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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0월 26일, 27일 양일간 부산대학교

에서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

회의 발전을 위해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460여 편의 논문이 발표

되며, 정보과학분야의 핫 이슈를 다룬 튜토리얼, 영문지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패널토의, 초․중․고 컴퓨터교육 체계 개선 및 이러닝의 질관리와 표준화 국제동

향에 관한 강연, 초청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술정보교

환의 장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현황 및 최신 학문

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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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부산대학교와 후원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년 10월

한국정보과학회장 황 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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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조 직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정기동 교수(부산대학교)

 ■ 부위원장 권혁철 교수(부산대학교)

 ■ 조직위원 김경석 교수(부산대)

김길용 교수(부산대)

김민환 교수(부산대)

김종덕 교수(부산대)

류광렬 교수(부산대)

리도훈 교수(부산대)

백윤주 교수(부산대)

양세양 교수(부산대)           

염근혁 교수(부산대)

우 균 교수(부산대)

이기준 교수(부산대)

이정태 교수(부산대)

정상화 교수(부산대)

조환규 교수(부산대)

차의영 교수(부산대)

채흥석 교수(부산대)

홍봉희 교수(부산대)

학술위원회
 ■ 위 원 장 김 종 교수(포항공과대학교)

 ■ 부위원장 이근배 교수(서울대학교)

 ■ 학술위원 김인철 교수(경기대) 임순범 교수(숙명여대) 채흥석 교수(부산대)

김정현 교수(고려대) 장병탁 교수(서울대) 표창우 교수(홍익대)

서재현 교수(목포대) 정창성 교수(고려대) 홍충선 교수(경희대)

신봉기 교수(부경대) 조환규 교수(부산대) 황선태 교수(국민대)

옥철영 교수(울산대) 차재혁 교수(한양대) 황수찬 교수(항공대)

 ■ 심사위원 강동중 교수(부산대)

강문수 교수(조선대)

강수용 교수(한양대)

강신재 교수(대구대)

고영중 교수(동아대)

고진광 교수(순천대)

권동섭 교수(명지대)

권준희 교수(경기대)

권태경 교수(서울대)

김경환 교수(서강대)

김기응 교수(KAIST)

김기천 교수(건국대)

김남규 박사(KT)

김대진 교수(포항공대)

김동균 교수(경북대)

김동호 교수(숭실대)

김두현 교수(건국대)

김명주 교수(서울여대)

김민수 교수(목포대)

김수형 교수(전남대)

김영길 박사(ETRI)

김용민 교수(전남대)

김정근 교수(경희대)

김정현 교수(고려대)

김종국 교수(고려대)

김종원 교수(GIST)

김종율 교수(동서대)

김준태 교수(동국대)

김진수 교수(KAIST)

김진형 교수(KAIST)

김태곤 교수(고려대)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김태호 박사(ETRI)

김한일 교수(제주대)

김현곤 교수(목포대)

남승엽 교수(영남대)

남영광 교수(연세대)

낭종호 교수(서강대)

노병희 교수(아주대)

노상욱 교수(가톨릭대)

도경구 교수(한양대)

류관희 교수(충북대)

류재철 교수(충남대)

문미경 교수(부산대)

문영식 교수(한양대)

박상현 교수(연세대)

박성배 교수(경북대)

박성용 교수(서강대)

박성우 교수(포항공대)

박영태 교수(경희대)

박영택 교수(숭실대)

박재성 교수(수원대)

박재화 교수(중앙대)

박정희 교수(충남대)

박종승 교수(인천대)

박 준 교수(홍익대)

박지숙 교수(서울여대)

방영철 교수(한국산업기술대)

백상헌 교수(고려대)

백윤홍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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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심사위원 변석우 교수(경성대)

서진석 교수(동의대)

서효중 교수(가톨릭대)

서희석 박사(솔루션링크)

성민영 교수(상명대)

송민석 교수(인하대)

송왕철 교수(제주대)

송황준 교수(포항공대)

신동규 교수(세종대)

신병석 교수(인하대)

신승철 교수(한국기술교대)

신영숙 교수(조선대)

신효섭 교수(건국대)

안광선 교수(경북대)

안동언 교수(전북대)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안준선 교수(항공대)

양단희 교수(평택대)

양웅연 박사(ETRI)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양지훈 교수(서강대)

양태천 교수(부산경성대)

예흥진 교수(아주대)

오석준 교수(인제대)

오일석 교수(전북대)

우 균 교수(부산대)

원유집 교수(한양대)

유민수 교수(한양대)

유상조 교수(인하대)

유영환 교수(부산대)

이 건 박사(ETRI)

이공주 교수(충남대)

이관수 교수(ICU)

이도헌 교수(KAIST)

이도훈 교수(부산대)

이미정 교수(이화여대)

이민수 교수(이화여대)

이보경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이상곤 교수(전주대)

이상돈 교수(목포대)

이상원 교수(성균관대)

이상윤 교수(고려대)

이성환 교수(고려대)

이수원 교수(숭실대)

이승형 교수(광운대)

이영석 교수(충남대)

이용우 교수(서울시립대)

이우진 교수(경북대)

이욱세 교수(한양대)

이원준 교수(고려대)

이은영 교수(동덕여대)

이인권 교수(연세대)

이장원 교수(연세대)

이재진 교수(서울대)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이재훈 교수(동국대)

이준상 교수(고려대)

이창건 교수(서울대)

이창우 교수(군산대)

이태진 교수(성균관대)

이한구 교수(건국대)

이형근 교수(광운대)

이형효 교수(원광대)

이호석 교수(호서대)

이흥로 교수(군산대)

이희조 교수(고려대)

임경식 교수(경북대)

임상범 교수(건국대)

임성수 교수(국민대)

임은진 교수(국민대)

임인성 교수(서강대)

임 혁 교수(GIST)

장명길 교수(ETRI)

장병탁 교수(서울대)

전용희 교수(대구가톨릭대)

정기철 교수(숭실대)

정석원 교수(목포대)

정성우 교수(고려대)

정성호 교수(한국외대)

정성환 교수(창원대)

정 송 교수(KAIST)

정인상 교수(한성대)

정한민 박사(KSITI)

조동식 박사(ETR)

조범준 교수(조선대)

조성배 교수(연세대)

조성정 박사(삼성종합기술원)

조은선 교수(충남대)

조인휘 교수(한양대)

조장우 교수(동아대)

조진성 교수(경희대)

조환규 교수(부산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차정원 교수(창원대)

채진석 교수(인천대)

채흥석 교수(부산대)

최선완 교수(안양대)

최수미 교수(세종대)

최승진 교수(포항공대)

최용석 교수(한양대)

최원익 교수(인하대)

최유주 교수(서울벤쳐정보대학원대)

최재영 교수(숭실대)

최종수 교수(중앙대)

최종원 교수(숙명여대)

최중민 교수(한양대)

최호진 교수(ICU)

추현승 교수(성균관대)

탁성우 교수(부산대)

하재철 교수(호서대)

하진영 교수(강원대)

한경숙 교수(경북대)

허의남 교수(경희대)

황규백 교수(숭실대)

황영섭 교수(선문대)

황재인 교수(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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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람
p

◕ 10월 26일(금)

☞ 등록장소 : 제6공학관(제도관) 로비(12:00 ~ 16:00) 

   뱅킷장소 :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26(금) 워크샵 튜토리얼
논문발표 

 Oral Poster

 장소 6208호 6302호
6302-1

호
6202호 6303호 6203호

6308-1

호
6514호 6515호 6516호 6513호 1층전시

13:00  　  　  　

T1

USN에서

분산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

- 

은성배 

교수

(한남대)

T2

Privacy 

Preserv

ation -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

심규석 

교수

(서울대)

O1.1

데이타

베이스

I

O1.2 

바이오정

보기술&

언어공학

O1.3 

컴퓨터 

그래픽스

O1.4 

정보

통신

I

O1.5 

정보

통신

II

O1.6 

컴퓨터

시스템

I

　

13:15 　 　 　  　

13:30  　 W1

초.중.고 

컴퓨터교

육체계개

선및이러

닝의질관

리와표준

화국제동

향-곽덕훈 

교수

(방송대)

　 　

13:45  　  　  　

14:00  　 　 　

14:15  　  　 휴식(14:20-40)　  　

14:30  　 W2

영문지 

운영 및 

발전방안

O1.7 

프로그래

밍언어&

컴퓨터이

론

　 　

P1

(14:30-

16:00)

14:45  　

15:00  　

15:15  　 컴퓨터
시스템
연구회 

운영회의

15:30  　  　  　 　 　 　

15:45  　  　  　  　  　  　  　

16:00 　 　 　 　 　 　 　 　 　 　 　

16:20 W3

기조연설

 　  　  　  　  　  　  　  　  　  　

16:30 　 　 　 　 　 　 　 　 　 　

16:50  　  　  　  　  　  　  　  　  　  　  　

17:00
정기

총회

　 　 　 　 　 　 　 　 　 　

17:15  　  　  　  　  　  　  　  　  　  　

17:30 　 　 　 　 　 　 　 　 　 　

17:50  　  　  　  　  　  　  　  　  　  　  　

18:00

뱅킷

　 　 　 　 　 　 　 　 　 　

18:10  　  　  　  　  　  　  　  　  　  　

18:30 　 　 　 　 　 　 　 　 　 　

18:45  　  　  　  　  　  　  　  　  　  　

19:00 　 　 　 　 　 　 　 　 　 　

19:15  　  　  　  　  　  　  　  　  　  　

20:00 　 　 　 　 　 　 　 　 　 　 　

☞ 제5차 이사회 : 13:00 -, 상남국제회관 웅비홀

   학회지편집위원회 : 16:00 -, 제6공학관 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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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토) 워크샵
연구회

행사

논문발표 

 Oral Poster

 시간 6202호 6302호 6302-1호 6203호 6303호 6308-1호 6514호 6515호 6516호 6513호 1층전시

9:00  　

 　

웹디지털

컨텐츠 

표준화포

럼 워크샵

 　

 　

　

 　

　

 　

　

O2.1

데이타

베이스

II

　

O2.2 

소프트웨

어공학

I

O2.3 

정보보호

I

O2.4 

정보

통신

III

O2.5 

정보

통신

IV

O2.6

컴퓨터

비전

패턴인식

I

O2.7

컴퓨터

시스템II

&HPC

O2.8 

HCI
　

9:15 　  　

9:30  　 　

9:45  　  　

10:00 W4

Invited 
Talk 

송일렬
교수

(Drexel 
Univ.)

　

10:20 휴식(10:20-40)  　

10:40 　 　 　 　

10:45  　  　

11:00  　 　 　

　

 P2

(11:00-

12:30)　

11:20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O3.1

데이타

베이스

III　

 　

O3.2

소프트웨

어공학

II

O3.3

정보보호

II　

 　

　

O3.4

정보통신

V　

　

 　

　

　 O3.5

컴퓨터

비젼 

패턴인식

II　

O3.6

컴퓨터 

시스템

III　

O3.7

인공지능

　

　

13:15  　  　  　  　

13:30 　 　 　 　

13:45  　  　  　  　

14:00 　
바이오

정보기술

연구회

운영회의

　 　

14:20  　  　 휴식(14:20-14:40)  　

14:40 　 　 　

　

　

　

　

14:50  　  　  　  　  　

15:00 　 　 　 　 　 　

15:20  　  　  　  　  　  　

15:40 　 　 　 　 　 　 　 　 　

16:00

프로그램 일람

◕ 10월 27일(토)

☞ 등록장소 : 제6공학관(제도관) 로비(08:30 ~ 14:00) 

   중식장소 : 문창회관 1층(11: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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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 일시 : 10월 26일(금) 17:00 - 17:50, 부산대학교 제6공학관(제도관) 6208호

◆ 사회 : 홍의경 부회장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황규영 회장

환영사 김인세 총장(부산대)

시상

성원보고

전회의록접수

회무보고

의안심의

1) 2007년도 예산결산(안)

2) 정관 개정(안)

3) 2008년도 임원선임(안)

4) 2008년도 사업계획(안)

5) 2008년도 수지예산(안)

기타사항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7년 10월 26일(금) 18:00 ~

 ◆ 장소 :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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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W 1 <강연>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금) 오후 1:30 - 3:30,   제6공학관 6302호

프로그램
초.중.고 컴퓨터교육 체계 개선 및 이러닝의 질관리와 표준화 국제동향

- 곽덕훈  교수(초.중.고 컴퓨터교육체계 개선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 개

  본 주제는 크게 두 파트로 구분된다. 하나는 초.중.고 컴퓨터교육 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

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닝(e-Learning)의 질관리와 표준화 국제동향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2007년 1월에 한국정보과학회 산하에 초.중.고 컴퓨터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그 추진과정과 추진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우선 초.중.고 컴퓨터교

육에 있어 개선의 당위성을 논하고 현재 초.중.고 컴퓨터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며 초.중.고 

컴퓨터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초.중.고 컴퓨터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과

학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후자는 오늘날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이

러닝에 관해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닝의 질관리와 표준화에 관해 

2007년 9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이러닝 국제표준화 국제회의(ISO/IEC JTC1 SC36)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동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세션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장차 컴퓨터교육에 관계할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현재 초.중.고 컴퓨터교육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식정보

사회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이러닝에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질관리와 표준화에 관해 세계 각국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워크샵

❑ 일자 : 2007년 10월 26일(금), 27일(토)

❑ 장소 : 제6공학관(제도관)

❑ 워크샵 일정표

구분 행사명 일자 시간 장소

W1
<강연> 초.중.고 컴퓨터교육 체계 개선 및 이러닝의 

질관리와 표준화 국제동향
26

13:30-15:30 6302호

W2 <패널> 영문지 운영 및 발전방안 14:30-15:30 6302-1호

W3 <기조연설> Beyond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 16:20-16:50 6208호

W4
<Invited Talk> Improving Visibility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Your CS Career
27 10:00-11:00 6202호

❑ 워크샵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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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것인 바 본 세션에 참석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초.중.고 컴퓨터교육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더욱 보편화

될 이러닝 및 유러닝(u-Learning)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

이다. 

W 2 <패널> 영문지 운영 및 발전방안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금) 오후 2:30 - 3:30,   제6공학관 6302-1호

프로그램

  사회 :  송일렬 교수(Drexel University)

  Panelist - 박종철 교수(KAIST), 이승룡 교수(경희대), 

             김태환 교수(서울대), 문양세 교수(강원대)

W 3 <기조연설>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금) 오후 4:20 - 3:50,   제6공학관 6208호

프로그램

사회 : 김  종 학술위원장(포항공대 교수)

"Beyond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

- Miwako Doi(Senior Fellow, Corporat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TOSHIBA)

소 개

The 20th century was the era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persons via cyber world. 

The Internet realized the communication. The key factor for human interface design was 

the desk-top metaphor. The desk-top metaphor was useful within cyber world.

On the other hand,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persons 

and things via cyber world and real world. The key feature of the ubiquitous network 

bridges between cyber world and real world. Unfortunately, the desk-top metaphor is not 

useful for bridging communication between cyber world and real world.　The new key 

factors for human interface design in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 are proxemics and 

operation knowledge accumulation.

The proxemics by E. T. Hall categorized human conversations into 4 distances; public 

distance, social distance, personal distance, and intimate distance. This paper 

categorizes the conventional machine operations and explains a new machine operation 

designs based on the proxemics.

The history of human interface design is the digitization of operation knowledge. 

Conventionally, we digitized the knowledge from books into hard discs; dictionaries, 

grammars, editorial knowledge, publishing knowledge, operation manuals, machine 

designs, and so on. The problem of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 is that knowledge for 

real world is not well defined except maps. The human interface researchers collect data 

from real world and try to build up the knowledge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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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W 4 <Invited Talk>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토) 오전 10:00 - 11:00,   제6공학관 6202호

프로그램

사회 : 김  종 학술위원장(포항공대 교수)

Improving Visibility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Your CS Career

- 송일렬 교수(Drexel University)

소 개

The international scholarly activities by Korean faculty members in CS areas have been 

quite moderate. As Korean universities enforce their rules for tenure and promotion, many 

Korean universities will gradually seek for quality, visibility,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from their faculty. In this talk, I will cover tips and practical methods for Korean junior 

faculty member to improve their visibility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I will cover topics such as typical tenure and promotion systems in research-intensive US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rganizing international workshops, 

being in journal editorial boards, presenting tutorials, and finding universities for post-doc 

and sabbatical leave. 

Finally, I will also cover advices for doctoral students who want to study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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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T1 10월 26일(금) 오후 13:00-16:00  제6공학관 제도관 6202호

USN에서 분산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
강사 은성배 교수(한남대) sbeun@hnu.kr

강좌

소개

USN의 여러 구성 모듈 중 센서노드는 센서, MCU, RF, 전력부로 구성되는 가장 중요한 

모듈 중의 하나이다. 센서노드의 구성요소들은 1 보드에 통합,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문제는 원격 환경모니터링 응용에서 센서가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질 환경 모니터링 응용에서 수온, PH 등의 수질을 측정하는 센서들은 물속에 설

치돼야 하는데 반하여 기타 요소인 MCU, RF, 전력부 들은 방수가 요구된다. 이 경우 센

서는 센서노드와 분리돼야 하며 이를 스마트 센서라고 한다. 스마트 센서에 관해서는 

IEEE1451 등의 표준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USN 분야에서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

었다. 본 강좌에서는 스마트 센서를 USN에서 활용할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먼저 스마트 센서를 정의하고 IEEE1451 표준을 설명

한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노드를 구현할 때의 운영체제가 담당할 기능 

및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스마트 센서 제조사가 제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필요시에 다운로딩하는 드라이버 관리 시스템 및 관련연구를 소개한다. 

T2 10월 26일(금) 오후 13:00-16:00  제6공학관 제도관 6303호

Privacy Preservation -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강사 심규석 교수(서울대) shim@ee.snu.ac.kr 

강좌

소개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노출은 막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단순한 방법은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식별자를 제거하고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공개

된 데이터와 조인을 해서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link attack (링크 공격)을 막아내기 힘

들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튜토리얼 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분

야는 아주 최근에 시작된 첨단의 연구 분야로써 아직 초보적인 연구밖에 이루어 지지 않

아서 연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논문 주제를 찾으려는 

대학원 생들이나 연구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리라 생각 된다. 이 강의를 수

강하기 위해서는 전산학분야의 알고리즘 과목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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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지털컨텐츠 표준화포럼 워크샵

시간  발표자 제  목

9:00 ~ 9:20 김하진(한림대 교수) ISO/IEC JTC1 SC24 표준화활동

9:20 ~ 9:40 노학엽(기술표준원 연구사) 표준과 특허권 연계 현황 및 대응방안

9:40 ~ 10:00 정연구(ETRI 책임연구원) 로봇 영상처리 표준화

10:00 ~ 10:20 조선영(KT 책임연구원) 모션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을 위한 표준화 방향

10:20 ~ 10:40 어홍준(KT 선임연구원) 웹디지털컨텐츠의 사용성관련 표준화 방안

10:40 ~ 11:00 이환용(㈜휴원 연구소장) 크로노스 표준을 통해 본 표준 기술 전략

11:00 ~ 11:10 Coffee Break 　

11:10 ~ 11:30 이정헌(㈜미디어코러스 이사)
모바일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와 영상처리 적용에 관한 

표준화

11:30 ~ 11:50 김상원(ETRI 선임연구원) 모션캡처시스템과 데이터 표준화

11:50 ~ 12:10
신영길/조상욱(서울대 교수/ 

㈜인피니트 이사)
의료 영상처리 표준화

12:10 ~ 12:30 임순범(숙명여대 교수) 3차원 구조물의 조립 및 해체 인터페이스 표준화

12:30 ~ 12:50 최정주(아주대 교수)
모바일 및 웹 응용을 위한 2D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표

준화

12:50 ~ 13:10 이명원(수원대 교수) 웹디지털컨텐츠 표준화포럼 기본 방향 및 활성화

웹디지털컨텐츠 표준화포럼 워크샵

▣ 장소 : 부산대학교 제6공학관(제도관) 6302호

▣ 일시 : 10월 27일(토) 09:00 – 13:10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  이명원 교수(수원대학교)



KIISE 34th Fall Conference 13

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및 장소

◉ 구두발표 ( I )

10월 26(금) 13:00-15:40 제6공학관(제도관)

색인 발표분야
발표

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1.1 데이타베이스 I 6 13:00-15:20 6203호 이상준 교수(숭실대) 정동원 교수(군산대)

O1.2 바이오정보기술&언어공학 4 13:00-14:20 6308-1호 김 평 박사(KISTI) -

O1.3 컴퓨터그래픽스 6 13:00-15:20 6514호 김상희 박사(국방과학연구소) 백낙훈 교수(경북대)

O1.4 정보통신 I 7 13:00-15:40 6515호 이상환 교수(국민대)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O1.5 정보통신 II 7 13:00-15:40 6516호 유영환 교수(부산대) 최종원 교수(숙명여대)

O1.6 컴퓨터시스템 I 6 13:00-15:20 6513호 박능수 교수(건국대) 이 강 교수(한동대)

O1.7 프로그래밍언어&컴퓨터이론 3 14:40-15:40 6308-1호 변석우 교수(경성대) -

합계 39편

◉ 구두발표 ( II )

10월 27(토) 09:00-12:00 제6공학관(제도관)

색인 발표분야
발표

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2.1 데이타베이스 II 5 9:00-10:40 6302-1호 송하주 교수(부경대) 유재수 교수(충북대)

O2.2 소프트웨어 공학 I 5 9:00-10:40 6203호 오기성 교수(동원대) 문미경 교수(부산대)

O2.3 정보보호 I 8 9:00-12:00 6303호 이경현 교수(부경대) 전용희 교수(대구가톨릭대)

O2.4 정보통신 III 7 9:00-11:40 6308-1호 길준민 교수(대구가톨릭대) 김동호 교수(한라대)

O2.5 정보통신 IV 7 9:00-11:40 6514호 이상윤 박사(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변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

O2.6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8 9:00-12:00 6515호 이창우 교수(군산대) 김병주 교수(영산대)

O2.7 컴퓨터시스템 II & HPC 6 9:00-11:20 6516호 임성수 교수(국민대)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O2.8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6 9:00-11:20 6513호 김명관 교수(을지대) 정한민 박사(KISTI)

합계 52편

◉ 구두발표 ( III )

10월 27(토) 13:00-15:40 제6공학관(제도관)

색인 발표분야
발표

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3.1 데이타베이스 III 5 13:00-14:40 6302-1호 이종연 교수(충북대) 송하주 교수(부경대)

O3.2 소프트웨어 공학 II 4 13:00-14:20 6203호 문미경 교수(부산대) 오기성 교수(동원대)

O3.3 정보보호 II 7 13:00-15:40 6303호 신상욱 교수(부경대) 신 원 교수(동명대)

O3.4 정보통신 V 7 13:00-15:40 6308-1호 백상헌 교수(고려대) 장종욱 교수(동의대)

O3.5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6 13:00-15:20 6515호 김병주 교수(영산대) 김응규 교수(한밭대)

O3.6 컴퓨터시스템 III 7 13:00-15:40 6516호 서효중 교수(가톨릭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O3.7 인공지능 7 13:00-15:40 6513호 김인철 교수(경기대) 윤장우 박사(ERTI)

합계 4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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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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⑤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리십시오.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⑦ 다음 순서의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대로 발표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심시간의 혼잡예방을 위해 오전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

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파

일(ppt)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USB메모리에 파일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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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26일(금)

구두 발표 I
* 휴식시간 : 14:20 - 14:40(20분간)

10월 26일(금) 데이타베이스 I 제6공학관 6203호

13:00-15:20  좌장 : 이상준 교수(숭실대)  평가위원 : 정동원 교수(군산대)

O1.1-01 이동체의 현재 및 과거 정보 검색을 위한 시공간
색인 기법에 관한 연구
탁경현·황진호·손진현(한양대)

O1.1-02 SPARQL-to-SQL 변환 알고리즘의 저장소 독립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모델
손지성(고려대),정동원(군산대),김진형·백두권

(고려대)

O1.1-03 대용량 위성영상 데이타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
한 효율적인 렌더링 모듈
박태주·이상준(숭실대)

O1.1-04 XML 질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퀀스 매칭
기법
서동민·송석일(충주대),유재수(충북대)

O1.1-05 셀 상태 값을 이용한 연속 스카이라인 질의법
최현식·강상원·정하림·구원교·정승희·황종선·

이상근(고려대)

O1.1-06 이동객체의 연산 자원을 활용한 연속 범위 질의
처리
정승희·정하림·정재화·구원교·최현식·황종선·

이상근(고려대)

10월 26일(금) 바이오정보기술 & 언어공학 제6공학관 6308-1호

13:00-14:20  좌장 : 김 평 박사(KISTI)

O1.2-01 한글 말뭉치를 이용한 한글 표절 탐색 모델 개발
류창건·김형준·박병준·최혜정·조환규(부산대)

O1.2-02 효과적인 감정 자질 추출을 통한 한국어 문서 감
정 분류 시스템
황재원·고영중(동아대)

O1.2-03 연령별 그룹의 정서적 스트레스 지수와 심박미세
변이
서윤환·리자와티 살라후딘·박예슬·김대석(ICU)

O1.2-04 유전발현 데이터기반 암 분류를 위한 순위기반 다
중클래스 유전자 선택
홍진혁·조성배(연세대)

10월 26일(금) 컴퓨터 그래픽스 제6공학관 6514 호

13:00-15:20  좌장 : 김상희 박사(국방과학연구소)  평가위원 : 백낙훈 교수(경북대)

O1.3-1 LMA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동작의 긴장도 측정
곽창섭·권지용·이인권(연세대)

O1.3-2 물리적 운동 분석을 이용한 만화 스타일의 비디오
생성
이선영·윤종철·이인권(연세대)

O1.3-3 자연스러운춤동작생성을위한분절화와전이기법
강경규·정유진·한광파·김동호(숭실대)

O1.3-4 스케치 기반의 템플릿을 통한 캐릭터 제작 시스템

전재웅·장현호(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

(연세대)

O1.3-5 투명한 물체의 실시간 비사실적 렌더링
김용진·이승용(포항공대)

O1.3-6 변분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점집합의 오차제거
윤민철(포항공대),Ioannis Ivrissimtzis(Durham

University),이승용(포항공대)

10월 26일(금) 정보통신 I 제6공학관 6515호

13:00-15:40  좌장 : 이상환 교수(국민대)  평가위원 :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O1.4-1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다중 가상 그리드 데이터 전
송 프로토콜
진민숙·최영환·이의신·박수창·우부재·김상하(충

남대)

O1.4-2 센서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싱크을 위한 에너지 효
율 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조지은·최종원(숙명여대)

O1.4-3 하이브리드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의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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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26일(금)

Deployment를 위한 방안
김훈·전영준·신승호(인천대)

O1.4-4 센서네트워크에서 적응적 트라젝토리 기반 효율
적 정보 전송 기법
임화정·이좌형·이헌길(강원대),차영환(상지대)

O1.4-5 무선 센서망에서 라우팅 홀 문제 개선을 위한 에
너지 기반 데이타 전달 방안
전야·우부재·최영환·박수창·이의신·진민숙·김

상하(충남대)

O1.4-6 An Efficient Rate Control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 Handling Diverse Traffic
Muhammad Mostafa Monowar · Md.Obaidur 
Rahman·홍충선(경희대)

O1.4-7 IP기반 센서네트워크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Mobile Access Gateway구조 설계
이혜찬·홍충선(경희대)

10월 26일(금) 정보통신 II 제6공학관 6516 호

13:00-15:40  좌장 : 유영환 교수(부산대)  평가위원 : 최종원 교수(숙명여대)

O1.5-1 무선 이동 애드 혹 망에서 네트워크 라우팅 정보
를 이용한 멀티캐스트 방안
우부재·최영환·박수창·이의신·전야·박호성·김상하

(충남대)

O1.5-2 차세대 국방정보통신망을 위한 IPv6 주소 설계
김권일·이상훈(국방대)

O1.5-3 Proxy Mobile IPv6 네트워크에서 Fast Handover 설계
박병주(KT),한연희(한국기술교대),김봉기(KT)

O1.5-4 애드혹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

김지성·서효중(가톨릭대)

O1.5-5 Moblie환경에서 Super peer를 이용한 Mobile
Peer-to-Peer system
한정석·송진우·이광조·양성봉(연세대)

O1.5-6 H.264/AVC SVC를 위한 효율적인 잔여신호 업
샘플링 기법
고경은·강진미·김성민·정기동(부산대)

O1.5-7 이동 플랫폼을 위한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 프
레임워크
강종구·김대영·김은조·김영수(ICU)

10월 26일(금) 컴퓨터시스템 I 제6공학관 6513 호

13:00-15:20  좌장 : 박능수 교수(건국대)  평가위원 : 이 강 교수(한동대)

O1.6-1 DCUP: 무선 센서 노드를 위한 새로운 동적 코드
갱신 프로토콜
김종화(단국대),이상호(서울대),최종무(단국대)

O1.6-2 MGrid에서 그리드 포털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통
합인증
황대복·황선태·허대영(국민대),정갑주(건국대)

O1.6-3 메타데이터를 비휘발성 램에 유지하는 플래시 파
일시스템에서 가비지 컬렉션 수행에 대한 효율성
분석
도인환(홍익대),최종무(단국대),이동희(서울시립

대),노삼혁(홍익대)

O1.6-4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한 로그 구조 파일 시스템
의 성능 향상
강양욱(홍익대),최종무(단국대),이동희(서울시립

대),노삼혁(홍익대)

O1.6-5 참조패턴을 이용한 선반입의 개선
이효정·도인환·노삼혁(홍익대)

O1.6-6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이용한 낸드 플래쉬 파일
시스템의 부팅시간 개선 기법
전병길·김은기·신형종·원유집(한양대)

10월 26일(금) 프로그래밍언어 & 컴퓨터이론 제6공학관 6308-1호

14:40-15:40  좌장 : 변석우 교수(경성대)

O1.7-1 유비스크립트: 유비쿼터스 서비스 통합을 위한 언어
이민규 ·한동수(ICU)

O1.7-2 바이트코드 분석을 이용한 자바 프로그램 표절검
사기법
지정훈·우균·조환규(부산대)

O1.7-3 Wavelet 트리를 이용한 압축된 써픽스 배열의
Lookup 시간 복잡도 개선
무쟁(부산대),나중채(건국대),김민환(부산대),김

동규(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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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II
* 휴식시간 : 10:20-10:40(20분간)

10월 27일(토) 데이타베이스 II 제6공학관 6302호

09:00-10:40  좌장 : 송하주 교수(부경대)  평가위원 : 유재수 교수(충북대)

O2.1-1 웹 상에서 빠른 접근을 위한 GeoRSS의 분할기법
이범석·황병연(가톨릭대)

O2.1-2 RFID 데이터스트림에서필터링지연시간감소기법
구원교·강상원·김종완·최현식·정승희·황종선·

이상근(고려대)

O2.1-3 EPCglobal TDT 1.0 표준을 따르는 태그 데이터
변환기의 설계와 구현

김성진·송하주(부경대)

O2.1-4 구조적 세미조인을 이용한 XML 경로 패턴 처리
손석현·신효섭·서지위(건국대)

O2.1-5 시맨틱 웹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위한 인덱스 및
질의 변환 기법
채광주·김연희·임해철(홍익대)

10월 27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 제6공학관 6203호

09:00-10:40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대)  평가위원 : 문미경 교수(부산대)

O2.2-1 메시지 기반 인터페이스 공동 개발을 위한 메시지
정의 및 관리 시스템
유제영·박진희(삼성탈레스㈜)

O2.2-2 요구사항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태깅을 활용한
재사용성 증가를 위한 요구사항추적 방법
이준기·조혜경·고인영(ICU)

O2.2-3 ESB를사용한지능로봇의에이전트기반동적적응

이재정·김진한·이창호·이병정(서울시립대)

O2.2-4 XMI를 이용한 상태 차트의 모델 검증 적용 방법
에 대한 연구
박승현·최진영(고려대)

O2.2-5 결함데이터의 요구사항 분석단계 활용을 통한 품
질 향상 방안
고경희·이은석(성균관대)

10월 27일(토) 정보보호 I 제6공학관 6303 호

09:00-12:00  좌장 : 이경현 교수(부경대)  평가위원 : 전용희 교수(대구가톨릭대)

O2.3-1 쿠키를 이용한 802.11i 4-Way Handshake
엄성현·최형기(성균관대)

O2.3-2 정형검증을 통한 RFID 보안프로토콜 분석 및 구현
김현석·김주배·한근희·최진영(고려대)

O2.3-3 클러스터 기반의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 DAA
기술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모델 설계
이기열·양석환·최수길·정목동(부경대)

O2.3-4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위한 안전 삭제
이재흥·오진하·김석현·이상호·허준영·조유근(서

울대),홍지만(숭실대)

O2.3-5 MANET 환경에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ID 기반

공개키 관리 분산
최홍준·홍성제·김종(포항공대)

O2.3-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믹스-넷 적용을 위한 다양
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사용 방안
김인환·김종욱·홍만표(아주대)

O2.3-7 IPv6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SEND
프로토콜의 개선
류재현·허준·홍충선(경희대)

O2.3-8 아이디 기반 삼자 간 키 합의 프로토콜에 기반한
효율적인 결함 포용 회의 키 합의 방법
이상호·김종·홍성제(포항공대)

10월 27일(토) 정보통신 III 제6공학관 6308-1 호

09:00-11:40  좌장 : 길준민 교수(대구가톨릭대)  평가위원 : 김동호 교수(한라대)

O2.4-1 무선 센서 망에서 싱크 및 이벤트 이동성 지원 데
이터 전달 프로토콜

최영환·이동훈·박수창·이의신·김상하(충남대)

O2.4-2 추상적인 데이터 접근방식의 동적 서비스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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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가상 센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송혜경·김용표(한양대),정의현(안양대),박용진

(한양대)

O2.4-3 정보 속성을 고려한 Swarm Intelligece 알고리즘
기반의 Ad hoc 네트워크 라우팅
허선회·장형수(서강대)

O2.4-4 다중 무선 공유기 환경에서 Multiple SSID를 이용
한 대역폭 이용률 극대화
곽후근·윤영효·정규식(숭실대)

O2.4-5 무선메쉬네트워크에서의인터도메인부하분산기법
최형규·한승재(연세대)

O2.4-6 인공지능의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혼
잡제어 연구
송자영·최병석(동국대)

O2.4-7 암시적 클러스터기반 애드 혹 멀티캐스트 기법 성
능 평가 및 분석
최영환·박수창·이의신·전야·김상하(충남대)

10월 27일(토) 정보통신 IV 제6공학관 6514 호

09:00-11:40
 좌장 : 이상윤 박사(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평가위원 : 변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

O2.5-1 트래픽 변화를 고려한 임계값 기반의 링크 상태
갱신 알고리즘
이진주·정민영·이태진·추현승(성균관대)

O2.5-2 WWAN/WLAN 2-홉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적응
형 Proportional Fair 스케쥴링 기법
구영대·박준상·한승재(연세대)

O2.5-3 DTW-Cosine 알고리즘을 이용한 저비율 샘플링
음향 센서네트워크에서의 목표물 식별기법
김영수·김대영·강종구(ICU)

O2.5-4 가변 길이 패킷을 고려한 스위칭 패브릭의 설계

류경숙·김무성·최병석(동국대)

O2.5-5 좌표 계간의 통합을 지원하는 애드혹 위치 시스템
의 개발
김성일·정유철·고양우·이동만(ICU)

O2.5-6 IEEE 802.15.4 MAC 계층의 성능 향상을 위한 분
할 경합 접근 방식
배성재·기형주·이태진·정민영(성균관대)

O2.5-7 H.264 인트라 예측에서 픽셀 변화량을 이용한 매
크로블록 크기 결정
이탁기·신광무·김성민·정기동(부산대)

10월 27일(토)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제6공학관 6515 호

09:00-12:00  좌장 : 이창우 교수(군산대)  평가위원 : 김병주 교수(영산대)

O2.6-1 효율적인 디지털 카메라 사진의 클러스터링 방법
장철진·이정원·조환규(부산대)

O2.6-2 순차적 블록 모델을 이용한 필기체 수식 인식
이택헌·김진형·김기응(KAIST)

O2.6-3 텐서의 비음수 터커 인수분해
김용덕·최승진(포항공대)

O2.6-4 매니폴드 학습을 이용한 자연스런 표정인식
천영재·신종주·성재원·김대진(포항공대)

O2.6-5 반자동적인 대응점 찾기를 이용한 3차원 얼굴 모

델 생성
최인호·강봉남·성재원·김대진(포항공대)

O2.6-6 비교정 영상으로부터 기하학 조건을 이용한 당구
모델 기반의 3차원 객체 추정
이상현·이재영·이석한·최종수(중앙대)

O2.6-7 k-최근접 템플릿기반 다중 분류기 결합방법
민준기·조성배(연세대)

O2.6-8 신뢰성 있는 얼굴 검출
전봉진·김대진(포항공대)

10월 27일(토) 컴퓨터시스템 II & HPC 제6공학관 6516 호

09:00-11:20  좌장 : 임성수 교수(국민대)  평가위원 :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O2.7-1 플래시 메모리의 FTL(Flash Translation Layer)에
서 데이터 패턴에 따른 동적 블록 할당 기법
조은영·김종진·손진현(한양대)

O2.7-2 모바일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듀얼-포트 SDRAM
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
양회석·김성찬·박해우·김진우·하순회(서울대)

O2.7-3 HW/SW간인터페이싱을위한쓰레드기반통신기법
권성남·주영표·하순회(서울대)

O2.7-4 가상화 시스템의 시스템 자원 낭비율에 기반한 성
능 평가 방법
김진석·장지용·한세영·박성용(서강대)

O2.7-5 데이터 그리드를 위한 HTTP-FUSE 원격 파일 시
스템 구현
김상완·함재균·명훈주·곽재혁·황영철(KISTI)

O2.7-6 Hybrid P2P 기반의 데이터 그리드 시스템
이은묵·최지연·윤성민·최영근(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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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제6공학관 6513 호

09:00-11:20  좌장 : 김명관 교수(을지대)  평가위원 : 정한민 박사(KISTI)

O2.8-1 자가 성장하는 상황 기반 사용자 모델을 이용한
개인화 커뮤니티 서비스 자동 제공 방법
이창열·조규찬·김현숙·조위덕(아주대)

O2.8-2 필터링 기술과 Ajax 기술을 이용한 RSS 웹 리더
의 커스터마이징 기법
김남중·김진수·김재환·심지은·채진석(인천대)

O2.8-3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모바일 환경에서
의 LBS 정보추천
박한샘·박문희·조성배(연세대)

O2.8-4 연속적인 뇌파 분류를 위한 비음수 텐서 분해
이혜경·A.Cichocki·최승진(포항공대)

O2.8-5 사무실 이벤트 검색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
반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임수정·박한샘·조성배(연세대)

O2.8-6 퍼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생리적 신호 기
반의 행동 인식
양성익·조성배(연세대)

10월 27일(토) 데이타베이스 III 제6공학관 6302 호

13:00-14:40  좌장 : 이종연 교수(충북대)  평가위원 : 송하주 교수(부경대)

O3.1-1 스토리지 시스템의 계층 통합을 통한 플래시 메모
리 기반 DBMS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
심효기·윤경훈·박성민·정호영·강수용·차재혁(한

양대)

O3.1-2 플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클러스터링 방법과 논 클
러스터링 방법의 성능 분석
배덕호(한양대),장지웅(한국산업기술대),김상욱

(한양대)

O3.1-3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의 비용 예측 모델
노홍찬·유진희·박상현(연세대)

O3.1-4 플래시 메모리 환경을 위한 이단계 인덱싱 방법
김종대(한양대),장지웅(산기대),황규정·김상욱

(한양대)

O3.1-5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효율적인 MR-트리를
위한 지연 연산 기법
이현승·송하윤·김경창(홍익대)

10월 27일(토) 소프트웨어 공학 II 제6공학관 6303호

13:00-14:20  좌장 : 문미경 교수(부산대)  평가위원 : 오기성 교수(동원대)

O3.2-1 메트릭 기술 언어 : MDL4UML
김태연(부산대),박진욱(LG전자),채흥석(부산대)

O3.2-2 비즈니스프로세스의가변성모델링지원도구개발
홍민우·문미경·염근혁(부산대)

O3.2-3 SOA 기반 통합 시스템 픔질 평가에 대한 연구

오동현·이왕재·오정무·기광영(삼성전자)

O3.2-4 RFID 도메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구축
을 위한 도구 개발
김한준·문미경·염근혁(부산대)

10월 27일(토) 정보보호 II 제6공학관 6303 호

13:00-15:40 좌장 : 신상욱 교수(부경대) 평가위원 :신 원 교수(동명대)

O3.3-1 임베디드 리눅스에서 서명 검증 방식을 이용한 악
성 프로그램 차단 시스템
이종석·정기영·정다니엘·김태형·김유나·김종(포

항공대)

O3.3-2 상호인증을 강화한 3G 모바일 인증방법에 대한
연구
한찬규·최형기(성균관대)

O3.3-3 Newton-Raphson Method를 이용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신승호·노희영(강원대)

O3.3-4 모바일 웹 2.0 환경의 보안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완주·문영주·이수진(국방대)

O3.3-5 경량화 에이전트를 이용한 분산 웜 탐지 및 방지
모델
박연희·김종욱(아주대),이성욱(신구대),김철민

(시스온칩),우즈만·홍만표(아주대)

O3.3-6 에코프로토콜에서의 거짓 신원 공격
정유철·이동만(ICU)

O3.3-7 효과적인 위협관리를 위한 보안 위험도 평가기법
강필용·심원태(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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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27일(토)

10월 27일(토) 정보통신 Ⅴ 제6공학관 6308-1호

13:00-15:40  좌장 : 백상헌 교수(고려대)  평가위원 : 장종욱 교수(동의대)

O3.4-1 무선 센서 망에서 다중 이동 정보 사용자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전달 방안
박수창·이의신·우부재·최영환·김상하(충남대)

O3.4-2 센서네트워크에서 프록시 트라젝토리 기반 데이
터 저장 기법
이좌형·임화정(강원대),차영환(상지대)

O3.4-3 블루투스에서 위치 추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익
명 접속 프로토콜
박희진·김유나·김종(포항공대)

O3.4-4 튜링 테스트 기반의 VoIP 스팸방지
김명원·곽후근·정규식(숭실대)

O3.4-5 H.264 기반의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향상
된 GoGOP 구조
신광무·이서영·김성민·정기동(부산대)

O3.4-6 동기식 이더넷에서의 Virtual Clock을 이용한 큐
잉 방법
김준철·김민준(경북대),엄종훈·권용식(KT),김승

호(경북대)

O3.4-7 무선 센서 망에서 싱크의 예측 가능한 이동성 기
반 데이터 전달 프로토콜
박수창·이의신·진민숙·최영환·김상하(충남대)

10월 27일(토)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II 제6공학관 6515호

13:00-15:20  좌장 : 김병주 교수(영산대)  평가위원 : 김응규 교수(한밭대)

O3.5-1 Edge 센시티브 이미지 보간
박세희·김용하·이상훈(국방대)

O3.5-2 라돈 변환을 이용한 회전된 물체의 효과적인 보정
조보호·정성환(창원대)

O3.5-3 영상 프레임 시퀀스에서의 특징점 추출 및 추적
윤종현·이범종·박종승(인천대)

O3.5-4 Lucas-Kanade 특징 추출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추적

김기상·김계영·최형일(숭실대)

O3.5-5 A Simple Stable Method in Real-Time Lane
Tracking of Broken Lanes
쉬수단·김권·최요환·이창우(군산대)

O3.5-6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시간 단축을 위해 멀티코어
환경에서 특징점 추출 병렬화 하기
김건호·최태호·정희진·권범준(삼성전자)

10월 27일(토) 컴퓨터시스템 III 제6공학관 6516 호

13:00-15:40  좌장 : 서효중 교수(가톨릭대)  평가위원 : 진현욱 교수(건국대)

O3.6-1 낸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MFU 페이지 할당 기법
유태경·김기창(인하대)

O3.6-2 메모리가 적은 자바 시스템을 위한 자동 동적 메
모리 관리 기법
최형규·문수묵(서울대)

O3.6-3 Improved Snapshot Boot을 이용한 부팅시간 단
축 기법
박세진·송재환·박찬익(포항공대)

O3.6-4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온-칩(MPSoC)을 위한 버스
매트릭스 구조의 빠르고 정확한 성능 예측 기법
김성찬·하순회(서울대)

O3.6-5 서비스 중심의 상황인식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에
이전트 정책 변경 방법
이기성·한승욱·윤희용(성균관대)

O3.6-6 스레드 동기화가 없는 OpenMP 디렉티브 프로그
램을 위한 최적의 경합검증 도구
하옥균·강문혜(경상대),김영주(ICU),전용기(경

상대)

O3.6-7 무선 센서 운영체제를 위한 슬랩 할당기
민홍·이상호·허준영·김석현(서울대),홍지만(홍

익대),조유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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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10월27일(토)

10월 27일(토) 인공지능 제6공학관 6513호

13:00-15:40  좌장 : 김인철 교수(경기대)  평가위원 : 윤장우 박사(ERTI)

O3.7-1 정보 추출을 위한 의미 있는 블록 검출 방법
강진범(한양대),양재영(코리아 와이즈넛),최중민

(한양대)

O3.7-2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한 개인화된 토픽맵 랭킹
알고리즘
박정우·김권일·채진기·이상훈(국방대)

O3.7-3 과학기술 문헌 기반 주제 분석
정한민·강인수·성원경(KISTI)

O3.7-4 문서에서의 용어위치 근접성을 이용한 용어간 관
계 추출

김진영·엄재홍·장병탁(서울대)

O3.7-5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음원분리
박선호·최승진(포항공대)

O3.7-6 의미망과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라이프
브라우저 개발
황금성·이종욱·이영설·조성배(연세대)

O3.7-7 감독 지식을 융합하는 강화 학습 기법을 사용한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 기법
김성완·장형수(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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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일정 및 장소

1. 일정 및 장소

포스터 I

10월 26일(금) 14:30-16:00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P1.1 데이타베이스 I 19

P1.2 바이오정보기술 5

P1.3 언어공학 5

P1.4 인공지능 16

P1.5 전산교육시스템 3

P1.6 정보보호 I 16

P1.7 정보통신 I 48

P1.8 컴퓨터그래픽스 14

P1.9 컴퓨터시스템 I 21

P1.10 컴퓨터이론 3

P1.11 프로그래밍언어 6

합계 156편

포스터 II

10월 27일(토) 11:00-12:30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P2.1 데이타베이스 II 19

P2.2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7

P2.3 소프트웨어공학 22

P2.4 정보보호 II 17

P2.5 정보통신 II 44

P2.6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27

P2.7 컴퓨터시스템 II 20

P2.8 HPC 5

합계 171편

2. 발표자 유의사항

① 포스터 발표에 제공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20cm, 전체높이 200cm의 이동식 칠판입

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세로기준) 9매의 발표자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발표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시간은 90분입니다. 발표자

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접착테이프 등)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면테이프 사용불가

③ 각 패널 상단에 발표논문색인 및 분야명이 기재된 용지가 부착됩니다. 본 책자에 기재된 ‘논문발표

자 색인’에서 발표자의 색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④ 발표자는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정 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발표시간 종료후 3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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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10월26일(금)

포스터 발표
10월 26일(금)14:30-16:00 데이타이스 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1-01 효율적인 CRM을 위한 데이터구조 품질관리 방안
이선희(고려대)

P1.1-02 FMAX(Flexible MetadatA eXtention) File System:
효과적인메타데이터관리를위한파일시스템모델
박치현·노홍찬·유진희·임지영·김우철·박상현(연

세대)

P1.1-03 의미적 시각미디어 웹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반
자동 생성
김하영·이충우·황재일·서보원·나연묵(단국대)

P1.1-04 웹 온톨로지 저장소의 질의 처리 성능에 대한 비
교 평가
정동원·최명회(군산대),정영식·한성국(원광대)

P1.1-05 센서 노드를 위한 플래시 메모리 저장 시스템에
대한 고찰
송준영·이기혁·한형진·한경훈·한지연·손기락(한

국외대)

P1.1-06 태그간동의어집합을통한 XML문서유사도측정
이강석·송인상·김응모(성균관대)

P1.1-07 역파일에기반한웹 검색 엔진의 랭킹시스템구현
임성채(동덕여대),안준선(한국항공대)

P1.1-08 웹에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한 축구 경기의 시맨틱
인덱싱
Issao Hirata·김명훈·설상훈(고려대)

P1.1-0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키워드링크방식을 이용한
관련서비스 제공 기술
최재홍·옥지웅·김응모(성균관대)

P1.1-10 메타데이터를삽입한디지털콘텐츠생성도구개발

천수덕·주상욱·이상준(숭실대)

P1.1-11 분산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분
산 XQuery 질의 처리기 설계 및 구현
이재민·장건업·홍의경(서울시립대)

P1.1-12 시간을고려한모바일사용자의유용한행동패턴추출
이승철·김응모(성균관대)

P1.1-13 임베디드 RDBMS로의 효율적인 XML 문서 저장 방법
조국래·임태형·강원석(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P1.1-14 사용자 선호도와 태그 간 상관도 분석을 통한 태
그 기반 협력적 필터링 기법
이경종·공기현·이상구(서울대)

P1.1-15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연합 상황 정보 관리
를 위한 상황 정보 제공자 선택 기법
한주연·조호윤·박인석·현순주(ICU)

P1.1-16 자원 제약적 클라이언트에서 XML 스트림의 안전
한 처리 기법
안은주·박석(서강대)

P1.1-17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환경의 DPWS와 웹서비스
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DPWS 어댑터 설계
임형준·오일진·황윤영(충남대),이강찬·이승윤

(ETRI),이규철(충남대)

P1.1-18 XML 데이터베이스 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기법의 개선
안민영·김한준(서울시립대)

P1.1-19 이동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인 분산처리기법0
장수민(충북대),복경수(KAIST),유재수(충북대)

10월 26일(금)14:30-16:00 바이오정보기술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2-01 SeqWeB: SOA 기반의 서열 주해 시스템
남성혁·정태성·김태경·유재수·조완섭(충북대)

P1.2-02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점증적 유전자
선택기반 암 분류
권형태·홍진혁·조성배(연세대)

P1.2-03 웹2.0 기반 DNA서열 분석도구 구현에 대한 연구

김명관·조충효(을지대)

P1.2-04 SVM을 사용한 약물 표적 단백질 예측
정휘성·현보라·정석훈·장우혁·한동수(ICU)

P1.2-05 다중 커널 학습을 이용한 단백질의 인산화 부위
예측
김종경·최승진(포항공대)

10월 26일(금)14:30-16:00 언어공학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3-01 송신자의 감정 표현을 자동 인식하는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의 설계
김나영·김용진·이상곤(전주대)

P1.3-02 Web 검색 엔진의 제목과 문서요약을 이용한 동위
어와 문맥의 발견

한상용·이상훈(국방대)

P1.3-03 ONASys: 온라인 뉴스기사의 재구성
최주원·나종열·최동현·여명숙(KAIST),신지애

(ICU),최기선(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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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4 동화를 위한 삽화 자동 생성에 대한 연구
백승철·장은영·박종철(KAIST)

P1.3-05 수식 관계를 이용한 키워드 추출을 통한 검색 과

정의 효율성 향상
문욱성(대구고),이신목(KAIST)

10월 26일(금)14:30-16:00 인공지능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4-01 사회망을 이용한 이종간 협업분야 탐지 시스템
신동욱·강진범·양재영·최중민(한양대)

P1.4-02 웹 서비스를 이용한 커뮤니티 검색
정찬백·김태환·전호철·최중민(한양대)

P1.4-03 블록 단위 그래프 모델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추
출 Wrapper 생성과 유지 관리
박주영·양재영·최중민(한양대)

P1.4-04 온톨로지 기반 가중치 부여 논문 검색 모델
박현철(서울통신기술㈜)

P1.4-05 가상현실에서 에이전트 지식구조의 스키마 통합
기법
김동훈·박종희(경북대)

P1.4-06 온톨로지를 적용한 상품정보 시스템 설계
박동훈·정성원·박대원·권혁철(부산대)

P1.4-07 지식베이스의 재사용을 위한 향상된 지식 표현
현우석(한국성서대)

P1.4-08 근사적 클러스터링에 의한 다중 전극 활동 전위
분류
안종훈(연세대)

P1.4-09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KeyGraph알고리즘의
데이터 분할
이영설·조성배(연세대)

P1.4-10 지능형 홈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을 위한 베이지안
확률기반 온톨로지 추론 방법
임성수·조성배(연세대)

P1.4-11 모바일 라이프 특이성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확률
모델의 자동 학습
황금성·조성배(연세대)

P1.4-12 퍼지시스템과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을 이용한 Prewarping 기술
장우석·강환일·이병희(명지대)

P1.4-13 고정비용 비선형 수송문제를 위한 유전자 표현법
들의 비교 연구
김병기·장지훈·김종율·조정복(동서대)

P1.4-14 타이밍이 고려된 배치를 위한 기하적인 제약조건
탐색
이재훈·조준동(성균관대)

P1.4-15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의 과민성 방광
환자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경순·이선아·이건명·김원재·윤석중·하윤석(충

북대)

P1.4-16 디지털 박물관 시스템의 생명주기에 있어서 향상
된 지식 처리
현우석(한국성서대)

10월 26일(금)14:30-16:00 전산교육시스템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5-01 시각화방법을이용한학습자학습성향진단기의개선
윤태복·최미애·이지형·김용세(성균관대)

P1.5-02 마커 확장을 통한 증강 현실 기반의 인터넷 프로
그래밍 교육

김동문·이동훈·박교현·이지형(성균관대)

P1.5-03 QBASIC을 이용한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연구
김철동·박판우(대구교대)

10월 26일(금)14:30-16:00 정보보호 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6-01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는 프락시 암호기반 안전한
그룹 통신
신영주·허준범·윤현수(KAIST)

P1.6-02 특이치 분해와 Fuzzy C-Mean(FCM) 클러스터링
을 이용한 벡터양자화에 기반한 워터마킹 방법
이병희·강환일·장우석(명지대)

P1.6-03 홈네트워크에서의 기기 위치 정보와 OTP 알고리
즘을 활용한 인증 보안 매커니즘
김종진·조은영·손진현(한양대)

P1.6-04 웹 콘텐츠 인증코드를 이용한 CMS 시스템
조영복·최재민·이영진·손녕·이상호(충북대)

P1.6-05 USIM 기반 무선 네트워크 연동 보안 인증 시스템
에 관한 연구
정병근(고려대)

P1.6-06 행동기반 탐지를 우회하는 웜 자기방어 기법 제안
권오철·조재익·문종섭(고려대)

P1.6-07 사용 시간에 따른 소프트웨어 요금 계산 기법
주한규·김동옥(한림대)

P1.6-08 u-City를 위한 통합 인증 시스템 모델
안현섭(고려대)

P1.6-09 손가락 정맥 기반 생체인식
정진철·고명철(건국대),손병준(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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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10 타원곡선암호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
김정식·강부중·노인우·임을규(한양대)

P1.6-11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바이러스 탐지 명령어 집합
에 대한 연구
김명관·주현수(을지대)

P1.6-12 자바카드기반 USIM의보안요구사항에관한연구
정윤선·정영준·신명섭·임선희(고려대),이옥연

(국민대),임종인(고려대)

P1.6-13 3GPP MBMS 보안 메커니즘 분석

박윤경·임선희·송동호(고려대),이옥연(국민대),

임종인(고려대)

P1.6-14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한 고찰
정진미(한국지질자원연구원),김영국(충남대)

P1.6-15 USIM 포렌식 툴에 관한 연구
임재윤·윤승환·임선희(고려대),이옥연(국민대),

임종인(고려대)

P1.6-16 서명자 검증 가능한 ID-기반 환 서명
김기동·장직현(서강대)

10월 26일(금)14:30-16:00 정보통신 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7-01 무선 센서 망에서의 밀집 싱크 그룹을 위한 이동
성 보장 데이터 전달 프로토콜
최영환·우부재·박수창·이의신·김상하(충남대)

P1.7-02 무선 센서 망에서의 이동성 환경 연구 및 새로운
정보 요구자 이동성 모델 제안
최영환·박수창·이의신·우부재·김상하(충남대)

P1.7-03 무선 센서 망에서의 사용자 이동성 지원 라우팅
프로토콜 제안 및 성능분석
최영환·우부재·박수창·진민숙·김상하(충남대)

P1.7-04 센서 네트워크에서 질의 최적화를 위한 다중 질의
합성 메커니즘
박노열·박수권·김창화·김상경(강릉대)

P1.7-05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보충 채널 관리 방법
김재원·이인환(한양대)

P1.7-06 인트라넷 환경에서 MND-ONS 시스템 구축
정한영·이상훈(국방대)

P1.7-07 무선 공유기 기반의 개인 게시판 및 웹 하드
윤영효·박종건·곽후근·정규식(숭실대)

P1.7-08 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가정용 CCTV 시스템 구현
고중식·정세훈·곽후근·정규식(숭실대)

P1.7-09 Peer-to-peer 게임을 위한 새로운 패킷 전송 매커니즘
김정윤·최형기(성균관대)

P1.7-10 단말에 투명성 있는 PMIPv6 도메인 간 로밍 방안
박수창·최영환·이의신·우부재·김상하(충남대)

P1.7-11 PMIPv6 도메인 간 단말의 멀티호밍 지원 방안
박수창·이의신·우부재·최영환·김상하(충남대)

P1.7-12 해양 센서 네트워크 아키텍쳐 중심의 질의 최적화
를 위한 데이터 병합 기법
김혜정·지경복·김창화·김상경·박찬정(강릉대)

P1.7-13 PDA를 이용한 지능적홍수예보시스템(IFFS) Appli-
cation 개발
이남기·정승백·양승인(숭실대)

P1.7-14 무선센서망에서위치정보기반라우팅홀우회방안
우부재·최영환·박수창·이의신·전야·박호성·김

상하(충남대)

P1.7-15 이동 애드혹 망에서 안정된 응용 계층멀티캐스트
우부재·최영환·박수창·이의신·전야·박호성·김

상하(충남대)

P1.7-16 애드 혹 망에서 확장성이 있는 이동 기반 오버레
이 멀티캐스트
우부재·최영환·박수창·이의신·전야·박호성·김

상하(충남대)

P1.7-17 무선 센서망에서 위치정보 선제공 기법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전달방안
우부재·최영환·박수창·이의신·전야·박호성·김

상하(충남대)

P1.7-1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
터 헤드 선택 알고리즘
김병준·유상신(성공회대)

P1.7-19 WiBro 망을 고려한 안전한 P2P 서비스 방안
강성재·노승익·박재홍(유라클),이성춘·하광준·

김성일(KT)

P1.7-20 CMOS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센서 네
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
조영태·권영완·박총명·이헌길·정인범(강원대)

P1.7-21 NS-2를 이용한 HSDPA 패킷 스케쥴링 알고리즘
성능 측정
김정택·한찬규·최형기(성균관대)

P1.7-22 클러스터 비디오 서버에서 에너지 감소를 위한 캐
슁 기법
이범선·송민석(인하대)

P1.7-23 센서 망에서의 다중 정적 싱크의 쿼리 플러딩
진민숙·최영환·이의신·우부재·박수창·김상하(충

남대)

P1.7-24 최적 통신 걸침 나무 문제해결을 위한 유전알고리
즘의 유전자 표현법에 대한 연구
김종율(동서대)

P1.7-25 WIPI 기반 모바일 공학용 계산기
김현철·김보라·공기석·서대영(한국산업기술대)

P1.7-26 휴대폰 배경화면 자동 맞춤 전송 서비스
윤태훈·박훈재·고명윤·공기석·한경숙(한국산업

기술대)

P1.7-27 RFID 음영구역 해결을 위한 베이스밴드 FSK 기
반 900MHz RFID 응답기 설계
박상현·한 수·신승호(인천대)



26 한국정보과학회 제34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포스터발표 - 10월26일(금)

P1.7-28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수중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기법
김은조·김대영(ICU)

P1.7-29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
록시 시스템
윤필중·김세기·김창화·김상경(강릉대)

P1.7-30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그래프 컬러링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김재환·장형수(서강대)

P1.7-31 무선망과 P2P 통신을 통한 스트리밍 재생방식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설계
이채석·김진천(경성대)

P1.7-32 Proxy Mobile IPv6의 핸드오버 성능 평가
현승일·한연희(한국기술교대),공기식(고려대),신

명기·정상진(ETRI)

P1.7-33 PDA와 음성인식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백지혜·손혜진·이효은·정성택·오용철·최진구(한

국산업기술대)

P1.7-34 휴대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스토리지를 이용한 응
용 서비스 개발
이재현·박재홍(㈜유라클),허시영·진종삼(㈜케이티)

P1.7-35 국내 웹 분석을 통한 웹 스팸의 특성
최승진·김성권(중앙대)

P1.7-36 IEEE 802.11e QBSS내에서 기존의 MAC를 가지고
있는 station에게 QoS를 제공하는 방법
하홍전·노병희(아주대)

P1.7-37 CoVNC : 효과적인 협업을 위한 VNC의 확장
이태호·박진호·이홍창·이명준(울산대)

P1.7-38 유비쿼터스 멀티호밍 네트워크에서의 최적 경로

설정 메커니즘
김대선·홍충선(경희대)

P1.7-39 ZigBee기반의 PAN간 통신에서 최적 경로 선택
메커니즘
허지혁·유진·홍충선(경희대)

P1.7-40 CoSlide 협업시스템을 위한 Jabber 메신저 클라이
언트
이홍창·이태호·김성훈·이명준(울산대)

P1.7-4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RF 전송 레벨을 이용한
위치 측정 기법
채상윤·한주선·하란(홍익대)

P1.7-42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GPS 기반의 V-
Geocast 라우팅 프로토콜
정재균·최린(고려대)

P1.7-43 임베디드리눅스기반의전력 IT게이트웨이플랫폼
천대원·송병권·정태의(서경대),김건웅(목포해양대)

P1.7-44 802.11의 RSSI를 이용한 센서 노드들의 지역화
박의준·이현승·송하윤·박준(홍익대)

P1.7-45 모바일 센서 차량 Hardware의 설계
박재영·이현승·송하윤·박준(홍익대)

P1.7-46 분산 P2P 환경에서 모바일 동기화 서비스를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설계
김룡(우송대),김병만(금오공대),김영국(충남대)

P1.7-47 RFID System을 이용한 의학산업에서의 물류 및
적정재고관리
김남중(고려대)

P1.7-48 TOSSIM 시뮬레이터에서 센서 값을 설정하는
TinyViz 플러그인 설계
김성훈·박양수·이명준(울산대)

10월 26일(금)14:30-16:00 컴퓨터그래픽스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8-01 실사 영상을 사용한 얼굴 텍스쳐 생성
김동희·윤종현·박종승(인천대)

P1.8-02 다중영상으로부터 360도 파노라마 생성
조준성·이범종·박종승(인천대)

P1.8-03 적응적 타일크기를 이용한 모자이크
한명훈·윤경현(중앙대)

P1.8-04 항공기 상태전이변수를 이용한 비행경로 시각화
기법 연구
송진오·박태진·김종석·최윤철(연세대)

P1.8-05 3차원 객체를 사용하는 모바일 DMB 콘텐츠 및
템플릿의 제작을 지원하는 저작도구 개발
공신·박태진(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

(연세대)

P1.8-06 동영상이미지기반의흑백만화제작시스템의구현
류동성·박규태·이정원·박수현·조환규(부산대)

P1.8-07 수묵 비실사적 렌더링을 적용한 스케치 기반 ‘蘭’
생성 기법
오세윤·전재웅(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

(연세대)

P1.8-08 Newton-Method을 이용한 저비용 5-stage 멱승기
의 구현
송세현·김기철(서울시립대)

P1.8-09 2-Stage Pipeline 구조를 이용한 역제곱근 연산기
의 설계
김정훈·김기철(서울시립대)

P1.8-10 2D삼각화를통한 3D점집합으로부터의메쉬생성
최지훈·윤종현·박종승(인천대)

P1.8-11 촉감을이용한판화와탁본기법의가상시뮬레이션
이동욱·박예슬·박진아(ICU)

P1.8-12 3차원 스캔 얼굴 모델의 텍스처 매핑
정철희(수원대),조선영(KT미래기술연구소),이명

원(수원대)

P1.8-13 MPEG-4 FDP 기반의 얼굴 모핑 방법
이재윤·구본관(수원대),조선영(KT미래기술연구

소),이명원(수원대)



KIISE 34th Fall Conference 27

포스터발표 - 10월26일(금)

P1.8-14 인터액티브 애니메이션 자동 저작 기술 이준배·송여진·백성욱(세종대)

10월 26일(금)14:30-16:00 컴퓨터시스템 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9-01 그래프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상현상 검증
방법
박찬희·탁경현·김재형·손진현(한양대)

P1.9-02 데이터 플로우 모델로부터 합성 가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자동 생성
주영표·양회석·하순회(서울대)

P1.9-03 모바일 피씨의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 자동화를 통
한 테스트 시간의 단축
하용범·이인환(한양대)

P1.9-04 로케이션 캐쉬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한 스피시픽-
웨이 캐쉬 시스템
윤상호·이인환(한양대)

P1.9-05 자가 적응 모듈의 오류 탐지와 재사용
이준훈·이희원·박정민·정진수·이은석(성균관대)

P1.9-06 개인 선호도를 고려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자동
제어 시스템
장진근·이승미·손진현(한양대)

P1.9-07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모델 기반의 명세 기법
및 정적 시간 분석 기술
박해우·김진우·하순회(서울대)

P1.9-08 Crosstalk 제거를 위한 체계적, 저비용의 버스 인
코딩 기법
유예신·김태환(서울대)

P1.9-09 가상머신의 Host OS와 Guest OS의 동시 사용을
위한 성능 측정 방법
온진호·우수정(전북대),김원영·최완(ETRI),이문

근(전북대)

P1.9-10 MPEG2 다중화 방식을 이용한 실시간 고화질 이
미지 송․수신 시스템 구현
김상수·황치정(충남대)

P1.9-11 임베디드 응용을 위한 플래쉬 메모리와 하드디스
크 파일 시스템의 성능 평가
김아람·이인환(한양대)

P1.9-12 리눅스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BlueZ)을 이용한
위치 인식 시스템 설계
이재우·김진형·조위덕(아주대)

P1.9-13 유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적응형 미들웨어
김재열·김용환·안광선(경북대)

P1.9-14 파일 시스템 마운트 단계의 제거: NV-RAM을 이
용한 메모리 영역과 파일 시스템 영역의 융합
신형종·김은기·전병길·원유집(한양대)

P1.9-15 RFID 입력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다중 버퍼 기반
의 고속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한수·신승호(시립인천대)

P1.9-16 자동차 사고재현을 위한 영상블랙박스 모델링
박창규·최요한·한성덕·이준희·문호선·김용득·

이정원(아주대)

P1.9-17 지문방식 측위 기반 칼만필터 추적의 정확성 제고
방법
임재걸·정승환(동국대)

P1.9-18 저가 센서를 사용하는 고효율의 청소 로봇 구현
및 실험
박정규·박정수(홍익대),전흥석(건국대),노삼혁

(홍익대)

P1.9-19 Linux 운영체제에서 Shared Memory 성능 개선
방안 연구
장승주·최은석(동의대),강동욱·이광용·김동한·

김재명(ETRI)

P1.9-20 가상 동기화 기법을 이용한 빠른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통합에뮬레이션
안광수·이영민·하순회(서울대)

P1.9-21 가상머신풀을이용한가상머신 Provisioning연구
이지형(과학기술연합대학원),고광원·우영춘·배

승조(ETRI)

10월 26일(금)14:30-16:00 컴퓨터이론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10-01 확률적 배낭 문제들에 대한 적응적 정책: 병렬 롤
아웃 접근
최상희·장형수(서강대)

P1.10-02 다중 전압과 모듈 배정을 활용한 온도 고려의

Datapath 합성
박신조(한국과학영재학교)·김태환(서울대)

P1.10-03 차선최단거리유지이동경로 찾기
나현숙·김정희(숭실대)

10월 26일(금)14:30-16:00 프로그래밍 언어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1.11-01 상황 인식 역할 기반 접근 제어에 기반한 유비쿼
터스 환경 정책 기술 언어
신재호·강경구·안준선(항공대),창병모(숙명여

대),도경구(한양대)

P1.11-02 표준 XML 스키마 기반의 LD 그래픽 편집기 구현
권민혁·신승철(한국기술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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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03 자바 Ahead-of-Time 컴파일러와 해석기 간의 호
출 오버헤드에 관한 연구
김익현·정동헌·오형석·문수묵(서울대)

P1.11-04 자바소스코드 유사도 측정 시스템
김은혜·이송아·허준·한경숙·오용철(한국산업기

술대)

P1.11-05 외부환경을 고려한 ESTEREL 프로그램 검증
안윤경(KAIST),전진성(국방과학연구소),한태숙

(KAIST)

P1.11-06 Windows PE 파일의 임포트 테이블에 기반한 소
프트웨어 버스마킹(Birthmarking) 기법
박희완·임현일·최석우·한태숙(KAIST)

10월 27일(토)11:00-12:30 데이타베이스 I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1-01 모바일 압축 데이터 관리 시스템(CDMS)를 위한
데이터 가용 크기 변경 기법
장진근·신영재·이정화·손진현(한양대)

P2.1-02 데이터 압축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기법
이정화·황진호·이승미·손진현(한양대)

P2.1-03 유사 질의 매칭 기반 데이터베이스 캐쉬 엔진 설
계 및 구현
한윤희·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

P2.1-04 국방 RFID 응용을 위한 코드 선정 방법
김경호·이상훈(국방대)

P2.1-05 TRN을 사용하는 비행체 3차원 항법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김의홍·전형용(충남대)

P2.1-06 군용 항공 장비의 임베디드 기반 실시간 DBMS
사용을 위한 미들웨어의 제안
양종원·전호석·이종순(LIG넥스원㈜)

P2.1-07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가진 센서노드용 대용량 낸
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설계
한경훈·이기혁·송준영·한형진·최원철·한지연·

손기락(한국외대)

P2.1-08 WMS를이용한 SPOT 위성영상데이터베이스개발
유향미·박완용·김상희(국방과학연구소)

P2.1-09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바이오칩 데이터의 분류화 기법
이윤경·윤혜정·이민수(이화여대),윤경오·최혜

연·김대현·이근일·김대영(㈜마크로젠)

P2.1-10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마이닝 활용
모델
김고은·옥지웅·김응모(성균관대)

P2.1-11 사면안정 대책공법 안내시스템 개발

지영환(상지대),허태성(인하공전),황영철·차영

환·이승호(상지대)

P2.1-12 다중 채널 모바일 방송에서의 동적 스케줄링
박미화·이용규(동국대)

P2.1-13 분산 데이터 상호 운용을 위한 XMDR 메시지 기
반의 하이브리드 에이전트를 이용한 데이터 허브
시스템
문석재·엄영현·정계동·최영근(광운대)

P2.1-14 인터넷 구조에 적합한 그리드 데이터베이스 갱신
정책
김준상·조지훈(한양대),이원주(두원공대),전창호

(한양대)

P2.1-15 국제물류비지니스프로세스정의를위한어휘사전
이종연·이상호·배우식·이선영(충북대),송병준

(㈜한국무역정보통신)

P2.1-16 교통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 및 자료 처리 기법
의 구현
정수정·송수경·이민수(이화여대),남궁성(한국도

로공사)

P2.1-17 미국 인구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산형 데이터마
이닝 시스템 성능평가
김충곤·우정근·김성국·백성욱(세종대)

P2.1-18 전통 약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온톨로지
시스템 개발
차승준·유정연(충남대),엄동명·고유미(한국한의

학연구원),이규철(충남대)

P2.1-19 개인 맞춤형 의료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인 데이터마이닝 기법
권은희·이승철·이주창·김응모(성균관대)

10월 27일(토)11:00-12:30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2-01 반복적 사용성 평가를 통한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구현
정한민·이미경·성원경(KISTI)

P2.2-02 다중카메라촬영영상을이용한 Object Movie 생성
최유주·유효선(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송창용

(㈜뷰티비지),남윤영(유비쿼터스시스템연구센터)

P2.2-03 지능적인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패턴 분석 기법
김학수·최윤호·이승미·손진현(한양대)

P2.2-04 휴대폰 인터페이스 설계 및 차세대 아이콘에 관한
연구
송세준(성균관대)

P2.2-05 웹 문서의 정보블럭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방법
류상현·이승화·정민철·이은석(성균관대)

P2.2-06 디지털 카메라 사용패턴 조사 및 분석
김동철·박춘석·이세인·서종훈·한탁돈(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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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07 지휘행동 이해를 위한 손동작 인식
제홍모·김지만·김대진(포항공대)

P2.2-08 ListenPhoto: 자동 슬라이드 쇼 배경음악 추천 시
스템
서종훈·김동철·한탁돈(연세대)

P2.2-09 Petri Net을 이용한 모바일 라이프 스토리 생성을
위한 플롯 디자인 도구의 개발
이영설·조성배(연세대)

P2.2-10 웹기반 원격제어기 RemoPC
김성구·박찬영·노영주(한국산업기술대)

P2.2-11 Java 기반 모바일 타자게임: 톡톡타자월드
김종윤·배일성·유훈·노영주·홍인기(산기대)

P2.2-12 함수적 변환을 이용한 SMIL2.0 문서의 검증
김경덕(위덕대)

P2.2-13 실내 멀티카메라 환경에서의 퍼지 규칙 기반 이벤
트 시퀀스 요약
박한샘·조성배(연세대)

P2.2-14 시간열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게임 사용자 모델
분석
김종인·황지안·정기철(숭실대)

P2.2-15 디지털잉크기반웹프레젠테이션제작인터페이스
손의성·김재경(연세대),손원성(경인교대)·임순

범(숙명여대),최윤철(연세대)

P2.2-16 온톨로지 기반 게임 대화 생성 시스템
박교현·김건수·김동문·윤태복·이지형(성균관대)

P2.2-17 정부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에서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 처리 설계
최희주(고려대)

10월 27일(토)11:00-12:30 소프트웨어공학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3-01 컴포넌트 기반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간
산출물 공유 기법
조혜경·고인영·이준기(ICU),박승진(국방과학연

구소)

P2.3-02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위한 신뢰도(dependability)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김영미·정충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2.3-03 자가치유를위한외부자원모니터자동생성기법
이희원·이준훈·정진수·박정민·이은석(성균관대)

P2.3-04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확장된 휘처 기반 도
메인 분석 기법
신현석(고려대),송치양(상주대),백두권(고려대)

P2.3-05 Ontology 기반의 Feature - Class 변환 기법
김동리(고려대),송치양(상주대),백두권(고려대)

P2.3-06 웹서비스를이용한자동화된버전관리시스템구현
김남호·박용범(단국대)

P2.3-07 모바일 환경에서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센
서 프레임워크
최은영(삼성전자),배두환(KAIST)

P2.3-08 UML 2.0 기반의 가변요소 추출 및 표현 방법
최유희·하수정·차정은·박창순(ETRI)

P2.3-09 동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플랫
폼의 설계와 구현
이철희·윤현상·이은석(성균관대)

P2.3-10 MDA를 이용한 다중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재사용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풍석·장수현·이은석(성균관대)

P2.3-11 온라인서비스 도메인의 기술-데이터 아키텍처 설
계 연구
서정민·이철민·임미숙(KT)

P2.3-12 모바일 환경을 위한 컨텍스트기반 웹서비스탐색
심유석·이경호(연세대)

P2.3-13 활동-지향 접근법을 사용한 웹 응용 테스트 기법
의 설계
김진수·김남중·김재환·심지은·채진석(인천대)

P2.3-14 자연어 입력으로부터 복합 웹 서비스의 자동 생성
임종현·이경호(연세대)

P2.3-15 UML 2.0 행위 다이어그램을 확장한 비동기 상호
작용 웹 애플리케이션의 항해 모델
변창현·서정호·류성열(숭실대)

P2.3-16 요구관리산출물과 위험관리산출물의 연계 방안
한소연·김주영·류성열(숭실대)

P2.3-17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클라이언트 개발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설계
조호진·양진석(포항공대)

P2.3-18 RFID 미들웨어 시스템에 적합한 성능 장애 진단
기법 연구
임종호·채흥석(부산대)

P2.3-19 시맨틱 웹을 이용한 UML 기반의 웹 서비스 애플
리케이션의 진화
이창호·김진한·이재정·이병정(서울시립대)

P2.3-20 이형 온톨로지 언어의 속성 및 계층구조 매핑
홍현술(원광보건대)

P2.3-21 회귀시험을위한 Java 소프트웨어의수정영향분석
정혜령·김상운·권용래(KAIST)

P2.3-22 테스트 주도 개발(TDD)에서의 모바일 응용 소프
트웨어 성능 테스트 방안
김희진·최병주(이화여대),윤석진(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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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토)11:00-12:30 정보보호I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4-01 웹 환경을 이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장승주·최은석(동의대)

P2.4-02 WSN에서 클러스터 기반의 효율적인 pairwise key
설정 기법
이경효·조아앵·오병균(목포대),이상국(ICU)

P2.4-03 정보보호수준 자가진단 방법론에 대한 연구
안소진·박진섭·이희성·가소진(대전대)

P2.4-04 EPCglobal Network 상에서 EPC IS와 EPCIS
Discovery System의 연동을 통한 물류 정보 접근
제어 방법
문홍구·한기덕·권혁철(부산대)

P2.4-05 범용적 패치분배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DB설계
이인용·이수영·조재익·문종섭(고려대)

P2.4-06 WMS(Webpage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한 웹
페이지 변조 감시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상규·유혁(고려대)

P2.4-07 범용 운영체제를 위한 계층적 패치 분배 구조에서
의 효과적인 시스템 인증 방법
배성재·정만현·조재익·문종섭(고려대)

P2.4-08 전문가 의견 기반 사이버 침해 예측 방법론 연구
강영길·윤종현·이수원(숭실대),박인성(국가보안

기술연구소)

P2.4-0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
적 접근 제어 시스템
이제훈·김상욱(경북대)

P2.4-10 급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DNSBL을 이용한
IPS
왕정석·권희웅·곽후근·정규식(숭실대)

P2.4-11 전력선통신네트워크를위한혼합형보안구조설계
윤영직·허준·홍충선(경희대),주성호·임용훈(한

국전력공사)

P2.4-1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김기수(충북대)

P2.4-13 모델체킹을 이용한 RFID 보안 프로토콜 검증
김주배·김현석·최진영(고려대)

P2.4-14 AVISPA을 이용한 RFID 보안 프로토콜의 명세 및
검증
강미영·오정현·이송희·최진영(고려대)

P2.4-15 두 재배열 방식을 동시에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하
이브리드 믹스
강필섭·김종욱·홍만표·이경석(아주대)

P2.4-16 지능적인 Identity 발견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전은국·박희만·이영록(전남대),이형효(원광대),

노봉남(전남대)

P2.4-17 윈도우즈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어
시스템 설계
박정진·박진섭(대전대학교),이승혁·백승덕((주)

유비엔씨)

10월 27일(토)11:00-12:30 정보통신 I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5-01 홈 네트워크에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홈
게이트웨이 구조 설계
김동혁·배대호·강순주(경북대)

P2.5-02 파워 절약을 위한 IEEE 802.16 OFDMA 시스템의
효율적 상향링크 자원 할당 알고리즘
윤종필·김우재·백주영·서영주(포항공대)

P2.5-03 분산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네트워크 동영상 스트
리밍
박동재·성재득·이동수·노영주·최진구·한익주(한

국산업기술대)

P2.5-04 Binary CDMA 기반의 무선 홈 오디오 시스템
지충원·최현석·김정선(한양대)

P2.5-05 관광종합안내를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서비스 프
레임워크
이광조·송진우·한정석·양성봉(연세대),김후성

(홍익대)

P2.5-06 모바일단말기를위한위치기반검색어추천시스템
이광조·송진우·한정석·양성봉(연세대)

P2.5-07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의 방송 데이터 처리를 위

한 메시지 캐슁 기반의 데이터 캐루셀 매니저
원재훈·김세창·고상원·전제민·김정선(한양대)

P2.5-0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이미지 전송을
위한 압축 기법 설계 및 구현
권영완·조영태·박총명·이헌길·정인범(강원대)

P2.5-09 USN을 이용한 HACCP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신승찬·신동윤·손병락·김중규(대구대)

P2.5-10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위한 효율적인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매니저
고상원·전제민·원재훈·김세창·김정선(한양대)

P2.5-11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액자 구현
김종욱·조영태·박총명·이헌길·정인범(강원대)

P2.5-12 Korea@Home 데스크톱 그리드 시스템에서 REST
웹 서비스 구현
한창환·한연희(한국기술교대),길준민(대구가톨

릭대),강상원(고려대),최장원(KISTI)

P2.5-13 방송 환경에서 데이터 방송을 위한 오브젝트 캐러
셀 매니저 및 효율적인 캐싱 기법 제안
김세창·원재훈·고상원·전제민·김정선(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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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4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의 신뢰성 있는 비동기적
이미지 전송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선주호·권영완·박총명·이헌길·정인범(강원대)

P2.5-15 데이터 방송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위한 Virtual
Set Top Box
전제민·고상원·김세창·원재훈·김정선(한양대)

P2.5-16 디지털 전자액자를 위한 네트워크 적응적 스트리
밍 미디어 서비스 설계 및 구현
한우람·허난숙·박총명·서동만·정인범(강원대)

P2.5-17 크리켓 실내 위치 시스템에서 실시간 무인 로봇
위치 추정
유재봉·서정택·최헌식·박찬영(한림대)

P2.5-18 헬스케어 응용 서비스를 위한 이동 센서 네트워크
의 Healthcare Mobility Agent 모듈 설계
남진우·정영지(원광대)

P2.5-19 애드 혹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통합 라
우팅 기법 연구
고양우·이동만(ICU학교)

P2.5-20 USN을 적용한 강의실 조명 전원 관리 시스템
하은용·홍성모·이은철·최현진·손혁(안양대)

P2.5-21 IEEE 802.11네트워크에서 Proxy Mobile IPv6의
네트워크기반 이동성 감지 기법
김아람(고려대),한연희(한국기술교대),최현영·민

성기(고려대),유흥렬(KT)

P2.5-22 비컨 사용 멀티 홉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비컨
스케줄링 기법
박영균·남영진(대구대)

P2.5-23 IEEE802.16e 접근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기반 고
속 IPv6 핸드오버 기법
이욱재(고려대),한연희(한국기술교대),이효범·민

성기(고려대),정용배(KT)

P2.5-24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크로스 레이어 라우팅 프로토콜
유기훈·유대훈·최웅철·이승형·정광수(광운대)

P2.5-25 멀티 홉 멀티 라디오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상황
인지 지원을 위한 전송 특성 분석
진현석·고양우·이동만(ICU)

P2.5-2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상황기반의 커뮤니티 컴퓨
팅 모델을 위한 멤버 프레임워크
김한욱·김희수·이정태·김민구(아주대)

P2.5-27 RFID를 이용한 임베디드 MP3 플레이어 제어 미
니 웹서버 사용자 접근 인증
문일형·조동섭(이화여대)

P2.5-28 URL 리다이렉션 스팸 탐지 기법
백지현·김성권(중앙대)

P2.5-29 이질적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어댑터 체인 생성 기법
김병오·이경민·이동만(ICU)

P2.5-30 KT 용어 온토로지 구축
노덕근(KT),변동률·박순철(전북대)

P2.5-31 A Privacy Preserving Authentication Mechanism
for Wireless Mesh Networks
Md.Shariful Islam·Md.abdul Hamid·홍충선(경

희대)

P2.5-32 움직임 벡터 및 변이 벡터 예측 기법
이서영·신광무·김성민·정기동(부산대)

P2.5-33 H.264/AVC에서 MVP를 이용한 인터 예측 및 인
트라 정보를 고려한 빠른 모드 선택 기법
전성훈·강진미·김성민·정기동(부산대)

P2.5-34 우선순위 정책과 피드백 리소스 제어를 이용하여
적응적 QoS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
기법
이승만·김지민·유민수(한양대)

P2.5-35 스마트 홈 환경을 위한 관성 센서기반의 사용자
위치 추정 방법
심재호·김종훈·김태간(인하대),한승진(경인여

대),임기욱(선문대),이정현(인하대)

P2.5-36 H.264/AVC SVC에서 DCT 기반의 계층 간 잔여
신호 예측 구조
강진미·김성민·정기동(부산대)

P2.5-37 무선메쉬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통한 IEEE
802.11e의 실험적 성능분석
유재용·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P2.5-38 CoSlide 협업시스템을 위한 반응적 워크플로우
설계
박진호·김성훈·이홍창·이명준(울산대)

P2.5-39 웹데브 기반의 강좌관리 시스템 설계
박진호·박종문·신원준·이명준(울산대)

P2.5-40 SPEED-MAC: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MAC
프로토콜
이현준·이상훈·최린(고려대)

P2.5-41 IEEE 802.16j System의 VoIP 서비스를 위한 MAC
Layer에서 효율적인 업링크 스케쥴링 기법 및 성
능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도(성균관대/삼성전자),이태진(성균관대)

P2.5-42 FOTA에서 Scatter Loading의 최적화 방법 연구
이희영·조준동(성균관대)

P2.5-43 HDMI CEC를 이용한 기기간 제어 DVD Recor-
der 시스템
전상준·조대호(성균관대)

P2.5-44 WiMAX 망에서 효율적인 VoIP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헤더 압축 기법에 관한 연구
안영진·조규섭(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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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01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무인 감시 시스템
김승운·이성준·안광선(경북대)

P2.6-02 중간점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회로망 필기체 패
턴인식
소아람·신병석(인하대)

P2.6-03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선로 장애물 검출에 관한
연구
박기서·이대호·박영태(경희대),김길동·오세찬

(철도기술연구원),이준희(건아정보기술)

P2.6-04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한 열차 상태 판별기법
박기서·이대호·박영태(경희대),김길동·오세찬

(철도기술연구원),이준희(건아정보기술)

P2.6-05 조명 영상 합성을 통한 AAM피팅 성능 개선
이형수·김대진(포항공대)

P2.6-06 조명에 강인한 머리카락을 포함한 얼굴 영역 추출
방법
박성수·이형수·김대진(포항공대)

P2.6-07 연속적인 물체 추적과 감시를 위한 Block 기반 다
중 카메라들 간의 Hand-off 기술
김지만·김대진(포항공대)

P2.6-08 스테레오 매칭을 통한 시차맵 생성 및 홀 메우기
이범종·윤종현·박종승(인천대)

P2.6-09 데이터 분포에 기반한 유사 군집 선택법
김계현·최승진(포항공대)

P2.6-10 거리매칭에 기반한 다수로봇 위치추정
제홍모·김정태·김대진(포항공대)

P2.6-11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퍼지 규칙베이스 시
스템의 설계
김종율(동서대)

P2.6-12 변형된 EWA를 이용한 조감도 영상의 화질개선
양성모·김경환(서강대)

P2.6-13 영상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김성모·조지만·진민식·정의훈·최진구(한국산업

기술대)

P2.6-14 중성자 보안 검색 장치를 위한 신경망 기반의 ϒ-
스펙트럼 분류 방법
최창락·김지수·김수형(전남대),심철무(한국원자

력연구소)

P2.6-15 홍채인식을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이우진·변주령·강병길·배유석(한국산업기술대)

P2.6-16 3차원 얼굴 복원을 위한 그래프 컷 기반의 전경
물체 추출 방법
박안진·홍광진·정기철(숭실대)

P2.6-17 텍스타일 영상의 내용과 메타데이터의 결합을 통
한 검색
권혜영·김근하·김하얀·이경미·박우창·이은옥(덕

성여대)

P2.6-18 U-health 환경에 부합하는 통계기반의 질환 유무
판별 기법
송지수·한동수(ICU)

P2.6-19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은닉 마르코프 모
델을 이용한 특이 행동 인식 알고리즘
정창욱·강동중(부산대)

P2.6-20 감마 CT 영상재구성을 위한 반복적인 방법의 가
중치 함수비교
이나영·정성희·김종범·김진섭·김재호(한국원자

력연구원)

P2.6-21 가우시안 과정 분류를 위한 극단치에 강인한 학습
알고리즘
김현철(연세대),Zoubin Ghahramani(University

of Cambridge)

P2.6-22 한 장의 저해상도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의
생성방법
김응규·이도겸(한밭대)

P2.6-23 3차원 모퍼블 모델을 위한 고속 계층적 ICIA 알고
리즘
강봉남·최인호·성재원·김대진(포항공대)

P2.6-24 다중클래스 SVM을이용한효과적인손형태인식
변재희(덕성여대),남윤영(유비쿼터스시스템연구

센터),최유주(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P2.6-25 채색 분리를 이용한 그림 영상에서의 색변환 기법
곽정민·박찬우·문영식(한양대)

P2.6-26 MMAD와 SIFT를 이용한 디스패리티 맵 생성
신도경·문영식(한양대)

P2.6-27 스마트 홈에서의 TV 제어 시스템을 위한 손 제스
처 인식 방법
김대환·조상호·천영재·김대진(포항공대)

10월 27일(토)11:00-12:30 컴퓨터시스템 II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7-01 스마트 펜던트: 사람의 행동 인지와 위치 추적을
위한 지능형 디바이스
조용원(아주대),남윤영(유비쿼터스연구센터),김

태겸(아주대),김진형(유비쿼터스연구센터),조위

덕(아주대)

P2.7-02 SM-GUI: 그리드 기반의 XML 스키마 관리를 위

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강미란·정갑주·임상범·김동광(건국대)

P2.7-03 웹서버 및 디스패쳐의 상태 정보를 이용한 경험적
동적 부하 분산 기법(동국대)
구현우·홍영식

P2.7-04 웹 서비스 조합의 반자동화를 위한 피드백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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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박남준·한동수(ICU)

P2.7-05 모바일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의 구축: CPU레
벨 에뮬레이터의 개발
이제형·문수묵(서울대)

P2.7-06 플랫폼 기반 시스템 설계 방법론 제안 및 구현
윤덕용·기안도(서울대),유우석(㈜다이나릿),하순

회(서울대)

P2.7-07 HMI 소프트웨어 작업 특성을 고려한 분산제어시
스템 설계
이건우·지정훈·우균(부산대)

P2.7-08 Pyro를 사용한 지능형로봇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
경구축 사례연구
이병준·우균(부산대)

P2.7-09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복
구 기법
이승환·이태훈·정기동(부산대)

P2.7-10 실시간 EMS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이력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복선·김명지(한전KDN),김완홍·윤여준(한국

전력거래소)

P2.7-11 L4 기반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강화방법
박우람·나윤주·류준길·박찬익(포항공대)

P2.7-12 저작권 보호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설
계 및 구현

박미영·승현우(서울여대),이용훈(㈜호디)

P2.7-13 빠른 마운트와 복구를 지원하는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 설계
진종원·이태훈·정기동(부산대)

P2.7-14 ARENA를 이용한 멀티 에이전트 기반 응급 의료
시스템 시뮬레이션
노선택·이근상·최영근(광운대)

P2.7-15 ARM11MPCore에서 POSIX 쓰레드를 이용한
OpenMP 구현
이재원·전우철·하순회(서울대)

P2.7-16 모바일 센서차량을 위한 내장형 소프트웨어 설계
이주헌·이현승·송하윤·박준(홍익대)

P2.7-17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AODV 성능 분석
장재혁·최린(고려대)

P2.7-18 임베디드 리눅스에서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고려
한 실시간 통신 지원
진현욱·이상헌·윤연지(건국대)

P2.7-19 MCUP: 자원 제약하의 센서 노드를 위한 다중 수
준 코드 갱신 기법
이상호·민홍·김석현·조유근(서울대),홍지만(숭

실대)

P2.7-20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를 위한 낸드 플래시 메모
리 파일 시스템의 인덱싱 구조
이현철·김성조(중앙대)

10월 27일(토)11:00-12:30 HPC 제6공학관(제도관) 1층 전시장

P2.8-01 CFD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그리드 컴퓨팅 기반의
메타컴퓨팅 시스템
이건우·우균(부산대),강경우(백석대),권오경

(KISTI)

P2.8-02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기반의 고성능 연결 망
벤치마크
홍인표(고려대)

P2.8-03 웹서비스 자원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그리드 자원

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곽재혁·이필우(KISTI)

P2.8-04 PC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오픈 자원 명세 아카
이브 구축
윤준원·최장원·박찬열·이필우(KISTI)

P2.8-05 자발적 컴퓨팅 환경에서 P2P기반 작업분배기법
권경희·최장원(KISTI),이규철(충남대)



34 한국정보과학회 제34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논문발표자 색인

* 발표자 가나다순 정렬

* 인덱스 기호는 ‘발표형태/세션/발표분야/발표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O1.5-5 ⇒ O：구두발표,   1.：세션(I),   5：발표분야(정보통신 II),      5：발표순서

     P2.3-01 ⇒ P：포스터발표, 2.：세션(II),  3：발표분야(소프트웨어공학), 01：발표순서

논문발표자 색인

강경규 O1.3-3

강미란 P2.7-02

강미영 P2.4-14

강봉남 P2.6-23

강성재 P1.7-19

강양욱 O1.6-4

강영길 P2.4-08

강종구 O1.5-7

강진미 P2.5-36

강진범 O3.7-1

강필섭 P2.4-15

강필용 O3.3-7

고경은 O1.5-6

고경희 O2.2-5

고상원 P2.5-10

고양우 P2.5-19

고영중 O1.2-2

고중식 P1.7-08

공기석 P1.7-26

공기현 P1.1-14

공 신   P1.8-05

곽재혁 P2.8-03

곽정민 P2.6-25

곽창섭 O1.3-1

곽후근 O2.4-4

구영대 O2.5-2

구원교 O2.1-2

구현우 P2.7-03

권경희 P2.8-05

권성남 O2.7-3

권영완 P2.5-08

권오철 P1.6-06

권은희 P2.1-19

권혜영 P2.6-17

김건호 O3.5-6

김경덕 P2.2-12

김경호 P2.1-04

김계현 P2.6-09

김고은 P2.1-10

김권일 O1.5-2

김기동 P1.6-16

김기상 O3.5-4

김기수 P2.4-12

김나영 P1.3-01

김남중 O2.8-2

김남중 P1.7-47

김남호 P2.3-06

김대선 P1.7-38

김대환 P2.6-27

김동리 P2.3-05

김동문 P1.5-02

김동철 P2.2-06

김동혁 P2.5-01

김동훈 P1.4-05

김동희 P1.8-01

김 룡   P1.7-46

김명관 P1.2-03

김명관 P1.6-11

김명원 O3.4-4

김병오 P2.5-29

김병준 P1.7-18

김상수 P1.9-10

김상완 O2.7-5

김상희 P2.1-08

김성모 P2.6-13

김성완 O3.7-7

김성일 O2.5-5

김성진 O2.1-3

김성찬 O3.6-4

김성훈 P1.7-48

김세창 P2.5-13

김승운 P2.6-01

김아람 P1.9-11

김아람 P2.5-21

김영미 P2.3-02

김영수 O2.5-3

김완주 O3.3-4

김용덕 O2.6-3

김용진 O1.3-5

김은조 P1.7-28

김응규 P2.6-22

김의홍 P2.1-05

김익현 P1.11-03

김인환 O2.3-6

김재열 P1.9-13

김재원 P1.7-05

김재환 P1.7-30

김정식 P1.6-10

김정윤 P1.7-09

김정택 P1.7-21

김정훈 P1.8-09

김종경 P1.2-05

김종대 O3.1-4

김종욱 P2.5-11

김종율 P1.4-13

김종율 P1.7-24

김종율 P2.6-11

김종인 P2.2-14

김종진 P1.6-03

김종화 O1.6-1

김주배 P2.4-13

김준상 P2.1-14

김준철 O3.4-6

김지만 P2.6-07

김지성 O1.5-4

김진석 O2.7-4

김진수 P2.3-13

김철동 P1.5-03

김충곤 P2.1-17

김태연 O3.2-1

김하영 P1.1-03

김학수 P2.2-03

김한욱 P2.5-26

김한준 O3.2-4

김현석 O2.3-2

김현철 P1.7-25

김현철 P2.6-21

김혜정 P1.7-12

김 훈   O1.4-3

김희진 P2.3-22

나현숙 P1.10-03

남성혁 P1.2-01

남진우 P2.5-18

노덕근 P2.5-30

노선택 P2.7-14

노영주 P2.2-10

노영주 P2.2-11

노영주 P2.5-03

노홍찬 O3.1-3

도인환 O1.6-3

류경숙 O2.5-4

류동성 P1.8-06

류상현 P2.2-05

류재현 O2.3-7

류창건 O1.2-1

모노와 O1.4-6

무 쟁   O1.7-3

문석재 P2.1-13

문욱성 P1.3-05

문일형 P2.5-27

문홍구 P2.4-04

민준기 O2.6-7

민 홍   O3.6-7

박교현 P2.2-16

박기서 P2.6-03

박기서 P2.6-04

박남준 P2.7-04

박노열 P1.7-04

박동훈 P1.4-06

박미영 P2.7-12

박미화 P2.1-12

박병주 O1.5-3

박상현 P1.7-27

박선호 O3.7-5

박성수 P2.6-06

박세진 O3.6-3

박세희 O3.5-1

박수창 O3.4-1

박수창 O3.4-7

박수창 P1.7-11



KIISE 34th Fall Conference 35

논문발표자 색인

박승현 O2.2-4

박신조 P1.10-02

박안진 P2.6-16

박연희 O3.3-5

박영균 P2.5-22

박예슬 P1.8-11

박우람 P2.7-11

박윤경 P1.6-13

박정규 P1.9-18

박정우 O3.7-2

박정진 P2.4-17

박주영 P1.4-03

박진호 P2.5-38

박진호 P2.5-39

박찬희 P1.9-01

박창규 P1.9-16

박치현 P1.1-02

박한샘 O2.8-3

박한샘 P2.2-13

박해우 P1.9-07

박현철 P1.4-04

박희진 O3.4-3

배덕호 O3.1-2

배성재 O2.5-6

배성재 P2.4-07

백승철 P1.3-04

백지현 P2.5-28

백지혜 P1.7-33

변창현 P2.3-15

서동민 O1.1-4

서윤환 O1.2-3

서정민 P2.3-11

서종훈 P2.2-08

선주호 P2.5-14

소아람 P2.6-02

손석현 O2.1-4

손의성 P2.2-15

손지성 O1.1-2

송세준 P2.2-04

송세현 P1.8-08

송자영 O2.4-6

송준영 P1.1-05

송지수 P2.6-18

송진오 P1.8-04

송혜경 O2.4-2

쇄리프 P2.5-31

신광무 O3.4-5

신도경 P2.6-26

신동욱 P1.4-01

신승찬 P2.5-09

신승철 P1.11-02

신승호 O3.3-3

신영주 P1.6-01

신재호 P1.11-01

신현석 P2.3-04

신형종 P1.9-14

심유석 P2.3-12

심재호 P2.5-35

심효기 O3.1-1

안광수 P1.9-20

안민영 P1.1-18

안소진 P2.4-03

안영진 P2.5-44

안윤경 P1.11-05

안은주 P1.1-16

안종훈 P1.4-08

안준선 P1.1-07

안현섭 P1.6-08

양석환 O2.3-3

양성모 P2.6-12

양성익 O2.8-6

양종원 P2.1-06

양회석 O2.7-2

엄성현 O2.3-1

엄재홍 O3.7-4

오동현 O3.2-3

오세윤 P1.8-07

오용철 P1.11-04

온진호 P1.9-09

왕정석 P2.4-10

우부재 O1.5-1

우부재 P1.7-14

우부재 P1.7-15

우부재 P1.7-16

우부재 P1.7-17

원재훈 P2.5-07

유기훈 P2.5-24

유예신 P1.9-08

유재봉 P2.5-17

유재용 P2.5-37

유제영 O2.2-1

유태경 O3.6-1

윤덕용 P2.7-06

윤상호 P1.9-04

윤영직 P2.4-11

윤영효 P1.7-07

윤종필 P2.5-02

윤종현 O3.5-3

윤준원 P2.8-04

윤태복 P1.5-01

윤필중 P1.7-29

이강석 P1.1-06

이건우 P2.7-07

이건우 P2.8-01

이경효 P2.4-02

이광조 P2.5-05

이광조 P2.5-06

이기성 O3.6-5

이나영 P2.6-20

이남기 P1.7-13

이민규 O1.7-1

이범석 O2.1-1

이범선 P1.7-22

이범종 P2.6-08

이병준 P2.7-08

이병희 P1.6-02

이사오 P1.1-08

이상규 P2.4-06

이상준 O1.1-3

이상준 P1.1-10

이상현 O2.6-6

이상호 O2.3-8

이상호 P2.7-19

이서영 P2.5-32

이선영 O1.3-2

이선희 P1.1-01

이승도 P2.5-41

이승만 P2.5-34

이승용 O1.3-6

이승철 P1.1-12

이승환 P2.7-09

이영설 P1.4-09

이영설 P2.2-09

이우진 P2.6-15

이욱재 P2.5-23

이윤경 P2.1-09

이은묵 O2.7-6

이인용 P2.4-05

이재민 P1.1-11

이재우 P1.9-12

이재원 P2.7-15

이재윤 P1.8-13

이재정 O2.2-3

이재현 P1.7-34

이재훈 P1.4-14

이재흥 O2.3-4

이정화 P2.1-02

이제형 P2.7-05

이제훈 P2.4-09

이종석 O3.3-1

이종연 P2.1-15

이좌형 O3.4-2

이준기 O2.2-2

이준배 P1.8-14

이준훈 P1.9-05

이지형 P1.9-21

이진주 O2.5-1

이창열 O2.8-1

이창우 O3.5-5

이창호 P2.3-19

이채석 P1.7-31

이철희 P2.3-09

이탁기 O2.5-7

이태호 P1.7-37

이택헌 O2.6-2

이풍석 P2.3-10

이현승 O3.1-5

이현승 P1.7-44

이현승 P1.7-45

이현승 P2.7-16

이현준 P2.5-40

이현철 P2.7-20

이형수 P2.6-05

이혜경 O2.8-4

이혜찬 O1.4-7

이홍창 P1.7-40

이효정 O1.6-5

이희영 P2.5-42

이희원 P2.3-03

임성수 P1.4-10

임수정 O2.8-5

임재윤 P1.6-15

임종현 P2.3-14

임종호 P2.3-18

임형준 P1.1-17

임화정 O1.4-4

장복선 P2.7-10

장수민 P1.1-19

장우석 P1.4-12

장재혁 P2.7-17

장진근 P1.9-06

장진근 P2.1-01

장철진 O2.6-1

전병길 O1.6-6

전봉진 O2.6-8

전상준 P2.5-43



36 한국정보과학회 제34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논문발표자 색인

전성훈 P2.5-33

전 야   O1.4-5

전은국 P2.4-16

전재웅 O1.3-4

전제민 P2.5-15

정동원 P1.1-04

정병근 P1.6-05

정수정 P2.1-16

정승환 P1.9-17

정승희 O1.1-6

정윤선 P1.6-12

정재균 P1.7-42

정진미 P1.6-14

정진철 P1.6-09

정찬백 P1.4-02

정창욱 P2.6-19

정철희 P1.8-12

정한민 O3.7-3

정한민 P2.2-01

정한영 P1.7-06

정혜령 P2.3-21

정휘성 P1.2-04

제홍모 P2.2-07

제홍모 P2.6-10

조국래 P1.1-13

조보호 O3.5-2

조영복 P1.6-04

조영태 P1.7-20

조용원 P2.7-01

조은영 O2.7-1

조준성 P1.8-02

조지은 O1.4-2

조혜경 P2.3-01

조호진 P2.3-17

주영표 P1.9-02

주한규 P1.6-07

지정훈 O1.7-2

지충원 P2.5-04

진민숙 O1.4-1

진민숙 P1.7-23

진종원 P2.7-13

진현석 P2.5-25

진현욱 P2.7-18

차승준 P2.1-18

차영환 P2.1-11

채광주 O2.1-5

채상윤 P1.7-41

천대원 P1.7-43

천영재 O2.6-4

최상희 P1.10-01

최석우 P1.11-06

최승진 P1.7-35

최영환 O2.4-1

최영환 O2.4-7

최영환 P1.7-01

최영환 P1.7-02

최영환 P1.7-03

최유주 P2.2-02

최유주 P2.6-24

최유희 P2.3-08

최은석 P1.9-19

최은석 P2.4-01

최은영 P2.3-07

최인호 O2.6-5

최재홍 P1.1-09

최주원 P1.3-03

최지훈 P1.8-10

최창락 P2.6-14

최현식 O1.1-5

최형규 O2.4-5

최형규 O3.6-2

최홍준 O2.3-5

최희주 P2.2-17

탁경현 O1.1-1

하옥균 O3.6-6

하용범 P1.9-03

하은용 P2.5-20

하홍전 P1.7-36

한경훈 P2.1-07

한명훈 P1.8-03

한상용 P1.3-02

한소연 P2.3-16

한 수   P1.9-15

한우람 P2.5-16

한윤희 P2.1-03

한정석 O1.5-5

한주연 P1.1-15

한찬규 O3.3-2

한창환 P2.5-12

허선회 O2.4-3

허지혁 P1.7-39

현승일 P1.7-32

현우석 P1.4-07

현우석 P1.4-16

홍민우 O3.2-2

홍인표 P2.8-02

홍진혁 O1.2-4

홍진혁 P1.2-02

홍현술 P2.3-20

황경순 P1.4-15

황금성 O3.7-6

황금성 P1.4-11

황대복 O1.6-2

YOOChulCh O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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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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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2007년 10월 1일(월) ~ 22일(월)까지

현장등록

2007년 10월 26일(금) ~ 27일(토)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정회원 80,000원 100,000원

비회원 130,000원 150,000원

*** 안내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토요일) 1매가 제공됩니다 * 논문집 구입은 별도 신청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논 문 집

구 분 분 야

A Oral 발표논문(전분야)

B 바이오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전산교육시스템·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HPC

C 데이타베이스·언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인공지능·컴튜터비젼 및 패턴인식·프로그래밍 언어

D 정보보호·정보통신

*** 안내

1. 학술대회 논문집 권당 8,000원 (동일 논문집 복수신청 및 현장에서 추가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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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등록시 논문지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참가비

*** 안내

1. 학술대회 참가자는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튜토리얼 자료집(유인물) 각 3,000원

연구회 행사 참가비

등록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일반) 비회원(학생)

사전등록 10,000원 20,000원 25,000원 15,000원

현장등록 15,000원 25,000원 30,000원 20,000원

2) 연락처

학회사무국 : T.02-588-9246,7 F.02-521-1352
E-mail:kiise@kiise.or.kr   http://www.ki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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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교통/숙박 안내

 공항에서 오시는 방법

✔ 버스-지하철: 국내선 청사 앞에서 좌석버스 307번 탑승 후 ‘대동병원’에서 하차->

                지하철 1호선 ‘동래역’에서 노포동행 열차 탑승 후 ‘부산대앞역’에서 하차

                    예상소요시간: 90분 / 요금:1,400원(버스) +1,100원(지하철)

✔ 버스-버스 :  국내선 청사 앞에서 좌석버스 307번 탑승 후 ‘만덕교차로’에서 하차 -> 

                ‘만덕교차로’에서 일반버스 121번 탑승 후 ‘부산대학정문’에서 하차 

                예상 소요시간: 96분 / 요금: 1,400원(좌석버스) +1,000원(일반버스) 

 부산역에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1호선 ‘부산역’에서 노포동행 열차 탑승 후 ‘부산대앞역’에서 하차 

                 예상 소요시간: 29분 / 요금: 1,300원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1호선 ‘노포동역’에서 노포동행 열차 탑승 후 ‘부산대앞역’에서 하차 

                 예상 소요시간: 19분 / 요금: 1,100원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2호선 ‘사상역’에서 장산행 열차 탑승 후 ‘서면역’에서 하차 -> 

                 지하철 1호선으로 노포동행 열차 환승 후 ‘부산대앞역’에서 하차 

                 예상 소요시간: 42분 / 요금: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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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 숙박업소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객실료

동래농심호텔(1급) 051-550-2100~3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7-7번지  

천일온천호텔 051-553-8192, 558-1990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42번지 40,000

녹천호텔 051-553-1005, 553-9331  부산 동래구 온천1동 96-10번지 48,000

현대온천호텔 051-556-5199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42-15번지 25,000

몽블랑호텔 051-507-0801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64-4번지
30,000

~50,000

금강국민호텔 051-554-3235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4번지 40,000

동방온천관광호텔 051-552-9511  부산 동래구 온천1동 210-82번지 45,000

* 위 숙박업소들은 부산대에서 10~15분 거리 위치.

* 자체 온천 시설 이용 가능, 각 숙박지에 문의 요함

◆ 부산대 주변음식점

1. 대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387-14  전 화: 051-518-2523

[가격정보] 갈비탕-6,000 항아리 수제비-6,000 굴 국밥-6,000

2. 전주 콩나물 국밥 - 콩나물 국밥, 콩나물 비빔밥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18-25 코코레지던스 1층

[가격정보] 콩나물 국밥-5,000 콩나물 비빔밥-5,000

3. 청마루 뼈다귀 해장국 -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 돼지불고기 및 낙지볶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263-78 전 화: 051-515-2802

[가격정보] 해장국-3,000 매운돼지불고기-3,000 감자탕(대)-15,000 감자탕(소)-10,000 정식(된장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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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개)-2,500

4. 천지인 - 한정식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전 화: 051-515-0012

[가격정보] 보쌈(대)-25,000 보쌈(중)-17,000 보쌈정식-6,000 시골밥상-6,000

5. 등촌 샤브샤브 - 샤브샤브, 칼국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14-26 전 화: 051-513-7965

[가격정보] 소고기샤브샤브-5,500 상추샤브샤브-7,000

6. 평산면옥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3동 304-1 전 화: 051-512-8001

[가격정보] 물냉면-5,000 비빔냉면-5,000

7. 이귀남 찜닭 - 찜닭

주 소: 부산광역시 ramwjdrn 장전동 403-10 전 화: 051-582-3345

[가격정보] 이귀남 찜닭 한 마리-20,000 반마리-13,000 낙지 찜닭 한 마리-26,000 인삼 찜닭 한 마리

-29,000

8. 서울깍두기 - 설렁탕, 곰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13-20 전 화: 051-582-9005

[가격정보] 설렁탕-5,000 꼬리곰탕-5,500 따로설렁탕-5,500

9. 장원손 - 정식, 양식, 비빔밥 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25-1 전 화: 051-517-2506

[가격정보] 이탈리아 돈까스-4,000 롤 치즈 돈까스-5,000 불닭볶음밥-3,500 돌솥비빔밥-3,000 새우크림알

밥-4,000 참치알밥-3,000 불고기정식-3,500

10. 효원 낙지 불고기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400-40 전 화: 051-516-8987

[가격정보] 낙지볶음-3,500 불고기볶음-3,500 낙지 불고기 볶음-3,500

11. 놀부 부대찌개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22-3 전 화: 051-582-0861

[가격정보] 놀부부대찌개-5,500 흥부부대전골-6,000 쇠고기철판구이-12,000 주꾸미스파게티철판구이

-10,000 소시지구이-10,000 물냉면-4,500

12. 명동 칼국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424-2 전 화: 051-514-7577

[가격정보] 해물칼국수-3,000 왕만두국-3,000 

13. 봉추찜닭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3동 419-28

전 화: 051-517-9381

[가격정보]

안동찜닭(한마리-22,000 안동찜닭(한마리반)-30,000 봉추 삼계탕-9,000

14. 니코니코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3동 293-173

전 화: 051-516-9114

[가격정보]

롤 하와이안-9,000 롤 아보카도-8,000 롤 티엔티-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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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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