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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간 숭실대학교

에서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

해 협의하려 합니다. 또한, 2006년도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출마소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오니,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670여 편의 논문이 발표

되며, 정보과학분야의 핫 이슈를 다룬 4개의 튜토리얼, 초청강연을 마련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술정보교환의 장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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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본 대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프로그램위원 및 조직위원 여러분

과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숭실대학교와 후원기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김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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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조 직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유재우 교수(숭실대학교)

 ■ 위    원

　

고일주 교수(숭실대)

길아라 교수(숭실대)

김계영 교수(숭실대)

나현숙 교수(숭실대)

문영성 교수(숭실대)

박동주 교수(숭실대)

백두원 교수(숭실대)

서창진 교수(숭실대)

신용태 교수(숭실대)

오경수 교수(숭실대)

이남용 교수(숭실대)

이상준 교수(숭실대)

이상호 교수(숭실대)

이수원 교수(숭실대)

장  훈 교수(숭실대)

정기철 교수(숭실대)

최재영 교수(숭실대)

프로그램위원회
 ■ 위 원 장 김문회 교수(건국대학교)

 ■ 부위원장 배두환 교수(한국과학기술원)

 ■ 위 원 김재훈 교수(한국해양대)

김화성 교수(광운대)

노봉남 교수(전남대)

도경구 교수(한양대)

백성욱 교수(세종대)

양태천 교수(경성대)

오일석 교수(전북대)

장병탁 교수(서울대)

정갑주 교수(건국대)

정문렬 교수(서강대)

최병주 교수(이화여대)

최용석 교수(한양대)

최재영 교수(숭실대)

최중민 교수(한양대)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

 ■ 심사위원 강인혜 교수(서울시립대)

김민수 교수(목포대)

김용민 교수(여수대)

김윤희 교수(숙명여대)

김정선 교수(한양대)

김준모 교수(단국대)

김준태 교수(동국대)

김효곤 교수(고려대)

박성배 교수(경북대)

박우창 교수(덕성여대)

박정흠 교수(가톨릭대)

박정희 교수(충남대)

박지숙 교수(서울여대)

박혜영 교수(경북대)

신봉기 교수(부경대)

신효섭 교수(건국대)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원종호 박사(ETRI)

유태웅 교수(서해대학)

윤회진 교수(이화여대)

이관수 교수(ICU)

이우기 교수(성결대)

이한구 교수(건국대)

이형근 교수(광운대)

이형효 교수(원광대)

임은진 교수(국민대)

진 민 교수(경남대)

채흥석 교수(부산대)

최승진 교수(포항공대)

최준수 교수(국민대)

최호진 교수(ICU)

홍기천 교수(전주교대)

황병연 교수(가톨릭대)

황선태 교수(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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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1(금) 워크샵 튜토리얼
논문발표

Oral Poster

장소 정보관
102

정보관
201

정보관
202

정보관
204

정보관
301

정보관
302

정보관
403

정보관
405

전산관
201

전산관
202

전산관
203

전산관
205

한경직
기념관

13:00

워크샵

“산업체

와의 

만남”

T1.1

한성국

(원광대) 

- 

시맨틱 

웹 

서비스: 

연구 

동향과 

전망

T1.2

김일곤

(경북대) 
- 

새로운 
패러다임

의 
보건의료
정보시스

템과 
기본 

인프라 
기술

O1.1 

데이타

베이스

I

O1.2 

바이오

정보기술

O1.3 

소프트웨

어공학

I

O1.4 

언어공학

O1.5 

인공지능

I

O1.6 

정보보호

I

O1.7 

정보통신

I

O1.8 

정보통신

II

O1.9 

컴퓨터시

스템

I

　

13:15 　

13:30 　

13:45 　

14:00 　

P1

포스터

발표

I

14:15

O1.10 

프로그래

밍언어　

14:30 　

14:45 　

15:00 　 　 　 　 　 　 　 　

15:15 　 　 　 　 　 　 　 　 　 　

15:30
초청강연 

➣ 장소 : 정보관 102호

 - 박기홍 교수

   (Purdue Univ.)

 - Makoto Amamiya 회장

   (IEICE-ISS)

　 　 　

언어공학

연구회 

운영위원

회의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정기

총회

　 　 　 　 　 　 　 　 　 　 　 　

17:15 　 　 　 　 　 　 　 　 　 　 　 　

17:30 　 　 　 　 　 　 　 　 　 　 　 　

17:45 　 　 　 　 　 　 　 　 　 　 　 　

18:00 　 　 　 　 　 　 　 　 　 　 　 　 　

18:15 　 　 　 　 　 　 　 　 　 　 　 　 　

18:30

Banquet 

➣ 장소 : 한경직기념관

Speech - 이상철 

총장(광운대)

　 　 　 　 　 　 　 　 　 　

18:45 　 　 　 　 　 　 　 　 　 　

19:00 　 　 　 　 　 　 　 　 　 　

19:15 　 　 　 　 　 　 　 　 　 　

19:30 　 　 　 　 　 　 　 　 　 　

프로그램 일람

* 등록 12:00 - 16:00 : 정보과학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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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2(토)
튜토

리얼

논문발표

Oral Poster

장소 정보관
201

정보관
202

정보관
204

정보관
301

정보관
302

정보관
403

전산관
201

전산관
202

전산관
203

전산관
205

전산관
206

정보관
405

한경직
기념관

9:00

T2

금영욱

(성결

대)

-

Aspcet

J 이해 

및 응용 

O2.1

데이타

베이스

II

O2.2

소프트

웨어공

학

II

O2.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

용 I

O2.4

인공

지능

II

O2.5

정보

보호

II

O2.6

정보

통신

III

O2.7

정보

통신

IV

O2.8

컴퓨터

비젼및

패턴

인식

I

O2.9

컴퓨터

그래픽

스

I

O2.10

컴퓨터

시스템

II

O2.11

컴퓨터

이론

9:15 　

9:30
P2

포스터

발표

II

9:45

10:00

10:15

10:30

10:45

O3.1

데이타

베이스

III

O3.2 소

프트웨

어공학

III

O3.3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II

O3.4

인공

지능

III

O3.5

정보

보호

III

O3.6

정보

통신

V

O3.7

정보

통신

VI

O3.8

컴퓨터

비젼및

패턴

인식

II

O3.9

컴퓨터

그래픽

스

II

O3.10

컴퓨터

시스템

III

　 　

11:00 　

P3

포스터

발표

III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T3(무료)
-정보관
102호
 오병우
(금오공

대)
-Conte
xt-Awa

re: 
Locatio
n-Awar
e를 중
심으로

13:15 　 　 　 　 　 　 　 　 　 　 　 　

13:30

O4.3

HPC

O4.4

전산

교육

O4.7

컴퓨터

시스템

IV

13:45 　 　 　 　 　 　 　 　 　

14:00

O4.1

데이타

베이스

IV

O4.2

소프트

웨어공

학

IV

O4.5

정보

통신

VII

O4.6

정보

통신

VIII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프로그램 일람

* 등록 8:00 - 15:00 : 정보과학관 1층

* 튜토리얼 T3 - 장소 : 정보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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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 일시 : 11월 11일(금) 17:00 - 18:00,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102호

◆ 사회 : 김민구 부회장

- 개회

- 국민의례

- 개회사   김진형  회장

- 환영사   이효계  총장(숭실대학교)

- 시상

- 성원보고

- 전회의록접수

- 회무보고

- 의안심의

1) 2005년도 예산결산(안)

2) 정관 및 규칙 일부 개정(안) 심의

3) 2006년도 임원선임

4) 2006년도 사업계획(안)

5) 2006년도 수지예산(안)

- 2006년도 차기회장 출마자 소견발표

- 기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5년 11월 11일(금) 18:30 ~

 ◆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 Banquet Speech : 이상철 총장(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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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초청강연

워크샵/초청강연

◆ 워크샵 

 일자 : 2005년 11월 11일(금) 13:00 - 15:00

 장소 :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102호

 프로그램 : 산업체와의 만남(Job Fair)

l 13:00 - 13:15  NHN 이준호 박사 

l 13:15 - 13:30  NC Soft 양재헌 교수 

l 13:30 - 13:45  리눅스 코리아 박혁진 사장 

l 13:45 - 14:00  메리테크 김동국 박사 

l 14:00 - 14:15  유비코드 김태근 박사 

l 14:15 - 14:30  주인네트 박현제 박사 

l 14:30 - 14:45  하이버스 노성동 과장 

l 14:45 - 15:00  안철수 연구소 안현진 과장 

◆ 초청강연

 일자 : 2005년 11월 11일(금) 15:30 - 16:45

 장소 :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102호

 프로그램 :

사회 : 김 문 회  프로그램위원장

1.
"Recent Developments in Scalable Network Security"

- 박기홍 교수(미국 Purdue Univ.)

2.
 "Introdution to ISS Society of IEICE,  Japan."

- Makoto Amamiya 교수(일본 Kyushu Univ., IEICE-ISS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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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T1.1 2005년 11월 11일(금) 13:00 - 15:30 
 시맨틱 웹서비스 : 연구 동향과 전망 

강 사 한성국 교수(원광대) skhan@wonkwang.ac.kr 
장 소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201호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초고속 정보 통신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통합하여 분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관심으로 대두 되었다. 재래적인 CORBA, 
COM/DCOM, Java RMI 등의 분산 컴퓨팅 환경은 시스템 종속적이고 구조가 복잡하여 서비스 통합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때문에 UDDI/ WSDL/SOAP의 간편하고 표준화된 웹서비스가 진정한 분산 서비스 통합 

환경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웹서비스 기술은 분산 응용 시스템의 핵심 요소 기술

로 정착되었고, SOA등 시스템 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웹서비스 기반의 실질적인 분

산 서비스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웹서비스에는 분산환경의 이질

적인 서비스의 의미적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

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 사이의 이질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의미적으로 통합(semantic 
intergration)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웹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의미적 상호운용성과 의미적 통합은 시맨틱웹의 의미 모델링을 도입하

여 해결할 수가 있다. 웹서비스의 분산 컴퓨팅 모델과 시맨틱웹의 의미 모델을 통합한 차세대 분산 서비스 

환경이 시맨틱 웹서비스이다. 
이렇듯, 시맨틱 웹서비스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3C와 DERI 등을 중심으로 연구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IT839 전략등의 유비쿼터스 정보 통신 기술이 지식 

기반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시맨틱 웹서비스의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시맨틱 웹서비스의 이해와 연구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주요 요소 기술을 체계적 요약 

정리하여 강의함으로써, 시맨틱 웹서비스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온톨로지와 

시맨틱웹의 핵심 요소 개념을 요약정리하고, 웹서비스와 SOA 등 분산 컴퓨팅 모델을 분석하여 시맨틱 웹

서비스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맨틱 웹서비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W3C의 

SWSI(Semantic Web Services Initiative)와 DERI의 WSMO(Web Services Modeling Ontology)의 이론과 접근 방

식을 상세히 분석, 소개하고, 이들 접근 방식을 비교하여 시맨틱 웹서비스 연구 동향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연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T1.2 2005년 11월 11일(금) 13:00 - 15:30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기본 인프라 기술 

강  사 김일곤 교수(경북대) ikkim@knu.ac.kr 
장  소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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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전 세계적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뉴 패러다임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시스템(EHR: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EHR 시스템 개발의 두 가지 큰 축은 국가보건의료

정보인프라 (NHII: National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와 국제 표준 적용 (ISO/TC 21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215, Health Informatics)을 들 수 있다. 

EHR은 개별맞춤치료의학(Individual Based Medicine)을 지향하고,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는 새로

운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다. EHR 시스템 핵심 요소 기술인 Reference Information Model,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Clinical Document Sharing System을 위한 ebXML Registry/Repository, 보건의료정보 보호를 위

한 Deidentification, 진료 웤스테이션 컨텍스트 관리를 위한 Clinical Context Object Workgroup, 진료 질 향상

과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Medical Logic Module을 설명한다. 

u-Health 서비스를 실현하고,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Grid Computing, RFID 기술을 포함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온토로지, 시맨틱 웹, 지식 기반 기술 개발을 촉진할 

국가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설명한다. 각 요소 기술의 핵심 이슈들을 국가보건의료정보시스템 체계와 연관

시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측면에서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T2 2005년 11월 12일(토) 9:00 - 12:00

 AOP/AspectJ 이해 및 응용

강  사 금영욱 교수(성결대) ywkeum@sungkyul.edu 
장  소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201호

OOP에서 모듈화하지 못하는 횡단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중 AOP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부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AOSD(Aspect-Oriented 
Software Development) 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OP라는 용어를 만든 Gregor Kiczale이 

1990년대 후반에 제록스의 자회사인 Palo Alto Research Center(PARC)의 연구원들과 Northeastern 대학의 

Cristina Lopez 등과 함께 미국의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자금 지원을 받아 AspectJ
를 만들었다. AspectJ는 Java의 확장이기 때문에 AspectJ로 컴파일한 모든 class 파일은 자바가상기계에서 

실행가능하다. AspectJ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AspectJ의 개발은 제록스사에서 eclipse.org로 2002년도에 이

양되었으며 http://www.eclipse.org/aspectj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AspectJ는 기존의 OOP로 모듈화하지 못하였던 횡단 관심사(crosscutting concern, 속성상 여러 모듈에 걸쳐 

구현됨)를 모듈화하기 위하여 Java 언어에 결합점(join point), 교차점(pointcut), 충고(advice), 도입(introduc-
tion), 애스펙트(aspect) 등의 개념과 프로그램 구조물을 확장한 것이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은 모듈에서 관심사를 일차원적으로만 구현하였다. AOP의 큰 특징의 하나는 이런 

관심사를 다차원적으로 구현한다. 별도로 독립되어 구현된 관심사들이 직조(weaving)라는 과정을 통해 직조

기(weaver)가 통합하여 한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AspectJ는 이런 직조기를 컴파일러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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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AOP/AspectJ 기술은 미국 MIT대가 발행하는 과학저널인 '테크놀로지 리뷰' 2001년도 1/2월호에서 향후 10
년간 경제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10대 기술(IT, BT, NT 포함한)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 또한 

IBM이 2004년도 AOSD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IBM은 AOSD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단언하며 

AOP/AspectJ에 대한 이해와 채택의 단계를 거쳐 AOP/AspectJ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및 

제품 리엔지어닝 단계의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 기존 제품은 물론 신제품군 개발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AOP/AspectJ의 개념, AspectJ의 문법, AOP/AspectJ 응용 분야 등을 다룬다. 이 튜토리얼

을 들으면 AOP/AspectJ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AspectJ를 사용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하며 실세계에 Aspect/AOP의 기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 튜토리얼을 듣기 위한 선수 지식으로 OOP와 

Java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이 튜토리얼은 AOP/AspectJ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이나 교육 기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교수, 현업에서 이를 사용하여 업무 개발을 하려는 개발자들에

게 도움이 될 것이다. 

T3(무료) 2005년 11월 12일(토) 13:00 - 15:00

 Context-Aware: Location-Aware를 중심으로

강  사 오병우 교수(금오공대) bwoh@kumoh.ac.kr 
장  소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 102호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context-aware 시스템 중에서 모바일 환경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location-aware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강의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및 시간 개념의 발전에 따른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들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이동 컴퓨팅 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이란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사용자의 위

치를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므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한다. 또한, 공간 데이터를 처리

하는 4S (GIS, GNSS, SIIS, ITS)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모바일 GIS의 분류 (LBS, CNS, 시설물 관리, 
매핑) 및 각 분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인 LBS 및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전

반적인 개요 및 서비스를 위한 서버, 통신, 단말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location-aware 서
비스들에 대한 동영상을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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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및 장소

◉ 구두발표 (I)

구두발표 I 2005년 11월 11일(금) 13:00-15:00 정보관, 전산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1.1 데이타베이스 I 8 정보관 204호 이우기 교수(성결대)

O1.2 바이오정보기술 7 정보관 301호 한동수 교수(ICU)

O1.3 소프트웨어 공학 I 8 정보관 302호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

O1.4 언어공학 4 정보관 403호 정한민 박사(KISTI)

O1.5 인공지능 I 8 정보관 405호 김인철 교수(경기대)

O1.6 정보보호 I 8 전산관 201호 김성열 교수(울산과학대학)

O1.7 정보통신 I 8 전산관 202호 황호영 교수(안양대)

O1.8 정보통신 II 8 전산관 203호 이동명 교수(동명정보대)

O1.9 컴퓨터시스템 I 6 전산관 205호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O1.10 프로그래밍 언어 4 정보관 403호 안준선 교수(항공대)

합계 69 

◉ 구두발표 (II)

구두발표 II 2005년 11월 12일(토) 09:00-10:30 정보관, 전산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2.1 데이타베이스 II 6 정보관 202호 민준기 교수(한국기술교대)

O2.2 소프트웨어 공학 II 6 정보관 204호 윤회진 교수(이화여대)

O2.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6 정보관 301호 김응규 교수(한밭대)

O2.4 인공지능 II 6 정보관 302호 이복주 교수(단국대)

O2.5 정보보호 II 6 정보관 403호 유일선 교수(한국성서대)

O2.6 정보통신 III 6 전산관 201호 강용혁 교수(극동대)

O2.7 정보통신 IV 6 전산관 202호 서창진 교수(숭실대)

O2.8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6 전산관 203호 곽노윤 교수(천안대)

O2.9 컴퓨터 그래픽스 I 6 전산관 205호 김동호 교수(숭실대)

O2.10 컴퓨터시스템 II 6 전산관 206호 이동호 교수(한양대)

O2.11 컴퓨터이론 6 정보관 405호 김동규 교수(부산대)

합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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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구두발표 (III)

구두발표 III 2005년 11월 12일(토) 10:45-12:45 정보관, 전산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3.1 데이타베이스 III 8 정보관 202호 황병연 교수(가톨릭대)

O3.2 소프트웨어 공학 III 8 정보관 204호 윤정모 교수(서울산업대)

O3.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6 정보관 301호 남영진 교수(대구대)

O3.4 인공지능 III 6 정보관 302호 최중민 교수(한양대)

O3.5 정보보호 III 6 정보관 403호 김현성 교수(경일대)

O3.6 정보통신 V 8 전산관 201호 정창덕 교수(서울벤처정보대)

O3.7 정보통신 VI 8 전산관 202호 문봉교 교수(동국대)

O3.8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8 전산관 203호 박정희 교수(충남대)

O3.9 컴퓨터 그래픽스 II 6 전산관 205호 김동호 교수(숭실대)

O3.10 컴퓨터시스템 III 6 전산관 206호 엄현상 교수(서울대)

합계 70 

◉ 구두발표 (IV)

구두발표 IV 2005년 11월 12일(토) 13:30-16:00 정보관, 전산관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4.1 데이타베이스 IV 8 정보관 202호 윤재관 교수(건국대)

O4.2 소프트웨어 공학 IV 6 정보관 204호 이은서 교수(숭실대)

O4.3 HPC 7 정보관 302호 박능수 교수(건국대)

O4.4 전산교육 시스템 3 정보관 403호 최용석 교수(한양대)

O4.5 정보통신 VII 8 전산관 201호 황종규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O4.6 정보통신 VIII 8 전산관 202호 임유진 교수(수원대)

O4.7 컴퓨터시스템 IV 5 전산관 206호 김은이 교수(건국대)

합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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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좌장 및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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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날짜 및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그룹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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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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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2005년 11월 11일(금) 데이타베이스 I 정보관 204호

13:00-15:00 좌장 : 이우기 교수(성결대)

O1.1-1 XML기반 ADL 모델 관리기 설계 및 구현
조용한·강미나·승현우(서울여대),전태웅(고려대)

O1.1-2 역 인덱스를 사용한 스트리밍 XML 필터링 기법
이경한·박석(서강대)

O1.1-3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XML 데이터 방송 기법
박상현·최재호·이상근(고려대)

O1.1-4 XML 문서의 안전한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동적인
레이블링 기법
김민정·고혜경·이상근(고려대)

O1.1-5 워크플로우분할을이용한복합웹서비스의빠른선택
장재호·이경호(연세대)

O1.1-6 웹 마이닝을 위한 웹 문서 하이퍼링크와 웹 접근
로그를 통합한 방향그래프
박철현·이성대·곽용원·전성환·박휴찬(한국해양대)

O1.1-7 RFID 미들웨어에서 이벤트 필터링을 위한 질의
색인 기법
석수욱·박재관·홍봉희(부산대)

O1.1-8 RFID 태그 추적을 위한 TPIR*-Tree
이세호·안성우·홍봉희(부산대)

2005년 11월 11일(금) 바이오정보기술 정보관 301호

13:00-14:45 좌장 : 한동수 교수(ICU)

O1.2-1 One-Stop Web Services 개발
조희형·안성수·안부영·박재홍·박형선(KISTI)

O1.2-2 Biological Data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BioEMR
Extractor 설계 및 구현
이태헌·정종일·유의혁·김강·신동규·신동일(세종대)

O1.2-3 클러스터링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규모
S-system 모델의 효율적 학습 방법
정성원·이광형·이도헌(KAIST)

O1.2-4 단백질 상호작용 관계의 상동성 기반 검증

최재훈·박종민·박선희(ETRI)

O1.2-5 인간 및 초파리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도메인 조
합 기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기법 검증
장우혁·한동수(ICU),김홍숙(ETRI),이성독(ICU)

O1.2-6 상호작용 네트웍 사전 구축을 이용한 단백질 기능
예측
진희정·조환규(부산대)

O1.2-7 거대 분자의 효율적인 렌더링 기법
이준·박성준·김지인(건국대)

2005년 11월 11일(금) 소프트웨어 공학 I 정보관 302호

13:00-15:00 좌장 :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

O1.3-1 EA기반의 ISP 적용사례-실행예산과 일정계획 작
성사례 중심으로
김동환·나정희(대우정보시스템)

O1.3-2 웹 서비스 기반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기법
이종국·김동규·백용규·백종현(대우정보시스템)

O1.3-3 MBASE 기반의 결함 및 진척도 관리를 위한 OT
설계
신솔민·이경환(중앙대)

O1.3-4 프로젝트 관리에서 문제점 우선순위 결정 기법
류한석(고려대)

O1.3-5 SPICE 경험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SPICE Experi-

ence Factory의 설계 및 개발
이민광·송기원·이경환(중앙대)

O1.3-6 테스트 성숙도 모델(TMM)과 능력 성숙도 모델
통합(CMMI)의 매핑 전략
김기두·신석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김영철

(홍익대)

O1.3-7 SMV를 이용한 확장된 유한상태 기계의 정형 검증
조민택·박사천·권기현(경기대)

O1.3-8 웹 응용의 항해 모델 검사
김택수·박상현(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

천(한국방송통신대),우치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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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1일(금) 언어공학 정보관 403호

13:00-14:00 좌장 : 정한민 박사(KISTI)

O1.4-1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자와 메일 주소 유효성 검사
를 이용한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
임정택·김형준·강승식(국민대)

O1.4-2 음악이 흐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박두진·박종철(KAIST)

O1.4-3 자질 확장에 따른 용어 클러스터링의 성능 향상
박은진·김재훈(한국해양대),옥철영(울산대)

O1.4-4 형태정보를 이용한 대역어 군집화 및 적합대역어
선정
구희관(UST),정한민·이미경·성원경(KISTI)

2005년 11월 11일(금) 인공지능 I 정보관 405호

13:00-15:00 좌장 : 김인철 교수(경기대)

O1.5-1 온톨로지 기반 점진적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김제민·박영택(숭실대)

O1.5-2 온톨로지 기반의 계층적 개념 인덱싱을 이용한 사
용자 관심사 학습
박지현·김흥남·조근식(인하대)

O1.5-3 시멘틱 환경에서의 개인화 검색
김제민·박영택(숭실대)

O1.5-4 불완전한 데이터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 파라
메터의 온라인 학습
임성수·조성배(연세대)

O1.5-5 가상예제를 이용한 Naive Bayes 분류기 성능 향상

이유정·강병호·강재호·류광렬(부산대)

O1.5-6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논리 네트워크 결합을 이용
한 상호작용 학습 방법
황금성·조성배(연세대)

O1.5-7 아이템 기반의 신뢰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협력적
여과 방법
지애띠·김흥남·조근식(인하대)

O1.5-8 Hybrid P2P 기반 지식관리시스템에서의 지식 자
동등록 및 추천 에이전트 설계 및 구현
김동운·김한우·박정기(한양대)

2005년 11월 11일(금) 정보보호 I 전산관 201호

13:00-15:00 좌장 : 김성열 교수(울산과학대학)

O1.6-1 스푸핑 공격에 안전한 랜덤 해쉬기반 양방향
RFID 인증 프로토콜
이종하·남길현(국방대)

O1.6-2 MIPv6을 위한 티켓 기반의 바인딩 갱신 프로토콜
구중두(한양대),김상진(한국기술교대),오희국(한

양대)

O1.6-3 SSFNet 기반의 사이버 침입 탐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침입 방지 시스템(IPS)기능의 구현
유관종·박승규·최경희·정기현(아주대),이상훈·

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O1.6-4 전파특성에 따른 인터넷 웜의 분류 기법 연구
이승규·조규형·이민수·문종섭(고려대),김동수·

서정택·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O1.6-5 XML기반 윈도우 보안패치 자동관리 시스템
박정진·박진섭·신영선(대전대),김봉회((주)유비

엔씨)

O1.6-6 네트워크 웜 전파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구현
구본현·이종성·문종섭(고려대),김동수·서정택·

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O1.6-7 새로운 키 생성 방법을 통한 RFID시스템의 전방
위보안성 보호 프로토콜
조정환·조정식·여상수·김성권(중앙대)

O1.6-8 이기종 정보보호제품의 통합정책관리를 위한 인
터프리터 설계 및 구현
홍철의·박진섭·신영선·김이곤(대전대)

2005년 11월 11일(금) 정보통신 I 전산관 202호

13:00-15:00 좌장 : 황호영 교수(안양대)

O1.7-1 이차원 코드를 위한 이차원 체크섬
안재원(연세대)

O1.7-2 전송률과 공평성 향상을 위한 타이머 기반 TCP
혼잡 제어

이종민·차호정(연세대)

O1.7-3 cdma2000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서의 에러 복
구 성능 분석
조용진·조용우·김준우·강경태·신현식(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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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7-4 ECTP-5를 위한 제어 트리 및 에러제어 기법 설계
이승익·이해준·고양우·이동만(ICU)

O1.7-5 DGPS 중파 신호의 지형에 의한 전파지연
양승철·유동희(부산가톨릭대)

O1.7-6 핫스팟 상황 하에서 출력 버퍼형 a×a스위치로 구
성된 다단 연결망의 성능분석
김정윤·신태지·양명국(울산대)

O1.7-7 MIPv6에서 보안성을 향상시킨 효율적인 핸드오
버 메커니즘
정윤수(충북대),우성희(청주과학대),이상호(충북대)

O1.7-8 Mobile IPv4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진수·김현진·김성호·김석형·서영주(포항공대)

2005년 11월 11일(금) 정보통신 II 전산관 203호

13:00-15:00 좌장 : 이동명 교수(동명정보대)

O1.8-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저전력을 고려한 이동체
의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이종출·윤희용(성균관대)

O1.8-3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홉간 순서 번호를 이용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지원 기법
이해준·고양우·이동만(ICU)

O1.8-4 Density를 고려한 센서 네트워크 Reprogramming
프로토콜
조성규·차호정(연세대)

O1.8-5 컨텍스트 퓨전을 통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시간

제약 컨텍스트 탐지 기법
안성진·김대영(ICU)

O1.8-6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셀 기반 자기 구성 알
고리즘의 제안
최재영·정영지(원광대)

O1.8-7 USN을 위한 RFID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박상현·신승호·이병수(인천대)

O1.8-8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김도성·정영지(원광대)

2005년 11월 11일(금) 컴퓨터시스템 I 전산관 205호

13:00-14:30 좌장 :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O1.9-1 분기 정보의 투기적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
기법
곽종욱·김주환(서울대),장성태(수원대),전주식

(서울대)

O1.9-2 기계명령어-레벨의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이용
한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개발
정용덕·김방현·김태규·김종현(연세대)

O1.9-3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자바 AOTC의 설계와 구현
박종국·정동헌·배성환·이재목·문수묵(서울대)

O1.9-4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모바일 체크포인팅
이상호·허준영·조유근(서울대),홍지만(광운대)

O1.9-5 임베디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위한 플레인 지움
정책
이태훈·이상기·정기동(부산대)

O1.9-6 NAND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설계
박송화·이주경·정기동(부산대)

2005년 11월 11일(금)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관 403호

14:15-15:15 좌장 : 안준선 교수(항공대)

O1.10-1 Ada와 Statemate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설계모듈
의 재사용
김창진·최진영(고려대)

O1.10-2 이해와 구현이 용이한 C 언어 시퀀스 포인트 모델
전웅·한동수(ICU)

O1.10-3 C 프로그램의 의존성 그래프 생성
김용호·신승철(동양대)

O1.10-4 아이락: C 프로그램의 메모리 오류 정적 분석기
정영범·김재황·신재호·이광근(서울대)

2005년 11월 12일(토) 데이타베이스 II 정보관 202호

09:00-10:30 좌장 : 민준기 교수(한국기술교대)

O2.1-1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의 주기성을 고려한 캐쉬 일관성 유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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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원·황병연(가톨릭대)

O2.1-2 사이트 기반의 URL 정규화 평가
정효숙(숭실대),김성진(서울대),이상호(숭실대)

O2.1-3 웹 문서 변경 측정 방법의 효과성 평가
권신영·이상호(숭실대)

O2.1-4 시공간데이터베이스의 다차원 선택도 추정을 위
한 웨이블렛 기반 히스토그램

권정민·신병철·이종연(충북대)

O2.1-5 멀티 무선 방송채널에서 읽기 전용 모바일 트랜잭
션을 위한 동시성 제어 기법
정호련·정성원(서강대)

O2.1-6 미래 위치 검색을 위한 이동 객체의 효과적인 갱
신 기법
복경수·김명호(KAIST),조기형·유재수(충북대)

2005년 11월 12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정보관 204호

09:00-10:30 좌장 : 윤회진 교수(이화여대)

O2.2-1 CBD 방법론에서 AF 산출물 재활용 방안
이현철·이상호·정경철·이승종(국방대)

O2.2-2 자동차 판매 정책을 위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 개발
이상현·김철민·김병기(전남대)

O2.2-3 자가 성장 로봇 소프트웨어를 위한 컴포넌트 저장
소 구조
구형민·고인영(ICU)

O2.2-4 모델 체킹을 위한 자바프로그램의 술어추상화

이정림·이태훈·권기현(경기대)

O2.2-5 실제적인 차량 시뮬레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물리
컴포넌트 설계
이병윤·최종화·신동규·신동일(세종대)

O2.2-6 이클립스를 위한 UML 기반 특성모델링 플러그인
의 설계
임용섭·김지홍(경원대)

2005년 11월 12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정보관 301호

09:00-10:30 좌장 : 김응규 교수(한밭대)

O2.3-1 모바일 컨텍스트 로그를 사용한 베이지안 네트워
크 기반의 랜드마크 예측 모델 학습
이병길·조성배(연세대)

O2.3-2 WSDL 문서로부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동
적인 생성
송기섭·이경호(연세대)

O2.3-3 전송율을 고려한 지상파 DMB 대화형 컨텐츠의
MPEG-4 씬 디스크립션 최적화 기법
차경애(대구대),조지연·이송록·김상욱(경북대),

유영재·정원식(ETRI)

O2.3-4 Garden Alive : 상호작용 가능한 지능적인 가상
화단
하태진·우운택(GIST)

O2.3-5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인터넷 상품 정보 제공 시
스템
허정수·하상호(순천향대)

O2.3-6 개인화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선택 방법 및 기반구조 설계 구현
박정규·이긍해(항공대)

2005년 11월 12일(토) 인공지능 II 정보관 302호

09:00-10:30 좌장 : 이복주 교수(단국대)

O2.4-1 상황정보와 공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추
천 시스템
이배희·조근식(인하대)

O2.4-2 특허 분류를 위한 효과적인 자질 선택
정하용·황금하·신사임·최기선(KAIST)

O2.4-3 웹 정보추출의 성능향상을 위한 사용자 관심 부분
추출기의 구현
최철희·홍광희·최중민(한양대)

O2.4-4 분산된 웹 정보의 효과적 통합·추출을 위한 동적
Wrapper 조합
백주흠·홍진혁·조성배(연세대)

O2.4-5 단어의 불순도를 고려한 특징 선택 방법 연구
강진범·양재영·최중민(한양대)

O2.4-6 학습을 통한 주제기반 모바일 웹 콘텐츠 적응화
이은실·강진범·양재영·최중민(한양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보호 II 정보관 403호

09:00-10:30 좌장 : 유일선 교수(한국성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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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5-1 RFID 태그와 실시간 객체인식을 이용한 출입인증
시스템
정용훈·이창수·김정재·전문석(숭실대)

O2.5-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이동 단말 보안 관리를 위
한 미들웨어 설계
이강희·강철범·김상옥·김상욱(경북대)

O2.5-3 M-Commerce에서 OTP를 이용하여 사용자 익명
성을 보장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
신동규·정기원·천준호·전문석(숭실대)

O2.5-4 RFID 시스템에서리더 ID를이용한인증프로토콜
김태은·주소진·이재식·이승민·전문석(숭실대)

O2.5-5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한 해쉬체인 기반의
DRM 시스템 설계
이영구·박찬길·김정재(숭실대),이경석(산업연구

원),전문석(숭실대)

O2.5-6 PKI와 안전한 연동을 위한 XKMS 개선방안 연구
이상호·남길현(국방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III 전산관 201호

09:00-10:30 좌장 : 강용혁 교수(극동대)

O2.6-1 Employing SNMP to Manage Ubiquitous Environ-
ments
Syed Shariyar Murtaza ·Syed Obaid Amin ·

홍충선·최상현(경희대)

O2.6-2 모바일 서비스 적응성지원을 위한 미들웨어시스
템 연구
양영주·윤용익(숙명여대)

O2.6-3 RFID를 이용한 VoIP 긴급서비스 모델
김진홍·이길섭·이승종(국방대)

O2.6-4 유비쿼터스 물류환경을 위한 컨테이너 위치 확인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동호·정연수·김정효·백윤주(부산대)

O2.6-5 IPv6 멀티홈을 지원하기 위한 IETF 연구 동향
김건웅(목포해양대),송병권(서경대),주용완·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2.6-6 Mobile IPv4 네트워크의 모바일 노드와 IPv6 네
트워크의 호스트간 통신 기법
김대선·홍충선(경희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IV 전산관 202호

09:00-10:30 좌장 : 서창진 교수(숭실대)

O2.7-1 Defense against HELLO Flood Attack in
Wireless Sensor Network
Md.AbdulHamid·홍충선·변상익(경희대)

O2.7-2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원격코드설
치 기법에 관한 연구
이한선·이정민·정광수·최웅철·이승형(광운대)

O2.7-3 클러스터 구조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데
이터 모음 기법
지재경·하란(홍익대)

O2.7-4 전송지연요소 회피를 통한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신수정·차호정(연세대)

O2.7-5 롤 기반 센서 관리 프레임워크
김소영·문미경·이찬영·염근혁(부산대)

O2.7-6 향상된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망 라이프타임 연장
기법
이동훈·박수창·김상하(충남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전산관 203호

09:00-10:30 좌장 : 곽노윤 교수(천안대)

O2.8-1 Haar Wavelet Transform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
PCA, LDA기법의 얼굴 인식
이동훈(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O2.8-2 서포트 벡터 데이터 서술을 이용한 대표 얼굴 영
상 합성
이상웅·박주영·이성환(고려대)

O2.8-3 차영상 블록을 이용한 원거리 얼굴영역 검출
박성진·차형태(숭실대)

O2.8-4 방송용 스포츠 경기 비디오에서 제스처의 자동 추
출
노명철·이성환(고려대)

O2.8-5 시점에 독립적인 제스처 인식을 위한 볼륨 모션 템플릿
신호근·이성환(고려대)

O2.8-6 특이점추출을위한유전자알고리즘기반지문영상개선
조웅근·홍진혁·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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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 그래픽스 I 전산관 205호

09:00-10:30 좌장 : 김동호 교수(숭실대)

O2.9-1 J2ME상에서 JSR-184를 이용한 모바일 3D 엔진의
설계 및 구현
조종근·박윤희·김종민(고미드)

O2.9-2 불규칙 패턴 방식을 이용한 동양화 스타일의 실시
간 3차원 렌더링 기법
최승혁·김재경(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

(연세대)

O2.9-3 실사 오브젝트의 이미지 기반 변형기법
정한빛·이인권(연세대)

O2.9-4 경계라인 제약조건을 이용한 깊이 맵 기반 메쉬
모델링
박정철·김승만·이관행(광주과학기술원)

O2.9-5 사진 측정에 의한 옷감의 질감 모델링 및 사실적
렌더링
김민수·김명준(이화여대)

O2.9-6 POSIT을 이용한 3D 객체의 비디오 삽입
이범종(인천대),김형목(경기대),박종승(인천대),

노성렬(시리우스)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 시스템 II 전산관 206호

09:00-10:30 좌장 : 이동호 교수(한양대)

O2.10-1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한
로그 구조 설계
김태훈·이주경·정기동(부산대)

O2.10-2 퍼지 추론을 이용한 사용자 적응적 프로세스 스케
줄링
임성수·조성배(연세대)

O2.10-3 신뢰성을 제공하는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 기법
김효승·차호정(연세대)

O2.10-4 JFFS2 Garbage Collector 의 설계
김기영·정성욱·손성훈·신동하(상명대)

O2.10-5 Agent 기반의 부하 분산을 위한 집합 기반 확산
전송 기법
김중항·전상현·장형수(서강대)

O2.10-6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를 위한 FPGA 콘트롤러 자
동 생성
손춘호·윤정한·한태숙(KAIST)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 이론 정보관 405호

09:00-10:30 좌장 : 김동규 교수(부산대)

O2.11-1 효율적인 ID 기반의 Threshold 대리 서명
조원희·박근수(서울대)

O2.11-2 D-클래스 계산을 위한 n x n 불리언 행렬의 효율
적 곱셈 알고리즘
한재일(국민대)

O2.11-3 Succinct 표현의 효율적인 구현을 통한 압축된 써
픽스 배열 생성
박치성 ·조준하 ·김동규(부산대)

O2.11-4 제한된 곡률을 갖는 최단경로에 대한 새로운 기하
학적 증명
안희갑·배상원·OtfriedCheong(KAIST)

O2.11-5 점집합의 최대 반복 패턴
VeroniqueCortier·XavierGoaoc(INRIA),이미라

(KAIST),나현숙(숭실대)

O2.11-6 Distributed Kinetic Delaunay Triangulation
유태원·최성희·이현익·이진원(KAIST)

2005년 11월 12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정보관 202호

10:45-12:45 좌장 : 황병연 교수(가톨릭대)

O3.1-1 RDQL2SQL 기반의 효율적인 RDQL 질의 처리
김학수·손진현(한양대)

O3.1-2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과 데이터 접
근빈도를 동시에 고려한 하이브리드 인덱스 배치
기법
박지현·박광진·강상원·김종완·임석진·황종선(고

려대)

O3.1-3 그리디 기반의 연속질의 선택조건의 그룹 필터

순서
김성현·이원석(연세대)

O3.1-4 시퀀스 데이타들 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유사 검색
기법
강성구·이석호(서울대)

O3.1-5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효율적인 B-트리 설계 및
구현
남정현·박동주(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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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6 BAR: 비트맵 기반의 연관규칙 구현 및 최적화
김재명·오기선·김동현·이상원(성균관대)

O3.1-7 범위 모자이크 질의와 범위 모자이크 상위-k질의
의 효율적인 수행

홍석진·이석호(서울대)

O3.1-8 웹 환경에서 전회로나열 다항식 알고리즘
김능회·마지형·이우기(성결대)

2005년 11월 12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I 정보관 204호

10:45-12:45 좌장 : 윤정모 교수(서울산업대)

O3.2-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국방 CBD 프
로세스 테일러링
정경철·이길섭·이승종(국방대)

O3.2-2 ESTEREL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모델 기반
테스트 기법 연구
양진석·김진현·심재환·김창진·최진영(고려대)

O3.2-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행위 기술 모델링을 위한 시
퀀스 다이어그램의 확장
이희진·송인권·전상욱(KAIST),홍장의(충북대),

배두환(KAIST)

O3.2-4 ESUML : UML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델링
방법론
전상욱·이희진(KAIST),홍장의(충북대학교),배두

환(KAIST)

O3.2-5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케이스 리엔지니
어링
서광익·이동근·최은만(동국대)

O3.2-6 자가 적응 무인 시스템의 임무수행 전략 검증
김상수·채정욱·인호(고려대)

O3.2-7 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델을 위한 사용자 행위
분석 도구 개발
김동호·김우열·김영철(홍익대)

O3.2-8 센서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
한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버전관리기법
정선우·김동규·정기원(숭실대)

2005년 11월 12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정보관 301호

10:45-12:15 좌장 : 남영진 교수(대구대)

O3.3-1 모바일 RFID를 적용한 지능적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김준형·손민우·신동일·신동규(세종대)

O3.3-2 센서네트워크에서 Range-free 기반의 분산 음원위
치 판별 기법
유영빈·차호정(연세대)

O3.3-3 스마트 홈을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의 임베디
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설계
권기현·손민우·신동일·신동규(세종대)

O3.3-4 손 제스처를 사용한 보행로봇 제어
서인교·장상수·김항준(경북대)

O3.3-5 서비스 일괄 수행지원 홈 서비스 제어기
윤효석·우운택(GIST)

O3.3-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테스트 및 프로파일
레포팅 뷰어의 설계 및 구현
고방원·신경호·김상헌·유재우(숭실대)

2005년 11월 12일(토) 인공지능 III 정보관 302호

10:45-12:15 좌장 : 최중민 교수(한양대)

O3.4-1 BDI 에이전트 구조 기반의 시맨틱 웹서비스 실행기
진훈·최재혁·김인철(경기대)

O3.4-2 OWL/RDF(S) 도메인 온톨로지 검색 시스템 설계
황명권·공현장·정관호·김판구(조선대)

O3.4-3 적응성 있는 부하 재분배를 위한 유전적 방법론
이성훈(천안대)

O3.4-4 메타데이터 기반 시맨틱 검색

최정화·박영택(숭실대)

O3.4-5 스마트 공간에서의 지능형 멀티에이전트 기반 개
인화 서비스
최용준·박영택(숭실대)

O3.4-6 ALKETge :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지식표현
언어
조성원·이건수·송세헌·김민구(아주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보호 III 정보관 403호

10:45-12:15 좌장 : 김현성 교수(경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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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5-1 분산 저장소 구조에서 안전한 데이터 접근을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
이명진·채기준(이화여대)

O3.5-2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및 키 교환에 관한 연구
강서일·이임영(순천향대)

O3.5-3 키 교환을 이용한 경량화된 RFID 인증 프로토콜
이창보·장호진·김정재·전문석(숭실대)

O3.5-4 수동형 RFID 태그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 설계 및
분석

김인섭(과학기술연합대학원 ),이병길·김호원

(ETRI)

O3.5-5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관리 프
로토콜
황영식·남택용(ETRI)

O3.5-6 RFID 사용자를 위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에이
전트
김수철·여상수·김성권(중앙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V 전산관 201호

10:45-12:45 좌장 : 정창덕 교수(서울벤처정보대)

O3.6-1 IP 주소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희찬·이준형·박진원·김명균(울산대)

O3.6-2 OTP를 이용한 스팸 메일 차단 모듈 설계
추연수·이재식·김정재·조창현·전문석(숭실대)

O3.6-3 웹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외처리 기반 동적 서비
스 조정 프레임워크
정종하·장우혁·이성독·한동수(ICU)

O3.6-4 웹 서비스 분석기의 디자인과 구현
자나르벡·한동수(ICU)

O3.6-5 UPnP 기반 텔레매틱스 서비스 발견

김희자·김동균·이상정(순천향대)

O3.6-6 다양한 오디오/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UPnP 프레
임워크의 재생 모듈 연구
윤혜진·이현주·김상옥·이강희·김상욱(경북대),

마평수·조창식·배수영(ETRI)

O3.6-7 구조화된 동적 P2P시스템에서의 로드 변화 예측
을 통한 효율적인 로드 밸런싱
최연오·송진우·양성봉(연세대)

O3.6-8 웹 캐싱을 위한 P2P 협력적인 캐시 교체 정책
김상훈·류영석·양성봉(연세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VI 전산관 202호

10:45-12:45 좌장 : 문봉교 교수(동국대)

O3.7-1 무선인터넷 프록시 서버 클러스터 환경에서 프록
시 캐싱을 위한 향상된 부하 분산에 대한 연구
황재훈·곽후근·정규식(숭실대)

O3.7-2 모바일 라우터의 IPv4 네트워크 이동시 Tunnel
Agent를 통한 NEMO Tunnel 유지 방안
김진호·홍충선(경희대)

O3.7-3 네트워크 이동성 환경에서 분산 바인딩 갱신 기법
김훈·김진수·양순옥·이근호·송의성·황종선(고

려대)

O3.7-4 3G Evolution 무선 접속 프로토콜 SDL 설계
김재우·김태형·이재형·홍창표·양치평(금오공대)

O3.7-5 무선 핸드오프 시 유디피 패킷의 전송
나보균·한익주·오용철(한국산업기술대)

O3.7-6 Efficient seamless handoff over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이미진·유상훈(고려대)

O3.7-7 유비쿼터스 물류 환경을 위한 능동형 RFID 시스
템 개발
조현태·최훈·이웅현·백윤주(부산대)

O3.7-8 모바일 RFID 서비스에 최적화된 RFID 미들웨어
설계
조현덕·이위혁·박종태(경북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II 전산관 203호

10:45-12:45 좌장 : 박정희 교수(충남대)

O3.8-1 교통 영상에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차량
분할 기법
이대호·박영태(경희대)

O3.8-2 Cyclic FGS 기반에서 개선된 FMO를 통한 화질
개선
이경일·박광훈(경희대)

O3.8-3 스케일된 직교 분해기법을 이용한 모양 및 카메라
움직임 추정
윤종현·박종승·성미영(인천대),노성렬(시리우스)

O3.8-4 Wavelet을 이용한 CT 3 차원 뇌혈관에서의 노이
즈 제거 필터 구현
성열훈·박현재·강행봉(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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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8-5 임베디드 OCR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
키텍쳐
김세호·박재화(중앙대)

O3.8-6 JMF기반의 네트워크 감시시스템
이윤미·이경미(덕성여대)

O3.8-7 신경망을 이용한 오래된 필름에서의 스크래치 검출
김경태·김은이(건국대)

O3.8-8 유비쿼터스 환경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실시간 기
하보정
경동욱·임헌규·정기철(숭실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 그래픽스 II 전산관 205호

10:45-12:15 좌장 : 김동호 교수(숭실대)

O3.9-1 실세계 오브젝트의 효율적인 텍스쳐 매개변수화 방법
김강연·조지호·이재영·이관행(광주과학기술원)

O3.9-2 만화 기법을 이용한 물체의 동적효과 구현
이평준·황원일·조환규(부산대)

O3.9-3 실세계 조명 정보를 포함하는 HDR영상 기반 소
수 광원 추정 기법에 관한 연구
NaveenDachuri·유재덕·김승만·이관행(광주과

학기술원)

O3.9-4 3차원 관상동맥의 위상적인 형상분석을 위한 골
격 추출
이재진·김정식·최수미(세종대)

O3.9-5 트루타입폰트 기반 자동 획 분할
장현규·구상옥·정순기(경북대)

O3.9-6 깊이 기반 3차원 영상 렌더링에서 투명한 스플랫
을 사용한 가시성 기법
서모영·정우남·한탁돈(연세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 시스템 III 전산관 206호

10:45-12:15 좌장 : 엄현상 교수(서울대)

O3.10-1 Request Redirection 기법을 통한 iSCSI 프로토콜
기반 스토리지 서버의 부하분산 방안 연구
서자원·최원일·YuanYang·박명순(고려대)

O3.10-2 실시간 운영체제의 우선순위 역전 현상에 대한 해
결 기법
김인혁·김재광·고광선·엄영익(성균관대)

O3.10-3 한국형 공개SW 표준 플랫폼 BOOYO 기반의 WAS
구축 및 SPECjAppServer2004 벤치마킹 연구
김리라·김두현(건국대),정성인(ETRI)

O3.10-4 MAF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의 설계
강영모·낭종호(서강대)

O3.10-5 웹기반 차량 원격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지능형 차
량정보시스템의 설계
김태환·최용운·이승일·홍원기·이용두(대구대)

O3.10-6 실시간 내장 시스템 환경에서의 빠른 프로세스 복
구 기법
김광식·유준석·류준길·박찬익(포항공대)

2005년 11월 12일(토) 데이타베이스 IV 정보관 202호

14:00-16:00 좌장 : 윤재관 교수(건국대)

O4.1-1 차원 축소를 위한 유클리드 거리의 근사 방안
정승도·김상욱(한양대),김기동(강원대),최병욱

(한양대)

O4.1-2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식별을 위한 수정된 퍼지
k-NN 알고리즘
오정석·이상호(숭실대)

O4.1-3 연속적인 스카이라인 질의를 위한 영역 결정 기법
나경석·김진호·박영배(명지대)

O4.1-4 MDR 기반의 교통사고 동영상 DB 구축 방안
홍성호·김진우·김영갑(고려대),기용걸(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O4.1-5 특허 인용분석을 이용한 영향력 있는 특허를 찾는
방법 및 분석 시스템
이재헌(인포클루)

O4.1-6 공간 분할 지수를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 연관 규
칙 마이닝
송임영·김경창(홍익대),석상기(서울산업대)

O4.1-7 통합 개념 모델에 기반한 시맨틱 웹 서비스 탐색
두화준·이경호(연세대)

O4.1-8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의 고수준 의미 정보 자
동 추출 기법
박경욱·이동호(한양대)

2005년 11월 12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V 정보관 204호

14:00-15:30 좌장 : 이은서 교수(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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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2-1 콜택시 웹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중개자 설계 및
구현
이춘오·장우혁·한동수(ICU)

O4.2-2 EPC Network Architecture에 바탕을 둔 RFID 미
들웨어 시스템의 가용성 관리 방안
하성호·박진욱·채흥석(부산대)

O4.2-3 미들웨어 가용성 관리를 위한 프레임웍 설계
박진욱·박재걸·채흥석(부산대)

O4.2-4 RFID 기반의 가상 쇼핑카트 시스템 설계
하지연·김동규·최재현·정기원(숭실대)

O4.2-5 RFID 미들웨어 시스템을 위한 가용성 관리 설계
방안
박재걸·하성호·채흥석(부산대)

O4.2-6 이종 센서 네트워크간 정보교환을 위한 미들웨어
구조
안상임(숭실대),이광용(ETRI),정기원(숭실대)

2005년 11월 12일(토) HPC 정보관 302호

13:30-15:15 좌장 : 박능수 교수(건국대)

O4.3-1 그리드 자원 요구량 예측을 통한 응답시간 개선을
위한 그리드 자원 예측 모델
김인기·장성호·마용범·박다혜·조규철·이종식(인

하대)

O4.3-2 데스크탑 그리드 환경에서 데스크탑 가용성 기반
마코브 작업 스케줄링 기법
변은정(고려대),박학수·박찬열·최장원(KISTI),정

순영·황종선(고려대)

O4.3-3 P2P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동에이전트 기반
적응적 그룹 스케줄링 기법
최성진(고려대),최장원·박찬열·박학수(KISTI),정

순영·황종선(고려대)

O4.3-4 임베디드 시스템에 기반한 TCP/IP Offload
Engine과 RDMA 메커니즘의 구현
윤인수·정상화(부산대)

O4.3-5 Hybrid TCP/IP Offload Engine의 프로토타입 개발
장한국·박종훈·정상화(부산대)

O4.3-6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응용 레벨 성능 분석
차광호·김성호(KISTI)

O4.3-7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를 위한 몬테카를로 알고리
즘에 기반한 병렬 스프레드시트
이재근·김진석(서울시립대)

2005년 11월 12일(토) 전산교육 시스템 정보관 403호

13:30-14:30 좌장 : 최용석 교수(한양대)

O4.4-1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교육행정의 질의응답시스템
이미나·윤성대(부경대)

O4.4-2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지능형 교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운선·최용석(한양대)

O4.4-3 손동작을 이용한 아동용 게임 설계
김혜정·이경미(덕성여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VII 전산관 201호

14:00-16:00 좌장 : 황종규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O4.5-1 H.264 Mapping Strategies for Robust Video
Streaming over IEEE 802.11e WLAN
UmarIqbalChoudhry·JongWonKim(GIST)

O4.5-2 IPFIX 기반 실시간 플로우 분석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신성호·이영석·권택근(충남대)

O4.5-3 TV기반의 홈엔 교육포탈시스템 구축방법
하윤경·최대현·최정호·김재동(KT)

O4.5-4 온톨로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포탈 프레임워크
구축
전양승·시대근·정영식·한성국(원광대)

O4.5-5 워크플로우 서비스 트랜잭션 처리 메커니즘 설계
안형진·박민재·김광훈(경기대)

O4.5-6 B2B를 위한 ebXML메시징 서비스 엔진 설계 및
구현
강태원·강필구·박상현·채진석·신승호(인천대)

O4.5-7 필드버스 프로토콜 변환 게이트웨이 개발
이준형·이희찬·박진원·김명균(울산대)

O4.5-8 사용자 선호 특성 정보를 이용한 PNS 시스템설계
김명환·정영지(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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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VIII 전산관 202호

14:00-16:00 좌장 : 임유진 교수(수원대)

O4.6-1 다중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갖는 MANET에서의
부하균등화 기법
김영민·유현·안상현(서울시립대),임유진(수원

대)

O4.6-2 경로 지속성을 고려한 Distance Vector 알고리즘
기반의 Ad hoc 네트워크 멀티캐스팅
이세영·장형수(서강대)

O4.6-3 무선 Ad-hoc 네트워크에서 RTS/CTS의 사용여부
에 관한 연구
김모세·모정훈(ICU)

O4.6-4 MANET 환경에서의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동
적 클러스터링 기법
임원택·김구수·선승상·엄영익(성균관대)

O4.6-5 무선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DAG을 이용한
QoS 라우팅 기법
김정희.김현호(성균관대),강용혁(극동대),엄영익

(성균관대)

O4.6-6 위치기반 오버레이 애드 혹 멀티캐스트에서의 네
트워크 확장성 개선 방안
김봉수·정관수·조호중·최영환·김상하(충남대)

O4.6-7 단방향 링크가 있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DSR에 기반한 라우팅 프로토콜
Jun-JiePiao·장태무(동국대)

O4.6-8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를 위한 위치기반 클러스터링 메커니즘
정관수·김봉수·조호중·최영환·김상하(충남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시스템 IV 전산관 206호

13:30-14:45 좌장 : 김은이 교수(건국대)

O4.7-1 동적 서비스 설치 기능 구현을 통한 그리드 상의
동적 자원 제공 시스템 개발
변은규·장재완·김진수(KAIST)

O4.7-2 자바 Ahead-of-Time 컴파일러에서의 효율적인 예
외처리 방법
정동헌·박종국·이재목·배성환·문수묵(서울대)

O4.7-3 IA-64를 위한 향상된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명령
어 스케줄링

이재목·문수묵(서울대)

O4.7-4 컴포넌트 기반 미들웨어 자기최적화와 자가치료
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 시스템 자원
상태 추론
최보윤·김경중·조성배(연세대)

O4.7-5 정황인지 RFID 시스템을 이용한 비정상 행동 예
측 체계
채희서·인호(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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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일정 및 장소

◉ 포스터발표 (I)

포스터 발표Ⅰ 2005년 11월 11일(금) 14:00-15:30  한경직기념관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1.1 HPC 12 이상규 교수(숙명여대)

P1.2 그래픽스 19 정문렬 교수(서강대)

P1.3 언어공학 5 김유섭 교수(한림대)

P1.4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9 곽노윤 교수(천안대)

P1.5 정보통신 I 60 박영철 교수(천안대)

P1.6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27 정기철 교수(숭실대)

P1.7 프로그래밍 언어 6 안준선 교수(항공대)

합계 148

◉ 포스터발표 (II)

포스터 발표 II 2005년 11월 12일(토) 09:30-10:30  한경직기념관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2.1 데이타베이스 I 22 손진현 교수(한양대)

P2.2 바이오정보기술 I 8 한경숙 교수(인하대)

P2.3 소프트웨어 공학 I 25 정화영 교수(경희대)

P2.4 인공지능 I 18 정경용 교수(한세대)

P2.5 정보보호 I 16 고 훈 교수(대진대)

P2.6 정보통신 II 34 이상영 교수(남서울대)

P2.7 컴퓨터시스템 I 18 김두현 교수(건국대)

합계 141

◉ 포스터발표 (III)

포스터 발표III 2005년 11월 12일(토) 11:00-12:00  한경직기념관 로비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3.1 데이타베이스 II 22 이종연 교수(충북대)

P3.2 바이오정보기술 II 8 한경숙 교수(인하대)

P3.3 소프트웨어 공학 II 24 채흥석 교수(부산대)

P3.4 인공지능 II 16 현우석 교수(한국성서대)

P3.5 전산교육 시스템 6 마대성 교수(광주교대)

P3.6 정보보호 II 14 이성운 교수(동명정보대)

P3.7 정보통신 III 21 김분희 교수(동명정보대)

P3.8 컴퓨터시스템 II 20 이종복 교수(한성대)

P3.9 컴퓨터 이론 7 박정흠 교수(가톨릭대)

합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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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좌장 및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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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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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005년 11월 11일(금) HPC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이상규 교수(숙명여대)

P1.1-01 그리드 환경에서 글로벌 작업 스케줄러의 설계
허대영·황선태(국민대),정갑주(건국대)

P1.1-02 응용 프로그램에 독립적인 워크플로우 시스템 모델
최진일·이상근·최재영(숭실대)

P1.1-03 웹기반 그리드 스케줄링 플랫폼의 구현
강상성·강오한(안동대)

P1.1-04 그리드 네트워크에서 글로버스를 이용한 QoS 보
장방법에 관한 연구
김정윤·조지헌·유인태(경희대)

P1.1-05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그리드 시
스템 설계
김상완·곽재혁·황영철·이필우(KISTI)

P1.1-06 Ultrapeer를 사용한 P2P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관
심을 갖는 Peer들의 그룹화 효과
김기·용환기(한동대)

P1.1-07 병렬 파일 시스템의 구성 변경에 대한 성능 평가

차광호·조혜영·김성호(KISTI)

P1.1-08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단일 모니터링 에이전트
에 대한 연구
박유찬·홍태영(KISTI)

P1.1-09 노드 전력량을 고려한 무선 Ad-hoc 라우팅 정책
성진규(한양대),이원주(두원과대),전창호(한양대)

P1.1-10 대형 강입자 충돌가속기(LHC) 실험의 자료 분산
처리
조기현·한대희·권기환·김진철·손동철(경북대)

P1.1-11 가상 풍동 구현을 위한 그리드 웹 포탈 서비스
김은경·김윤희·조정현(숙명여대),김종암(서울

대),임상범(KISTI)

P1.1-12 연속 영상의 효과적 병렬 렌더링을 위한 작업분할
기법
최영운·이윤석(한국외대)

2005년 11월 11일(금) 컴퓨터 그래픽스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정문렬 교수(서강대)

P1.2-01 CAD 툴의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에서 데이터
크기를 감소시키는 실제적인 방법
최남규·김승완·권오봉(전북대)

P1.2-02 효율적인 점 기반 렌더링을 위한 확장 이차 오류
척도 기반의 간략화 방법 개발
김덕봉·강의철·이관행(광주과기원), R.B.Pajarola

(UniversityofZurich)

P1.2-03 형상 및 색상기반 3차원 컬러 스캔 데이터의 감소
방법
강의철(GIST),우혁제(경기공업대),김덕봉·이관

행(GIST)

P1.2-04 Upper Mean을 이용한 Distance Transform
박정욱·박정철·이관행(GIST)

P1.2-05 영상기반 항해를 위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 적응적
샘플링
이동훈·김종율(동서대),정순기(경북대)

P1.2-06 점묘 기법을 이용한 상호적 비실사 기법
한만준·오세윤(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

(연세대)

P1.2-07 모바일 기기에서 카툰 렌더링을 위한 파일 전처리
기법 및 도구의 개발

전재웅·장현호·최윤철(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

P1.2-08 곡면 분할 및 텍스쳐 매핑을 사용한 삼각 메쉬의
미세형상 생성
김현수·최한균·이관행(광주과학기술원)

P1.2-09 PDA를 이용한 모바일 볼륨 가시화 시스템 개발
박상훈(동국대),김원태·임인성(서강대)

P1.2-10 색 보존을 위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
조영심·최인석·윤종호·최명렬(한양대)

P1.2-11 가상환경구축을 위한 대용량 지형 데이터의 효율
적인 렌더링 기법
김윤진·신병석(인하대)

P1.2-12 인접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
전영현·윤종호·조화현·최명렬(한양대)

P1.2-13 모션 캡쳐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
의 설계 및 구현
윤수미·전호철·김상철(한국외대)

P1.2-14 오목한 물체의 그림자를 포함하는 그림자 텍스처
류태규·오경수(숭실대)

P1.2-15 시-공간 정보도표상의 사용자 관심정보 획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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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차원 지도 기반 가시화기법
이석준·정기숙·정승대·정순기(경북대)

P1.2-16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HLA를 이용한 이기종 시
뮬레이터 통합
황재준·이규영·최재영(한국소프트스페이스)

P1.2-17 실시간 렌더링의 속도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기법

한영민·황석민·성미영(인천대)

P1.2-18 PCA 기반 모션 블렌딩
정우준·이인권(연세대)

P1.2-19 GPU 클러스터를 이용한 VKH 데이터의 빠른 볼
륨 렌더링
이중연(KISTI)

2005년 11월 11일(금) 언어공학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김유섭 교수(한림대)

P1.3-01 과학기술 분야 시소러스 상에서의 패싯들
정한민·성원경·박동인(KISTI),황순희(부산대)

P1.3-02 복합명사 의미사전을 이용한 동음이의어 중의성
해소
허정·장명길(ETRI)

P1.3-03 백과사전 질의응답을 위한 생략된 표제어 복원에
관한 연구

임수종·이창기·장명길(ETRI)

P1.3-04 문서 분류에서의 SVM 오류 감소를 위한 하이브
리드 방법
이준석·김상수·박성배·이상조(경북대)

P1.3-05 Roget 범주와 기본정서의 구조 비교
양재군·배재학(울산대)

2005년 11월 11일(금)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곽노윤 교수(천안대)

P1.4-01 SIOP 시뮬레이터를 위한 GUI 기반의 전처리부
설계 및 구현
이양민·이재기·강동우(동아대)

P1.4-02 PVR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브
라우징 방법
김재목(삼성전자)

P1.4-03 효율적인 정부회계감사를 위한 감사모듈의 설계
와 구현
박석구·조은애(고려대)

P1.4-04 특정 도메인에 대한 자동 온톨로지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
공현장·황명권·김원필·김판구(조선대)

P1.4-05 PGA: 디지털보드게임의 전략지원
김기락·박안진·홍광진·정기철(숭실대)

P1.4-06 사용자 시맨틱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스크립트 언
어 자동생성 기법
송특섭·신성욱·최윤철(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

P1.4-07 스마트 홈을 위한 사용자 위치추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최순용·최종화·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4-08 PC 기반 실시간 DVR 시스템을 위한 MPEG-4 코
덱 구현
장경현·박기태(한양대),김찬규·홍인화(전자부품

연구원),김진국·여훈구(오이토),문영식(한양대)

P1.4-09 IrDA의 통신 특성을 이용한 위치인식 시스템
서승호·이긍해(한국항공대학교)

P1.4-10 사용자 중심형 모바일 박물관 안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부소영(IGI)·최유주(IGI,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학교)

P1.4-11 로보사피엔(Robosapien
™

) 제어를 위한 비주얼 프
로그래밍 도구 개발
김창연·박성진·변태영(대구가톨릭대)

P1.4-12 유한요소모델링을통한변형체의햅틱인터페이스
전성기·최진복·조맹효(서울대)

P1.4-13 발전소 시뮬레이션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
계 및 구현
피무호·최종필(한국산업기술대)

P1.4-14 Smart Space Middleware를 위한MASBM (Multi-
Agent Service Bundle Manager) 구조 설계
손민우·심기택·이주연·신동일·신동규(세종대)

P1.4-15 유비쿼터스 러닝을 위한 상황인식 컨텐츠 전송제
어 시스템
정정현(삼성전자),이은석(성균관대)

P1.4-16 네비게이션을 위한 문자영상기반의 영상매칭 방법
박안진·정기철(숭실대)

P1.4-17 UPnP AV 단말의 상호운용을 위한 미디어랜더러
서비스
김상옥·이강희·이현주·윤혜진·김상욱(경북대)

P1.4-18 Context-Aware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위
젯 관리
황정섭·류은석·유혁(고려대)

P1.4-19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만화 영상 자동 변환
한은정·전성국·정기철(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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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1일(금) 정보통신 I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박영철 교수(천안대)

P1.5-01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인 코디네이터 선정 알고리즘
유지원·오세인·김효은·박용진(한양대)

P1.5-02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절약적
인 MAC 프로토콜 연구
최원준·윤희용(성균관대)

P1.5-03 이동적응망에서 데이터 일관성 보장을 위한 주사
본 기반 데이터 중복 기법
문애경(ETRI)

P1.5-04 무선 환경에서 링크 상태 추적 알고리즘
김도신·강대욱(전남대)

P1.5-05 Ad-hoc 통신망에서 이동 단말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능동적인 혼잡 제어 기법
조남호·이정민·이승형·최웅철·정광수(광운대)

P1.5-06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행되는 오류 공유 시스템
고응남(천안대)

P1.5-07 802.16 BWA 시스템에서 UGS 알고리즘의 유휴
대역을 이용한 효율적인 상향링크 알고리즘
이재길·윤희용(성균관대)

P1.5-08 무선 이동 AD-Hoc 네트워크에서 밀집된 트래픽
에 적합한 라우팅 프로토콜
오세인·장정규·박용진(한양대)

P1.5-09 RFID 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매장 모델 설계
및 구현
김양남·이긍해(항공대)

P1.5-10 분산WSN하에서적응적재구성이가능한 OS 모델링
김진엽·한규호·안순신(고려대)

P1.5-11 EPC 네트워크와 이동 RFID 네트워크간 서비스
연동방식
한민규·백일우·홍진표(한국외대)

P1.5-12 QoS를 보장하는 Multi-Hop Ad Hoc Network용
Single-channel Jamming 신호 기반의 MAC 프로
토콜
김영만·한왕원(국민대)

P1.5-13 HMIPv6 환경에서의 동적 페이징 향상 기법
이선영·최종원(숙명여대)

P1.5-14 핫스팟 무선랜 환경에서의 상황정보 발견 프로토
콜 설계
강범석·정성훈(연세대)

P1.5-15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선 매쉬 네트워크의 최
적 배치 탐색
남용섭·류지호·권태경·최양희(서울대)

P1.5-16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2중 분할 알
고리즘
주세영·최정률·장길웅(한국해양대)

P1.5-17 능동형 RFID 태그를 이용한 실내위치 측정 기법

이창환·황종선(고려대)

P1.5-18 Ad 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부하 균등 기반의
power-aware 라우팅 프로토콜
김동현·하란(홍익대)

P1.5-19 OFDMA/TDD 시스템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패킷 스케줄러
노정현(고려대),최진구(KT),최진희·최진영(고려대)

P1.5-20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초기 클러스터 형성 기법
남춘성·박수민·성수련·신용태(숭실대)

P1.5-21 WiBro와 무선 LAN간의 핸드오프 기능구현
김성규·김경태·이정태(부산대)

P1.5-22 무선랜 성능향상을 위한 AP의 동적 전송속도 할
당 기법
박병창(서울대),우희경(상명대),김종권(서울대)

P1.5-23 Relay기반 Mesh 네트워크의 spatial reuse 향상
기법
박근모·김종권(서울대)

P1.5-24 실내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의 효과적인 다중 이
동 노드 위치인식 시스템 설계
김기현·하봉수·김태환·이용두·홍원기(대구대)

P1.5-25 802.11의 QoS 차별화 상태에서의 쓰루풋 최대화
이병구·김동주·윤상기(고려대)

P1.5-2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물체추적을 위한 효율적
인 스케줄링 기법
김광요·박성민·이소연·박명순(고려대)

P1.5-27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경량의 서비스 상
호 작용 브로커 개발
문상철·차영록·이경민·이동만(ICU)

P1.5-28 이종 Ad-Hoc 라우팅 프로토콜 노드간의 네트워킹
곽정남·박일균(숭실대),강남희(다산네트웍스),김

영한(숭실대)

P1.5-29 Back-off 파라미터 설정을 통한 IEEE 802.11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QoS 보장
문정아·이상규(숙명여대)

P1.5-30 WLAN과 IP 망간의 QoS 연동 구조 및 성능분석
김종성·김정록·김홍태·정성호(한국외대),백승권

(ETRI)

P1.5-31 IEEE 802.11 무선LAN에서 AP의 백오프가 TCP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상하(서울대),우희경(상명대),김종권(서울대)

P1.5-32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목표영역에
서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정기원·신동규·이용재·신용태(숭실대)

P1.5-33 모바일 에이전트를 가진 센서네트워크에서 클러
스터의 성능 분석
황재룡(서울대),우희경(상명대),김종권(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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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34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이중 채널 AODV
라우팅 프로토콜
유대훈·조원근·최웅철·정광수·이승형(광운대)

P1.5-35 모바일 시스템을 위한 메시지 기반의 협력 시스템
설계
구제영·오근탁·이윤배(조선대)

P1.5-36 수직적 핸드오프시의 TCP 성능 분석
김윤모·강문수·모정훈(ICU)

P1.5-37 소규모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핸드오프 기법
김기영(서일대학)

P1.5-38 재해 관리를 위한 바이오 Ad-hoc 네트워크에 관
한 연구
엄재도·이구연·이동은(강원대)

P1.5-39 무선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를 위한
접근
최희석·신용삼·박승민(ETRI)

P1.5-40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싱크와의 거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기법
강태욱·정일규·한기준(경북대)

P1.5-41 이더넷을 위한 속도 제한 메커니즘
최기한(경북대),류상률(청운대),정민석·김승호

(경북대)

P1.5-42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MS-SQL을 활용한 자성체
이동경로 추적 및 위치제어에 관한 연구
김홍규·문승진(수원대)

P1.5-43 효율적인 P2P 기반 파일 검색 알고리즘 설계
백승재·안진호(경기대)

P1.5-44 Downloadable TCP의 설계 및 구현
황재현·최진희·김세원·유혁(고려대)

P1.5-45 Tiny-DB를 응용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Web
Server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이상훈·문승진(수원대)

P1.5-46 확장된 마이크로윈도우즈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설계 및 에뮬레이터 구현에 관한 연구
윤지훈·채영훈·문승진(수원대)

P1.5-47 IPv4와 IPv6가 혼재하는 상황에서의 IPSec
강지명·정지웅·김종권(서울대),신성준·안정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P1.5-48 멀티미디어 QoS 보장을 위한 멀티 큐에서의 대역
폭 조절 방법
김낙현(경북대),류현기(DGIST)

P1.5-49 P2P 시스템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고려한 노드 복
구와 복제 기법
차봉관·박성환·손영성·김경석(부산대)

P1.5-50 차세대 위성용 탑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고성
능 탑재컴퓨터 ERC32 프로세서 소개
이재승·최종욱·채동석·이종인·김학정(한국항공

우주연구원)

P1.5-51 무선 센서네트워크를위한 속성 기반네이밍지원
서한배(한양대),정의현(안양대),김용표·박용진

(한양대)

P1.5-52 RFID를 이용한 3차원 창고 관리 시스템
형대진·김승구·이재윤·조현준·박경환(동아대)

P1.5-53 OSPF 프로토콜 오류 검출기 개발
홍창표·김태형·이현성·차원수·정세훈(금오공대)

P1.5-54 860~960MHz 대역 RFID 기술기준 분석
공민규·김형준·이종심(한양대)

P1.5-55 이벤트 서비스를 이용한 컨텍스트 기반 동적 채널
관리
유영권·윤희용(성균관대)

P1.5-56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보안 시스템 설계
박용·백청호(강원대),전기환·김영규(한림성심

대),김효남(청강문화산업대),김진봉(안산공대)

P1.5-57 효율적인 클러스터 헤드 선출 기법
박수민·남춘성·김경민·신용태(숭실대)

P1.5-58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 헤더 선정 알고리즘
정일규·류정필·하남구·이병직·강태욱·한기준(경

북대)

P1.5-59 지연변화가 큰 환경에서의 TFRC를 사용한 스트
리밍 시의 전송률 산출법 개선 기법
한승진·한상범·유혁(고려대)

P1.5-60 위피 모바일 폰을 사용한 원격 PVR 제어 시스템
강정규·이희성·장형선·서대영(한국산업기술대)

2005년 11월 11일(금)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정기철 교수(숭실대)

P1.6-01 통신관로의상태조사를위한최소직경산출방법
이대호·박영태(경희대)

P1.6-02 스마트 테이블 구축을 위한 템플릿 매칭과 Opti-
cal flow를 이용한 손 트래킹
권오륜·전준철(경기대)

P1.6-03 인간시각시스템을 이용한 견고한 워터마킹에 관
한 연구
박기범·이강승(동의대)

P1.6-04 OVA SVM의 동적 결합을 이용한 효과적인 지문분류

홍진혁·조성배(연세대)

P1.6-05 복부 CT영상에서 빠른 폐 분할을 위한 그래픽 하
드웨어 기반 레벨 셋 기법
박성진·홍헬렌(서울대)

P1.6-06 색공간에서 피부색과 조명보정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영역 검출
송상근·김수형(전남대)

P1.6-07 시-공간 특징을 이용한 효율적인 3차원 인체 자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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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덕·아마드·이성환(고려대)

P1.6-08 휴먼 행동 분석을 위한 3차원 제스처 데이터베이
스의 설계 및 구축
노명철·황본우·김성민·신호근·박아연·이성환(고

려대)

P1.6-09 연속적인 전신 제스처에서 강인한 행동 적출 및
인식
박아연·신호근·이성환(고려대)

P1.6-10 Mean Shift와 변위지도를 결합한 카메라 이동환
경에서의 다수 인체 추적
홍수연·변혜란(연세대)

P1.6-11 CT 혈관조영영상에서 슬라이스 정보를 이용한 뇌
분할
이병훈·이호·홍헬렌(서울대)

P1.6-12 반구형 스크린 상의 몰입형 AR 탁구 게임
이상경·경동욱·정기철(숭실대)

P1.6-13 자동보정 카메라에서 HSV를 이용한 이동객체
검출
이승철·이귀상·최덕재·김수형(전남대)

P1.6-14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의 기하학적 밝기분포 마스
크와 색상모델을 이용한 얼굴검출
정준호·나상일·이정호·신민철·정동석(인하대)

P1.6-15 방향성과 경계선을 이용한 그림자 제거 방법
이준철(부천대학),이정원(경북대),조정현(영남이

공대),김승호(경북대)

P1.6-16 비전로봇의 물체추적 방법
전철민·김재호·이은선·김상훈(한경대)

P1.6-17 무선 인터넷 기반의 의료 영상 처리 게이트웨이

서버 및 서비스 구축
문성림·정석재·이윤석·강경란·김동윤(아주대)

P1.6-18 프랙탈영상압축을이용한효율적홍채인식시스템
이윤석·문성림·신봉근·위영철·김동윤(아주대)

P1.6-19 얼굴 영역 추적과 입 검출을 이용한 AAM 얼굴
모양 파라미터 추정
최권택·변혜란(연세대)

P1.6-20 Pan-Tilt-Zoom-Camera에서 AAM과 CAMSHIFT
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및 추적
배정완·최권택·변혜란(연세대)

P1.6-21 공간 적응적 임계값 설정을 통한 X-ray 영상의 잡
음 제거
유주완·이종민·김회율(한양대)

P1.6-22 개인 혈관모델의 자동생성 기법
이나영·김계영(숭실대)

P1.6-23 IVUS영상에서웨이블릿기반의관상동맥벽의추출
이나영·김계영(숭실대)

P1.6-24 색상정보와신경회로망을이용한교통표지판검출
신민철·나상일·이정호·정준호·정동석(인하대)

P1.6-25 얼굴의 크기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얼굴 인식
시스템
조현희·정민교·박지숙(서울여대)

P1.6-26 조명의 영향을 받은 컬러영상에서의 이진화 기법
연구
이석원·정철호·한탁돈(연세대)

P1.6-27 필드 기반 워핑 및 모핑을 위한 영상 스케일러의
특성 분석
곽노윤(천안대)

2005년 11월 11일(금)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한경직기념관 로비

14:00-15:30 좌장 : 안준선 교수(항공대)

P1.7-01 RIA 구현 기술 전략에 관한 연구
송희정·백종현(대우정보시스템)

P1.7-02 영속성 관리를 위한 오픈 소스 적용 연구
정광선·백종현(대우정보시스템)

P1.7-03 스크립트 언어 비교 : 프로그래밍 편이성 관점에서
장한일·이동주·지정훈·우균(부산대),김원영·최

완(ETRI)

P1.7-04 GroovyMarkup 확장을 이용한 SWT Builder 설계

이동주·지정훈·장한일·우균(부산대),김원영·최

완(ETRI)

P1.7-05 New RAD :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해결책
이민재·한경숙(산기대)

P1.7-06 비동기식 로그서비스 구현을 통한 Message-
Driven POJO(MDP) 기술연구
장의진·백종현(대우정보시스템)

2005년 11월 12일(토) 데이타베이스 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손진현 교수(한양대)

P2.1-01 생물다양성 데이터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
마 설계
안부영·조희형·안성수·박형선(KISTI)

P2.1-02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언어의 비교 분석
조명현·설주영·박정업·손진현(한양대)

P2.1-03 웹 로그 마이닝을 이용한 웹 문서 예측 시스템
이범석·황병연(가톨릭대)

P2.1-04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빈발 패턴 생성
김의찬·황병연(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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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05 효율적인 페이지 사용을 위한 UNISYS NDB의
CALC 배치 방식 개선 알고리즘
조태환·김영갑(고려대)

P2.1-06 XML기반 시나리오를 이용한 3D 멀티미디어 제
작 시스템
전형준·김장식·황부현(전남대)

P2.1-07 GML 문서 저장을 위한 저장 스키마 및 하부 저장
시스템의 설계
김영국·장재우(전북대)

P2.1-08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SANique
TM
기반의 DBMS

표준 성능 평가
황진호·백은주·이규웅(상지대),이장선(매크로임

팩트(주))

P2.1-09 공간데이터베이스를위한효율적인객체교체방법
민준기(한기대)

P2.1-10 XQuery의 SQL:2003으로의 효율적인 변환
김송현(공군사관학교),박영섭·이윤준(KAIST)

P2.1-11 공간 네트워크상의 이동객체를 위한 궤적기반 색
인구조 및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설계
엄정호·장재우(전북대),양재동(케이테크)

P2.1-12 CXQuery (Chamois XML query language)의
XQuery 변환기 구현
이민영·용환승(이화여대),이월영(서울기독대)

P2.1-13 GML과 SVG에 기반한 전자해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감승철·이성대·곽용원·박휴찬(한국해양대)

P2.1-14 PSA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김승환(한국원자력연구소)

P2.1-15 인간 신뢰도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승환(한국원자력연구소)

P2.1-16 무선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편향된 데이터 접근
패턴을 갖는 모바일 트랜잭션을 위한 효율적인 동
시성 제어
최근하·정성원(서강대)

P2.1-17 XML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영상정보 검색시스템
설계
곽길신·주경수(순천향대)

P2.1-18 GMS의 공간 연관 규칙을 위한 확장된 질의의 설
계 및 구현
이윤석·안찬민·박상호·이주홍(인하대)

P2.1-19 데이터 스트림에서 시간을 고려한 상대적인 빈발
항목 탐색
박태수(인하대),전석주(서울교대),이주홍·박상호

(인하대)

P2.1-20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효과적인 공간 특
성화 방법의 설계 및 구현
유재현·이주홍(인하대),전석주(서울교대),박상호

(인하대)

P2.1-21 분산 환경에서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XML 문서 저장 시스템 구현 및 성능 비교
정성룡·홍의경(서울시립대)

P2.1-22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오
더인코딩을이용한 XML저장시스템설계및구현
김영우·홍의경(서울시립대)

2005년 11월 12일(토) 바이오정보기술 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한경숙 교수(인하대)

P2.2-01 병렬 컴퓨팅 기반의 유전체 분석 워크벤치
선충현·이관수(ICU),박학수(KISIT)

P2.2-02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공유를 위한 분산 LIMS
개발
김혜정·조환규(부산대)

P2.2-03 XML 기반 의료 문서의 압축전송
유의혁·정종일·신동규·신동일(세종대)

P2.2-04 플라보노이드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그리
드 웹 포탈
서해국·전세길·정갑주·김현명·정선호(건국대)

P2.2-05 분산 처리 기반의 사용자 입력 예측을 이용한 분

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도구의 상호작용 시스템
김보순·김지인(건국대)

P2.2-06 DNA 커널을 이용한 MicroRNA 목표 유전자 예측
노영균·김성규·김청택·장병탁(서울대)

P2.2-07 Latent variable model에 의한 바이러스 유형 분석
김수진·정제균(서울대),태강수(전주대),장병탁

(서울대)

P2.2-08 RNA 공통 구조 기술자 Committee Machine을 이
용한 ncRNA 예측 성능 향상 기법
남진우·김성규·정제균·장병탁(서울대)

2005년 11월 12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정화영 교수(경희대)

P2.3-01 결함 검출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최규식(건양대)

P2.3-02 볼륨테스트를위한케이스구조및볼륨증가패턴
이복연·신석종·전성희(삼성전자)

P2.3-03 소프트웨어의 선택적 교호작용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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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각·이상용·장중순·최경희·박승규·정기현(아

주대)

P2.3-04 평가를 통한 아키텍처 접근법 선정 방법
고현희(숙명여대),궁상환(천안대),윤성춘(안양

대),박재년(숙명여대)

P2.3-05 아키텍처모델 기반의유닛 테스트 자동 생성방법
윤석진·이승연·정양재·신규상(ETRI)

P2.3-06 개념적 NMS 관리 소프트웨어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박영진·김영민·박제원·이치영·이남용(숭실대)

P2.3-07 영향요인 도출을 통한 지식경영시스템 도입효과
향상에 대한 연구
김남욱·주태중·황종선(고려대)

P2.3-08 개념적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 평가모델에 관
한 연구
박중선·정성우·이치영·이남용(숭실대)

P2.3-09 인간중심적인 구문체계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모델상의 객체표현의 설계
전영준·신승호(인천대)

P2.3-10 SPICE인증 여부에 따른 프로젝트 품질성과 및 조
직성과 분석
류성훈(성균관대),이재훈·이기훈(삼성전자),이은

석(성균관대)

P2.3-11 CBD 방법론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체크리
스트
김우열·류동국·김영철(홍익대)

P2.3-12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의 재사용을 위한
객체추출 기법
김정옥·박옥자(전북대),이상영(남서울대),유철중

(전북대)

P2.3-13 다양한 도메인의 효율적 표현을 위한 온톨로지 기
반의 다계층 컨텍스트 모델링
정민선·문미경·김영봉·염근혁(부산대)

P2.3-14 레거시 시스템에서 공통 클래스를 통한 컴포넌트
도출 방법
이종민(고려대)

P2.3-15 전문가 선정 방법론 연구
최승·손강렬·윤영준(KISTI)

P2.3-16 6시그마와 MDA 기반 모델 변환 기법을 이용한
프로젝트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
주태중·김남욱·황종선(고려대)

P2.3-17 Six Sigma 통합 공수예측모델을 중심으로 한 측
정과 분석 활동 개선 방안 연구
이혜영·최호진·백종문(ICU)

P2.3-18 ACAB :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지원을 위한
컴포넌트 개발 도구
정주미·최승훈(덕성여대)

P2.3-19 바이트코드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중간코드의
설계
김경수·김기태·조선문·유원희(인하대)

P2.3-20 스택-기반 코드로부터 분석을 위한 CFG 생성기의
구현
김영국·유원희(인하대)

P2.3-21 J2EE플랫폼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배정미(대경대),박재년(숙명여대)

P2.3-22 재사용을 고려한 자바 라이브러리 설계 및 구현
방법
최유희·윤석진·양영종(ETRI)

P2.3-23 게임품질인증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황석주·박진호·이남용(숭실대)

P2.3-24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개발시 CBD적용을 통한
개발효율성 증대
이진영·박명순(고려대)

P2.3-25 모바일을 위한 UML 2.0 기반의 아키텍쳐 모델링
언어 프레임웍
박용우·김현성·전태웅(고려대)

2005년 11월 12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정경용 교수(한세대)

P2.4-01 시맨틱 서비스 에이전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동일·하상범·최호준(KT)

P2.4-02 OWL 기반의 SPARQL을 이용한 시맨틱 검색
하상범·한은영·최호준(KT)

P2.4-03 신경망을 이용한 영문 대문자 활자 인식 분류방법
전장환·이강일·이창환·이강우(동국대)

P2.4-04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모바일 멀티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
김만선(공주대)

P2.4-05 고차원 응용에서의 군집 유효성 평가 기법
김민호·유현진·R.S.Ramakrishna(GIST)

P2.4-06 HTML 특성을 고려한 트리 편집 거리 측정 알고
리즘의 개선

김연정·박제현·최중민(한양대)

P2.4-07 새로운 규칙 생성 알고리즘
김상귀·윤충화(명지대)

P2.4-08 블로그 환경에서의 협업 학습을 위한 e-Learning
시스템
하인애·정재은·조근식(인하대)

P2.4-09 온톨로지 기반의 지능형 시맨틱 블로그 모델링
양경아·김기헌·양재동(전북대),최완(ETRI)

P2.4-10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협력적 공간 탐사
최은미·김인철(경기대)

P2.4-11 잡음 환경에서의 강인한 음성인식을 위한 문맥 정
보와 음성인식결과의 융합
송원문·김은주·김명원(숭실대)



34 한국정보과학회 제3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포스터발표

P2.4-12 고립단어 음성인식에서 신경망을 이용한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
김영진·김은주·김명원(숭실대)

P2.4-13 가시성그래프에 의해 최소 여유공간을 보장하는
길찾기
전현주·유견아(덕성여대)

P2.4-14 유비쿼터스 컴퓨팅 미들웨어를 위한 상황 인식 프
레임워크
박현정·이지형(성균관대)

P2.4-15 링크 중요도에 기반한 웹사이트의 계층 구조화
임태수(성결대),박범환(철도기술연구원),이우기

(성결대)

P2.4-16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문맥적 요구사항
지경환·양정진(가톨릭대)

P2.4-17 실행시간 Re-planning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 에
이전트
김여정(삼성전자),김지현(한국전력기술),김운·강

지훈(충남대)

P2.4-18 게임지식을 이용한 종분화 진화 체커 플레이어
김경중·조성배(연세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보호 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고  훈 교수(대진대)

P2.5-01 애드 혹 네트워크상의패킷 폐기 공격의 영향분석
김상수(국방과학연구소)

P2.5-02 개선된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듬을 이용한 유한체
나눗셈 연산기의 하드웨어 설계
이광호·강민섭(안양대)

P2.5-03 초증가 수열과 Knapsack 알고리즘을 이용한
MANET에서의 은닉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
천준호·박재성·이상훈·장근원·전문석(숭실대)

P2.5-04 EPC Class1과 C1G2 보안성 분석
김건우(ETRI)

P2.5-05 Windows 네트워크 서비스 함수 수준의 취약점
검증
박정민·송용호(한양대),최영한·김형천·홍순좌

(ETRI)

P2.5-06 Click modular Router를 이용한 보안 게이트웨이
용 패킷처리 구조
김혜진·이재국·김형식(충남대)

P2.5-07 IPv4/IPv6에서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
문제 분석
오하영·채기준(이화여대)

P2.5-08 SVM을 사용한 스캐닝 웜 탐지에 관한 연구
김대공·문종섭(고려대)

P2.5-09 룰 시그니처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시
스템 개발
장희진·김완경·소우영(한남대)

P2.5-10 iTrace 메시지를 이용한 침입자 역추적 시스템 설
계 및 구현
채철주·이성현·김지현·이재광(한남대)

P2.5-11 RFID 네트워크 보안분석을 위한 정형적 방법론
김현석·김일곤·오정현·최진영(고려대)

P2.5-12 접근권한의 상속성을 이용한 역할계층 접근통제
모델
양성훈(목포대),오정현(고려대),이경효·임도연·

오병균(목포대)

P2.5-13 CBMC를 이용한 AES 암호화 모듈의 정형 검증
안영정·최진영(고려대)

P2.5-14 Tag ID가 없는 안전한 RFID 인증프로토콜
이승민·조창현·김태은·주소진·전문석(숭실대)

P2.5-15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반에서 유·무선 서비스를
위한 적응적 그룹키 관리 기법
이광겸·박상진·김대원·김경민·신용태(숭실대)

P2.5-16 보안 이동 멀티캐스트를 위한 키관리 방법
노종혁·진승헌(ETRI)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이상영 교수(남서울대)

P2.6-01 임베디드환경에서의 H.264/AVC재생기성능분석
권순영·이주경(부산대),김영주(신라대),정기동

(부산대)

P2.6-02 형식 언어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의
효율성 연구
설진호·남영호·박재흥(경상대)

P2.6-03 디지털 홈 커뮤니티 환경에서 사용자 관심 기반
미디어 콘텐츠 검색을 위한 P2P 오버레이 네트워
크 구성

이현룡·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P2.6-04 XML 데이터의 유사내용 검색을 위한 Bootstrap
Mining
이한수·박종현·강지훈(충남대)

P2.6-05 자율 그리드 컴퓨팅을 위한 자기구성 기법
김영균·조금원·나정수(KISTI),오길호(금오공대)

P2.6-06 SMCS Chip Set 및 소프트웨어 제어절차 분석
채동석·이재승·최종욱·이종인·김학정(한국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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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연구원)

P2.6-07 DLNA를 통한 DMP에서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
구현
강승미·선승상·엄영익(성균관대)

P2.6-08 글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에서의 활
용도 모니터링 시스템 (GMON-KR) 개발 연구
이길재·변옥환(KISTI)

P2.6-09 TMO 모델의 분산 IPC에 적합한 신뢰성있는 멀티
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안진섭·김영준·홍진표(한국외대)

P2.6-10 이차원 코드를 위한 개선된 LDPC 코드
김현경·정철호·한탁돈(연세대)

P2.6-11 소프트웨어 온디맨드 스트리밍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영만(국민대),허성진·최완(ETRI),박홍재(국

민대)

P2.6-12 CDI 프로토콜의 설계
김선호(서울소방방재본부),현우석(성서대)

P2.6-13 서비스 기반 그리드 환경에서의 적응적 스케쥴링
기법
이종혁·진성호·이화민·이대원·유헌창(고려대)

P2.6-14 이질적인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상호 연동성 지원
을 위한 표준 서비스 기반의 통합 구조 설계
이학진·김성조(중앙대)

P2.6-15 ENUM 적용을 통한 VoIP 망의 부가가치 서비스
손상철·김승홍(숭실대),신성우(한국인터넷진흥

원),신용태(숭실대)

P2.6-16 SLA 정보 분석 시스템의 구현
박노삼·이길행(ETRI)

P2.6-17 전용회선 서비스를 위한 SLA 시스템 설계
이신경·이길행(ETRI)

P2.6-18 CAN 네트워크에서의 동적 마스터 시스템에 관한
연구
원지운·김태환·홍원기·이용두(대구대)

P2.6-19 그리드 컴퓨팅을 위한 다중 큐 작업 스케줄링 및
예약 기법
강창훈(극동정보대학),박기진·김성수(아주대)

P2.6-20 템플릿 객체 모델을 이용한 URC 서비스 컴포지
션 시스템
강상승·하영국·손주찬(ETRI)

P2.6-21 발송MTA의 재전송 기능을 이용한 동보 전송 스

팸메일 차단 기법에 관한 연구
최명중·황종선(고려대)

P2.6-22 휴대 단말기용 UI를 위한 수정된 LZO 비손실 압
축 기법
오황석(한국산업기술대)

P2.6-23 SALT 기반 음성 브라우저의 설계 및 구현
이용희·이동우·신희숙·최은정·박준석(ETRI)

P2.6-24 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레지스트리 확장
모델
강태현·백인섭(아주대)

P2.6-25 성능과 유연성을 고려한 VOIP AGW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고석갑·김영한(숭실대)

P2.6-26 .NET Compact Framework 기반의 PDA
WebDAV 클라이언트 설계
김동호·신원준·박진호·이명준(울산대)

P2.6-27 DAVon : C++ WebDAV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신원준·이홍창·박양수·이명준(울산대)

P2.6-28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자인 툴을 이용한 이미지 적
용효과
최현숙(경희사이버대)

P2.6-29 XML 스키마의 의미 구조 분석을 이용한 XML 문
서의 변환
곽동규·박호병·유재우(숭실대)

P2.6-30 실내 공간의 복잡성을 고려한 실용적 청소 알고
리즘
전흥석(건국대),조재욱·노삼혁(홍익대),나대영

(건국대)

P2.6-31 모바일 위치 정보를 이용한 개인화된 영화 예매
서비스
김룡·김영국(충남대)

P2.6-32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WAP UI 설계
한종기·김범신·임소영(고려대)

P2.6-33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이선영·신병철·이종연(충북대),배정숙·신경철

(ETRI)

P2.6-34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라이프타임 증가를 위한
연구
조원근·유대훈·최웅철·정광수·이승형(광운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시스템 I 한경직기념관 로비

09:30-10:30 좌장 : 김두현 교수(건국대)

P2.7-01 저 전력을 고려한 스캔 체인 수정에 관한 연구
박수식·김인수·정성원·민형복(성균관대)

P2.7-02 동적 공유객체 서블릿을 사용한 웹 서버 어플리케
이션 기술

김대중·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

P2.7-03 실시간 확장 윈도우 운영체제에서의 소프트 타이
머 인터럽트 UML-RT 모델의 구현과 성능 분석
최진호·심재익·임승철(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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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04 리눅스 기반의 NAND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
템에 대한 성능 측정 도구 설계
박상오·김성조(중앙대)

P2.7-05 Ring구조를 이용한 DNS기반 부하분산
김소영·홍영식(동국대)

P2.7-06 다양한 수퍼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양에 대
한 통계적 모의실험
이종복(한성대)

P2.7-07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리눅스의 빠른 부팅
신광무·박성호·정기동(부산대)

P2.7-08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 인-밴드 스토리지 네트워
크 가상화
차보훈·황종선(고려대)

P2.7-09 계속 진료를 위한 외래환자 Clinical Summary 시
스템 설계
이효정(경북대)·송진태(대우정보시스템),김일

곤·조훈·곽연식(경북대)

P2.7-10 가상 쓰레드를 이용한 TMO기반 미들웨어의 설계
이은파·김문회(건국대)

P2.7-11 전형적 자바 프로그램에서 필드의 사용 형태
양희재(경성대)

P2.7-12 재구성 가능한 차량 임베디드 시스템의 유용도
분석
강민구·박기진·박수용·김성수(아주대)

P2.7-13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메모리 압축
기법
우장복·최병창·서효중(가톨릭대)

P2.7-14 누수에너지 절약과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백업
캐시 제안
최병창·우장복·서효중(가톨릭대)

P2.7-15 모바일 장치에서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한 동적
전력 관리
사욱환·이금석(동국대)

P2.7-16 트랙 기반 MEMS 저장 장치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소윤·반효경(이화여대)

P2.7-17 디지털케이블 통합망 기반 컨텐츠 재분배를 위한
NDR 플랫폼 SW 구조 설계 및 구현
박병하·홍성희·이상원·홍인화(전자부품연구원)

P2.7-18 FPGA를 사용한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의 문
자열 비교
이장행·황성호·박능수(건국대)

2005년 11월 12일(토) 데이타베이스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이종연 교수(충북대)

P3.1-01 KRISTAL-2002를 이용한 대용량의 이기종 과학기
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명일·신수미(KISTI)

P3.1-02 이동방송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NN 탐색 기법
이명수·이상근(고려대)

P3.1-03 웹 서비스 기반 통합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
송철환·유성준(세종대)

P3.1-04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황 인식 온톨로지를 이
용한 통합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검색
송철환·유성준(세종대)

P3.1-05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그래프에서의 빈발 순회
패턴 탐사
이성대·박휴찬(한국해양대)

P3.1-06 플래시 메모리상에서 효율적인 버퍼페이지 교체
기법
박종민·박동주(숭실대)

P3.1-07 오디세우스 객체관계형 DBMS를 사용한 웹 검색
시스템에서의 사이트, 도메인, 커뮤니티 제한 검
색 및 홈서치
김민수·이재길·김민수·황규영(KAIST)

P3.1-08 경로 정보 축약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XML 분기 질의 처리
서세훈·배진욱·이석호(서울대)

P3.1-09 워크플로우 마이닝을 위한 제어경로 분석 알고
리즘

박민재·안형진·원재강·김광훈(경기대)

P3.1-10 실시간 모바일 GIS를 위한 최단 경로 관리자 설계
및 구현
허남은·김경창(홍익대)

P3.1-11 정보검색관리시스템 기반 국가연구보고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모델 연구
이석형·강남규·여일연·윤화묵(KISTI)

P3.1-12 EAI의 F.T을 통한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에 관한
연구
조승용(전남대)

P3.1-13 온톨로지를 이용한 뉴스 비디오의 자동 분류 기법
김하은·이동호(한양대)

P3.1-14 스냅샷을 가지는 다중 레벨 공간 DBMS에서의 효
율적인 스냅샷 교체 기법
오은석 ·어상훈 ·김호석 ·배해영(인하대)

P3.1-15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RBAC(역할기반 접근제
어) 서버 API 구현
김진식·김민영·이상원(성균관대)

P3.1-16 무선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트랜잭션 철회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낙관적 동시성 제어 기법
서종현·정성원(서강대)

P3.1-17 CTR 기반 자원할당 제약조건 하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논리적 변환규칙
안형근·고재진(울산대)

P3.1-18 이동체의 효율적인 색인을 위한 재삽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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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김주성·김유성(인하대)

P3.1-19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해쉬 테이블을 이용한 효
율적인 데이터 큐브 생성 기법
김형선·유병섭(인하대),이재동(단국대),배해영

(인하대)

P3.1-20 에이전트 기반의 개인화된 TV 프로그램 추천 시
스템

홍종규·박원익·김룡·김영국(충남대)

P3.1-21 스냅샷 데이터를 갖는 다중레벨 공간 DBMS 설계
및 구현
천종현·어상훈·김호석·배해영(인하대)

P3.1-22 해시테이블을 이용한 속성값 간의 연관관계 추출
양종원·이상희·이동주·양정연·이상구(서울대)

2005년 11월 12일(토) 바이오정보기술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한경숙 교수(인하대)

P3.2-01 생물학 온톨로지를 이용한 XQuery 확장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정진·양경아·양재동(전북대),배명남·정명근·

임명은(ETRI)

P3.2-02 생물정보 저장용 XML 데이터를 위한 유연한
RDB 스키마 생성 규칙
정석훈·박성준·한동수(ICU)

P3.2-03 제약조건에 기반한 동적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
워크
한동수·정석훈·이춘오·장우혁(ICU)

P3.2-04 다중 진화 알고리즘에 의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의 효율적인 탐색
김기영·조동연·장병탁(서울대)

P3.2-05 동역학 시스템의 진화적 학습에 의한 초파리 발생
과정 모델링
이제근·남진우·정제균·장병탁(서울대)

P3.2-06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의 템플릿 기반 바
이오 컴포넌트 탐색
박종민·최재훈·박선희(ETRI)

P3.2-07 커널 기반의 '단백질-단백질 작용' 의미 포함 문장
분류
김성환·엄재홍·장병탁(서울대)

P3.2-08 유전자 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DNA Chip
유전자 선택 방법 연구
이호일·최요한·윤경오·김명선·강연수(마크로

젠),박현석(이화여대)

2005년 11월 12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채흥석 교수(부산대)

P3.3-01 SOA기반 서비스간 상호 작용 데이터 관리를 위
한 서비스
김은영·이정원·최병주(이화여대)

P3.3-02 SOA기반 EAI 프로젝트의 착수 및 계획 단계 관
리 모델 제시
이윤철(고려대)

P3.3-03 서비스 품질 기반의 아키텍처 동적 재구성
정창해·김동선·박수용(서강대)

P3.3-04 테스트 프로세스 평가를 위한 자동화 도구 Legba
민윤정·서주영·최병주(이화여대)

P3.3-05 XML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한 내장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
곽동규·조용윤·유재우(숭실대)

P3.3-06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단계별 설계 결정에 대한
추적성 연구
최강식·문미경·염근혁(부산대)

P3.3-07 임베디드 Java 라이브러리의 가변 코드 관리 방법
이승연·윤석진·김철홍·양영종(ETRI)

P3.3-08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오류 기반의 타이밍
테스트
성아영·조나경·석문주·최병주(이화여대)

P3.3-09 xUML을 사용한 MDA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시스템을 위한 설계 재사용
김우열·김동호·문소영·김영철(홍익대)

P3.3-1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위한 문서 자산의
분류
차정은·양영종(ETRI)

P3.3-11 IP 기반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유비쿼터스
웹 서비스 아키텍처
최재현·이우진·정기원(숭실대)

P3.3-12 RFID 기반의 홈 네트워킹을 위한 지능형 에이전
트 아키텍처
김동규·이우진·김주일·정기원(숭실대)

P3.3-13 Nano-Qplus 기반의 USN 응용프로그램 자동생성
기법
김주일·이우진(숭실대),이광용(ETRI),정기원(숭

실대)

P3.3-14 사용자 행태 분석을 통한 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델링
서윤숙·김예진(홍익대),정지홍(국민대),김영철

(홍익대)

P3.3-15 유비쿼터스의 상황인식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XML 데이터 바인딩 기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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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윤회진·최병주(이화여대)

P3.3-16 RFID 응용프로그램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한 Business Event Framework
이찬영·김영봉·문미경·염근혁(부산대)

P3.3-17 국방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법
강승헌·최경화·주홍진(슈어소프트테크),조병인

(국방과학연구소),안병래(국방부)

P3.3-18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위한 유스케이스 중심 개
발 방법의 문제점
이혜선·박재년(숙명여대)

P3.3-19 지능형 에이전트를 위한 제약조건 기반의 시맨틱
웹 서비스 검색
남궁현·정승우·김경일·정문영·조현성(ETRI)

P3.3-20 IT제조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필수 메

트릭스 도출 - Case Study
권영우·이은석(성균관대)

P3.3-21 EJB 컴포넌트 테스트를 위한 Deployment Des-
criptor 기반의 테스트케이스 자동 생성 방법
국승학·김현수(충남대)

P3.3-22 컴포넌트 기반 회계처리 응용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이정직·류상훈(고려대)

P3.3-23 전력감시제어설비의 프로토콜 변경에 따른 데이
터처리 성능측정
이용두·최성만·유철중·장옥배(전북대)

P3.3-24 스마트 클라이언트를 적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영순·정혜진·이말례(전북대)

2005년 11월 12일(토) 인공지능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현우석 교수(한국성서대)

P3.4-01 데이터마이닝 기반의 한방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설계
이상영(남서울대)

P3.4-02 OntoExplorer: 온톨로지 기반 파일관리 시스템
류영현·박재훈·최종옥·정석태·정영식·한성국(원

광대)

P3.4-03 포틀릿 기반의 인터렉티브 웹 서비스 구현
박재훈·류영현·시대근·정영식·정석태·한성국(원

광대)

P3.4-04 지능 로봇 제어를 위한 BDI 기반의 계획 실행기
와 작업 계획기의 연동
김하빈·김인철(경기대)

P3.4-05 효율적인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형 퍼지 분
류 규칙 생성
류정우(ETRI),김성은·김명원(숭실대)

P3.4-06 로봇환경에서의 월드 모델 기반 상황인지
김동욱·박영택(숭실대)

P3.4-07 OSGi 프레임워크 기반의 상황인지 서비스 모델링
박준상·박영택(숭실대)

P3.4-08 강화학습에 기반한 오델로 게임의 설계 및 구현

이동훈·우종우(국민대)

P3.4-09 추천성능향상을위한사용자별가중치자동설정기법
이성진·이연정·이수원(숭실대)

P3.4-10 Nash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네트워크 설계
김종율·윤태수·이동훈(동서대)

P3.4-11 지능형 로봇 제어를 위한 작업 관리 구조
곽별샘·이재호(서울시립대)

P3.4-12 개선된 Bacteria Chemotaxis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역적 탐색 기법
박종원(삼성전자),박정은·오경환(서강대)

P3.4-13 지식 구성요소 재사용에 의한 진단시스템
현우석(한국성서대)

P3.4-14 엔트로피 최대화를 이용한 새로운 밀도추정자의 설계
김웅명·이현수(경희대)

P3.4-15 종양 분류를 위한 특징 추출 및 분류 기법
박윤정·이민수·박승수(이화여대)

P3.4-16 퍼지 후건부의 고속 정수 연산
채상원·이상구(한남대)

2005년 11월 12일(토) 전산교육 시스템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마대성 교수(광주교대)

P3.5-01 교육용게임에서 미니게임의 활용에 대한 연구
윤선정·임충재(동서대)

P3.5-02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원격교육 시스템
안윤선·조상영(한국외대)

P3.5-03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적용한 C 프로그래밍 웹 기
반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송대곤·최성만·유철중·장옥배(전북대)

P3.5-04 발견학습 이론을 적용한 웹 기반 함수 학습시스템
의 설계 및 구현
김소희·최성만·유철중·장옥배(전북대)

P3.5-05 멀티미디어 학습객체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
스템의 설계
박문화·김봉화(성신여대)

P3.5-06 전기회로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구현
김은주·최한아·류승필(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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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2일(토) 정보보호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이성운 교수(동명정보대)

P3.6-01 대량의 RFID 태그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랜덤 해쉬락 접근제어 프로토콜
오경희·김호원(ETRI)

P3.6-02 RFID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기법
YuanYang·이태석·XiaoYiLu·인호·박명순(고려

대)

P3.6-03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따른 보안 관리 아키텍처
설계
홍지범(고려대)

P3.6-04 강화된 인증 키 동의 프로토콜
이승연·김영신(서울여대),허의남(경희대)

P3.6-05 자바카드에서 다중 사용자 인증 및 파일 접근 제
어 구현
신상준·송영상·신인철(단국대)

P3.6-06 모바일 전자상거래 프로토콜의 정형명세 및 분석
노정현·김일곤(고려대),최진구(KT),김현석·최진

영(고려대)

P3.6-07 RFID/USN 환경에서 Hash Lock과 PIK 방법을
이용한 인증 프로토콜의 설계
최용식·신승호(인천대)

P3.6-08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박명언·김동국·노봉남(전남대)

P3.6-09 전자화폐 충전기능의 취약점 분석
김일곤·문영주(고려대),강인혜(서울시립대),이지

연·한근희·최진영(고려대)

P3.6-10 무선 환경에 적합한 ECC 기반의 인증된 키 합의
프로토콜
정재형·윤은준·류은경·유기영(경북대)

P3.6-11 CMVP 검증시험을 위한 제출물 템플리트 작성
방법
김정대·한성일·최상수·이강수(한남대)

P3.6-12 GET과 POST정보를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보
안 시스템 설계
박채금·노봉남·김정일(전남대)

P3.6-13 동영상에서 스테가노그래피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배·신동규·전문석(숭실대)

P3.6-14 암호화 속도 향상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영역 암호화
조상일·홍광진·정기철(숭실대)

2005년 11월 12일(토) 정보통신 I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김분희 교수(동명정보대)

P3.7-01 RC-DBA 알고리즘을 적용한 OLT와 ONU의
Verilog HDL 구현
강현진·장종욱(동의대)

P3.7-02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적인 SVG 전송 방법
이성재(순천제일대학),유남현·김원중(순천대)

P3.7-03 On-Demand Routing의 성능향상을 위한 쿼리 노
드 선택
손동현·김대희(고려대)

P3.7-04 Mobile Device에서 Fisheye View를 이용한 웹 정
보 시각화
김선희·이정훈·유희용·전서현(동국대)

P3.7-05 MANET 환경에서 SIP를 이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
추순호·박상진·성수련·신용태(숭실대)

P3.7-0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EPCIS를 이용한 ID 추적 시
스템 설계
신명숙·송기범·홍성표·이정기·이철승·허진·이

준(조선대)

P3.7-07 홈 게이트웨이 초기 프로비져닝 기능에 관한 연구
이상옥·박호진(ETRI)

P3.7-08 메트로 이더넷 망에서 링크 보호 기술 연구
안계현·정영식·이유경(ETRI)

P3.7-09 802.11 기반 텔레매틱스 교통안전 시스템의 성능

평가
김영만(국민대),엄두섭(고려대),이은규(ETRI),이

유성(국민대)

P3.7-10 사거리 교통안전 시스템을 위한 가변스케쥴링 알
고리즘
김영만(국민대)·엄두섭(고려대),이은규(ETRI),이

유성(국민대)

P3.7-11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Sleep-Time 제어를 이용한
효과적 추적 기법
이성민·차호정(연세대)

P3.7-12 WIPI 기반의 모바일 전자교무수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손인숙·우종정(성신여대)

P3.7-13 휴대 전화망을 이용한 차량 원격 진단 및 제어 시
스템
최용운·이승일·김태환·홍원기·이용두(대구대)

P3.7-14 패킷 스니핑과 IP 스푸핑을 이용한 TCP/UDP 패
킷 생성기의 설계
전준상(한남대),정연서(ETRI),소우영(한남대)

P3.7-15 효율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가용대역폭 측
정 기법에 관한 연구
이희상·이선헌·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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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16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TCP 프로토콜의 QoS 성
능 향상 기법
김상형·조재상(충남대),유원경(성신여대),유관종

(충남대)

P3.7-17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종익·김철수·윤대섭·한우용·권오천(ETRI)

P3.7-18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적외선 수신용 정보가전기
기 제어를 위한 홈 서버 및 이동단말의 설계
박성진·윤지영·김창연·변태영(대구가톨릭대)

P3.7-19 홈 네트워크에서 적외선을 이용한 가정용 정보가
전기기 제어 시스템 구현
윤지영·김창연·변태영(대구가톨릭대)

P3.7-20 타임 스템프를 이용한 양방향 분리 TCP 혼잡 제어
조현주·김정애·유기영(경북대)

P3.7-21 패킷처리 응용을 위한 Click Modular Router의
최적화 방안
김혜진·이재국·김형식(충남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시스템 II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이종복 교수(한성대)

P3.8-01 Bluetooth 통신을 이용한 홈 오토메이션 보안 시
스템
정윤화·윤주대·안광선(경북대)

P3.8-02 모바일 기기와 대용량 스토리지간의 I/O latency
를 줄이기 위한 iSCSI 중개 서버 시스템
양연·최원일·박명순(고려대)

P3.8-03 식별체계 간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신동구·김재수(KISTI),윤정모(서울산업대),권이

남·전성진·정택영(KISTI)

P3.8-04 VoIP망에서 IP기반 녹취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손민호·김수희·김영웅·정인환(한성대)

P3.8-05 2차 전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운영체제 수준에
서 순간최대 전력 분산기법
이병호·김형필·서효중(가톨릭대)

P3.8-0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원격 단위 테스팅 도
구의 설계 및 구현
김재현·조용윤·곽동규·유재우(숭실대)

P3.8-07 디젤 발전기를 위한 원격 임베디드 컨트롤러 개발
김용환·김영백·최명실·안광선(경북대)

P3.8-08 Hard Real-time System을 위한 효율적인 KVM의
설계
최인범·정명조·조문행·이철훈(충남대)

P3.8-09 우선순위 역전을 해결하기 위한 iRTOS에서의 확
장 MuTexS 설계 및 구현
강희성·손필창(충남대),정충희(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이철훈(충남대)

P3.8-10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효율적 메모리사용을 위한
심플 동적 로더 설계 및 구현
이정원·김용희·이숭열·이철훈(충남대)

P3.8-11 실시간 운영체제 iRTOSTM 와 Nucleus-Wrapper
의 성능 비교 및 분석
이숭열·최인범·정명조·이철훈(충남대)

P3.8-12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Recursive Semaphore 설계
및 구현
이원용·김용희·손필창·이철훈(충남대)

P3.8-13 임베디드 환경에서 KVM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가
비지 컬랙션의 설계 및 구현
손필창·강희성·이원용·이철훈(충남대)

P3.8-14 비대칭 인터넷 하부 구조에서의 멀티소스 다운로
딩 기법의 활용도 분석
박현찬·김영필·유혁(고려대)

P3.8-15 컴팩트 플래시 지원을 위한 Windows CE 부트로
더의 설계 및 구현
피무호·최종필·공기석(한국산업기술대)

P3.8-16 실시간 시스템를 위한 피드백 스케쥴러의 설계
심재환·김진현·최진영(고려대)

P3.8-17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범용 웹 모니터링 시
스템
이성현·우종호(부경대)

P3.8-18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리눅스내의 RMO설계 및
구현
오지성(삼성전자),박현희·양승민(숭실대)

P3.8-19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정보 시스템의 구현
이정기·신명숙(조선대),안성수(동신대),이준(조

선대)

P3.8-20 선인출 메커니즘을 이용한 효율적인 H.264/AVC
복호화 기법
지신행·박정욱·김신덕(연세대)

2005년 11월 12일(토) 컴퓨터 이론 한경직기념관 로비

11:00-12:00 좌장 : 박정흠 교수(가톨릭대)

P3.9-01 공통서열의 부분 정렬을 통한 전사인자 결합부위
의 예측
윤주영·박근수(서울대),임명은·정명근·박수준·

박선희(ETRI),심정섭(인하대)

P3.9-02 DNA 서열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유사
성 검색 알고리즘
정인선·박경욱·임형석(전남대)

P3.9-03 Enhancing Association Rule Mining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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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Based Approach
Ming-LaiLi·Heung-NumKim·JasonJ.Jung·

Geun-SikJo(Inha Univ.)

P3.9-04 축에 평행한 도로들이 놓여 있을 때의 L1 최단
경로
배상원(KAIST) ,김재훈(부산외대) ,좌경룡

(KAIST)

P3.9-05 빔 추적기법을 이용한 2차원 환경에서의 전파전

파 시뮬레이션
박성우·최준수·한광수(국민대)

P3.9-06 안전한 전자봉인을 위한 인증 프로토콜 설계
박성수(서울대),이문규(인하대),김동규(부산대),

박근수(서울대),김호원·정교일(ETRI)

P3.9-07 일반 그리드 그래프를 위한 입출력 효율적인 영역
구분자
허준호·R.S.Ramakrishna(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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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P1.5-31

박상현 O1.1-3

박상현 O1.8-7

박상훈 P1.2-09

박석구 P1.4-03

박성수 P3.9-06

박성우 P3.9-05

박성진 O2.8-3

박성진 P1.6-05

박송화 O1.9-6

박수민 P1.5-57

박안진 P1.4-16

박영진 P2.3-06

박 용 P1.5-56

박용우 P2.3-25

박유찬 P1.1-08

박윤정 P3.4-15

박은진 O1.4-3

박재걸 O4.2-5

박재훈 P3.4-03

박정규 O2.3-6

박정민 P2.5-05

박정욱 P1.2-04

박정은 P3.4-12

박정진 O1.6-5

박정철 O2.9-4

박종국 O1.9-3

박종민 P3.1-06

박종민 P3.2-06

박준걸 O4.6-7

박준상 P3.4-07

박중선 P2.3-08

박지현 O1.5-2

박지현 O3.1-2

박진욱 O4.2-3

박채금 P3.6-12

박철현 O1.1-6

박치성 O2.11-3

박태수 P2.1-19

박현정 P2.4-14

박현찬 P3.8-14

배상원 O2.11-4

배상원 P3.9-04

배정미 P2.3-21

배정완 P1.6-20

백승재 P1.5-43

백주흠 O2.4-4

변은규 O4.7-1

변은정 O4.3-2

변태영 P1.4-11

변태영 P3.7-18

변태영 P3.7-19

복경수 O2.1-6

부소영 P1.4-10

사욱환 P2.7-15

새리야르 O2.6-1

서광익 O3.2-5

서대영 P1.5-60

서모영 O3.9-6

서세훈 P3.1-08

서승호 P1.4-09

서윤숙 P3.3-14

서인교 O3.3-4

서자원 O3.10-1

서종현 P3.1-16

서한배 P1.5-51

석수욱 O1.1-7

선충현 P2.2-01

설진호 P2.6-02

성열훈 O3.8-4

성진규 P1.1-09

손동현 P3.7-03

손민우 P1.4-14

손민호 P3.8-04

손상철 P2.6-15

손인숙 P3.7-12

손춘호 O2.10-6

손필창 P3.8-13

송기섭 O2.3-2

송상근 P1.6-06

송원문 P2.4-11

송임영 O4.1-6

송철환 P3.1-03

송철환 P3.1-04

송특섭 P1.4-06

송희정 P1.7-01

신광무 P2.7-07

신동구 P3.8-03

신동규 O2.5-3

신명숙 P3.7-06

신민철 P1.6-24

신상준 P3.6-05

신성호 O4.5-2

신솔민 O1.3-3

신수정 O2.7-4

신원준 P2.6-27

신호근 O2.8-5

신호근 P1.6-09

심재환 P3.8-16

안계현 P3.7-08

안부영 P2.1-01

안상임 O4.2-6

안성진 O1.8-5

안영정 P2.5-13

안윤선 P3.5-02

안재원 O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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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섭 P2.6-09

안형근 P3.1-17

안형진 O4.5-5

양경아 P2.4-09

양 연 P3.6-02

양 연 P3.8-02

양영주 O2.6-2

양재군 P1.3-05

양종원 P3.1-22

양진석 O3.2-2

양희덕 P1.6-07

양희재 P2.7-11

엄재도 P1.5-38

엄정호 P2.1-11

오경희 P3.6-01

오병균 P2.5-12

오세인 P1.5-08

오은석 P3.1-14

오정석 O4.1-2

오지성 P3.8-18

오하영 P2.5-07

오황석 P2.6-22

우장복 P2.7-13

우종우 P3.4-08

원지운 P2.6-18

유관종 O1.6-3

유대훈 P1.5-34

유동희 O1.7-5

유영권 P1.5-55

유영빈 O3.3-2

유의혁 P2.2-03

유재덕 O3.9-3

유재현 P2.1-20

유주완 P1.6-21

유지원 P1.5-01

유태원 O2.11-6

윤대섭 P3.7-17

윤석진 P2.3-05

윤선정 P3.5-01

윤수미 P1.2-13

윤인수 O4.3-4

윤종현 O3.8-3

윤주영 P3.9-01

윤지훈 P1.5-46

윤혜진 O3.6-6

윤효석 O3.3-5

이강희 O2.5-2

이경일 O3.8-2

이경한 O1.1-2

이광겸 P2.5-15

이광호 P2.5-02

이길재 P2.6-08

이나영 P1.6-22

이나영 P1.6-23

이대호 O3.8-1

이대호 P1.6-01

이동주 P1.7-04

이동훈 O2.7-6

이동훈 O2.8-1

이명래 P3.9-03

이명수 P3.1-02

이명진 O3.5-1

이미나 O4.4-1

이미라 O2.11-5

이미진 O3.7-6

이민광 O1.3-5

이민영 P2.1-12

이민재 P1.7-05

이배희 O2.4-1

이범석 P2.1-03

이범종 O2.9-6

이병구 P1.5-25

이병길 O2.3-1

이병윤 O2.2-5

이병호 P3.8-05

이병훈 P1.6-11

이복연 P2.3-02

이상경 P1.6-12

이상영 P3.4-01

이상옥 P3.7-07

이상웅 O2.8-2

이상현 O2.2-2

이상호 O1.9-4

이상호 O2.5-6

이상훈 P1.5-45

이석원 P1.6-26

이석준 P1.2-15

이석형 P3.1-11

이선영 P1.5-13

이선영 P2.6-33

이성대 P3.1-05

이성민 P3.7-11

이성재 P3.7-02

이성진 P3.4-09

이성현 P3.8-17

이성훈 O3.4-3

이세영 O4.6-2

이세호 O1.1-8

이소윤 P2.7-16

이숭열 P3.8-11

이승규 O1.6-4

이승민 P2.5-14

이승연 P3.3-07

이승연 P3.6-04

이승익 O1.7-4

이승철 P1.6-13

이신경 P2.6-17

이양민 P1.4-01

이영구 O2.5-5

이영순 P3.3-24

이용배 P3.6-13

이용희 P2.6-23

이우기 O3.1-8

이원용 P3.8-12

이유정 O1.5-5

이윤미 O3.8-6

이윤석 P1.1-12

이윤석 P1.6-18

이윤석 P2.1-18

이윤철 P3.3-02

이은실 O2.4-6

이은파 P2.7-10

이장행 P2.7-18

이재국 P2.5-06

이재국 P3.7-21

이재근 O4.3-7

이재길 P1.5-07

이재목 O4.7-3

이재승 P1.5-50

이재진 O3.9-4

이재헌 O4.1-5

이정기 P3.8-19

이정림 O2.2-4

이정원 P3.3-01

이정원 P3.8-10

이정직 P3.3-22

이제근 P3.2-05

이종국 O1.3-2

이종민 O1.7-2

이종민 P2.3-14

이종복 P2.7-06

이종출 O1.8-1

이종하 O1.6-1

이종혁 P2.6-13

이 준 O1.2-7

이준석 P1.3-04

이준철 P1.6-15

이준형 O4.5-7

이중연 P1.2-19

이진영 P2.3-24

이찬영 P3.3-16

이창보 O3.5-3

이창환 P1.5-17

이춘오 O4.2-1

이태헌 O1.2-2

이태훈 O1.9-5

이평준 O3.9-2

이학진 P2.6-14

이한선 O2.7-2

이한수 P2.6-04

이해준 O1.8-3

이현룡 P2.6-03

이현철 O2.2-1

이혜선 P3.3-18

이혜영 P2.3-17

이호일 P3.2-08

이효정 P2.7-09

이희상 P3.7-15

이희진 O3.2-3

이희찬 O3.6-1

임성수 O1.5-4

임성수 O2.10-2

임수종 P1.3-03

임용섭 O2.2-6

임원택 O4.6-4

임종원 O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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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수 P2.4-15

자나르벡 O3.6-4

장우혁 O1.2-5

장의진 P1.7-06

장재호 O1.1-5

장한국 O4.3-5

장한일 P1.7-03

장현규 O3.9-5

장희진 P2.5-09

전상욱 O3.2-4

전성기 P1.4-12

전세길 P2.2-04

전양승 O4.5-4

전영준 P2.3-09

전영현 P1.2-12

전 웅 O1.10-2

전장환 P2.4-03

전재웅 P1.2-07

전준상 P3.7-14

전철민 P1.6-16

전현주 P2.4-13

전형준 P2.1-06

정경철 O3.2-1

정관수 O4.6-8

정광선 P1.7-02

정기원 P1.5-32

정동헌 O4.7-2

정동호 O2.6-4

정민선 P2.3-13

정석훈 P3.2-02

정석훈 P3.2-03

정선우 O3.2-8

정성룡 P2.1-21

정성원 O1.2-3

정성원 P2.7-01

정영범 O1.10-4

정용덕 O1.9-2

정용훈 O2.5-1

정우준 P1.2-18

정운선 O4.4-2

정윤수 O1.7-7

정윤화 P3.8-01

정인선 P3.9-02

정일규 P1.5-58

정재형 P3.6-10

정정현 P1.4-15

정종하 O3.6-3

정주미 P2.3-18

정준호 P1.6-14

정창해 P3.3-03

정하용 O2.4-2

정한민 P1.3-01

정한빛 O2.9-3

정호련 O2.1-5

정효숙 O2.1-2

조기현 P1.1-10

조나경 P3.3-08

조남호 P1.5-05

조명현 P2.1-02

조민택 O1.3-7

조상일 P3.6-14

조성규 O1.8-4

조성원 O3.4-6

조승용 P3.1-12

조영심 P1.2-10

조용진 O1.7-3

조용한 O1.1-1

조웅근 O2.8-6

조원근 P2.6-34

조원희 O2.11-1

조정환 O1.6-7

조종근 O2.9-1

조태환 P2.1-05

조현덕 O3.7-8

조현태 O3.7-7

조현희 P1.6-25

조희형 O1.2-1

주세영 P1.5-16

주소진 O2.5-4

주태중 P2.3-16

지경환 P2.4-16

지신행 P3.8-20

지애띠 O1.5-7

지재경 O2.7-3

진 훈 O3.4-1

진희정 O1.2-6

차경애 O2.3-3

차광호 O4.3-6

차광호 P1.1-07

차보훈 P2.7-08

차봉관 P1.5-49

차정은 P3.3-10

채동석 P2.6-06

채상원 P3.4-16

채철주 P2.5-10

채희서 O4.7-5

천종현 P3.1-21

천준호 P2.5-03

최강식 P3.3-06

최권택 P1.6-19

최규식 P2.3-01

최근하 P2.1-16

최기한 P1.5-41

최남규 P1.2-01

최대현 O4.5-3

최명중 P2.6-21

최병창 P2.7-14

최보윤 O4.7-4

최성만 P3.3-23

최성만 P3.5-03

최성만 P3.5-04

최성진 O4.3-3

최순용 P1.4-07

최 승 P2.3-15

최승혁 O2.9-2

최연오 O3.6-7

최용식 P3.6-07

최용운 P3.7-13

최용준 O3.4-5

최원준 P1.5-02

최유희 P2.3-22

최은미 P2.4-10

최인범 P3.8-08

최재영 O1.8-6

최재현 P3.3-11

최재훈 O1.2-4

최정화 O3.4-4

최진일 P1.1-02

최진호 P2.7-03

최철희 O2.4-3

최현숙 P2.6-28

최희석 P1.5-39

추순호 P3.7-05

추연수 O3.6-2

피무호 P1.4-13

피무호 P3.8-15

하상범 P2.4-02

하성호 O4.2-2

하인애 P2.4-08

하지연 O4.2-4

하태진 O2.3-4

한동일 P2.4-01

한만준 P1.2-06

한민규 P1.5-11

한승진 P1.5-59

한영민 P1.2-17

한은정 P1.4-19

한재일 O2.11-2

한종기 P2.6-32

허남은 P3.1-10

허대영 P1.1-01

허 정 P1.3-02

허정수 O2.3-5

허준호 P3.9-07

현우석 P3.4-13

형대진 P1.5-52

홍석진 O3.1-7

홍성호 O4.1-4

홍수연 P1.6-10

홍종규 P3.1-20

홍지범 P3.6-03

홍진혁 P1.6-04

홍창표 P1.5-53

홍철의 O1.6-8

황금성 O1.5-6

황명권 O3.4-2

황석주 P2.3-23

황영식 O3.5-5

황재룡 P1.5-33

황재준 P1.2-16

황재현 P1.5-44

황재훈 O3.7-1

황정섭 P1.4-18

황진호 P2.1-08

Hamid O2.7-1

Umar O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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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1) 등록(사전등록사이트 http://www.kiss.or.kr/conference/)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2005년 11월 4(금)까지

현장등록

2005년 11월 11일, 12일

정회원 50,000원 60,000원

학생회원 35,000원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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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집 I 정보보호·정보통신·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HPC

논문집 II
데이타베이스·바이오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언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인공지능·

전산교육·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프로그래밍 언어

*** 안내

1. 학술대회 논문집 권당 10,000원

2. 학술대회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구입 가능하며, 사전등록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논문집 복수신청 및 현장에서 추가구입 불가)

3. 현장등록시 논문지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2005년 11월 4일(금)까지

현장등록

* 2005년 11월 11일(금), 12일(토)

학술대회 참가

사전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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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32nd Fall Conference 47

수상자명단/회의안내

수상자명단 /회의안내

 1. 공로 포상자(Ⅰ)

구    분 성      명 현           직 공적 사항

행사조직운영

최 양 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KCC2005 조직위원장

박 승 규 아주대학교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교수 KCC2005 프로그램위원장

차 영 환 상지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KCC2005 조직부위원장

 2. 2005년도 가헌학술상

성      명 소           속

김 지 홍 서울대학교

 3. 데이타베이스 최우수논문상

성      명 소           속 지도교수

이석재, 송석일 충북대학교 유재수

 4. 소프트웨어공학 최우수논문상

성      명 소           속 지도교수

유준범, 김창회, 송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차성덕

◉ 회의안내
◈ 언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회 

   11월 11일(금) 오후 3:30-5:00 정보과학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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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교통/숙박 안내

◆ 행사첫날은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은 참가자 부담이며, 본 행사로 인한 주차는 할인이 되니 등록데스크에서 할인쿠폰을 구입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3번출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751번(숭실대 정문 또는 종점 하차)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7번출구)->봉천고개방향버스 숭실대입구 하차(7분소요)

-일반버스 501, 641, 650, 750, 751(숭실대 종점하차), 752, 753(숭실대 종점하차), 5511, 5517, 5520

◆ 숙박업소 검색 URL : http://www.visitkorea.or.kr -> 여행안내 > 숙박에서 서울 동작구로 검색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객실료(2인1실기준)

미라지 모텔 02-582-8462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19-19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전철역에서 총신대 

방면으로 도보로 5분여 소요)

40,000원

현대장 02-583-3594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49-3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에서 4호선 총신대

입구역 방향 도보 10여분 소요

지하철 7호선 총신대입구역 8번출구)

평일 35,000원

주말 40,000원

두바위 02-888-3252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854-3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

면으로 도보5분소요, 관악극장뒤 하나은행에

서 30m)

일반실 35,000원

특실  40,000원

그랜드장 

모텔
02-871-0051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4-3

(2호선 이용,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하여 3

번출구로 나와 관악구청 방향으로 약 150m 

직진하면 우측에 안경박사(안경집)이 있다. 

거기서 우측으로 보면 그랜드 모텔 간판이 

보임)

6인실 (Double Bed)  60,000원

8인실 (Twin Bed)    80,000원

10인실 (Twin Bed)  100,000원

4~5인실 (한실)      50,000원

 *2인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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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사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