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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세종대학

교에서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7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

해 협의하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

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530여 편의 논문이 발

표되며, 정보과학분야의 핫 이슈를 다룬 튜토리얼, 공학인증관련 워크샵과 초청강

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술정보교환의 장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현황 및 최신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

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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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종대학교와 후원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년 10월

한국정보과학회장 김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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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조 직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송상훈 교수(세종대학교)

 ■ 조직위원 국형준 교수(세종대)

권태경 교수(세종대)

김영복 교수(세종대)

김용국 교수(세종대)

김원일 교수(세종대)

노용덕 교수(세종대)

노재춘 교수(세종대)

문현준 교수(세종대)           

박우찬 교수(세종대)

백성욱 교수(세종대)

송오영 교수(세종대)

안희갑 교수(세종대)

양효식 교수(세종대)

유성준 교수(세종대)

유영환 교수(세종대)

이영렬 교수(세종대)

이종원 교수(세종대)

최수미 교수(세종대)

한동일 교수(세종대) 

학술위원회
 ■ 위 원 장 이상조 교수(경북대학교)

 ■ 부위원장 심규석 교수(서울대학교) 임해창 교수(고려대학교)

 ■ 학술위원 김상욱 교수(경북대) 김용민 교수(전남대) 김정현 교수(포항공대)

남영광 교수(연세대) 서영훈 교수(충북대) 오일석 교수(전북대)

이미정 교수(이화여대) 임형석 교수(전남대) 장병탁 교수(서울대)

정문렬 교수(서강대) 차재혁 교수(한양대) 최재영 교수(숭실대)

최중민 교수(한양대)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 황선태 교수(국민대)

 ■ 심사위원 강경란 교수(아주대) 고석주 교수(경북대) 김남규 연구원(한국통신)

김동균 교수(경북대) 김 명 교수(이화여대) 김영용 교수(연세대)

김진수 교수(KAIST) 김태곤 교수(고려대) 박현주 교수(한밭대)

서진석 교수(동의대) 양웅연 연구원(ETRI)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유재수 교수(충북대) 이경미 교수(덕성여대) 이도헌 교수(KAIST)

이상윤 연구교수(고려대) 이상훈 교수(연세대) 이수경 교수(연세대)

이영록 연구교수(전남대) 이재훈 교수(동국대) 이진선 교수(우석대)

이한구 교수(건국대) 이혁준 교수(광운대) 이형근 교수(광운대)

임유진 교수(수원대) 임지영 교수(한국성서대) 정경용 교수(상지대)

정성태 교수(원광대) 정성호 교수(한국외대) 조진성 교수(경희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채흥석 교수(부산대) 최성곤 교수(전북대)

최승진 교수(포항공대) 최웅철 교수(광운대) 추현승 교수(성균관대)

한경숙 교수(인하대) 한동수 교수(ICU) 황수찬 교수(항공대)

황호영 교수(안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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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람
p

◕ 등록(12:00 ~ 16:00) : 광개토관 1층 로비

◕ 행사장 : 발표장 - 광개토관, Banquet - 군자관 6층 교직원 식당

20(금) 워크샵 튜토리얼
논문발표

Oral Poster

 시간 1503호 102호 206호 207호 101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8호 209호
지하1층 

전시실

13:00 　

W1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공학교육 

인증 

기준 및 

평가

사례

T1.1

모바일 

유비

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 

이상근 

교수

(고려대)

T1.2

무선

메쉬

네트워크

상에서의 

라우팅 

프로

토콜

-

이상환 

교수

(국민대)

O1.1

데이타

베이스

I

O1.2 

인공

지능

I

O1.3 

전산

교육

시스템

O1.4 

정보

통신

I

O1.5 

정보

통신

II

O1.6 

컴퓨터

시스템

I

O1.7 

프로

그래밍

언어

O1.8

HPC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P1

포스터

발표

I

14:45  　  　

15:00 　 　 　

15:15  　  　  　  　  　  　  　  　

15:30 　 　 　 　 　 　 　 　 　 　

15:45  　  　  　  　  　  　  　  　  　  　

16:00
 W2

초청

강연

　 　 　 　 　 컴퓨터

시스템

연구회 

운영회

의

　 　 　 　 　 　

16:15  　  　  　  　  　  　  　  　  　  　  　

16:30 　 　 　 　 　 　 　 　 　 　 　

16:50  　  　  　  　  　  　  　  　  　  　  　  　

17:00

정기

총회

　 　 　 　 　 　 　 　 　 　 　 　

17:15  　  　  　  　  　  　  　  　  　  　  　  　

17:30 　 　 　 　 　 　 　 　 　 　 　 　

17:45  　  　  　  　  　  　  　  　  　  　  　  　

18:00 　 　 　 　 　 　 　 　 　 　 　 　 　

18:15  　  　  　  　  　  　  　  　  　  　  　  　  　

18:30

Banquet

* 군자관 

6층 식당

　 　 　 　 　 　 　 　 　 　 　 　

18:45  　  　  　  　  　  　  　  　  　  　  　  　

19:00 　 　 　 　 　 　 　 　 　 　 　 　

19:45  　  　  　  　  　  　  　  　  　  　  　  　

20:00 　 　 　 　 　 　 　 　 　 　 　 　 　



KISS 33rd Fall Conference 5

프로그램 일람

◕ 등록장소(08:30 ~ 14:00) : 광개토관 1층 로비

◕ 행사장 : 발표장 - 광개토관, 중식장소(11:30 ~ 13:30) - 군자관 6층 교직원 식당

 21(토)
 논문발표

 Oral Poster

 시간 101호 102호 104호 201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지하1층 
전시실

9:00

O2.1
데이타
베이스

II

O2.2
소프트
웨어
공학

I

O2.3
인공
지능

II

O2.4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I

O2.5
컴퓨터
비젼
및

패턴
인식

O2.6
정보
통신
III

O2.7
정보
통신
IV

O2.8
정보
통신
V

O2.9
컴퓨터
시스템 

II

O2.10
정보
보호

O2.11
컴퓨터
이론

　

9:15  　

9:30 　

9:45  　

10:00 　

10:15  　

10:30 　

10:45
 　  　

 　

11:00
　 　 　

P2
포스터
발표

II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O3.1
데이타
베이스

III

O3.2
소프트
웨어
공학

II

O3.3 
인공
지능
III

O3.4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II

O3.5 
바이오
정보
기술

O3.6
정보
통신
VI

O3.7
정보
통신
VII

O3.8
언어
공학

O3.9
컴퓨터
그래
픽스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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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 일시 : 10월 20일(금) 17:00 - 18:00,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03호

◆ 사회 : 장천현 부회장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김동윤 회장

환영사 양승규 총장(세종대)

시상

성원보고

전회의록접수

회무보고

의안심의

1) 2006년도 예산결산

2) 정관 개정

3) 2007년도 임원선임

4) 2007년도 사업계획

5) 2007년도 수지예산

기타사항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6년 10월 20일(금) 18:30 ~

 ◆ 장소 : 세종대학교 군자관6층 교직원식당



KISS 33rd Fall Conference 7

워크샵 / 초청강연

워크샵/초청강연

◆ 워크샵 

일시  10월 20일(금) 오후 1:00 - 3:30

장소  광개토관 202호

주제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공학 교육 인증 기준 및 평가 사례

프로그램

사회 :  임해창 교수(고려대학교)

l 인증기준 설명(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 - 이강우 교수(동국대학교)

l 평가자로서의 인증 사례 - 이동호 교수(광운대학교)

l 공학교육인증 준비사례 - 이상구 교수(서울대학교)

l 공학인증 현장 실사 후기 - 김지인 교수(건국대학교)

소개

 공학교육인증기준이 제정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까지도 인증기준 

및 준비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워크샵에서는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공

학교육인증기준을 살펴보고, 평가자와 피 평가자의 인증사례 발표를 통하여 컴퓨터 정

보기술 관련 학과의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우선 공학교육인증

의 주요 인증기준인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

육환경, 그리고 프로그램별 기준의 주요 용어와 세부기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평가자로

서의 인증 사례에서는 평가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

항들과 방문평가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을 

파악함으로써 인증을 준비하는 피 평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다. 피 평가자

의 인증 사례에서는 평가 준비과정의 전체적인 내용과 유의점 및 어려운 점을 제시한

다.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학교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

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통하여 인증제도 및 인증준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증평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초청강연 

일시   10월 20일(금) 오후 4:00 - 4:50

장소   광개토관 1503호

프로그램

사회 :  이상조 교수(경북대학교)

SW산업육성 정책방향- 임베디드SW를 중심으로

- 박재문 단장(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소개
임베디드SW산업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및 임베디드SW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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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T1.1 10월 20일(금) 오후 1:00-4:00  광개토관 206호

모바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강사 이상근 교수(고려대학교) yalphy@korea.ac.kr

강좌 소개

이 강좌에서는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을 세 부분 - 무선 모바일 데이터 접근 기술, 유비쿼터스 데이터 관리 기술, 최신 연구 

결과 -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 무선 모바일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 이 분야는 현재 수많은 논문지와 학술대회가 발간되

고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컴퓨터 연구 분야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이동 단말기 (PDA, 이동전화기 등)의 폭

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WiBro와 HSDPA 등의 이동 통신 기술, WiFi를 비롯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RFID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 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이미 운

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카메라, 전화기, 가정용 전자기기 등과 같은 제품이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정보를 모아 저장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된 이

러한 주변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변 단말기가 만들어 내거나 필요로 하는 대량의 정보

를 적절하게 배포하고 질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술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모바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기술의 연구 개발

은 교통 정보 시스템에서부터 환경 보호, 긴급 재난 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응용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T1.2 10월 20일(금) 오후 1:00-4:00  광개토관 207호

무선 메쉬 네트워크(Wireless Mesh Network)상에서의 라우팅 프로토콜 
강사 이상환 교수(국민대학교) sanghwan@kookmin.ac.kr 

강좌 소개

무선 메쉬 네트워크 (Wireless Mesh Network)는 이동 무선 네트워크 (Mobile Wireless 

Network)와 달리 노드의 움직임을 가정하지 않는 무선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무선 메쉬 

네트워크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가 최근 3-4년 간 이어

져 오고 있다. 또한 Notel, Philips, Intel, Motorola등 많은 기업들이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 및 개발 상황에 발 맞추기 위해 

이 튜토리얼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무선 메쉬 네트워크 용 라우팅 프로토콜들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선 메쉬 네트워크 상에서의 채널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위한 무선 링크의 Weight를 표현하는 다양한 metric의 성능

을 살펴본 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의 상황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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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및 장소

◉ 구두발표 ( I )

10월 20(금) 13:00-15:30 광개토관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1.1 데이타베이스 I 10 광개토관 101호 서상구 교수(광운대)

O1.2 인공지능 I 9 광개토관 104호 정경용 교수(상지대)

O1.3 전산교육시스템 6 광개토관 201호 차재혁 교수(한양대)

O1.4 정보통신 I 9 광개토관 202호 이종민 교수(동의대)

O1.5 정보통신 II 9 광개토관 203호 이동명 교수(동명대)

O1.6 컴퓨터시스템 I 8 광개토관 204호 윤현주 교수(금오공대)

O1.7 프로그래밍언어 9 광개토관 208호 김상욱 교수(경북대)

O1.8 HPC 9 광개토관 209호 이명호 교수(명지대)

합계 69편

◉ 구두발표 ( II )

10월 21(토) 09:00-11:30 광개토관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2.1 데이타베이스 II 10 광개토관 101호 심규석 교수(서울대)

O2.2 소프트웨어 공학 I 9 광개토관 102호 노정규 교수(서경대)

O2.3 인공지능 II 8 광개토관 104호 정한민 선임연구원(KISTI)

O2.4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I 7 광개토관 201호 유철중 교수(전북대)

O2.5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10 광개토관 204호 정기철 교수(숭실대)

O2.6 정보통신 III 9 광개토관 205호 이구연 교수(강원대)

O2.7 정보통신 IV 9 광개토관 206호 김건웅 교수(목포해양대)

O2.8 정보통신 V 9 광개토관 207호 정해덕 교수(한국성서대)

O2.9 컴퓨터시스템 II 9 광개토관 208호 이상환 교수(국민대)

O2.10 정보보호 10 광개토관 209호 정목동 교수(부경대)

O2.11 컴퓨터이론 7 광개토관 210호 이문규 교수(인하대)

합계 97편

◉ 구두발표 ( III )

10월 21(토) 13:00-15:00 광개토관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3.1 데이타베이스 III 7 광개토관 102호 이우기 교수(인하대)

O3.2 소프트웨어 공학 II 8 광개토관 104호 오기성 교수(동원대)

O3.3 인공지능 III 7 광개토관 201호 김병주 교수(영산대)

O3.4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II 7 광개토관 204호 노영주 교수(한국산업기술대)

O3.5 바이오정보기술 6 광개토관 205호 한동수 교수(ICU)

O3.6 정보통신 VI 8 광개토관 206호 이경근 교수(세종대)

O3.7 정보통신 VII 8 광개토관 207호 임지영 교수(한국성서대)

O3.8 언어공학 5 광개토관 208호 양단희 교수(평택대)

O3.9 컴퓨터그래픽스 7 광개토관 209호 김상희 책임연구원(국방과학연)

합계 6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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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좌장 및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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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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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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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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 20일(금)

구두 발표
10월 20일(금) 데이타베이스 I 광개토관 101호

13:00-15:30 좌장 : 서상구 교수(광운대)

O1.1-01 비즈니스 프로세스 타당성 검증 기법
설주영·박정업·김학수·신영재·장진근·박찬희·

김태인·손진현(한양대)

O1.1-02 Mobile DBMS를 위한 효율적인 압축 데이터 관리
시스템
신영재·황진호·박정업·김학수·이승미·손진현(한

양대)

O1.1-03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의 효율적인 동작을 위한 수
정 B-트리 인덱스
노홍찬·김승우·김우철·박상현(연세대)

O1.1-04 Xerces를 이용한 GML 파서의 개발
김영창·장재우(전북대)

O1.1-05 스카이라인 영역 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가지치기
기법
김진호·박영배(명지대)

O1.1-06 엑스플러스 조인 : 조인 중복체크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백주현·박성욱·정성원(서강대)

O1.1-07 구간 데이타에 대한 최대 에러 히스토그램 구축
이호석·심규석(서울대),이병기(포항공대)

O1.1-08 효율적인 GML 문서 저장을 위한 저장 스키마의
설계 및 성능평가
왕태웅·장재우(전북대)

O1.1-09 분산 환경을 고려한 OWL 문서의 저장 및 인덱싱
기법
김용욱·김연희·임해철(홍익대)

O1.1-10 시맨틱 웹 데이터를 위한 키워드 인덱싱 기법
신혜연·김연희·정균락·임해철(홍익대)

10월 20일(금) 인공지능 I 광개토관 104호

13:00-15:15 좌장 : 정경용 교수(상지대)

O1.2-01 DL 추론과 시간적 추론을 적용한 상황 정보 관리
김제민·박영택(숭실대)

O1.2-0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온톨로지 기반 시간 추론
최정화·서일홍·박영택(숭실대)

O1.2-03 온톨로지와 게임 커뮤니티의 질의/응답 게시글을
이용한 대화형 NPC의 구현
박두경·윤태복·박교현·이지형(성균관대)

O1.2-04 개인화 추천 시스템에서 속성 정보를 이용한 연관
사용자 군집 방법
한경수·조동주·정경용(상지대)

O1.2-05 정성적 추론을 이용한 소각로 변화 예측의 에이전
트 기반 프레임웍

김현경(한신대),김민구(아주대)

O1.2-06 시맨틱 웹에서 다중 혼합필터링을 이용한 개인화
된 의상 코디 시스템
은채수·송창우·이승근·이정현(인하대)

O1.2-07 가상예제를 이용한 수치 및 범주 속성 데이터의
분류 성능 향상
이유정·강재호·강병호·류광렬(부산대)

O1.2-08 동적 사용자 모델을 이용한 개인화된 문맥광고
강영길·김성민·이수원(숭실대)

O1.2-09 Dynamic CBDT : Q-learning의 강화기법을 응용
한 CBDT 확장 기법
진영균·장형수(서강대)

10월 20일(금) 전산교육시스템 광개토관 201호

13:00-14:30 좌장 : 차재혁 교수(한양대)

O1.3-01 사전학습에 기초한 대학 컴퓨터그래픽 과목의 강
의모형과 학습교재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영일(부천대학)

O1.3-02 이기종 단말에서 e-러닝 콘텐트의 메타데이터 맵

핑에 관한 연구
한금주·문남미(서울벤처정보대학원)

O1.3-03 시맨틱 웹과 AJAX기술을 이용한 학습자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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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 20일(금)

이채석·이상대·이용민·김진천(경성대)

O1.3-0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한 모바일 학습 시스
템의 설계 및 구현
최도영·정찬선·손진곤(방송통신대)

O1.3-05 교육 분야를 위한 지능형 블로그 에이전트
황의경·문양세·김혜숙·김진호(강원대)

O1.3-06 웹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시스템
김은미·이형채·한경숙(산업기술대)

10월 20일(금) 정보통신 I 광개토관 202호

13:00-15:15 좌장 : 이종민 교수(동의대)

O1.4-01 IEEE 802.15.4 기반 WPAN을 위한 신뢰적 채널
스위칭 프로토콜 구현
조동희·이혁준·박인·김정연(광운대)

O1.4-02 IEEE 802.15.4의 Inter-PAN 통신을 위한 비콘 충
돌 회피 기법
이우준·이혁준·박인·심응보(광운대)

O1.4-03 동적 네트워크에서 CSMA 다중접속을 위한 적응
형 Persistence 방법
이왕종·김병부·이승형(광운대)

O1.4-04 IEEE 802.15.4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서 LPL 구현
문성현·김택주·차호정(연세대)

O1.4-05 IEEE 802.16 시스템의 효율적인 QoS 네트워크 관
리 시스템

백주영·박진수·김상진·윤종필·서영주(포항공대)

O1.4-06 WDM 메트로 링 망에서 다양한 입력 트래픽을
고려한 MAC 프로토콜의 성능분석
이규정·소원호(순천대)

O1.4-07 동적인 주파수 할당과 전파세기 조절을 이용한
RFID 리더 충돌 방지 기법
조정환(중앙대),여상수(단국대),김성권(중앙대)

O1.4-08 IEEE 802.11e 무선LAN의 차별화된 성능강화기법
윤종원·윤상기·김효곤·고정길(고려대)

O1.4-09 IEEE 802.15.4 MAC의 backoff 범위의 확장에 대
한 성능 평가
고정길·김동주·김효곤(고려대)

10월 20일(금) 정보통신 II 광개토관 203호

13:00-15:15 좌장 : 이동명 교수(동명대)

O1.5-01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누적 시간 정보를 이용한 시
간 동기화
노진홍·홍영식(동국대)

O1.5-02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분산 다중노드를 위한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김기현·김희철·홍원기(대구대)

O1.5-03 Cluster Based Object Detec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
Md.Obaidur Rahman·Choong Seon Hong(경

희대)

O1.5-04 MANET에서의 부하 균등화를 위한 Proactive 인
터넷 게이트웨이 발견 기법들
김영민·안상현·유현(서울시립대),이재훈(동국

대)

O1.5-05 전송률 최대화를 위한 이중채널 ZigBee 라우터의

설계 및 구현
소선섭(공주대),은성배(한남대)

O1.5-06 RFID 미들웨어 환경에서 센서 노드의 생존성 향
상과 효율적인 프로토콜 설계를 위한 연구
최용식·전영준·박상현·한수·신승호(인천대)

O1.5-07 센서들의 시스템으로의 통합과 자동설정을 지원
하는 프레임워크
차영록·정유철·이동만(ICU)

O1.5-08 소리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위치인식 기법에서
의 에러보정 기법
이영화·차호정(연세대)

O1.5-09 다중 이기종 센서를 보유한 Nano-Q+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서 메타데이터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
한 질의 최적화
황상원·남영광(연세대),이광용·마평수(ETRI)

10월 20일(금) 컴퓨터시스템 I 광개토관 204호

13:00-15:00 좌장 : 윤현주 교수(금오공대)

O1.6-01 선행스케줄링에서 배타적 자원접근
박학봉·한상철·김희헌(서울대),박민규(건국대),

조성제(단국대),조유근(서울대)

O1.6-02 μTMO 모델 기반의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
제의 설계
이재안·최병규·허신(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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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6-03 중대 핵심 시스템 상에서 상황인지 적용
박지용·김상수·인호(고려대)

O1.6-04 지연시간-대역폭 정규화 기반의 스케줄링 모델
박경호(서울대),황호영(안양대),민상렬(서울대)

O1.6-05 TMO기반의 실시간 다중 상대 원격 모니터링 시
스템
정학·정갑주·김광식(건국대)

O1.6-06 무선 시스템 환경에서 대화형 응용을 위한 전력

제어기법
민정희·차호정(연세대)

O1.6-07 그래픽 가속기를 고려한 전력 관리 기법
안준호·차호정(연세대)

O1.6-08 EXT3 파일 시스템 안정성 지원을 위한 저널링 매
카니즘 개발
석진선·노재춘(세종대),박성순(글루시스)

10월 20일(금) 프로그래밍 언어 광개토관 208호

13:00-15:15 좌장 : 김상욱 교수(경북대)

O1.7-01 가상기계 코드 최적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신양훈 ·이창환·오세만(동국대)

O1.7-02 코드 삽입을 이용한 힙 사용량 분석기
주성용·조장우(동아대)

O1.7-03 귀납적 자료형의 이진화를 이용한 타입 레벨 프로
그래밍 간소화
차리서·최진영(고려대)

O1.7-04 중간표현을 이용한 재목적 컴파일러의 효율적인
테스트 방법
장한일·우균·채흥석(부산대)

O1.7-05 제한된 프로그램 소스 집합에서 표절 탐색을 위한
적응적 알고리즘
지정훈·우균·조환규(부산대)

O1.7-06 프로그램 합성 관점에서 지연 함수형 언어의 예외
처리 기법
이동주·우균(부산대)

O1.7-07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접근제어와 상황적응
시스템
이지연·오민경·창병모(숙명여대),안준선(항공

대),도경구(한양대)

O1.7-08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언어 설계 및
구현
김종철·김재욱·류기열·이정태·범진환(아주대)

O1.7-09 GroovyMarkup 확장을 이용한 SWT Builder의 구
현 및 성능 평가
이건우·고동진·이동주·우균·김원영·최완(ETRI)

10월 20일(금) HPC 광개토관 209호

13:00-15:15 좌장 : 이명호 교수(명지대)

O1.8-01 그리드 기반 분산 객체지향 가상환경 시스템에서
의 웹서비스 통신기법
이기호·김형래·정창성(고려대)

O1.8-02 무선 인터넷 프록시 서버 클러스터를 위한 동적
해싱 기법
곽후근·정규식(숭실대)

O1.8-03 KOCEDgrid에서의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권현택·노동건·이송이·신현식(서울대)

O1.8-04 거대 희소 행렬을 이용한 특허정보 유통 모형에
대한 연구
권오진·서진이·김정호·노경란·김완종(KISTI),김

진석(서울시립대)

O1.8-05 그리드 포탈 기반의 인증시스템 모델
황대복·허대영·황선태(국민대)

O1.8-0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계층적 파일 시스
템의 메타데이터 관리 방법

김상완·곽재혁·함재균·황영철(KISTI)

O1.8-07 e-AIRS : 협업 및 동적 파라메터 실험을 위한 항
공 우주 포탈
조정현(숙명여대),김병상(KISTI),송은혜·김윤희

(숙명여대),김종암(서울대),정민중(KISTI)

O1.8-08 XMDR을 이용한 데이터 그리드 미들웨어의 협력
에이전트 설계
노선택·문석재·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

운대)

O1.8-09 Chiral-MGrid: 그리드 기반 광학이성질체 식별 서
비스
강미란·정갑주·이종현·최영진·정선호(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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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토) 데이타베이스 II 광개토관 101호

09:00-11:30 좌장 : 심규석 교수(서울대)

O2.1-01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간 및 공간제
약을 고려한 In-Route Nearest Neighbor 질의처
리 알고리즘 설계
김상미·장재우(전북대)

O2.1-02 질의 재구성 기반의 XQuery 질의 정제
최성일·박종현·강지훈(충남대)

O2.1-03 템플릿 기반 웹 데이터베이스 응용 생성기의 설계
및 구현
조인애·신은경·음두헌·강민정(덕성여대)

O2.1-04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영역질의 처리를 위한 분산
색인 관리 메커니즘
김규철·장기영·진봉·김창화·박찬정·김상경(강릉

대)

O2.1-05 분산 XML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 컴파일 시 카
탈로그 관리 기법의 성능 평가

장건업·홍의경(서울시립대)

O2.1-06 공간 네트워크에서 이동객체 궤적을 위한 공간 유
사도 측정방법의 설계
라빈드라비스타·장재우(전북대)

O2.1-07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Rule-Base 기반 상황 인식
미들웨어
김금란·김진아·김세웅·김창화·김상경·박찬정(강

릉대)

O2.1-08 센싱 뷰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질의 처리
김혜정·홍준표·홍성범·김창화·김상경·박찬정(강

릉대)

O2.1-09 DOM 기반의 XML DBMS 저장구조 설계
노현종·한창현·이규철(충남대)

O2.1-10 동적인 계층적 웹 검색 시스템
윤광호(성결대),이우기(인하대),김창민(성결대)

10월 21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 광개토관 102호

09:00-11:15 좌장 : 노정규 교수(서경대)

O2.2-01 소프트웨어 설계 툴의 코드자동생성능력 비교 연구
조수란·강성원(ICU)

O2.2-02 워크플로우 질의어 기반 수행자 할당
한수영·박민재·안형진·백수기·김광훈(경기대)

O2.2-03 실시간 워크플로우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설계
정우진·박민재·안형진·김광훈·백수기(경기대)

O2.2-04 BPMN, XPDL을 이용한 실시간 협업 워크플로우
모델링
성태혁·박민재·한수영·김광훈(경기대)

O2.2-05 워크플로우 실시간 협동 액티비티 지원 프레임워크
이기원·안형진·박민재·김광훈·백수기(경기대)

O2.2-06 데이터 흐름 언어로 구현되는 시스템 모델링을 위
한 UML 확장
심재근·이종원(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우치

수(서울대)

O2.2-07 상황정보기반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 설계방법
황성진·박준석·문미경·염근혁(부산대)

O2.2-08 Statechart 상호 변환을 위한 Semantics의 분석
박승현·황대연(고려대),이나영(서울대),김윤구

(삼창),최진영(고려대)

O2.2-09 자연어 요구사항의 상태차트 모델링
김진현·김창진·심재환·박승현·최진영(고려대)

10월 21일(토) 인공지능 II 광개토관 104호

09:00-11:00  정한민 선임연구원(KISTI)

O2.3-01 OntoThink-K®: DBMS 기반 추론 서비스
정한민·강인수·이미경·이승우·성원경(KISTI)

O2.3-02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규칙기반 지식 표현 방법
권혁준·이건수·김민구(아주대)

O2.3-03 OntoStore-K®: URI 기반 성과 관리 시스템
김평·이승우·이미경·구남앙·강인수·정한민·성

원경(KISTI)

O2.3-04 분산시각 미디어 검색 프레임워크의 성능향상을
위한 부하분산 시스템

심준용·원재훈·김세창·김정선(한양대)

O2.3-05 Neural Network와 Robocode를 이용한 동적 객
체에 대한 Targeting 기법의 연구
김정훈·이지형(성균관대)

O2.3-06 R-DBMS기반 추론 서비스인 OntoThink-K®에서
의 SPARQL 질의 지원
이승우·정한민·성원경(KISTI)

O2.3-07 분산 시각미디어 검색 프레임워크를 위한 결함 허
용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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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휴정·심준용·김세창·원재훈·김정선(한양대)

O2.3-08 가변적 클러스터 개수에 대한 문서군집화 평가방

법
조태호(오타와대)

10월 21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광개토관 201호

09:00-10:45 좌장 : 유철중 교수(전북대)

O2.4-01 휴대폰기반 사용성을 고려한 6면바둑게임
성재경·김용국(세종대)

O2.4-02 분산 음원위치판별 시스템을 위한 이벤트 영역 결
정 기법
유영빈·차호정(연세대)

O2.4-03 사용자 패턴의 자동추출을 통한 TV-Anytime 기
반 사용자 선호정보 관리 시스템
신사임·이종설·이석필(전자부품연구원)

O2.4-04 홈네트워크 시스템상에서 상황인식을 위한
HIML(Human Interaction Markup Language) 미

들웨어
김준형·손민우·신동규·신동일(세종대)

O2.4-05 멀티카메라 기반 동영상 요약 시스템
임승빈·박한샘·민준기·황금성·조성배(연세대)

O2.4-06 에지 방향성 히스토그램 데이터을 이용한 손 형상
인식
김장운·김송국·장한별·배기태·이칠우(전남대)

O2.4-07 바둑판의 회전과 대칭 처리를 위한 WYSWYG 인
터페이스
양단희(평택대)

10월 21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광개토관 204호

09:00-11:30 좌장 : 정기철 교수(숭실대)

O2.5-01 휴먼-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비전 기반 3차원 손
제스처 인식
노명철·장혜민·강승연·이성환(고려대)

O2.5-02 인간의 시각 특성에 기반한 LCD 영역형 얼룩의
불량 수준 측정
이원희·박노갑·최규남·유석인(서울대)

O2.5-03 추적 조건 분석에 의한 개선된 외곽선 추적 기법들
정철호·서종훈·한탁돈(연세대)

O2.5-04 Active Appearance Model과 EFM을 이용한 실시
간 얼굴 표정 인식 시스템
조경식·김용국·이양복(세종대)

O2.5-05 EXIF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장철진·주영호·조환규(부산대)

O2.5-06 히스토리 버퍼를 사용하여 떨림 현상을 줄이는 마
커 추적
윤종현·이범종·박종승(인천대)

O2.5-07 몽타주와 얼굴사진의 유사도 산출
최창석·이성주(명지대)

O2.5-08 신경망을 이용한 칼라와 텍스처 기반의 직물 감성
예측
김수정·최영진·김지인(건국대)

O2.5-09 큰 움직임 변위의 물체 추적을 위한 활성외곽선
모델
이주휘(서울여대),오형규(서울대),홍헬렌(서울여대)

O2.5-10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지문 영상 생성
조웅근·홍진혁·조성배(연세대)

10월 21일(토) 정보통신 III 광개토관 205호

09:00-11:15 좌장 : 이구연 교수(강원대)

O2.6-01 상황인지 기반 모바일 애드혹 블로그
김성일·김병오·이경민·이동만(ICU)

O2.6-02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자동인원계수 및
환경정보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손병락·신승찬·신동윤·김중규(대구대)

O2.6-03 물리적 토폴로지를 고려한 P2P환경에서 다중 디
스크립션 코딩을 이용한 미디어 스트리밍 기법
강동훈·박성환·한동윤·차봉관·김경석(부산대)

O2.6-04 NGN에서 IPTV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및 문제

점 분석
이승익·이동만(ICU),박주영·강신각(ETRI)

O2.6-05 계층적 Ring 기반의 그리드 멤버쉽 프로토콜의 설계
구태완·홍성준·엄상용·이광모(한림대)

O2.6-06 그리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에서 시스템 재구성 비용을 줄이는 기법
신효정·차호정(연세대)

O2.6-07 보안을 고려한 RFID/USN 기반의 능동형 창고 상
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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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 21일(토)

전영준·최용식·박상현·한수·신승호(인천대)

O2.6-08 IPFIX 표준을 이용한 IPv6 이상트래픽 모니터링
김종기·신성호·최순병·이영석(충남대),김기영

(ETRI)

O2.6-09 An Efficient Bilateral Remote User Authentica-
tion Scheme with Smart Cards
Al-Sakib Khan Pathan and Choong Seon

Hong(경희대)

10월 21일(토) 정보통신 IV 광개토관 206호

09:00-11:15 좌장 : 김건웅 교수(목포해양대)

O2.7-01 스노우볼 샘플링 비율에 따른 네트워크의 특성 변
화: 싸이월드의 사례 연구
곽해운·한승엽·안용열·문수복·정하웅(KAIST)

O2.7-02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능동적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변경
박종민·김광훈·이경민·이동만(ICU)

O2.7-03 U-city를 위한 효과적인 Media 획득 및 전달체계
: SLIM Framework
안성원·한상범·유혁(고려대)

O2.7-04 PocketPC 환경에서의 혈당정보 전송 시스템
도형호·이성기(경북대)

O2.7-05 스키마를 이용한 XML 문서의 압축과 복원
염지현·김혁만(국민대)

O2.7-06 POI 정보 가시화를 위한 GVP 모듈 설계
박용진·김흠·송은하·정영식(원광대)

O2.7-07 문자메시지네트워크의 선형적 특성
한영석·오창근·박지은(수원대)

O2.7-08 이동형 RFID 리더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
김재환·강태원·김남중·채진석(인천대)

O2.7-09 USN/RFID 환경에서 상황인식이 가능한 통합 미
들웨어 System 설계
한수·박상현·최용식·전영준·신승호(인천대)

10월 21일(토) 정보통신 V 광개토관 207호

09:00-11:15 좌장 : 정해덕 교수(한국성서대)

O2.8-01 실시간 AV 스트리밍을 위한 UPnP AV 프레임워크
박지윤·이현주·김상옥·김상욱(경북대)

O2.8-02 이동 사용자를 위한 적응적 트랜스코딩 서비스의
구현
허난숙·한우람·이좌형·서동만·김윤·정인범(강원대)

O2.8-03 무선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네트워크 적응형 전
송오류제어 선택
문성태·김종원(광주과기원)

O2.8-04 Resilient Video Streaming을 위한 향상된 혼잡 제
어 기법
진현석·김광훈·박종민·이창환·이동만(ICU)

O2.8-05 비디오 스트림의 전략적 세그먼테이션을 이용한
적응형 오버레이 비디오 스트리밍
김도현·이중수·이영희(ICU)

O2.8-06 차량간 긴급 메시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릴레이
노드 선정 알고리즘
김태환·김희철·홍원기(대구대)

O2.8-07 Hitch-hiking 기법을 이용한 MST 기반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알고리즘
전상현·장형수(서강대),조준호(포항공대)

O2.8-08 VANET에서 네트워크 단절을 줄이기 위한 브로
드캐스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변정식·김태환·홍원기(대구대)

O2.8-09 2계층 구조의 신뢰적 멀티캐스트에서 제어 트리
의 효율성을 고려한 그룹 대표 결정 기법
이동언·이승익·고양우·이동만(ICU)

10월 21일(토) 컴퓨터시스템 II 광개토관 208호

9:00-11:15 좌장 : 이상환 교수(국민대)

O2.9-01 0.1% 메모리 비트 결함율에서 칩 면적 요구량이
적은 영상 데이터 오류 복원 방법
이강·용환기(한동대),정경훈(국민대)

O2.9-02 P2P 방식의 디지털 권한 관리 시스템
정재린·최형은·김윤형·김태형(한양대)

O2.9-03 헬스케어 홈 서비스를 위한 이기종 센서 정보 구
축 및 관리
이충섭.윤영민·정창원·주수종(원광대)

O2.9-04 SLA를 지원하는 동적 성능 분리 기법
박범주(삼성전자),박기진·강명구·김성수(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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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 21일(토)

O2.9-05 OLP 기반산업용로봇시뮬레이션시스템의분산화
김재욱·이정태·류기열·김종철·범진환(아주대)

O2.9-06 인공위성 시스템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도구의 설계
조병태·김선욱·박형식·김형신(충남대),최종욱·

채동석·이종인(항공우주연구원)

O2.9-07 지연된 장치 탐색을 이용한 부팅시간 향상 기법

박우람·나윤주·박찬익(포항공대)

O2.9-08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Self-Configuration
Manager
박충범·이수원·최훈(충남대)

O2.9-09 PANDA와 VNC에 기반한 U-Kiosk 구현
석현철·박기웅·임상석·박규호(KAIST)

10월 21일(토) 정보보호 광개토관 209호

09:00-11:30 좌장 : 정목동 교수(부경대)

O2.10-01 WSN에서 변형된 Merkle 트리를 이용한 공개키
인증 기법
김은주(금오공대),김현성(경일대),이원진·전일수

(금오공대)

O2.10-02 Static Shared Key를 적용한 HMIPv6 LBU 인증
김보미·김태은·주소진·전문석(숭실대)

O2.10-03 계층적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개선된 키 관리 기
법
이원진(금오공대),김현성(경일대),김은주·전일수

(금오공대)

O2.10-04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보안프로토콜의 정
형적 분석
김현석·이송희·최진영(고려대)

O2.10-05 RFID 보안 프로토콜 취약성 분석 및 설계
오정현·김현석·최진영(고려대)

O2.10-06 SNEP와 ECC를 이용한 RFID 보안 시스템 설계

박상현·한수·최용식·전영준·신승호(인천대)

O2.10-07 모바일 단말기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상
황인식 사용ㅔ어 모델
노진욱·오현수·장혜영·조성제(단국대)

O2.10-08 스크립트 파일 기반의 효율적인 웹 공격 탐지 프
로그래밍
임종혁·박재철·김동국·노봉남(전남대)

O2.10-09 다형성 엔진으로 생성된 웜의 탐지 기법
이기훈·이승익·최홍준·김유나·홍성제·김종(포항

공대)

O2.10-10 Visual C++ 소스코드를 위한 Obfuscation 도구
구현
조병민·장혜영·노진욱·오현수(단국대),정민규·

이승원(서울대),박용수(한양대),우제학(코어트러

스트),조성제(단국대)

10월 21일(토) 컴퓨터이론 광개토관 210호

09:00-10:45 좌장 : 이문규 교수(인하대)

O2.11-01 정확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Private Matching
홍정대·김진일·천정희·박근수(서울대)

O2.11-02 Switched Network로 연결된 Cluster의 MPICH에
서 효율적인 MPI_Allgather Algorithm
김철환·정유진(한국외대)

O2.11-03 최소-Dilation 신장 트리 찾기의 NP-hard 증명
정지원(KAIST),Herman Haverkort(TU Eindho-

ven),이미라(KAIST)

O2.11-04 한국종합주가지수 변동 경향에 대한 확률적 예측
시스템
강병우·한동수(ICU)

O2.11-05 유클리드 씨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계산을 위한
향상된 알고리즘
배상원(KAIST) ,김재훈(부산외대) ,좌경룡

(KAIST)

O2.11-06 2차원 배열의 Succinct 표현을 위한 Rank 및
Select 함수
박치성·김민환(부산대),김동규(한양대)

O2.11-07 DNA칩의 Probe 선정을 위한 빠른 전처리 알고리즘
강승호·최문호·정인선·임형석(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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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광개토관 102호

13:00-14:45 좌장 : 이우기 교수(인하대)

O3.1-01 유사구간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방법
홍창기·김창화·이승재·김상경(강릉대)

O3.1-02 XML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한 XML 조각 스트림
에 대한 질의 처리
이상욱·김진·강현철(중앙대)

O3.1-03 DNA 시퀀스 검색을 위한 효율적인 인덱스 기법
홍상균(한림대),원정임(한양대),윤지희(한림대)

O3.1-04 플래쉬 메모리에서 Shadow 버전을 이용한 B-트
리 인덱스 관리

온경오·조행래(영남대)

O3.1-05 플래시 메모리상에 B+트리를 위한 효율적인 색인
버퍼 관리 정책
이현섭(한양대),강원석·이동하(대구경북과학원),

이동호(한양대)

O3.1-06 개선된 파시클 기반 의미론적 압축 기법
박형민·심규석·장원준(서울대)

O3.1-07 데이터 스트림에서 MJoin을 이용한 다중 조인 질
의의 최적화 기법
이헌주·박석(서강대)

10월 21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광개토관 104호

13:00-15:00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대)

O3.2-01 상태 유도 조합을 이용한 규칙 기반의 적응형 서
비스 프레임워크
정우성·유찬우·박동훈(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

대),김희천(방송통신대),우치수(서울대)

O3.2-02 e-비지니스 환경 하에서의 도메인 모델 방식 기반
의 전자문서 변환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심언섭·김진우·백두권(고려대)

O3.2-03 지능형 로봇의 적응성을 위한 확장된 웹 서비스
김진한·이창호·박동민·이병정(서울시립대)

O3.2-04 OWL-S와 문맥 정보를 가진 에이전트를 사용한
효율적인 웹 서비스 발견 기법
이창호·김진한·박동민·이병정(서울시립대)

O3.2-05 다양한 이기종의 RFID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RFID 비즈니스 이벤트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유선미·김성훈·김성진·염근혁(부산대)

O3.2-06 확장된 아키텍처 기술의 개념적 모델
박진욱·채흥석(부산대)

O3.2-07 멀티 프로세서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PSM 모
델링을 위한 이클립스 플러그인
오기영·홍장의(충북대)

O3.2-08 정형기법을 적용한 DO-178B 안전성 검증 및 인증
기준 개선
김창진·최진영(고려대)

10월 21일(토) 인공지능 III 광개토관 201호

13:00-14:45 좌장 : 김병주 교수(영산대)

O3.3-01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확률
분포의 분산 감소 방법
정성원·이도헌·이광형(KAIST)

O3.3-02 컨셉넷과 키그래프를 이용한 일상생활 요약
이영설·김경중·조성배(연세대)

O3.3-03 음파 분석을 이용한 사용자 적응형 음악 추천 시
스템
김동문·이지형(성균관대)

O3.3-04 계획 지식 모델링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최재혁·김인철(경기대)

O3.3-05 SVM을 이용한 온라인게임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
박교현·이지형(성균관대)

O3.3-06 전향 상태 공간 계획을 위한 계획 그래프 휴우리
스틱
신행철·김만수·김인철(경기대)

O3.3-07 상호주도형 대화 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도메인 독
립적 스크립트 언어
임성수·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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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 21일(토)

10월 21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광개토관 204호

13:00-14:45 좌장 : 노영주 교수(한국산업기술대)

O3.4-01 접근기능으로서의 포털 사이트 집중화 요소분석
한영석·김만희·이용주·장하은(수원대)

O3.4-02 GUI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관리 도구
정인욱·차호정(연세대)

O3.4-03 서비스 제공자 목록에 의한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
웹 서비스 검색의 정확도 향상
이재원·김응모(성균관대)

O3.4-04 개념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라이프 브라우저의 설
계

김경중·이영설·황금성·홍진혁·조성배(연세대)

O3.4-05 자기 상관계수를 이용한 우선순위 기반의 정황인
지 협동 시스템 충돌 해결 모델
채희서·이동현·김도훈·인호(고려대)

O3.4-06 상호주도형 대화와 상황인식을 통한지능형 일정
관리 에이전트
임성수·홍진혁·송인지·조성배(연세대)

O3.4-07 브라우징 계면의 원시구조에 관한 고찰
노영주(산업기술대)

10월 21일(토) 바이오 정보기술 광개토관 205호

13:00-14:30 좌장 : 한동수 교수(ICU)

O3.5-01 맘모그램 영상에서의 군집화된 미세석회질 컴퓨
터 보조 검출 시스템 구현
이정철·엄경식·이형지·박상근(캐드임팩트)

O3.5-02 SMILE :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저장·관리·분석
을 위한 통합 LIMS 개발
이정원·진희정·조환규(부산대)

O3.5-03 지역정렬을이용한유전자발현조절프로그램예측
이지연·진희정·조환규(부산대)

O3.5-04 InterPro의 e-value 조정을 통한 신규 도메인 발견

접근 방식의 문제점
허희영·한동수(ICU)

O3.5-05 Potential SVM을 이용한 압타머칩에서의 바이오
마커 탐색
김병희(서울대),김성천(제노프라),장병탁(서울대)

O3.5-06 AptaCDSS - 압타머칩을 이용한 심혈관질환 질환
단계 예측 및 진단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엄재홍·김병희·이제근·허민오·박영진·김민혁(서

울대),김성천(제노프라),장병탁(서울대)

10월 21일(토) 정보통신 VI 광개토관 206호

13:00-15:00 좌장 : 이경근 교수(세종대)

O3.6-01 Ad hoc 네트워크에서 TDMA의 전송성능 향상을
위한 타임 슬롯의 동적 할당
김환선·이병주·이승형·최웅철·정광수(광운대)

O3.6-02 선형 토폴로지 무선메쉬네트워크의 종단간 최대
가능 전송률
유재용·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O3.6-0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파워 컨트롤 기법에 관
한 연구
이동호·이한선·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O3.6-04 유효 센싱 범위를 고려한 센서 노드 스케줄링 프
로토콜
김길수·조재규·권태경·최양희(서울대)

O3.6-05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DCCP를 이용한
QoS 성능분석
서두옥·이동호(광운대)

O3.6-06 IEEE 802.16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스케줄링 기법
이임성·정광수(광운대)

O3.6-07 채널 에러가 존재하는 무선랜 환경에서의 성능 분
석 연구
박현구·김종권(서울대)

O3.6-08 지연-대역폭 정규화 관점에서의 출력링크 서비스
알고리즘
이주현(서울대),황호영(안양대),민상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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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 21일(토)

10월 21일(토) 정보통신 VII 광개토관 207호

13:00-15:00 좌장 : 임지영 교수(한국성서대)

O3.7-01 OFDM 기반 IP 네트워크에서의 소프트 핸드오버
기법
김우재·임완선·김상진·서영주(포항공대),강숙

양·김경숙·신경철(ETRI)

O3.7-02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핸드오버 기능 구조
제안
백주영·김동욱·김현진·최윤희·김덕진·김우재·

서영주(포항공대),강숙양·김경숙·신경철(ETRI)

O3.7-03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종
단 간 이동성 지원 방안
장문정·이미정(이화여대)

O3.7-04 MIPv6 네트워크에서의 Cross-Layer 기반 빠른 핸
드오버 알고리즘
정우진·기형주·이태진·추현승·정민영(성균관대)

O3.7-05 멀티호밍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인그레스 필터
링 우회 메커니즘
류지호·최낙중·권태경·최양희(서울대),백은경

(KT)

O3.7-06 외부네트워크내사용자간모바일 VPN 지원방안
김경민·변해선·이미정(이화여대)

O3.7-07 차세대 All IP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이
동성 관리 시스템
김석형·김현진·이정윤·김용성·서영주(포항공대)

O3.7-08 멀티호밍 모바일 라우터에서의 다중 인터페이스
선택 프레임워크
박철현·최낙중·최양희·권태경(서울대),백은경

(KT)

10월 21일(토) 언어공학 광개토관 208호

13:00-14:15 좌장 : 양단희 교수(평택대)

O3.8-01 영한 기계번역에서 긴 문장의 구문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한 쉼표의 용도 분류
김성동·박성훈(한성대)

O3.8-02 유해어의 공기정보를 활용한 유해 웹문서 필터링
안형근·이원휘·안동언·정성종(전북대)

O3.8-03 규칙과 어절 확률을 이용한 혼합 품사 태깅 모델

황명진·강미영·권혁철(부산대)

O3.8-04 국가 IT 온톨로지 구축
김재호(KAIST),신지애(ICU),최기선(KAIST)

O3.8-05 시소러스를 이용한 온톨로지의 Is-a 관계 설정
황금하·이신목·남윤영(KAIST),신지애(ICU),최

기선(KAIST)

10월 21일(토) 컴퓨터 그래픽스 광개토관 209호

13:00-14:45 좌장 : 김상희 책임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O3.9-01 메타 테이블을 이용한 효율적인 레이트레이싱 알
고리즘
서충원·강윤식·양성봉(연세대)

O3.9-02 모바일 3차원 그래픽 텍스처 매핑에 효율적인 새
로운 유동형 고정 소수점 수 포맷
김남석·한정현(고려대)

O3.9-03 다중 감각 인터랙션을 이용한 지능형 형상 분석
김정식·김현중·최수미(세종대)

O3.9-04 사실적인 연기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류항 계산의
수치적 개선

장문희·박수완(경북대),김은주(동명정보대),유관

우(경북대)

O3.9-05 균일한렌더링부하를위한영역기반의기여도컬링
이범종·윤종현·박종승(인천대)

O3.9-06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Cross-diamond 탐색
알고리즘
권정은·최린(고려대)

O3.9-07 가상해저 환경구축을 위한 Fish 군중행동 모델러
김종찬·조승일·김응곤(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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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일정 및 장소

◉ 포스터발표 ( I )

10월 20일(금) 14:30-16:00 광개토관 지하 1층 전시실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1.1 데이타베이스 I 20 김성규 교수(안양대)

P1.2 인공지능 29 김 평 선임연구원(KISTI)

P1.3 전산교육시스템 6 강수용 교수(한양대) 

P1.4 정보통신 I 64

우미애 교수(세종대)

황종규 박사(철도기술연구원)

황호영 교수(안양대)

P1.5 컴퓨터시스템 I 26 이종복 교수(한성대)

합계 146편

◉ 포스터발표 ( II )

10월 21일(토) 11:00-12:30 광개토관 지하 1층 전시실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2.1 데이타베이스 II 16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

P2.2 바이오정보기술 7 황규백 교수(숭실대)

P2.3 소프트웨어공학 13 이상운 교수(원주대학)

P2.4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4 김상훈 교수(한경대)

P2.5 정보보호 23 김현성 교수(경일대)

P2.6 정보통신 II 44
김동호 교수(한라대)

김백현 교수(인천대)

P2.7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18 김응규 교수(한밭대)

P2.8 컴퓨터시스템 II 24 이 강 교수(한동대)

합계 15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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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좌장 및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추천서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랍니다.

④ 추천서양식은 발표장 진행요원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라며, 작성후 진행요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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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서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

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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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등, 양면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번호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본 책자 ‘논문발표자 색

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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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발표시간이 종료후 3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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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10월 20일(금)

포스터 발표

10월 20일(금) 데이타베이스 I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4:30-16:00 좌장 : 김성규 교수(안양대)

P1.1-01 메타규칙 생성에 의한 RFID 데이터 마이닝 기법
김영희(성균관대),이창렬(동의대),강은영·김응모

(성균관대)

P1.1-02 오디세우스 객체관계형 DBMS를 위한 외부 조인
의 설계 및 구현
김인중·이기훈·황규영(KAIST)

P1.1-03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송임영(홍익대),오염덕(충주대),이태석ㆍ신기정

(KISTI),김경창(홍익대)

P1.1-04 XML 기반 분산 의료정보 통합 모델
김정민·최진영(고려대)

P1.1-05 스트리밍 환경에서 다항식 기반의 이동객체 위치
추정
이원철·문양세·이상민·노희영(강원대)

P1.1-06 연속질의 처리 시스템을 위한 트리거의 슬라이딩
윈도우 지원
이근주·진성일(충남대)

P1.1-07 Mobile GIS DBMS에서 비용효율적인 대량삽입기
법에 관한 연구
이경아·이근주·진성일(충남대)

P1.1-08 향상된 균일 스케일링을 이용한 유사 음악 검색
시스템
이혜환·심규석(서울대)

P1.1-09 텔레매틱스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과 중앙 서버간
파라미터를 이용한 동기화 기법 연구
두용재·진성일(충남대)

P1.1-10 분산 환경에서 전송되는 의사결정나무 구조 정보
표현 기술
김충곤·백성욱(세종대)

P1.1-11 의미적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주석 및
검색
안형근·고재진(울산대)

P1.1-12 시공간 이동객체들을 위한 효율적인 색인 기법
강소영·양성봉(연세대)

P1.1-13 데이터표준화 사례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 대
한 연구
김진섭(고려대)

P1.1-14 통합 XQuery 질의의 병렬처리와 순차처리 성능
분석 * P2.1-17로 이동 발표
강순종·박종현·강지훈(충남대)

P1.1-15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유해 이미지
분류
송철환·유성준(세종대)

P1.1-16 문서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스팸 문서
분류 성능 비교
송철환·유성준(세종대)

P1.1-17 RFID를 이용한 고령자 행동 패턴 학습 시스템 설
계 및 구현
구영현·강한훈·김영철(세종대),박수준(ETRI),유

성준(세종대)

P1.1-18 S-57 전자해도의 GML 변환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성환·이성대·곽용원·박철현·박휴찬(해양대)

P1.1-19 분산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분
산 XML 문서 저장 시스템과 분산 XPath 질의 처
리기 설계 및 구현
이창주·홍의경(서울시립대)

P1.1-20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개인 사용자
선호 의상 추천
강한훈·유성준(세종대)

10월 20일(금) 인공지능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4:30-16:00 좌장 : 김평 선임연구원(KISTI)

P1.2-01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필기 한자 인식 결
과 검증
윤병훈·하진영(강원대)

P1.2-02 지지 벡터 머신을 이용한 다변수 결정 트리
강선구·이병우·나용찬·조현성·윤철민·양지훈(서

강대)

P1.2-03 DBMS 기반의 온톨로지 확장 모델
이미경·김평·정한민·성원경(KISTI)

P1.2-04 도식화된 토픽맵 편집기
안기진·이재호(서울시립대)

P1.2-05 온톨로지 기반 웹 콘텐츠 추천 기법
김제민·박영택(숭실대)



24 한국정보과학회 제33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포스터발표 - 10월 20일(금)

P1.2-06 의미 단일화를 통한 충돌 해결 방법
이건수·이건선·김민구(아주대)

P1.2-07 해양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최적경로 타겟 트래킹
김미숙·강태원·김창화·김상경(강릉대)

P1.2-08 EPC Network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한 XML 정보
의 접근 제어 기법
한기덕·권혁철(부산대)

P1.2-09 개념적 거리와 밀도를 고려한 온톨로지 기반의 코
스웨어 분류
조미영·최창·김판구(조선대)

P1.2-10 분산 제어 구조내의 로봇 작업 계획
김현식·신행철·김만수·김인철(경기대)

P1.2-11 Topographic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에
기반한 텍스트 문서로부터의 토픽 가시화
장정호(Fraunhofer IAIS.KD),엄재홍·장병탁(서

울대)

P1.2-12 Neural Network을이용한이미지장르분류시스템
안재훈·이한구·주현호(건국대)

P1.2-13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위한 BURN에 의해 발생
하는 이벤트 모델링
공영호·박종희(경북대)

P1.2-14 온톨로지 기반 개인 미디어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최정화,서희철(ETRI),박영택(숭실대)

P1.2-15 OWL 기반 대용량 ABox 추론 시스템 평가
서은석·박영택(숭실대)

P1.2-16 OWL-DL 기반의 대용량ABox 추론 기법
서은석·최용준·박영택(숭실대)

P1.2-17 사이트간 웹 사용 마이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의
성능 향상
현우석(성서대)

P1.2-18 고속연관규칙을 이용한 문맥광고에서의 콘텐츠

추천
김성민·이성진·이수원(숭실대)

P1.2-1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에 적
용하기 위한 사용자 모델링의 일반화 방법론
이주연·이성진·이수원(숭실대)

P1.2-20 추론을 위한 OWL-DL과 SWRL의 효율적 결합
서은석·박준상·박영택(숭실대)

P1.2-2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능형
로봇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박제현·홍광희·최중민(한양대)

P1.2-22 온톨로지 기반 지식검색 시스템의 시맨틱 서비스
홍광희·박제현·박주영·최중민(한양대)

P1.2-23 FCA 기반 계층적 구조 표현을 이용한 문서 통합
기법
김태환·박제현·최중민(한양대)

P1.2-24 다중에이전트환경에서효율적인강화학습시스템
홍정환·강진범·최중민(한양대)

P1.2-25 웹 문서 수집을 위한 효율적인 문서 분류
이정훈·전서현(동국대),김선희(전남대)

P1.2-26 온라인 필기 한자인식을 위한 체인코드열과 구조
코드열의 성능평가
김형태·하진영(강원대)

P1.2-27 EOL : SUNHI 표현범위를 가진 인식론적 온톨로
지 표현 언어
이건수·홍인표·김민구(아주대)

P1.2-28 MDL Principle을 적용한 점수 기반 베이지안 네
트워크 학습 방법
황성철·이일병(연세대)

P1.2-29 플랜 및 상황기반 커뮤니티 상호작용 규정
변무홍·이재호(서울시립대)

10월 20일(금) 전산교육시스템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4:30-16:00 좌장 : 강수용 교수(한양대)

P1.3-01 시각적 웹 기반 그래프 알고리즘 학습 시스템
윤선영·한현수(한국외대)

P1.3-02 웹 기반 수준별 학습을 고려한 문제은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민경·강수용(한양대)

P1.3-03 연관 규칙을 이용한 방학 중의 생활 습관 분석
김혜숙·문양세·노희영·김진호(강원대)

P1.3-04 통계적 추론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중심 웹 코
스웨어의 설계와 구현

최은선·최진식(한양대)

P1.3-05 Socket API 기반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스 생성기
박승철·최진식(한양대)

P1.3-06 API에 기반한 시뮬레이션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장연주·최진식(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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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10월 20일(금)

10월 20일(금) 정보통신 I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4:30-16:00
좌장 : 우미애 교수(세종대), 황종규 박사(철도기술연구원),

황호영 교수(안양대)

P1.4-01 음성통신 중 웨이브렛 계수 양자화를 이용한 비밀
정보 통신 방법
이종관(육사)

P1.4-02 RFID 시스템을 이용한 Integrated u-Logistics 설
계 방안
차상환(고려대)

P1.4-03 대역폭 절감을 고려한 다중 경로 전송
최선오·변상선·유혁(고려대)

P1.4-04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OSGi 기반의 서비스 번들
관리를 위한 SBM(Service Bundle Manager) 제안
김남훈(동양공업전문대학),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4-0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그라
디언트 기반 라우팅 기법
윤성로·김종권(서울대)

P1.4-06 ROHC(RObust Header Compression) 알고리즘
을 이용한 PoV(Push-to-Talk over VoIP) 설계
김수희·정인상·정인환(한성대)

P1.4-07 Wireless LAN 환경 하에서 Access Point의 RSSI
삼각측량 방식을 이용한 RTLS 설계
김수희·정인환(한성대)

P1.4-08 IPv6 망 전이를 위해 터널링 기술을 이용한
Recursive DNS 구성 모델 연구
김진석·서유화·이기영·신용태(숭실대)

P1.4-09 모바일 Ad-hoc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경로
설정을 위한 프로토콜 설계
이양민·이재기(동아대)

P1.4-10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위치 기반 이벤트 서비스
김선욱윤희용(성균관대)

P1.4-11 수용가 포탈 시스템 기반의 전력부가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양원철·김재희·김상수(한전 KDN)

P1.4-12 글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 모니터링
시스템 (GMON-KR) 데이터 가시화 연구
이길재·권윤주·석우진·곽재승(KISTI)

P1.4-13 이동 싱크에 대한 섹션 기반 라우팅 기법
황미영·김병기(숭실대)

P1.4-14 다중 싱크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라이프타임 연장
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싱크 선택 기법
박진효·정재탁·정성원·한기준(경북대)

P1.4-15 Ad-hoc 환경에서 신뢰적인 그룹 키 재전송 기법
홍석형·김경민·이광겸·신용태(숭실대)

P1.4-16 WSN을 이용한 지하 전력구 감시 테스트베드 시
스템 구현
김영일·이봉재·송재주·신진호·이정일(전력연구원)

P1.4-17 Gnutella 기반의 균형 잡힌 트리형태 토폴로지

김철민·박재현(중앙대)

P1.4-18 모바일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추천시스템 구조
홍종규(이노플러스),박성준(공주영상정보대),김

영국(충남대)

P1.4-19 활성화 노드 선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토폴로지 설계
정재탁·박진효·정성원·한기준(경북대)

P1.4-20 이동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김형진·김래영·송주석(연세대)

P1.4-21 이질적인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간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 메소드 기반 통합 구조
이학진·김성조(중앙대)

P1.4-22 Provider Provisioned VPN에서 이동성 지원 방안
변해선·이미정(이화여대)

P1.4-23 듀얼모드(CDMA/WiBro) 지원 응용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김도형·윤민홍·김선자(ETRI),이철훈(충남대)

P1.4-24 IEEE 802.16 환경에서 비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효
율적인 대역폭 요구 기법
김상진·김우재·서영주(포항공대)

P1.4-25 Multi-round Rsync 알고리즘을 이용한 에너지 효
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리프로그래밍 기법
구원모·박용진(한양대)

P1.4-26 OSGi 아키텍처에서 이기종간의 분산 컴퓨팅 지원
을 위한 확장된 서비스 레지스트리
김동욱·최성술·지충원·김정선(한양대)

P1.4-2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센서 노드 이용으로
최적 라우팅 방법
한성훈·한기준(경북대)

P1.4-28 UPnP 미들웨어기반의 홈 게이트웨이와 지능형
가전기기 간 연동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왕원·김혜영·이동주·김영만(국민대)

P1.4-29 와이브로(Wibro) 수요분석과 위상정립 방향
박종현(ETRI),박희진(ICU),김문구(ETRI)

P1.4-30 계층적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비용 효율적인 MAP
선택 기법
노명화·정충교(강원대)

P1.4-31 OSGi 아키텍처 기반 원격 음향장비 시스템의 제어
최성술·김동욱·지충원·김정선(한양대)

P1.4-32 휴대폰 배경화면을 위한 플래시를 이용한 컨텐츠
저작 도구 및 서비스 구축
오황석(산업기술대),고현주(디지탈아리아)

P1.4-33 Wireless Cellular network 에서 Application QoS
를 보장하기 위한 무선자원 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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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성균관대),박윤상(삼성전자),엄영익(성균

관대)

P1.4-34 보안성과 유연성을 갖는 피어-투-피어 인터넷 음
성 통신 서비스의 구현
이주호·정충교(강원대)

P1.4-35 웹 2.0을 위한 효율적인 태그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강필구·김남중·이예슬·채진석(인천대)

P1.4-36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지원 시스
템 설계 및 구현
정승대·정찬용·곽윤석·권덕호·정순기(경북대)

P1.4-37 802.16e BWA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Fast 핸
드오버 방식
김태훈·김윤태·모정훈(ICU)

P1.4-38 학습자의 개별학습에 기반 하는 실시간 협력체제
설계 및 구현
최윤미·최진식(한양대)

P1.4-39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이동성
우수창·변상선·유혁(고려대)

P1.4-40 실시간 트래픽을 위한 송신측 주도의 대역폭 예약
방법
김민준(경북대),엄종훈(KT통신망연구소),장용

석·김승호(경북대)

P1.4-41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하는 휴대용 기기의 잡음 감
소와 윤곽 강조 방법 및 구조
이금석(성균관대/삼성전자),전병우(성균관대)

P1.4-42 유동 IP를 이용한 빌딩 원격 통합시스템 구현
김진섭(고려대)

P1.4-43 가변 멀티코덱 기반 종단간 QoS 제공방안
김정록(한국외대),강태규·김도영(ETRI),정성호

(한국외대)

P1.4-44 VHG 기반 메타컴퓨팅 미들웨어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가상 가전기기(UVA) 개발
박성환·한동윤(부산대),손영성(ETRI),김경석(부

산대)

P1.4-45 Residential Ethernet에서의 프레임 동기 방법
강성환(경북대),권용식(KT),정민석·김승호(경북대)

P1.4-46 USN 활용을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 설계 및 구현
문진모·양정승·전준혁·한재일(국민대),이용준·

오세원(ETRI)

P1.4-47 PVR 제어 및 시청을 위한 OSGi번들 개발
한성환·박준규·김상민·서대영(한국산업기술대)

P1.4-48 IPv6 환경에서 Anycast DNS를 이용한 안전한
DNS 구성
김경민·김진석·서유화·김승홍·신용태(숭실대)

P1.4-49 OSGi와 Java RMI기반의 이기종 홈네트워크 미들
웨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연구
한찬규·최형기(성균관대)

P1.4-50 유무선 인터넷 이용행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Mobile Broadband) 니즈 분석
박종현·김문구·이선미(ETRI)·박희진(ICU)

P1.4-51 텔레매틱스 환경에서 음성 컨텐츠 제공 시스템
김철수·김종익·윤대섭(ETRI)

P1.4-52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능동적 추적 시스템의 다중
객체 지원 기법
이신영·이지영·차호정(연세대)

P1.4-53 무선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AODV 기반
에너지 효율 라우팅 프로토콜
유대훈·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P1.4-54 웹데브 기반의 효과적인 협업 작업 지원
김동호·박진호·신원준·이명준(울산대)

P1.4-55 통일 국호 ‘COREA’를 가정한 국가도메인(ccTLD)
제안
홍성환·심재환·최진영(고려대)

P1.4-56 무선 랜 환경에서 Cross-Layer기반의 TCP 성능향
상 기법
김재훈·이선헌·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P1.4-57 IEEE 802.11e에서의 멀티미디어 트래픽 전송을 위
한 Cross-layer기반의 프레임 우선순위화 기법
신필규·이선헌·정광수(광운대)

P1.4-58 확장된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이용한 고효율의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정창욱·최진구(한국산업기술대)

P1.4-59 개인화된 모바일 음악 추천 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룡·강지헌·이지현(충남대),주원균(KISTI),김영

국(충남대)

P1.4-60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링크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응용 구현
노태호·정광수(광운대)

P1.4-61 싱글 홉 센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싱크를 위한
데이터 가중치 기반 스케줄링 기법
조영태·박총명·이좌형·김윤·정인범(강원대)

P1.4-62 무선랜 기반 VoIP 서비스에서의 효율적인 이동성
지원
이윤정·박원희·한상범(호원대)

P1.4-63 WebDAV기반의 리눅스 협업 시스템 클라이언트
박진호·신원준·김동호·이명준(울산대)

P1.4-64 IEEE 802..15.4 무선 네트워크의 non-beacon 모드
와 beacon 모드에서의 collision에 관한 성능 연구
이유진·남흥우·안순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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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01 OPC를 이용한 검사장비 제어 라이브러리 개발
한창호박성수오춘석(선문대)

P1.5-02 실시간 객체 모델을 이용한 내장형 무인항공기 제
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한솔·신찬희·김문회(건국대)

P1.5-03 UPnP를 이용한 전자액자 서비스 구현
박진성·김동환·박종서·최진구·이상호(산업기술대)

P1.5-04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위한 에너지 효율의 명령어
캐쉬 계층 구조
강진구·이인환(한양대)

P1.5-05 FTL(Flash Translation Layer)을 위한 비휘발성 메
모리 기반 쓰기 버퍼의 활용
박성민·정호영·윤경훈·차재혁·강수용(한양대)

P1.5-06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치매환자관리시스템설계
조정원·황인준·박길홍(고려대)

P1.5-07 실제 응용프로그램들의 메모리 릭 측정
최진선·이인환(한양대)

P1.5-08 몬드리안 메모리 프로텍션의 구현
감근진·이인환(한양대)

P1.5-09 DPM 기법을 적용한 저전력 실시간 운영체제 설
계 및 구현
조문행·이철훈(충남대)

P1.5-10 TMO 모델을 위한 동적 분산 서비스 지원 프레임
워크의 설계 및 구현
김성진·서한석·김정국(한국외대)

P1.5-11 인쇄 기능을 추가한 DVR 재생기
박현준·배상학·공기석·나보균(산업기술대)

P1.5-12 DVD/HD-DVD 비디오의 결함 복구 알고리즘
강세희·이인환(한양대)

P1.5-13 실행환경의 변화를 통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고장
복구
박현숙·이인환(한양대)

P1.5-14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동적 CORBA 특성 측정
이경우·이인환(한양대)

P1.5-15 재구성 가능한 보안 모듈을 이용한 역컴파일 방지
Java 실행 환경
김성은·유혁(고려대)

P1.5-16 실시간을 지원하는 리눅스 인터페이스용 미들웨
어 설계 및 구현
김명선·유인선·최훈(충남대)

P1.5-17 uClinux 기반의 멀티카드리더기 모듈 인터페이스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구현
하성준·김홍규·문승진(수원대)

P1.5-18 이종 서비스 연동을 지원하는 통합 무선 애플리케
이션 게이트웨이 구조 설계
신승훈·이정태·박승규(아주대)

P1.5-19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력관리를 위한 미들웨
어 설계
황선엽·박충범·최훈(충남대)

P1.5-20 XML을 이용한 DivxPlayer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
반 리모콘 컨트롤 설계 및 구현
송두재·이상훈·문승진(수원대)

P1.5-21 SenDB: 무선 센서 네트워크용 질의 처리 시스템
김민규·김도혁·김태형(한양대)

P1.5-22 RFID &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통합 프레임워
크 설계
안형진·이기원·박민재·김광훈(경기대)

P1.5-23 실시간 색역 사상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김경석·이학성·한동일(세종대)

P1.5-24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
한 I/O 트레이스 가시화 도구 개발
윤경훈.정호영.박성민.차재혁.강수용(한양대)

P1.5-25 리눅스 커널 2.6 을 위한 Network Asynchronous
I/O 의 설계와 구현
임은지·김재열·차규일·안백송·정성인(ETRI)

P1.5-26 이동컴퓨팅 환경에서 효율적인 캐쉬 일관성 기법
서동호·서효중(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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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10월 21일(토)

10월 21일(토) 데이타베이스 II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홍의경 교수(서울시립대)

P2.1-01 유전자 온톨로지를 이용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
터의 유전자 기능 분석 시스템의 개발
이종근·박성수(한림대),홍동완(송곡대학),윤지희

(한림대)

P2.1-02 XML 스키마로 작성된 스키마 문서의 브라우징
염지현·김혁만(국민대)

P2.1-03 도로 네트워크에서의 유사 궤적 클러스터링
백지행·원정임·김상욱(한양대)

P2.1-04 분산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k-NN질의
처리
한종형·이준우·나연묵(단국대)

P2.1-05 웹 서비스 검색을 위한 시맨틱 매칭 엔진
양승훈·이대욱·권준호·이석호(서울대)

P2.1-06 관계형 테이타베이스와 온톨로지를 이용한 웹 서
비스 컴포지션 및 검색
박규호·권준호·이대욱·이석호(서울대)

P2.1-07 호스트 메인프레임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객체(Object) 최적화 관리 시스템
정성원(고려대)

P2.1-08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응답 시간 향상을 위
한 그리드 기반 매칭 기법
남윤영(아주대),박진규·황인준(고려대),위영철·

김동윤(아주대)

P2.1-09 플래시 메모리 기반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을 위한 지연쓰기 기법
윤승희·송하주(부경대)

P2.1-10 온톨로지 데이타를 위한 새로운 ebXML 레지스트
리 정보 모델의 설계
노요한·김항규(KAIST),김학수(한양대),윤정희

(한국전산원),손진현(한양대),김명호(KAIST)

P2.1-11 데이터 통합을 위한 XMDR 기반의 데이터 허브
시스템
문석재·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운대)

P2.1-12 테이블 연관관계 도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워크
로드분석
김민수(고려대)

P2.1-13 비디오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객체 동선과 관계 패
턴의 점진적 추상화에 의한 실시간 지식의 추출
및 복원 방법론
김세종·김태호·이문근(전북대)

P2.1-14 결합비트(Combined Bit) 데이터타입제안및설계
이정준·한윤희(산업기술대)

P2.1-15 온톨로지를 이용한 교육자료 관리 기능의 개선
장병철·차재혁(한양대)

P2.1-16 KRISTAL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리스너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 P1.1-21로 이동발표
이석형·최성필·윤화묵(KISTI)

10월 21일(토) 바이오정보기술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황규백 교수(숭실대)

P2.2-01 바이오 애드 혹 네트워크를 이용한 재난 조기 경
보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이동은·이구연(강원대)

P2.2-02 고전 역학의 라그랑지안을 이용한 미분 기하학적
global minimum 탐색 알고리즘
김준식·오장민·김종찬·장병탁(서울대)

P2.2-03 RFID를 이용한 당뇨병 환자 헬스케어 서비스 시
스템 설계
이영순·이말례(전북대)

P2.2-04 보조영상 재구성을 이용한 장문 검증
송영기·강환일·장우석·이병희(명지대)

P2.2-05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특질에 기반한 베이지안
네트웍을 이용한 microRNA의 예측
남진우·박종선·장병탁(서울대)

P2.2-06 신경과학 I : 신경신호 인코딩과 디코딩
이호석(호서대)

P2.2-07 Decision Tree와 SNP정보를 이용한 간경화 환자
의 감수성 예측
김동회·엄상용(한림대),조성원·함기백(아주대),

김진(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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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10월 21일(토)

10월 21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이상운 교수(원주대)

P2.3-01 구현된 장비에 대한 UPnP 프로토콜 Fault 테스트
김민식·최경희·정기현(아주대),김상중(계명문화대)

P2.3-02 확률적 신뢰도 성장
최규식(건양대)

P2.3-03 상황인식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컴포넌트 기반 접
근법
문은영·윤회진·최병주(이화여대)

P2.3-04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을 위한 평가 메트릭스 연구
이종민(고려대)

P2.3-05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관점지향 소프트웨어 개발방
법론의 적용
박종각·박옥자·유철중·장옥배(전북대)

P2.3-06 인터넷과 콜센터간 상호운용성 아키텍처 설계(은
행 산업도메인 중심으로)
정병호·김진우·백두권(고려대)

P2.3-07 ERP 구축을 통한 건설회사의 프로세스 개선사례
연구
민경석(고려대)

P2.3-08 실시간 운영체제와 PLC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테
스트를 위한 테스트 드라이버 생성 방안
장진아·성아영·최병주(이화여대)

P2.3-09 관점 지향 개발 방법론에서 횡단 관심사 구현 명
세 기법
박옥자·박종각(전북대),최유순(원광대),유철중·

장옥배(전북대)

P2.3-10 AJAX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시험 도구 제안
서광익·최은만(동국대)

P2.3-11 GTK+기반 Mobile UI Framework
엄예용·이진석·김호경(삼성전자)

P2.3-12 XACML을 적용한 Web 기반 기업 Application 시
스템을 위한 접근제어 설계
양경돈·이희조(고려대)

P2.3-13 협업 기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추
상화 모델 및 응용 시스템의 개발
정유나·이정태·김민구(아주대)

10월 21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김상훈 교수(한경대)

P2.4-01 동사정보를 이용한 자연어 질의 분석
XuNi·김옥형·박기선·이용석·이말례(전북대)

P2.4-02 조명 변화에 강건한 피부색 영역 검출을 위한 혼
합 컬러 모델
문규형(호서대),최유주(서울벤처정보대학원)

P2.4-03 모바일 3D 아바타를 이용한 태그기반 블로그 서
비스 설계
김동준·김대령·우종우(국민대)

P2.4-04 복합시각정보의 감성처리기반 이미지 검색
백선경·황광수·김판구(조선대)

P2.4-05 3D 가상환경에서 개인화된 투어 가이드 생성 기법
송특섭(목원대),김학근·최윤철(연세대),임순범

(숙명여대),최병갑·서의현(목원대)

P2.4-06 실시간 보정을 지원하는 Everywhere Display
최현철·경동욱·한은정·양종열·정기철(숭실대)

P2.4-07 저비용 로봇 구조를 위한 벡터기반 청소 로봇 알
고리즘
김승용·김기덕·김태형(한양대)

P2.4-08 가상카메라를 이용한 투사기반 디스플레이의 자
유조정 기법
박지영·김명희(이화여대)

P2.4-09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실시간 원격처리 헬스케
어 시스템
강은영·김영희·김응모(성균관대)

P2.4-10 모바일 환경에서 GPAC OSMO 재생기를 이용한
DMB 시스템 시뮬레이션
이송록·김상욱(경북대)

P2.4-11 분산 센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용
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최신일·문석재·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

운대)

P2.4-12 문서의 계층화를 이용한 문서비교 방법
황명권·공현장·황광수·김판구(조선대)

P2.4-13 웹 문서의 토픽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공현장·황명권·김판구(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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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10월 21일(토)

10월 21일(토) 정보보호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김현성 교수(경일대)

P2.5-01 재귀 대리 서명
김영설·장직현(서강대)

P2.5-02 지정된 수신자를 갖는 환 서명
이지선·장직현(서강대)

P2.5-03 생체칩 도입에 따른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김선경·이성환(고려대)

P2.5-04 Single-Sign-On을 이용한 IPTV 사용자 인증방안
김강·정종일·송상훈·신동규·신동일(세종대)

P2.5-05 UCI를 이용하여 효율적 디지털콘텐츠 관리가 가
능한 무손실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
김문형(UST),남제호·홍진우(ETRI)

P2.5-06 색상정보를 이용하는 공간영역에서의 워터마킹
기법
이만석·최진구(산업기술대)

P2.5-07 U-센서네트워크에서 Pairwise key 설정기법
이경효·정석원·오병균(목포대)

P2.5-08 RFID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박익수·오병균·명근홍(목포대)

P2.5-09 RFID를 이용한 오피스 보안 및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승철.고명철.김정환(건국대),한덕수(육군3사

관),양권우(광주교대)

P2.5-1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동단말 및 서비스 통합 보
안관리를 위한 u-Ware 시스템
배현철·김상욱(경북대)

P2.5-11 패킷 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모델링 시뮬레
이션
김정식·조재익·최경호·박진호·권원홍·임을규(한

양대)

P2.5-12 TCAM을 이용한 하드웨어 기반 메커니즘에서의
TCP 상태기반 패킷 필터기 설계 및 구현

이승복 ·신동렬(성균관대)

P2.5-13 트래픽 흐름 분석을 이용한 감염된 시스템 탐지
기법
이재국·김형식(충남대)

P2.5-14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이웃노드 정보를 이용한
웜홀 탐지
전효진·이건희·김동규(아주대),서정택·손기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P2.5-15 파일정보 중복을 이용한 제한된 사용자 수준 침입
복구 기법
류진형·박건형·유병성·이재국·김형식(충남대)

P2.5-16 CASA(Context-Aware Security Architecture)에서
상황 인식 정보에 따른 리소스 접근 제어 기법
김경자(세종대),구현우(동국대),홍성옥(부천대)

P2.5-17 웨이블릿을 이용한 의료영상보안 알고리즘 구현
오근탁·윤홍상·이성태(조선대)

P2.5-18 인터넷뱅킹 클라이언트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마우스 이용 비밀번호 입력 기술
김영환(전남대),김성진(광주은행),이영록·노봉남

(전남대)

P2.5-19 Random Dynamic ID를이용한광고제거방지기법
한소정·용환승(이화여대)

P2.5-20 비정상 웹 세션 탐지 및 지역 기반 시각화
김상록·이준섭·서정석·차성덕(KAIST)

P2.5-21 AJAX 기술과 보안
유성수·노봉남(전남대)

P2.5-22 Pipeline 기법을 이용한 고속 암호 프로세서의 설
계 및 구현
박상조·김우성(호서대),장태민·강민섭(안양대)

P2.5-23 Wireless Mesh Networks의 보안 강화
박진호·조재익·임을규·김정식·최경호·장현준(한

양대)

10월 21일(토) 정보통신 II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김동호 교수(한라대)/김백현 교수(인천대)

P2.6-0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ACO
기반의 라우팅 알고리즘 설계
최재원(한양대),정의현(안양대),박용진(한양대)

P2.6-02 지그비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라우
팅을 고려한 비콘 전송 스케줄링 기법
이유진·안세영·남흥우·안순신(고려대)

P2.6-03 다중 디스크립션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협업 프
록시 구조 설계
이승은·한종욱·한동윤(부산대),박유현(ETRI),김

경석(부산대)

P2.6-04 효율적인 P2P 파일 검색을 위한 RDF 파일 온톨로
지 구조
한종욱·이승은·한동윤·김경석(부산대)

P2.6-05 CoSlide 협업시스템을 위한 관리 도구
이홍창·신원준·김동호·이명준(울산대)

P2.6-0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 기반 라우팅 프
로토콜을 위한 노드 밀도에 따른 스케줄링 기법
홍상렬·박형순·김시관(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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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07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라우팅 프로토콜
박형순·홍상렬·김시관(금오공대)

P2.6-08 MPEG-4 BIFS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현
이희훈·이경주·남진아·이보경·정의훈(산업기술대)

P2.6-09 모바일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효율적
인 모션 캡쳐 기반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패러
다임
한영모(한양사이버대)

P2.6-10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제어
박총명·김동국·이좌형·김윤·정인범(강원대)

P2.6-11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분산처리 방식의
호 수락 제어 구조
김효은(한양대),김원태(ETRI),박용진(한양대)

P2.6-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최소파워구성 방법을 이
용한 선택적 웨이트 컨트롤 알고리즘
박도욱·김종권(서울대)

P2.6-13 애드 혹(Ad Hoc)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정보 기반
의 웜홀(Wormhole) 탐지 기법
이규호·이건희·김동규(아주대),서정택·손기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P2.6-1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다중 채널을 사용한 안
전한 키 설립 방법
유기백·김종권(서울대)

P2.6-15 IPv6 기반 동적인 이동 네트워크에서의 Fault
Tolerant 메커니즘
장정규(한양대),김원태(ETRI),박용진(한양대)

P2.6-16 센서네트워크에서의 노드간 무선통신 성능 분석
선주호·박총명·이좌형·김윤·정인범(강원대)

P2.6-1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압축을 이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기법 구현
권영완·김동국·이좌형·김윤·정인범(강원대)

P2.6-18 CLICK Modular Router를 위한 자기 재설정 기법
류진형·김혜진·이재국·김형식(충남대)

P2.6-19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에서의 원격 작업 공간
지원
김성훈·이홍창·박양수·이명준(울산대)

P2.6-20 사회적 그룹을 고려한 터널 기반의 스캐터넷 구성
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양명아·고양우·이동만(ICU)

P2.6-21 M-PULSE: 싱크 노드의 이동성 지원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이신형·유혁(고려대)

P2.6-22 애드혹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컨텍스트
인지 기반 상호작용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Publish/Subscribe 기법
문상철·이경민·이동만(ICU)

P2.6-23 무선 센서 노드 데이터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
비스
나선웅·김동균(순천향대),최영길(한국전기연구

원)·이상정(순천향대)

P2.6-24 VoIP서비스를 위한 통합 SLA 시스템 설계
이신경·이길행(ETRI)

P2.6-25 AJAX를 이용한 실시간 예약 시스템 설계
전국현·문석재·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

운대)

P2.6-26 센서네트워크에서의 클러스터 기반 라우팅 프로
토콜 기법
남춘성·김승홍·박수민·김경민·신용태(숭실대)

P2.6-27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채널 상태를 고려한
MAC(Medium Access Control) 프로토콜
이송희·최진영(고려대)

P2.6-28 토픽맵을 이용한 e-Learning 모델에 관한 연구
권오상·문석재·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

운대)

P2.6-29 위치 인식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청소 로봇 시스
템 구현
김종현·이한선·정광수(광운대)

P2.6-30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웃 노드들의 상황 인지
기반 라우트 선택 기법
김미정·이동현·인호(고려대)

P2.6-31 ATS-DA :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병합을
위한 적응적 타임아웃 스케줄링 기법
백장운(경북대),남영진(대구대),서대화(경북대)

P2.6-32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 분석을 통한 모듈화 된
포터블 멀티미디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김동균·김동현·최승솬·이주영·유여정·박범수(세

종대)

P2.6-33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방향성 메
시징 기법
전진환·길아라·김병기(숭실대)

P2.6-34 공간음향의 실시간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현
김풍혁·오용택·최덕재(전남대)

P2.6-35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평균 등록 시간
측정을 이용한 성능 평가
오경식·안종석(동국대)

P2.6-36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위한 경량화된 결함분석기
현재명·최창열·김성수(아주대)

P2.6-37 하이브리드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모바일 센서 배치
김연준(고려대)

P2.6-38 RFID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
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안규희·이기열·정목동(부경대)

P2.6-39 유비쿼터스 시스템에서의 상황인식 응용을 위한
기반구조의 설계 및 구현
강호석·노세훈·심영철(홍익대)

P2.6-40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 프레임 n:m 서버 연동기법
정구학·김홍규·구용완(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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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41 실내 위치 추적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RFID 시스
템 설계 및 구현
김병기·정호민·방기석·고영웅(한림대)

P2.6-42 무선랜 환경에서 RFID를 활용한 컨텐츠 관리 시
스템
이정모·최소영·김진·고영웅(한림대)

P2.6-43 RFID 기반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조진표·조경빈·이완연·고영웅(한림대)

P2.6-44 홈네트워킹 기반텔레매틱스시스템설계 및구현
조태원·안홍규·이성준·이동명·권순량(동명대)

10월 21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김은규 교수(한밭대)

P2.7-01 MRI내 3차원 강체운동에 기인한 아티팩트의 제거
김응규(한밭대),이수종(ETRI),안계선(대덕대)

P2.7-02 이미지 코드 인식을 위한 개선된 전처리 알고리즘
임상오·김동철·정철호·한탁돈(연세대)

P2.7-03 RBF 신경망을 이용한 3D 동작 추정
김혜정·이경미(덕성여대)

P2.7-04 대표적 얼굴 특징점 추출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신길수·김용국(세종대)

P2.7-05 이미지코드 알고리즘에서 주변영역 노이즈제거
효율성 향상방안 연구
양민호·김동철·정철호·한탁돈(연세대)

P2.7-06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터널 내 화재의 조기 탐
지 기법의 개발
이병무·한동일(세종대)

P2.7-07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고속의 홍채인식 시스템
홍성민·이윤석·문성림·위영철·김동윤(아주대)

P2.7-08 다중 시점영상시퀀스를 이용한 강인한 행동양식
아마드·이성환(고려대)

P2.7-09 계량기 숫자 인식을 위한 잡영 제거 및 윤곽보존
숫자강화
이은규·고재필(금오공대)

P2.7-10 이동로봇의 물체 회피 및 추적 방법
이은선·이찬호·김은실·김상훈(한경대)

P2.7-11 CT 영상에서 Region Growing 기법을 이용한 관
심 장기영역의 자동 추출
배호영·이우주·이배호(전남대)

P2.7-12 능동 카메라를 이용한 이동물체 검출
김용진·이일병(연세대)

P2.7-13 MPEG-21 DIA를 이용한 다시점 입체영상의 전송
시스템
이승원·박일권(연세대),김만배(강원대),변혜란

(연세대)

P2.7-14 유효한 소실점을 이용한 단안영상의 상대적 깊이
지도 생성
한종원·조진수·이일병(연세대)

P2.7-15 광범위한 지역 감시시스템에서의 물체기반 비디
오 요약
권혜영·이경미(덕성여대)

P2.7-16 확률전파를 이용한 구성요소기반 인체 추적
차은미·이경미(덕성여대)

P2.7-17 입체영상변환을 위한 효율적인 줌 움직임 검출
박일권·변혜란(연세대)

P2.7-18 GPU와 CPU의 병렬처리를 이용한 실시간 3D 모
델링
백운혁·경동욱·한은정·양종렬·정기철(숭실대)

10월 21일(토) 컴퓨터시스템 II 광개토관 지하1층 전시실

11:00-12:30 좌장 : 이 강 교수(한동대)

P2.8-01 퓨리에 시리즈를 사용한 외형기반 이미지 검색
탁윤식·황인준(고려대)

P2.8-02 헬스케어 상황정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프락시
구현
안동인·박무현(원광대),신창선(순천대),주수종

(원광대)

P2.8-03 차영상의 히스토그램 기반의 PAN/TILT 카메라
객체추적 시스템
이만석·최진구(산업기술대)

P2.8-04 동영상 재생시 다양한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에서
의 소모전력 패턴분석

남영진.최민석(대구대)

P2.8-05 ZigBee를 이용한 양방향 통합 리모컨 설계
신영술·이우진(경북대)

P2.8-06 센서 네트워크용 운영체제 SenOS에서 동적 재구
성 기능 구현
김도혁·김민규·김태형(한양대)

P2.8-07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Data Distribution Service
설계 및 구현
정근재·이철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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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08 실시간 운영체제 UbiFOS
TM
에서 멀티미디어 기기

를 위한 Graphic User Interface 설계 및 구현
이원용·이철훈(충남대)

P2.8-09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K 가상 머신 사운드 API
설계 및 구현
전상호·이철훈(충남대)

P2.8-10 MMU가 없는 Thread기반 운영체제에서 스택 보
호를 위한 메모리 관리 기법
이영림·김영필·유혁(고려대)

P2.8-11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라우팅 프로
토콜의 전력소모량 분석
김방현·정용덕·김태규·김종현(연세대)

P2.8-12 PC 기반 그리드 환경에서 협업 지원을 위한 어플
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허혁·문석재·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운대)

P2.8-1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서비스 이동을 이용한 동적
재구성의 설계와 구현
권정호·정성영·김재훈(아주대),조위덕(유비쿼터

스사업단)

P2.8-14 CAN 메시지의 Stuffing-bit 최소화
강민구·박기진(아주대),신동민(한양대)

P2.8-15 모델 체킹을 통한 조합 회로의 정형 검증
안영정·송관호·최진영(고려대)

P2.8-16 실시간 운영체제 UbiFOS
™
에서의 POSIX 적용

송예진·이철훈(충남대)

P2.8-17 SCADE/Lustre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명
세, 검증 및 구현
송관호·심재환·안영정·최진영(고려대)

P2.8-18 런 타임에서의 캐쉬 라인 크기 선택 * P1.5-27로
이동발표
정삼기·이인환(한양대)

P2.8-19 실시간 운영체제 QNX 인터페이스용 미들웨어 설
계 및 구현
이숭열·이철훈(충남대)

P2.8-2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그룹 사이에서의 상호 배제
알고리즘
윤재희·김재훈·조위덕(아주대)

P2.8-21 DOGF 기반의 모바일 협업 환경에 의한 헬스케어
응용
김동석·김동호·민선미·주수종(원광대)

P2.8-22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동기적 언어 기반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통합 설계 및 검증
이수영·김진현·최진영(고려대)P2.8-23

신체 장애우를 위한 얼굴 특징 추적을 이용한

실감형 게임 시스템 구현

주진선·신윤희·김은이(건국대)

P2.8-24 수퍼스칼라 프로세서에서 윈도우의 크기와 이슈
폭에 대한 관계
이종복(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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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O3.3-07

임승빈 O2.4-05

임은지 P1.5-25

임종혁 O2.10-08

장건업 O2.1-05

장문정 O3.7-03

장문희 O3.9-04

장병철 P2.1-15

장연주 P1.3-06

장정규 P2.6-15

장진아 P2.3-08

장철진 O2.5-05

장태민 P2.5-22

장한일 O1.7-04

전국현 P2.6-25

전상현 O2.8-07

전상호 P2.8-09

전성환 P1.1-18

전영준 O2.6-07

전진환 P2.6-33

전효진 P2.5-14

정구학 P2.6-40

정근재 P2.8-07

정병호 P2.3-06

정삼기 P2.8-18

정성영 P2.8-13

정성원 O3.3-01

정성원 P2.1-07

정승대 P1.4-36

정우성 O3.2-01

정우진 O2.2-03

정우진 O3.7-04

정유나 P2.3-13

정인욱 O3.4-02

정재탁 P1.4-19

정철호 O2.5-03

정 학 O1.6-05

정한민 O2.3-01

정호민 P2.6-41

조경식 O2.5-04

조동희 O1.4-01

조문행 P1.5-09

조미영 P1.2-09

조병민 O2.10-10

조수란 O2.2-01

조영태 P1.4-61

조웅근 O2.5-10

조인애 O2.1-03

조정원 P1.5-06

조정현 O1.8-07

조정환 O1.4-07

조진표 P2.6-43

조태원 P2.6-44

조태호 O2.3-08

주성용 O1.7-02

주진선 P2.8-23

지정훈 O1.7-05

진영균 O1.2-09

진현석 O2.8-04

진휴정 O2.3-07

차리서 O1.7-03

차상환 P1.4-02

차영록 O1.5-07

차은미 P2.7-16

채희서 O3.4-05

최규식 P2.3-02

최도영 O1.3-04

최선오 P1.4-03

최성술 P1.4-31

최성일 O2.1-02

최신일 P2.4-11

최용식 O1.5-06

최윤미 P1.4-38

최은선 P1.3-04

최재원 P2.6-01

최재혁 O3.3-04

최정화 O1.2-02

최정화 P1.2-14

최진구 P1.4-58

최진선 P1.5-07

최창석 O2.5-07

최현철 P2.4-06

탁윤식 P2.8-01

하성준 P1.5-17

한경수 O1.2-04

한금주 O1.3-02

한기덕 P1.2-08

한성환 P1.4-47

한성훈 P1.4-27

한소정 P2.5-19

한 수 O2.7-09

한수영 O2.2-02

한영모 P2.6-09

한종욱 P2.6-04

한종원 P2.7-14

한종형 P2.1-04

한찬규 P1.4-49

한창호 P1.5-01

허난숙 O2.8-02

허 혁 P2.8-12

허희영 O3.5-04

현우석 P1.2-17

현재명 P2.6-36

홍광희 P1.2-22

홍상균 O3.1-03

홍상렬 P2.6-06

홍석형 P1.4-15

홍성민 P2.7-07

홍성환 P1.4-55

홍정대 O2.11-01

홍정환 P1.2-24

홍종규 P1.4-18

홍진혁 O3.4-06

홍창기 O3.1-01

황금하 O3.8-05

황대복 O1.8-05

황명권 P2.4-12

황명진 O3.8-03

황미영 P1.4-13

황상원 O1.5-09

황선엽 P1.5-19

황성진 O2.2-07

황성철 P1.2-28

Al- O2.6-09

Md.Obai O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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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1) 등록(사전등록사이트 http://www.kiss.or.kr/conference02/)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2006년 10월 16(월)까지

현장등록

2006년 10월 20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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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바이오정보기술·전산교육시스템·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HPC

B 언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인공지능·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프로그래밍 언어

C 데이타베이스·소프트웨어공학·정보보호

D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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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16일(월)까지

현장등록

* 2006년 10월 20일(금), 21일(토)

학술대회 참가

사전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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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등록은 여분의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튜토리얼 강좌는 참가등록인원이 15인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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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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교통/숙박 안내

 지하철 : 7호선 어린이대공원(세종대)역 6번 출구

 시내버스: 

✔ 어린이대공원: 초록(지선) 4212, 3216 ✔ 화양시장앞: 초록(지선) 2012. 2013, 2217

✔ 화양 천주교회앞: 초록(지선) 2217, 2222, 2413, 3216, 3217, 4212

✔ 화양리: 초록(지선) 2217, 2222, 2232, 2413, 3216, 3217 파랑(간선) 302, 371

✔ 후문(세종초등학교 앞): 초록(지선) 2012, 2013, 2217

* 행사 첫날은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가용 이용시 주차요금은 본인 부담이며, 대회 참가등록처에서 주차(할인)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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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객실료(2인1실기준)

워커힐 02-455-5000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산) 21 380,000(부가세별도)

동서울관광호텔 02-455-1100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595 121,000

경남관광호텔 02-2247-2500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6 60,000

쉴호텔 02-466-333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473-22 50,000 (주말: 55,000)

테마모텔 02-465-7575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8-11 35,000 (주말: 45,000) 

태화장 02-458-4224   서울시 광진구 능동 220 40,000 (주말: 45,000)

씨에프 모텔 02-464-1389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50-1 45,000

◆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주소 업종

빕스 (어린이대공원) 02-462-0997 서울 광진구 군자동 248 패밀리레스토랑

놀부부대찌게 (화양점) 02-464-0224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9 찌개전문

바다횟집 02-462-4257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8-33 일식

두루치기 닭갈비 02-497-057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7-42 기타한식

마산아구찜 02-469-16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5번지 해물탕

서서갈비살 02-498-6669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5-84 삼겹살/갈비

참숯 등갈비집 02-468-9938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8-92 삽겹살/갈비

다람쥐 마을 02-456-9693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46-10 한식

동보성 02-458-0072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84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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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사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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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