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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회 춘계학술발표회가 오는 4월 23일, 24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대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6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정보과학분야의 핫이슈를 다룬 5개의 튜토리얼 강좌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정회원 및 학생회원을 위한 학술정보교환의 장소가 되도록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에서 저명한 연구자를 모시고 워크숍, 패널토론, 초청

강연, 트레이닝 세션 등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현황 및 최신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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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원과 후원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4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회    장   박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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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조 직

조직위원회 학술위원회

■ 조직위원장

한태숙 교수(KAIST)

■ 조직위원

김명호 교수(KAIST)

김진수 교수(KAIST)

문수복 교수(KAIST)

박종철 교수(KAIST)

배두환 교수(KAIST)

송준화 교수(KAIST)

신성용 교수(KAIST)

양현승 교수(KAIST)

염익준 교수(KAIST)

오영환 교수(KAIST)

원광연 교수(KAIST)

윤현수 교수(KAIST)

이윤준 교수(KAIST)

이흥규 교수(KAIST)

정진완 교수(KAIST)

차성덕 교수(KAIST)

최기선 교수(KAIST)

한환수 교수(KAIST)

황규영 교수(KAIST)

■ 학술위원장

홍진표 교수(한국외대)

■ 워크샵위원장

신상철 단장(한국전산원)

■ 튜토리얼위원장

최중민 교수(한양대학교)

■ 학술위원

권기현 교수(경기대)

권혁철 교수(부산대)

김명호 교수(KAIST)

김종권 교수(서울대)

김지인 교수(건국대)

도경구 교수(한양대)

박근수 교수(서울대)

변혜란 교수(연세대)

신병석 교수(인하대)

유기영 교수(경북대)

유성준 교수(세종대)

이수원 교수(숭실대)

이승구 교수(포항공대)

최용석 교수(한양대)

하  란 교수(홍익대)

■ 심사위원

강현국(고려대)

권태경(서울대)

김기봉(상명대)

김민경(이화여대)

김영탁(영남대)

김재훈(해양대)

박세웅(서울대)

서승우(서울대)

신규상(ETRI)

신동준(한양대)

안상현(서울시립대)

양정진(가톨릭대)

우미애(세종대)

유재수(충북대)

이경현(부경대)

이규철(충남대)

이도헌(KAIST)

이미정(이화여대)

이병걸(서울여대)

이상혁(이화여대)

이상훈(연세대)

이재호(서울시립대)

임화경(부산교대)

장영민(국민대)

전화숙(서울대)

정상화(부산대)

정   송(KAIST)

조충호(고려대)

최종원(숙명여대)

하재철(나사렛대)

한동수(ICU)

한선영(건국대)

홍충선(경희대)

■ 워크샵위원

강선무(네오텔레콤)

권경인(LG전자)

김병규(ANF)

김명준(ETRI)

김용진(모다정통신)

김  원(KRNIC)

민상렬(서울대)

손승원(ETRI)

신용태(숭실대)

오창섭(디오넷)

윤찬현(ICU)

윤태섭(하이트랙스)

이영로(NCA)

이재용(연세대)

전창호(한양대)

전호인(경원대)

신경철(유진로보틱스)

정  주(건국대)

정진완(KAIST)

황일선(KISTI)

황주성(KISDI)

장승원(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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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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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일정표

날짜 시간 워크샵 내용

4/23

(금)

13:30-15:30

(2H00M)

311호 101호 103호

W1.1 초청강연 #1

LBS/ITS/텔레매틱스
W1.2 초청강연 #2

IT정책
W1.3 패널 #1

연구소 소개 

o 좌장: 이수영 박사

  (자동차부품연구원)

1. 텔레매틱스 분야 

 - 김호경 교수(안양대)

2. ITS 분야 
 - 최창희 상무(현대오토
넷)

3. LBS 분야 
 - 김시곤 교수(서울산업
대)

o 좌장: 신상철 단장

       (한국전산원)

1. BcN 정책 및 추진계획 

 - 서홍석 과장(정통부)

2. IPv6 보급촉진 기본계획

 - 백기훈 과장(정통부)

3. 2010년 정보통신 서비스

의 미래 예측 - 김사혁 

책임(KISDI) 

o 좌장: 황일선 실장

        (KISTI)

o 패널: 표준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KT통신망연구소,

  KISTI, ETRI, LG전자,

  삼성전자, SKT 등

  연구소 담당

15:30-15:45 휴식(15min)

15:45-16:30

(45M)

311호

W2 기조연설 #1

사회 : 권태일 상무(썬마이크로시스템즈)

발표 : Use of IT in Education-Dinesh Bahal(SUN Microsystems)

16:30-17:15

(45M)

W3 기조연설 #2

사회 : 이영희 교수(ICU)

발표 : Realization of Intelligent Service Robotic Systems with Soft Computing 

       Tools-변증남 교수(KAIST)

워  크  샵

□ 일자 : 2004년 4월 23(금), 24(토)

□ 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

□ 전체 주제 : IT와 차세대 성장동력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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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일정표

날짜 시간 워크샵 내용

4/24
(토)

09:30-11:15
(1H45M)

101호 102호 103호

W4.1 초청강연 #3 
홈 네트워크

W4.2 초청강연 #4 
위성 DMB

W4.3 초청강연 #5 
정보보호

o 좌장: 전호인 교수(경원대)
1.홈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 이영로 팀장(한국전산원)
2.홈 네트워크 서비스 프레임

워크 기술 동향
   - 문경덕 팀장(ETRI)
3. 홈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사항
   - 임미숙 책임(대한주택공사)

o 좌장: 송해룡 교수(성균관대)
1.위성DMB사업 전략
   - 김영배 팀장(TU미디어) 
2. 위성DMB 정책방안:시행령 및 

사업자선정방안 중심
   - 정인숙 교수(청운대)
3.위성DMB와 지상파 DMB의 역학

관계분석 및 전망도
   - 주정민 교수(전남대)

o 좌장: 장종수 그룹장(ETRI)
1. Identity Management
   - 류재철 교수(충남대)
2.사이버 공격 기술의 현황과 

전망
   - 서동일 팀장(ETRI)
3. 생체인식 기술
   - 정용화 교수(고려대)

11:15-11:30 휴식(15min)

11:30-12:15
(45M)

101호

W5 기조연설 #3
사회 : 이도헌 교수(KAIST)
발표 : Perspectives of Biolnformatics - Mark Ragan 교수(호주 Queensland 대학)

12:15-13:15 Lunch(60min)

13:15-14:45
(1H30M)

W6.1 패널 #2
이공계 취업과 비전

W6.2 패널 #3
SCI : 과연 정보과학에서도 유효한 

연구업적평가 척도인가?

W6.3 초청강연 #6 
e-Research

o 좌장: 안순신 교수(고려대)
o 패널: 박기식 단장(ETRI)
        정택근 팀장(삼성전자)
         벤처기업 대표
        학생대표(KAIST)

o 좌장: 정진완 교수(KAIST)
o 패널: 문수복 교수(KAIST), 
        민상렬 교수(서울대),
        이재용 교수(연세대),
        최진영 교수(고려대)

o 좌장: 김대영 교수(충남대)
1. eScience for Earth
   System
   - 강인식 교수(서울대)
2. KSTAR Project의 GRiD- 

based Collaboratory 운영
방안과 ITER Project의 
Remote Collaboration

   - 이경수 단장(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3. BioWorldWideWorkflow
   - 탄틴위 교수(NUS)
4. Giga Class Medical Net-

work between Japan and 
Korea Using KJCN

   - 나카시마 교수(큐슈대)

14:45-15:15
(30M)

웨어러블 컴퓨팅 퍼포먼스(패션쇼)-1층 로비

15:15-16:45
(1H 30M)

W7.1 초청강연 #7 
웨어러블컴퓨터

W7.2 초청강연 #8
전파인식(USN/RFID)

W7.3 패널 #4 
e-Research의 향후전망 및 발전방안

o 좌장: 김용진 연구소장
        (모다정보통신)
1.웨어러블 퍼스널 스테이션
   - 한동원 그룹장(ETRI)
2. 웨어러블 컴퓨터 상용화
   - 권오병 교수(경희대)
3.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산

업현장 적용사례 - 정기삼 
교수(용인송담대학)

o 좌장: 이재용 교수(연세대)
1.USN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  
  - 김유정 팀장(한국전산원)
2.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무
선 센서네트워크 기술

  - 유준재 센터장(KETI)
3.RFID와 USN
  - 표철식 팀장(ETRI )

o 좌장: 전길남 교수(KAIST)
o 패널: 이병렬 책임(KMA),
  이용우 교수(시립대),
  김병규 박사(ANF),
  이지수 실장(KISTI), 
  함준수 원장(한양대병원),
  조기현 교수(경북대),
  강인식 교수(서울대),
  이경수 단장(K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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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일정표

상세 프로그램

◉ 기조연설

W2 Use of IT in Education

일시 및 장소 4월 23일(금) 15:45-16:30, 창의학습관 311호

사회 권태일 상무(썬마이크로시스템즈)

발표 Dinesh Bahal(SUN Microsystems)

W3 Realization of Intelligent Service Robotic Systems with Soft Computing Tools

일시 및 장소 4월 23일(금) 16:30-17:15, 창의학습관 311호

사회 이영희 교수(ICU)

발표 변증남 교수(KAIST)

W5 Perspectives of Biolnformatic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1:30-12:15, 창의학습관 101호

사회 이도헌 교수(KAIST)

발표 Mark Ragan 교수(호주 Queensland 대학)

◉ 초청강연

W1.1 LBS/ITS/Telematics

일시 및 장소 4월 23일(금) 13:30-15:30, 창의학습관 311호

좌장 이수영 본부장(자동차부품연구원)

발표
1. 텔레매틱스 분야 : 김호경 교수(안양대)

2. ITS 분야 : 최창희 상무(현대오토넷)

3. LBS 분야 : 김시곤 교수(서울산업대)

요약

IT 상용화 기반의 발달과 이동 단말기의 실용화 기술이 교통, 자동차, 보
행자 등 이동체의 관제 및 Mobile 서비스의 상용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지평선을 열었다. 대표적인 신산업으로서 ITS, LBS 및 
Telematics 분야의 고찰, 관련 기술의 현황 및 동향, 국내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관련 기술 개발의 방향 및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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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일정표

W1.2 IT정책

일시 및 장소 4월 23일(금) 13:30-15:30, 창의학습관 101호

좌장 신상철 단장(한국전산원)

발표
1. BcN 정책 및 추진계획 : 서홍석 과장(정보통신부)

2. IPv6 보급촉진 기본계획 : 백기훈 과장(정보통신부) 

3. 2010년 정보통신 서비스의 미래 예측 : 김사혁 책임(KISDI) 

요약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이 광대역통합망(BcN)을 기반으로 현재의 기술로부
터 발전하여 나가는 주요 방향, 그리고 네트워크 및 서비스, IPv6 등 관련 
기술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정부의 주요 정책 현
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며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를 예측
하여 본다

W4.1 홈 네트워크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09:30-11:15, 창의학습관 101호

좌장 전호인 교수(경원대) 

발표
1.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 이영로 팀장(한국전산원) 

2. 홈 네트워크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동향 : 문경덕 팀장(ETRI)

3. 홈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사항 : 임미숙 책임(대한주택공사) 

요약

차세대 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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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웨
어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홈 네트워크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표준화 및 인증 작업을 주도하고 있
다. 본 강연에서는 홈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화 현황과 정부 주도의 시범 사
업에 대해 소개하고, 홈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함
으로써 2만 불 시대를 주도할 홈 네트워크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한다.

W4.2 위성 DMB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09:30-11:15, 창의학습관 102호

좌장 송해룡 교수(성균관대)

발표
1. 위성DMB사업 전략 - 김영배 팀장(TU미디어)

2. 위성DMB 정책방안:시행령 및 사업자선정방안 중심-정인숙 교수(청운대) 

3. 위성DMB와 지상파 DMB의 역학관계분석 및 전망도-주정민 교수(전남대)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2004년 도입이 확실시 되는 위성 DMB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시행령, 사업자 선정방안 중심
으로 위성DMB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위성DMB와 지상파 DMB의 관계 분석 
및 전망을 통해 DMB사업의 미래와 시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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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3 정보보호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09:30-11:15, 창의학습관 103호

좌장 장종수 그룹장(ETRI)

발표
1. Identity Management : 류재철 교수(충남대)

2. 사이버 공격 기술의 현황과 전망 : 서동일 팀장(ETRI)
3. 생체인식 기술 : 정용화 교수(고려대)

요약

정보통신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정보에 대한 유출, 변조, 위조 
등을 행하고 더 나아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작년 1.25 인터넷 침해 사고, 현금카드 위ㆍ변조 사건, 9.11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단순한 인증 방식에서 진
일보된 개념의 인증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까지 
나타난 사이버 공격 기술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인 신체적 또는 행동학적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인식 기술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
와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
한 분야의 기술 및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설명한다.

W6.3 e-Research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3:15-14:45, 창의학습관 103호

좌장 김대영 교수(충남대학교)

발표

1. eScience for Earth System : 강인식 교수(서울대학교)

2. KSTAR Project의 GRiD-based Collaboratory 운영방안과 ITER Project의 
Remote Collaboration : 이경수 단장(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BioWorldWideWorkflow : 탄틴위 교수(NUS) 

4. Giga Class Medical Network between Japan and Korea Using KJCN : 나카
시마 교수(큐슈대)

요약

수십 Mbps에서 Gbps급의 한국의 첨단연구개발망 및 국제연구망을 사용한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eResearch (혹은 eScience)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각 분야 - Earth System, 

Fusion, Medical Science, Bioinformatics - 에서의 과학 기술 연구자들의 
연구와 활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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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1 웨어러블 컴퓨터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5:15-16:45, 창의학습관 101호

좌장 김용진 연구소장(모다정보통신) 

발표
1. 웨어러블 퍼스널 스테이션 : 한동원 박사(ETRI) 

2. 웨어러블 컴퓨터 상용화 : 권오병 교수(경희대) 

3.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사례 : 정기삼 교수(용인송담대학)

요약

현재 우리나라 학계, 정부, 산업 전반에는 유비쿼터스, 웨어러블이라는 용어
가 화두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그리
고 산업자원부등 정부부처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거론되
고 있고 산업계의 준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관심이면에는 사업
화에 대한 회의와 뚜렷한 Killer Application 부재에 따른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본 강연에서는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 기
술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학계와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7.2 전파인식 (RFID)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5:15-16:45, 창의학습관 102호

좌장 이재용 교수(연세대)

발표
1.USN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김유정 팀장(한국전산원)
2.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술-유준재 센터장(KETI)
3.RFID와 USN- 표철식 팀장(ETRI )

요약

최근 사물에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부착하
여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Identification)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sensing) 전자태그 및 Sensing 기술이 등장하여 인터넷 이후 미래 IT 시장
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초청강연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 유비쿼터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될 전망이다.

◉ 패    널

W1.3 대전소재 연구소 소개

일시 및 장소 4월 23일(금) 13:30-15:30, 창의학습관 103호

좌장 황일선 실장(KISTI)

패널
표준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KT통신망연구소, KISTI, ETRI, LG전자, 삼성전
자, SKT 등 각 연구소 담당

요약

대전 유성의 연구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표준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KT통신
망연구소, KISTI, ETRI, LG전자, 삼성전자, SKT 등 각 연구소별로 임무, 업
적, 현황, 기술, 채용정보, 연구소생활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청중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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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1 이공계 취업과 비전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3:30-14:45, 창의학습관 101호

좌장 안순신 교수(고려대)

패널
박기식 단장(ETRI), 정택근 팀장(삼성전자), 한상기 부사장(다음커뮤니케이
션),  유승삼 대표(벤처테크), 학생대표(KAIST)

요약

꿈을 잃은 이공계 젊은이들..."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올 들어 청년실업 문제 특히 이공계 취업문제가 더욱 악화돼 이공계 학생들
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이 사법 시험문을 두드리거나 의사고시 
공부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IT경기의 침체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천대문화에도 그 영향이 있다. 본 
패널에서는 이공계 취업의 현주소를 재조명해보고 이공계 인력의 미래와 비
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널의제

1) 현재 이공계분야의 생산 활동에 대한 업계(대기업, 벤쳐)및 연구계(연구
소)  의 진단은?

2) 현재 이공계분야졸업생에 대한 업계(대기업, 벤쳐)및 연구계(연구소)의 진
단은?

3) 업계(대기업, 벤쳐) 및 연구계(연구소)에서 본 바람직한 교육은?

4) 미래에 이공계졸업생에 대한 업계(대기업, 벤쳐)및 연구계(연구소)의 비젼
제시는?

W6.2 SCI : 과연 정보과학에서도 유효한 연구업적 평가 척도인가?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3:15-14:45, 창의학습관 102호

좌장 정진완 교수(KAIST)

패널
문수복 교수(KAIST), 민상렬 교수(서울대), 이재용 교수(연세대), 최진영 교
수(고려대)

요약

근래에 국내의 이공학분야의 논문실적평가가 SCI 위주로 되었는데 SCI는 의
학, 이학과 공학 중의 일부에 맞고 전산분야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ACM의 많은 분과위원장들이SCI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언급이 있
다. 따라서 SCI는 전산분야에는 잘못된 척도로서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사안을 SCI의 장단점과 함께 패널토의 주제
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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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3 e-Research의 향후전망 및 발전방안

일시 및 장소 4월 24일(토) 15:15-16:45, 창의학습관 103호

좌장 전길남 교수(KAIST)

패널
이병렬 책임(KMA), 이용우 교수(시립대), 김병규 박사(ANF), 이지수 실장
(KISTI), 함준수 원장(한양대병원),  조기현 교수(경북대),  강인식 교수(서울
대), 이경수 단장(SBSi)

요약

첨단연구개발망을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eResearch(혹은 eScience)를  구축
하는 방안과 기존의 활동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간 혹
은 해외 유사 연구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컴퓨터 과학 및 네
트워킹 분야와 자연 과학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Objective 

1. To discuss how to build and promote eResearch/eScience in Korea, 

and find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to step forward

2. To find collaboration model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discuss how to work together between engineers and scientists

질의 내용

1. 5년~10년 후 eResearch/eScience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a view of eResearch/eScience after 5-10 

years ?)

2. 본인의 연구분야와 컴퓨터 과학 및 네트워킹 분야 간에 진행중인 협력 현
황은 무엇입니까 ?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collaboration between your area, and 

computer science and networking ?)

- 주 연구분야 : Earth Science, Medical, Fusion, High Energy Physics

3. 현재 본인의 연구분야와 컴퓨터 과학 및 네트워킹 분야 간에 진행중인 국
내 혹은 국제 공동 연구 현황은 무엇입니까 ?
(What is the current statu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your area, and computer science and networking ?)

4. 컴퓨터 과학 및 네트워킹 분야로부터 혹은 자연 과학 분야로부터 서로간
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What do you expect from computer science and networking ? or, what 

do you expect from natural science ?)

5. 한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eResearch 특히 eScience를 증진하
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What is important to promote eResearch, in particular eScience in korea and 

the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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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쇼

웨어러블 컴퓨팅 퍼포먼스

일시 및 장소 2004.4.24(토) 14:45 - 15:15, 창의학습관 로비

주최 정보과학회

주관 용인송담대학, 한국전산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약

웨어러블 컴퓨터를 소개하고 동작을 시연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유발과 동시

에 이어 진행될 워크샵 세미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델 6인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컴퓨터를 착용하고 플로어 워킹 및 동작을 시연한다.

작품내용
Standard Wearable Computer, Digital Work Wear, Digital Vest, Medical

Jacket, Digital EL Jacket, Wearable MP3 jacket, Solar Jack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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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 유비쿼터스 시대 구현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 

강  사 은성배 교수(한남대학교)
일  시 2004년 4월 23일(금) 13:00 - 16:0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E11) 201호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구현을 위해선 소형, 저전력, 무선 통신이 가능한 노드에 센서 및 구동기를 탑재하

여 그들간의 무선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필수적이다. 2000년 들어 세계의 많은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센서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유

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센서네트워크의 개념 및 기술적 문제점들을 설명한다. 또한, 
통신부하를 줄이면서도 다양한 응용개발이 가능한 스마트메시징 기술, 최근 각광을 받는 Zigbee 통신 프

로토콜, 기타 센서 노드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특히 버클리 대학의 mote 및 TinyOS 에 대하여 자세히 설

명하며 국내 벤쳐 기업에서 개발한 Nano-X및 Sensos와 비교설명할 예정이다.

T1.2 MPEG-21 Multimedia Framework

강  사 김문철  교수(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일  시 2004년 4월 23일(금) 13:00 - 16:0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E11) 202호

  멀티미디어 환경은 다양한 성향의 사용자가 다양한 단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사

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 다향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범용적 접근 및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기술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콘텐츠의 재사용성, 접근성 및 개인화된 특화성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MPEG-21 국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MPEG-21은 디지털 객체를 디지털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이를 네트워크 상에서 생성, 변형, 전달, 소비

를 위한 통합적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제공을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아이템에 범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소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매우 적합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합 멀티미디어 프레

임워크를 위한 요소 기술 표준으로서 MPEG-21에서는 디지털 아이템의 선언, 식별, 권리 표현 언어, 권
리 서술 사전 및 적응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아이템의 전

달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디지털 아이템 처리, 리소스에 대한 영속 관계 기술 및 지적 

자산 관리 및 보호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최근 MPEG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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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 동향과 요소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장

을 마련하고자 한다.

T1.3 웨어러블 컴퓨터와 이것의 보조 기술 분야 응용 

강  사 이선우 교수(한림대학교)
일  시 2004년 4월 23일(금) 13:00 - 16:0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E11) 301호

  최근 컴퓨터 시스템 부품의 경박 단소화와 가격 인하에 의해 각종 개인용 정보 단말기가 급속히 보급되

고 있으며, 현재의 desk top PC 이후의 차세대 개인용 컴퓨팅 플랫폼(computing platform)에 대하여 많

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이 가능하며, 다른 일상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장착형 컴퓨터(이하 웨어러블 컴퓨터라 칭함)이다.
  본 강의에서서는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개발 역사, 특징 및 

구현 사례 등의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이러한 플랫폼에 기초한 응용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장 주요한 활용 분야(즉, killer application)가 될 수 있는 보조 기술

(assistive technology)-장애인들이 가지는 장애 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신하는 여러 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기술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보조 기술 (혹은 재활 공학) 분야에서의 웨어러블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 및 드

러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T1.4 Erlang: 병행, 실시간, 분산, 무정지형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강  사 이만호 교수(충남대학교)
일  시 2004년 4월 23일(금) 13:00 - 16:0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E11) 302호

  통신 및 인터넷 환경은 무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동시에 발생하는 수 많은 transaction을 실시간으로 처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서버를 보유

하고 있으며, 동시에 발생하는 transaction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데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서버 증설에 들어

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rlang은 이런 목적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로서, 세
계적인 통신회사 중 하나인 Ericsson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통신 분야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효과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Ericsson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지역의 통신 회사들이 주 사용자 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fault-tolerance, 
concurrent, real-time, distributed 특성을 만족하기 위한 Erlang 언어의 기능을 소개하고, 몇 가지 시연

을 통해 이들 기능이 동작하는 상황을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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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IPv6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강  사 유태완 연구원(ETRI)
일  시 2004년 4월 24일(토) 09:30 - 12:3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대전) 창의학습관(E11) 311호

  인터넷의 핵심 기반 프로토콜인 IPv4(32bit)는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주소고갈 문제가 대두

되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28bit 길이의 주소를 가지는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가 제안

되었다. 그러나 IPv6는 128bit의 주소체계로 인해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IPv4)과의 호환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IPv6망에서 네트워크에서 기존 응용들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응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트워크 프로그래밍 모듈들이 수정되어져야 한다.
  본 강의는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IPv6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을 소개하고 실

제 응용개발 실습을 통해 IPv6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대다의 전

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간 컨퍼런스 응용 또는 스

트리밍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IPv6 멀티캐스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IPv6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한 많은 개발자들이 쉽게 기존 응용을 IPv6로 변환하거나 IPv6망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응용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강의 참가자 준비사항

1. 노트북 PC
2. 운영체제 및 IPv6 스택

∙Windows XP + Service Pack 1
∙Windows 2000 + IPv6 Technical Preview 

3. 컴파일러

∙Visual C++, Platform SDK
∙SDK download: (Core SDK is only required)

    http://www.microsoft.com/msdownload/platformsdk/sdkupdate/
4. 무선 LAN 카드

T3  WIPI 게임 솔루션 GNEX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제작

강  사 정찬성 박사(신지소프트)
일  시 2004년 4월 24일(토) 14:00 - 17:0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대전) 창의학습관(E11) 311호

  컴퓨터 게임의 발달은 오프라인 PC 게임에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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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터넷 환경은 유선(wired) 환경뿐만 아니라 무선(wireless) 환경에서도 무선 단말기(wireless 
device)를 이용하여 게임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많은 컨텐츠가 제작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
러나 적은 메모리와 낮은 처리율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모바일 환경 특성으로 인해 컨텐츠를 실행시켜

주는 엔진의 역할이 컨텐츠 실행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산업과 컨텐츠 실행 성

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임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히, 무선 단말기 환경에서 뛰어난 성

능을 보이고 있는 게임 솔루션인 GNEX 구조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GNEX SDK를 이용하여 GNEX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제 모바일 게임 제작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GNEX SDK에 의해 제작된 컨텐츠가 통신사의 무선환경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서비스되는지에 대해 알

아봄으로써, 무선환경의 컨텐츠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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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및 좌장

구두발표 I 2004년 4월 23일(금) 16:00-18:00 창의학습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1.1 데이타베이스 I 8 201호 강우준 교수(그리스도신학대)/고진광 교수(순천대)

C1.2 소프트웨어 공학 I 8 202호 최승훈 교수(덕성여대)/권기현 교수(경기대)

C1.3 정보통신 I 8 301호 이승종 교수(국방대학원)

C1.4 정보통신 II 8 302호 박영철 교수(천안대)

C1.5 정보보호 I 8 401호 하재철 교수(나사렛대)

합계 40편

구두발표 II 2004년 4월 24일(토) 09:30-11:30 창의학습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2.1 데이타베이스 II 8 201호 정용규 교수(서울보건대)/황병연 교수(카톨릭대)

C2.2 정보보호 II 8 202호 정목동 교수(부경대)/서장원 교수(동서울대)

C2.3 정보통신 III 8 301호 이동명 교수(동명정보대)

C2.4 정보통신 IV 8 310호 김도현 교수(천안대)

C2.5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8 205호 김경덕 교수(위덕대)/차경애 교수(ICU)

C2.6 프로그래밍언어 8 206호 신승철 교수(동양대)/창병모 교수(숙명여대)

C2.7 컴퓨터이론 8 207호 최성희 교수(KAIST)

C2.8 한국어정보처리 8 208호 김유섭 교수(한림대)/이현아 박사(다음소프트)

C2.9 컴퓨터그래픽스 8 210호 오경수 교수(숭실대)/안은영 교수(천안대)

C2.10 데이타베이스 III 8 211호 김상욱 교수(한양대)/이종연 교수(충북대)

합계 80편

구두발표 III 2004년 4월 24일(토) 12:30-14:30 창의학습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3.1 데이타베이스 IV 8 201호 유재수 교수(충북대)/김동현 교수(동서대)

C3.2 정보보호 III 8 202호 김현성 교수(경일대)

C3.3 정보통신 V 8 301호 모정훈 교수(ICU)

C3.4 정보통신 VI 8 310호 정인범 교수(강원대)

C3.5 인공지능 I 8 205호 조영임 교수(평택대)

C3.6 병렬처리시스템 I 6 206호 문현주 교수(나사렛대)

C3.7 운영체제 I 8 207호 김형식 교수(충남대)

C3.8 바이오정보기술 I 8 208호 김기봉 교수(상명대)/신미영 박사(ETRI)

C3.9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 8 210호 강행봉 교수(카톨릭대)/김은이 교수(건국대)

C3.10 소프트웨어공학 II 8 211호 이관우 교수(한성대)

합계 78편

구두발표 IV 2004년 4월 24일(토) 14:30-16:30 창의학습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C4.1 데이타베이스 V 8 201호 안윤애 교수(청주과학대학)/한욱신 교수(경북대)

C4.2 정보보호 IV 8 202호 김영덕 교수(우송대)/정일용 교수(조선대)

C4.3 정보통신 VII 8 301호 이영석 교수(충남대)

C4.4 정보통신 VIII 8 310호 김동호 교수(한라대)

C4.5 인공지능 II 8 205호 홍유식 교수(상지대)/이형일 교수(김포대)

C4.6 병렬처리시스템 II 6 206호 모상만 교수(조선대)/서효중 교수(가톨릭대)

C4.7 운영체제 II/컴퓨터구조 8 207호 장경선 교수(충남대)

C4.8 바이오정보기술 II 8 208호 김용국 교수(세종대)

C4.9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I 8 210호 정기철 교수(숭실대)/이경미 교수(덕성여대)

C4.10 소프트웨어공학 III 7 211호 김영철 교수(홍익대)/신규상 박사(ETRI)

합계 7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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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좌장 및 발표자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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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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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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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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3일(금) 데이타베이스 I 창의학습관 201호

16:00-18:00 좌장 : 강우준 교수(그리스도신학대)/고진광 교수(순천대)

C1.1-1 XML을 이용한 플랜트 재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활용
장동식․김의현․정진성(전력공사), 공희경(충
북대)

C1.1-2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XML
문서 저장 스키마 설계
최윤진․이언배(방송통신대)

C1.1-3 Extraction of User Preference for Hybrid
Collaborative Filtering
이경․김병만․신윤식․임인기(금오공대)

C1.1-4 Xp-tree: Xpath 로케이션 스텝의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기반의 인덱싱 기법
Nguyen Van Trang․황정희․류근호(충북대)

C1.1-5 퀀터티가 있는 순차 패턴을 찾는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
김철연․심규석(서울대)

C1.1-6 XML Registry를 이용한 이질 데이터베이스 통
합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손강석․이상훈(국방대)

C1.1-7 공간 해쉬 조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편중 데이터 
처리 기법
심영복․이종연(충북대)

C1.1-8 TV-Anytime 메타데이터의 저장방법 비교 분석
이용희․박종현․이민우․정민옥․강지훈(충남
대)

2004년 4월 24일(토) 데이타베이스 II 창의학습관 201호

09:30-11:30 좌장 : 정용규 교수(서울보건대)/황병연 교수(카톨릭대)

C2.1-1 FP-Tree를 기반으로 한 웹 사용 패턴에 대한 순
차적 연관성 탐색 기법
김영희(성균관대), 강우준(그리스도신학대), 김
응모(성균관대)

C2.1-2 실험실 레벨의 유전체 생물학 데이터베이스 관
리시스템 구축
차효성․정광수․박성희․류근호(충북대)

C2.1-3 DNA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저장-효율적
인 Trie 인덱싱 기법
김강모․서남호․원정임․윤지희(한림대), 박상
현(연세대), 김상욱(한양대)

C2.1-4 XML 스키마 클러스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알고
리즘

임태우․이경호(연세대)

C2.1-5 온톨로지의 점증적 갱신에 기반한 스키마 매칭

이준승․이경호(연세대)

C2.1-6 방송 디스크 환경에서 갱신 트랜잭션을 위한 실
시간 동시성 제어
임성준․조행래(영남대)

C2.1-7 XML Schema에 대한 유효성를 보장하는 효율적
인 XML Data 갱신 기법
이지현․정진완(KAIST)

C2.1-8 편향 접근 패턴을 갖는 공간 데이터에 대한 공간 
색인 기법
이승중․정성원(서강대)

2004년 4월 24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창의학습관 211호

09:30-11:30 좌장 : 김상욱 교수(한양대)/이종연 교수(충북대)

C2.10-1 국방 GIS 데이터 전송 서비스 모델을 위한 프레
임워크 설계
김대환․이상훈(국방대)

C2.10-2 모바일 환경에서 다중 속성 검색을 위한 시그너
쳐 기반의 인덱싱 기법
박성근․정성원(서강대)

C2.10-3 모바일 환경에서의 타임스템프 트리 기반 캐시 
무효화 보고 구조
이학주․정성원(서강대)

C2.10-4 웹에서 정규경로 표현식을 포함한 XML 질의의 
캐쉬를 이용한 처리
박정기․강현철(중앙대)

C2.10-5 u-Logistics 알림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용미․김룡․서성보(충북대), 오세원․이용준
(ETRI), 류근호(충북대)

C2.10-6 XML 캐쉬의 점진적 갱신을 위한 XML 변경 처
리 모델
한승철․황대현․강현철(중앙대)

C2.10-7 초대형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의 워크케이스 생
성 기법에 대한 구현 분석
안형진․김광훈(경기대)

C2.10-8 SIMS를 위한 공간 데이터 마이닝 질의 언어
박선․박상호․안찬민․이윤석․이주홍(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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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4일(토) 데이타베이스 IV 창의학습관 201호

12:30-14:30 좌장 : 유재수 교수(충북대)/김동현 교수(동서대)

C3.1-1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DAML-S 문서 관리 시
스템 개발
김학수․손진현(한양대)

C3.1-2 공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위한 버전 기
반의 공간 레코드 관리 기법
김희택․김명근․김호석․배해영(인하대)

C3.1-3 UDDI 3.0에서의 복제 연산의 설계 및 구현
김동민․진주용․이석호(서울대)

C3.1-4 공유 디스크 클러스터 기반의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 알고리즘 성능 평가
이상호․온경오․조행래(영남대)

C3.1-5 SQL를 지원하는 Java와 Mnesia의 연동 연구
문찬호(뱅크타운)

C3.1-6 CC-GiST: 캐쉬 인식하는 일반화된 검색 트리
김원식․이동민․김재화․한욱신(경북대)

C3.1-7 Naïve-Bayesian Classifier 를 이용한 전자 카탈
로그 자동 분류 시스템
서광훈․이경종․김현철․이태희․이상구(서울대)

C3.1-8 부분키를 사용한 캐쉬 인식 B+ 트리
이동민․김원식․한욱신(경북대)

2004년 4월 24일(토) 데이타베이스 V 창의학습관 201호

15:00-17:00 좌장 : 안윤애 교수(청주과학대학)/한욱신 교수(경북대)

C4.1-1 다차원 데이터의 효과적인 유사도 검색을 위한 
색인구조
복경수․허정필․유재수(충북대)

C4.1-2 텔레매틱스를 위한 불확실성 기반의 이동체 색인
진희규(부산대), 김동현(동서대), 임덕성(영진전
문대학), 조대수(ETRI), 홍봉희(부산대)

C4.1-3 XML 문서의 내용기반 검색을 위한  인덱싱 모
델 및 색인어의 가중치 부여
한예지․한창우․서동혁․김수희(호서대)

C4.1-4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기반의 데이타 웨어하우
스에서 실체화 뷰 저장 기법
최준호․장용일․박순영․배해영(인하대)

C4.1-5 TM-S : 서비스를 위한 Topic Maps 기반의 온톨
로지 및 질의 언어 설계
유정연․이규철(충남대)

C4.1-6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통합 색인의 이주 
정책
정지원․안경환․서영덕․홍봉희(부산대)

C4.1-7 분산데이터베이스 환경하의 시간연관규칙 적용
조암․김룡․서성보․류근호(충북대)

C4.1-8 이동 객체의 효율적인 저장과 검색을 위한  화일 
기반 이동 객체 저장 컴포넌트의 개발
장유정․김동오․홍동숙․한기준(건국대)

2004년 4월 24일(토) 바이오정보기술 I 창의학습관 208호

12:30-14:30 좌장 : 김기봉 교수(상명대)/신미영 박사(ETRI)

C3.8-1 ToMAS : 마이크로어레이 이미지 분석용 컴포넌
트 도구
천봉경․장철진․진희정․이평준․김혜정․조
환규(부산대)

C3.8-2 Seed를 이용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타 클러스터링
과 유전자 온톨로지를 이용한 클러스터의 해석
강은미․신미영(ETRI), 정호열(국립보건원), 박
선희(ETRI), 조환규(부산대)

C3.8-3 c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타의 분석과 관리 시
스템: cMAMS
김상배․김효미․이은정․김영진․박정선․박
윤주․정호열․고인송(국립보건연구원)

C3.8-4 SPR 센서로 촬영된 마이크로어레이 영상 분석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즘

황지운․김재학․한준희(포항공대)

C3.8-5 Gath-Geva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데이
터의 분석
박한샘․유시호․조성배(연세대)

C3.8-6 단백질 상호작용 추출을 위한 확장성을 가진 텍
스트 마이닝 기법
이현철․여은주․강희영․조완섭․김학용․유
재수(충북대)

C3.8-7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근거한 단백질 이름의 자
동 추출
김정호․백은옥(서울시립대), 이공주(이화여대)

C3.8-8 유전자 발현 데이타의 퍼지 클러스터 평가를 위
한 결정트리 기반의 베이지안 검증방법
유시호․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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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4일(토) 바이오정보기술 II 창의학습관 208호

15:00-17:00 좌장 : 김용국 교수(세종대)

C4.8-1 단백질 상호 작용 예측을 위한 SVM의 부정예제 
생성방법론
김철환․정유진(한국외대)

C4.8-2 질병 의존 단백질 도출을 위한 데이터 큐브의 응용
김단비․이원석(연세대)

C4.8-3 PSAML과 Topology String 데이타베이스를 이
용한 웹 기반 단백질 구조 비교 시스템
김진홍․안건태․변상희(울산대), 이수현(창원
대), 이명준(울산대)

C4.8-4 단백질 구조 분류의 통합 검색을 위한 웹 정보시
스템
신원준․황의윤․김진홍․안건태․이명준(울산대)

C4.8-5 Orthologous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방
안
오정수․조완섭․김태경․김선신․이충세․권
혜룡․김영창(충북대)

C4.8-6 XML 기반의 유전자 예측결과 분석도구
변상희(울산대), 윤형석(국립보건원), 안건태․
박양수․이명준(울산대)

C4.8-7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
이경신․조환규(부산대), 박선희(ETRI)

C4.8-8 LEDA를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의 분석과 가시화
윤지현․조환규(부산대)

2004년 4월 24일(토) 병렬처리 시스템 I 창의학습관 206호

12:30-14:30 좌장 : 문현주 교수(나사렛대)

C3.6-1 RSL-Maker를 이용한 OGSA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김성주․장태무(동국대)

C3.6-2 리눅스 PC 클러스터에서 ENBD를 이용한 SIOS
김태규․김방현․김종현(연세대)

C3.6-3 그리드 환경에서 분산 포탈의 설계
허대영․심규호․황선태(국민대), 정갑주(건국
대), 박형우(KAIST)

C3.6-4 그리드 기반 워크플로우 에디터 개발

조종화․김현대․윤경원․박근혜․송하윤(홍익대),

김은경․허정민․김윤희(숙명여대), 박형우(KISTI)

C3.6-5 우수한 네트워크 부하 분배 특성을 가지는 이중 
연결 CC-NUMA 시스템
서효중(가톨릭대)

C3.6-6 단일 프로세스 공간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시스
템의 설계 및 구현
최민․이대우․박동근․유정록․맹승렬(KAIST)

2004년 4월 24일(토) 병렬처리 시스템 II 창의학습관 206호

15:00-17:00 좌장 : 모상만 교수(조선대)/서효중 교수(가톨릭대)

C4.6-1 분산 UDDI 상에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웹 서
비스 정보관리 시스템
배명훈․국윤규․김운용․정계동․최영근(광운대)

C4.6-2 트랜스코딩 시스템에서 자원가중치 기반 부하 
분산 모델
최면욱․이좌형․방철석․김병길․정인범(강원대)

C4.6-3 CSP/FDR을 이용한 리더 선출 알고리즘의 검증
전철욱․김일곤․안영아․최진영(고려대)

C4.6-4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웹 서비스 기반의 워크
플로우 언어 설계
한주현․김은회․최재영(숭실대)

C4.6-5 대규모 TSP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분할 및 병합 
알고리즘
설춘룡․신태지․양명국(울산대)

C4.6-6 XML 기반의 정보 통합 지원을 위한 다중 에이전트
이종혁․국윤규․김운용․정계동․최영근(광운대)

2004년 4월 23일(금) 소프트웨어 공학 I 창의학습관 202호

16:00-18:00 좌장 : 최승훈 교수(덕성여대)/권기현 교수(경기대)

C1.2-1 페트리 넷을 이용한 전통적 위치기반 시스템 표현
임재걸․주재훈(동국대)

C1.2-2 Ubiquitous Application을 위한 소프트웨어 검증 
기법
선태봉․인호(고려대), Hong Lu․Steve Liu

(Texas A&M Univ.)

C1.2-3 STATEMATE MAGNUM 모델체킹을 위한 정형
명세 기법 연구
김진현․안영아․장상철(고려대), 이나영(서울
대), 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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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4 모델 체킹에서 그래프 모양의 반례 생성
이태훈․권기현(경기대)

C1.2-5 폴트 삽입 방식을 통한 자바 가상 기계의 강건성 
테스팅(Robustness Testing) 기법
이성민․김상운․강제성․권용래(KAIST)

C1.2-6 사용자 세션을 이용한 효과적인 웹 응용 테스팅
이춘우(서울대), 이병정(서울시립대), 김희천(방

송통신대), 우치수(서울대)

C1.2-7 분석 및 설계단계 산출물간의 일관성 유지방안
진광윤․최신형(삼척대), 한판암(경남대)

C1.2-8 객체지향 산출물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효율
적인 역 추적 기법
한만집․장치원․박신영․라현정․김수동(숭실
대)

2004년 4월 24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창의학습관 211호

12:30-14:30 좌장 : 이관우 교수(한성대)

C3.10-1 J2EE 기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바일 협업 비즈니스 모듈
최성만․이창목․유철중․장옥배(전북대), 이정
열(전북과학대학)

C3.10-2 사용 관점 중심의 컴포넌트 모델링을 위한 UML
의 확장
김경민․김태웅․김태공(인제대)

C3.10-3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손이경․김행곤(대구가톨릭대)

C3.10-4 웹 서비스 통합을 위한 위상에 관한 연구
박동식․신호준․김행곤(대구가톨릭대)

C3.10-5 웹기반 상거래시스템의 품질속성 도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윤홍란․김유경․이서정․박재년(숙명여대)

C3.10-6 특성 구성을 이용한 컴포넌트 재구성 자동화
정주미․장정아․최승훈(덕성여대)

C3.10-7 웹 응용의 플랫폼 독립적인 구성요소 식별
정우성․이기열(서울대), 이병정(서울시립대),

김희천(방송통신대), 이종석(우석대), 우치수(서
울대)

C3.10-8 응용 그리드를 위한 워크플로우 시스템 설계
심규호․황선태(국민대), 정갑주(건국대), 박형
우(KISTI)

2004년 4월 24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I 창의학습관 211호

15:00-17:00 좌장 : 김영철 교수(홍익대)/신규상 박사(ETRI)

C4.10-1 UML-RT 모델의 시나리오 기반 다중 쓰레딩의 
실험적 평가를 위한 PBX 시스템 사례 연구
김세화․Michael Buettner․홍성수․박선희(서
울대)

C4.10-2 원전 MMIS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규제요건 
분석 및 개발 방법론
이종복․서상문․서용석․장귀숙․금종용․박
근옥(원자력연구소)

C4.10-3 확장형 UML을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링
을 위한 항해의 분류
박영주․이기열(서울대), 이병정(서울시립대),

김희천(방송통신대), 우치수(서울대)

C4.10-4 모델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경험
이정림․박사천․권기현(경기대)

C4.10-5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On-Board Fault Manage-
ment
최종욱․천이진․이재승(항공우주연구원)

C4.10-6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적용 분야와 시험 단계를 
고려한 ISO/IEC 9126 품질 특성 적용 방안
최정아․박선영․정기원(숭실대)

C4.10-7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의 평가방안
선우종성(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

2004년 4월 24일(토) 운영체제 I 창의학습관 207호

12:30-14:30 좌장 : 김형식 교수(충남대)

C3.7-1 무선 기반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박홍진(상지대)

C3.7-2 이용율 요구 분석: 주기와 비주기 혼합 태스크 
집합에 대한 통합 수락제어 기법
박정근(서울대), 유민수(한양대), 홍성수(서울대)

C3.7-3 리눅스에서 하반부처리 스케줄링을 이용한 사용

자 프로세스의 실행시간 안정화에 관한 연구
정경조․정석간․박찬익(포항공대)

C3.7-4 프로세스 모니터링 기법에 기반한 DVS 시스템
이준희․차호정(연세대)

C3.7-5 배터리 잔량에 기반한 동적 전력 관리 기법
최석원․차호정(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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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7-6 프레임버퍼 모니터링에 기반한 저전력 LCD 제어
김효승․차호정(연세대)

C3.7-7 DTV에 내장된 리눅스의 I2C Device Driver 제작
장원영․문상필․서대화(경북대)

C3.7-8 제한성 만족 확률에 기반한 (m, k)-준경성 실시간 
타스크 스케쥴링
김경훈․김종․홍성제(포항공대)

2004년 4월 24일(토) 운영체제 II/컴퓨터 구조 창의학습관 207호

15:00-17:00 좌장 : 장경선 교수(충남대)

C4.7-1 모바일 환경에서 원격지 시스템의 고장 진단을 
위한 로그 인덱싱
박병율․윤병선․임종태(공주대)

C4.7-2 이벤트 기반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모델 설계
이규남․이재완․나인호(군산대)

C4.7-3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센싱 단말
기 구현
백승재․이철희․정동현․최용석․김준영․최
종무(단국대)

C4.7-4 저전력 통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한글 압축 
알고리즘
임근수․이세환․고건(서울대)

C4.7-5 AHB Slave를 위한 ISA 버스 프로토콜 변환기 
구현
최상익․강신욱․박향숙(삼성전자)

C4.7-6 IP 스토리지 QoS지원을 위한 네트웍 대역폭 계
산 기법
남영진․류준길․박찬익(포항공대), 안종석(동
국대)

C4.7-7 그리드 컴퓨팅에서 침입감내기술 적용 방안
이진성․최창열․박기진(아주대)

C4.7-8 데이터 값 예측기를 위한 값 지역성과 공간 지역
성 혼합
이종찬․최재혁․김정진․최상방(인하대)

2004년 4월 24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창의학습관 205호

09:30-11:30 좌장 : 김경덕 교수(위덕대)/차경애 교수(ICU)

C2.5-1 스마트폰 상에서의 사용자 행위추론/예측기반 
지능형 합성 캐릭터
이두호․한상준․조성배(연세대)

C2.5-2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동적 답변 생성
김경민․임성수․조성배(연세대)

C2.5-3 적응적인 시맨틱 정보 추출을 위한 대화형 사용
자 질의 인터페이스 개발
조명현․손진현(한양대)

C2.5-4 직접조작을 위한 NK-landscape 기반 IGA 인터
페이스
민현정․조성배(연세대)

C2.5-5 캠퍼스에서 개인화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유비쿼터스 에이전트
강현지․한상준․조성배(연세대)

C2.5-6 3D 한복 애니메이션을 위한 체형별 크기 조정 
지식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
오수정․이보란․남양희(이화여대)

C2.5-7 AR-Station : 도시설계를 위한 가상현실 협업 시
스템
임진묵․김병철․이현정․원광연(KAIST)

C2.5-8 HMM을 이용한 제스처 기반의 게임 인터페이스
장상수․박혜선․김상호․김항준(경북대)

2004년 4월 24일(토) 인공지능 I 창의학습관 205호

12:30-14:30 좌장 : 조영임 교수(평택대)

C3.5-1 능동적 학습을 위한 복수 문의예제 선정
강재호(동아대), 류광렬(부산대)

C3.5-2 화행별 템플릿 기반 적응형 대화 에이전트의 점
증적 지식 획득
홍진혁․조성배(연세대)

C3.5-3 깊이탐색과 노드간 최단거리를 이용한 XML 인
덱싱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김광남․윤희병(국방대), 김화수(아주대)

C3.5-4 XML 기반의 FSM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정훈․신성운․오삼권(호서대)

C3.5-5 온톨로지와 Semantic Enrichment를 이용한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
김현준․김흥남․정재은․조근식(인하대)

C3.5-6 시멘틱 웹 기반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비교 쇼
핑 시스템
이기성․유영훈․조근식(인하대)

C3.5-7 의미 경계의 현실화를 위한 공기정보의 자동 군
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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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최기선(KAIST)

C3.5-8 지능형 에이전트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사
용자의 위치이동패턴 학습

한상준․강현지․조성배(연세대)

2004년 4월 24일(토) 인공지능 II 창의학습관 205호

15:00-17:00 좌장 : 홍유식 교수(상지대)/이형일 교수(김포대)

C4.5-1 수정된 퍼지 최대최소 신경망을 이용한 패턴분류
최형수․정경훈․김호준(한동대)

C4.5-2 가변학습율과 온라인모드를 이용한 개선된 EBP
알고리즘
이태승(항공대), 최호진(ICU)

C4.5-3 MLP에 기반한 고성능 화자증명 시스템
이태승(항공대), 최호진(ICU)

C4.5-4 진화 에이전트의 전략적 연합을 이용한 노동시
장의 실험적 분석
양승룡․민준기․조성배(연세대)

C4.5-5 대화형 에이전트의 주제추론을 위한 스크립트 
적응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자동 생성
임성수․조성배(연세대)

C4.5-6 복잡한 서비스 자동생성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기반 웹서비스 결합
정명철․김경중․조성배(연세대)

C4.5-7 다양한 종분화 진화 신경망을 결합한 대장암 분류
김경중․조성배(연세대)

C4.5-8 개인인식을 위한 DNA Genotyping의 전처리 기법
임효빈․오옥균․공은배(충남대)

2004년 4월 23일(금) 정보보호 I 창의학습관 401호

16:00-18:0018:00 좌장 : 하재철 교수(나사렛대)

C1.5-1 브로드캐스트 암호화와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키 
관리
이덕규․이임영(순천향대)

C1.5-2 OSGi 환경에서 XML전자서명을 이용한 번들 인증
임희영․김영갑(고려대)

C1.5-3 확장성을 고려한 계층적 패치 분배 시스템 프레
임워크 설계
김윤주․이상원․손태식․문종섭(고려대), 서정
택․윤주범․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C1.5-4 P2P 응용에서의 보안 기능 설계
박진원․이준형․김명균(울산대)

C1.5-5 PKI 기반 이동 네트워크에서의 안전한 보안 구조
김수정․김미희․채기준(이화여대)

C1.5-6 서명자 정보를 이용한 인증서 상태 검증 기법
김현철(경원대), 이용준․백주호(숭실대), 오해
석(경원대)

C1.5-7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
용한 사용자 인증방식의 안전성 분석
김일곤․이지연․손은경․한근희․최진영(고려대)

C1.5-8 TSP가 제공된 XML 서명기법
이원진(경북대), 김현성(경일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보호 II 창의학습관 202호

09:30-11:30 좌장 : 정목동 교수(부경대)/서장원 교수(동서울대)

C2.2-1 UN/EDIFACT메시지의 EDI 보안알고리즘
정용규(서울보건대학)

C2.2-2 이동단말을 위한 안전한 인증 알고리즘
고훈(대진대), 김선호(동덕여대), 신용태(숭실대)

C2.2-3 두개의 S박스를 활용한 ZST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박미옥․전문석(숭실대)

C2.2-4 Twofish 알고리즘을 이용한 저용량 암호화 Chip
의 모듈설계
김영득․장영조(한국기술교대)

C2.2-5 태그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서대희․이임영(순천향대)

C2.2-6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룹키 합의 프로토콜
임재열․김우헌․류은경․윤은준․유기영(경북대)

C2.2-7 타원곡선과 다중서버를 이용한 키로밍 프로토콜
문성원․김영갑․문창주(고려대)

C2.2-8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위한 계층적 위임 모델
이강희․송병욱․배현철․김장하․김상욱(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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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4일(토) 정보보호 III 창의학습관 202호

12:30-14:30 좌장 : 김현성 교수(경일대)

C3.2-1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
박진홍․최진환․서대화(경북대)

C3.2-2 리눅스 파일시스템을 위한 로그 기반 침입 복구 
모듈의 구현
이재국․김형식(충남대)

C3.2-3 IDS의 False Alarm 발생율 감소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분류모델 
전원용․신문선․김은희․류근호(충북대)

C3.2-4 네트워크 침입 탐지 및 방어를 위한 인터렉티브 
시뮬레이션 프레임웍
이재혁(아주대), 윤주범․서정택(국보연), 박승
규․최경희․정기현(아주대)

C3.2-5 자동화된 침해사고대응시스템에서의 네트윅 포
렌식 정보에 대한 연구
박종성․문종섭(고려대), 최운호(금융결제원)

C3.2-6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침입
패턴 생성
구자민․조성배(연세대)

C3.2-7 CC 기반 보안평가를 위한 침투방법론
강연희․방영환․이강수(한남대)

C3.2-8 진화신경망을 이용한 프로그램 행위학습 및 비
정상행위탐지
한상준․조성배(연세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보호 IV 창의학습관 202호

15:00-17:00 좌장 : 김영덕 교수(우송대)/정일용 교수(조선대)

C4.2-1 암호 하드웨어 모듈의 신뢰성 검증 도구
경동욱․김동규(부산대)

C4.2-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컨텐츠 적응변환을 위한 
워터마킹 시스템
강석준․배태면․노용만(ICU), 인소란(Nitz)

C4.2-3 태스크포스팀 조직의 접근권한충돌 해결
심완보(충청대), 박석(서강대)

C4.2-4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오토
노믹 컴퓨팅 아키텍쳐
이택․임정은․인호(고려대)

C4.2-5 보안요구사항 도출 및 명세를 위한 CC기반 
Misuse Case 모델

장세진․최상수․이강수(한남대), 최희봉(국가
보안기술연구소)

C4.2-6 JAVA CARD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파일 접근
권한 Applet 설계
구은희․신인철(단국대)

C4.2-7 RMI와 SSL를 이용한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안
전한 보안패치 분배 시스템 설계
이상원․김윤주․문종섭(고려대), 서정택․최대
식․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C4.2-8 적응적 보안등급을 이용한 컨텍스트-기반 보안
정책 관리모델
서정철․채종우․정목동(부경대)

2004년 4월 23일(금) 정보통신 I 창의학습관 301호

16:00-18:00 좌장 : 이승종 교수(국방대학원)

C1.3-1 웹서비스를 이용한 NMS 설계 및 구현 
이준희․조용환(충북대)

C1.3-2 복제 웹 서버의 콘텐츠 동기화 알고리즘
김선호(동덕여대), 고훈(대진대), 신용태(숭실대)

C1.3-3 ERLANG으로 구현한 웹서버 YAWS의 기능개선
장재원․양하영․유정목․이만호(충남대)

C1.3-4 Apache와 PostgreSQL을 이용한 WebDAV 서버
의 설계
정혜영․안건태․박희종․문남두․이명준(울산대)

C1.3-5 원격 웹 서버 로깅 시스템의 구현

정기훈․노삼혁(홍익대)

C1.3-6 클러스터링 기반의 무선 인터넷 프록시 서버 성
능 개선
곽후근․한경식․정규식(숭실대)

C1.3-7 확장성 있는 클러스터링 기반의 무선 인터넷 프
록시 서버
곽후근․한경식․정규식(숭실대)

C1.3-8 무선환경을 고려한 TCP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
선에 관한 연구
공광일․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2004년 4월 23일(금) 정보통신 II 창의학습관 302호

16:00-18:00 좌장 : 박영철 교수(천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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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1 씬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터미널 서비스를 위한 
적응적 서버 클러스터링
정윤재․곽후근․정규식(숭실대)

C1.4-2 식별체계 기반의 과학기술분야 전자원문 연계시
스템 설계 및 구현
이상환․신동구․김재수(KISTI), 최진영(고려
대), 정택영(KISTI)

C1.4-3 레거시 자바객체를 분산객체로 변환하는 시스템
이상윤(대원과학대학)

C1.4-4 씬클라이언트 컴퓨팅 환경에서 미디어 스트리밍
의 화질 개선을 위한 연구
김병길․이좌형․정인범(강원대)

C1.4-5 멀티캐스트 기반의 RTP/RTSP를 이용한 멀티미
디어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VCR 기능의 구현
이좌형․최면욱․방철석․김병길․정인범(강원대)

C1.4-6 Gigabit Ethernet PON(Passive Optical Net-
work) 링크 이중화
이민효․민성기(고려대)

C1.4-7 A Novel Ring-based Multicast Framework for
Wireless Mobile Ad hoc Network
양육백․홍충선(경희대)

C1.4-8 안정한 ID 기반의 소액 지불 프로토콜 설계
김석매․이현주․이충세(충북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III 창의학습관 301호

09:30-11:30 좌장 : 이동명 교수(동명정보대)

C2.3-1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리눅스 
기반 MPLS 시스템
전만철․이명섭․박창현(영남대)

C2.3-2 분류 주제 자동 생성 및 동적분류체계 방법을 이
용한 이메일 분류
안찬민․박선․박상호․최범기․이주홍(인하대)

C2.3-3 TV-Anytime기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민우․박종현․이용희․정민옥․강지훈(충남대)

C2.3-4 MC-DCT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비디오 축소 방법
이승철․이화순(삼성전자), 낭종호(서강대)

C2.3-5 QoS 라우팅을 위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경로 

설정 기법
박종일․윤미연․성수련․신용태(숭실대)

C2.3-6 S/W 시스템의 보안속성 모델링 사례연구
박범주․김성수(아주대)

C2.3-7 통신 모델에서의 네트워크 혼잡 적응 버퍼에 관
한 연구
최창범․이승룡(경희대)

C2.3-8 MGrid Portal : 분자 시뮬레이션 그리드 포탈
이종현․김동욱․이건영․정갑주(건국대), 황선
태(국민대), 박형우(KAIST)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IV 창의학습관 310호

09:30-11:30 좌장 : 김도현 교수(천안대)

C2.4-1 분산 실시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에서의 다중 
그룹 관리
노진홍․홍영식(동국대)

C2.4-2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영상진단 솔루
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이상훈․이기화․문승진(수원대)

C2.4-3 그리드에서 Molecular Docking 어플리케이션 설계 
진성호․이화민․이대원․이종혁․박성빈․유
헌창(고려대)

C2.4-4 분산형 전화기 한글 자판을 이용한 대화형 한글 
입력 방식
김수겸(한양대), 박재화(중앙대), 이두수(한양대)

C2.4-5 그리드 환경에서 효율적 RPC프로그램을 위한 
DAG기반의 Co-Scheduling의 구현
최지현․이동우․R.S.Ramakrishna(KJIST)

C2.4-6 글로벌 컴퓨팅 시스템에서 그룹 기반 정확성 검
사를 위한 스케줄링 기법
김홍수․백맹순․유헌창(고려대),황일선(KISTI),

황종선(고려대)

C2.4-7 IPlace 시스템에서의 공개 작업공간 지원
박희종․김진홍․신원준․박양수․이명준(울산대)

C2.4-8 차등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신 서비스에서 TCP-
UDP 공평성 향상 기법
모상덕․정광수(광운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V 창의학습관 301호

12:30-14:30 좌장 : 모정훈 교수(ICU)

C3.3-1 BPEL4WS 명세의 효율적인 실행 방안
정종윤․류기열․이정태(아주대)

C3.3-2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고려한 비디오 브로드캐스
팅 향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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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보․황인준(아주대)

C3.3-3 B3G 통신 시스템을 향한 단계적 진화
이승희․김종권(서울대)

C3.3-4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리 Model 설계
이주영․신복덕․하경재(경남대)

C3.3-5 컨텐츠 특성을 반영한 무선 멀티미디어 QoS 구조
이종민․차호정(연세대), 이상민․낭종호(서강
대), 김선형․이원준(고려대)

C3.3-6 FMIPv6에서 QoS를 고려한 트래픽 제어 메커니
즘의 평가
진금식․김재영․정선화․박석천(경원대)

C3.3-7 이동네트워크를 위한 가우스 마코프 모델에서 평균 
이동각도 조절을 통한 균형잡힌 이동패턴 생성
노재환․이병직․류정필․하남구․한기준(경북대)

C3.3-8 IEEE 802.11 무선랜 환경에서 실시간 트래픽의 
QoS 지원을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제안
이상돈․김경준․한기준(경북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VI 창의학습관 310호

12:30-14:30 좌장 : 정인범 교수(강원대)

C3.4-1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권기석․이승학․윤현수(KAIST)

C3.4-2 안테나 선택적 Feedback을 갖는 폐루프 준직교 
STBC
김민수․김용석․황금찬(연세대)

C3.4-3 이동 애드혹 망에서 QoS 지원을 위한 예약 방식
의 MAC 프로토콜
임상택․조인휘(한양대)

C3.4-4 Backtracking을 이용한 모바일 에드혹 네트워크
에서 Chord 검색 방법
이세연․장주욱(서강대)

C3.4-5 CDMA망에서 모바일 단말에 기반한 TCP 성능 
개선
권오근․차호정(연세대)

C3.4-6 IEEE 802.11에서 NAV에 기반한 전력 관리 기법
윤상식․차호정(연세대)

C3.4-7 무선 환경에서 재전송 및 혼잡제어에 기반한 저
전력 전송 기법
김태현․차호정(연세대)

C3.4-8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가입자 위치등
록기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
김장환(대덕대학)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VII 창의학습관 301호

15:00-17:00 좌장 : 이영석 교수(충남대)

C4.3-1 모바일 에이전트 환경에서 사이트 단위의 개인
화된 북마크 제공 기법
신소연․황인준(아주대)

C4.3-2 센서 네트워크의 TDMA기반 MAC 프로토콜을 
위한 통신 시간 할당 알고리즘
예경욱․이승학․윤현수(KAIST)

C4.3-3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시스템
김미하․류은석․유혁(고려대)

C4.3-4 Mobile Device를 위한 Middleware 응용 모델 
설계 및 구현
김상태․곽동규․이유근․박원배(경북대)

C4.3-5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Look-up 서비스 정
보의 일치성 유지 기법
최광훈․김재훈․고영배(아주대)

C4.3-6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토큰-기반 동적 
주소 할당 프로토콜
김세훈․정현구․윤현주․이준원(KAIST)

C4.3-7 MANET에서의 802.11을 적용한 위치기반서비스 
프로토타입 디자인
정인수․최현준․정연권․마중수(ICU)

C4.3-8 RFID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분산 이벤트 처리 모델
김명욱․류기열․이정태(아주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VIII 창의학습관 310호

15:00-17:00 좌장 : 김동호 교수(한라대)

C4.4-1 MANET에서의 신뢰성을 고려한  경로 설정 매
커니즘 
한상희․김상하(충남대)

C4.4-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MAC
프로토콜 
서창수․고영배․김재훈(아주대)

C4.4-3 SecureJMoblet: 안전한 Jini 기반의 이동 에이전
트 시스템
유양우(울산과학대학), 문남두․이명준(울산대)

C4.4-4 IPv6 모바일 Ad-hoc 네트워크에서의 자동주소지
정을 위한 중복주소탐지
김기범․김기천(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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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5 MANET에서 CSP/FDR을 이용한 EAODV 라우
팅 프로토콜 검증
안영아․전철욱․김일곤․이명선․최진영(고려대)

C4.4-6 RFID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어플리
케이션 프레임웍 구조
김기현․이정태․류기열(아주대)

C4.4-7 RFID에 기반한 시맨틱 이벤트 모델
김학민․이정태․류기열(아주대)

C4.4-8 AODV 기반 Ad Hoc 네트워크에서 Mobile IP를 
위한 효율적인 에이전트 Advertisement 기법
서현곤․김기형(영남대)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 그래픽스 창의학습관 210호

09:30-11:30 좌장 : 오경수 교수(숭실대)/안은영 교수(천안대)

C2.9-1 다양한 골격요소를 갖는 음함수 곡면의 Interval
Method를 이용한 렌더링 방법
정재광․김재정(전남대)

C2.9-2 고속 블록정합을 위한 수정된 다이아몬드 지역
탐색 알고리즘
곽성근(인천전문대), 위영철․김하진(아주대)

C2.9-3 시간 가변 해양 볼륨 데이터의 가시화
박상훈(대구가톨릭대), 임인성(서강대)

C2.9-4 디더링을 이용한 신인상주의의 점묘화 기법 연구
나현철․용한순․윤경현(중앙대)

C2.9-5 외곽선을 이용한 효율적인 기하모델 재구성
정회상․신병석(인하대)

C2.9-6 특징이 보호된 기하 이미지
김봉수․이행석․황준하․한규필(금오공대)

C2.9-7 OpenGL 명령어 캡쳐를 통한 Java3D 복원
박수호․정기숙․권순일․최현미․박찬․고영
덕․정순기(경북대)

C2.9-8 어선 운항및 어군탐지를 위한 훈련용 시뮬레이
터 개발
박명철․김용해․하석운(경상대)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창의학습관 210호

12:30-14:30 좌장 : 강행봉 교수(카톨릭대)/김은이 교수(건국대)

C3.9-1 이미지의 영역별 상대성을 이용한 영상 검색
신광성․서덕원․유기형․김대중․김미화․유
강수․곽훈성(전북대)

C3.9-2 NMF와 EMD를 이용한 영문자 활자체 폰트분류
이창우․강현(경북대), 정기철(숭실대), 김항준
(경북대)

C3.9-3 휴대폰 카메라로 획득한 저해상도 영상에서의 
전화번호 인식
박현일․김수형(전남대)

C3.9-4 PDP 섀시 자동 시각 검사 시스템 구현
신은석․한광수․최준수(국민대)

C3.9-5 개별적인 Dot들의 추출 기법을 이용한 LCD 패

널 불량검출
임대규․진주경․조익환․정동석(인하대)

C3.9-6 모폴로지 코너 검출법을 이용한 영상 모자이크
조세연․이정호․유형승․조아영․정동석(인하대)

C3.9-7 의료영상 정보표현 및 분석을 위한 컴포넌트웨
어 개발
장철진(부산대), 강영민(ETRI), 정태락(DXM), 조
환규(부산대)

C3.9-8 영상 시퀀스의 특징점에 대한 Outlier 보정
김재학(포항공대), 박종승(인천대), 황지운․한준
희(포항공대)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창의학습관 210호

15:00-17:00 좌장 : 정기철 교수(숭실대)/이경미 교수(덕성여대)

C4.9-1 관성 센서를 이용한 공간상의 제스처 입력 시스템
조성정․방원철․장욱․최은석․양징․오종
구․강경호․조준기․김동윤(삼성종합기술원)

C4.9-2 영역 분할을 이용한 얼굴 영역 검출
박선영․이재원․강병두․김종호․김상균(인제대)

C4.9-3 Reconstruction of High-Resolution Facial Image
Based on A Recursive Error Back-Projection
박정선․이성환(고려대)

C4.9-4 얼굴인증을 위한 PCA와 LDA 융합 알고리즘 구

현 및 성능 비교 분석
정장현․구은경․강행봉(가톨릭대)

C4.9-5 Trust-Region ICA 알고리듬
최희열․김숙정․최승진(포항공대)

C4.9-6 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종
분화 진화 기반의 최적 다중 분류기
박찬호․조성배(연세대)

C4.9-7 고성능 지문인식을 위한 그리드 기반 매칭 알고
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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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룡․김성민․조성배(연세대)

C4.9-8 대규모 지문식별시스템을 위한 2단계 분류

민준기․윤은경․조성배(연세대)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이론 창의학습관 207호

09:30-11:30 좌장 : 최성희 교수(KAIST)

C2.7-1 재귀적 지역정렬을 이용한 프로그램 표절 탐색
전명재․이평준․조환규(부산대)

C2.7-2 도로망이 설치된 평면에서의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배상원․좌경룡(KAIST)

C2.7-3 볼록 이분할 그래프에서 최대 매칭을 찾기 위한 
불리안 회로
이성희․정유진(한국외대)

C2.7-4 균일 격자 구조 탐색을 이용한 마이크로어레이 
주소 결정 알고리즘
진희정․조환규(부산대)

C2.7-5 접미사 배열에서의 패턴 검색 알고리즘
최용욱․박근수(서울대)

C2.7-6 DNA 스트링에 효율적인 써픽스 배열 구축 알고
리즘
조준하(부산대), 박희진(한양대), 김동규(부산대)

C2.7-7 HPi상에서 IP 페이징 프로토콜 구현 및 성능측정
나지현․김영진(ETRI), 김장수․정태의․송병권
(서경대)

C2.7-8 효율적인 초기 배치를 이용한 개선된 Mongrel
성영태․허성우(동아대)

2004년 4월 24일(토) 프로그래밍 언어 창의학습관 206호

09:30-11:30 좌장 : 신승철 교수(동양대)/창병모 교수(숙명여대)

C2.6-1 능동 네트워크를 위한 Java 기반 자료 흐름 언어
김민영․조은선(충북대)

C2.6-2 이동단말기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 로더와 동적 
링커 개발
김유일․이원재․한환수(KAIST), 이재호․김선
자(ETRI)

C2.6-3 EVM 파일 포맷의 정의와 커버링 문제
정한종․오세만(동국대)

C2.6-4 프로그램 변환을 이용한 자바 프로그램의 동적 
예외 분석
오희정․창병모(숙명여대)

C2.6-5 최적화 컴파일러에 맞춘 프로그램 오류 검증의 
변환
양홍석․이광근(서울대)

C2.6-6 메모리 재사용 명령어 자동 삽입 변환기의 효과
이욱세․이광근(서울대)

C2.6-7 소형 스크린 장치를 위한 XML 문서 변환
이영호․김상훈(세명대)

C2.6-8 DTD의 의미 구조 분석을 이용한 XML 문서의 
변환
곽동규(숭실대), 최종명(목포대), 조용윤․유재
우(숭실대)

2004년 4월 24일(토) 한국어정보처리 창의학습관 208호

09:30-11:30 좌장 : 김유섭 교수(한림대)/이현아 박사(다음소프트)

C2.8-1 통계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시스
템의 성능 개선
최성자․강미영․권혁철(부산대)

C2.8-2 전문용어 한글-한자 자동 변환
황금하․배선미․최기선(KAIST)

C2.8-3 SVMs을 이용한 중국어 최장 명사구 자동 식별
윤창호․이금희․정유진․김동일․이종혁(포항
공대)

C2.8-4 문서분류용 목적으로 이용할 효율적인 연상정보
의 추출방법
최현․황남선․이상곤(전주대)

C2.8-5 특허 문헌 검색에서 복합명사 가중치 부여 방법
손기준․이상조(경북대)

C2.8-6 시간자질을 이용한 다중 문서요약
임정민․강인수(포항공대), 배재학(울산대), 이
종혁(포항공대)

C2.8-7 구성정보와 문맥정보를 이용한 용어의 전문성 
측정 방법
류법모․배선미․최기선(KAIST)

C2.8-8 텍스트로부터의 자동 디지털 영상제작을 위한 
카메라 자동 제어
장세민․박종철(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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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일정 및 좌장

포스터발표 I 2004년 4월 23일(금) 15:00-16:00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1.1 데이타베이스 I 20 정연돈 교수(동국대)/류대현 교수(한세대)

P1.2 정보통신 I 45 조준모 교수(동명대)

P1.3 소프트웨어공학 I 12 이상운 교수(원주대)/정화영 교수(예원예술대)

P1.4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 18 현기호 교수(영산대)/김진용 교수(혜천대)

P1.5 정보보호 I 19 김태훈 박사(KISA)

합계 114편

포스터발표 II 2004년 4월 24일(토) 11:30-12:30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2.1 전산교육시스템 9 민미경 교수(서경대)

P2.2 데이타베이스 II 10 박상원 교수(한국외대)/전봉기 교수(신라대)

P2.3 인공지능 23 현우석 교수(한국성서대)

P2.4 정보통신 II 28 박인용 교수(금오공대)

P2.5 운영체제 21 김선욱 교수(고려대)/이강 교수(한동대)

P2.6 컴퓨터구조 5 김선욱 교수(고려대)/이강 교수(한동대)

P2.7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I 17 곽노윤 교수(천안대)

P2.8 정보보호 II 14 유기영 교수(경북대)

P2.9 컴퓨터이론 4 심정섭 박사(ETRI)

합계 131

포스터발표 III 2004년 4월 24일(토) 14:30-15:30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3.1 데이타베이스 III 10 김치연 교수(목포해양대)/손진현 교수(한양대)

P3.2 프로그래밍언어 7 정삼진 교수(천안대)

P3.3 정보통신 III 28 권태경 교수(서울대)

P3.4 소프트웨어공학 II 9 진광윤 교수(삼척대)/오기성 교수(동원대)

P3.5 병렬처리시스템 19 허정호 교수(동국대)

P3.6 한국어정보처리 12 이상곤 교수(전주대)/김병창 교수(위덕대)

P3.7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4 박종승 교수(인천대)

P3.8 컴퓨터그래픽스 4 오경수 교수(숭실대)

P3.9 바이오정보기술 18 조환규 교수(부산대)

합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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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좌장 및 발표자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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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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3일(금) 데이타베이스 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5:00-16:00 좌장 : 정연돈 교수(동국대)/류대현 교수(한세대)

P1.1-01 전자상거래에서 연관규칙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
의 설계 및 구현
오재영․전종훈(명지대)

P1.1-02 CSB+-Tree 인덱스를 이용한 DTD가 없는 
Well-Formed XML 문서 저장 기법
신성현․김진호(강원대)

P1.1-03 내장형 DBMS를 위한 동기화 서버 시스템
최우영․이경아․염태진․진성일(충남대)

P1.1-04 ADL 모델 관리를 위한 XML기반 ADL모델 변
환기 설계 및 구현
강미나․양현미․승현우(서울여대), 전태웅(고
려대)

P1.1-05 협업적 제품거래 지원을 위한 엔진의 설계 및 
구현
정진미․김현․김형선․이주행(ETRI)

P1.1-06 효율적인 XML 질의 처리를 위한 XQuery 질의
의 정규화
김서영․이기훈․황규영(KAIST)

P1.1-07 상황인식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및 컨텍스트 서
버의 설계 및 구현
김용기․김영국(전북대), 심춘보(부산가톨릭대),

장재우(전북대), 김정기․박승민(ETRI)

P1.1-08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이동 객체의 궤적을 위한 
TB-트리의 확장
심춘보(부산가톨릭대), 강홍민․엄정호․장재우
(전북대)

P1.1-09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화상품추천에이전트
이승화․이은석(성균관대)

P1.1-10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검색을 위한 MPEG-7 시각 

정보 기술자의 인덱싱 및 결합 알고리즘
송치일․김재영․정진국․낭종호(서강대)

P1.1-11 샤모어 OLAP API: 다양한 OLAP 시스템을 지
원하는 OLAP API 설계 및 구현
김명미․배은주․임윤선․김명(이화여대)

P1.1-12 개념 계층을 이용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관리 기법
한창희․박석(서강대)

P1.1-13 특정 주제 웹문서의 논리적 구조 분석
이민형․이경호(연세대)

P1.1-14 XML 문서의 자동 변환을 위한 XSLT 스크립트 
생성
신동훈․이경호(연세대)

P1.1-15 HTML 문서의 테이블 식별
김연석․이경호(연세대)

P1.1-16 XML기반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관계 데이터베이
스로의 저장 모델
안만선․이언배(방송통신대)

P1.1-17 그리드 서비스를 위한 UDDI Repository 시스템
의 저장 및 검색 기능의 설계 및 구현
송인혁․이정훈․임효상․황규영(KAIST), 박형
우(KISTI)

P1.1-18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
비스 개선방안 연구
신수미․이태석(KISTI)

P1.1-19 사분트리 분할 인덱스를 이용한 컬러이미지 검색
오석영․홍석용․나연묵(단국대)

P1.1-20 정적 테이블 기반의 XML 문서 저장 시스템 개선
권훈․김정희․곽호영(제주대)

2004년 4월 24일(토) 데이타베이스 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박상원 교수(한국외대)/전봉기 교수(신라대)

P2.2-01 웹 서비스 기반의 웹 컨텐츠 관리 시스템
이상갑․김영덕․이동우(우송대)

P2.2-02 분산 환경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상품 검색 시스템 설계
황치곤․김창희․정계동․최영근(광운대)

P2.2-03 XML기반의 가상 스키마를 이용한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 설계
문석재․정계동․국윤규․최영근(광운대)

P2.2-04 이동객체 방향정보를 활용한 최근접 질의
최현미․정영진․이응재․류근호(충북대)

P2.2-05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이동 객체 위치 추적 방
법 비교를 위한 테스트 베드 시스템
한득춘․김시완․이기준(부산대)

P2.2-06 고성능 고가용성을 위한 ALTIBASETM 자료저장 
관리기의 설계
임화정․이규웅(상지대), 정광철(㈜알티베이스)

P2.2-07 축구 경기의 실시간 하이라이트 색인기법
김명훈․김혁만(국민대)

P2.2-08 대용량 이종 XML 데이터 검색을 위한 RDBMS
기반 인덱싱 기법
이성진․박명순(고려대)

P2.2-09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검사기의 설계와 구현
김규백․유경용․김형찬(삼성전자)

P2.2-10 의미있는 정보 검색을 위한 개인화된 다중 전략 
학습 모듈의 설계 및 구현
유수경․김교정(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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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4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김치연 교수(목포해양대)/손진현 교수(한양대)

P3.1-01 대용량 웹에서 RCS를 이용한 웹 히스토리 저장 
시스템 설계
이무훈․이민희․조성훈․장창복․김동혁․최
의인(한남대)

P3.1-02 효율적인 RDBMS 기반 XML Transformation을 
위한 XML Data Statistics의 확장
이유진․차재혁․오성교(한양대), 이성연(서강대)

P3.1-03 MMDB에서 캐시 친화를 고려한 최적의 레코드 
저장노드 크기
김경석(LG이노텍), 이익훈․이상구(서울대)

P3.1-04 RDBMS로부터 XML 스키마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박영수․장덕철(광운대)

P3.1-05 실시간 Mobile GIS를 위한 주기억 데이타 관리
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구현
편도영․윤석우․김경창(홍익대)

P3.1-06 지능적 웹 서비스 테스트 프레임워크

김상균․이규철(충남대)

P3.1-07 DB성능관리 툴 MAXGAUGE: 웹 버전 설계 및 
구현
김동균․구홍민(성균관대), 박락빈((주)EX-EM),

이상원(성균관대)

P3.1-08 실시간 Mobile GIS를 위한 효율적인 질의처리
기법
김태호․윤석우․김경창(홍익대)

P3.1-09 객체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바이오 XML 저장
시스템
김태경․이경희․임정곤․정태성․조완섭(충
북대)

P3.1-10 Web Structure Management기법을 이용한 
Spamming page filtering algorithm
신광섭(서울대), 이우기(성결대), 강석호(서울
대)

2004년 4월 24일(토) 바이오정보기술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조환규 교수(부산대)

P3.9-01 웹 서비스 기반 바이오 정보 통합 분석 도구
최요한․유성준(세종대), 김민경․박현석(이화
여대)

P3.9-02 Pathway Database 통합 활용을 위한 웹 서비스 
환경 구축
이호일․유성준(세종대), 김민경․박현석(이화
여대)

P3.9-03 대사경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명상․정태성․조완섭․노동현(충북대)

P3.9-04 단백질 이차구조의 검색을 위한 클러스터링된 
세그먼트 인덱싱
서민구․박상현(연세대)

P3.9-05 상호작용 및 도메인 정보를 이용한 단백질 기능 
분석 시스템
김기봉(상명대)

P3.9-06 고정된 패턴 리스트를 사용한 단백질 2차 구조
의 검색
나상준․박상현(연세대)

P3.9-07 심혈관계 질환 진단용 DNA 컴퓨팅 시스템 모듈
로서의 C-반응 단백질-결합 앱타머 개발
김수동(서울대), 류재송․김성천(제노프라), 장
병탁(서울대)

P3.9-08 다양한 아미노산 속성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
용 예측
최일영․정유진(한국외대)

P3.9-09 Haplotype Reconstruction 소프트웨어의 성능 
평가 및 비교
김상준․나경락․여상수․김성권(중앙대)

P3.9-10 열역학적 데이타를 이용한 26도시 Traveling-
Salesman Problem 시뮬레이션
장하영․신수용․장병탁(서울대)

P3.9-11 Java3D를 이용한 PSAML 시각화 도구
류기현(창원대), 이명준(울산대), 이수현(창원
대)

P3.9-12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e-HEALTH 시스템의 구현
신승철․유창용․강재환․남승훈․송윤선․임
태규․이정원․박덕근․김승환․김윤태(ETRI)

P3.9-13 구조적 특징에 기반한 대사 경로 드로잉 알고리
즘의 설계 및 구현
이소희․송은하․이상호․박현석(이화여대)

P3.9-14 진화 알고리즘을 통한 전사 조절 모티프 조합 탐색
이제근․정제균․오석준․장병탁(서울대)

P3.9-15 Haplotype 블록 분할을 위한 LD 기반 알고리즘
나경락․김상준․여상수․김성권(중앙대)

P3.9-16 SMS : SBML 문서관리기
임정곤․김태경․정태성․조완섭(충북대)

P3.9-17 가중치를 갖는 문자의 개수를 서명으로 이용한 
DNA 인덱스 구조
김우철․민준기․박상현(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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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18 PromSearch를 이용한 인간 염색체 22번의 프로
모터 예측

김윤희․김병희․장병탁(서울대)

2004년 4월 24일(토) 병렬처리 시스템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허정호 교수(동국대)

P3.5-01 효율적인 생물정보 서열검색을 위한 PC-클러스
터 시스템의 구현
공재근․좌용권․박정선․유선주(보건산업진흥
원), 이문상(㈜이파워게이트)

P3.5-02 파장변환을 고려하는 WDM 네트워크에서 잔여 
링크를 최대화하는 파장 할당 알고리즘
신자영․김성천(서강대)

P3.5-03 그리드3: 데이타 그리드
권기환․김복주․한대희․조기현․오영도․손
동철(경북대), 이지수(KISTI)

P3.5-04 탈중심분산팜(DeCentralized Analysis Farm)의 
구현
한대희․권기환․조기현․오영도․손동철(경북
대), 이지수(KISTI)

P3.5-05 Easy Backfill에 기초한 그리드 컴퓨팅 다중 큐 
스케쥴링 기법
박미선(안양대), 박기진(아주대)

P3.5-06 모바일 Ad-hoc 네트워크에서 AODV 기반의 에
너지 소비와 경로를 고려한 라우팅 프로토콜
박상현․김성천(서강대)

P3.5-07 Computational Grid 상에서 네트워크 성능정보
를 고려한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스 할당 방법
조수현․김영학(금오공대)

P3.5-08 PVFS를 위한 홈 기반 상호 협력 캐쉬의 설계 및 
구현
황인철․정한조․맹승렬․조정완(KAIST)

P3.5-09 서비스 기반 구조의 그리드를 위한 통합 인증 및 
권한 위임 방법
김상완․박형우(KISTI), 김종(포항공대)

P3.5-10 SDIO에서 RAID 레벨 5의 효율적인 구현
김호진․황인철․맹승렬․윤현수(KAIST)

P3.5-11 Grid workflow system을 이용한 인공 심장 
parallel pipelined volume rendering system
박진성․류소현․권용원․정창성(고려대)

P3.5-12 다중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Co-Allcation 알고
리즘
권석면․김진석(서울시립대)

P3.5-13 Grid Service를 이용한 AG Node 호출
임중호․이태동․정혜선․유승훈․장재형․최
기영․정창성(고려대)

P3.5-14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의 실험적 구현
강오한․강상성(안동대), 김시관(금오공대)

P3.5-15 그리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선택 시스템의 설계
정평재․이윤석(한국외대)

P3.5-16 분산 시스템의 코디네이터 선출 알고리즘 성능 
비교
김기(한동대), 최은미(국민대)

P3.5-17 그리드 컴퓨팅에서 자원할당을 위한 실시간 스
케줄링 정책
최준영(한양대), 이원주(두원공대), 전창호(한양
대)

P3.5-18 데이터 그리드에서의 작업 예약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김미옥․R.S.Ramakrishna(KJIST)

P3.5-19 MPI를 활용한 PI(π)값 계산 병렬화 알고리즘
최민․맹승렬(KAIST)

2004년 4월 23일(금) 소프트웨어 공학 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5:00-16:00 좌장 : 이상운 교수(원주대)/정화영 교수(예원예술대)

P1.3-01 사용자 참여와 요구사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요구사항 관리 도구
김현정․최호진․이화연(ICU)

P1.3-02 CMM과 XP를 적용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계획 
수립
이화연․최호진(ICU), 이도재(KT)

P1.3-03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 상호운용성 측정 및 평가
를 위한 상호운용 능력 모델 개발
류동국(ADD), 김기두(홍익대), 이상일(ADD),

김영철(홍익대)

P1.3-04 UPnP 구조와 테스트 툴에 대한 고찰

정성원․장영숙(삼성전자)

P1.3-05 Composition & Transition Rule을 이용한 웹 어
플리케이션의 분석 및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 관
한 연구
김현수․최은만(동국대)

P1.3-06 디자인 패턴 기반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가능성 
분석
강영남․최은만(동국대)

P1.3-07 BtoC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테스트 기법에 관한 
연구
김연수․최은만(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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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8 소프트웨어 분석 체계
박대성․강성원(ICU)

P1.3-09 정보화 사업을 위한 표준/지침 분류체계 연구
변현진․문재형․신신애․이헌중(한국전산원)

P1.3-10 원전 MMIS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험 프레
임웍 개발
이종복․서상문․서용석․장귀숙․금종용․구
인수(원자력연구소)

P1.3-11 컴포넌트기반 원격프로세스 심사지원 도구의 설
계와 구현
박정민․이은석(성균관대)

P1.3-12 상호운용 성숙도 모델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측
정 사례 연구
문소영(홍익대), 류동국(국방과학연구소), 서지
연․김영철(홍익대)

2004년 4월 24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진광윤 교수(삼척대)/오기성 교수(동원대)

P3.4-01 분산환경에서의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이혜선․이은배․고현희․박재년(숙명여대)

P3.4-02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즈니스 이벤트의 가시
적 응집도 향상 모델과 측정 방법
김진영․김정옥․유철중․장옥배(전북대)

P3.4-03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 자바가
상머신의 설계
윤승환․이승룡(경희대)

P3.4-04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정량적 품질평가를 위
한 프레임워크
강승훈․이길섭․이승종(국방대)

P3.4-05 웹 응용 재공학에 기반한 핵심 애셋의 추출
이광우․이병정(서울시립대), 김희천(방송통신

대), 우치수(서울대)

P3.4-06 MAG : WAP 푸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응용 생성기
강이지․박은희․음두헌(덕성여대)

P3.4-07 자동화된 시멘틱 웹서비스의 조합을 위한 
OWL-S 모델의 확장
이승근(인하대), 이세훈(인하공전), 이정현(인하
대)

P3.4-08 TDD를 위한 개선된 테스트 프레임워크 설계
손병길․류호연․박재흥(경상대)

P3.4-09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고려사항
권도형․최윤석․정기원(숭실대)

2004년 4월 24일(토) 운영체제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김선욱 교수(고려대)/이강 교수(한동대)

P2.5-01 편재형 컴퓨팅을 위한 Qplus-P실시간 임베디드 
운영체제
강우철․정영준․손동환․김가규․윤희철․이
형석(ETRI)

P2.5-02 관찰자 에이전트를 이용한 이동 에이전트 결함 
내성 기법
윤재환․박태순(세종대)

P2.5-03 계측장비 무선제어를 위한 Qplus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박영진․정경호․안광선(경북대)

P2.5-04 PDA용 임베디드 리눅스 파일 시스템 설계
장승주․황정현․류진영(동의대)

P2.5-05 PDA용 Windows CE 파일 시스템 설계
김기환․남진우․장승주(동의대)

P2.5-06 Ickpt: 페이지 폴트를 사용한 효율적인 점진적 
검사점
이상호․허준영․김상수․조유근(서울대), 홍지
만(광운대)

P2.5-07 컴포넌트의 비동기적 교체를 이용한 동적 재구
성 기법

송인준․김영필․김경윤․유혁(고려대)

P2.5-08 점진적 검사점에서 복구와 쓰레기 수집을 위한 
효율적인 병합 알고리즘
허준영․이상호․조유근(서울대), 홍지만(광운대)

P2.5-09 프레임버퍼를 이용한 디바이스 통합 제어 모듈
의 설계 및 구현
송영호․성재용․이철희․김대영․이호근(한백
전자기술연구소), 권택근(충남대)

P2.5-10 실시간 객체 TMO를 이용한 로봇 제어 모델링
곽상훈․김현주․서한석․김정국(한국외대)

P2.5-11 실시간 운영체제를 위한 2단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설계 및 구현
이재규․조문행․정명조․이철훈(충남대)

P2.5-12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메모리 누수 방지 기법 설
계 및 구현
조문행․양희권․이철훈(충남대)

P2.5-13 실시간 운영체제의 태스크 사용시간 측정 방법 
구현
양희권․박윤미․류현수․이철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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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4 다중처리기 상의 실시간 스케줄링을 위한 동일 
우선순위 처리 정책의 비교
박민규․한상철․김희헌(서울대), 조성제(단국
대), 조유근(서울대)

P2.5-15 운영체제 행위의 이해를 위한 확장적 시각화 
도구
강정혜․박미영․구금서․전용기(경상대)

P2.5-16 실시간 운영체제의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설계 
및 구현
박윤미․이재규․이철훈(충남대)

P2.5-17 NAND 플래시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접
근계층의 설계 및 구현
박정태․최문선․김성조(중앙대)

P2.5-18 SyncCharts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RTOS Scheduling 검증
이수영․안영아․김진현․류갑상․최진영(고려대)

P2.5-19 실시간 시스템에서 검사점 작성을 하는 태스크
의 최악 수행시간 분석
김상수․홍지만․조유근(서울대)

P2.5-20 동적 재구성 가능한 운영체제를 위한 인터럽트 
관리 기법
김영필․송인준․유혁(고려대)

P2.5-21 NAS 시스템을 지원하는 NDMPv3 서버모듈 개발
박상현․민수영․이형수(전자부품연구원), 김정
국(한국외대)

2004년 4월 24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박종승 교수(인천대)

P3.7-01 e-Learning상에서 온라인시험 응시자 인증에 관
한 연구
조길익․곽덕훈(방송통신대)

P3.7-02 무선랜 위치 추적을 활용한  버스 교통의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 구조
강효성․김재훈(아주대)

P3.7-03 시트콤 동영상에서 MPEG-7 시각 기술자를 이용
한 Scene 배경의 자동 분류 방법
전재욱․손대온․낭종호(서강대)

P3.7-04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RFID기반 소프
트웨어 개발
김정년․박상성․장동식(고려대)

P3.7-05 시각 프로그래밍을 위한 공동 개발 환경
조용윤․박호병․유재우(숭실대)

P3.7-06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및 관리
박종원․이긍해(항공대)

P3.7-07 PDA환경에서의 MPEG-4 컨텐츠 저작도구
이송록․임영순․김상욱(경북대)

P3.7-08 아바타 행위에 대한 작업레벨 표현 및 제어기법
김재경․오재균(연세대), 임순범(숙명여대), 최

윤철(연세대)

P3.7-09 시맨틱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XML 문서 트랜스
코딩
이진상․송특섭․손원성․고승규(연세대), 임순
범(숙명여대), 최윤철(연세대)

P3.7-10 이미지코드와 증강현실을 이용한 U-카탈로그 서
비스 설계
김의재․정철호․한탁돈(연세대)

P3.7-11 Topic Map을 이용한 3차원 가상환경 탐색항해 
도구 설계
김학근․유석종(한밭대), 임순범(숙명여대), 최
윤철(연세대)

P3.7-12 지시막대인식을 이용한 HCI
전미영․류승필(세명대)

P3.7-13 이동 단말 환경을 위한 미디어 스위칭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상옥․김장하․이강희․김상욱(경북대)

P3.7-14 동영상 크기 및 품질 예측에 기반한 동적 동영상 
어댑테이션
김종항․남기용․이상민․낭종호(서강대)

2004년 4월 24일(토) 인공지능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현우석 교수(한국성서대)

P2.3-01 사용자에 따라 검색 결과의 순위를 적용하는 
DQL 검색 시스템
김제민․박영택(숭실대)

P2.3-02 SVM(Support Vector Machines)의 하드웨어 설
계 및 구현
진종렬․김동성․박종서(항공대)

P2.3-03 의료데이타마이닝을 위한 특징축소와 베이지안
망 학습
정용규(서울보건대학)

P2.3-04 면역알고리즘을 이용한 오델로 게임전략 탐색
이근혜․강태원(강릉대)

P2.3-05 형태소 분석과 Skin-Color 분포의 Human
Det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해사이트 자동 
분류 시스템의 구현
이승만․장영헌․임정환(고려대)

P2.3-06 신경망을 이용한 빠른 서포트 벡터 분류
김광인(KAIST)

P2.3-07 시 계열 데이터에서의 연관성 발견을 위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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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차재혁(한양대)

P2.3-08 지역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능형 여행정보 제공 
시스템
고은정(ETRI), 김여정․김운․강지훈(충남대)

P2.3-09 소속 함수 학습을 이용한 퍼지 분류의 성능 개선
곽동헌(인포아이), 류정우․김명원(숭실대)

P2.3-10 개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바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조영임(평택대)

P2.3-11 계층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욕구기반 AI 모델링
권일경․이상용(공주대)

P2.3-12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강화 학습에서의 환
경 표현
이승준․장병탁(서울대)

P2.3-13 온톨로지를 통한 추론형 검색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하상범․박영택(숭실대)

P2.3-14 홍채인식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유클리드 거리
값과 멀티데이타 사용에 관한 연구
손진호(연세대), 장자인(생체인식연구센터), 이
일병(연세대)

P2.3-15 문맥정보를 이용한 이중모드 음성인식
류정우․김은주․김명원(숭실대)

P2.3-16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 에이전트 커
뮤니케이션 구조
최정화․박영택(숭실대)

P2.3-17 정보이론에 기반한 Supervised, Unsupervised
피처 선택 방법론
이상근․장병탁(서울대)

P2.3-18 온톨로지내의 계층관계를 이용한 문서검색
임수연․송무희․이상조(경북대)

P2.3-19 자동 추론을 이용한 시맨틱 웹기반의 Rules 분석
양종원․이상용(공주대)

P2.3-20 군집화 기법을 이용한 준감독 군집화의 훈련예
제 선정
김종성(부산대), 강재호(동아대), 류광렬(부산대)

P2.3-21 의미 카테고리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검색엔진
의 성능 향상
김형일․김준태(동국대)

P2.3-22 개연규칙의 활용: Plot Units의 발견
김곤․양재군․배재학(울산대)

P2.3-23 LDA를 이용한 실시간 얼굴인식 시스템 구현
박윤재․김형민(한국정보통신교육원), 고현주․
전명근(충북대)

2004년 4월 24일(토) 전산교육시스템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민미경 교수(서경대)

P2.1-1 C2 아키텍처 스타일을 이용한 웹 기반 성적처리 
시스템
정화영(예원예술대), 송영재(경희대)

P2.1-2 자료구조 학습을 위한 자기 주도적 코스웨어 설
계 및 구현
민경혜(전남대)

P2.1-3 교수․학습 도구로써의 전자교과서 설계 및 구현
황정순․이경현(부경대)

P2.1-4 협동학습을 지원하는 웹기반 적응형 교수 시스템
최숙영․백현기(우석대)

P2.1-5 초등 컴퓨터 교육에서 역할 놀이를 통한 정렬알
고리즘의 교수학습 
임화경․김진아․배진호․백대현․김현배(부산

교대)

P2.1-6 초등 컴퓨터 교육에서 문제중심 모형을 통한 네
트워크 개념의 교수학습 설계
임화경․이수정․배진호․백대현․김현배(부산
교대)

P2.1-7 멀티미디어 모바일 학습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순기․김창수(부경대)

P2.1-8 기사 시험을 위한 웹기반 학습 시스템의 설계 
류희열(동의공대), 김은정(부산외대)

P2.1-9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개선안
김창용․배재학(울산대)

2004년 4월 23일(금) 정보보호 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5:00-16:00 좌장 : 김태훈 박사(KISA)

P1.5-01 정책을 이용한 Host 기반의 침입탐지 시스템 설
계 및 구현
박익수․이경효․이군승․명근홍․오병균(목포대)

P1.5-02 IDS를 위한 룰 보호기법
이완수․손형서․김현성․부기동(경일대)

P1.5-03 무선랜 AP를 이용한 무선랜 침입자 탐지 방법 

연구
신동훈․김동현(정보보호진흥원)

P1.5-04 TTL 기반 개선된 패킷 마킹 기법을 이용한 공격 
근원지 역추적 기법
김길한․이형우(한신대)

P1.5-05 IPv6의 공격 근원지 역추적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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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임인빈․최재호(전북대)

P1.5-06 말단 호스트의 관점에서 본 Pi 필터의 효율적인 필
터링을 위한 최적의 표기 비트 크기에 관한 연구
김순동․홍만표․김동규(아주대)

P1.5-07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패킷 마킹 기법
임희란․홍만표(아주대)

P1.5-08 DDoS 공격패킷 탐지를 위한 Pi 분석방법
이현주․이형준․홍만표(아주대)

P1.5-09 웹 로그 마이닝을 통한 실시간 웹 서버 침입 탐지
진홍태․박종서(항공대)

P1.5-10 라디우스 인증 서버를 이용한 Rogue AP 차단 
시스템 설계
김동필․강철범․김상욱(경북대)

P1.5-11 모바일 환경 적응 시스템을 위한 보안 서비스 구
조 설계 및 구현
김수형․장철수․노명찬․김중배(ETRI)

P1.5-12 PI Mechanism을 이용한 효율적인 Hop Count
Filtering 구현

정용훈․홍만표․예홍진(아주대)

P1.5-13 P2P 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e-Commerce 모델
위성균․이경현(부경대)

P1.5-14 CC기반 통합제품 평가업무량 모델 및 정보보호
제품 분류체계
최승․최상수․이강수(한남대)

P1.5-15 컴포넌트 개발방법을 이용한 보안 강화 엔진 구현
김은아․김미희․채기준(이화여대)

P1.5-16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Java Card를 이용한 XML
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장창복․김동혁․조성훈․최의인(한남대)

P1.5-17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보안패치 분배를 위한 
DB구축 및 검색 방법에 관한 연구
이상원․김윤주․문종섭(고려대), 서정택(국가
보안기술연구소)

P1.5-18 하부노드 보안관리을 위한 에이전트 설계
배현철․김상욱(경북대)

P1.5-19 분산 야누스 시스템
조선제․이경현(부경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보호 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유기영 교수(경북대)

P2.8-01 편재형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802.15.4 보안 연구
조승환․박승민(ETRI)

P2.8-02 3D-DCT 계수를 적응적으로 이용한 비디오 워터
마킹
한지석․신현빈․문영식(한양대)

P2.8-03 모바일에이전트를 이용한 SLP보안
황영덕․조인휘(한양대)

P2.8-04 센서 네트워크의 다층형 데이타 보안 방법
박수용․김성수(아주대)

P2.8-05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한 역할기반 접근 제어 모델 
설계
노승민․이수철․황인준․박상진․김현주(아주
대)

P2.8-06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계층적인 사전 키 분
배 방법
김복순․조기환(전북대), 이행곤(KISTI)

P2.8-07 이동 애드혹망에서의 보안 라우팅 프로토콜
박준석․조인휘(한양대)

P2.8-08 보안패치 자동분배를 위한 패치 DB 자동구성 

방안
민동옥․손태식․서정택․구원본․장정아․고
려대(고려대)

P2.8-09 162비트 Optimal Normal Basis상의 ECC
Coprocessor의 구현
배상태․백동근․김홍국(KJIST)

P2.8-10 모바일 환경의 원격의료 인증 시스템
오근탁․김경주․이윤배․이성태․이영신(조선
대)

P2.8-11 프로토콜 바인딩 기법을 적용한 단일인증기반 
이질적 인증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연구
권오현(중앙대), 황준(서울여대), 김영찬(중앙대)

P2.8-1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TMUCert를 이용한 안전한 
지불방식
조영복․김형도․이상호(충북대)

P2.8-13 GF(p)상의 Scalable한 몽고메리 곱셈기
이광진․장용희․권용진(항공대)

P2.8-14 효율적인 오용 방지 다자간 서명 프로토콜
주홍돈․장직현(서강대)

2004년 4월 23일(금) 정보통신 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5:00-16:00 좌장 : 조준모 교수(동명대)

P1.2-01 이메일 개인 프록시 서버
오서균․국대근․곽후근․정규식(숭실대)

P1.2-02 휴대 인터넷과 cdma2000 이동통신망의 밀결합 

연동 방안
이건백․조진성(경희대)

P1.2-03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의 트랜스코딩과 캐슁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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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transco-prefix caching algorithm
설성운․서대화(경북대)

P1.2-04 IPv6 상에서의 실시간 처리용 DCP 프로토콜
이영준․조인휘(한양대)

P1.2-05 Bluetooth Scatternet Formation에 관한 연구
안호성․황진옥․민성기(고려대)

P1.2-06 웹서비스에 기반한 콘텐츠 라우팅 설계
이준희․조용환(충북대)

P1.2-07 Large-scale MANET에서의 동적 주소 할당에 관
한 연구
현정조․황진옥․민성기(고려대)

P1.2-08 블루투스 Piconet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원
격 제어
장윤석․정경호․안광선(경북대)

P1.2-09 양방향 방송에서의 개인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수진․황철현․박용준(온빛시스템)

P1.2-10 데이터 그리드를 위한 네트웍 퍼포먼스 측정
권기환․한대희․조기현․오영도․서준석․손
동철(경북대), 이지수(KISTI)

P1.2-1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 기반 구조의 
신뢰도 향상 기법
최호영․최창열․김성수(아주대)

P1.2-12 RS-232C 통신을 이용한 무선 이동단말기 신뢰성 
측정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옥경달․이상범(단국대), 김민석(이지엠텍)

P1.2-13 CC/PP와 애노테이션에 기반한 웹 문서 트랜스
코딩
김회모․이경호(연세대)

P1.2-14 클러스터링 웹 서버 환경에서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동적 부하분산 시스템
이명섭․김환섭․박창현(영남대)

P1.2-15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신뢰성 모델링을 위한 정
량적 분석법
최창열․김성수(아주대)

P1.2-16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TFMCC 알고리
즘의 개선 방안
김주영․정영준(강원대)

P1.2-17 향상된 Approximated Vertex Cover(VC)을 이용
한 AS망에서의 D-DoS 공격의 효율적 차단 
이재훈․장주욱(서강대)

P1.2-18 네트워크 기반 컴퓨팅에서 신인도에 따른 서비
스 수준 보상 기법
이진성․최창열․박기진(아주대)

P1.2-19 IEEE1394 기반의 멀티미디어 홈 네트웍을 위한 
코바 기반의 등시성 연결 관리 구조
이동규․오주용․정기훈․이명진․강순주(경북대)

P1.2-20 단순 FIFO 기반 GFR 구현 기법에서의 TCP 성
능 평가
박인용(금오공대)

P1.2-21 효과적인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요구 

선호 버퍼 관리
방철석․정인범(강원대)

P1.2-22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
한 전력 관리 기법
장세환․차호정(연세대)

P1.2-23 웹 서비스를 이용한 다중 서버 관리 시스템 설계
홍석건․김정희․곽호영(제주대)

P1.2-24 J2ME 디바이스를 위한 써로게이트 시스템 설계
장준․최훈(충남대)

P1.2-25 Ad Hoc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의 연결을 제공
하는 모바일 IP의 동적 에이전트 광고
최대인․정진우․강현국(고려대)

P1.2-26 전이 환경에서 이중 스택 메커니즘을 사용한 이
동 IPv4와 이동 IPv6 연동 문제 해결 방안 연구
권금연․황인준․강현국(고려대)

P1.2-27 자바 언어 기반 디지털 방송용 MPEG-2 패킷 분
석 시스템
김인희․황준(서울여대)

P1.2-28 이동 환경에서 전이 메커니즘 지원을 위한 
NAT-PT 확장
황인준․권금연․강현국(고려대)

P1.2-29 무선망에서의 음성 트래픽 측정
김지수․최대인․정진우․강현국(고려대)

P1.2-30 경제적인 모바일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김창영․배재학(울산대)

P1.2-31 Parlay API 기반의 날씨정보 SMS Web Service
설계 및 구현
구연헌(안동대), 이용주(ETRI), 이준원(안동대)

P1.2-32 Mobile Ad-Hoc Network 상에서 제안된 이동노드의 
자동 주소할당 및 자동설정 기법의 비교분석
봉진숙․성수련․신용태(숭실대)

P1.2-33 이동 임시 무선망에서의 효율적인 다중 홉 클러
스터 라우팅 프로토콜
이현철․김시관(금오공대)

P1.2-34 기지국 버퍼 상태를 이용한 TCP 성능 향상 기법
김남기․김동욱․윤현수(KAIST)

P1.2-35 Mobile IPv6 용 무선랜 모듈의 설계 및 구현
강건수․공인엽․이정태(부산대)

P1.2-36 무선 단말기 상에서의 효율적인 이미지 및 폰트 
처리
강신상․옥경달․이상범(단국대)

P1.2-37 On-Demand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에드
혹 네트워크에 적합한 P2P 시스템
김영복․장주욱(서강대)

P1.2-38 Ad Hoc Network에서 Neighbor Topology을 고
려한 Dynamic Adaptation Query Flooding
이학후․안순신(고려대)

P1.2-39 P2P 네트워크에서의 오디오 스트리밍 시스템
정의현(안양대), 김성진(한양여대)

P1.2-40 지역적 이동성 지원을 위한 이동성 관리 방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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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및 성능분석
최현덕․우미애(세종대)

P1.2-41 내용기반 화상검색 시스템의 화상 특징 추출을 
위한 PC-Cluster의 설계 및 구현
김영균․오길호(금오공대)

P1.2-42 무선 네트워크에서 Proxy를 이용한 동적 멀티미
디어 서비스 분배 아키텍쳐
최기철․우시남․안순신(고려대)

P1.2-43 모바일 P2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경량 스

트리밍 서버 Cappuccino Bubble 설계 및 구현
전성규․김태형(한양대)

P1.2-44 UPnP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김찬욱․이성준․이은진․안광선(경북대)

P1.2-45 글로버스를 이용한 분산 웹 크롤러의 설계 및 구
현
이지선․김양우(동국대), 이필우(KISTI)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박인용 교수(금오공대)

P2.4-01 이종망간 OAM 상호 연동을 위한 변환기 설계
양진홍․강수진․김철수(인제대)

P2.4-02 모바일 비즈니스 응용서버의 개발
장철수․노명찬․김수형․박중기․김중배
(ETRI)

P2.4-03 Integrated-QoS 기반의 수락 제어를 실행하는 
Enhanced Diffserv 설계
김경혜․정영환․박우진․송지수․안순신(고려대)

P2.4-04 IPv6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고품질 화상회의 응
용 개발
이병욱․조호식․유태완․최양희(서울대), 인민
교․이승윤(ETRI)

P2.4-05 비정지궤도 이동위성 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채널용량 분석
오형준․김종진․송하윤․원유헌(홍익대)

P2.4-06 혼합형 P2P 계층 그룹의 서비스를 위한 작업 관
리자 이동 에이전트 설계
이석희․김병성․김성열(청주대)

P2.4-07 의미 기반 정보 검색을 제공하는 이미지 게시판 
시스템
정의현(안양대), 조동찬(한양대)

P2.4-08 OPC 기반의 OLE 컨트롤들을 위한 컨테이너의 
연구
박성규․심민석․유대승․김종환․이명재(울산대)

P2.4-09 OPC(OLE for Process Control)와 분산형 보안 서비
스 기반의 유연한 멀티 프로세스 컨트롤 모델
심민석․박성규․유대승․김종환․이명재(울산대)

P2.4-10 SOAP기반의 분산처리 스케줄링 프레임웍:
pyBubble
이동우․최지현․성기문․R.S.Ramakrishna

(KJIST)

P2.4-11 동적 소스 라우팅에서의 효율적인 파워 세이빙 
알고리즘
정다운․노원종․한규호․임경수․안순신(고려대)

P2.4-12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서 부하분산 제어기법
송찬호(고려대)

P2.4-13 WRFMC의 Noise Floor 감소를 통한 최적설계 

방안
이춘성(세종대)

P2.4-14 B2B e-Marketplace에서 웹 에이전트 기반 추천 
시스템
박성준(공주영상정보대학), 김영국․김룡(충남대)

P2.4-15 IPv6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기반 이동성 제
공 방안의 TCP 성능 분석
박호현․우미애(세종대)

P2.4-16 다중 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재전송방식이 성능
에 미치는 영향
한진우․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P2.4-17 홈 게이트웨이상에서 이더넷 접속용 VoIP 장비 
개발
이용수․정중수(안동대)

P2.4-18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QoS 제공 방법
정의헌․김화성(광운대)

P2.4-19 초고속 휴대 인터넷에서의 핸드오버 시 차별적
인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버퍼링 메커니즘
박호진․김화성(광운대)

P2.4-20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AODV기반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정왕부․정원도․김종범․박준성․박찬흠․서
현곤․김기형(영남대)

P2.4-21 Multiple DiffServ 환경에서 종단간 QoS를 지원
하는 Marking Mechanism
김대희․박우진․정영환․김경혜․안순신(고려대)

P2.4-22 MDO를 위한 분산 컴퓨팅 시스템
김신의․정갑주․이재우․김종화․김우현(건국대)

P2.4-23 임베디드 환경을 위한 TCP의 새로운 버퍼관리 
메커니즘
이승호․이선헌․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P2.4-24 지연과 신뢰성을 고려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제공 방안
이상옥․김상하(충남대)

P2.4-25 ANTLR을 이용한 MEGACO 파서의 개발
황의윤․허정석(울산대), 김성규(㈜온넷기술)․

이명준(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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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26 JXTA를 이용한 타 P2P 시스템과의 연결
한진수․김태형(한양대)

P2.4-27 Ad hoc 환경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기반한 
Jini Service Locator 선출 알고리즘
안성우․고영배․김재훈(아주대)

P2.4-28 자바가상머신을 위한 클래스 로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유용선․류현수․김용희․이철훈(충남대)

2004년 4월 24일(토) 정보통신 I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권태경 교수(서울대)

P3.3-01 소음 측정용 유비쿼터스 시리얼 센서장치를 인
터페이스 할 수 있는 PDA기반 센서 게이트웨이
의 설계 및 구현
송호근․서주홍․류대현․신승중․나종화(한세
대), 최만림(AVISS)

P3.3-02 Remote-Agent를 통한 모바일 File Search 설계 
및 구현
곽동규․김상태․이유근․박원배(경북대)

P3.3-03 실시간 운영체제 iRTOSTM상의 KVM 메모리 관
리 체계내에서 효율적인 가비지 콜렉션의 설계 
및 구현
최인범․유용선․이철훈(충남대)

P3.3-04 모바일 컴퓨팅 환경을 위한 원격지 리소스 접근 
방법 구현
이유근․김상태․곽동규․박원배(경북대)

P3.3-05 다중 NAT-PT를 이용한 IPv4/IPv6 변환 개선
방법
최원순․노희영(강원대)

P3.3-06 리눅스 기반의 WebDAV 클라이언트의 설계
황의윤․안건태․정혜영․김진홍․이명준(울산
대)

P3.3-07 XML 기반의 구조화된 그래픽 표현을 위한 SVG
문서 저작시스템
배희재․송병규․김윤기․김창수․정회경(배
재대)

P3.3-08 MPEG-4 저작도구 기반의 MPEG-4 IPMP 시스
템 설계 및 구현
전기호․박철민․최일선․김창수․정회경(배
재대)

P3.3-09 실시간 운영체제를 위한 IPv4 TCP/IP 구현
양희권․최인범․김용희․이철훈(충남대)

P3.3-10 모바일 장치를 위한 XML 파서의 설계
장주현․노희영(강원대)

P3.3-11 네트워크기반의 이상침입탐지를 위한 퍼지신경
망에 대한 연구
김도윤(목포과학대학), 서재현(목포대)

P3.3-12 고속 TCP에서 혼잡으로부터 혼잡 제어창의 빠
른 회복 메커니즘
전진영․서유화․강정호․피영수․신용태(숭
실대)

P3.3-13 네트워크 프로세서 기반의 프로토콜 오프로드 

엔진 구현 및 성능측정
김주홍․김대영․조혜영(한국정보통신대), 정성
인(ETRI)

P3.3-14 비대칭 Ad Hoc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MAC 프로토콜
이성희․고영배․김재훈(아주대)

P3.3-15 ATM 망에서의 MPEG 비디오를 위한 2계층 대
역폭 할당 기법
박성구․황종선(고려대)

P3.3-16 Gnutella Protocol 기반 네트워크에서 P2P응용을 
위한 캐싱 기법
김병룡․김기창(인하대)

P3.3-17 그룹 이동성 모델에서 전방향 벡터를 이용한 정
확한 파티션 시간 예측
하남구․이병직(경북대), 황성호(포항공대), 한
기준(경북대)

P3.3-18 개방형 LBS 기반 모바일 Poll 시스템 개발
김철민․박기창․김병기(전남대)

P3.3-19 암호화 알고리즘이 웹 서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
정기훈․노삼혁(홍익대)

P3.3-20 ENUM 서비스를 이용한 화상 인식 URI 구조에 
관한 연구
최지원․강현식․김기천(건국대)

P3.3-21 다중 지역 이동 에이전트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
간 기반 복제 기법을 위한 이동 에이전트 위치 
관리 프로토콜
윤준원․최성진(고려대), 양권우(공주교대), 손
진곤(방송통신대), 황종선(고려대)

P3.3-22 다수 사용자용 온라인 게임에서의 이중 시간간
격을 이용한 상태 동기화
김상철(한국외대)

P3.3-23 EPON을 위한 서비스별 대역폭 할당 알고리즘 
설계
조병희․정민석(경북대), 류상률(청운대), 김승
호(경북대)

P3.3-24 Ad-hoc 망에서 동적 임계값을 이용한 부하균등 
라우팅 프로토콜
한욱표․이춘재․정영준(강원대)

P3.3-25 리눅스 기반 인스턴트 메시징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종민․이성용․최창열(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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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26 유무선 네트워크망에서 적응형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위한 이중 캐슁 프록시
백장운․서대화(경북대)

P3.3-27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요와 발전방향

구본준․김기천(건국대)

P3.3-28 HMm 시스템을 위한 VoIP 단말 설계 및 구현
백승권․송평중(ETRI)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구조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김선욱 교수(고려대)/이강 교수(한동대)

P2.6-01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위한 파이프라인 제
어로직
배상태․김홍국(KJIST)

P2.6-02 저비용 FPGA를 이용한 AES 암호프로세서 설계 
및 구현
호정일․이강․조윤석(한동대)

P2.6-03 참조 예측기를 채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력 
분석 모델

이춘희(충북대), 문현주(나사렛대), 전중남․김
석일(충북대)

P2.6-04 임베디드 자바가상기계에서 외부 단편화 최소화
를 위한 메모리 할당
김성수․양희재(경성대)

P2.6-05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JTAG 기반의 
디버깅 도구
김병철․강문혜․전용기(경상대), 임채덕(ETRI)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 그래픽스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오경수 교수(숭실대)

P3.8-01 물리 기반 차이니즈탑 시뮬레이션
송병수(경북대), 김은주(동명정보대), 류관우(경
북대)

P3.8-02 도식화 피스기반 패션 디자인 시스템
김영운․정성태․정석태․이용주(원광대), 홍경
옥․조진애(원광보건대학)

P3.8-03 영상유도시술을 위한 거리지도기반 2D-3D 혈관
영상 정합
송수민․최유주․김민정․김명희(이화여대)

P3.8-04 네비게이션 메쉬 상에서의 우선순위기반 충돌 
회피
전승호․김형일․김준태․엄기현․조형제(동국대)

2004년 4월 23일(금)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5:00-16:00 좌장 : 현기호 교수(영산대)/김진용 교수(혜천대학)

P1.4-01 단일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구조의 조
밀한 복원
박정우(ICU), 박종승(인천대), 황용구․이만재
(ICU)

P1.4-02 다층 신경망 구현에서의 GPU 사용
정기철․오경수(숭실대)

P1.4-03 윤곽선 검출을 위한 DSC와 기존 알고리즘 비교
오종훈․정창성(고려대)

P1.4-04 근심 추정 기반의 내부 카메라 파라미터 보정
이동훈․김복동․정순기(경북대)

P1.4-05 다중 영상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소실점 추출
차영미․이동훈․김복동․정순기(경북대)

P1.4-06 그림자가 있는 차량 번호판의 이진화
서병훈․김병만․오득환(금오공대)

P1.4-07 Client/Server구조를 이용한 PDA기반의 문자 추
출 시스템
박안진․정기철(숭실대)

P1.4-08 경계선 에지 선택을 이용한 정확한 객체 칸투어 
추적

김태용(고려대), 박지헌(홍익대), 이성환(고려대)

P1.4-09 소속도 함수와 신경망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정
보의 분류
염해영․문영식(한양대)

P1.4-10 연상메모리를 이용한 저해상도 및 저대비 문자 
영상 인식
정찬호(서강대), 김대철(LG전자), 김경환(서강대)

P1.4-11 워터쉐드 변형을 이용한 폐 영상 분할
김희숙․탁정남․이귀상․김수형․홍성훈(전남대)

P1.4-12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이용한 객체 추출
김창근․유재명․이귀상(전남대)

P1.4-13 MAXSHIFT 방법에서의 다중 관심영역 부호화 
적용에 관한 기법
설성일․황도연․이한정․유강수․김종서․곽
훈성(전북대)

P1.4-14 주의기반 실시간 물체추적 시스템
조진수․이일병(연세대)

P1.4-15 테트리스 게임을 위한 비젼 기반의 인터페이스
김상호․장재식․김항준(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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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6 자연 환경 비디오에서 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한 
혼합 현실
김형진(ICU), 박종승(인천대), 이만재(ICU)

P1.4-17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위한 배경 모델링과 응용
최정훈(경북대), 조정현(영남이공대), 김승호(경

북대)

P1.4-18 Color calibration과 Stereo Information을 이용한 
프로젝션 화면 내의 전경물체 검출
홍광진․정기철(숭실대), 강현(경북대)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곽노윤 교수(천안대)

P2.7-01 파라메트릭 손 포즈 공간에서 방향성 히스토그
램 데이타를 이용한 손 포즈 인식 
김종민․위승정․양환석․이웅기(조선대)

P2.7-02 컬러 영상에서 구성요소 융합을 이용한 얼굴 
검출
이주현․이윤미․손시영․이경미(덕성여대)

P2.7-03 홍채인식을 위한 강건한 특징추출 방법
김기진․손병준․이일병(연세대)

P2.7-04 모듈라 신경망이 결합된 다중 SVM 분류기를 이
용한 번호판 인식
박창석․김병만․김준우(금오공대), 이광호(목
포대)

P2.7-05 위상한정상관법을 이용한 손상된 지문의 인식
이종민․이충호․김응규(한밭대)

P2.7-06 최대 분산을 이용한 홍채 시스템의 기울기 보정
박지현․손병준․이일병(연세대)

P2.7-07 노이즈 모델에 기반한 훼손된 얼굴 영상의 인증
정호철(고려대), 황본우(버추얼미디어), 이성환
(고려대)

P2.7-08 Contrast map과 Salient point를 이용한 중요객
체 자동추출
곽수영․고병철․변혜란(연세대)

P2.7-09 고유 얼굴 분포에 기반한 퍼지 이론을 이용한 얼
굴 인식
김재협․문영식(한양대)

P2.7-10 Pan-Tilt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얼굴 검출 및 
추적 시스템
임옥현․김진철․이배호(전남대)

P2.7-111 아이겐포인트를 이용한 표정 인식
홍성희․변혜란(연세대)

P2.7-12 중심점을 이용한 무제약 필기체 한글 분할
박성호(남도대학), 조범준(조선대)

P2.7-13 배경 세선화를 이용한 한글 필기체 글자 단위 
분할
서원택․조범준(조선대)

P2.7-14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
원현석․손병준․이일병(연세대)

P2.7-15 얼굴 형태 인식을 이용한 자동 홍채 인식 시스템
허윤․이일병(연세대)

P2.7-16 지역적 품질 측정을 이용한 적응적 지문 특징점 
검증 방법
황경서․문성림․정석재․김동윤(아주대)

P2.7-17 다중 해상도 필터링을 이용한 시각주의
김동환․임도형․최경주․이일병(연세대)

2004년 4월 24일(토) 컴퓨터이론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1:30-12:30 좌장 : 심정섭 박사(ETRI)

P2.9-1 실시간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String
Matching 알고리즘 개발
김주엽(아주대), 김준기․한나래․강성훈․이상
후(경기과학고), 예홍진(아주대)

P2.9-2 효율적인 써픽스 배열 합병 알고리즘과 응용
전정은(부산대), 박희진(한양대), 김동규(부산대)

P2.9-3 Local chaining 알고리즘의 단점 및 개선 방법
이선호․박근수(서울대)

P2.9-4 Solid Grid 그래프를 위한 입출력 효율적인 
Depth-First Search 알고리즘
허준호․R.S.Ramakrishna(KJIST)

2004년 4월 24일(토) 프로그래밍 언어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정삼진 교수(천안대)

P3.2-01 JFlex와 BYacc/J를 이용한 JX-PullParser의 구현 
및 성능 평가
장주현․노희영(강원대)

P3.2-02 WIPI 기반의 모바일 단말을 위한 내장형 XML

파서 및 뷰어
강미연․김도완(아이캔텍), 정원호(아이캔텍․
덕성여대)

P3.2-03 파스 트리를 이용한 불완전 XML 문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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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윤․박용관․유재우(숭실대)

P3.2-04 추상적인 시각 프로그래밍 시스템
박영조(숭실대), 최종명(목포대), 유재우(숭실대)

P3.2-05 프로그램 변환을 통환 J2ME 프로그램의 동적 이
벤트 분석

최윤정․창병모(숙명여대)

P3.2-06 EVM을 위한 로더의 설계 및 구현
김성진․고광만(상지대)

P3.2-07 멀티패러다임 3D 모델링 DSEL의 설계
장학상․김재우․권기항(동아대)

2004년 4월 24일(토) 한국어정보처리 창의학습관 1층 테라스

14:30-15:30 좌장 : 이상곤 교수(전주대)/김병창 교수(위덕대)

P3.6-01 휴대용 단말기를 위한 한글 모음 입력 시스템
강승식(국민대)

P3.6-02 2단계 문장 추출방법을 이용한 자동 문서 요약
정운철․고영중․서정연(서강대)

P3.6-03 한글 기반의 크로스워드퍼즐 자동생성
이승희․조환규(부산대)

P3.6-04 Anchor Text 정보와 링크 정보를 이용한 정보 
검색 모델
한기덕․정성원․허희근(부산대), 이교운(울산
과학대), 권혁철(부산대)

P3.6-05 미등록 이름 명사 인식 및 성별 구분
강유환․고병일․서영훈(충북대)

P3.6-06 의학 전문용어의 정의문 자동 추출
김재호․배선미․신효식․최기선(KAIST)

P3.6-07 글자 및 발음 기반 영-한 음차표기 모델
오종훈․배선미․최기선(KAIST)

P3.6-08 자동 음차표기를 이용한 영-한 음차표기 대역쌍
의 자동 추출
오종훈․배선미․최기선(KAIST)

P3.6-09 한국어 질의응답시스템에서 구문정보에 기반한 
질의분석
신승은․서영훈(충북대)

P3.6-10 SVM을 이용한 중국어 개체명 식별
김풍․나승훈․강인수․리금희(포항공대), 김동
일(연변과기대), 이종혁(포항공대)

P3.6-11 조어법 정보를 이용한 전문용어의 영/한 번역 
시스템 개발
서충원․배선미․최기선(KAIST)

P3.6-12 결정 트리를 이용한 ‘이음표’ 문자화의 중의성 
해소
정영임․이동훈․남현숙(부산대), 윤애선(동서
사이버대), 권혁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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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수 P1.2-35

강문혜 P2.6-05

강미나 P1.1-04

강미연 P3.2-02

강석준 C4.2-2

강승식 P3.6-01

강승훈 P3.4-04

강신상 P1.2-36

강연희 C3.2-7

강영남 P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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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환 P3.6-05

강은미 C3.8-2

강이지 P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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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희 C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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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C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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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P1.5-10

김동환 P2.7-17

김  명 P1.1-11

김명욱 C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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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C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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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겸 C2.4-4

김수동 P3.9-07

김수정 C1.5-5

김수형 P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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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운 P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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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P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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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C3.1-1

김현수 P1.3-05

김현정 P1.3-01

김현준 C3.5-5

김현철 C1.5-6

김형식 C3.2-2

김형일 P2.3-21

김형일 P3.8-04

김형진 P1.4-16

김호진 P3.5-10

김홍수 C2.4-6

김회모 P1.2-13

김효승 C3.7-6

김희숙 P1.4-11

김희택 C3.1-2

나경락 P3.9-15

나종화 P3.3-01

나현철 C2.9-4

남기용 P3.7-14

노승민 P2.8-05

노재환 C3.3-7

노진홍 C2.4-1

류기현 P3.9-11

류동국 P1.3-03

류법모 C2.8-7

류정우 P2.3-15

류준길 C4.7-6

류희열 P2.1-8

모상덕 C2.4-8

문석재 P2.2-03

문성원 C2.2-7

문소영 P1.3-12

문찬호 C3.1-5

민경혜 P2.1-2

민동옥 P2.8-08

민준기 C4.9-8

민현정 C2.5-4

박대성 P1.3-08

박동식 C3.10-4

박명철 C2.9-8

박미선 P3.5-05

박미옥 C2.2-3

박민규 P2.5-14

박범주 C2.3-6

박병율 C4.7-1

박상보 C3.3-2

박상현 P2.5-21

박상현 P3.5-06

박상현 P3.9-04

박상현 P3.9-06

박상현 P3.9-17

박상호 C2.10-8



48 한국정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색인

박상훈 C2.9-3

박선영 C4.9-2

박성구 P3.3-15

박성규 P2.4-08

박성근 C2.10-2

박성준 P2.4-14

박성호 P2.7-12

박수용 P2.8-04

박수호 C2.9-7

박안진 P1.4-07

박영수 P3.1-04

박영조 P3.2-04

박영주 C4.10-3

박영진 P2.5-03

박윤미 P2.5-16

박인용 P1.2-20

박정근 C3.7-2

박정기 C2.10-4

박정민 P1.3-11

박정선 C4.9-3

박정선 P3.5-01

박정우 P1.4-01

박정태 P2.5-17

박종성 C3.2-5

박종원 P3.7-06

박종일 C2.3-5

박준석 P2.8-07

박지현 P2.7-06

박진성 P3.5-11

박진원 C1.5-4

박진홍 C3.2-1

박찬호 C4.9-6

박한샘 C3.8-5

박현일 C3.9-3

박호진 P2.4-19

박호현 P2.4-15

박홍진 C3.7-1

박희종 C2.4-7

방철석 P1.2-21

배명훈 C4.6-1

배상원 C2.7-2

배상태 P2.6-01

배상태 P2.8-09

배현철 P1.5-18

배희재 P3.3-07

백승권 P3.3-28

백장운 P3.3-26

변상희 C4.8-6

변현진 P1.3-09

복경수 C4.1-1

봉진숙 P1.2-32

서광훈 C3.1-7

서대희 C2.2-5

서병훈 P1.4-06

서원택 P2.7-13

서정철 C4.2-8

서창수 C4.4-2

서충원 P3.6-11

서현곤 C4.4-8

서효중 C3.6-5

선우종성 C4.10-7

선태봉 C1.2-2

설성운 P1.2-03

설성일 P1.4-13

설춘룡 C4.6-5

성영태 C2.7-8

손강석 C1.1-6

손기준 C2.8-5

손대온 P3.7-03

손병길 P3.4-08

손이경 C3.10-3

손진호 P2.3-14

송병수 P3.8-01

송수민 P3.8-03

송영호 P2.5-09

송은하 P3.9-13

송인준 P2.5-07

송인혁 P1.1-17

송찬호 P2.4-12

신광성 C3.9-1

신동훈 P1.1-14

신동훈 P1.5-03

신사임 C3.5-7

신성현 P1.1-02

신소연 C4.3-1

신수미 P1.1-18

신승은 P3.6-09

신승철 P3.9-12

신원준 C4.8-4

신은석 C3.9-4

신자영 P3.5-02

신현빈 P2.8-02

심규호 C3.10-8

심민석 P2.4-09

심영복 C1.1-7

심완보 C4.2-3

안만선 P1.1-16

안명상 P3.9-03

안성우 P2.4-27

안영아 C4.4-5

안찬민 C2.3-2

안형진 C2.10-7

안호성 P1.2-05

양승룡 C4.5-4

양승룡 C4.9-7

양육백 C1.4-7

양종원 P2.3-19

양진홍 P2.4-01

양희권 P2.5-13

양희권 P3.3-09

염해영 P1.4-09

예경욱 C4.3-2

오근탁 P2.8-10

오병균 P1.5-01

오서균 P1.2-01

오석영 P1.1-19

오수정 C2.5-6

오재영 P1.1-01

오정수 C4.8-5

오종훈 P1.4-03

오종훈 P3.6-07

오종훈 P3.6-08

오형준 P2.4-05

오희정 C2.6-4

옥경달 P1.2-12

원현석 P2.7-14

위성균 P1.5-13

유수경 P2.2-10

유시호 C3.8-8

유양우 C4.4-3

유용선 P2.4-28

유정연 C4.1-5

윤상식 C3.4-6

윤승환 P3.4-03

윤재환 P2.5-02

윤준원 P3.3-21

윤지현 C4.8-8

윤창호 C2.8-3

윤홍란 C3.10-5

이강희 C2.2-8

이건백 P1.2-02

이  경 C1.1-3

이경미 P2.7-02

이경신 C4.8-7

이광근 C2.6-5

이광우 P3.4-05

이광진 P2.8-13

이규남 C4.7-2

이근혜 P2.3-04

이기성 C3.5-6

이덕규 C1.5-1

이동규 P1.2-19

이동민 C3.1-8

이동우 P2.4-10

이동훈 P1.4-04

이명섭 P1.2-14

이무훈 P3.1-01

이민우 C2.3-3

이민형 P1.1-13

이민효 C1.4-6

이병욱 P2.4-04

이상갑 P2.2-01

이상근 P2.3-17

이상돈 C3.3-8

이상옥 P2.4-24

이상원 C4.2-7

이상원 P1.5-17

이상윤 C1.4-3

이상호 C3.1-4

이상호 P2.5-06

이상환 C1.4-2

이상훈 C2.4-2

이석희 P2.4-06

이선호 P2.9-3

이성민 C1.2-5

이성진 P2.2-08

이성희 P3.3-14

이세연 C3.4-4

이송록 P3.7-07

이수영 P2.5-18

이순기 P2.1-7

이승근 P3.4-07

이승만 P2.3-05

이승준 P2.3-12

이승중 C2.1-8

이승철 C2.3-4

이승호 P2.4-23

이승화 P1.1-09

이승희 C3.3-3

이승희 P3.6-03

이영준 P1.2-04

이영호 C2.6-7

이완수 P1.5-02

이용미 C2.10-5

이용수 P2.4-17

이용희 C1.1-8

이우기 P3.1-10

이욱세 C2.6-6

이원재 C2.6-2

이원진 C1.5-8

이유근 P3.3-04

이유진 P3.1-02

이재규 P2.5-11

이재혁 C3.2-4

이정림 C4.10-4

이정훈 C3.5-4

이제근 P3.9-14

이종민 C3.3-5

이종민 P2.7-05

이종복 C4.10-2

이종복 P1.3-10

이종찬 C4.7-8

이종혁 C4.6-6

이종현 C2.3-8

이좌형 C1.4-5

이주영 C3.3-4

이준승 C2.1-5

이준호 P2.3-07

이준희 C1.3-1

이준희 C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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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자 색인

이준희 P1.2-06

이지선 P1.2-45

이지현 C2.1-7

이진상 P3.7-09

이진성 C4.7-7

이진성 P1.2-18

이창우 C3.9-2

이철수 P1.5-05

이춘성 P2.4-13

이춘우 C1.2-6

이춘희 P2.6-03

이태승 C4.5-2

이태승 C4.5-3

이태훈 C1.2-4

이  택 C4.2-4

이학주 C2.10-3

이학후 P1.2-38

이현주 P1.5-08

이현철 C3.8-6

이현철 P1.2-33

이혜선 P3.4-01

이호일 P3.9-02

이화연 P1.3-02

이훈재 P1.2-17

임근수 C4.7-4

임대규 C3.9-5

임상택 C3.4-3

임성수 C4.5-5

임성준 C2.1-6

임수연 P2.3-18

임옥현 P2.7-10

임재걸 C1.2-1

임재열 C2.2-6

임정곤 P3.9-16

임정민 C2.8-6

임중호 P3.5-13

임진묵 C2.5-7

임태우 C2.1-4

임화경 P2.1-5

임화경 P2.1-6

임화정 P2.2-06

임효빈 C4.5-8

임희란 P1.5-07

임희영 C1.5-2

장동식 C1.1-1

장상수 C2.5-8

장세민 C2.8-8

장세진 C4.2-5

장세환 P1.2-22

장원영 C3.7-7

장유정 C4.1-8

장윤석 P1.2-08

장재원 C1.3-3

장주현 P3.2-01

장주현 P3.3-10

장  준 P1.2-24

장창복 P1.5-16

장철수 P2.4-02

장철진 C3.9-7

장하영 P3.9-10

장학상 P3.2-07

전기호 P3.3-08

전만철 C2.3-1

전명재 C2.7-1

전미영 P3.7-12

전성규 P1.2-43

전원용 C3.2-3

전정은 P2.9-2

전진영 P3.3-12

전철욱 C4.6-3

정경조 C3.7-3

정기철 P1.4-02

정기훈 C1.3-5

정기훈 P3.3-19

정다운 P2.4-11

정명철 C4.5-6

정선화 C3.3-6

정성원 P1.3-04

정영임 P3.6-12

정왕부 P2.4-20

정용규 C2.2-1

정용규 P2.3-03

정용훈 P1.5-12

정우성 C3.10-7

정운철 P3.6-02

정유진 C2.7-3

정유진 C4.8-1

정유진 P3.9-08

정윤재 C1.4-1

정의헌 P2.4-18

정인수 C4.3-7

정장현 C4.9-4

정재광 C2.9-1

정종윤 C3.3-1

정주미 C3.10-6

정지원 C4.1-6

정진미 P1.1-05

정찬호 P1.4-10

정태의 C2.7-7

정평재 P3.5-15

정한종 C2.6-3

정혜영 C1.3-4

정호철 P2.7-07

정화영 P2.1-1

정회상 C2.9-5

조기현 P1.2-10

조기현 P3.5-03

조기현 P3.5-04

조길익 P3.7-01

조동찬 P2.4-07

조명현 C2.5-3

조문행 P2.5-12

조병희 P3.3-23

조선제 P1.5-19

조성정 C4.9-1

조세연 C3.9-6

조수현 P3.5-07

조승환 P2.8-01

조  암 C4.1-7

조영복 P2.8-12

조영임 P2.3-10

조용윤 P3.2-03

조용윤 P3.7-05

조준하 C2.7-6

조진수 P1.4-14

주홍돈 P2.8-14

진광윤 C1.2-7

진성호 C2.4-3

진종렬 P2.3-02

진홍태 P1.5-09

진희규 C4.1-2

진희정 C2.7-4

차영미 P1.4-05

차효성 C2.1-2

천봉경 C3.8-1

최광훈 C4.3-5

최기철 P1.2-42

최대인 P1.2-25

최면욱 C4.6-2

최  민 C3.6-6

최  민 P3.5-19

최상익 C4.7-5

최석원 C3.7-5

최성만 C3.10-1

최성자 C2.8-1

최숙영 P2.1-4

최  승 P1.5-14

최요한 P3.9-01

최용욱 C2.7-5

최우영 P1.1-03

최원순 P3.3-05

최윤정 P3.2-05

최윤진 C1.1-2

최인범 P3.3-03

최정아 C4.10-6

최정화 P2.3-16

최정훈 P1.4-17

최종무 C4.7-3

최종욱 C4.10-5

최준영 P3.5-17

최준호 C4.1-4

최지원 P3.3-20

최지현 C2.4-5

최창범 C2.3-7

최창열 P1.2-15

최  현 C2.8-4

최현덕 P1.2-40

최현미 P2.2-04

최형수 C4.5-1

최호영 P1.2-11

최희열 C4.9-5

편도영 P3.1-05

하남구 P3.3-17

하상범 P2.3-13

한경식 C1.3-7

한기덕 P3.6-04

한득춘 P2.2-05

한만집 C1.2-8

한상준 C2.5-1

한상준 C2.5-5

한상준 C3.2-8

한상준 C3.5-8

한상희 C4.4-1

한승철 C2.10-6

한욱표 P3.3-24

한주현 C4.6-4

한진수 P2.4-26

한진우 P2.4-16

한창희 P1.1-12

허대영 C3.6-3

허  윤 P2.7-15

허준영 P2.5-08

허준호 P2.9-4

현정조 P1.2-07

호정일 P2.6-02

홍광진 P1.4-18

홍석건 P1.2-23

홍성희 P2.7-111

홍진혁 C3.5-2

황경서 P2.7-16

황금하 C2.8-2

황수진 P1.2-09

황영덕 P2.8-03

황의윤 P2.4-25

황의윤 P3.3-06

황인준 P1.2-28

황인철 P3.5-08

황정순 P2.1-3

황지운 C3.8-4

황치곤 P2.2-02

Trang C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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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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월)까지
현장등록

2004년 4월 23일,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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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분 야

A 정보통신․운영체제․컴퓨터구조․병렬처리시스템․컴퓨터이론․컴퓨터그래픽스․
정보보호

B 전산교육시스템․데이타베이스․인공지능․프로그래밍언어․소프트웨어 공학․한
국어정보처리․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바이오정보기술

*** 안내
1. 학술대회 사전등록시 권당 8,000원, 현장 구입시 권당 10,000원
2. 학술대회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구입 가능하며, 사전등록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논문집 복수신청 및 현장에서 추가구입 불가)

3. 현장등록시 논문지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튜 토 리 얼 참 가 비

구분

사전등록
＊2004년 4월 14일(수)까지

현장등록
* 2004년 4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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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현장등록은 여분의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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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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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안내

회의개최 안내

전문분과연구회 Meeting

1. 컴퓨터시스템연구회

2004년 4월 24일(토) 10:00- 창의학습관 410호

2.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2004년 4월 24일(토) 11:00- 창의학습관 411호

3.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2004년 4월 24일(토) 12:00- 창의학습관 412호

4. 정보통신연구회

2004년 4월 24일(토) 13:00- 창의학습관 410호

5. 컴퓨터이론연구회

2004년 4월 24일(토) 13:00- 창의학습관 411호

학회 제위원회 Meeting

1. 학회지편집위원회(4차)

2004년 4월 23일(금) 15:00- 전산학과(E3-1) 교수회의실 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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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1. 공로 포상자(I)

구  분 성     명 현          직 공적 사항

회     장 권  용  래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교수 제18대 회장

부 회 장

김  치  하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제18대 부회장

박  치  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본부장 제18대 부회장

윤  명  상 ㈜KT 정보시스템본부 본부장 제18대 부회장

이  청  남 한화S&C㈜ 사장 제18대 부회장

장  직  현 서강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제18대 부회장

　

김  경  창 홍익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제18대 이사

김  성  조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제16,17,18대 이사

김  영  주 삼성전자㈜ 상무 제18대 이사

김  종  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제18대 이사

맹  승  렬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교수 제18대 이사

오  세  만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제18대 이사

유  화  석 한솔텔레컴㈜ 대표이사 제18대 이사

이  긍  해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제18대 이사

이  숙  영 ㈜LG CNS 상무 제18대 이사

임  해  창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제18대 이사

전  용  기 경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제17,18대 이사

채  기  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제18대 이사

최  형  일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제18대 이사

현  순  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정보공학부 교수 제18대 이사

황  부  현 전남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 제17,18대 이사

황  시  영 ㈜라이거시스템즈 사장 제17,18대 이사

감   사 이  만  재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교수 　

2. 공로 포상자(II)

구    분 성     명 현          직 공 적 사 항

임명직퇴임

김  승  호 경북대학교  제14대 영남지부장 

김  동  승 고려대학교  제6대 병렬처리시스템연구회 운영위원장

김  명  희 이화여자대학교 제7대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연구회 운영위원장

오  세  만 동국대학교  제8대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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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퇴임 이  종  혁 포항공과대학교 제6대 한국어정보처리연구회 운영위원장

행사조직운영
이  창  훈 건국대학교 제30회 정기총회 조직위원장

이  상  호 이화여자대학교 제30회 추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3. 2004년도 학술상 수상자

성     명 현      직

정 진 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교수

4. 제23회 정보과학논문경진대회 수상자

시상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최우수
조 두 산
안 민 욱

서울대학교 컴파일러 백윤흥

우수

김 종 항 서강대학교 멀티미디어 시스템 낭종호

박 노 성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정보통신 김대영

박 정 선
양 희 덕

고려대학교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이성환

장려

김 준 기
이 제 명

호서대학교 영상처리 이호석

박 정 희 동국대학교 데이타베이스 엄기현

임 근 수 서울대학교 센서 네트워크 김지홍

오 승 우 한국과학기술원 그래픽스 원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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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5. 제30회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발표논문 수상자

❏ 구두 발표

수상자(논문저자) 논 문 제 목 발 표 분 야 논문번호

이영준·임근화·김상

태·곽동규·박원배(경

북대)

J2ME Device를 위한 JXTA 기반의

P2P 서비스 
정보통신 OSA1-07 

홍철의(상명대), 

박경모(가톨릭대)

병렬처리에서 평균장 어닐링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하균형
병렬처리시스템 OSA5-02

박정근(서울대),유민

수(한양대),홍성수(서

울대)

주기 및 비주기 실시간 태스크 집합에 대한

수락제어 기법
운영체제 OSA6-05 

심정민(충북대),송석

일(충주대),유재수(충

북대)

주기억장치 상주형 다차원 색인 구조 설계 데이타베이스 OSA7-01

신상훈·최린(고려대)
고성능 내장형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분기 예측기 구현 및 성능 대비 비용 분석
컴퓨터구조 OSP10-07 

허의남·김혜주·이웅재

(서울여대)
그리드 환경에서 동적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OSP2-07

박종열·이동익(KJIST),

홍순좌․박중길·이진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신뢰그룹 관리 정보보호 OSP4-02

정유나·황인준

(아주대)

권한 세분화를 이용한 역할 그래프 

모델에서의 유동적 권한 삽입 연산
정보보호 OSP4-08 

김현우·한경숙

(인하대)
단백질에서의 RNA 결합 부위 예측 바이오정보기술 OSP5-04 

김상희(국방과학연구소),

원광연(KAIST)

시계범위 맵 : 대규모 지형 가시화를 위한

적응성의 텍스처 관리기법
컴퓨터 그래픽스 OSP8-08

오세진·장세이·우운택

(KJIST)

TMR : RFID 태그를 이용한

감각형 메일 리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OSP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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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수상자(논문저자) 논 문 제 목 발 표 분 야 논문번호

김연혜(다음기술),

이재민·황병연(가톨릭대)
구조 유사도를 이용한 경로 기반의 색인 기법 데이타베이스 PFP1-04 

박의준·남진우·이인희·장

병탁(서울대)
DNA 컴퓨팅을 이용한 혼 절 논리 정리 증명 인공지능 PFP2-08

정옥란·조동섭(이화여대) 이메일 분류를 위한 추천 에이전트 시스템 인공지능 PFP2-20

우재용·곽후근·정윤재·박

홍주(숭실대),김동승(고려

대),정규식(숭실대)

클러스터링 기반의 무선 인터넷 프록시 서버 정보통신 PFP3-10

정승욱·이경호·김중배

(ETRI)
EJB 2.1 타이머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정보통신 PFP3-67

김선영·김지영·김행곤·이

수기(대구가톨릭대)

웹 기반 e-Business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소 프 트 웨 어

공학
PFP4-14 

정기철·오상혁(숭실대) 디지털데스크 상의 PDA 기반 인터페이스 
인간과 컴퓨

터 상호작용
PFP6-06 

박수진·서승현·이상호(이

화여대) 

M-Commerce 사용자를 위한 인증 및

키교환 프로토콜의 설계 
정보보호 PFP8-02

임수연·구상옥·송무희·이

상조(경북대) 
접미사 패턴을 이용한 온톨로지의 구축방안 

한 국 어 정 보

처리
PSA10-09 

오동근·이정훈·홍정선·정

재우·김광훈(경기대),최성

환·황재각·이용준(ETRI) 

기업간 상호운영성을 위한 BSI 엔진의 설계 데이타베이스 PSA1-16

하영미·한현구(한국외대) 
SMIL 확장과 멀티미디어 스케줄링을 이용한 

원격교육환경 구축 

전산교육 시

스템
PSA14-03

송철환·유성준(세종대),김

민경(이화여대),설영주(세

종대) 

SVM과 HMM을 이용한 α-Helix 막횡단 단백

질 예측 

바 이 오 정 보

기술 
PSA16-11 

이성림·박근수(서울대) 선형 시간 접미사 배열 생성 알고리즘들의 비교 
컴 퓨 터 이 론

(알고리즘)
PSA9-01 

강원석(KAISTAITrc),

김기형(영남대) 

CORBA를 이용한 멀티스레드 분산 시뮬레이

션 환경 

소 프 트 웨 어

공학 
PSP5-12 

성원·박종원(충남대) 
복부 CT영상을 이용한 비정상 간의 세그멘테

이션 기법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PSP8-10



56 한국정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교통안내

경부고속도로 <→ 회덕인터체인지 → 호남고속도로 

...→ '대덕밸리 톨게이트' 나와 좌회전 → 곧이어 굴다리 아래로 지나며 사거리에서 직진 (연구단

지방면) → 대덕 롯데 호텔에서 우회전 

...→ 직진 → 엑스포과학공원 (대덕대교 前)에서 우회전 → 국립과학관 지나 3km 지점 

...→ KAIST 정문

'유성톨게이트' 나와 우회전 → 계속 직진 → 지하차도로 들어갈지 말고 우측진행 

  → 충남대학교 정문(좌측방면)에서 → 직진 (좌측방면의 도로임) 

  → 유성구청 → KAIST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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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장 버스 이용시 택시 이용시

························································································································································································

대전역(경부선)

중앙지하도를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와 
버스정류장에서 일반버스 185번을 탄다. 

(버스정류장이 여러곳이므로 표지판 확인) 
(약 1시간 소요)

비용 :5000원~6000원 정도

························································································································································································
서대전역(호남선) 없음 비용 : 4000원~5000원 정도

하차장 버스 이용시 택시 이용시

························································································································································································

대전(동부) 고속버스터미널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버스정류장에서 
좌석버스 103번 승차 (약 1시간 걸림)

비용 : 6000원 정도 소요

························································································································································································

대전(동부) 시외버스터미널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버스정류장에서 
좌석버스 103번 승차 (약 1시간 걸림)

비용 : 6000원 정도 소요

························································································································································································

유성 고속버스터미널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정류장에서 

일반버스 155번 승차
비용 : 3000원 정도 소요

························································································································································································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정류장에서 

일반버스 162번(버스가 거의 오지 않는다), 
좌석버스 103번 승차 (약 20분 걸림)

비용 : 3000원 정도 소요

························································································································································································

대전청사(시외버스) 3개소 3000원 정도 소요

························································································································································································

대전청사(시외버스) 7개실 3000원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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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버스 노선

························································································································································································

103번 좌석버스

한밭대학-대전대(배차시간10분,편도시간80분) 장대파출소↔유성4 ↔ 충대정문 
↔ 유성구청 ↔ 환경청 ↔ 대덕대교↔ 성천초교↔ 향촌@ ↔ 타임월드

↔ 시청 ↔ 세이브존 ↔ 충남고 ↔ 삼천동 ↔ 중촌육교↔중촌4↔홍도육교
↔용전4↔고속터미 널↔동부4↔가양4↔자양동↔대동5↔용운동

························································································································································································

113번 일반버스

충대농대-충무체육관(배차시간7분,편도시간75분) 유성구청↔ KAIST 
↔ 환경청 ↔ 대덕대교 ↔ 만년4 ↔ 백합@ ↔ 향촌@ ↔ 타임월드↔ 시교육청 

↔ 시청 ↔ 삼천동 ↔ 용문4 ↔ 가장4 ↔ 변동4↔ 도마4 ↔ 도마교 
↔ 문화육교↔충대병원↔ 테미고개↔보문5↔청란여고↔부사4↔보문5

························································································································································································

132번 일반버스

목원대학-보훈병원(배차시간60분,편도시간75분) 유성구청 ↔ 구암3
↔ 유성4 ↔ 충대정문 ↔ 유성구청 ↔ 엑스포공원 ↔ 연구단지4 

↔ 대덕터널 ↔ 전민동↔엑스포@↔탑립동↔봉산동↔제3.4공단↔신일동
↔다사랑@↔풍한방직↔용정초교↔신탄 진고↔신탄진역

························································································································································································

162번 일반버스

자운동-신도안@(배차시간40분,편도시간70분) 군인@↔신성동사무소
↔인삼연구소3↔특허연수원↔KAIST↔유성구청↔충대정문↔유성4

↔유성터미널↔구암교3↔유성중↔학하동↔교촌동↔원내동↔건양대병원
↔구봉마을↔두계입구↔송정동 

························································································································································································

185번 일반버스
구즉동-동구보건소(배차시간12분,편도시간70분) 대덕대↔연구단지운동장

↔KAIST↔대덕대교↔시청↔중촌육교↔중앙로4↔대전역↔삼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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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등급 숙박요금 전화번호

유성 리베라 호텔 특 2급
96800원 (50% 할인)
예약시 KAIST 정보과학회참석 언급 요망

042) 823‐2111

유성 호텔 특 2급
90750원 (50% 할인)
예약시 KAIST 정보과학회참석 언급 요망

042) 822‐0811

호텔 스파피아 특 2급
98010원 (40% 할인)
예약시 KAIST 정보과학회참석 언급 요망

042) 600‐6000

호텔 레전드 1급
97405원 (30% 할인)
예약시 KAIST 정보과학회참석 언급 요망

042) 822‐4000

엑스포 1급 60000원 042) 824‐0035

유성 호텔 아드리아 1급
105391원 (35% 할인)
예약시 KAIST 정보과학회참석 언급 요망

042) 824‐0210

홍인 호텔 1급 87120원 042) 822‐2000

갤러리 관광호텔 2급 49500원 042) 825‐6400

알프스 관광호텔 2급 40000원 042) 823‐8100

유성로얄 관광호텔 2급 60000원 (4인까지) 042) 825‐6700~3

탑호텔 특 2급 40000원 042) 824‐0321∼3 

유진호텔 특 2급 42000원 042) 822‐0131 

경하장 특 2급 35000원 (2인,침대), 45000원 (4인,온돌) 042) 822‐5656 

유성코리아온천모텔 1급 40000원 (2인,침대), 50000원 (4인,온돌) 042) 823‐1916

고려호텔 1급 30000원 (2인), 40000원 (4인, 온돌) 042) 825‐1123

대온장 1급 33000원 (2인) 추가1인당 10000원 042) 822‐0011~4

숙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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