3층 로비

논문발표(Conference)
튜토리얼(Tutorial) 워크샵(Workshop) 행사

Poster Oral

106호 107호 409호 508호 509호 308호 309호 408호 208호 209호 308호 106호
엔지니어
하우스

13:00

T1.1
Human 
Language 
Technology
in
Ubiquitous
Computer
Interface:
Theory
and 
Applications
-이근배 교수
 (포항공대)

T1.2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압축

-심규석 교수

(서울대)

P1

127편

13:30
W1.1

초청강연

-전자정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W1.2

초청강연

-BcN 

시범사업 

추진전략

W1.3
패널
-정보과학
분 야 에 서 
SCI에 대
한 지나친 
의존 및 
오용

W1.4
공청회
- 컴퓨 터 · 
정 보 기 술 
교육 인증
사업 구축

14:00

14:30

P2

127편

15:00

15:30

16:00

C1.1

데이타

베이스 I

C1.2

소 트 트 웨

어공학 I

C1.3

정보보호

 I

C1.4

정보통신 

I

C1.5

정보통신

II

C1.9

인공지능 

I

C1.10

컴퓨터

시스템 I

W2 기조연설 : IEICE-ISS Activity 
and Virtual Reality  Activity in Tokyo 
Institute of Technoloqy - Prof. 
Masayuki Nakajima
(IEICE-ISS회장)-엔지니어하우스16:30

C1.6

컴퓨터

그래픽스

C1.7

프로그래

밍 언어

C1.8

바이오

정보기술

17:00

정기총회
17:30

18:00

간친회

(교수회관)

18:30

19:00

19:30



제3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람표

◕ 2004. 10. 23(토/2nd Day)

▶ 구두발표장 : 제2공학관(302동)    ▶ 포스터 발표장 : 제2공학관 2,3층 로비   ▶ 중식장소 : 제1공학관(301동) 지하1층 학생식당

논문발표(Conference)
튜토리얼 워크샵(Workshop) SIG회의

Poster Oral

106호 107호 409호 508호 509호 308호 309호 408호 208호 209호 105호
301동 
201호

301동 
202호

9:30

C2.1

데이타

베이스 II

C2.2

소프트웨

어 공학 II

C2.3

정보보호 

II

C2.4

정보통신 

III

C2.5

정보통신

IV

C2.6

컴퓨터

시스템 II

T2.1

임베디드 시

스템을 위한

HW/SW 

통합설계 

공간탐색 

이해

-김태환 

 교수

(서울대)

T2.2

Self

-Adaptive

Software 

for

Intelligent

Robots

-박수용

 교수

(서강대)

W3.1

초청강연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개발

W3.2

초청강연

-차세대

 이동통신

10:00

10:30

11:00

11:30

P3

138편

W4 기조연설 :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e-Research 
Platform - 백옥기 최고연구원
(IBM Canada) - 105호 병렬처리

시스템

12:00

12:30

C3.1

데이타

베이스 III

C3.2

컴퓨터

비젼 및 

패 턴 인 식 

I

C3.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C3.4

정보통신

V

C3.5

정보통신 

VI

C3.6

컴퓨터

이론

정보보호
13:00

C3.7

언어공학

C3.8

전산교육

W5.1

초청강연

- 공개

   S/W

W5.2

초청강연

- 지능형

  로봇

T3.1

‘RFID’

Change

the World

- 유승화

  교수

  (아주대)

컴퓨터

시스템

13:30

14:00

14:30

P4

129편15:00

C4.1

데이타

베이스 IV

C4.2

소프트웨

어공학 III

C4.3

정보보호

III

C4.4

정보통신

VII

C4.5

정보통신

VIII

C4.6

정보통신

IX

C4.7

인공지능

II

C4.8

컴퓨터

시스템 III

C4.9

컴퓨터

비젼및

패 턴 인 식 

II

C4.10

병렬처리

15:30

16:00

16:30



정 기 총 회

◆ 일시 : 10월 22일(금) 17:00 - 18:00,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

◆ 사회 : 이영희 총무이사

- 개회

- 국민의례

- 개회사  박 용 진  회장

- 환영사  한 민 구  학장(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시상

- 성원보고

- 전회의록접수

- 회무보고

- 의안심의

1) 2004년도 예산결산(안)

2) 2005년도 사업계획(안)

3) 2005년도 수지예산(안)

4) 2005년도 임원선출(안)

- 기타사항

- 폐회



워크샵-일정표

워  크  샵

 일자 : 2004년 10월 22일(금), 23일(토)

 장소 :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엔지니어하우스(310동) 대강당

 전체주제 : IT와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그램 :

10월 22일(금/1st DAY)

시간 장소

13:30-15:00

208호 209호 308호 106호

W1.1 초청강연 #1 

전자정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W1.2 초청강연 #2 

BcN 시범사업 추진전략

　 　

W1.3 패널

정보과학분야에서 SCI

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및 오용

W1.4 공청회 

컴퓨터·정보기술 교육 

인증사업 구축

좌장 : 도경구 교수

1. 전자정부서비스의

   변화와 혁신

   - 조윤명

     국장(행자부)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EA 적용방안

   - 서경석 전문위원

     (행자부)

3. 전자정부인프라로서의

   전자정부통합망

   - 전윤산(행자부)

4. 전자정부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인증과 보안

   - 도경화 전문위원

     (행자부)

좌장 : 권은희 상무(KT)

1. SKT의 BcN 진화

   전략과 시범사업

   추진 방향

   - 박용길 차장(SKT) 

2. KT-BcN 진화 전략

   및 Octave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최연석 과장(KT) 

3. Dacom BcN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임응수 팀장(Dacom)

 좌장 : 김문회 교수

        (건국대)

위원 : 

 고  건 교수(서울대) 

 김진형 교수(KAIST) 

 박승규 교수(아주대)

 최진영 교수(고려대)

　

　

　

　

사회 : 이강우 교수

       (동국대)

발표 : 

1.컴퓨터·정보기술

  인증위원회 설립(안)

-김병식 교수(동국대),

 김문겸 교수(연세대)

2. 인증기준(안)

- 김성조 교수(중앙대)

패널 토론 : 

  김성조 교수(중앙대)

 김동윤 교수(아주대)

 조규조 과장(정통부)

 장준호 연구위원(IITA)

 윤우영 교수(ABEEK)

 이강우 교수(동국대)

15:00-15:15 휴식

16:00-16:45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



워크샵-일정표

10월 23일(토/2nd DAY)

시간 장소

9:30-11:00

208호 209호

W3.1 초청강연 #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W3.2 초청강연 #4  
차세대 이동통신

좌장 : 최병주 교수(이화여대) 
1.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

키텍쳐 - 김정한 수석(삼성전자) 
2. 실물프로토타입 기반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강순주 교수(경북대) 
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김흥남 센터장/임채덕(ETRI)

좌장 : 임경식 교수(경북대) 
1. 통신, 방송, 인터넷 융합을 위한 차세대 망 

구조 - 장영민 교수(국민대) 
2. 차세대 이동통신 All IP 망  
   - 최진성 박사(LG 전자) 
3. 차세대 이동통신 Access Network 
   - 송평중 박사(ETRI) 
　

11:30-12:15

105호

W4 기조연설 #2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e-Research Platform

- 백옥기 최고연구원(IBM Canada)
사회 : 김학영 팀장(ETRI)

13:00-14:30

208호 209호

W5.1 초청강연 #5 
공개 소프트웨어 

W5.2 초청강연 #6 
지능형 로봇 

좌장 :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 
1. 공개소프트웨어:우리에게 득인가, 독인가? 
   - 김진형 교수(KAIST) 
2. 공개소프트웨어 육성방안 
   - 고현진 원장(KIPA) 
3. 기업용 리눅스 서버 구축 사례: 경험과 제반 

이슈 
   - 성기준 수석(삼성 SDS) 

좌장 : 이수원 교수(숭실대)
1. URC 개념의 네트워크 기반 로봇 기술
   - 조영조 박사 (ETRI)
2. 네트워크 기반 휴머노이드 기술 동향
   - 유범재 박사 (KIST)
3. IT기반 지능형 로봇의 구현기술 동향
   - 조성배 교수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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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프로그램

◉ 기조연설

W2 IEICE-ISS Activity and Virtual Reality Activity in Tokyo Institute of Technoloqy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금) 16:00-16:45, 엔지니어하우스(310동) 대강당

사회 김명준 학술위원장

발표 Prof. Masayuki Nakajima(IEICE-ISS 회장)

W4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e-Research Platform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토) 11:30-12:15, 제2공학관(302동) 105호

사회 김학영 팀장(ETRI)

발표 백옥기 최고연구원(IBM Canada)

요약

With a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ies such as computer technologies, robotics, 
telecommunication, consumer electronics, biotechnology and nanoscience, to name 
just a few, the industry as well as the academia is in a desperate need of an IT 
platform that enables analytical processing and mining of multidimensional data, 
on-line collaboration through instant messaging and e-meeting, and sharing of 
ideas and knowledge among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s. This talk introduces a 
multidisciplinary electronic research environment, describes the technology 
foundation and identifies key technological challenges. 

The e-Research Platform refers to a set of integrated digital systems that draw upon 
relevant information and context to enhance the activity and performance of 
people, organizations, and systems through an online collaboration among the 
people across the organizational boundaries. Online collaboration for e-Research 
involves finding the information relevant to a specific topic in a specific context 
efficiently, the experts in a specific field or researchers in a specific discipline on 
a global basis, interacting among the people of special interests for sharing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instant messaging or e-meeting, and sharing 
discoveries and knowledge, among others.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requires an additional means to help people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a standardization of 
vocabulary and terms normalized for the specific themes of research. 

In addition,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requires a multidimensional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MOLAP) repository and a set of tools and algorithms to be 
shared among the team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ers. The MOLAP repository is 
used for management of not only multidimensional data such as numeric, text, list, 
set, array, Boolean, binary string, character string, audio image, and video image, 
but also multidimensional views of the data based on the specific context at the 
time of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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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sion of undirected or unsupervised data mining against the multidimensional 
data is also a critical requirement for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s it 
provides a means for discovery of unknowns for serendipity. Many of great 
discoveries were rather through serendipity, or accidental. 

The goal of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e-Research platform is to assist, with 
a leverage of IT and related technologies, a group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ers in navigating the information spaces in "real" and "virtual" 
environments, orienting and guiding them based on the research themes, 
interacting with and leveraging others to find their way in the information 
spaces, and sharing discoveries and knowledge among them. The focus is to 
foster trust and community in research teams, whether collocated or 
geographically distributed and to support long-running, contextual interactions 
rather than short-term, task-focused activities, for a holistic management of 
collaboration among a group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ers.   

◉ 초청강연

W1.1 전자정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금) 13:30-15:00, 제2공학관(302동) 208호

좌장 도경구 교수(한양대)

발표

1. 조윤명 국장(행자부 전자정부지원센터)   - 주제 : 전자정부서비스의 변화와 혁신  - 요약 : 전자정부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현 전자정부 구현사례에 반
영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전자정부의 구현에서 전자정부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

2. 서경석 전문위원(행자부 전자정부지원센터)  - 주제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EA 적용 방안  - 요약 : 1. 전자정부의 의미와 사업의 특징           2. 선진 주요국 전자정부의 EA 적용사례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EA 적요 방안

3. 전윤산(행자부 전자정부지원센터)  - 주제 : 전자정부 인프라로서의 전자정부통합망  - 요약 : 최근 정부혁신의 수단으로서의 전자정부의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Front Office인 전자정부서비스와 Back Office인 전자정부통합
망의 관계와 전자정부통합망의 통한 정부기관의 연계/활용현황 및 
보안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전자정부의 인프라 요구사항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4. 도경화 전문위원(행자부 전자정부지원센터)  - 주제 : 전자정부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인증과 보안  - 요약 : 전자정부 구현의 안전한 정보유통과 서비스를 위한 보안과 인증에 
대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 보안체계와 연계하여 알아보고 
미래 전자정부의 보안에 대한 대책과 비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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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2 BcN 시범사업 추진전략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금) 13:30-15:00, 제2공학관(302동) 209호

좌장 권은희 상무(KT 서비스개발연구소)

발표

1. 박용길 차장(SKT)
  - 주제 : SKT의 BcN 진화 전략과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요약 : 
           o  SKT의 현황(네트워크, 서비스)
           o  SKT의 BcN 진화 전략
           o  SKT의 시범사업 소개(UbiNet 컨소시엄)
                - SKT의 시범사업 목표
                - SKT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
                - SKT의 시범사업 내용(서비스와 네트워크)

2. 최연석 과장(KT) 
   - 주제 : KT-BcN 진화 전략 및 Octave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요약 : 정부 BcN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Octave 컨소시엄(주관사업자:KT)에

서 추진하는 BcN 시범사업에는 BcN 시범서비스 모델 개발, 서비
스 시연, 시범망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
며, 제시되는 BcN 서비스 모델은 영상전화 서비스 등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와 양방향 TV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모델, 유무선 영
상전화 연동서비스 등이 있으며, 2004년도에 시범서비스 모델 개
발 및 시연을 하고, 2005년 상반기 시범망을 구축하여 2005년 하
반기에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 400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BcN 서비스의 상용화를 대비한 각종 시
험 검증을 시행할 예정임

3. 임응수 팀장(Dacom)
   - 주제 : Dacom BcN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요약 : HFC/FTTH 기반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광개토 콘서시움은 주관사인 데이콤을 비롯 LG텔레콤, 파워콤 등 

통신사업자와 엘지전자 및 욱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다음 등의 콘
텐츠 업체, 알티케스트, 엘지CNS 등 솔류선 업체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 20여개 이상의 참여사로 구성되어 HFC/FTTH기반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주요 과제로 한 시범사업을 2005년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하려는 주요서비스로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로서 양방향 데이타방송, HD급 VoD서비스, 
T-Gov., T-Com., 음성.데이타통합서비스로서는 VoIP, MMoIP, MM
메신저서비스, GoD/MoD서비tm를 제공하며 유,무선통합서비스인 
WPBX (원폰서비스), 유무선연동MMoIP, MM메신저서비스 등 제공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N/W기반으로 
DOCSIS 2.0 HFC 망과 E-PON을 사용한 FTTH 망을 2005년 상반기
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전달망으로서는 품질보장형 IP-MPLS백본망
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BcN의 각종 망 구성요소를 통합 관리할 
차세대 통합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시범사
업을 통해 BcN으로 진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검증하고 예상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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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를 위한 인프라인 BcN구축을 위해 1단계 BcN 시범
사업자로써 선정된 KT, SKT, 데이콤 3개 콘소시움 업체가 정부주도의 BcN시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전략, 기술 전략, 서비스제공 전략 등의 내용을 발
표하고 토론한다.

W4.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토) 9:30-11:00, 제2공학관(302동) 208호

좌장 최병주 교수(이화여대)

발표

1. 김정한 수석(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 주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2. 강순주 교수(경북대)
   - 주제: 실물 프로토타입 기반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3. 김흥남 센터장/임채덕(ETRI)
   - 주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요약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의 핵심이 하드웨어 생산에서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로 
이동함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좌우되는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 간단한 제어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한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미들웨어,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여러 계층으로 그 구성이 다양하다. 또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출현
함에 따라 실시간 처리, 신뢰성, 하드웨어 최적화와 같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에 대한 비 기능적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개발 기술 및 이슈를 다룸으로써 실무
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W4.2 차세대 이동통신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토) 9:30-11:00, 제2공학관(302동) 209호

좌장 임경식 교수(경북대)

발표

1. 장영민 교수(국민대) 

   - 주제 : 통신, 방송, 인터넷 융합을 위한 차세대 망 구조
2. 최진성 박사(LG 전자)

   - 주제 : 차세대 이동통신 All IP 망 
3. 송평중 박사(ETRI)

   - 주제 : 차세대 이동통신 Access Network

요약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장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홈 네트워크 
산업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발굴 및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홈 네트워킹 기술
의 아키텍처 정리는 물론 상호 호환성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와 미들웨어
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홈 네트워크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표준화 및 인증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홈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화 현황과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홈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2만 
불 시대를 주도할 홈 네트워크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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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1 공개 소프트웨어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토) 13:00-14:30, 제2공학관(302동) 208호

좌장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

발표

1. 김진형 교수(KAIST)

  - 주제 : 공개소프트웨어 : 우리에게 득인가 독인가?

2. 고현진 원장(KIPA)

  - 주제 :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
3. 성기준 수석(삼성 SDS)

  - 주제 : 기업용 리눅스 서버 구축 사례: 경험과 제반 이슈

요약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
라가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호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커다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공개 소프트웨어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을 보장
하지는 못한다. 공개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은 무엇일까에 관해 
논의한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용 리눅스 
서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험과 제반 이슈를 소개
한다. 

W5.2 지능형 로봇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토) 13:00-14:30, 제2공학관(302동) 209호

좌장 이수원 교수(숭실대)

발표

1. 조영조 박사(ETRI 지능형로봇연구단장) 
   - 주제 : URC 개념의 네트워크 기반 로봇 기술
   - 요약 :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는 IT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URC는 네
트워크와의 연계 기능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저가격으로 최대한
의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지식 공간인 인터넷과 연
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발표에서는 차
세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IT 기반 서비
스 로봇으로서의 URC의 개념과 전체적인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이야기하고, ETRI 지능형 로봇 연구단에서 추진중인 URC 개발 
관련 연구활동을 소개한다.
　

2. 유범재 박사(KIST) 
  - 주제 : 네트워크 기반 휴머노이드 기술 동향
　
3. 조성배 교수(연세대)
  - 주제 : IT기반 지능형 로봇의 구현기술 동향
  - 요약 : 최근 인간기능을 모방한 IT기반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정리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해결
하기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한다.

　



워크샵-상세 프로그램

◉ 패    널

W1.3 정보과학분야에서 SCI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및 오용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금) 13:30-15:00, 제2공학관(302동) 105호

좌장 김문회 교수(건국대)

위원
고  건 교수(서울대), 김진형 교수(KAIST), 박승규 교수(아주대), 
최진영 교수(고려대)

요약

현재 국내의 정보과학분야의 논문실적평가가 의학, 이학과 공학 중의 일부 분
야에만 의미가 있는 SCI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도리어 정보과학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학 교육
의 부실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SCI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 가져오고 있는 폐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1) SCI 논문의 발간 숫자가 과연 정보과학분야 연구자의 연구실적의 질을 제

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또는 정보과학분야의 논문실적 평가기준으로서 SCI
가 타당한가?

2)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3) 좋은 대안이 없는 경우, 좋은 대안을 찾을 때까지 SCI를 정보과학분야의 논

문실적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공 청 회

W1.4 컴퓨터 및 정보기술 인증을 위한 CAC 기준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금) 13:30-15:00, 제2공학관(302동) 106호

사회 이강우 교수(동국대)

발표

1. 컴퓨터·정보기술 인증위원회(CAC) 설립 (안) 발표
  - ABEEK 인증사업단장 김병식 교수(동국대)
  - ABEEK 정책개발부장 김문겸 교수(연세대)
2. 인증기준(안) 발표 및 토론
  - 한국정보과학회 김성조 교수(중앙대)

패널토론
진  행 : 김성조 교수(중앙대)
토론자 : 김동윤 교수(아주대), 조규조 과장(정보통신부), 장준호 연구위원(정보  
    통신연구진흥원), 윤우영 교수(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강우 교수(동국대)

요약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은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학인증위원회(Engineering 
Accreditation Committee) 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1999년 시
범인증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15개 대학교의 90개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완료하거나 인증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EAC 인증기준은 컴퓨터 분야
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컴퓨터 관련 학과(부) 프로그램이 인증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BEEK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보통신부의 후원 하에 컴퓨터인증위원회(Computing Accreditation 
Committee)를 설립할 예정이며, 컴퓨터 및 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새로운 CAC 인증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BEEK에서 
준비 중인 인증기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수렴하고자 한다.



튜토리얼

튜토리얼

T1.1 2004년 10월 22일(금) 13:00 - 16:00
  Human Language Technology in Ubiquitous Computer Interface : Theory and Applications

강  사 이근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gblee@postech.ac.kr 
장  소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309호

인간언어처리 기술은 요즈음의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필요한 컴퓨터와 인간의 통신 및 대화 기술이자 지

능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어 대화, 멀티모달 대화, 정보

검색, 텍스트마이닝, 자동요약, 문서분류, 다국언어 정보분석등의 기술이 총 망라 되며 다양한 응용에 여

러 가지의 복합기술들이 활용된다. 또 요즈음은 이런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인공비서를 위한 자연어대화기술을 음성, 자연어, 정보검색의 융합기술의 예로 

소개한다.
T1.2 2004년 10월 22일(금) 13:00 - 16:00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압축

강  사 심규석  교수(서울대학교) shim@ee.snu.ac.kr 
장  소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408호

수많은 sensor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stream data 처리 분야의 근사질의 처리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근사질

의 처리는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조그만 양의 space에 압축을 해 요약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질의가 들어 

오면 이 요약을 이용해서 근사적인 대답을 한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데이터 요약을 위한 압축에 관련된 

연구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과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T2.1 2004년 10월 23일(토) 09:30 - 12:30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HW/SW 통합설계 공간탐색 이해

강  사 김태환 교수(서울대학교) tkim@ssl.snu.ac.kr
장  소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309호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에서 HW와 SW의 통합된 설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HW/SW 통합 설계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계는 전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튜토리얼은 효과적인 HW/SW 통합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두가지 분야, 
즉, 설계 공간 탐색과 HW/SW 분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다룬다. 설계 공간 탐색의 경우, 넓은 

해결 공간에서 불필요한 공간 탐색을 줄이기 위한 절차와 기법을 소개하며, HW/SW 분할 문제의 경우, 
HW 와 SW 할당, 배정, 및 수행 스케쥴링 방법을 주어진 아키텍쳐 구조 및 작업 조건에 따라 해결하는 

다양한 기법을 소개한다.



튜토리얼

T2.2 2004년 10월 23일(토) 09:30 - 12:30
  Self-Adaptive Software for intelligent Robots

강  사 박수용 교수(서강대학교) sypark@sogang.ac.kr
장  소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408호

본 강좌는 최근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로봇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

서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자기 적응형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 접근 방법들을 소개 하고 이러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 하기 위한 동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쳐(Dynamic Software Architecture) 기반의 자기 적응

형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소개 한다.  또한 이들을 기반으로 자기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소개 

하고 응용분야로 지능형 로봇 도메인에서의 자기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 및 연구 이슈들을 소개한

다.

T3.1 2004년 10월 23일(토) 13:00 - 16:00
 ‘RFID' Change the World

강  사 유승화 교수(아주대학교) swyoo@ajou.ac.kr
장  소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105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Micro chip을 내장한 Tag, Label, Card 등에 저장된 Data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Reader기에서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다. 물건을 살 때 일일이 계산대에서 바코드

로 찍을 필요가 없다. 물건을 카트 안에 가득 담고 일정구역만 지나가면 품목과 가격이 곧바로 입력돼 계

산이 나온다. 이르면 2007년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정보통신혁명의 모습이다. 각종 제품에 조그마

한 크기의 RFID가 달려 이것들이 서로 교신하는 u-센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RFID의 

현재 기술 현황 및 표준화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과 사업 가능한 분야를 논의한다.



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및 장소

구두발표 I 2004년 10월 22일(금) 16:00-18:00 제2공학관(302동)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1.1 데이타베이스 I 8 106호 이종연 교수(충북대)

C1.2 소프트웨어 공학 I 8 107호 이우진 교수(경북대)

C1.3 정보보호 I 8 409호 서창호 교수(공주대)/박종열 박사(ETRI)

C1.4 정보통신 I 8 508호 박승철 교수(한국기술교대)

C1.5 정보통신 II 8 509호 고응남 교수(천안대)

C1.6 컴퓨터 그래픽스 4 308호 김진용 교수(혜천대학)

C1.7 프로그래밍 언어 6 309호 신승철 교수(동양대)/안준선 교수(항공대)

C1.8 바이오 정보기술 6 408호 황영섭 교수(선문대)

C1.9 인공지능 I 8 208호 김인철 교수(경기대)/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C1.10 컴퓨터시스템 I 8 209호 조진성 교수(경희대)

합계 72편

구두발표 II 2004년 10월 23일(토) 09:30-11:30 제2공학관(302동)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2.1 데이타베이스 II 8 106호 서상구 교수(광운대)

C2.2 소프트웨어 공학 II 8 107호 김영철 교수(홍익대)/김상근 교수(성결대)

C2.3 정보보호 II 8 409호 김영덕 교수(우송대)

C2.4 정보통신 III 8 508호 장영민 교수(국민대)

C2.5 정보통신 IV 8 509호 김선호 교수(동덕여대)

C2.6 컴퓨터시스템 II 8 308호 이  강 교수(한동대)

합계 48편

구두발표 III 2004년 10월 23일(토) 12:30-14:30 제2공학관(302동)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3.1 데이타베이스 III 8 106호 이홍로 교수(군산대)

C3.2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 8 107호 김응규 교수(한밭대)

C3.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8 409호 김경덕 교수(위덕대)/이선우 교수(한림대)

C3.4 정보통신 V 8 508호 이종민 교수(동의대)

C3.5 정보통신 VI 8 509호 이재훈 교수(동국대)

C3.6 컴퓨터 이론 8 308호 김성렬 교수(건국대)

C3.7 언어공학 4 309호 강승식 교수(국민대)

C3.8 전산교육 시스템 6 408호 박선주 교수(광주교대)

합계 58편

구두발표 IV 2004년 10월 23일(토) 15:00-17:00 제2공학관(302동)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4.1 데이타베이스 IV 8 106호 정연돈 교수(동국대)

C4.2 소프트웨어 공학 III 8 107호 채흥석 교수(부산대)/김재생 교수(김포대학)

C4.3 정보보호 III 8 409호 서장원 교수(동서울대학)

C4.4 정보통신 VII 8 508호 정인환 교수(한성대)

C4.5 정보통신 VIII 8 509호 하은용 교수(안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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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좌장 및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A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15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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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논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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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천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 및 날짜와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그룹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15분(토의시간 5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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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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2004년 10월 22일(금) 데이타베이스 I 제2공학관 106호

16:00-18:00 좌장 : 이종연 교수(충북대)

C1.1-1 BPMN을 XPDL로 변환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
정문영·김학수·조명현·손진현(한양대)

C1.1-2 도로 네트워크 기반 이동체의 통합 색인
정명호·장용일·박순영(인하대),오영환(나사렛대),

배해영(인하대)

C1.1-3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다중 연속 
질의의 유사성 최소화
조명현·손진현(한양대)

C1.1-4 검색어의 연관법칙
문상준·최재걸(네이버개발실)

C1.1-5 시공간 점 질의를 위한 선택도 추정 기법
신병철·이종연(충북대)

C1.1-6 온톨로지를 이용한 ebXML 레지스트리와 UDDI
통합모델의 개발
이동헌·박송희·이경하·이규철(충남대)

C1.1-7 XBench 벤치마크 성능평가 및 분석 : 순수 관계
형 모델과 객체 관계형 모델 비교
김재욱·신진호·이상원(성균관대)

C1.1-8 XQuery 작성기 설계 및 구현
김태권(강남대)

2004년 10월 23일(토) 데이타베이스 II 제2공학관 106호

09:30-11:30 좌장 : 서상구 교수(광운대)

C2.1-1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설계
김용기·장재우(전북대)

C2.1-2 고성능 XML 질의 처리를 위한 XML 뷰 인덱스
의 생성 및 실체화 기법 
박대성·김영현·강현철(중앙대)

C2.1-3 전이 확률 행렬에 의한 웹 사용 예측 모델
김영희·김응모·정명숙(성균관대),강우준(그리스
도신학대)

C2.1-4 삽입 실시간 디스크 스케줄링기법과 양방향 
SCAN기법
이덕용·박창현·조행래(영남대)

C2.1-5 정보 공유를 위한 BSML 기반의 생물학 데이터 
변환기
김영억·정광수·정영진·차효성·류근호(충북대)

C2.1-6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센서간 데이터 의
미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아키텍처
김진형·김영갑·신성욱·정동원(고려대)

C2.1-7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QoS 매칭 메커니즘
유소연·유정연·이규철(충남대)

C2.1-8 대용량 위치 데이타 관리를 위한 GALIS의 SLDS
프로토타입 구현
이운주·이준우·나연묵(단국대)

2004년 10월 23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제2공학관 106호

12:30-14:30 좌장 : 이흥로 교수(군산대)

C3.1-1 시공간 데이터를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의 성능 비교
강주영·이봉재·송재주·신진호(전력연구원),용환
승(이화여대)

C3.1-2 메인메모리에서 캐시를 고려한 LUR-tree
이현진·장용일·박순영(인하대),오영환(나사렛대),

배해영(인하대)

C3.1-3 XML 스키마간의 복합매칭 추출을 위한 대화형 기법
이준승·이경호(연세대)

C3.1-4 버전 기반의 공간 레코드 관리를 위한 쓰레기 처
리 기법
김희택·김명근·김호석·배해영(인하대)

C3.1-5 XML 변경 유효성 검증을 위한 경계락킹에 기초
한 시퀀스 그룹 검증기법
최윤상·박석(서강대)

C3.1-6 멀티 모달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질의 처리 
이미정·정유나(아주대),황인준(고려대)

C3.1-7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물류관리를 위한 정보 
서비스
김종욱·정유나(아주대),황인준(고려대)

C3.1-8 GML 기반의 웹 맵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전범석·홍동숙·김동오·한기준(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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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데이타베이스 IV 제2공학관 106호

15:00-17:00 좌장 : 정연돈 교수(동국대)

C4.1-1 모바일 장치를 위한 공간 MMDBMS의 설계 및 
구현
김정준·강홍구·윤재관·한기준(건국대)

C4.1-2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분포 지역 질의 처
리를 위한 확장된 큐브 트리 기법
최준호·유병섭·박순영·배해영(인하대)

C4.1-3 XML 데이타를 위한 EP2 레이블링 스킴
진주용·배진욱·이석호(서울대)

C4.1-4 RFID 태그 객체의 간격 데이터 색인
이기형(부산대),반재훈(경남정보대),김동현(동서
대),홍봉희(부산대)

C4.1-5 시계열 데이타베이스에서의 효율적인 유사 검색
을 위한 Polar Wavelet 기법
이범기·강성구·이상준·이석호(서울대)

C4.1-6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확실 위치데이터의 
질의 처리
배태욱(부산대),안경환(ETRI),홍봉희(부산대)

C4.1-7 TPR-트리에서 경계 사각형의 사장 공간을 줄이
기 위한 효율적인 MBR 근사 기법
최석창·송문배·강상원·황종선(고려대)

C4.1-8 CST-트리 인덱스의 빠른 구축 
이재원·이익훈·김현철·이상구(서울대)

2004년 10월 22일(금) 바이오 정보기술 제2공학관 408호

16:30-18:00 좌장 : 황영섭 교수(선문대)

C1.8-1 독립성분분석에 의한 유전자 발현 시계열 데이
터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적 모드 분석
김숙정·최승진(포항공대)

C1.8-2 MarSel : Large-scale Dataset에 대한 LD기반의 
Marker 선택 시스템
김상준·여상수·김성권(중앙대)

C1.8-3 생물학 문헌으로부터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 추
출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법

노정호·차재혁·최용석(한양대)

C1.8-4 온톨로지 기반의 SBML 변환기
임정곤·김태경·정태성·조완섭(충북대)

C1.8-5 온톨로지를 적용한 생명정보 검색 시스템
이동훈·양정진(가톨릭대)

C1.8-6 당뇨병의 예측을 위한 분류기 앙상블의 BKS결합
박한샘·조성배(연세대)

2004년 10월 23일(토) 병렬처리 시스템 제2공학관 209호

15:00-17:00 좌장 : 장경선 교수(충남대)

C4.10-1 계층 링 구조의 변형을 통한 시스템 성능 개선
곽종욱·반형진·전주식(서울대)

C4.10-2 프로세서 지역성에 기반한 원격 캐쉬 교체 정책
한상윤·곽종욱·전주식(서울대)

C4.10-3 이동 단말을 이용한 이동 그리드 프레임워크
이길재·공정욱·변옥환(KISTI)

C4.10-4 계층화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P2P 기반 
VOD 서버 구현
김한호·박의수(충남대),최현호(대전보건대학),유
관종(충남대)

C4.10-5 OpenMP 프로그램의 디버깅을 위한 효과적 경

합 시각화
김금희·김영주·전용기(경상대)

C4.10-6 자원제공자 컴퓨팅 환경에서 공헌도 기반 차별
화 스케줄링 기법
변은정·최성진·윤준원·유헌창(고려대),최장원
(KISTI),황종선(고려대)

C4.10-7 효율적인 이동 에이전트 통신을 위한 프록시 연결
송상훈(세종대)

C4.10-8 BPEL4WS를 이용한 웹서비스 통합 관점의 SLA
보증기법
정승준·국윤규·김운용·최영근(광운대)

C1.2-1 UML 2.0 기반 객체지향 모델링 프로세스 및 지침
강현구·천두완·김수동(숭실대)

C1.2-2 UML 모델링 도구의 사용자 정의형 패턴 적용을 

위한 설계 및 구현
이장우·이민규(㈜플라스틱소프트웨어)

C1.2-3 UML 기반 설계도구에서의 프로파일 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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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
김정일(㈜플라스틱소프트웨어)

C1.2-4 자바 바이트 코드에서 정보흐름 보안성 검사
박사천·이정림·권기현(경기대)

C1.2-5 제품계열공학 핵심자산의 범용 아키텍처 구성요소
라현정·장수호·김수동(숭실대)

C1.2-6 제품계열 공학의 핵심자산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Gap 분석 기법
오상헌·김수동·류성열(숭실대)

C1.2-7 제품계열 공학의 실용적 어플리케이션 공학 프
로세스
장치원·장수호·김수동(숭실대)

C1.2-8 시간제약 속성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컨트랙트
엄충용·신정민·류성열(숭실대)

2004년 10월 23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제2공학관 107호

09:30-11:30 좌장 : 김영철 교수(홍익대)/김상근 교수(성결대)

C2.2-1 초기 컴포넌트 설계 단계에서 컴포넌트 정제 기법
이종국·백종현(대우정보시스템)

C2.2-2 Assertion Based Verification을 이용한 State-
chart 모델의 검증
황대연·방기석·최진영(고려대)

C2.2-3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와 설계 명세간의 부합성 
검사
이수영·김진현·안영아·심재환·양진석(고려대),이나
영(서울대),손한성(원자력연구원),최진영(고려대)

C2.2-4 Time bounder : WCET 분석 도구
박수현·방호정·김태효·차성덕(KAIST),이종인(항
공우주연구원)

C2.2-5 모바일 M/VC 응용 프레임워크
강이지·박은희·음두헌(덕성여대)

C2.2-6 임베디드 SW의 블랙박스 테스트를 위한 검증 
모듈의 디자인 및 구현
김범모·백창현·장중순·정기현·최경희·박승규(아
주대)

C2.2-7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평가 모델 구축 방안
최현미·성아영·조나경·최병주·반효경(이화여대),

김재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2.2-8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비기능적 요구사항 추적
최정아·이현정·최윤석·정기원(숭실대)

2004년 10월 23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I 제2공학관 107호

15:00-17:00 좌장 : 채흥석 교수(부산대)/김재생 교수(김포대학)

C4.2-1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 기
능 점수 산정 방안 
허승현·최은만(동국대)

C4.2-2 웹 응용 모델링의 요소 분류와 그에 따른 제약조
건 기반 모델링 
박영주·이기열(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
천(한국방송통신대),우치수(서울대)

C4.2-3 사용자 모델링에 기반한 웹 응용의 적응하는 항해
홍지원·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천(한국방송통신
대),우치수(서울대)

C4.2-4 능동적 정보 교환을 위하여 웹 응용을 래퍼 기반 
아키텍처로 재공학
이광우·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천(한국방송통신

대),우치수(서울대)

C4.2-5 핫 스왑핑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 설계
최종명·오수열(목포대)

C4.2-6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맥 기반 요구
사항 분석 방법
장호진·문미경·염근혁(부산대)

C4.2-7 목표와 시나리오를 이용한 적응형 S/W 개발 방안
김동선·박수용(서강대)

C4.2-8 리페이싱 : 다계층 아키텍처에서 표현 계층의 리
팩토링
이욱진·박상현(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
천(방송대),우치수(서울대)

2004년 10월 23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제2공학관 409호

C3.3-1 MGlove: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사용자 센싱
에 기반한 입력 장치
김효승·박광규·박현구·차호정(연세대)

C3.3-2 XTM을 위한 다층적 시각화 방법
박영조·박호병·조용윤·유재우(숭실대)

C3.3-3 인지적 형상 추출을 위한 문제 해결 환경
조영기·백성욱·김상수·조주상·장철호(세종대)

C3.3-4 가전 기기를 위한 HIML(Human Interaction
Markup Language)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변환 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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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김건희·손민우·신동규·김강·신동일(세종대)

C3.3-5 인간 행동패턴 결정을 위한 상황인식 미들웨어
에 대한 연구
최순용·최종화·신동일·신동규(세종대)

C3.3-6 사용자 감정 및 환경을 고려한 퍼지추론 기반 음
악추천 시스템
임성수·조성배(연세대)

C3.3-7 웹 브라우저를 위한 임베디드 스트리밍 재생기 
기술
김상옥·이송록·임영순·이현주·김상욱(경북대),조
창식·마평수(ETRI)

C3.3-8 금융Chip 기반 Mobile Banking 서비스 구축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
한명준(우리은행),김지인(건국대)

2004년 10월 22일(금) 인공지능 I 제2공학관 208호

16:00-18:00 좌장 : 김인철 교수(경기대)/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C1.9-1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위한 다중 에이전트 규칙 
기반 서비스
최정화·박영택(숭실대)

C1.9-2 시간적 추론이 적용된 위치 기반 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제민·박영택(숭실대)

C1.9-3 반응형 에이전트의 효과적인 물체 추적을 위한 
베이지안 추론과 강화학습의 결합
민현정·조성배(연세대)

C1.9-4 OWL의 프레임 구조 모델링 
시대근·오지훈(㈜유엠텍),장영진·전양승·한성국
(원광대)

C1.9-5 문장 분석 및 온톨로지를 이용한 Focused
Crawler
최광복·김현주·강진범·홍광희·양재영·최중민(한
양대)

C1.9-6 문서로부터 계층적 개념 트리 자동 구축
김희수·조용석·최익규·김민구(아주대)

C1.9-7 World Wide Web을 위한 개선된 Threshold
HITS 알고리즘
김혜민·김민구(아주대)

C1.9-8 클래스 시각화를 통한 OWL 온톨로지 편집기 
개발
김민수·송세헌·서재우·김민구(아주대)

2004년 10월 23일(토) 인공지능 II 제2공학관 309호

15:00-17:00 좌장 : 조성배 교수(연세대)/류광렬 교수(부산대)

C4.7-1 효율적인 컨텍스트 분류를 위한 베이지안 네트
워크 구조의 제한 학습
황금성·조성배(연세대)

C4.7-2 개인화된 High Level Context 추출을 위한 퍼지 
변수의 베이지안 추론
유지오·김경중·조성배(연세대)

C4.7-3 동적 환경을 위한 정황-민감형 에이전트 구조
권기덕·김인철(경기대)

C4.7-4 차량 번호판 인식률 향상을 위한 학습 예제 가중
치 조정
박태진·김종성·류광렬(부산대),백남철·강원의(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이상협(건설교통부)

C4.7-5 키워드 마케팅을 위한 연관 키워드 그룹 추출 
기법
이성진·이수원(숭실대)

C4.7-6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웹 서비스 
정보 클러스터링
황중연·유춘식·김용성(전북대)

C4.7-7 특징의 분포와 가중치를 고려한 FMM 신경망 
모델
박현정·조일국·정경훈·김호준(한동대)

C4.7-8 개미 집단을 외삽한 적응형 유전 알고리즘
(ANT-GA)
김중항·이세영·장형수(서강대)

2004년 10월 22일(금) 정보보호 I 제2공학관 409호

16:00-18:00 좌장 : 서창호 교수(공주대)/박종열 박사(ETRI)

C1.3-1 Wireless Network에서 개선된 PPP CHAP를 사
용한 효율적 인증 방법
강남구·김수성·유행석·장태무(동국대)

C1.3-2 모델체킹을 이용한 Carlsen BCY 프로토콜 검증
김현석·전철욱·김일곤·최진영(고려대)

C1.3-3 모바일기기의 성능제약을 고려한 단일인증 프로

파일의 정의
정종일·차무홍·유의혁·신동규·신동일(세종대)

C1.3-4 IAPP를 이용한 무선랜 선인증 방법
오경희·강유성·이석준·정병호(ETRI)

C1.3-5 물류 관리에 적용 가능한 패스워드 기반의 RF
Tag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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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희·이임영(순천향대)

C1.3-6 익명의 디지털 티켓
김형식(삼성전자)

C1.3-7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
지 시스템

이종석·한상준·박찬호·조성배(연세대)

C1.3-8 점진적 연관 규칙을 이용한 침입탐지 시스템의 
오 경보 패턴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전원용·김은희·신문선·류근호(충북대)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보호 II 제2공학관 409호

09:30-11:30 좌장 : 김영덕 교수(우송대)

C2.3-1 이동 애드혹 망을 위한 패스워드 기반의 그룹키 
동의 프로토콜
최연이(신성대학),조인휘(한양대)

C2.3-2 그룹서명기법을 위한 호모모르픽 Proactive
AVSS(Asynchronous Verifiable Secret
성순화·공은배(충남대)

C2.3-3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인증 프로토콜
조영복·김동명·이상호(충북대)

C2.3-4 안전한 멀티캐스트 SNMP를 위한 구조
곽득휘·김종원(GIST)

C2.3-5 타임 스템프 카운터 레지스터를 사용한 난수 발생기
이정희·표창우(홍익대)

C2.3-6 모바일 환경에서 동영상 데이터 보안을 위한 
DRM 시스템의 설계
천준호·이상훈·박재표·정용득·전문석(숭실대)

C2.3-7 디지털 음원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DRM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설계
김주성·김유성(인하대)

C2.3-8 집합이론을 적용한 위험분석 방법론 연구
방영환·최승·장세진·이강수(한남대)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보호 III 제2공학관 409호

15:00-17:00 좌장 : 서장원 교수(동서울대학)

C4.3-1 안전한 키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API
김명희(안철수연구소),전문석(숭실대)

C4.3-2 Remote Execute 공격 탐지를 위한 /proc/kcore
에 대한 연구
박재홍·황성철·강흥식(인제대)

C4.3-3 로그기반 침입복구모듈을 위한 링크 정보 관리 
기법
이재국·김형식(충남대)

C4.3-4 제어흐름주소 검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대응 기법
최명렬·김기한·박상서(국보연)

C4.3-5 Self-Organizing Feature Maps 기반 IP 패킷의 
웜 탐지에 관한 연구
민동옥·손태식·문종섭(고려대)

C4.3-6 웹 서비스를 위한 통합접근 관리 연구
유석환·차무홍·신동일·신동규(세종대)

C4.3-7 인증기반 홈제어 시스템 구현
장혜영·조성제·최종무(단국대)

C4.3-8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침해 위협 
및 대응 방안
유동영·김영태·노병규(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년 10월 22일(금) 정보통신 I 제2공학관 508호

16:00-18:00 좌장 : 박승철 교수(한국기술교대)

C1.4-1 개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d hoc 네트워크 멀
티캐스팅
이세영·김중항·장형수(서강대)

C1.4-2 Fast Handovers for Mobile IPv6 구현 및 성능 
평가
김용성·권동희·서영주(포항공대)

C1.4-3 효과적인 Fast Handovers for MIPv6 동작을 위
한 액세스 라우터 간 정보 교환 프로토콜
배경진·권동희·서영주(포항공대)

C1.4-4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적 배치에 관
한 연구

문준수·이상학·이승관·정태충(경희대)

C1.4-5 다중 목적지 그룹을 가진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
율적인 데이터 전송 기법
오창석·이성희·고영배(아주대)

C1.4-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최적 
클러스터 크기
박병창·이성렬·송유경·김종권(서울대)

C1.4-7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토폴로
지 제어를 위한 클러스터 설정 기법
김중헌·김은교·김동신·이원준(고려대)

C1.4-8 센서망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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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캐스팅 기법 송유경·함성일·박병창·김종권(서울대)

2004년 10월 22일(금) 정보통신 II 제2공학관 509호

16:00-18:00 좌장 : 고응남 교수(천안대)

C1.5-1 IEEE 802.11 Ad Hoc Network 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Advanced SPFAI Protocol
김영만·박상준(국민대)

C1.5-2 트리 기반 애드혹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을 위한 멀티캐스트 데이터 포워딩의 구현
김영민·안상현(서울시립대)

C1.5-3 A New Automatic Route Shortening for DSR
하은용․Dong-HuanPiao

C1.5-4 H.323 기반의 녹음장비 설계 및 구현
정정용·방혜자(서울산업대)

C1.5-5 Draft24 기반의 Mobile IPv6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김영희·공인엽·이정태(부산대)

C1.5-6 사이버 침입 탐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SSFNet 기
반 DNS 구현
한종현(아주대),이은영·주미리(국보연),박승규(아
주대)

C1.5-7 사이버 침입 탐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SSFNet 기
반 IDS의 확장
유관종(아주대),이은영·김도환(국보연),최경희(아
주대)

C1.5-8 이동 시스템 기반 보안 프로토콜의 취약성 분석
김일곤·김현석·전철욱·이지연·최진영(고려대)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III 제2공학관 508호

09:30-11:30 좌장 : 장영민 교수(국민대)

C2.4-1 SLP를 이용한 SDR 소프트웨어 검색 방안
장기현·이병호(한양대)

C2.4-2 MAP를 이용한 WLAN와 UMTS 간의 Vertical
Handover
김재하(서울예술대학)

C2.4-3 위성통신시스템의 안테나에 대한 성능분석
김종진·오형준·송하윤·원유헌(홍익대)

C2.4-4 USHA 기반의 확장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수
직 핸드오프 기법 설계
강정호·윤미연·전진영·신용태(숭실대)

C2.4-5 GPS Phone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PDE Emulator

구현
조진근·황진옥·민성기(고려대)

C2.4-6 Erlang식의 전화 트래픽에서 최적의 회선수 결정
정연진(고려대)

C2.4-7 HR-WPAN에서의 Weighted Fairness를 이용한 
Channel Time 스케쥴링 기법 연구
이용석·한진우·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C2.4-8 Network Simulator 2 에서의 새로운 Network
Component 추가에 관한 연구
안혜환(성균관대),손재기(전자부품연구원)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IV 제2공학관 509호

09:30-11:30 좌장 : 김선호 교수(동덕여대)

C2.5-1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e-Learning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승욱·정혜원·문경애(ETRI)

C2.5-2 Mobile Terminal용 XHTML Printing Solution
류석·이광철·임은희(삼성전자)

C2.5-3 J2EE 1.4를 이용한 XML-Aware Network 구현방안
여창훈(고려대)

C2.5-4 모바일 환경을 위한 Java-to-C 컴파일러 구조
한영선·박인호·황석중·김선욱(고려대)

C2.5-5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SIP 기반 단

말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분석
김혜선·황기태·이재문·김남윤(한성대)

C2.5-6 국방 웹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방안 연구
황상규(KIDA),윤홍란(숙명여대),이경호(연세대),

권혁진(KIDA)

C2.5-7 복제에 기반한 고가용성 푸쉬 서버
노진홍·홍영식(동국대)

C2.5-8 콘텐츠 도메인 서비스
한영석(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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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V 제2공학관 508호

12:30-14:30 좌장 : 이종민 교수(동의대)

C3.4-1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P2P 분산 k-ary 복제 기법
양은호·나종근·박상하·김종권(서울대)

C3.4-2 DAView : 리눅스 WebDAV 클라이언트
황의윤·신원준·안건태·정혜영·이명준(울산대)

C3.4-3 J2ME CDC 규격의 임베디드 자바플랫폼 개발
원희선·김영호·김선자(ETRI)

C3.4-4 분산 가상 환경을 위한 버킷 기반 적응형 동기화 
제어 계층 구현
김재윤·김종원(GIST)

C3.4-5 WLAN에서 핸드오버 향상을 위한 이동 예측

김우완·장은진(경남대)

C3.4-6 IEEE 802.11b의 패킷 충돌 확률에 기반한 가용 
대역폭 예측
고덕주·차호정(연세대)

C3.4-7 차세대 OVPN에서 생존성 보장 RWA 알고리즘
황진호(부경대),권순영(안동대),김정녀·이상수
(ETRI),김성운(부경대)

C3.4-8 종단 간 성능 측정을 위한 인프라
이승준(KAIST),이경진·송왕철(제주대),전길남
(KAIST)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VI 제2공학관 509호

12:30-14:30 좌장 : 이재훈 교수(동국대)

C3.5-1 터보부호와 연접된 준직교 시공간 블록부호의 
성능 비교
김현일·박효열·황금찬(연세대)

C3.5-2 전송률에 기반한 IEEE 802.11b 에너지 모델
김태현·차호정(연세대)

C3.5-3 WDM 광통신망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다중링
크 손실 복구기법
황호영(안양대)

C3.5-4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USB 네트워크 드라이
버 모듈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이상훈·문승진(수원대)

C3.5-5 IEEE 802.11b 무선 LAN에서 전력절감모드의 전

력 절약 효과 및 통신성능 분석
권도한·박창윤·정충일(중앙대)

C3.5-6 OVPN에서 최적의 Optical-LSP를 설립하기 위한 
OSPF-TE+ 내의 다중파장 최소간섭 경로 
정창현(부경대),현혜경·강오한(안동대),조광현·김
성운(부경대)

C3.5-7 무선 LAN에서 dual-채널 AP를 이용한 빠른 이
동성 지원
강지명·이승희·황재룡·김종권(서울대)

C3.5-8 HFC 가입자망 상향대역 신호분석에 관한 연구
장문종·김선익·이진기(KEPRI)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VII 제2공학관 508호

15:00-17:00 좌장 : 정인환 교수(한성대)

C4.4-1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독립적인 댁내장치 원격 
관리 구현
홍형섭·황태인·박호진(ETRI)

C4.4-2 다중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홈 게이트웨
이에서 미디어 스트림 전송을 위한 SGI(Stream
Gateway Interface)의 설계 및 구현
박영충·임승옥·최광순·정광모(KETI)

C4.4-3 디지털 홈 네트워크 간 콘텐츠 공유를 위한 
UPnP 확장 기법
이현룡·김종원(GIST)

C4.4-4 유비쿼터스 환경의 서비스 지향 네트워크
유시환·유혁(고려대)

C4.4-5 Oscar bundle을 이용한 OSGi 기반 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설계
안중현·김대영·이종언·조국현(광운대)

C4.4-6 OSGi 기반의 이동 에이전트 서버의 설계 및 구현
박종열·백의현(ETRI)

C4.4-7 시멘틱 웹 서비스 기반의 유비퀴터스 로봇 시스
템의 설계 및 구현
하영국·손주찬·조영조(ETRI)

C4.4-8 웹 서비스를 이용한 분산 이 기종 통합 시스템 
성능분석
안영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박성준(공주영
상정보대학),김영국(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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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VIII 제2공학관 509호

15:00-17:00 좌장 : 하은용 교수(안양대)

C4.5-1 시각적 XML 문서 편집기 구현
황현숙(원광대),오지훈(㈜유엠텍),최병규·전양승·
한성국(원광대)

C4.5-2 ECN 마킹을 위한 적당한 Threshold
임재걸·이계영·장익현·윤준영(동국대)

C4.5-3 무선네트워크에 적합한 Decoupled TCP
강문수·모정훈(ICU)

C4.5-4 토폴로지 정보를 이용한 다중 목적지 전송
이승준·예경욱·문수복(KAIST)

C4.5-5 전송률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TCP 비례 증가 

혼잡 제어
이종민·차호정(연세대)

C4.5-6 유·무선 망에서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프로토
콜 통합 방안
고보정·안소연·김남훈·이영희(ICU)

C4.5-7 DHT 기반 P2P 시스템을 위한 적응적 근접 경로 
선택 기법
송지영·박성용(서강대)

C4.5-8 IXDP2850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송일섭·정해진·권택근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IX 제2공학관 308호

15:00-17:00 좌장 : 고석주 교수(경북대)

C4.6-1 P2P 시스템에서의 다중 노드 전역 디렉토리 기
반 색인 순차 검색 기법
강인성·최성진·이화민·백맹순·황종선(고려대)

C4.6-2 국방 광대역 통신망(D-BcN) 아키텍쳐 모델링
김한관·이길섭·이승종(국방대)

C4.6-3 동적 상황 기반 응용 개발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송호근·서주홍·최정희·신승중·류대현·나종화(한
세대)

C4.6-4 3차원 디지털 펫 (Digital Pet) 기반 메신저로 구
현한 유비쿼터스 응용 서비스
오은혜·서주홍·김준호·이규백·박선지·오주민·
신승봉·최영일·최정희·류대현·신승중·나종화

(한세대)

C4.6-5 QoS를 고려한 RMCP 기반의 응용 계층 멀티 캐
스트
탁광옥·박시용·정기동(부산대)

C4.6-6 이기종 네트워크 간의 Seamless Service를 위한 
액티브 네트워크 기반 핸드오프 알고리즘
이미진·유상훈(고려대)

C4.6-7 IPv6 네트워크에서의 WLAN 기반 트랜스포트 
계층 이동성 지원 방안
장문정·이미정(이화여대),홍용근·박정수(ETRI)

C4.6-8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킹 방법에 
관한 연구
이종혁·성미영(인천대)

2004년 10월 22일(금) 컴퓨터 그래픽스 제2공학관 308호

16:30-17:30 좌장 : 김진용  교수(혜천대학)

C1.6-1 경계면 축소포장에 기반한 비정렬 3차원 측정점
으로부터의 표면 재구성
박은진·최영규·이재협(한국기술교대),구본기·추
창우·김재철(ETRI)

C1.6-2 효율적인 MPEG-4 비디오 파일의 암호화에 관한 연구
김건희·신동규·신동일(세종대)

C1.6-3 점 렌더링에서 GPU를 이용한 법선 벡터 계산
조광현·권구주·신병석(인하대)

C1.6-4 외곽선 생성 알고리즘 및 3차원 기하모델 생성 
알고리즘
백명엽·권희용(안양대)

C3.2-1 얼굴 인식을 위한 지역적·전역적 특징 분석
이용진·이경희·반성범(ETRI)

C3.2-2 에지와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얼굴검출
박성진·김수현·차형태(숭실대)

C3.2-3 SVM-SMO와 Pan-Tilt 웹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얼굴 추적과 얼굴 인식
이호근·김명훈·이지근·정성태(원광대)

C3.2-4 다양체 가우시안 분해 : 얼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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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영·변혜란(연세대)

C3.2-5 합성 대표영상에 기반한 조명 변화 무관 얼굴 인식
문송향·이상웅·이성환(고려대)

C3.2-6 반복적 오차 보정을 이용한 얼굴 영상에서의 안
경 제거
박정선·오유화·이성환(고려대)

C3.2-7 다중 카메라 환경에서의 실시간 객체 추적
조상현·강행봉(가톨릭대)

C3.2-8 Object Mo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n
Video
송단·조미영·김판구(조선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제2공학관 208호

15:00-17:00 좌장 : 곽노윤 교수(천안대)

C4.9-1 Algorithm for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Conjugate Gradient, Newton, and Trust-
Region)
제홍모·남기정·최승진(포항공대)

C4.9-2 다층 신경망을 위한 온라인방식 학습의 개별학
습단계 최적화 방법
이태승(항공대),최호진(ICU)

C4.9-3 불완전 데이터의 패턴 분석을 위한 MISVMS
이기영·김대원·이도헌·이광형(KAIST)

C4.9-4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서의 SVM 앙상블 기법의 
적용

강필성·이형주·조성준(서울대)

C4.9-5 다중 필터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기술
김상수·백성욱·조영기·조주상(세종대)

C4.9-6 타일 정렬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
박웅·전호윤·신종우(부산영재과학고),전명재·조
환규(부산대)

C4.9-7 제스처 기반의 HTPC 인터페이스
권경수·김상호·장재식·김항준(경북대)

C4.9-8 비기계적으로 동작하는 팬/틸트 카메라 시스템
권기준·신주홍·남동환·정순기·김영달(경북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 이론 제2공학관 308호

12:30-14:30 좌장 : 김성렬 교수(건국대)

C3.6-1 Semidefinite Programming을 통한 그래프의 동
시 분할법
김재환·최승진·방승양(포항공대)

C3.6-2 이기종 간의 Vertical 핸드오프 알고리즘
조은선·신연승(ETRI),김장수·정태의·송병권(서
경대)

C3.6-3 추적 가능한 디지털 서명의 개선
최승걸·박근수(서울대)

C3.6-4 코어를 포함한 주조에 대한 기하학적 접근
박용희·배상원·안희갑·좌경룡(KAIST)

C3.6-5 병렬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시스템

김세영·정유진(한국외대)

C3.6-6 Wildcard character를 포함하는 String Data 사
이의 Subsumption 관계 확인을 위한 
김도한(서울시립대),박희진(한양대),백은옥(서울
시립대)

C3.6-7 Succinct 표현을 위한 rank 함수의 효율적인 구현
김지은·김동규(부산대)

C3.6-8 내부에 점이 없는 크고 넓은 직사각형을 찾는 근
사 알고리즘
박종대(KAIST),신찬수(한국외대),안희갑·이현섭·
좌경룡(KAIST),Otfried Cheong(TUEindhoven)

2004년 10월 22일(금) 프로그래밍 언어 제2공학관 309호

16:30-18:00 좌장 : 신승철 교수(동양대)/안준선 교수(항공대)

C1.7-1 자바 프로그램의 이벤트 모니터링
최윤정·창병모(숙명여대)

C1.7-2 EVM 파일 포맷을 위한 시각화 브라우저의 구현
지정환·오세만(동국대)

C1.7-3 엘리먼트 정보 기반의 플러그인 XSLT 편집기
곽동규·조용윤·유재우(숭실대)

C1.7-4 CBMC을 이용한 트리플 DES의 검증
강미영·유희준·최진영(고려대)

C1.7-5 C# 프로그램의 정적 분할에서의 모호성 해결 
강성관·고훈준·김기태·조선문·유원희

C1.7-6 Haskell에서의 패키지 데이터 형
장학상·권기항(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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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2일(금) 컴퓨터시스템 I 제2공학관 209호

16:00-18:00 좌장 : 조진성 교수(경희대)

C1.10-1 유닉스/리눅스 운영체제의 Memory Mapped
File 성능비교·분석
이형봉(강릉대),정연철(호남대),권기현(삼척대)

C1.10-2 ESTEREL을 이용한 RTOS Scheduler의 검증 및 
구현
양진석·김진현·심재환·이수영·최진영(고려대)

C1.10-3 커널메모리 릭 방지를 위한 리눅스 커널 메모리 
관리자 구현
백승재·박세은·최종무(단국대)

C1.10-4 분산 감시 제어 시스템의 정보 동기화
배경호·김태완·이재하·장천현(건국대)

C1.10-5 JFFS2를 위한 효율적인 Garbage Collector의 설

계 및 구현
정하용·김진수·한환수·최기선(KAIST)

C1.10-6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내용 기반 부하 분산 알
고리즘
장준호·박성용(서강대)

C1.10-7 대소관계 그래프를 이용한 Just-in-time 컴파일 
환경에서의 array bounds check elimination
최선일·문수묵(서울대)

C1.10-8 이질적 다중서버 시스템에서 공정한 잔여용량 
공유기법
이주현·박경호·김강희·민상렬(서울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시스템 II 제2공학관 308호

09:30-11:30 좌장 : 이  강 교수(한동대)

C2.6-1 누설 전력 최소화를 고려한 연산 아키텍쳐 설계
원대건(과학영재학교),김태환(서울대)

C2.6-2 연산 회로에서의 모듈 배치를 통한 지연시간 최
적화 알고리즘
김동현(과학영재학교),김태환(서울대)

C2.6-3 메모리 특성을 반영한 동적전압변경 기법
최진욱·차호정(연세대)

C2.6-4 조건부 실행 명령어의 비순차 실행을 위한 프로
세서 구조
정하영·문제길·이용석(연세대),정진우(삼성종합
기술원)

C2.6-5 내장형 프로세서에서의 미디어 처리를 위한 

Shadow Register 기법
안성수·김현규·이성재·오형철(고려대)

C2.6-6 802.11 Wireless LAN 환경에 적합한 프로세서 구조
전성재·홍인표·이용주·이용석(연세대),정진우(삼
성종합기술원)

C2.6-7 버스 매트릭스 구현 및 ML(Multi-Layer) AHB를 
위한 테스트 환경
황수연·장경선(충남대)

C2.6-8 래치형 패스 트랜지스터 단열 논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절약 회로의 설계
박준영·홍성제·김종(포항공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시스템 III 제2공학관 408호

15:00-17:00 좌장 : 김인국 교수(단국대)/고영웅 교수(한림대)

C4.8-1 임베디드 환경에서 저전력 인코딩을 이용한 코
드 압축 기법
이병호·김태환·서의성·이준원(KAIST)

C4.8-2 데이터 캐시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적 선인출 필
터링 기법
전영숙·이병권·김석일·전중남(충북대)

C4.8-3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장하는 동적 작업 스케줄
링 방법
김지성·이완연(한림대)

C4.8-4 실시간 시스템의 동시성을 지원하기위한 재진입 
상태챠트
김종혁·유민수(한양대)

C4.8-5 충전이 가능한 전력 자원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
스 스케줄링 기법
송영미·김재훈(아주대)

C4.8-6 입/출력 장치의 소비전력 최적화를 위한 타스크 
스케쥴링
정도한(과학영재학교),김태환(서울대)

C4.8-7 Scratch-Pad Memory를 위한 코드 변환 기법
문대경·이재진(서울대)

C4.8-8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소
거 횟수 평준화 기법
배영현(서울대),최종무(단국대),이동희(서울시립
대),노삼혁(홍익대),민상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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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언어공학 제2공학관 309호

13:00-14:00 좌장 : 강승식 교수(국민대)

C3.7-1 그래픽컬한 분야인식기의 설계 및 구현
이원휘·김도연·이상곤(전주대)

C3.7-2 코퍼스 기반 의미체계와 의미 별 공기정보를 이
용한 비지도식 의미구분
신사임·최기선(KAIST)

C3.7-3 정보통합을 통한 생물/의학 분야 전문용어의 자
동 추출
오종훈·최기선(KAIST)

C3.7-4 트리뱅크를 사용한 TAG 문법 자동 구축
박정열(파리7대학)

2004년 10월 23일(토) 전산교육 시스템 제2공학관 408호

13:00-14:30 좌장 : 박선주 교수(광주교대)

C3.8-1 SMIL 기반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학습평가 시스
템의 신뢰성 향상
김성안·방혜자(서울산업대)

C3.8-2 교수-학습 평가 시스템 구현
이미영·한현구(한국외대)

C3.8-3 Blended-Learning 기반 학습 모형 및 시스템 설계
진선미(고려대)

C3.8-4 SCORM기반 교수학습지원센터 표준화콘텐츠설
계 및 구현
김은주·류승필·박기철(세명대)

C3.8-5 교사용 개인 자료 관리 시스템
박경진·김갑수(서울교대)

C3.8-6 e-learning 환경을 위한 실감형 교육 컨텐츠 시스템
한은정(동서대),김기락·정기철(숭실대)



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일정 및 장소

포스터발표 I 2004년 10월 22일(금) 13:15-14:15 제2공학관(302동) 2,3층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1.1 컴퓨터 그래픽스 11 박상훈 교수(대구가톨릭대)

P1.2 데이타베이스 I 17 유재수 교수(충북대)

P1.3 바이오정보기술 13 황영섭 교수(선문대)

P1.4 소프트웨어 공학 I 19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

P1.5 인공지능 I 20 현우석 교수(성서대)/홍유식 교수(상지대)

P1.6 정보통신 I 45 최웅철 교수(광운대)/임경식 교수(경북대)

P1.7 프로그래밍 언어 2 도경구 교수(한양대)

합계 127

포스터발표 II 2004년 10월 22일(금) 14:45-15:45 제2공학관(302동) 2,3층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2.1 데이타베이스 II 22 한욱신 교수(경북대)

P2.2 소프트웨어 공학 II 15 조은숙 교수(동덕여대)/이상운 교수(원주대학)

P2.3 정보보호 I 18 유기영 교수(경북대)

P2.4 정보통신 II 52 홍충선 교수(경희대)/김종권 교수(서울대)

P2.5 컴퓨터시스템 I 20 최종무 교수(단국대)

합계 127

포스터발표 III 2004년 10월 23일(토) 11:30-12:30 제2공학관(302동) 2,3층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3.1 병렬처리 시스템 21 남영진 교수(대구대)

P3.2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26 최  성 교수(남서울대)

P3.3 전산교육 시스템 5 최한용 교수(한북대)

P3.4 정보보호 II 15 김상호 박사(KISA)

P3.5 정보통신 III 38 김동균 교수(경북대)/정성호 교수(한국외대)

P3.6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 15 김진일 교수(동의대)

P3.7 컴퓨터이론 8 박희진 교수(한양대)

P3.8 언어공학 11 이상곤 교수(전주대)

합계 139

포스터발표 IV 2004년 10월 23일(토) 14:30-15:30 제2공학관(302동) 2,3층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4.1 데이타베이스 III 12 황병연 교수(가톨릭대)

P4.2 소프트웨어 공학 III 15 홍장의 교수(충북대)/오기성 교수(동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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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좌장 및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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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테

잎 등, 양면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번호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본 책자 후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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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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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004년 10월 22일(금) 데이타베이스 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3:15-14:15 좌장 : 유재수 교수(충북대)

P1.2-01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방송정보를 이용한 동시
성제어 방법
고승민·김대인·임선모·황부현(전남대)

P1.2-02 병원 원무관리를 위한 원무 데이터 마트 구축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김도경·박성미·정윤기·이배호(전남대)

P1.2-03 XPath 질의 처리를 적용한 단백질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차효성·정광수·정영진·류근호(충북대)

P1.2-04 전역적 경계분포를 이용한 이미지 인덱싱
오석영·안철범·홍성용·나연묵(단국대)

P1.2-05 오디세우스/Parallel-OOSQL에 기반한 대규모 
병렬 정보검색 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성경복·이재길·황규영(KAIST)

P1.2-06 전 방향 참조 경로 탐사 패턴을 이용한 웹 문서 
예측
김양규·손기락(한국외대)

P1.2-07 OLAP 큐브의 다중 차원계층구조에 대한 분석
박영선·김지현·임윤선·김명(이화여대)

P1.2-08 고속 트렌드 분석을 위한 차원 계층구조 동적 생
성 기법
김이은·임윤선·김명(이화여대)

P1.2-09 E-marketplace 에서의 공급자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이동주·이상희·이수경·이태희·김미숙·송미화·이

상구(서울대)

P1.2-10 전력사용 검침데이터의 실시간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
고종민·권명환·이진기·조선구·장문종·오도은·유
인협·김선익(한국전력공사)

P1.2-11 워크플로우 도달가능경로 분석도구
박민재·원재강·김광훈(경기대)

P1.2-12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위한 Compact형 GIS 엔
진의 개발
신진호·이봉재·송재주·강주영·조선구(한전전력
연구원)

P1.2-13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저장 및 색
인 구조의 설계
강홍민·장재우(전북대)

P1.2-14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분석 eCRM 컴포넌트 설
계 및 구현
강윤정(전북대),최동운(서남대),이용석(전북대)

P1.2-15 멀티미디어 장치의 통합 메타데이터 정의
구영현·송철환·유성준(세종대)

P1.2-16 사용자 지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차량 위치 데이
터 생성기 설계
정홍진·정영진·류근호(충북대)

P1.2-17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통합 이미지 메타
데이타의 설계 및 구현
권은영·나연묵(단국대)

2004년 10월 22일(금) 데이타베이스 I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45-15:45 좌장 : 한욱신 교수(경북대)

P2.1-01 XML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을 위한 
XMLStoDBS
박종현·이한수·강지훈(충남대)

P2.1-02 XQuery 질의 처리기를 이용한 모바일 기기 뷰
서혜진·홍의경(서울시립대)

P2.1-03 Pre-Order List를 이용한 XML 문서의 효과적인 
색인방법
김영·박상호·박선·이주홍(인하대),홍준식(홍익대)

P2.1-04 MMDB를 이용한 행정시스템 연계
권경화(고려대)

P2.1-05 SQL:1999를 이용한 XPath 질의 처리기의 설계
황정수·홍의경(서울시립대)

P2.1-06 유사 구조를 갖는 XML 문서 생성기의 설계 및 
구현
이범석·이재민·황병연(가톨릭대)

P2.1-07 지리정보시스템을 위한 주기억 데이터베이스의 
색인 구성에 대한 성능평가
신수미·편도영·김경창(홍익대),김명일(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P2.1-08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이용 및 관리 방법
김진형·김영갑·신성욱(고려대),변현진·신신애·이
헌중(한국전산원),정동원(고려대)

P2.1-09 워크플로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상호간의 데
이타 연동 방법
채정숙·황재각·이용준(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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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10 미디어 정보의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송철환·유성준·구영현(세종대)

P2.1-11 OLAP 시스템에서 희박 데이터의 패턴 분류 및 
성능 평가
강주영·이봉재·송재주·신진호(한전전력연구원),

용환승(이화여대)

P2.1-12 XML 문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개선된 연관규칙
김의찬·이재민·황병연(가톨릭대)

P2.1-13 모바일 환경에서 공간데이터 동기화 시스템 설계
이혜진·김진석(ETRI)

P2.1-14 지식발견(KDD)을 응용한 지역개발계획수립 지
원 프로세서의 설계
한상진·김호석·김성희·배해영(인하대)

P2.1-15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지능형 학회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조영기·백성욱·김상수·조주상·장인엽·장철호(세
종대)

P2.1-16 XML 문서 관리 및 질의를 위한 웹 기반의 도구 
설계 및 구현

박유림·이민수(이화여대)

P2.1-17 웹 서비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설계 도구의 구현 
윤혜정·이민수(이화여대)

P2.1-18 플래시 메모리 기반 LFS에 그림자 페이지 기법
을 적용한 회복기법
황의덕·차재혁(한양대)

P2.1-19 이동컴퓨팅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캐쉬 일관성을 
위한 방송기법 연구
강무경·정병수·김대호(경희대)

P2.1-20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 색인을 이용한 XML
데이터의 저장 기법
손대준·정병수(경희대)

P2.1-21 디지털 TV 수신기 미들웨어를 위한 서비스 정보 
DBM 설계
오금용(삼성전자)

P2.1-22 KRISTAL-2002 기반의 학술정보관리시스템의 설
계 및 구현
김병규·강무영·박재원(KISTI)

2004년 10월 23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30-15:30 좌장 : 황병연 교수(가톨릭대)

P4.1-01 문서 단편화 기법을 이용한 XML 변환기의 설계 
및 구현
정창후·최윤수·주원균·진두석·김광영·이민호·서
정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4.1-02 주문형 데이타 방송을 위한 인덱스 구성
강선희·이상돈(목포대)

P4.1-03 택배 마케팅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잠재고객 탐
색 에이전트 설계
이혜진·이금우·이현아·김진석(ETRI)

P4.1-04 개념지도 기반 P2P 콘텐츠 공유 시스템
나고운·차재혁(한양대)

P4.1-05 슬랩을 이용한 효율적인 연속적 최근접 이웃 탐
색기법
한석·박광진·김종완·황종선(고려대)

P4.1-06 음악 추천 시스템에서 대표 선율을 이용한 내용
기반 필터링 기법
원재용·구경이·김유성(인하대)

P4.1-07 순차 패턴을 이용한 XML문서의 유사성 계산 방
법 분석
이원철·이상민(강원대)

P4.1-08 고객 상품 추천을 위한 온톨로지 자동 생성
구미숙·황정희·류근호(충북대)

P4.1-09 홈쇼핑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온톨로
지 설계
구미숙·황정희.류근호(충북대)

P4.1-10 주기적인 위치 보고 이동체의 불확실 위치 처리
진희규(부산대),김동현(동서대),임덕성(영진전문
대),홍봉희(부산대)

P4.1-11 OWL 문서의 저장과 질의 형태에 관한 연구
고명석·김연희(홍익대),김병곤(부천대학),임해철
(홍익대)

P4.1-12 시맨틱 웹서비스 조합을 위한 Knowledge
Preconditions
김상균·이규철(충남대)

2004년 10월 22일(금) 바이오 정보기술 제2공학관 2, 3층 로비

P1.3-01 멀티 소스 바이오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위한 새
로운 접근 방법
윤혜성·이상호(이화여대),김주한(서울대)

P1.3-02 멀티-태스킹을 이용한 효율적인  Bio-Automation
시스템
정상용·이상호(충북대)

P1.3-03 서열 및 상호작용 정보를 활용한 이종간 유사 기
능 단백질 추출 
설영주(세종대),김민경(이화여대),유성준(세종
대),박선희

P1.3-04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위한 개념 기반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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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박종민·정재영·박선희(ETRI)

P1.3-05 KBIF 데이터 노드 구축
안성수·양진호·권창혁·박형선(KISTI)

P1.3-06 스팟 윤곽의 기울기를 이용한 단백질 2차원 전
기영동 영상에서의 스팟 검출 방법
유혜경·이성환(고려대)

P1.3-07 상호작용 맵에서 단백질 기능 예측
정재영·최재훈·박종민·박선희(ETRI)

P1.3-08 바이오 객체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설
계 및 구현
박종민·최재훈·정재영·박선희(ETRI)

P1.3-09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 기법
홍진선·한경숙

P1.3-1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세포 주기상의 전사 조절 
모티프 탐색
이제근·정제균·장병탁(서울대)

P1.3-11 순차 패턴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단백질 서열 분
류
정광호·김진수·최성용(인하대),한승진(경인여자
전문대),이정현(인하대)

P1.3-12 신경망을 이용한 microRNA target 예측
이화진·장병탁(서울대)

P1.3-13 MSMP 알고리즘과 RIFLE 알고리즘의 구현 및 
성능비교 평가
김동회·원영상·고영웅·김진(한림대)

2004년 10월 23일(토) 병렬처리 시스템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1:30-12:30 좌장 : 남영진 교수(대구대)

P3.1-01 실시간 음성 분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고속 병렬
구조의 하드웨어 아키텍쳐
정홍·김용·성주희(포항공대)

P3.1-02 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황인철·임동혁·김호진·맹승렬·조정완(KAIST)

P3.1-03 Grid에서의 서비스 기반 RTI 구현
최기영·이태동·정혜선·유승훈·장재형·임중호·정
승환·정창성(고려대)

P3.1-04 프로세스 재순서에 기반한 동시 스케쥴링 기법
유정록·드리스·김진수·맹승렬(KAIST)

P3.1-05 동적 가상조직 구성 환경에서 티켓기반의 상세 
권한 위임 서비스
김병준·홍성제·김종(포항공대)

P3.1-06 Access Grid 기반구조에서 Hybrid P2P
Computing 기법을 이용한 Node의 컨텐츠 관리
홍필두·이용우(서울시립대)

P3.1-07 분산 컴파일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조현주·박재규·정재형·조영우·김정애·유기영(경
북대)

P3.1-08 Structured P2P에서 트리 구조를 이용한 Range
Query의 구현
박성진·권오훈·김종(포항공대)

P3.1-09 데이터 그리드를 위한 Peer-to-Peer 기반 복제 정
책
오상원(한양대),이원주(두원공과대학),전창호(한
양대)

P3.1-10 BPEL4WS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위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이종혁·국윤규·김운용·최영근(광운대)

P3.1-11 SIMD 기반의 효율적인 4x4 정수변환 방법
유상준·오승준·안창범(광운대)

P3.1-12 하이퍼-스타 연결망 HS(2n,n)의 고장 지름
김종석·이형옥·허영남(순천대)

P3.1-13 하이퍼-스타 연결망 HS(2n,n)에 대한 삼진트리 
임베딩
김종석·이형옥·허영남(순천대)

P3.1-14 웹 서비스 기반 윈도우 환경 클러스터의 설계
방인주·김진석(서울시립대)

P3.1-15 이질 시스템에서 통신 시간을 고려한 복제 기반 
태스크 스케줄링
백정규·정진하·윤완오·신광식·최상방(인하대)

P3.1-16 동질 시스템에서 제한된 복제를 사용하는 스케
줄링 알고리즘
차명진·정진하·윤완오·신광식·최상방(인하대)

P3.1-17 PC 기반 그리드 환경에서 저 성능 자원의 활용
도 향상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자원 관리 시스템 
이준돈·길아라(숭실대)

P3.1-18 단일 디스크 입출력 환경을 위한 EXT2의 확장
임동혁·황인철·변은규·맹승렬(KAIST)

P3.1-19 SDIO에서의 디스크 이질성 지원
김호진·황인철(KAIST),김동환(ETRI),맹승렬·윤
현수(KAIST)

P3.1-20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워크플로우 기반의 시
나리오 편집기의 설계 및 구현
전태연·한주현·최재영(숭실대)

P3.1-21 동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Multi-Agent 기반의 
P2P 분산 시스템 설계
배명훈·국윤규·김운용·정계동·최영근(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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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01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절차
권도형·최윤석·이우진·정기원(숭실대)

P1.4-02 확장 Shlaer-Mellow 방법 기반의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개발 방법 연구
오광근·김종배·문전일(LG산전연구소),박수용(서
강대)

P1.4-03 리눅스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템플릿을 
이용한 재사용 가능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최재현·이우진·정기원(숭실대)

P1.4-0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트 아키텍처 
모델
노명기·류성열(숭실대)

P1.4-05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
스 시스템
장재형·이태동·정혜선·유승훈·임중호·최기영·정
창성(고려대)

P1.4-06 Qplus 패키지 자동 생성 도구 개발
우덕균·임채덕·김흥남(ETRI)

P1.4-07 아키텍처 평가방법을 통합한 아키텍처 설계방법
고현희(숙명여대),궁상환(천안대),박재년(숙명
여대)

P1.4-08 협업 컴포넌트 상호운용성을 위한 J2ME 기반 아
키텍처 모델링
최성만·이창목·유철중·장옥배(전북대),이정열(전
북과학대학)

P1.4-09 규칙 기반의 홈 서버 아키텍처 설계
황도현·이현정·정기원(숭실대)

P1.4-10 Non-SQL 질의 데이터 서버 아키텍처
권기현·Chakra Balayar(삼척대),천상호(강원대)

P1.4-11 차세대 ePOST 서비스 아키텍처
김동호·박정준·김진석(ETRI)

P1.4-12 아키텍쳐 모델링을 위한 UML 2.0 프로파일
노성환·김경래·전태웅(고려대),승현우(서울여대)

P1.4-13 아키텍쳐 기술 언어를 사용한 센서 네트웤의 적
응형 소프트웨어 설계
김현정·최호진·고인영

P1.4-14 모바일 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방법
최유희·윤석진·신규상·박창순(ETRI)

P1.4-15 전자납부시스템을 위한 표준 모형의 설계 및 구현
최성환(고려대)

P1.4-16 RDBMS로부터 XML 스키마 생성을 위한 웹 서
버 기반의 XML Tree 설계 및 구현
박영수·장덕철(광운대)

P1.4-17 가정간호사업의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 설계
이수정·임정은(고려대)

P1.4-18 프로덕트 라인을 적용한 전자 카달로그 작업 프
로세스
박옥자·유철중·장옥배·신현철(전북대)

P1.4-19 XSLT 스크립트를 이용한 계층 구조 조립 자동화
정주미·장정아·최승훈(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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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5:45 좌장 : 조은숙 교수(동덕여대)/이상운 교수(원주대학)

P2.2-01 PIM에서 EJB기반의 PSM으로 변환에 대한 일관
성 검증 규칙
김동규·이현정·정기원(숭실대)

P2.2-02 효과적인 측정과 분석 활동 도입 방안 연구 
황영순·김현정·최호진·민홍기(ICU)

P2.2-03 웹 애플리케이션 비용 산정 기법 분석
이화연·최호진(ICU)

P2.2-04 유스케이스 기반의 진척 관리 기법
이광찬·백종현(대우정보시스템)

P2.2-05 제품 계열 방법론의 핵심 자산 구성요소 비교
박신영·김수동(숭실대),양영종(ETRI)

P2.2-06 Variation View를 이용한 Product-Line의 가변성 
관리기법
황길승·송문섭·양영종(ETRI)

P2.2-07 OCL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제약사항 일관성 확인
박찬호·최윤석·정기원(숭실대)

P2.2-08 소프트웨어 신뢰도 산출에 관한 NHPP 이론의 
단일화 방안
최규식(건양대)

P2.2-09 품질 속성 카테고리를 사용한 비기능 요구사항 분석방안

이은미(삼성전자),박수용(서강대)

P2.2-10 MDA기반 모델 변환 기법을 이용한 컴포넌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례연구
김학인·최오훈(고려대)

P2.2-11 가변성을 고려한 핵심 자산의 결정 모델 기술 및 
지원도구
윤석진·이승연·신규상·양영종·박창순(ETRI)

P2.2-12 유즈케이스 모델링을 위한 유저 스토리 분석 방
법에 관한 연구
채홍일·박영수·장덕철(광운대)

P2.2-13 객체 재사용성 향상을 위한 레거시 시스템 인터
페이스기반 객체추출 기법
이창목·최성만·유철중·장옥배(전북대)

P2.2-14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위한 EFSM 기반 행위 모
델링
박형진·유철중·장옥배(전북대),홍상기(ETRI)

P2.2-15 LabVIEW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의 제어 및 모니
터링
송민규·김광동·제도흥·노덕규·한석태·위석오·오
세진(한국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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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30-15:30 좌장 : 홍장의 교수(충북대)/오기성 교수(동원대학)

P4.2-01 ISO 인증 조직의 CMMI 도입을 위한 ISO 9001:
2000-CMMI 통합모델
현승훈·윤준호·이진영·이종원·유찬우·우치수(서
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

P4.2-02 CMMI의 요구사항 협의 확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홍기·백인섭(아주대)

P4.2-03 TMM 향상을 위한 테스트 프로세스 성숙도 체
크리스트 연구
김기두·류동국·김영철(홍익대)

P4.2-04 SETP(Simple and Easy Test Process) 핵심 모델
과 자동화 도구 Legba
박유봉·서주영·최병주(이화여대)

P4.2-05 변형된 V-모델을 이용한 개발 프로세스 기반 상
호운용 질의서
류동국(국방과학연구소),김우열·김영철(홍익대)

P4.2-06 소규모 단위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 테일러링
에 대한 사례 연구
오성택·유상훈·백두권(고려대)

P4.2-07 CBD에서 컴포넌트 추출을 위한 자동화 도구 구현
한만집·장수호·김수동(숭실대)

P4.2-08 CBD 기반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의 향상을 위한 

Opportunity Tree 설계
신솔민·이은서·이경환(중앙대)

P4.2-09 CBD 개발과제 위험 노출도(Risk Exposure)를 줄
이기 위한 Opportunity Tree의 설계
이민광·이경환(중앙대)

P4.2-10 CBD의 Process 개선을 위한 Opportunity Tree
설계
최송아·이경환·이은서(중앙대)

P4.2-11 CBD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정량적 품
질 평가 모델
강승훈·이길섭·이승종(국방대)

P4.2-12 SOA와 CBD를 이용한 웹서비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신혜원·윤수진(고려대)

P4.2-13 ESB 상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서비스 개발
문은영·최병주·이정원(이화여대)

P4.2-14 UDDI 레지스트리와 웹 기반의 컴포넌트 저장소
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이동근·최은만(동국대)

P4.2-15 웹 서비스 선택 시 로컬 브로커를 이용한 실행 
단계 결정
김태원·송영재(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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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좌장 : 최  성 교수(남서울대)

P3.2-01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객체에 근거한 예약 스
케줄링 기법
김진봉(안산공과대학),백청호(강원대)

P3.2-02 아동용 PC게임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향
신용우(동아방송대학)

P3.2-03 홈 네트워크에서 센서를 장착한 PDA를 기반으
로 한 상황 인식 프레임워크
최치호·이승륜·박준호·이명진·강순주(경북대)

P3.2-04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언어를 지원하는 적
응적인 프로세스 설계 모델 개발
조명현·정문영·탁경현·손진현(한양대)

P3.2-05 계층적 접근 방식의 아바타 행위 표현 및 제어 
스크립트
김재경·최승혁·오재균(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

최윤철(연세대)

P3.2-06 프로젝션 화면 내에서의 Advanced Paper
Document
홍광진·정기철(숭실대)

P3.2-07 WordNet상에서 컬러기반 감성어 관계 생성에 
관한 연구

백선경·조미영·김판구(조선대)

P3.2-08 스테레오타입 기반의 협업 여과 추천 시스템
이용준(한국전기연구원),이세훈(인하공전),이정
현(인하대)

P3.2-09 PVR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XML 메
타데이터 엔진설계
신은영·박성한(한양대)

P3.2-10 아바타 행위 조합을 위한 우선순위 지정 및 동기
화 기법
오재균·김재경·최윤철(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

P3.2-11 잡음환경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위해 SNR과 마
스킹 효과를 이용한 적응 스펙트럼 차감법
김태준·김종훈·이경모·이정현(인하대)

P3.2-12 OSGi 프레임워크에서의 지능적인 홈서비스 에
이전트 번들에 관한 연구
최종화·최순용·신동일·신동규(세종대)

P3.2-13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기반의 
Smart Home Service Bundle 연구
손민우·최종화·김건희·박병철·신동일·신동규(세
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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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1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에 관한 연구 -영광지
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박미자·이귀상(전남대)

P3.2-15 Active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문서 영상 획득
박안진·정기철(숭실대)

P3.2-16 커뮤니티 블로그의 설계
유진환·김길성·편현장·이진아·한영석(수원대)

P3.2-17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 관심사항을 고려한 
XML 문서 변환
송특섭·이진상·손원성·고승규·최윤철(연세대),임
순범(숙명여대)

P3.2-18 시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들의 관계표현
정관호·김판구(조선대)

P3.2-19 U-Messaging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류용승·정철호·한탁돈(연세대)

P3.2-20 모바일 게임 아바타 변환기 설계 및 구현
박대혁·양병석·강의선·임영환(숭실대)

P3.2-21 웹 서비스를 이용한 맞춤형 포털 시스템 설계
전양승·시대근·박도일(원광대),오지훈((주)유엠
텍),최병석·한성국(원광대)

P3.2-22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추상적 Context 지
원을 위한 연구 방안
차창호·고영배·김재훈(아주대)

P3.2-23 SVE에서 절대위치를 같는 오브젝트에 변형의 적용
정동현·이창섭(한림대),Larry F.Hodge(Univ.of

North Carolina),송창근(한림대)

P3.2-24 PDA환경에서 MPEG-4 컨텐츠 저작도구의 파일
생성모듈에 대한 최적화 기법
이송록·임영순·김상욱(경북대)

P3.2-25 게임콘텐츠 구성요소 도출 및 가중치 결정방법
김훈·공봉식·홍대기(한국게임산업개발원)

P3.2-26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MPEG-4 저작도구 설계
임태진·이명원·홍기천(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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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4:15 좌장 : 현우석 교수(성서대)/홍유식 교수(상지대)

P1.5-01 시맨틱 웹을 이용한 분산 시각미디어 검색 프레
임워크 아키텍쳐
손영수·양명미·김정선(한양대)

P1.5-02 온톨로지 추론 엔진을 이용한 미술 작품 검색 시
스템
한상진·조우상·이복주(단국대)

P1.5-03 질의 분류를 이용한 합성적 웹 문서 검색 서비스
의 구현
박제현·김연정·최철희·양재영·최중민(한양대)

P1.5-04 FCA 기반의 온톨로지 확장
김현식·김인철(경기대)

P1.5-05 부정행위 탐색을 위한 시간 논리 기반의 패턴 유
효성 검사 방법
이건수·김민구(아주대),이형수(유비쿼터스컴퓨팅
연구센터)

P1.5-06 내용분석을 통한 향상된 링크기반 검색
이경희·김민수·김민구(아주대)

P1.5-07 P2P 모바일 에이전트에 기반을 둔 사용자 컨텍
스트 인식 및 서비스 처리 구조
윤효근·이상용(공주대)

P1.5-08 질의 추론을 통한 온톨로지기반 시맨틱 검색 시
스템의 성능 향상
하상범·박영택(숭실대)

P1.5-09 협력적 필터링을 위해 연관 단어 빈도를 이용한 
웹 문서 분류
하원식·정경용·정헌만·류중경·이정현(인하대)

P1.5-10 연관률 기반 복합어를 이용한 개선된 정보검색 
시스템

이병희·최종필·박승규·김민구(아주대)

P1.5-11 시드를 이용한 도메인 관련 복합어 추출 기법
조성원·최종필·김민구(아주대)

P1.5-12 단어기반 웹문서 검색을 위한 효과적인 단어 가
중치의 계산
권순만·박병준(광운대)

P1.5-13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위치기반의 상황인지 
시스템 구조
박준상·박영택(숭실대)

P1.5-14 워드넷 온톨로지를 이용한 토픽맵 매핑
유우종·김진우·권주흠(고려대)

P1.5-15 질의 응답 시스템에서 질의 카테고리별 개념리
스트 구축에 기반한 의미적 질의 확장
김혜정·강보영·박성배·이상조(경북대)

P1.5-16 객체기반 다중 시소러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규상·김원중·양재동(전북대)

P1.5-17 RETE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획기반 에이전트 시
스템의 실행 성능 향상
이재호·김남형·송남훈(서울시립대)

P1.5-18 웹서비스 기반 지능형 추천 시스템
김성태·박수민·양정진(가톨릭대)

P1.5-19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김운·김지현·김여정·강지훈(충남대)

P1.5-20 규칙 귀납법을 위한 알고리즘에 의한 진단 시스
템의 성능 개선
현우석(한국성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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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좌장 : 조영임 교수(평택대)

P4.3-01 물품 유사도 측정 기반의 추천 에이전트 시스템
박원우·강만모·변승귀·구자록(울산대)

P4.3-02 효율적인 Wafer ID 문자인식을 위한 최적 학습
시스템
조영임(평택대),홍유식(상지대)

P4.3-03 림프종 암의 정확한 분류를 위한 산술연산자 분
류규칙의 결합
홍진혁·조성배(연세대)

P4.3-04 암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계 학습 분류기를 위
한 효과적인 유전자 선택방법
박형근·이수정·이일병(연세대)

P4.3-05 효율적인 침입탐지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와 시
스템 콜 정보융합 방법개발
문규원(㈜인우기술),김은주·류정우·김명원(숭실대)

P4.3-06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음란사이트 식별 
한수경(강릉대)

P4.3-07 다차원 순차패턴 마이닝을 위한 효율적 알고리즘
이순신(LGCNS),김은주·김명원(숭실대)

P4.3-08 Feedforward Neural Network의 개선된 학습 알
고리즘
윤여창(우석대)

P4.3-09 Stochastic Process 모델을 이용한 웹 페이지 추
천 기법
노수호·박병준(광운대)

P4.3-10 적응적 필터를 사용한 얼굴 인식에 관한 연구
남미영·이필규(인하대)

P4.3-11 안정된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앙상블

의 종분화 진화
유지오·김경중·조성배(연세대)

P4.3-12 관련성과 강화학습을 이용한 신문기사 추천시스템 
상태종·손기준·박미성·이상조(경북대)

P4.3-13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강화 학습 구현
이승준·장병탁(서울대)

P4.3-14 베이지안 신경망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에서의 피처 추출 기법
이상근·장병탁(서울대)

P4.3-15 병합된 예제를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문자 인식
김종성·박태진·강재호(부산대),백남철·강원의(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이상협(건설교통부),류광렬
(부산대)

P4.3-16 입실론-다중 목적함수 진화 알고리즘에 대한 비
교 연구
이인희·신수용·장병탁(서울대)

P4.3-17 에이전트 서비스-웹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
한 단백질 구조 정보 시스템
진훈·김인철(경기대)

P4.3-18 Aspect model 기반의 차원 축소를 이용한 유전
자 발현데이터 분석
장정호·엄재홍(서울대),김유섭(한림대),장병탁(서
울대)

P4.3-19 사람과 서비스 로봇의 상호주도형 의사소통을 
위한 계층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송윤석·홍진혁·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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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좌장 : 최한용 교수(한북대)

P3.3-01 웹 기반 협동학습 시스템
이은덕·한현구(한국외대)

P3.3-02 웹 기반의 사이버 교육 트래픽 분석
천인혁·이태석·신기정(KISTI)

P3.3-03 WBI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장혜숙·강정아·정규철·박기홍(군산대)

P3.3-04 초등학생의 ICT 활용 기능과 초등컴퓨터 재량활
동 교재 분석
임화경(부산교대),김미경(원미초교)

P3.3-05 워드넷 기반의 임의 추출 분할 방식을 이용한 동
적 문제 출제 시스템 설계
추승우·오정석·김유섭·이재영(한림대)

P2.3-01 블루투스를 이용한 이중인증방식의 전자지불 시
스템의  개발
김성일·김용민·김현익(고려대),정창훈(㈜에스티),

김응규(한밭대)

P2.3-02 Active Timeout을 이용한 SYN Flooding 공격의 
해결
서정석·차성덕(KAIST)

P2.3-03 이동 단말을 지원하는 VPN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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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찬·나재훈(ETRI)

P2.3-04 허니팟을 위한 원격 키스트로크 모니터링의 설
계
이상인·박재홍·강흥식(인제대)

P2.3-05 통계적 방법을 통한 원격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석원홍·우연옥·강흥식(인제대)

P2.3-06 무선 환경의 의료 인증 시스템
오근탁·이윤배·이성태(조선대)

P2.3-07 효과적인 로그 분석을 위한 로그분석기 설계 및 
구현
우연옥·황성철·이상인·강흥식(인제대)

P2.3-08 위협수위 기반 AOI 클러스터링 기법
김순동(아주대),서정택·김도환·이도훈(국보연),김
동규·채송화(아주대)

P2.3-09 네트워크 포렌직을 위한 트래픽의 실시간 비손
실 압축에 관한 연구
유상현·김기창(인하대)

P2.3-10 연관성 분석 시스템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송준학(아주대),서정택·이은영·박응기(국보연),이
건희·김동규(아주대)

P2.3-11 정형 명세를 통한 보안 프로토콜 코드 생성
전철욱·김일곤·최진영(고려대),김상호(한국정보

보호진흥원),노병규

P2.3-12 B2B 시스템을 위한 JMS기반 안전한 데이터 교
환 모델
이광재·이경현(부경대)

P2.3-13 ESM 제품들간의 감사기록 교환방식에 관한 연
구
민동옥·손태식·구원본·문종섭(고려대)

P2.3-14 CC/CEM에서 유도한 오픈소스 내포형 정보보호
시스템의 평가지침
강연희·김정대·최성자·이강수(한남대),윤여웅·이
병권(한국정보보호진흥원)

P2.3-15 EAM시스템 보안을 위한 XACML과 PMI 상호
운용에 관한 연구  
박제원·정성우·이남용(숭실대)

P2.3-16 Web 기반의 내부 정보유출 차단기법 및 프로토
콜 설계
백승엽·장성만·이극(한남대)

P2.3-17 IPSec을 위한 암호 프로세서의 구현
황재진·최명렬(한양대)

P2.3-18 홈 네트워크용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위한 트래
픽 처리 구조 설계
이순구·김형식(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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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좌장 : 김상호 박사(KISA)

P3.4-01 JPEG 압축 도메인에서 인증용 워터마킹에 관한 
연구
김영남·김종원·최기철·최종욱(상명대)

P3.4-02 2차원 Hadamard Matrix를 이용한 이미지 리버
서블 워터마킹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최기철·김종원·김영남·최종욱(상명대)

P3.4-03 검증자를 사용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및 키 교
환 프로토콜
반정·이재욱·김순자(경북대)

P3.4-04 Live-CD를 이용한 해킹 방지 Bios 메커니즘의 
제안
이종민·이상인·강흥식(인제대)

P3.4-05 역할의 상속성을 이용한 접근통제 시스템 설계
조아앵·이경효·박익수·오병균(목포대)

P3.4-06 System profile과 Attack bucket을 이용한 침입
시도정보 필터링
장명근(아주대),이은영·이상훈·박응기(국가보안
기술연구소),채송화·김동규(아주대)

P3.4-0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키 관
리 프로토콜
조정식·여상수(중앙대),김순석(한라대),김성권(중
앙대)

P3.4-08 SMS와 OTP 개념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김우경·이경현(부경대)

P3.4-09 Ad hoc 네트워크에서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
한 신뢰적인 인증 메커니즘
봉진숙·윤미연·신용태(숭실대)

P3.4-10 역할기반 접근제어 기반에서의 중복 및 협의에 
의한 권한 위임 모델
강병헌·전준철·유기영(경북대)

P3.4-11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DoS 탐지에 
관한 연구
김종호(고려대),서정택(국가보안연구소),문종섭
(고려대)

P3.4-12 이동 네트워크에서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키 선
분배 및 인증 메커니즘
김수정·김미희·김은아·채기준(이화여대)

P3.4-13 센서 네트워크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키 분배 구
조
천은미·도인실·채기준(이화여대)

P3.4-14 정적 임무분리를 만족하는 사용자-역할 할당 방
안
윤희정·전준철·김용석·전진우·유기영(경북대)

P3.4-15 역할기반 접근통제에서의 단방향과 양방향이 고
려된 하이브리드한 위임기법
양혜진·전준철·전진우·김용석·유기영(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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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좌장 : 유기영 교수(경북대)

P4.4-01 인터넷 채팅 환경에서 악성 Bot 탐색 시스템
이동훈·하경휘·최진우·우종우(국민대),박재우·손
기욱·박춘식(국가보안기술연구소)

P4.4-02 IP역추적 기술에 대한 기술적 및 환경적 한계에 
관한 연구
황성철·우연옥·강흥식(인제대)

P4.4-03 웹 어플리케이션 IDS 평가를 위한 테스트 환경 
설계 및 구축
서정석·이영석·김한성·차성덕(KAIST)

P4.4-04 무선랜 침해사고 예방대책 연구
신동훈·신동명·고경희(정보보호진흥원)

P4.4-05 네트워크 생존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위한 취약
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동훈·고경희·김형종·김동현(정보보호진흥원)

P4.4-06 침해사고 예방 프레임워크 개발
이은영·김도환·김우년·주미리·박응기(국보연)

P4.4-07 동적 웹 페이지 변조 점검 시스템
김우년·김도환·주미리·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
소),김상욱(경북대)

P4.4-08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을 위한 위험 탐지 모델링
문경원·황병연(가톨릭대)

P4.4-09 HVIDB를 이용한 해당 호스트의 오탐율 경고 발
생 감소에 관한 연구
김태훈·이금석(동국대)

P4.4-10 침입시도정보 클러스터링의 과도한 일반화 방
지를 위한 AOI 알고리즘 개선 방법에 대한 연
구

김정태(아주대),서정택·이은영·박응기(국가보안
기술연구소),이건희·김동규(아주대)

P4.4-11 스팸메일 차단 방법론 비교분석
김자경(숙명여대),이광수

P4.4-12 웹 서비스 기반의 보안 토큰을 이용한 통합 인증 
모델 설계
강철수·이상훈·전문석(숭실대)

P4.4-13 IPv6 주소자동설정 기능을 악용한 서비스거부공
격 대응 기법
강성구·김재광·고광선·엄영익(성균관대)

P4.4-14 경로 요청 테이블을 이용한 러싱 공격 방지 기법
임원택·조은경·김문정·엄영익(성균관대)

P4.4-15 네트워크 접근 제어 목록 통합 관리를 위한 순응 
메커니즘
이강희·김장하·배현철·김상욱(경북대)

P4.4-16 일반화된 보안패치 분배 및 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이상원·김윤주·손태식·문종섭(고려대),서정택·이
은영·이도훈(국가보안기술연구소)

P4.4-17 XML을 이용한 보안패치 중앙 관리 시스템 설계
김윤주·이상원·손태식·문종섭(고려대),서정택·이
은영·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P4.4-18 Windows 환경에서의 의존성 해결을 위한 보안
패치 분배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상원·김윤주·손태식·문종섭(고려대),서정택·박
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4년 10월 22일(금) 정보통신 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3:15-14:15 좌장 : 최웅철 교수(광운대)/임경식 교수(경북대)

P1.6-01 이동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적응형 네트
워크 토폴로지 구성
김명일·신수미(KISTI)

P1.6-02 에드혹 네트웍에서의 전력제어 MAC 프로토콜 
향상
심은숙·김동균(경북대)

P1.6-03 무선 Ad-Hoc망에서 에너지 소비율을 고려한 대
체경로 라우팅기법
조현경(전남대),김은석(동신대),강대욱(전남대)

P1.6-04 IEEE 802.15.3 High-Rate WPAN에서 공간 재활
용에 의한 성능향상
조용성·이승형·정광수·최웅철(광운대)

P1.6-05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위치 감지 프로세스 전
략의 자동화 구조
최호영·최창열·김성수(아주대)

P1.6-06 IEEE 802.11 Ad Hoc Network에서의 비동기식 
전력 관리 MAC 프로토콜
박상수·이승형·최웅철·정광수(광운대),이장연·조
진웅(KETI)

P1.6-07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효율적인 3차원 
위치 추적 시스템 
김영만·신동수·조재형(국민대)

P1.6-08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성체의 구역 추
적 시스템
김영만·김광훈(국민대)

P1.6-09 Mobile Ad Hoc Network을 위한 효율적인 
Mobile IP Agent Advertisement
최대인·정진우·강현국(고려대)

P1.6-10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증서 체인 상에서  노드간 
안전한 경로 탐색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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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연세대),양대헌(인하대),송주석(연세대)

P1.6-11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주소 공간의 지역적 
분배
김해용·최낙중·최양희(서울대)

P1.6-12 MANET 환경에서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
윤형기·안상현(서울시립대)

P1.6-13 차세대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적응적 센서 네
트워크 노드 구조
박수용·김성수(아주대),이상학(KETI)

P1.6-14 센서네트워크에서 이벤트 별 신뢰도 보장을 위
한 전송 기법
정원우·차호정(연세대)

P1.6-15 AODV에 기반한 에너지 효율적인 경로 재설정 
기법의 구현
김택수·차호정(연세대)

P1.6-16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선택적 경로 
탐색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
김태은·박용진(한양대)

P1.6-17 애드 혹에서의 3차원 이동 모델 및 시뮬레이션
이춘길·박용진·조인휘(한양대)

P1.6-18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트리기반 동적 주소 할당 
메커니즘
신종원·공인엽·이정태(부산대)

P1.6-19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의 게이트웨이를 위한 
맵핑 알고리즘
김미정·공인엽·이정태(부산대)

P1.6-20 센서 네트워크에서 낮은 오버헤드를 가진 라우
팅 방법
김복순·조기환·이문근(전북대)

P1.6-21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
한 연구
서유화·성수련·전진영·신용태(숭실대)

P1.6-22 UPnP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관리 구조
송형주·김대영(ICU)

P1.6-23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의 효
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전진영·서유화·강정호·신용태(숭실대)

P1.6-24 대규모 이동 애드 혹 망을 위한 스케일러블 동적 
소스 라우팅
최명수·정재일(한양대)

P1.6-25 무선 Ad-Hoc 네트워크를 위한 흐름 기반의 
Media Access Control (F-MAC)
TranMinhTrung·모정훈(ICU),김성륜(연세대),곽
재욱(ICU)

P1.6-26 Ad-hoc 라우팅 계층에서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구현
김보성·고영배(아주대),노용성(삼성종합기술원)

P1.6-27 무선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중경로를 이
용한 부하균형 라우팅 프로토콜
정수진·조현진·김문정·엄영익(성균관대)

P1.6-28 전력정보 통합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오도은·조선구·이진기·유인협·김선익·고종민·장
문종(한전전력연구원)

P1.6-29 MIN(Multistage Interconnection Networks)망을 
이용한 가상 입력 버퍼 반얀 스위치 설계
권영호·김문기·이병호(한양대)

P1.6-30 OBS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QoS 지원을 위한 
Fully Hybrid Optical Switching
이수경(세종대),나상준·김래영(연세대)

P1.6-31 차세대 OVPN에서 망의 생존성을 위한 LMP 확장
조광현(부경대),배효진(안동대),정창현·서미선·김
성운(부경대)

P1.6-32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하는 검침 프로그램 개발
장문종·이진기·김선익(KEPRI)

P1.6-33 IEEE 802.11b 환경에서 저전력 모드(PSM)를 지
원하는 저전력 전송 기법 구현
김태현·차호정(연세대)

P1.6-34 Hight Speed Ethernet Switch 에서 COS기반의 
Policy Daemon을 이용한 Dynamic
최정일·황진옥·민성기(고려대)

P1.6-35 클럭 기반의 이더넷 속도 제한 메커니즘
류현기(경북대),이시영(㈜테크바일),류상률(청운
대),김승호(경북대)

P1.6-36 A Multicast Polling Scheme for Idle Station in
IEEE 802.11 Wireless Networks
이상돈·송정훈·한기준(경북대)

P1.6-37 MGCP Parameter를 이용한 VoIP 서비스 음성품
질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류내원·황부현(전남대)

P1.6-38 Mobile IPv6 네트워크에서 비용 효율적인 분산
적 페이징 방식
이진우·조인휘(한양대)

P1.6-39 효율적인 call-control을 위한 Extension SIP 시스
템 구현
이정훈·양형규·이병호(한양대)

P1.6-40 Presence System을 이용한 효과적인 SIP
mobility
김도향·이병호(한양대)

P1.6-41 IPv6 환경에서의 멀티호밍 지원 방안
권금연·강현국(고려대)

P1.6-42 HMIPv6에서 MAP를 이용한 바인딩 성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오재덕·문영성(숭실대)

P1.6-43 통합 필드버스 게이트웨이 설계
박진원·이준형·이희찬·김명균(울산대)

P1.6-44 웹 기반 IPv6 전이 지원 시스템 설계
연제길·이길섭·이승종(국방대)

P1.6-45 IPv6를 위한 비쥬얼 이더넷 트래픽 발생기의 설
계 및 구현
황재민·정인상·정인환(한성대)



포스터발표

2004년 10월 22일(금) 정보통신 I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45-15:45 좌장 : 홍충선 교수(경희대)/김종권 교수(서울대)

P2.4-01 JWSDP기반의 웹 서비스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대하·정승우·김연준·박찬규·조현규(ETRI)

P2.4-02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미디어 트랜스코
딩 부하 분산 정책
박총명·이좌형·김병길·최면욱·정인범·김윤(강원대)

P2.4-03 대용량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선호도 
기반의 버퍼 관리 기법
김래영·방철석·정인범·김윤(강원대)

P2.4-04 고화질 WMV 파일 포맷 분석을 통한 Key-
Frame추출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문동규·이좌형·김병길·김윤·정인범(강원대)

P2.4-05 이동클라이언트를 위한 RTP기반의 에너지 인식 
미디어 스트리밍
이좌형·김병길·김윤·정인범(강원대)

P2.4-06 이질 웹 서비스 환경에서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부하 분산 기법
황미선(안양대),박기진(아주대),남궁미정(안양대)

P2.4-07 Linux 상에서의 Network Streaming Service 설계
김영만·박홍재(국민대),허성진·최완(ETRI)

P2.4-08 NSS(Network Streaming Service) 상에서의 Pre-
fetching Algorithm 설계
김영만·한왕원(국민대),허성진·최완(ETRI)

P2.4-09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공간 객체 영상 정보 검
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유재준·최지훈·최정단(ETRI)

P2.4-10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자동적인 결함 허용 
기법 설계
최창열·김성수(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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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37 멀티캐스트 그룹 관리를 위한 불리언 연산
이신형·유시환·변상선·유혁(고려대)

P3.5-38 Network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노드 인식 기법
손민호·정인환(한성대)

2004년 10월 23일(토) 정보통신 IV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30-15:30 좌장 : 강현국 교수(고려대)/신용태 교수(숭실대)

P4.5-01 UPnP와 웹 서비스를 연계한 임베디드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정덕원·윤태웅·김성민·민덕기(건국대)

P4.5-02 홈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블루투스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조성배·김희자·이상정(순천향대)

P4.5-03 Zone-control기능을 지원하는 지능형 센서네트워
크 미들웨어
이지현·임경식(경북대)

P4.5-04 실시간 위치추적 및 정보가전제어를 지원하는 
능동형 홈 서비스 시스템 환경 구축 및 응용
장재호·임정택·신창선(원광대),김남균(전북대),주
수종(원광대)

P4.5-05 개방형 홈 네트워크 액세스 에이전트 설계
김동균·김기영(순천향대),전병찬(청운대),이상정
(순천향대)

P4.5-06 Korea@Home의 현황과 성능
길준민·박찬열·최장원·박학수·황일선(한국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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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연구원)

P4.5-07 웹 서비스 환경에서 온톨로지를 적용한 지능형 
추천 시스템
김룡·이현일(충남대),안영헌(기초과학지원연구
원),홍종규·김영국(충남대)

P4.5-08 동적인 RDF 문서 생성을 위한 XML 스키마
정의현·강수경·조성윤(안양대)

P4.5-09 세미나 기반의 동기식 원격교육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조성국·이장호(홍익대)

P4.5-10 식물의 생태 정보를 위한 XML 스키마 자동 생
성 기법
김석철·남윤영(아주대),황인준(고려대)

P4.5-11 온톨로지를 이용한 효율적인 웹서비스 자동발견
에 관한 연구
송재경·김영민·변영철·이상준(제주대)

P4.5-12 규칙기반 온톨로지 자동생성 및 검색
윤현주·김영민·이상준·변영철(제주대)

P4.5-13 Hybrid CX 탐색 기법을 이용한  핸드오프 성능
개선
이준희(충북대)

P4.5-14 TRS를 활용한 이동단말기에 기동보수 작업메시
지 전송 모델 설계
송재주·신진호·이봉재·조선구(전력연구원)

P4.5-15 이동 통신 환경에서 Hybird 방식을 이용한 위치
관리기법
박태준·이구연(강원대)

P4.5-16 IEEE 802.15.3 High-rate WPAN을 위한 TCP 전
송모드
이왕종·이승형(광운대),전영애(ETRI)

P4.5-17 초고속 휴대 인터넷을 위한 멀티캐스트 서비스 
지원 방안
박호진(광운대),이상호·김영진(ETRI),김화성(광
운대)

P4.5-18 Multi-rate의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제어메시지 
감소 기법
김민수·김성천(서강대)

P4.5-19 계층적 이동 IPv6망에서의 페이징 기법
김수미·최종원(숙명여대)

P4.5-20 IEEE 802.11기반 Mobile IPv6 Fast Handover에
서 CN과의 Binding Update 향상 방안
류성근·문영성(숭실대)

P4.5-21 IPv6 기반 Peer-to-Peer 확장 프로토콜
박건우·남민지·조호식·권태경·최양희(서울대),유
태완·이승윤(ETRI)

P4.5-22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IP의 Low-Latency
핸드오프 방안
김동진·강문수·이경희·김문주·김명철(ICU)

P4.5-23 HMIPv6 환경에서 MN의 특성을 고려한 동적 
페이징 영역 설정 기법
정유진·최종원(숙명여대)

P4.5-24 거리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방법
이호승·하남구·한기준(경북대)

P4.5-25 Mobile IP에서 위치 등록 비용을 이용한 효율적
인 위치 관리
김하원·홍성제·김종(포항공대)

P4.5-26 Peer-to-Peer 응용을 위한 모바일 에드혹 라우팅 
프로토콜
송점기·정홍종·김동균(경북대),김병엽(ETRI)

P4.5-27 이동 통신망에서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설계
임채석·김경인·엄영익(성균관대)

P4.5-28 휴대 인터넷 망에서 효율적인 멀티캐스트 서비
스를 위한 핸드오프 기법 연구
박종일·박상진·성수련·신용태(숭실대)

P4.5-29 SDL를 이용한 IEEE 802.15.4 MAC 프로토콜의 
분석 및 검증
한창만·최정훈(한국산업기술대)

P4.5-30 Enhanced DCDP를 이용한 MANET에서의 
Dynamic Addressing Technique
나상준(연세대),이수경(세종대),송주석(연세대)

P4.5-31 RFID 리더 상의 충돌 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재·윤미연·박종일(숭실대),신용태(숭실대),나
정정(한국인터넷진흥원)

P4.5-32 데이터 전송 지연 최소화 기법
서창수·고영배·김재훈(아주대)

2004년 10월 22일(금) 컴퓨터 시스템 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45-15:45 좌장 : 최종무 교수(단국대)

P2.5-01 Jini를 이용한 효율적인 CAD 툴 자원 공유 방식
정성헌·장경선(충남대)

P2.5-02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실시간 운영체제 및 컴포
넌트 모델 설계
맹지찬·김종혁·유민수(한양대)

P2.5-03 Jini를 이용한 CAD 툴 라이센스의 효율적인 관
리 방식

임재우·장경선(충남대)

P2.5-04 ARMulator 기반의 가상 프로토타이핑 환경
김곤·조상영(한국외대),이정배(선문대)

P2.5-05 효율적인 페이지 단위 점진적 검사점의 설계 및 
구현
이상호·허준영·조유근(서울대),홍지만(광운대)

P2.5-06 simpleRTJ 임베디드 자바가상기계의 에너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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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분석
양희재(경성대)

P2.5-07 파일 읽기 요청 크기를 이용한 리눅스 2.6.7 미리
읽기 성능 향상 방안
설지훈·이금석(동국대)

P2.5-08 JINI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 매칭 최적화 시스템
서현승·양성봉(연세대)

P2.5-09 NGIS에서 부분 컨텐츠 복제를 이용한 컨텐츠 스
트리밍 방법
박유현·배승조·김진미·김창수·우상민·전승협·이
원재·김명준(ETRI)

P2.5-10 분산 실시간 시스템에서 실시간성 분석을 위한 
통신 요소 분석
구현우·홍영식(동국대)

P2.5-11 UbiFS: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파일 
시스템
김경윤·송인준·김영필·유혁(고려대)

P2.5-12 리눅스에서의 .NET 구현 비교
장익현(동국대),김원영·최완(ETRI)

P2.5-13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타임 슬롯을 이용한 소프
트 타이머의 설계 및 구현
이재규·백대현(충남대),김봉재·정지영(삼성탈레

스),이철훈(충남대)

P2.5-14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가상 파일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류현수·유용선·김용희(충남대),권영훈(삼성탈레
스),이철훈(충남대)

P2.5-15 자바가상머신 쓰레드 모델 분석 설계
유용선·박윤미·류현수·이철훈(충남대)

P2.5-16 실시간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에서 메모리 풀
의 메모리 누수 방지 기법 설계 및 구현
조문행·정명조·유용선(충남대),이달한(삼성탈레
스),이철훈(충남대)

P2.5-17 Ad-hoc 네트워크를 위한 Jini 서비스 발견 프레
임웍의 확장
김재환·이인환(한양대)

P2.5-18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최대 힙 알고리즘을 이용
한 메모리 할당 기법 설계 및 구현
이정원·최인범·김용희·이철훈(충남대)

P2.5-19 NTFS 파일 시스템 복구 구현
김순환·김한규(홍익대)

P2.5-20 분산 실시간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설계
김윤형·김태형(한양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 시스템 I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30-15:30 좌장 : 민상렬 교수(서울대)

P4.7-01 가상머신에서의 포트 분리 관리 허니팟과 허니
넷 설계
임인빈·최재호(전북대)

P4.7-02 침입 감내시스템의 고가용성 자가치유 메커니즘
박범주·박기진·김성수(아주대)

P4.7-03 대용량 메모리의 이웃 패턴 감응 고장의 효율적 
테스팅을 위한 메모리 구조
김주엽·홍성제·김종(포항공대)

P4.7-04 SLA를 고려한 웹 서버 성능 분할 기법
고현주(안양대),박기진(아주대),박미선(안양대)

P4.7-05 HAZOP을 이용한 안전등급 제어기기 운영체제
의 안전성분석
이영준·권기춘·이장수·김장열·차경호·천세우(원
자력연구소)

P4.7-06 게임 NPC 지능 개발 플랫폼 구조 비교 및 분석
임차섭·엄상원·김태용(중앙대)

P4.7-07 SAN 기반 공유 파일 시스템에서 Fault-tolerance
를 위한 Shadow Server 구현
최영한·김형천·홍순좌(국보연)

P4.7-08 Fault-Tolerance 기능을 갖는 HA NAS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주영(강원대),박준희·권혁빈(나래시스템),서희
정·정영준(강원대)

P4.7-09 홈 서버 기반의 저비용 지능형 청소로봇 시스템

전흥석·박병상·김정애·김혜경·오영준·이경희·나
대영(건국대)

P4.7-10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상에서의 시리얼 플래시 
메모리 파일시스템의 구현
강정주·공기석(한국산업기술대)

P4.7-11 저소비 전력을 위한 DDC 기반의 디스플레이 시
스템 제어
임현식·이인환(한양대)

P4.7-12 계측장비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디바이스 설계
김성수·이성준·정경호·안광선(경북대)

P4.7-13 소형 기기들을 위한 자바가상머신의 성능향상을 
위한 캐시의 설계 및 구현
백대현·류현수·이정원·이철훈(충남대)

P4.7-14 KVM의 효율적인 힙 메모리 관리를 위한 MCCL
가비지 콜렉션의 설계 및 구현
최인범·이재규·조문행(충남대),남상훈(삼성탈레
스),이철훈(충남대)

P4.7-15 MPC750 프로세서 기반의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운영체제 설계 및 구현
박윤미(충남대),이득영·김도훈(삼성탈레스),이철
훈(충남대)

P4.7-16 리눅스상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효율적인 
페이지 프레임 회수 기법
김수영·이준원(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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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17 근사 덧셈을 사용하는 SIMD 포화 덧셈기
윤준기·오형철(고려대)

P4.7-18 고속 SIMD형 곱셈 누산기
조민석·오형철(고려대)

2004년 10월 22일(금) 컴퓨터 그래픽스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3:15-14:15 좌장 : 박상훈 교수(대구가톨릭대)

P1.1-01 3ds max의 익스포트를 이용한 3차원 SVG 표현
김승완·권오봉·박덕규·정혜진(전북대)

P1.1-02 GUI 기반의 발전계통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구현
피무호·최종필(한국산업기술대)

P1.1-03 혼합현실환경을 위한 능동 적외선 기반 동적배
경 제거
박지영·이선민·김명희(이화여대)

P1.1-04 가변 포톤 반지름을 이용한 Photon Mapping 렌
더링 방법
정재광·김재정(전남대)

P1.1-05 3차원 텍스쳐 맵핑 및 텍스쳐 좌표 조작을 통한 
대용량 볼륨 데이터의 효과적인 가시화 기법
이중연(KISTI)

P1.1-06 매크로 블록의 생략을 통한 저전력 MPEG-4 비
디오 재생법

김준희(서울대),임성수(국민대),김지홍(서울대)

P1.1-07 입체 영상을 이용한 몰입형 3차원 게임 제작
정재훈·김재희·박인규(인하대)

P1.1-08 리샘플링된 데이터의 원격 전송을 이용한 볼륨 
렌더링 시스템의 설계
박상훈(대구가톨릭대)

P1.1-09 선형 추정 CDF를 이용한 이미지 콘트라스트 향
상 기법
최인석·황보현·조화현·최명렬(한양대)

P1.1-10 SEDRIS 기반의 가상현실 브라우저 구현
이명원·이민근·이솔메·임태진(수원대),김성곤(코
딕커뮤니케이션즈㈜)

P1.1-11 인터넷에서의 3차원 유적지 게임 개발
장현덕·권용대·이명원(수원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1:30-12:30 좌장 : 김진일 교수(동의대)

P3.6-01 실시간 얼굴 특징 점 추출을 위한 색 정보 기반
의 영역분할 및 영역 대칭 기법
최승혁·김재경(연세대),박준(홍익대),최윤철(연세대)

P3.6-02 표정에 강인한 가보 웨이블릿 기반 얼굴인식에 
대한 연구
권기상·이필규(인하대)

P3.6-03 지역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조명환경에 강인한 얼
굴인식
장일권·정은성·이필규(인하대)

P3.6-04 생체정보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기법
김여진·안정호·변혜란(연세대)

P3.6-05 얼굴 요소와 지식 기반 방법을 이용한 얼굴 검출
김진모·변혜란(연세대)

P3.6-06 조명 변화에 강건한 피부색 검출을 사용한 게임 
인터페이스 
장상수·박혜선(경북대),김은이(건국대),김항준(경
북대)

P3.6-07 Haar-like feature/HMM 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및 인증 시스템
민지홍·이원찬·홍기천(수원대)

P3.6-08 효과적인 계단식 얼굴 검출을 위한 다중 특징 추출
소형준·남미영·이필규(인하대)

P3.6-09 효율적인 다 해상도 얼굴 인식을 위한 가보 웨이
블릿 연구
정원구·이필구(인하대)

P3.6-10 비전 기반 3차원 얼굴 모델의 실시간 표정 제어
김정기·민경필·전준철(경기대)

P3.6-11 색상에 기반한 실시간 얼굴 검출 및 추적 시스템
임옥현·이우주·이배호(전남대)

P3.6-12 스테레오 흑백-칼라 영상 쌍을 이용한 사용자 추출
이선민·박지영·김명희(이화여대)

P3.6-13 초음파 영상 텍스쳐 변수 분석을 통한 지방간 진단
정지욱·이수열·김승환(ETRI)

P3.6-14 블럽 컬러링을 이용한 CT영상에서 간 영역 자동 
추출
임옥현·김진철·박성미·이배호(전남대)

P3.6-15 비장의 웨이브 패턴을 이용한 간경변의 자동 진단
성원·조준식·박종원(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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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4:30-15:30 좌장 : 김은이 교수(건국대)

P4.6-01 순차적 칼라 클러스터링에 기반한 휴대폰 카메
라 영상에서의 숫자열 인식
박현일·김수형(전남대)

P4.6-02 모폴로지와 비선형 확산을 이용한 영상 분할
김창근·유재명·이귀상(전남대)

P4.6-03 비인식 대상 문장 거부 기능을 위한 음소 기반 
인식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연구
이병혁·하진영(강원대)

P4.6-04 가상 공간의 셀 단위 처리를 이용한 움직임 감지 
시스템 성능 향상 기법
홍석용·박영환(한성대)

P4.6-05 칼라 관계 특징벡터를 사용한 효율적인 멀티오
브젝트 추적
김민철·최창규(경북대),류상률(청운대),김승호(경
북대)

P4.6-06 위상한정상관을 이용한 인감동정
이충호(한밭대)

P4.6-07 선형특징을 이용한 영상정합에 관한 연구
정종화·박영태(경희대)

P4.6-08 퍼지시스템을 이용한 텍스타일 인덱싱

류형주·채송아·김수정·김은이·김지인·정갑주(건
국대),구현진(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P4.6-09 PCM 알고리즘과 베이시안 분류의 통합기법
전영준·김진일(동의대)

P4.6-10 수취인 주소 영역의 영상매칭에 기반한 유사 우
편물 추출 방법
정창부·박상철·손화정·김수형(전남대)

P4.6-11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n-tuple 필터링
한우연·남미영·이필규(인하대)

P4.6-12 이미지 캡처 시스템을 이용한 바코드 데이터 분석
이원찬·김정철·홍기천(수원대)

P4.6-13 저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번호판의 추출
구경모·김하영(부산대),안명석(한국해양대),차의
영(부산대)

P4.6-14 다중해상도를 이용한 MRMCS3와 MRMCS4 블
록 정합 알고리즘
주헌식(삼육의명대학)

P4.6-15 Carpal Bone 영상을 이용한 자동 뼈 나이 측정
박성미·김진철·임옥현·이배호(전남대)

2004년 10월 23일(토) 컴퓨터 이론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1:30-12:30 좌장 : 박희진 교수(한양대)

P3.7-01 SDR 기반 이중모드를 지원하는 기지국에서의 
핸드오프 기법
이찬용·오상철(ETRI),주상돈·정태의·송병권(서경대)

P3.7-02 도로망이 설치된 L1 평면에서의 최단경로 문제
배상원·좌경룡(KAIST)

P3.7-03 한글 구조특성과 지역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한 
표절 판정 시스템의 개발
전명재(부산대),박상돈·박웅·허진영(부산영재과
학고),조환규(부산대)

P3.7-04 OpenSSL 기반 RSA서버에 대한 Timing Attack
구현

홍정대·박근수(서울대)

P3.7-05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NFκB pathway에 끼치는 
영향의 수학적 모델링
이태형·박근수(서울대)

P3.7-06 써픽스 배열을 구축하는 빠른 알고리즘
조준하(부산대),박희진(한양대),김동규(부산대)

P3.7-07 써픽스 배열을 이용한 최장 공통 부분 스트링 계산
전정은(부산대),박희진(한양대),김동규(부산대)

P3.7-08 Mongrel : 계층적 분할 기법을 이용한 광역 배치
성영태·허성우(동아대)

2004년 10월 22일(금) 프로그래밍 언어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3:15-14:15 좌장 : 도경구 교수(한양대)

P1.7-0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실시간 성능 테스
팅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신경호·조용윤·유재우(숭실대)

P1.7-02 CTOC에서 3주소 코드를 효율적인 스택 기반 코
드로의 변환기 설계
김영국·김기태·조선문·김웅식·유원희(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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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3일(토) 언어공학 제2공학관 2, 3층 로비

11:30-12:30 좌장 : 이상곤 교수(전주대)

P3.8-01 유니 코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상에서의 한
글 자/모 구별방법에 따른 연구
권훈·김정희·곽호영(제주대)

P3.8-02 한글 입력 시스템을 위한 기본 모음 집합의 구성
강승식·한광수(국민대)

P3.8-03 웹 번역문서 판별과 병렬 말뭉치 구축
김지형·이일병(연세대)

P3.8-04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진 분류 문서 범주화
의 성능 향상
한형동(서강대),고영중(동아대),서정연(서강대)

P3.8-05 인물 백과사전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속성패
턴기반 정보추출
왕지현·김현진·장명길(ETRI)

P3.8-06 웹 페이지에서의 자질 선택과 분류
송무희·임수연·박성배·강동진·이상조(경북대)

P3.8-07 구조적 정보와 색인어 정보를 결합한 검색 모델 
개발
임성신·한기덕·권혁철(부산대)

P3.8-08 벡터스페이스모델과 시소러스를 이용한 특허검
색시스템의 성능향상
임성신·정홍석·한기덕·권혁철(부산대)

P3.8-09 적합성 피드백을 이용한 자동 음차표기의 성능
향상 기법
오종훈·최기선(KAIST)

P3.8-10 2단계 방법을 사용한 빠른 한국어 TAG 구문분
석기 구현
박정열(파리7대학)

P3.8-11 이동단말에서 다중발화를 이용한 Home
network 환경에서의 QoS 보장 연구
황지수·이창섭·박준석·김유섭·박찬영(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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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우 P1.6-14

정유진 P4.5-23

정의헌 P2.4-13

정재광 P1.1-04

정재영 P1.3-07

정재훈 P1.1-07

정정용 C1.5-4

정종일 C1.3-3

정종화 P4.6-07

정주미 P1.4-19

정지욱 P3.6-13

정창부 P4.6-10

정창현 C3.5-6

정창후 P4.1-01

정태의 C3.6-2

정태의 P3.7-01

정하영 C2.6-4

정하용 C1.10-5

정홍진 P1.2-16

제홍모 C4.9-1

조광현 C1.6-3

조광현 P1.6-31

조도연 P2.4-12

조명현 C1.1-3

조명현 P3.2-04

조문행 P2.5-16

조민석 P4.7-18

조상현 C3.2-7

조성국 P4.5-09

조성배 P4.5-02

조성원 P1.5-11

조성준 C4.9-4

조영기 C3.3-3

조영기 P2.1-15

조영복 C2.3-3

조영임 P4.3-02

조용성 P1.6-04

조정식 P3.4-07

조준하 P3.7-06

조진근 C2.4-5

조현경 P1.6-03

조현준 P2.4-26

주원균 P2.4-28

주헌식 P4.6-14

지정환 C1.7-2

진명희 P3.5-15

진선미 C3.8-3

진주용 C4.1-3

진  훈 P4.3-17

진희규 P4.1-10

차명진 P3.1-16

차창호 P3.2-22

차효성 P1.2-03



논문발표자 색인

채동석 P3.5-01

채정숙 P2.1-09

채홍일 P2.2-12

천은미 P3.4-13

천인혁 P3.3-02

천준호 C2.3-6

최광복 C1.9-5

최규식 P2.2-08

최기영 P3.1-03

최기철 P3.4-02

최대인 P1.6-09

최명렬 C4.3-4

최명수 P1.6-24

최석창 C4.1-7

최선일 C1.10-7

최성만 P1.4-08

최성원 P3.5-05

최성재 P1.6-10

최성환 P1.4-15

최송아 P4.2-10

최숙영 P2.4-23

최순용 C3.3-5

최승걸 C3.6-3

최승혁 P3.6-01

최연이 C2.3-1

최영한 P4.7-07

최유희 P1.4-14

최윤상 C3.1-5

최윤정 C1.7-1

최인범 P4.7-14

최인석 P1.1-09

최재걸 C1.1-4

최재현 P1.4-03

최재훈 P1.3-04

최정아 C2.2-8

최정일 P1.6-34

최정화 C1.9-1

최종명 C4.2-5

최종무 C1.10-3

최종화 P3.2-12

최준호 C4.1-2

최지현 P3.5-30

최진욱 C2.6-3

최창열 P2.4-10

최치호 P3.2-03

최현미 C2.2-7

최호영 P1.6-05

추승우 P3.3-05

탁광옥 C4.6-5

피무호 P1.1-02

하상범 P1.5-08

하영국 C4.4-7

하원식 P1.5-09

하은용 C1.5-3

한국희 P2.4-22

한만집 P4.2-07

한명준 C3.3-8

한상윤 C4.10-2

한상진 P1.5-02

한상진 P2.1-14

한  석 P4.1-05

한수경 P4.3-06

한영석 C2.5-8

한영선 C2.5-4

한우연 P4.6-11

한은정 C3.8-6

한종현 C1.5-6

한진수 P2.4-33

한창만 P4.5-29

한형동 P3.8-04

허승현 C4.2-1

현승훈 P4.2-01

현우석 P1.5-20

홍광진 P3.2-06

홍석용 P4.6-04

홍정대 P3.7-04

홍종희 P2.4-15

홍지원 C4.2-3

홍진선 P1.3-09

홍진혁 P4.3-03

홍필두 P3.1-06

홍형섭 C4.4-1

황금성 C4.7-1

황길승 P2.2-06

황대연 C2.2-2

황도현 P1.4-09

황미선 P2.4-06

황상규 C2.5-6

황성철 P4.4-02

황세준 P3.5-27

황수연 C2.6-7

황영순 P2.2-02

황의덕 P2.1-18

황의윤 C3.4-2

황인철 P3.1-02

황재민 P1.6-45

황재진 P2.3-17

황재현 P3.5-26

황정수 P2.1-05

황중연 C4.7-6

황지수 P3.8-11

황진호 C3.4-7

황현숙 C4.5-1

황호영 C3.5-3



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1) 등록(사전등록사이트 http://www.kiss.or.kr/conference/2004s/)

학 술 대 회 참 가 비

구 분
사전등록

2004년 10월 18일(월)까지
현장등록

2004년 10월 22일, 23일
정회원 45,000원 55,000원
학생회원 30,000원 35,000원
비회원 70,000원

*** 안내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토요일)이 제공됩니다(논문집 구입은 별도 신청).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논 문 집 /워 크 샵 자 료 집

구 분 분 야

논문집 I
병렬처리 시스템·인공지능·전산교육 시스템·정보보호·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프로그래밍 언어·언어공학

논문집 II
데이타베이스·바이오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컴퓨
터 그래픽스·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논문집 III 정보통신

*** 안내
1. 학술대회 논문집/워크샵 자료집 권당 10,000원
2. 학술대회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구입 가능하며, 사전등록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논문집/워크샵자료집 복수신청 및 현장에서 추가구입 불가)

3. 현장등록시 논문지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튜 토 리 얼 참 가 비

구분

사전등록
＊2004년 10월 18일(월)까지

현장등록
* 2004년 10월 22일(금), 23일(토)

학술대회 참가
예비등록시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학술대회
참가등록시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정회원
(비회포함)

1개 강좌 50,000원 80,000원 60,000원 100,000원
2개 강좌 80,000원 128,000원 95,000원 160,000원
3개 강좌 100,000원 160,000원 120,000원 200,000원

학생회원

1개 강좌 25,000원 40,000원 30,000원 50,000원
2개 강좌 40,000원 64,000원 48,000원 80,000원
3개 강좌 50,000원 80,000원 60,000원 100,000원

*** 안내
1. 현장등록은 여분의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본 강좌는 참가인원수가 15인 이하의 경우엔 사전에 폐강될 수 있습니다,

2) 연락처

학회사무국 : T.02-588-9246,7  F.02-521-1352
E-mail:kiss@kiss.or.kr 
Http://www.kiss.or.kr



회의개최․휴게실 안내

회의개최·휴게실 안내

전문분과연구회 Meeting

❑ 병렬처리시스템연구회
2004년 10월 23일(토) 11:30 - 13:00(301동 202호)

❑ 정보보호연구회
2004년 10월 23일(토) 12:30 - 13:30(301동 201호)

❑ 컴퓨터시스템연구회
2004년 10월 23일(토) 13:00 - 14:30(301동 202호)

학회 제위원회 Meeting

❑ 학회지편집위원회(9차)
2004년 10월 22일(금) 15:00 - 17:00(301동 317호)

휴게실

❑ 임원휴게실 : 302동 327호

❑ 좌장대기실 : 302동 317-2호

❑ 참가자휴게실 : 302동 319-1호

❑ 전산지원실 : 302동 311-1호 * 인터넷 PC 및 프린터 지원

23일(토) 중식 장소

❑ 제1공학관(301동) 지하1층 학생식당 11:00-14:00



수상자 명단

시상명 성    명 소    속 지도교수

최우수 서 명 희, 민 준 기, 안 재 용 한국과학기술원 정진완

성    명 현    직 공 적 사 항

김 하 진 아주대학교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추진위원장(13년간)

신 상 철 한국전산원 제31회 춘계학술발표회 워크숍위원장

성    명 현    직

이 주 식 SK텔레콤 상무

서 재 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수상자 명단

1. 공로 포상자(I)

구  분 성  명 현    직 공 적 사 항

임명직퇴임

정  진  완 한국과학기술원 제10대 데이타베이스연구회 운영위원장

신  영  균 대구산업정보대학 제12대 전문대학전산교육연구회 운영위원장

김  윤  관 LG텔레콤 제10대 정보통신연구회 운영위원장

김      종 포항공과대학교 제8대 컴퓨터시스템연구회 운영위원장

강  교  철 포항공과대학교 제8대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장

행사조직운영
한  태  숙 한국과학기술원 제31회 춘계학술발표회 조직위원장

홍  진  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31회 춘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2. 공로 포상자(II)

3. 2004년도 기술상 수상자

4. 데이타베이스 최우수논문상

 



수상자 명단

6. 제31회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발표논문 수상자

❏ 구두 발표

수상자(논문저자) 논 문 제 목 발 표 분 야 논문번호

이상윤(대원과학대학) 레거시 자바객체를 분산객체로 변환하는 시스템 정보통신 C1.4-3

김일곤·이지연·

손은경·한근희·

최진영(고려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방식의 안전성 분석
정보보호 C1.5-7

임태우·

이경호(연세대) 

XML 스키마 클러스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데이타베이스 C2.1-4

이승철·이화순(삼성전

자),낭종호(서강대)
MC-DCT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비디오 축소 방법 정보통신 C2.3-4

오수정·이보란·남양희

(이화여대) 

3D 한복 애니메이션을 위한 체형별 크기

조정 지식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C2.5-6

류법모·배선미·최기선

(KAIST)

구성정보와 문맥정보를 이용한 용어의 전문성

측정 방법
한국어정보처리 C2.8-7

나현철·용한순·윤경현

(중앙대)
디더링을 이용한 신인상주의의 점묘화 기법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C2.9-4

박정근(서울대),

유민수(한양대),

홍성수(서울대)

이용율 요구 분석: 주기와 비주기 혼합 태스크

집합에 대한 통합 수락제어 기법
운영체제 C3.7-2

김재학(포항공대),

박종승(인천대),

황지운·한준희(포항공대)

영상 시퀀스의 특징점에 대한 Outlier 보정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C3.9-8

진희규(부산대),

김동현(동서대),

임덕성(영진전문대),

조대수(ETRI),

홍봉희(부산대) 

텔레매틱스를 위한 불확실성 기반의 이동체 색인 데이타베이스 C4.1-2

김세훈·정현구·

윤현주·이준원(KAIST)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토큰-기반 

동적 주소 할당 프로토콜
정보통신 C4.3-6



수상자 명단

❏ 포스터 발표

수상자(논문저자) 논 문 제 목 발 표 분 야 논문번호

김찬욱·이성준·이은진·

안광선(경북대)

UPnP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정보통신 P1.2-44

김현수·최은만(동국대) 

Composition & Transition Rule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분석 및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

공학
P1.3-05

이승호·이선헌·최웅철·

이승형·정광수(광운대)

임베디드 환경을 위한 TCP의 새로운 버퍼

관리 메커니즘
정보통신 P2.4-23

김복순·조기환(전북대),

이행곤(KISTI)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계층적인 사전

키 분배 방법
정보보호 P2.8-06

허준호

·R.S.Ramakrishna(KJIST)

Solid Grid 그래프를 위한 입출력 효율적인

Depth-First Search 알고리즘

컴퓨터이론

(알고리즘)
P2.9-04

강미연·김도완(아이캔텍),

정원호(아이캔텍·덕성여대)

WIPI 기반의 모바일 단말을 위한 내장형

XML 파서 및 뷰어

프로그래밍

언어
P3.2-02

황인철·정한조·맹승렬·

조정완(KAIST) 

PVFS를 위한 홈 기반 상호 협력 캐쉬의

설계 및 구현

병렬처리

시스템 
P3.5-08

김기봉(상명대) 
상호작용 및 도메인 정보를 이용한 단백질

기능 분석 시스템

바이오정보

기술
P3.9-05



교통/숙박 안내

교통/숙박 안내

◑ 교통안내 

행사 첫날(10월 22일(금))은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은 참가자 부담이며, 본 행사로 인한 주차는 할인이 되니 등록데스크에서 할인쿠폰을 구

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이용,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초록지선버스 이용

- 마을버스 : 낙성대역 3번 출구로 나와서 4번출구 방향으로 50m 이동 (4번출구 공사중) -> LG주

유소 뒷편 장블랑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번 승차 -> 신공학관 하차(종점) (20~25분 소

요), 배차간격 5분, 요금 500원 

- 지선버스 :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로 나와서 5512, 5513번 승차 -> 신공학관 하차(종점) (20~25

분 소요), 배차간격 5512번 5.5분, 5513번 8분, 요금 800원 

- 택시 : 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에서 이용, 신공학관 하차 (10~15분 소요), 예상요금: 3000~3500원 

나. 승용차 이용시

- 남부순환도로 봉천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진입(서울대 정문) -> 서울대 순환도로 직진하여 

신공학관 주변 주차 

-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진입(서울대 후문) -> 서울대 후문을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 직전하여 신공학관 주변 주차 

◑ 숙박안내 

 - 숙박업소 검색 URL : http://www.visitkorea.or.kr -> 여행안내 -> 숙박에서 서울 관악구로 검색 

 * 아래 숙박업소는 행사장과 20분이내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객실료(2인1실기준)

 백림호텔 02)885-8688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6(4동) 

 (서울대입구4번출구 하이마트옆)
30,000원

 서울장호텔 02)887-9881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8-3(4동서울장호텔) 32,000원

 한라호텔 02)888-0233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7-14 35,000원

 호텔시네마 02)871-0701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8-18(4동호텔시네마) 

 (서울대입구4번출구)
40,000원

 로즈파크 02)887-3225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6(4동) 

 (관악전화국 옆)
25,000원

 귀족모텔 02)876-7001
 서울 관악구 봉천6동 62-33 

 (봉천중앙시장쪽 관악프라자 옆)

30,000원 

　



행사장․주변음식점 안내

행사장·주변음식점 안내

◑ 교내 음식점 위치
가격대
(단위:원)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제 1식당 (880-5543) 학생회관 1,500~2,000 아침,점심,저녁 아침,점심,저녁

제 2식당 (880-5544) 음 대 2,200~3,000 점심,저녁 점심

제 3식당 (880-5545) 공 대 1,500~3,000 점심,저녁 점심

제 4식당 (880-5546) 사 대 2,200~3,000 점심,저녁 점심

제 5식당 (880-5547) 후생관 2,500 점심,저녁 점심

대학원기숙사 식당 (881-9072) 관악사 2,200~3,000 아침,점심,저녁 아침,점심,저녁

자하연식당 (880-7889) 농 협 2,500~11,000 아침,점심,저녁 아침,점심,저녁

제1공학관식당 (880-1931) 제1공학관 1,800~3,000 점심,저녁 점심

제2공학관식당 (880-1939) 제2공학관 2,300 점심,저녁 점심

교수회관 (880-5238) 65동 4,500~13,000 점심 점심

금룡 (887-3315) 엔지니어하우스 20,000~120,000 점심,저녁 점심

◑ 교외 음식점

- 행사장에서 후문으로 낙성대 방향 이동 (승용차 20분 이내, 도보 40분 이내)

- 행사장에서 정문우측으로 관악구청 방향 이동 (승용차 30분 이내, 도보 1시간 이내)

- 행사장에서 정문좌측으로 신림동 방향 이동 (승용차 30분 이내, 도보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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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