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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Workshop 12.18(목) 

슈퍼컴퓨팅 최근 연구 동향 워크샵 12.18(목) 

사물인터넷연구회 창립총회 및 워크샵 12.18(목)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만남 12.18(목) 

데이터베이스 연구동향 워크샵 12.19(금)



12.18(목) 호텔 2 층 호텔 3 층

세미나실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
몬드 I

다이아
몬드 II

에머
랄드 루비 I 루비 II 토파즈

I
토파즈

II
토파즈

III

09:40-10:00 　 　
O1.1
정보
통신

I
　
　
　

　
O1.2

데이터
베이스

I
　
　

T1.1
대용량 
텐서

마이닝 : 
알

고리즘
과

응용
-강유
(한국
과학

기술원) 

O1.3
컴퓨터
시스템

I
　

O1.4
언어
공학
　
　

O1.5
고성능
컴퓨팅

O1.6
정보
보호
　
　
　
　
　

　
O1.7

모바일
응용 

시스템
　

　
O1.8
인공
지능

I

10:00-10:20
Poster I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O1.9
국방

소프트
웨어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S1.1
3D

Printing
 Work
shop
　
　
　
　
　
　
　

　
S1.2
슈퍼

컴퓨팅
최근
연구
동향

워크샵
　
　
　
　
　
　
　
　
　

　 　
O2
인공
지능

II
　

13:00-13:30
Poster II W1.1

기계
학습
센터 
기술 
공유 

워크샵
* 

Closed
　
　
　

W1.3
빅 

데이터
마이닝

을
위한

소프트
웨어
원천 
기술
개발 

과제의
동계 

워크샵
　
　
　
　
　
　
　

　
S1.4

모바일
과

사물
인터넷

의
만남
　
　
　
　
　

13:30-13:40
S1.3
사물

인터넷
연구회
창립
총회
및 

워크샵
　
　
　
　
　
　
　

13:40-14:00

14:00-14:20
T1.2

뇌-컴퓨
터

인터페
이스
기술

-전성찬
(광주
과학

기술원) 
　
　
　

14:20-14:40 　

14:40-15:00 　 　

15:00-15:20 　 　
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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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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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earch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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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Poster III

15:40-16:00

16:00-16:20 기계학습
연구회
창립 
행사 16:20-16:40

16:40-17:00 　 　

17:00-17:20 　 　 인공지능
소사이어

티
총회

　 　

17:20-17:40 　 　 　 　

17:40-18:00 　 　 　 　

18:00-18:10 　 　 　 　 　

18:10-18:40 리셉션 / 장소 - 볼룸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정표

◘ 12월 18일(목), 휘닉스파크

► 등록: 호텔 2층 로비     ► 중식장소: 센터프라자(풍경마루)



12.19(금) 호텔 2 층 호텔 3 층

세미나실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
몬드 I

다이아
몬드 II

에머
랄드 루비 I 루비 II 토파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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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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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09:00-09:20 　 　 　
W2.1

차세대
정보

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

연구단
교류회

* 
Closed

　

O3.1
데이터
베이스

II

　 　
T2.3
멀티

미디어
시스템

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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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송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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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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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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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3

대규모 
계산
처리

서비스 
기술

개발및
활용

워크샵
　
　
　

09:40-10:00 　 　
T2.1

Introduc
tion

to Big 
Data

-우종욱
(California 

Univ.)　

C1
특별
세션 I
- 최신
연구

소개(1)
　
　

10:00-10:30
Poster IV W2.2

SW
교육
혁신
포럼

* 
Closed

　

10:30-10:40

10:40-11:00

11:00-11:20
　

S2.2
데이터
베이스
연구
동향

워크샵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Poster V

　 　 　

13:00-13:20 W3 
삼성
전자
TIZEN 
워크샵

　
C2.1

논문지
편집

위원회
연구
윤리

워크샵
　

C2.2
특별

세션 II
- 

산업체
최신
연구
소개

T3
Displaying
Mathema

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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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일
(Notre 

dame of 
Maryland 

Univ.) 

C2.3
특별
세션 I
- 최신
연구

소개(2)
　

O4.1
정보
통신

II
　
　
　

　 　
O4.3

컴퓨터
시스템

II
　
　

13:20-13:40

13:40-14:00 　
O4.2

소프트
웨어
공학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C3 초청강연 / 장소 - 볼룸 
 R&D 패러다임 변화와 2015 년   ICT R&D 정책 방향, 이상홍 센터장(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5:40-16:00

16:00-16:20
C4 개회식&기조연설 / 장소 - 볼룸

E3: Embedded Systems Everywhere for Everyone, 신강근 교수(미시간대)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30 　 　 　 　

17:30-17:40
정기총회 / 장소 - 다이아몬드룸

17:40-18:00

18:00-18:10 　 　 　 　

18:10-18:40
뱅킷 / 장소 - 다이아몬드룸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정표

◘ 12월 19일(금), 휘닉스파크

► 등록: 호텔 2층 로비     ► 중식장소: 센터프라자(풍경마루)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정표

◘ 12월 20일(토), 휘닉스파크

► 등록: 호텔 2층 로비     

12.20(토) 호텔 2 층

세미나실 다이아몬드 I 다이아몬드 II 루비 I 루비 II

09:00-09:20

　
O5.1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

I
　
　
　
　

　
O5.2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

II
　
　
　
　

　
　

T4.2
재구성형
멀티코어 
프로세서
설계 기술 

동향
-김윤진

(숙명여대)
　
　
　

09:20-09:40 　

09:40-10:00 　

10:00-10:20 　
T4.1

예비 창업을 
위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이재원(한국정

보화진흥원)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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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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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2월 18일~20일 삼일간 강원도, 휘닉스파크에서 개

최합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15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충고와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6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해외석학이신 

신강근 교수의 기조연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이상홍 센터장의 초청강연, 정보과학분야의 핫 

이슈를 다룬 튜토리얼을 준비하였으며, 분과 워크샵으로 3D Printing Workshop, 슈퍼컴퓨팅 최근 

연구 동향, 사물인터넷연구회 창립총회 및 워크샵,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만남, 데이터베이스 연구

동향 워크샵이 개최되며, 국책과제 수행 연구단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협력 워크샵 6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가 정보과학 및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학계, 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원, 조직위원, 프로그램위원과 정보

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신 관련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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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기(한국기술교대)
박능수(건국대)
박상수(엠에이)
박성배(경북대)
박영호(숙명여대)
박종현(충남대)
박진아(KAIST)

강승식(국민대)
강현규(건국대)
고응남(백석대)
권동섭(명지대)
김경덕(위덕대)
김동형(한양여대)
김민수(DGIST)
김상진(한국기술교대)
김승욱(서강대)
김원태(ETRI)
김의순(국방연구원)
김재훈(해양대)
김정태(목원대)
김종익(전북대)
김진수(성균관대)
김학수(강원대)
나승훈(부산외대)
남범석(울산과기대)
노병희(아주대)
문미경(동서대)
민  홍(호서대)
박대용(연세대)
박상원(한국외대)
박성용(서강대)
박인규(인하대)
박준상(홍익대)
박태준(DGIST)

강신재(대구대)
경민호(아주대)
고인영(KAIST)
권준호(부산대)
김경중(세종대)
김동호(숭실대)
김병창(대구가톨릭대)
김세화(한국외대)
김승천(한성대)
김윤희(숙명여대)
김인중(한동대)
김정민(대진대)
김정현(고려대)
김준태(동국대)
김철기(항공대)
김한준(서울시립대)
나중찬(ETRI)
남양희(이화여대)
노웅기(가천대)
문양세(강원대)
박경주(중앙대)
박동주(숭실대)
박상현(연세대)
박수진(서강대)
박재성(수원대)
박준석(인하대)
박혁로(전남대)

강지훈(충남대)
고병철(계명대)
고재필(금오공대)
권혁철(부산대)
김남윤(한성대)
김무섭(ETRI)
김병철(충남대)
김수형(전남대)
김신규(삼성전자)
김응규(한밭대)
김인철(경기대)
김정선(한양대)
김종국(고려대)
김중욱(항공우주연구원)
김철연(경원대)
김한준(포항공대)
나중채(세종대)
노동건(숭실대)
노원우(연세대)
민덕기(건국대)
박기웅(대전대)
박민규(건국대)
박상훈(동국대)
박수현(동서대)
박정흠(가톨릭대)
박지숙(서울여대)
박현규(육군군수사령부)

대회 조직

대 회 장

 ■ 대 회 장 김종권(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김진호(강원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 위    원 강태원(강릉원주대학교)
김학수(강원대학교)
이창기(강원대학교)
정영준(강원대학교)
최황규(강원대학교)

김만배(강원대학교)
문양세(강원대학교)
이형봉(강릉원주대학교)
최미정(강원대학교)
한문석(강릉원주대학교)

김상경(강릉원주대학교)
이상민(강원대학교)
이형원(강릉원주대학교)
최형진(강원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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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민(상명대)
백상헌(고려대)
서진욱(서울대)
송오영(세종대)
신동군(성균관대)
신일훈(서울산업대)
안상철(KIST)
염헌영(서울대)
오유수(대구대)
옥철영(울산대)
유기영(경북IT대)
유환조(포항공대)
윤회진(협성대)
이공주(충남대)
이명호(명지대)
이상근(고려대)
이상환(국민대)
이성원(경희대)
이영민(서울시립대)
이원준(고려대)
이은서(안동대)
이장수(원자력연구원)
이정륜(중앙대)
이정현(숭실대)
이춘화(한양대)
임상범(건국대)
임지영(한국성서대)
장  윤(세종대)
정성원(서강대)
정임영(경북대)
정한민(KISTI)
조선화(강원대)
조은숙(서일대)
조희승(전북대)
차  신(슈어소프트테크)
최광훈(연세대)
최수미(세종대)
최웅철(광운대)
최정주(아주대)
한동국(국민대)
허준영(한성대)
황선태(국민대)
황호영(한성대)

박희진(한양대)
백종문(KAIST)
성민영(서울시립대)
송창근(한림대)
신봉기(부경대)
신현준(아주대)
양정진(가톨릭대)
오경수(숭실대)
오일석(전북대)
우운택(KAIST)
유민수(한양대)
윤성로(서울대)
윤효석(KETI)
이관우(한성대)
이민수(이화여대)
이상용(공주대)
이상훈(국방대)
이수안(강원대)
이영석(한양대)
이윤진(아주대)
이은정(경기대)
이재길(KAIST)
이정원(아주대)
이종호(국방기술품질원)
이현아(금오공대)
임순범(숙명여대)
임  혁(GIST)
전제현(삼성탈레스)
정성호(한국외대)
정진규(성균관대)
정한유(부산대)
조성래(중앙대)
조장우(동아대)
진성일(충남대)
차정원(창원대)
최대선(ETRI)
최아영(삼성전자)
최원익(인하대)
최종무(단국대)
한연희(한국기술교대)
홍도원(공주대)
황순욱(KISTI)

반성범(조선대)
서의성(성균관대)
손경아(아주대)
송하주(부경대)
신상욱(부경대)
심정섭(인하대)
양희덕(조선대)
오성회(서울대)
오재철(순천대)
원유집(한양대)
유영환(부산대)
윤용익(숙명여대)
이경우(연세대)
이동명(동명대)
이상곤(전주대)
이상웅(조선대)
이석원(아주대)
이수원(숭실대)
이영호(목포대)
이윤호(영남대)
이인권(연세대)
이재호(서울시립대)
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
이창건(서울대)
이호준(영동대)
임유진(수원대)
임현일(경남대)
정교일(ETRI)
정순기(경북대)
정진만(한남대)
정해덕(한국성서대)
조성배(연세대)
조진성(경희대)
진승헌(ETRI)
채흥석(부산대)
최선웅(국민대)
최영준(아주대)
최유주(한독미디어대)
추현승(성균관대)
한욱신(경북대)
홍순좌(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황인극(공주대)

반효경(이화여대)
서재현(목포대)
송민석(인하대)
송황준(포항공대)
신인식(KAIST)
안동언(전북대)
엄현상(서울대)
오세진(LG전자)
오혜연(KAIST)
유관희(충북대)
유재수(전북대)
윤현수(KAIST)
이경한(울산과학기술대)
이동호(한양대)
이상규(숙명여대)
이상준(숭실대)
이선민(삼성종합기술원)
이영구(경희대)
이우진(경북대)
이  융(KAIST)
이임영(순천향대)
이재훈(동국대)
이정진(숭실대)
이창기(강원대)
이환용(경북대)
임을규(한양대)
장세이(삼성전자)
정성우(고려대)
정승도(한양사이버대)
정태선(아주대)
조병인(국방과학연구소)
조성제(단국대)
조혜영(KISTI)
진현욱(건국대)
최광남(중앙대)
최성곤(충북대)
최용훈(광운대)
최재영(숭실대)
하재철(호서대)
한  혁(동덕여대)
홍헬렌(서울여대)
황호영(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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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16:00~17:20

❑ 장 소 : 휘닉스파크 호텔(2층) 볼룸

사회 : 한정현 부회장(고려대 교수)

⁍ 국민의례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김 종 권

⁍ 시  상

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

   -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제41회 동계학술발표회 (최)우수논문상

⁍ 공지사항

⁍ 폐 회

수상자 명단

*1~3번은 Banquet에서 시상함.

1. 공로상
김영봉(부경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이성환(고려대학교)

안기중(제주대학교)

2. 가헌학술상 이승용(포항공과대학교)

3. 기술상 민경오(LG전자)

4.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이민우(강원대학교)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김대진(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손인국(충북대학교)

5. 연구재단 우수논문상 류석영 교수(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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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발표순서 제목 저자

1 건설환경 IT 융합 P1.1-06
예지 분석을 위한 실시간 빅데이터 
스트림 처리

김성수･원종호(ETRI)

2 고성능컴퓨팅 O1.5-01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 기반의 대규모 
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동적 계산자원 
관리 기술 연구

노승우･김직수･김상완･김서영･
황순욱(KISTI)

3 고성능컴퓨팅 O1.5-04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 
설계

최지은･안윤선･송지현･김윤희
(숙명여대)

4 고신뢰컴퓨팅 P1.3-02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모바일 
기기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업 분할 
기법

민홍(호서대), 정진만(한남대), 
허준영(한성대)

5 국방소프트웨어 O1.9-01
L-V-C 실현을 위한 HLA 와 DDS 간 
유사성 분석 및 API 매핑

조건륜･김종권(서울대)

6 국방소프트웨어 O1.9-04
무기체계 내장형 SW 소스코드 
품질확보에 관한 연구

권경용･주준석･김태식･오진우･
백지현(국방기술품질원)

7 데이터베이스 O1.2-03
스마트 환경에서 행위 인식을 위한 센서 
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구성도･손경아(아주대)

8 데이터베이스 O1.2-05 주성분 분석의 안전한 다자간 계산 
김상필･길명선･문양세(강원대), 
원희선(ETRI)

9 데이터베이스 O1.2-06
대용량 RDF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위해 간선 절단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그래프 재분할 기법

김천중･김재구･윤수용･임종태･
복경수･유재수(충북대)

10 데이터베이스 O3.1-01
공간 소셜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블로그 
데이터의 맵리듀스 기반 공간 집계 
알고리즘

조현구･남광우･양평우･유기현
(군산대)

11 데이터베이스 O3.1-02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한 코돈 기반의 3 차원   
인코딩 기법

손정곤･연문숙･정병수(경희대)

12 데이터베이스 O3.1-03 소셜 카테고리 기반 유튜브 추천 시스템 유소엽･정옥란(가천대)

13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1.7-02
무선 다중 홉 환경을 위한 기여도 기반의 
기회적 플러딩 기법

변승규･서형윤･김종덕(부산대)

14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1.7-06
Distributed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Code Offloading in Mobile 
Fog

Md. Golam Rabiul Alam ･
Tran Hoang Nguyen ･
Do the Cuong ･ Pham Chuan ･
Sarder Fakhrul Abedin ･
Anupam Kumar Bairagi ･
Rim Haw ･Choong Seon Hong 
(경희대)

15 모바일응용및시스템 O1.7-07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NANS 기술의 
제어 방법

권오철･최환석･이창건(서울대)

16 소프트웨어공학 O4.2-01
버그 리포트를 이용한 버그 정정 시간 
추정

권기문･진광희･이병정
(서울시립대)

17 소프트웨어공학 O4.2-02
Use Case Points 편차를 줄이기 위한 
Use Case Granularity 정제 방법에 대한 
연구

허령･서영덕･백두권(고려대)

18 언어공학 O1.4-03
동적 윈도우를 갖는 조건부확률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규칙의 재현율 향상

최현수･권혁철･윤애선(부산대)

5. 제41회 동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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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언어공학 O1.4-04 딥 러닝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
이창기(강원대), 
김준석･김정희(네이버랩스), 
김현기(ETRI)

20 언어공학 O1.4-05 딥 러닝에 기반한 한국어 품사 태깅 나승훈(부산외대), 정상근(SKT)

21 인공지능 O1.8-01 혼합 공간 추론 알고리즘의 설계 남상하･김인철(경기대)

22 인공지능 O1.8-02
블로그 포스팅을 이용한 방송 콘텐츠 
영상의 타임라인 단위 태그 클라우드 
생성

손정우･김화숙･김선중･조기성
(ETRI)

23 인공지능 O2-01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최신전략에 관한 
고찰

박주영･임정동･이원부･지승현･
성기훈(고려대), 
최수길･한승완(ETRI)

24 인공지능 O2-02
스마트 TV 제어를 위한 거리 변화에 
따른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 분석

박희진･김근태･원동옥･이성환
(고려대)

25 인공지능 O2-03
Actionlet Gradient 를 이용한 휴먼 상호 
행동 인식

박세호･조남규･이성환(고려대)

26 인공지능 O2-04
보행 방향과 상태 분석을 위한 가우스 
스위칭 과정

신봉기(부경대)

27 전산교육시스템 P3.3-01
육각형 셀기반 모의해킹 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보안 학습교구 개발

고영해(제주하도초, 제주대), 
박남제(제주대)

28 정보보호 O1.6-02
SMS 스팸 탐지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구축 기법

정시현･노기섭(서울대), 
오하영(숭실대), 김종권(서울대)

29 정보보호 O1.6-03
SURF 를 이용한 멀티 카메라의 뷰 
동기화 방법

남승수･홍도원･서창호(공주대)

30 정보보호 O1.6-04
함수 수준의 구조적 특징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탐지

김동진･조성제(단국대)

31 정보보호 O1.6-05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유용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반의 안전한 
익명화 기법

황치광･홍충선(경희대)

32 정보통신 O1.1-01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적응적 대체 
경로를 이용한 위치 기반 라우팅 기법

윤수용･김재구･김천중･윤상원･임
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33 정보통신 O1.1-02
Enhanced multi-channel MAC 
protocols in Wireless Ad hoc 
Networks

Duc Ngoc Minh Dang ･
Tra Huong Thi Le ･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34 정보통신 O1.1-03
Cooperative Neighbor Discovery in 
Dynamic Spectrum Access Networks

Zaw Htike ･ Thant Zin Oo ･
Kyi Thar ･ Choong Seon Hong
(경희대)

35 정보통신 O4.1-01
Data Offloading in Two-Tier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Stackelberg Game Based Approach

Tai Manh Ho ･
S.M Ahsan Kazmi ･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36 정보통신 O4.1-02
Secure Transmission of Bio-sensor 
Images for Ubiquitous Healthcare

Anupam Kumar Bairagi･Md. 
Golam Robiul Alam･Choong 
Seon Hong(경희대)

37 정보통신 O4.1-03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맞춤형 분석 
기반 Hybrid 메시지 전송 기법

봉재식･김용현･허의남(경희대)

38
컴퓨터그래픽스및상
호작용

O3.2-01 풍파와 너울에 대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박세길(KAIST, KRISO), 
오재용(KRISO), 박진아(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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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컴퓨터그래픽스및
상호작용

O3.2-02 텍스트 영상에서의 디포커스 블러 제거 강형석･이승용(포항공대)

40
컴퓨터그래픽스및
상호작용

O3.2-03
구면 파노라마 영상 좌표계에서 위치에 
따른 물체의 와핑

김보성･박종승(인천대)

41 컴퓨터시스템 O1.3-01
홈 클라우드 서버의 성능 향상을 위한 
SSD 캐싱

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42 컴퓨터시스템 O1.3-02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에서 블룸 
필터를 활용한 배드 블록 관리 기법의 
주소 변환 성능 개선

김홍석(SKT), 
김기준･민상렬(서울대)

43 컴퓨터시스템 O1.3-03
더티 블록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적응적인 최종 계층 캐시 블록 교체 정책

방덕준･기민관･박기호(세종대)

44 컴퓨터시스템 O1.3-04
SIFT 이진화 후-검증 방법을 이용한 
근-복사 이미지 검출 시스템 구현

이유진･낭종호(서강대)

45 컴퓨터시스템 O1.3-0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실시간 
성능 제어 및 모니터링 툴

정노현･차호정(연세대)

46 컴퓨터시스템 P2.6-16

MADE(Min-hash Assisted 
Delta-compression Engine): 델타 압축 
기반의 NAND 플래시 저장장치의 내구성 
향상 기법

권혁준･김도현･박지성･김지홍
(서울대)

47 컴퓨터시스템 P3.6-11 로그 인지 플래시 변환 계층 김동욱･강수용(한양대)

48 컴퓨터시스템 P4.5-05
페이지 캐시를 위한 바이트 단위의 PCM 
성능 분석

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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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

12.19(금) 17:30~18:00, 휘닉스파크 다이아몬드

사회 : 한정현 부회장(고려대 교수)

⁍ 국민의례

⁍ 성원보고

⁍ 전회의록 접수

⁍ 사업실적 보고

⁍ 의안심의

1) 2014도 예산결산(안)

2) 임원선거규칙 개정(안)

3) 차기임원선출(안)

4) 2015도도 사업계획(안)

5) 2015년도 수지예산(안)

⁍ 기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 시 : 2014. 12. 19(금) 18:10~

 ◆ 장 소 : 휘닉스파크 호텔(2층) 다이아몬드 룸

사회 : 한정현 부회장(고려대 교수)

 공지사항
 1. 시상식(공로상, 가헌학술상,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이 진행되오니, 

수상자(명단은 5쪽 참고)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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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

▷ 12 월 19 일(금), 휘닉스파크 호텔

인덱스 프로그램 시간 장소

C1 특별세션Ⅰ- 최신연구소개(1) 09:40~12:00 루비Ⅱ

C2.1
논문지 편집위원회 연구윤리 워크샵
연구윤리는 왜 따지나?
윤태웅 교수(고려대)

13:00~15:00 다이아몬드Ⅰ

C2.2 특별세션Ⅱ- 산업체 최신연구소개 13:00~15:00 다이아몬드Ⅱ

C2.3 특별세션Ⅰ- 최신연구소개(2) 13:00~15:00 루비Ⅱ

C3
초청강연 
R&D 패러다임 변화와 2015년 ICT R&D 정책 방향
이상홍 센터장(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5:20~16:00 볼룸

C4
개회식&기조연설
E3: Embedded Systems Everywhere for Everyone
신강근 교수(미시간대)

16:00~17:20 볼룸

정기총회 17:30~18:00 다이아몬드 룸

뱅킷 18:10~20:00 다이아몬드 룸

 기조연설

12.19(금) 16:40~17:20, 볼룸 

사회 : 엄영익 부회장(성균관대 교수)

E3: Embedded Systems Everywhere for Everyone, 신강근 교수(미시간대) 

<강연소개>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growth of Internet of Things (IoT) applications 
that rely on diverse types of embedded end-systems and devices, such as cell phones, 
handheld entertainment devices, home appliances, consumer and industrial electronics, 
smart sensors and actuators. The timeliness, fault-tolerance, security and privacy of these 
devices-which I simply call QoS-must be supported simultaneously, often with a tight 
resource budget such as memory, computation and communication bandwidth, and 
electric power. Also, different applications require different combinations of QoS 
components, and hence, one-fits-all solutions are not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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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12.19(금) 15:20~16:00, 볼룸 

사회 : 이상구 프로그램위원장(서울대 교수)

R&D 패러다임 변화와 2015년 ICT R&D 정책 방향, 이상홍 센터장(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강연소개> SW 중심사회가 본격 도래하는 등 글로벌 ICT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
다. R&D 역시 개방형･융복합형 4세대 R&D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등 우리 ICT R&D는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간 우리나라의 ICT R&D 정책의 변화양상, ICT에 대한 국가사회적 기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ICT의 현상황을 진단한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ICT R&D의 중
장기적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사하고, 특히 2015년 ICT R&D 주요추진방향과 SW 등 주요
분야별 과제 등을 살펴본다.  

 논문지 편집위원회 연구윤리 워크샵

12.19(금) 13:00~14:40, 다이아몬드Ⅰ 

사회 : 조성제(단국대 교수)

연구윤리는 왜 따지나?, 윤태웅 교수(고려대)

<강연소개> 연구자들은 왜 연구윤리에 관해 고민해야 할까요? 데이터를 위･변조하거나 
표절 따위를 일삼는 연구부정행위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연구윤리의 관점
을 “Do not do bad things!”에서 “Do good things!”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런 문제의식 아래 우선 연구윤리의 여러 논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판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세션Ⅰ - 최신연구소개

C1 / 12월 19일(금) 오전

▶ 프로그램

순서 발표자 발표주제

1 이재길 교수(KAIST) Big Data Mining for the Interconnected and Mobile-Centric World

2 강  유 교수(KAIST) Big Graph Mining

3 김영훈 교수(한양대) Text Mining Enhanced by Heterogeneous Information Network

4 최명걸 교수(가톨릭대) Communicating about Human Motion with Computer

5 장  윤 교수(세종대) Data Analytics with Visualizations

6 김형식 교수(성균관대) User Authentication for New Challenging Environments

7 이진규 교수(성균관대) Cyber-Physical Systems: Computer Scie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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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 12월 19일(금) 오후

▶ 프로그램

순서 발표자 발표주제

1 김선주 교수(연세대)
Don't Believe Anything You See: Modern Digital Photography and the 
Camera Imaging Pipeline

2 허용석 교수(아주대) Robust Depth Map Estimation for Radiometrically Varying Stereo Images

3 심현정 교수(연세대) Depth Acquisition of Invisibles

4 곽노준 교수(서울대) Nonlinear Projection Trick in Kernel Methods 

5 최재식 교수(울산과기대)
대규모 동적 시스템을 위한 확률 관계형 기계학습
Statistical Relational Learning for Large Dynamic Systems

 특별세션Ⅱ - 산업체 최신연구소개

▶ 프로그램

순서 업체명 발표자 발표주제

1 NHN엔터테인먼트 김혜영 수석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을 위한 플랫폼 
기술 소개

<소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플랫폼/모바일 기술을 통해 학내 IT인프라 및 
학사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네오위즈게임즈 
네오플라이센터

권용길 센터장 / 이사 네오위즈 창업 정신과 네오플라이센터 소개

<소개>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한 네오위즈가 추구해 온 창업 원칙을 얘기하고, 애니팡의 선데이토즈를 인큐
베이션한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네오플라이센터를 소개합니다.

3 알서포트 경준호 선임연구원 모비즌 2.0 

<소개> 알서포트에서 최근 2.0으로 업그래이드하여 런칭한 모바일 서비스인 모비즌을 소개하고 웹을 중심
으로 모비즌에 사용된 HTML5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4 네무스텍 임형재 이사 Beacon 기반 실내 위치 측위 기술 소개

<소개> Beacon 기반 실내위치 측위 기술의 현황과 적용사례를 소개
네무스텍 실내 위치 기반 메시징 솔루션 “IndoorNow" 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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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행사일정

구분 주제 및 연사 일자 시간 장소 발표언어

T1.1
대용량 텐서 마이닝: 알고리즘과 응용
- 강  유 교수(한국과학기술원)

12.18
(목)

09:40~12:40 다이아몬드Ⅱ 한국어

T1.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 전성찬 교수(광주과학기술원)

14:00~17:00 루비Ⅱ 한국어

T1.3
Common ESL Mistakes in Research Writing
- Robert C. Meurant(Harrisco)

15:00~17:00 토파즈Ⅲ ENGLISH

T2.1
Introduction to Big Data, MapReduce, its Use Cases, 
and the Ecosystems  
- 우종욱 교수(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12.19

(금)

09:40~11:40 볼룸Ⅲ ENGLISH

T2.3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전력 관리 기법 
- 송민석 교수(인하대학교)

09:00~12:00 토파즈Ⅲ 한국어

T3
Displaying Mathematical Formulae and Graphs 
on a Web Page without Extra Programs 
- 윤경일 교수(Notre dame of Maryland Univ.)

12.20
(토)

13:00~15:00 루비Ⅰ ENGLISH

T4.1
예비 창업을 위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이재원 책임(한국정보화진흥원)

10:00~12:00 에머랄드 한국어

T4.2
재구성형 멀티코어 프로세서 설계 기술 동향
- 김윤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09:00~12:00 루비Ⅰ 한국어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 12.18(목) 09:40 ~ 12:40  다이아몬드Ⅱ

대용량 텐서 마이닝: 알고리즘과 응용 
강   유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강연소개> 통화 내역 그래프에서 어떻게 중요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을까? 다차원 지
식 베이스에서 서로 연관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룹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서 어떻게 악성 패킷을 찾을 수 있을까? 위 질문들에서 언급한 데이터
들은 모두 텐서(다차원 배열)로 모델링되며, 텐서 마이닝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
하는 툴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용량 텐서 마이닝은 텐서에서 유용한 패턴과 이상 
신호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대용량 텐서 마이닝의 알고리즘
과 응용 사례를 설명한다. 먼저 2차원 텐서(행렬) 분석의 핵심 툴인 SVD를 설명한다. 

그 다음 PARAFAC, Tucker등의 다차원 텐서를 분해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텐서를 이용
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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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 / 12.18(목) 14:00 ~ 17:00  루비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Brain-computer interface: BCI) 
전성찬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강연소개> 먼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BCI)의 기본 개요를 상세 소개하여 BCI 기
술의 기본적 이해를 돕도록 한다. 또한 본 BCI 기술의 편의성, 정확성, 범용성 등을 위
해 요구되는 세부 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을 국내외 연구진행 성과와 같이 상세
히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이 실시한 전 세계 뇌 게임 개발자 및 사용
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뇌-컴퓨터 인터페
이스 기술 개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1.3 / 12.18(목) 15:00 ~ 17:00  토파즈Ⅲ

Common ESL Mistakes in Research Writing 
Robert C. Meurant (Harrisco)

<강연소개> Lecture 8 examines some of the most common ESL mistakes in research 
writing. These make a paper meaningless, vague, and difficult to read and cause 
confusion and finally the lack of basic communication leads to the paper being 
rejected. We consider following topics to avoid these mistakes.

T2.1 / 12.19(금) 09:40 ~ 11:40  볼룸Ⅲ

Introduction to Big Data, MapReduce, its Use Cases, and the Ecosystems 
Jongwook Woo (California State Univ. LA)

<강연소개> Big Data has been popular since Apache Hadoop project came out about 
2005. USA has led Big Data industry for several years and Korean community seriously 
considered using it since 2013, which means that Korea is more than 4 years behind 
USA. Besides, Korean community generally define Big Data as a method to find out 
new value from large scale data, which does not have any difference using traditional 
RDB and Data Warehouse. In this tutorial, I will illustrate the history, definition and pro 
of Big Data and Hadoop and will introduce Hadoop’s MapReduce, HDFS, and popular 

ecosystems. Besides, some use cases should be given. Once you take this tutorial, you would clearly see 
what Big Data and Hadoop is and why it has been received highlights in the world.

T2.3 / 12.19(금) 09:00 ~ 12:00  토파즈Ⅲ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전력 관리 기법 
송민석 교수 (인하대학교) 

<강연소개> 최근 스마트폰, 테블릿 PC의 활성화로 비디오 서비스는 언제어디서나 접근
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었으나, 1) 이를 관리하는 서버의 부하 증가로 인한 서버 전력 문
제와, 2) 실시간/연속적 비디오 재생을 위한 디바이스 전력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게 되
었다. 본 강의에서는 기존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의 전력 관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
고,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본 강의를 통해서, 전력 관리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
식과, 사용자 인지 품질 (QoE) 관리, 실시간 스케줄링, 선반입 및 캐슁, SVC (Scalable 
Video Coding) 기법 등이 어떻게 전력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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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 12.19(금) 13:00 ~ 15:00  루비Ⅰ

Displaying Mathematical Formulae and Graphs on a Web Page without Extra Programs  
Kyongil Yoon (Notre Dame of Maryland Univ.) 

<강연소개> It is required to display formulas or mathematical graphs and figures in 
mathematics or science related applications. Especially when we develop those as web 
based applications or webapps, one of huddles is to display them smoothly and clearly 
without using extra programs or plug-in modules. In our tutorials we will examine various 
methods to display them for web applications only based on HTML standards. In the 
first part, we will see how to create formulae for web pages using images, MathML, 
and MathJax, and in the second half how graphs or figures can be included in web 

pages using SVG and HTML5 canvas element.

T4.1 / 12.20(토) 10:00 ~ 12:00  루비Ⅰ

예비 창업을 위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이재원 박사 (정보화진흥원)

<강연소개> 본 튜토리얼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 및 공공데이터포털
을 소개한다. 예비 창업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OpenAPI 소개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기존의 성공적인 창
업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T4.2 / 12.20(토) 09:00 ~ 12:00  루비Ⅱ

재구성형 멀티코어 프로세서 설계 기술 동향  
김윤진 교수 (숙명여대)

<강연소개> 최근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유무선 통신 시스템이 디지털화 및 고성능화 
되면서 시스템 사양이 점점 거대하고 복잡해지며 SoC (System-on-Chip) 시장에서는 
더 높은 성능의 다양한 제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의 표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들은 점점 더 복잡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및 복잡도를 갖는 애
플리케이션들을 휴대형/내장형 매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및 유연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시스템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재구성형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재구성형 멀티코어 프로
세서의 설계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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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행사일정

▶ 12월 18일(목), 휘닉스파크 호텔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S1.1
3D Printing Workshop
▷ 주관 : CG&I 소사이어티, 경북대 3D융합기술지원센터, 
         고려대 차세대게임연구센터

12:40~17:00
볼룸Ⅲ

S1.2
슈퍼컴퓨팅 최근 연구 동향 워크샵
▷ 주관 : 고성능컴퓨팅연구회

12:40~18:00
다이아몬드Ⅰ

S1.3
사물인터넷 연구회 창립 총회 및 워크샵
▷ 주관 : 사물인터넷 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대학교 에너지 IoT 연구센터

13:30~18:00
다이아몬드Ⅱ

S1.4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만남 
▷ 주관 : 모바일응용및시스템연구회

13:00~16:30
토파즈Ⅱ

▶ 12월 19일(금), 휘닉스파크

구분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S2.2
데이터베이스 연구동향 워크샵
▷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11:00~14:00
에머랄드

▶ 분과 회의

1. 기계학습연구회 창립 행사 / 12.18(목) 16:00~17:00 / 에머랄드

2.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총회 / 12.18(목) 17:00~18:00 / 에머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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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Workshop

S1.1 / 12.18(목) 12:40 ~ 17:00  볼룸Ⅲ

주관 : CG&I 소사이어티, 경북대 3D융합기술지원센터, 고려대 차세대게임연구센터

▶ 조직

조직위원장 - 한정현 교수(고려대, CG&I 소사이어티 회장)

프로그램위원장 – 이환용 교수(경북대)

▶ 소개

3D 프린팅은 제조업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CG&I Society 에서는 이 

새로운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 동향과 국가 R&D 전략, 응용 연구 사례, 표준화 동향, 

기업의 제품화 전략, 사업화와 창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Workshop을 통해 새로운 유용한 정보와 영감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2:40~12:50 개회사 (CG&I 소사이어티 회장) 한정현 교수(고려대)

12:50~13:00 워크샵 안내 (프로그램 위원장) 이환용 교수(경북대)

13:00~13:30 3D 프린팅과 디지털 제조업으로의 혁신 조광수 교수(연세대)

13:30~14:00 3D 프린팅 R&D 정책 김영명 CP(IITP)

14:00~14:30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R&D 동향 (협의 중) 이길행 부장(ETRI)

14:30~14:45 휴식

14:45~15:15 의료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활용과 연구 김동현 교수(경북대)

15:15~15:45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활용 방안 한명기 부장(CADian)

15:45~16:15 3D 프린팅 상업화 이동엽 대표(아나츠)

16:15~16:45 3D 프린팅 관련 표준화 동향 이환용 교수(경북대)

16:45~17:00 교류회 및 폐회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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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팅 최근 연구 동향 워크샵

S1.2 / 12.18(목) 12:40 ~ 18:00  다이아몬드Ⅰ

주관 : 고성능컴퓨팅연구회

▶ 조직

프로그램위원장 – 이명호 교수(명지대학교, HPC 연구회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시간 제목 발표자

12:40~
14:40

12:40~13:20
OpenCL을 이용한 Heterogeneous Computing 환경
에서의 QCD 계산

정용화
(고려대)

13:20~14:00 GPU 마이크로 아키텍쳐 연구 추세
노원우
(연세대)

14:00~14:40 HPC를 위한 Machine Learning
김종국
(고려대)

14:40~15:20 휴식

15:20~
17:20

15:20~16:00
Massive Data 에서의 Soft Error 처리를 위한 
코드분석 기술

박준석
(인하대)

16:00~16:40
DIVE-C: Distributed-Parallel Virtual Environment on 
Cloud Computing Platform

정창성
(고려대)

16:40~17:20 확장성 있는 저전력 클러스터 구축 기술 연구
남덕윤
(KISTI)

17:20~18:00 최신의 초고성능 슈퍼컴 구축 관련 동향
이명호
(명지대)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20,000원  4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50,000원

비회원(일반) 55,000원 11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20,000원  4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5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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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연구회 창립 총회 및 워크샵

S1.3 / 12.18(목) 13:30 ~ 18:00  다이아몬드Ⅱ

주관 : 사물인터넷 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대학교 에너지 IoT 연구센터

▶ 후원

부산대학교 컴퓨터및정보통신연구소

▶ 조직

조직위원장 - 방효찬 부장(ETRI IoT 융합연구부 부장, 사물인터넷 연구회 회장)
프로그램위원장 - 김종덕 교수(부산대학교)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
방효찬 부장 

(ETRI)

14:05~14:20
정보과학회 회장 축사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담당 팀장 및 CP 축사

김종권 교수 
(서울대)

14:20~14:30 환영사 및 경과 보고
방효찬 부장 

(ETRI)

14:30~15:00 2020년 이후의 만물지능인터넷 10대 메가트렌드
하원규 박사 

(ETRI)

15:00~15:30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보안/프라이버시 이슈
김호원 교수 

(부산대)

15:30~16:00 농업 에너지, 공기 역학 연구 동향과 사물 인터넷
이인복 교수 

(서울대) 

16:00~16:20 휴식

16:30~17:00 심리학과 융합 서비스
김현택 교수

(고려대) 

17:00~17:30
FEMS(Factory Energy Managment System) 기반 공장 에너지 
최적화

박종태 차장 
(한전 KDN)

17:30~18:00 패널 토의 사회자

18:00 폐회

▶ 참가비

회원구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학생회원 -  80,000원

일반회원 120,000원 130,000원

비회원(학생) -  80,000원

비회원(일반) 150,000원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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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만남

S1.4 / 12.18(목) 13:00 ~ 16:30  토파즈Ⅱ

주관 : 모바일응용및시스템연구회

▶ 조직
프로그램위원장 – 박수현 교수(동서대)

▶ 소개
최근 사물인터넷(IoT)의 확산은 기존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래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련 기술/표준/서비스 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함.
☞ 키워드: HTML5 기반 하이브리드 앱, 모바일 클라우드, WoT(Web of Things), 오픈소스HW/SW,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2:30~13:00 행사 준비

13:00~13:00 개회식 (위원장) 김영국 교수
(충남대)

세션 I -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미래                  좌장: 박수현 
교수(동서대)

13:00~13:30 (I-1) 모바일과 사물웹 전종홍
(ETRI)

13:30~14:00 (I-2) 웨어러블과 미래 모바일 서비스 김유신
(SK텔레콤)

14:00~14:30 (I-3) Smart Things의 등장과 혁신 방식의 변화
(부제 : 생활형 IoT 제품과 모바일 서비스 결합 가능성)

박종일
(엠트리소프트)

14:30~15:00 휴식

세션 II - 모바일 클라우드와 모바일 융합 서비스        좌장: 이승윤 
실장(ETRI)

15:00~15:30 (II-1)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이순호
(달리웍스)

15:30~16:00 (II-2) 위치기반 컨텍스트 마케팅과 IOT의 만남
- 구축 사례와 비지니스 가치를 중심으로

강범석
(네무스텍)

16:00~16:30 (II-3) 해양 IoT 이광일
(ETRI)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7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8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8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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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연구동향 워크샵

S2.2 / 12.19(금) 11:00 ~ 14:00  에머랄드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 조직
조직위원장 - 심규석(서울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 이민수(이화여자대학교), 최원익(인하대학교), 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는 아래와 같이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한 자리에서 최근의 연구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인 이번 
워크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1:00~11:10 개회사 심규석
(서울대학교)

11:10~11:40 IoT와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성원
(경희대학교)

11:40~12:10 Supporting Set-Valued Joins in NoSQL Using MapReduce 김철연
(가천대학교)

12:10~13:00 점심식사

13:00~13:30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동향 유재수
(충북대학교)

13:30~14:00 Graph Summarization Techniques 이영구
(경희대학교)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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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워크샵

 행사일정

▶ 12월 18일(목), 휘닉스파크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1.1
기계학습센터 기술 공유 워크샵
▷ 주관 : 기계학습센터

13:00~16:00
에머랄드

Closed

W1.3
빅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3차년도 동계 Workshop
▷ 주관 : 서울대 산학연구단

13:00~20:00
토파즈Ⅰ

Open

▶ 12월 19일(금), 휘닉스파크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2.1
2014년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연구단 교류회
▷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09:00~12:00
다이아몬드Ⅰ

Closed

W2.2
SW교육혁신포럼 운영 및 정책발굴
▷ 주관 : 서울대 신영길 교수

10:00~12:00
토파즈Ⅰ

Closed

W2.3
대규모 계산처리 서비스(HTCaaS) 기술 활용 워크숍
▷ 주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09:30~12:30
토파즈Ⅱ

Open

W3
삼성전자 Tizen 워크샵
▷ 주관 : 삼성전자

13:00~14:00
볼룸Ⅲ

Open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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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센터 기술 공유 워크샵

W1.1 / 12.18(목) 13:00 ~ 16:00  에머랄드

주관 : 기계학습센터

▶ 소개

기계학습센터는 멀티 센서 데이터로부터 끊임없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기계학습 원천 알고리즘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이다.  본 워크샵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차년도에 개발된 기술을 공유하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
이다.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3:20 센터 overview 최승진 교수
(POSTECH)

13:20-13:50 3세부과제 이성환 교수
(고려대)

13:50-14:20 1세부과제  장병탁 교수
(서울대)

14:20-14:40 break

14:40-15:00 2세부과제 SMILE Platform 유환조 교수
(POSTECH)

15:00-15:20 2세부과제 이종 데이터 이근배 교수
(POSTECH)

15:20-16:00 시나리오에 대한 토의 

▶ 참가관련
   Close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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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3차년도 동계 Workshop

W1.3 / 12.18(목) 13:00 ~ 20:00  토파즈Ⅰ

주관 : 서울대 산학연구단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2:40~13:00 참여인원 확인 및 준비

13:00~13:10 개요 및 총괄발표 심규석

13:10~13:30

제1세부 발표 
자연과학 빅 데이터 마이닝 연구
 -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김선
강재우

13:30~13:40 휴식

13:40~14:10

제2세부 발표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연구
 - 서울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KAIST

심규석
한욱신
문수복

14:10~14:40

제3세부 발표
비정형 빅 데이터 마이닝 및 개인화 연구
 - 고려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임해창
이상근
유환조

14:40~14:50 휴식

14:50~15:50

학생 발표
 - 김선 교수님 연구실
 - 강재우 교수님 연구실
 - 심규석 교수님 연구실
 - 한욱신 교수님 연구실

이성민
전민지
김우열
이정훈

15:50~16:00 휴식

16:00~17:00

학생 발표
 - 문수복 교수님 연구실
 - 임해창 교수님 연구실
 - 이상근 교수님 연구실
 - 유환조 교수님 연구실

박호성
양민철
류우종
김성철

17:00~18:00 토의 및 정리 심규석

18:00~20:00 석식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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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연구단 교류회

W2.1 / 12.19(금) 09:00 ~ 12:00  다이아몬드 Ⅰ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 소 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중
점을 두고 있는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7개 연구단이 각 연구단의 개발 기술내용을 발표
하고, 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상위평가 준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09:00∼09:30 등록 및 환담

09:30∼09:35 개회사 
참석귀빈/
협의회회장

09:35∼09:40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09:40∼10:30
연구 현황 발표
(5개 연구단)

각 연구단 총괄책임
(각 10분씩)

10:30∼10:40 Break

10:40∼11:10
연구 현황 발표
(신규 2개 연구단)

신규 연구단 총괄책임
(각 15분씩)

11:10∼12:00
토의
“차세대정보컴퓨팅사업(기초･원천 연구) 발전방향”

한국연구재단/
교류회 참석자

12:00∼12:00 폐회 사회자

▶ 참가관련

- 등록비 : 15만원
Close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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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계산처리 서비스(HTCaaS) 기술 활용 워크숍

W2.3 / 12.19(금) 09:30 ~ 12:30  토파즈 Ⅱ

주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소 개
- 분산 컴퓨팅 자원 연계 대규모 계산처리 서비스(HTCaaS) 기술 소개
- 대규모 계산 과학 응용에서의 HTCaaS 적용 성과 및 사용자 요구 사항 논의
- 글로벌 그리드/클라우드 자원 연동을 위한 기술 개발 진행 사항 및 이슈 논의
- HTCaaS 사용자를 위한 클라이언트 및 API 소개

▶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발표자 좌장

09:30~09:35 인사말

황순욱

09:35~09:45 HTCaaS 소개 및 현황
김직수
(KISTI)

09:45~10:05
HTCaaS를 이용한 약전자 대칭성의 깨짐과 컴포짓 
힉스 모델 탐구

이승준
(KAIST)

10:05~10:25 Virtual Screening 적용 사례
Thi Thanh

Hanh Nguyen
(서울대)

10:25~10:45 Inverse virtual screening for drug repositioning
이민호
(상지대)

10:45~11:00 휴식

11:00~11:20 HTCaaS를 활용한 생물학적 네트워크 구축
유석종
(KISTI)

김직수

11:20~11:40
A pathway-based approach in cancer companion 
diagnostics on HTCaaS

남승윤
(NCC)

11:40~12:00 HTCaaS를 활용한 통합 인프라 구축
최지은

(숙명여대)

12:00~12:20 HTCaaS Client Tool 소개
김상완
(KISTI)

12:20~12:30 맺음말

※ 발표 제목과 발표자는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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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izen 워크샵

W3 / 12.19(금) 13:00 ~ 14:00  볼룸Ⅲ

주관 : 삼성전자

▶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발표자

13:00-13:50 Tizen 2.3 SDK & API Overview 권호범 수석

13:50-14:00 S/W 센터 소개 이범진 대리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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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정표

◘ 12월 18일(목), 휘닉스파크 호텔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의원

O1.1 정보통신Ⅰ 7 볼룸Ⅲ 09:40~12:00 남춘성(연세대) 강미영(고려대)

O1.2 데이터베이스Ⅰ 7 다이아몬드Ⅰ 09:40~12:00 채진석(인천대) 최원익(인하대)

O1.3 컴퓨터시스템Ⅰ 7 에머랄드 09:40~12:00 김형신(충남대)

O1.4 언어공학 5 루비Ⅰ 09:40~11:20 박성배(경북대) 박혁로(전남대)

O1.5 고성능컴퓨팅 4 루비Ⅱ 09:40~11:00 이명호(명지대) 김종국(고려대)

O1.6 정보보호 8 토파즈Ⅰ 09:40~12:20 윤명근(국민대)

O1.7 모바일응용시스템 7 토파즈Ⅱ 09:40~11:40 윤용익(숙명여대) 박수현(동서대)

O1.8 인공지능Ⅰ 7 토파즈Ⅲ 09:40~12:00 신봉기(부경대) 김경중(세종대)

O1.9 국방소프트웨어 4 루비Ⅱ 11:20~12:40 진현욱(건국대) 이형근(광운대)

O2 인공지능Ⅱ 6 토파즈Ⅲ 12:40~14:40 고병철(계명대)

◘ 12월 19일(금), 휘닉스파크 호텔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의원

O3.1 데이터베이스Ⅱ 4 에머랄드 09:00-10:40 민준기(기술교육대) 김진호(강원대)

O3.2
컴퓨터그래픽 및 

상호작용
7 루비Ⅰ 09:20-11:40 이환용(경북대) 도주영(경북대)

O4.1 정보통신Ⅱ 7 토파즈Ⅰ 13:00-15:20 박현주(한밭대) 김문구(ETRI)

O4.2 소프트웨어공학 4 토파즈Ⅱ 13:40-15:00 이정원(아주대) 김순태(전북대)

O4.3 컴퓨터시스템Ⅱ 7 토파즈Ⅲ 13:00-15:20 장성태(수원대)

◘ 12월 20일(토), 휘닉스파크 호텔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의원

O5.1 학부생논문 22 다이아몬드Ⅰ 09:00-12:00 노병희(아주대) 안상현(서울시립대)

O5.2 학부생논문 20 다이아몬드Ⅱ 09:00-12:00 이욱진(한양대) 김응규(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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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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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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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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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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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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1.1 정보통신Ⅰ 12.18(목) 09:40~12:00, 볼룸Ⅲ

▹좌장: 남춘성(연세대) ▹평가위원: 강미영(고려대)

O1.1-01 【우수논문】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적응적 대체 경로를 이용한 위치 기반 라우팅 기법

윤수용･김재구･김천중･윤상원･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1.1-02 【우수논문】 Enhanced multi-channel MAC protocols in Wireless Ad hoc Networks
Duc Ngoc Minh Dang･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1.1-03 【우수논문】 Cooperative Neighbor Discovery in Dynamic Spectrum Access Networks
Zaw Htike･Thant Zin Oo･Kyi Thar･Choong Seon Hong(경희대)

O1.1-04 차세대 IP 기반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동적 자원관리를 위한 스케줄링
서형윤･변승규･김종덕(부산대)

O1.1-05 듀티사이클 환경의 멀티채널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채널 스위칭을 최소화한 

브로드캐스팅 방법

염상길･김동수･신동렬･추현승(성균관대)

O1.1-06 고화질 무인항공영상 내의 객체 탐지 기법
최형욱･김창연(GIST), 송현승(국방과학연구소), 전문구(GIST)

O1.1-07 Collision Resolution for Emergency Traffic in Body Area Networks
Moshaddique Al Ameen･Choong Seon Hong(경희대)

O1.2 데이터베이스Ⅰ 12.18(목) 09:40~12:00, 다이아몬드Ⅱ

▹좌장: 채진석(인천대) ▹평가위원: 최원익(인하대)

O1.2-01 다중 GPU를 이용한 R-tree 기반의 질의 처리 기법
류홍수･최원익(인하대)

O1.2-02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연관 단어 추출 기법
김재익･홍현기･허지욱･이동호(한양대)

O1.2-03 【우수논문】 스마트 환경에서 행위 인식을 위한 센서 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구성도･손경아(아주대)

O1.2-04 질의어의 근접성 정보와 객체 그래프 모델링을 이용한 반구조 문서 검색 기법
박준영･한기준･이문용(KAIST)

O1.2-05 【우수논문】 주성분 분석의 안전한 다자간 계산
김상필･길명선･문양세(강원대), 원희선(ETRI)

O1.2-06 【우수논문】 대용량 RDF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위해 간선 절단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그래프 재분할 기법
김천중･김재구･윤수용･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1.2-07 맵리듀스를 이용한 다중 중심 기반의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
강성민･이석주･민준기(한국기술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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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 컴퓨터시스템Ⅰ 12.18(목) 09:40~12:00, 에머랄드

▹좌장: 김형신(충남대) ▹평가위원: 

O1.3-01 【우수논문】 홈 클라우드 서버의 성능 향상을 위한 SSD 캐싱

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O1.3-02 【우수논문】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에서 블룸 필터를 활용한 배드 블록 관리 기법의

주소 변환 성능 개선

김홍석(SKT), 김기준･민상렬(서울대)

O1.3-03 【우수논문】 더티 블록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적응적인 최종 계층 캐시 블록 교체 정책

방덕준･기민관･박기호(세종대)

O1.3-04 【우수논문】 SIFT 이진화 후-검증 방법을 이용한 근-복사 이미지 검출 시스템 구현

이유진･낭종호(서강대)

O1.3-05 【우수논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실시간 성능 제어 및 모니터링 툴

정노현･차호정(연세대)

O1.3-06 MQTT 프로토콜의 주기적 N-to-1 통신 적시성 분석

조현철･진현욱(건국대)

O1.3-07 O(1) 크래시 복구 수행시간을 갖는 FTL의 설계와 구현

박준영･박현찬･유혁(고려대)

O1.4 언어공학 12.18(목) 09:40~11:20, 루비Ⅰ

▹좌장: 박성배(경북대) ▹평가위원: 박혁로(전남대)

O1.4-01 세종 전자사전과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이용한 용언의 어의 중의성 해소

강상욱･김민호･권혁철(부산대), 전성규･오주현(KBS 기술연구소)

O1.4-02 코어넷 및 사전 기반 한국어 워드넷 자동 구축

김지성･최기선(KAIST)

O1.4-03 【우수논문】 동적 윈도우를 갖는 조건부확률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규칙의 재현율 향상

최현수･권혁철･윤애선(부산대)

O1.4-04 【우수논문】 딥 러닝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

이창기(강원대), 김준석･김정희(네이버랩스), 김현기(ETRI)

O1.4-05 【우수논문】 딥 러닝에 기반한 한국어 품사 태깅

나승훈(부산외대), 정상근(SKT)

O1.5 고성능컴퓨팅 12.18(목) 09:40~11:00, 루비Ⅱ

▹좌장: 이명호(명지대) ▹평가위원: 김종국(고려대)

O1.5-01 【우수논문】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 기반의 대규모 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동적 

계산자원 관리 기술 연구

노승우･김직수･김상완･김서영･황순욱(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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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5-02 Hive 기반 대용량 RDF 지식 처리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김성민･하영국(건국대)

O1.5-03 CUDA 환경에서 CUSUM 검증의 병렬화

손창환･박우열･김형균(홍익대), 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 표창우(홍익대)

O1.5-04 【우수논문】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 설계

최지은･안윤선･송지현･김윤희(숙명여대)

O1.6 정보보호 12.18(목) 09:40~12:20, 토파즈Ⅰ

▹좌장: 윤명근(국민대) ▹평가위원: 

O1.6-01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차두진･최린(고려대)

O1.6-02 【우수논문】 SMS 스팸 탐지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구축 기법

정시현･노기섭(서울대), 오하영(숭실대), 김종권(서울대)

O1.6-03 【우수논문】 SURF를 이용한 멀티 카메라의 뷰 동기화 방법

남승수･홍도원･서창호(공주대)

O1.6-04 【우수논문】 함수 수준의 구조적 특징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탐지

김동진･조성제(단국대)

O1.6-05 【우수논문】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유용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반의 안전한 익명화 기법

황치광･홍충선(경희대)

O1.6-06 정상 행위 기반 악성코드 탐지 응용 프레임워크

조지영･류기열･이정태(아주대)

O1.6-07 ALTO 기반 CDNI 환경에서 안전한 콘텐츠 전송을 위한 키 설정 방안

김현정･도인실･채기준(이화여대)

O1.6-08 악성 키보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통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리뷰 

프로세스의 문제

조준성･김형식(성균관대)

O1.7 모바일응용시스템 12.18(목) 09:40~11:40, 토파즈Ⅱ

▹좌장: 윤용익(숙명여대) ▹평가위원: 박수현(동서대)

O1.7-01 웹 브라우저에서의 효율적인 병렬 파싱 알고리즘

최현･조준영･최영일(삼성전자)

O1.7-02 【우수논문】 무선 다중 홉 환경을 위한 기여도 기반의 기회적 플러딩 기법

변승규･서형윤･김종덕(부산대)

O1.7-03 모바일 장치에서의 실제 배터리 용량 평가

한동건･이제민･김형신(충남대)

O1.7-04 u-헬스케어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 기반 의복 구현

정희수･박지호･이진하･서민지･김에스더･이상준(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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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7-05 TFT LCD 보드를 위한 실행시간 저전력 색 변환

제네베 마러겐･김영진(아주대)

O1.7-06 【우수논문】 Distributed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Code Offloading in Mobile Fog

Md. Golam Rabiul Alam･Nguyen Hoang Tran･Cuong T. Do･Chuan Pham･
Sarder Fakhrul Abedin･Anupam Kumar Bairagi･Rim Haw･Choong Seon Hong(경희대)

O1.7-07 【우수논문】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NANS 기술의 제어 방법

권오철･최환석･이창건(서울대)

O1.8 인공지능Ⅰ 12.18(목) 09:40~12:00, 토파즈Ⅲ

▹좌장: 신봉기(부경대) ▹평가위원: 김경중(세종대)

O1.8-01 【우수논문】 혼합 공간 추론 알고리즘의 설계

남상하･김인철(경기대)

O1.8-02 【우수논문】 블로그 포스팅을 이용한 방송 콘텐츠 영상의 타임라인 단위 태그 클라우드 생성

손정우･김화숙･김선중･조기성(ETRI)

O1.8-03 부정맥 분류 결과의 축약에 기반한 유사환자 검색기

박주영･이구연･강경태(한양대)

O1.8-04 전향 공간 추론을 이용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의 설계 및 구현

김종환･이석준･남상하･김인철(경기대)

O1.8-05 발표용 슬라이드 분류를 위한 고유 특성 기반 벡터공간 추출기법

정원철･고동균･윤완철(KAIST)

O1.8-06 청각 자극을 이용한 시각적 인지 강화

안상태･최준혁･전성찬(GIST)

O1.8-07 의사결정나무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투자 관점에서의 우량종목 선별방법 연구

채명수･고동균･김준수(KAIST), 한창세(씨에스), 윤완철(KAIST)

O1.9 국방소프트웨어 12.18(목) 11:20~12:40, 루비Ⅱ

▹좌장: 진현욱(건국대) ▹평가위원: 이형근(광운대)

O1.9-01 【우수논문】 L-V-C 실현을 위한 HLA와 DDS간 유사성 분석 및 API 매핑

조건륜･김종권(서울대)

O1.9-02 컴포넌트기반 체계모의환경(AddSIM)에서 실행을 위한 DEVS 모델 변환 방법

김도형･박주혜･오현식･박삼준(국방과학연구소)

O1.9-03 LiDAR 센싱데이터 획득을 위한 무인기-지상스테이션 간 신뢰성 보장 메시징 기법 제안

전준범･오상윤(아주대)

O1.9-04 【우수논문】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품질확보에 관한 연구

권경용･주준석･김태식･오진우･백지현(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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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인공지능Ⅱ 12.18(목) 12:40~14:40, 토파즈Ⅲ

▹좌장: 고병철(계명대) ▹평가위원: 

O2-01 【우수논문】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최신전략에 관한 고찰

박주영･임정동･이원부･지승현･성기훈(고려대), 최수길･한승완(ETRI)

O2-02 【우수논문】 스마트 TV 제어를 위한 거리 변화에 따른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 분석

박희진･김근태･원동옥･이성환(고려대)

O2-03 【우수논문】 Actionlet Gradient를 이용한 휴먼 상호 행동 인식

박세호･조남규･이성환(고려대)

O2-04 【우수논문】 보행 방향과 상태 분석을 위한 가우스 스위칭 과정

신봉기(부경대)

O2-05 만화 비디오로부터 시각 기반 언어 개념을 학습하는 심층 네트워크

김경민･하정우･장병탁(서울대)

O2-06 공통공간 패턴을 이용한 뇌졸증 동물모델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데이터 구분 및 패턴 

분석

김동현･조호현･김형일･전성찬(GIST)

O3.1 데이터베이스Ⅱ 12.19(금) 09:00~10:40, 에머랄드

▹좌장: 민준기(기술교육대) ▹평가위원: 김진호(강원대)

O3.1-01 【우수논문】 공간 소셜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블로그 데이터의 맵리듀스 기반 공간 집계 

알고리즘

조현구･남광우･양평우･유기현(군산대)

O3.1-02 【우수논문】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한 코돈 기반의 3차원 인코딩 기법

손정곤･연문숙･정병수(경희대)

O3.1-03 【우수논문】 소셜 카테고리 기반 유튜브 추천 시스템

유소엽･정옥란(가천대)

O3.1-04 HBase의 읽기 성능 개선을 위한 T-트리 인덱스 구조

강인수･김보경･박경욱･이동호(한양대)

O3.2 컴퓨터그래픽 및 상호작용 12.19(금) 09:20~11:40, 루비Ⅰ

▹좌장: 이환용(경북대) ▹평가위원: 도주영(경북대)

O3.2-01 【우수논문】 풍파와 너울에 대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박세길(KAIST, KRISO), 오재용(KRISO), 박진아(KAIST)

O3.2-02 【우수논문】 텍스트 영상에서의 디포커스 블러 제거

강형석･이승용(포항공대)

O3.2-03 【우수논문】 구면 파노라마 영상 좌표계에서 위치에 따른 물체의 와핑

김보성･박종승(인천대)

O3.2-04 얼굴 표정 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웃음 유발 어플리케이션의 피드백 UI 설계

조정훈･김성실･장영균･우운택(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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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2-05 비 실사 렌더링 기법을 이용한 3차원 지도 표현 기법

이준상･김현민･김민주･김형석(건국대)

O3.2-06 복잡한 환경에서의 예제 기반 보행 동작 생성 

이택구･권태수(한양대)

O3.2-07 miRTarVis: microRNA와 mRNA 표현형 프로파일 시각화 분석 도구에 관한 연구

정대경･서진욱(서울대)

O4.1 정보통신Ⅱ 12.19(금) 13:00~15:20, 토파즈Ⅰ

▹좌장: 박현주(한밭대) ▹평가위원: 김문구(ETRI)

O4.1-01 【우수논문】 Data Offloading in Two-Tier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Stackelberg 

Game Based Approach

Tai Manh Ho･S.M Ahsan Kazmi･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4.1-02 【우수논문】 Secure Transmission of Bio-sensor Images for Ubiquitous Healthcare

Anupam Kumar Bairagi･Md. Golam Robiul Alam･Choong Seon Hong(경희대)

O4.2-03 【우수논문】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맞춤형 분석 기반 Hybrid 메시지 전송 기법 제안

봉재식･김용현･허의남(경희대)

O4.1-04 Network Selection Cooperation among Mobile Users in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with Evolutionary Game Approach

Tuan LeAnh･Choong Seon Hong(경희대)

O4.1-05 주기적인 전체 모델 학습을 통한 배경제거 기법

노경수･노승종･윤광진･전문구(GIST)

O4.1-06 컴퓨팅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 접근 방법 개선

권윤주(KISTI)

O4.1-07 한국군 합동/연합 이종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발전방안

김현종･이상용(국방기술품질원), 박헌제･이기석･이은재(지디엘시스템), 김상준･이윤정(국방과학연구소)

O4.2 소프트웨어공학 12.19(금) 13:40~15:00, 토파즈Ⅱ

▹좌장: 이정원(아주대) ▹평가위원: 김순태(전북대)

O4.2-01 【우수논문】 버그 리포트를 이용한 버그 정정 시간 추정

권기문･진광희･이병정(서울시립대)

O4.2-02 【우수논문】 Use Case Points 편차를 줄이기 위한 Use Case Granularity 정제 방법에 

대한 연구

허령･서영덕･백두권(고려대)

O4.2-03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을 위한 품질영향그래프

김영한(K-water,충남대), 서용진･김현수(충남대)

O4.2-04 토픽 모델과 버그 리포트 메타 필드를 이용한 버그 심각도 예측방법

양근석･이병정(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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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3 컴퓨터시스템Ⅱ 12.19(금) 13:00~15:20, 토파즈Ⅲ

▹좌장: 장성태(수원대) ▹평가위원: 

O4.3-01 대칭형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의 성능과 에너지 소모의 균형을 고려한 Dynamic Voltage 

Frequency Scaling

이범희･박문주(인천대)

O4.3-02 플래시 SSD의 지연시간 최적화를 통한 그레이 박스 스토리지 장치에 대한 고찰

신웅･최진영･김명철･염헌영(서울대)

O4.3-03 리눅스 커널 동작 추적 및 성능 검증 시각화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유재만･전용환･홍진영･김에스더･이상준(숭실대)

O4.3-04 플래시 메모리 신뢰성 검증 환경

배종보･나안수･신주용(서울대), 최영우(티엘아이), 민상렬(서울대)

O4.3-05 NUMA 매니코어에서 리눅스 파일시스템 성능 분석

이준희･정승재･이용섭･박성용(서강대)

O4.3-06 전력 효율을 고려한 모바일 가상화 블록 입출력 프레임워크

이기홍･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O4.3-07 메모리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LDPC의 효과적 사용

조준형･정지훈･박성주(한양대)

O5.1 학부생논문 12.20(토) 09:00~12:00, 다이아몬드Ⅰ

▹좌장: 노병희(아주대) ▹평가위원: 안상현(서울시립대)

O5.1-01 모바일 환경에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이용한 SQLite 저널링 성능 향상 기법

홍장표･이현구･엄영익(성균관대)

O5.1-02 중복제거 알고리즘 가속화를 위한 GPGPU 병렬화 기법

조병길･정대룡･이지연･신인식(KAIST)

O5.1-03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수면파 분석 및 알람시스템

윤병선･박진호･김일규･김상현･서민석･전경재･이창석･박현주(한밭대)

O5.1-04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하둡 클러스터 구축 및 활용

김동현･김성규(안양대)

O5.1-05 GPU 상에서 최적화 전략에 따른 성능 및 전력 소모 분석

정남훈･티엔폰･이정근(한림대)

O5.1-06 연산 오프로딩을 이용한 실시간 자막 번역 시스템

이한빈･이재민･서의성(성균관대)

O5.1-07 CUBRID DBMS에서 분산 Join 질의 처리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개발

김형진･양현식･장재우(전북대)

O5.1-08 LSP 분류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및 한국어 문법 cQA 시스템

권순재･유동현･오동석･서정연(서강대)

O5.1-09 분배정산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국가표준식별체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서비스 모델

변은정･송광호(인하대), 유승일(다올소프트), 김유성(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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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1-10 모바일 환경에서의 SCM을 위한 파일 시스템 효용성 분석

서영근･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O5.1-11 카카오톡 쿼리로 바라본 SQLite의 쓰기 패턴 분석

이황교･박혜련･오정훈･오기환･이상원(성균관대)

O5.1-12 모바일 라이프로그를 통해 예측된 사용자 행동에 기반한 맞춤 추천 방법

방재근･김병만(금오공대)

O5.1-13 초고차원에서 거리기반의 공간 변환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독립적인 

빈티지 포인트 생성 기법

김상근･정성원(서강대)

O5.1-14 신경망의 일반화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김태경･김상욱(경북대)

O5.1-15 스트리밍 언어 기반 대용량 RDFS 추론 엔진 구축

홍진영･소병인･유재영･이남기･이선미･박영택(숭실대)

O5.1-16 CPU-GPU 이기종 시스템에서 데이터 병렬성과 태스크 병렬성을 모두 활용한 얼굴 

검출의 가속

오찬영･이영민(서울시립대)

O5.1-17 주･술부 분석과 주제어 추출을 이용한 국문정보 커뮤니티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도수종･김용성･염홍선･정소윤･김광준･서정연(서강대)

O5.1-18 요청 대기행렬을 통한 오픈스택 스케줄러 개선

이윤형･최준민･박성용(서강대)

O5.1-19 웨어러블 장치 기반의 상호작용 지원 강의 환경 제어 시스템

이창화･양승준･이윤민･이연범･노병희･김기형(아주대)

O5.1-20 Push To Talk을 이용한 스마트폰 화물 배차 시스템

김동현･박주한･유승환･한상필(동국대)

O5.1-21 개인 맞춤형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모바일 앱 설계

박윤선･유다빈･양다예･최지은･박소현･김윤희(숙명여대)

O5.1-22 SNS 환경에서의 광고 오피니언 마이닝 시스템 설계

이수민･유혜진･이아름･방지선･안윤선･김윤희(숙명여대)

O5.2 학부생논문 12.20(토) 09:00~12:00, 다이아몬드Ⅱ

▹좌장: 이욱진(한양대) ▹평가위원: 김응규(한밭대)

O5.2-01 스마트 모바일 장치에서 나눗셈 테이블을 이용하는 안전소수 생성법의 확률적 분석

김창기･김대윤･조호성･박희진(한양대)

O5.2-02 동영상 재생 동기화 성능 측정 방법 및 성능 지표

옥기수･권동우･김현우･제희광･김태영･주홍택(계명대)

O5.2-03 이명 주파수 제거에 기반한 이명치료기법

김선운･박대현･남의철･김윤(강원대)

O5.2-04 미디어 서버를 이용한 모바일 메신저 개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최현서･김정민･이재용･최석민･박재욱･이용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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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2-05 자바 재귀적 리플렉션 취약점에 대한 분석

김지훈･목성균･오래규･홍진아･조은선(충남대), 김근용(국가보안기술연구소)

O5.2-06 Stolen-Free : SNS 기반 자율형 자전거 도난 방지 시스템

박성진･방진호･반종희･이재성･조중재･유준혁(대구대)

O5.2-07 Web Server Module과 통합된 효율적인 ECU Mapping 커넥터

정우혁･김종찬(국민대)

O5.2-08 Loadcell 센서를 이용한 도서관 좌석 관리 시스템의 구현

손세은･김지환･김태흥･김상경(강릉원주대)

O5.2-09 교차로 내의 사고방지를 위한 적색신호 지연 기능을 갖는 지능형 신호등

이미혜･김보미･오승엽･노병희(아주대)

O5.2-10 비콘과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실내 측위 및 이동거리 측정 시스템

강한백･김옥영･안상희･최병문(동국대)

O5.2-11 기하학적 데이터로부터 공간 지식 추출

이석준･김종환･남상하･김인철(경기대)

O5.2-12 LeapMotion을 이용한 한글 입력

양현성･이현･추현승(성균관대)

O5.2-13 모션 캡처를 이용한 관절 레벨별 H-Anim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및 데이터 교환

구희모･이민근･정철희･이명원(수원대)

O5.2-14 NFC를 이용한 진동벨 대체 애플리케이션

김명현･서우진･유정현(명지대)

O5.2-15 OpenCV4android와 스마트폰을 통한 졸음운전 감지 시스템

김건중･신봉기(부경대)

O5.2-16 LED 큐브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화산 분출의 인터랙티브 4D 시각화

안혜수･한지수･최종원(숙명여대)

O5.2-17 Direct-lit LED BLU 보드 기반의 동영상 재생용 dimming 알고리즘

이병훈･김영진(아주대)

O5.2-18 딥 러닝을 이용한 이목구비 인식 시스템

안재현･오병화･양지훈(서강대)

O5.2-19 걸음패턴 인식을 이용한 보행자 추적 스마트 세그웨이 카트

정철진･한용구･정태충(경희대)

O5.2-20 FSR 센서를 이용한 보행상태 판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기존의 GPS기반 미아방지 

용품의 한계점 개선 방안

이윤성･김은영･고재준･신현식･노병희･김기형(아주대)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39

Poster Session 일정표

◘ 12월 18일(목) 10:00~11:20, 휘닉스파크 호텔 볼룸Ⅰ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1.1 건설환경IT융합 6 정갑주(건국대)
P1.2 고성능컴퓨팅 12 민홍(호서대) 허준영(한성대)
P1.3 고신뢰컴퓨팅 5 김직수(KISTI) 황순욱(KISTI)
P1.4 국방소프트웨어 7 김원태(ETRI) 최광남(중앙대)
P1.5 데이터베이스Ⅰ 21 심준호(숙명여대) 김한준(서울시립대)
P1.6 인공지능Ⅰ 18 고병철(계명대) 김인철(경기대)
P1.7 정보보호Ⅰ 19 엄재홍(서울대)
P1.8 컴퓨터이론 4 허준영(한성대) 이수현(창원대)
P1.9 프로그래밍언어 4 이수현(창원대) 허준영(한성대)

◘ 12월 18일(목) 13:00~14:20, 휘닉스파크 호텔 볼룸Ⅰ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2.1 데이터베이스Ⅱ 21 이민수(이화여대) 이상준(숭실대)
P2.2 언어공학 19 김재훈(한국해양대) 김학수(강원대)
P2.3 인공지능Ⅱ 9 신봉기(부경대) 엄재홍(서울대)
P2.4 정보보호Ⅱ 10 최낙중(서울벨연구소)
P2.5 정보통신Ⅰ 18 강미영(고려대) 김현종(기품원)
P2.6 컴퓨티시스템Ⅰ 18 강경태(한양대) 허준영(한성대)

◘ 12월 18일(목) 15:20~16:40, 휘닉스파크 호텔 볼룸Ⅰ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3.1 소프트웨어공학 14 이해영(서울여대) 남영광(연세대)
P3.2 인공지능Ⅲ 18 황명권(KISTI) 엄재홍(서울대)
P3.3 전산교육시스템 5 박남제(제주대)
P3.4 정보통신Ⅱ 17 이석진(ETRI) 김주영(ETRI)
P3.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Ⅰ 12 오경수(숭실대) 서진욱(서울대)
P3.6 컴퓨터시스템Ⅱ 20 김형신(충남대)

◘ 12월 19일(금) 10:00~11:20, 휘닉스파크 호텔 볼룸Ⅰ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4.1 학부생논문Ⅰ 40
P4.2 모바일응용시스템 24 김문구(ETRI) 박상원(한국외대)
P4.3 정보통신 18 구본태(ETRI) 김현종(기품원)
P4.4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Ⅱ 10 이도훈(부산대)
P4.5 컴퓨터시스템Ⅲ 9

◘ 12월 19일(금) 12:40~14:00, 휘닉스파크 호텔 볼룸Ⅰ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5.1 학부생논문Ⅱ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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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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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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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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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테이프 등, 단, 양면접착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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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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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발표시간이 종료후 15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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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건설환경IT융합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정갑주(건국대) ▹평가위원B: 

P1.1-01 검지기 및 V2I 통신을 활용한 고속도로 진입램프 합류 구간 차량 추돌 사전 경보 시스템 설계

김용일･라일구･이동준･박기수(포스코ICT)

P1.1-02 호흡 주기를 기준으로 한 호흡 측정 실험

조석향(평택대), 백승민(강남대), 오현교(펌웨어뱅크), 신범철･조승호(강남대), 

김형태(펌웨어뱅크), 문봉희(숙명여대)

P1.1-03 스마트홈의 메소드 오프로딩을 통한 리소스 쉐어링

김항영･김승곤･이창건(서울대)

P1.1-04 FEMS를 위한 실시간 전력 서브 미터링 기술

지영민･강정훈･임호정･유준재(KETI)

P1.1-05 변전소 전력기기를 위한 온라인 예방진단시스템 개발

권현호･이도훈･이진호･진창환(LS산전)

P1.1-06 【우수논문】 예지 분석을 위한 실시간 빅데이터 스트림 처리

김성수･원종호(ETRI)

P1.2 고성능컴퓨팅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민홍(호서대) ▹평가위원B: 허준영(한성대)

P1.2-01 Rust 개발 환경에서 효율적인 멀티 태스킹 스케줄링을 위한 work stealing 전략 제안

박재만･최영일･김현준･김승현(삼성전자)

P1.2-02 하둡 표준 벤치마크 도구를 사용한 러스터 파일시스템 기반 하둡 맵리듀스 성능 분석

곽재혁･김상완･허태상･황순욱(KISTI)

P1.2-03 사물의 클라우드에 대한 가격 모델

모하마드 아 잠･허의남(경희대)

P1.2-04 클러스터 환경에서 유전체 분석을 위한 원격파이프의 구현

전승협･김강호･고광원･배승조(ETRI)

P1.2-05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상 벡터 유사 조인 연구 현황

김현준･이상구(서울대)

P1.2-06 인텔 제온 파이에서의 희소행렬 벡터 연산

이혜지･임은진(국민대)

P1.2-07 병렬 영상 분할 기법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발전 방향

최성묵･김종국(고려대)

P1.2-08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스케줄링을 위한 자원 최소화 기법

흥콩틴･허의남(경희대)

P1.2-09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새추레이션 문제 해결방법

CHEN QICHEN･염헌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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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0 컨텐츠 전송망의 성능향상을 위한 캐쉬 구조

구태연･원희선(ETRI), 최훈(충남대)

P1.2-11 Smith-Waterman 알고리즘을 위한 GPU 상에서의 Multi-Stream 기반 병렬화

정요상･이명호(명지대), 최동훈(KISTI)

P1.2-12 Lattice-Boltzmann Method를 위한 GPU 상에서의 데이터 지향형 병렬화

쟌 느앗-프엉･이명호(명지대), 남덕윤･김직수･황순욱(KISTI)

P1.3 고신뢰컴퓨팅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김직수(KISTI) ▹평가위원B: 황순욱(KISTI)

P1.3-01 가상머신을 이용한 고장감내형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구축

김상훈･이우승･김현우･김영환(KETI)

P1.3-02 【우수논문】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모바일 기기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업 분할 기법

민홍(호서대), 정진만(한남대), 허준영(한성대)

P1.3-03 난독화가 안드로이드 앱 유사도 비교에 미치는 영향

고정욱･박종혁(단국대), 박민규(건국대), 조성제(단국대)

P1.3-04 메소드의 구조적 정보 기반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유사성 비교 방법

김준형･임을규(한양대)

P1.3-05 SSD를 위한 확률 기반 캐시 관리 기법

강동우･백승재･최종무(단국대)

P1.4 국방소프트웨어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김원태(ETRI) ▹평가위원B: 최광남(중앙대)

P1.4-01 합동전술데이터링크를 위한 데이터 루핑 방지 방법

박인혜･이형근(광운대)

P1.4-02 실행아키텍처 기반 작전능력 분석 모델에 대한 연구

황하준(국방대)

P1.4-03 군용 무인항공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코드 커버리지 목표 값 설정에 관한 연구

최윤정･조호윤･박병훈(국방과학연구소)

P1.4-04 유도무기체계의 작전결심지원을 위한 자동화 기반 의사결정 기술 분석

김지은･박준호･조길석(국방과학연구소)

P1.4-05 국방 M&S 분산 시뮬레이션의 HLA/RTI 연동 데이터 저장을 위한 FOM-DBMS 메타 

모델 변환 방법

최성우･이예나･최미선･김영국(충남대)

P1.4-06 LVC 기반 프레임워크 구조설계

정오균･배정호･김지은･권재우(국방과학연구소), 최훈(충남대)

P1.4-07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장애요인분석

김혜진･이상훈(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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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데이터베이스Ⅰ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심준호(숙명여대) ▹평가위원B: 김한준(서울시립대)

P1.5-01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예측 사례연구

박요한(고려대)

P1.5-02 신문 기사에 기반한 한국어 정서 단어의 자동 분류

권오규･허준(NIMS)

P1.5-03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한 특정조직 내부 권력구조 추정

박지민･윤성웅･이상훈(국방대)

P1.5-04 빅데이터 처리 오픈소스를 활용한 전자결재문서 검색시스템 개발

송중호･김학민･윤진(국가핵융합연구소)

P1.5-05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통제집단 내 특정 구성원 진단 모델

박동욱･윤성웅･이상훈(국방대)

P1.5-06 개인 및 그룹 기반 검색의 혼합을 통한 개인화 검색 효율 향상

한기준･이문용(KAIST), 정영임･김재훈･김환민(KISTI)

P1.5-07 수강신청시스템 성능 개선 방법

이원철･김승남･이상민(강원대)

P1.5-08 Hadoop 프레임워크에서 효율적인 빅데이터 검색을 위한 전략

백우현･김지은･이재경･김경창(홍익대)

P1.5-09 웹 데이터와 토픽 모델을 이용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인 분석

허성완･손경아(아주대)

P1.5-10 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당뇨환자의 처방 및 검사결과의 상관관계 분석

유강민･박성찬･이수진･유경상･이상구(서울대)

P1.5-11 가정에서의 논리 동작 인식 시스템 연구

임성주･용환승(이화여대)

P1.5-12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여행 패턴 분석을 위한 LDA 기반 군집화 기법에 관한 연구

황혜진･이재연･손경아(아주대)

P1.5-13 하둡에서 대규모 소형파일 문제 해결을 위한 클러스터링 기반의 Map/Reduce 성능을 

개선하는 데이터 병합 기법

이원재･박석(서강대)

P1.5-14 객체-관계 매핑 기법 기반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구현 모델

차수영･이석훈(고려대), 정동원(군산대), 백두권(고려대)

P1.5-15 위키피디아 기반 3차원 텍스트 표현모델을 이용한 개념망 구축 기법

홍기주･김한준･이승연(서울시립대)

P1.5-16 모바일 P2P 캐시 공유 환경에서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위한 데이터 배포 기법

김재구･윤수용･김천중･박재열･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1.5-17 기억의 망각을 고려한 위치기반 질문 특화 소셜검색

최민수･김대훈･이재길(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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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18 MapReduce를 이용한 다중 Group-by 질의의 효율적인 처리 기법

박은주･박소정･오소현･이기용(숙명여대)

P1.5-19 치매 및 노인성 건망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처리 

시스템

김대훈･최민수･김정훈･이재길(KAIST)

P1.5-20 First Order Logic을 이용한 Refine Structure Process Tree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 이상 현상 검증 방법

김건우･박경욱･여창준･이동호(한양대)

P1.5-21 트위터에서의 토픽별 감정 패턴 분석

이재환･김남윤･임혜원･김형주(서울대)

P1.6 인공지능Ⅰ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고병철(계명대) ▹평가위원B: 김인철(경기대)

P1.6-01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충돌위험도 평가 방법

노삼열･한우용(ETRI)

P1.6-02 계층적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폰의 저전력 장치관리 시스템

양견모(연세대), 김상호(삼성전자), 조성배(연세대)

P1.6-03 전략물자 사전판정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계통 온톨로지 

모델링에 관한 연구

손철웅･신동훈･양승효･태재웅(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1.6-04 전략물자 사전판정 심사과정의 최적화를 통한 전문가 시스템 개발

신동훈･태재웅･양승효(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1.6-05 손목에서 액티그래피와 생체 신호를 이용한 수면 상태 감지 방법

전영혁･이성환(고려대)

P1.6-06 미소혈관내 백혈구 운동 계측

김응규(한밭대)

P1.6-07 문맥종속-딥 신경망-은익 마코프 모델 기반의 대어휘 연속음성인식 시스템을 위한 

유용한 특징벡터들

이성주･강병옥･정훈･박전규(ETRI)

P1.6-08 원자력 기술문서 검색 시스템에 대한 TF-ICF 적용

태재웅･양승효･최선도･손철웅･신동훈(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1.6-09 귀납적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협체 역추정 기법

하지수･노상욱(가톨릭대)

P1.6-10 진화 게임이론 기반 노동시장의 병가 및 해고 현상 모델링

유재민･조성배(연세대)

P1.6-11 K-D 트리와 SURF를 이용한 위성 영상의 정합

황민철･곽준영･고병철･남재열(계명대)

P1.6-12 평점 빈도 가중치 기반 Baseline Predictor를 사용한 추천 알고리즘

황태규･박찬수･홍정화･김성권(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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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13 스마트 폰 기반의 실시간 모음 음성 인식을 이용한 마우스 제어 방법

장태웅･김현용･김병만･정해(금오공대)

P1.6-14 의사 결정 나무를 사용한 와인의 품질 예측

이승한･박주영･이구연･강경태(한양대)

P1.6-15 분산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훼손된 비디오 파일의 누락된 프레임 자동복원

김경태･박지혜(국가기록원), 김은이(건국대)

P1.6-16 게임 분석과 MCTS를 이용한 비디오 게임 일반 인공지능

김현태･김도영･김경중(세종대)

P1.6-17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및 목표점 추종 기법

최연호･정정은･권오석･이동하(DGIST)

P1.6-18 CogDIEM: 인지컴퓨팅 연구를 위한 멀티미디어 시청자의 암묵적 감정 반응 

데이터베이스

온경운･김병희･김경민･곽동현･박태서･장병탁(서울대)

P1.7 정보보호Ⅰ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엄재홍(서울대) ▹평가위원B: 

P1.7-01 모바일 침해사고 탐지를 위한 능동적 위협 분석 기술

김병익･이슬기･이태진･박해룡(KISA)

P1.7-02 웹 브라우저에서의 악성 스크립트 대응 기술

장웅･정종훈･임채태(KISA)

P1.7-03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비정상 행위 탐지 방법에 관한 연구

김태은･강동완･조창민･임채태(KISA)

P1.7-04 대용량 네트워크 공격 로그의 통합적 분석

최준용･임지혁･한명지･박근수(서울대), 김성렬(건국대), 임을규(한양대)

P1.7-05 OMA-SNEW 국제 표준에 적합한 D2D 인증 프로토콜

조국래･손종욱(DGIST)

P1.7-06 안드로이드 로그 시스템을 이용한 악성 행위 탐지 기법에 대한 연구

오석호･정지수･류연승(명지대)

P1.7-07 The Collusive Workers Detection in Cloud Computing

Wenzheng Zhu･Changhoon Lee(건국대)

P1.7-08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도메인 WHOIS 정보 검색 모듈 설계 및 구현

심은아･하석영(KCC시큐리티), 이승하(ETRI), 방세중(KCC시큐리티)

P1.7-09 보안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IP 추적 지도 시각화 모델 설계 및 구현

조호희･하석영(KCC시큐리티), 이승하(ETRI), 방세중(KCC시큐리티)

P1.7-10 GPU 라이브러리 CUDA를 이용한 DES 알고리즘 구현

이세연･허의남(경희대)

P1.7-11 악성 스크립트 실시간 탐지 및 시그니처 생성 기술 연구

정종훈･임채태･추현록(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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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12 무선랜 환경에서 로그 AP 탐지를 위한 EVM 및 RSS 특성 분석

안개일･권혁찬･정병호･김신효(ETRI)

P1.7-13 SQL/NoSQL Injection 취약점 자동 침투 시험 도구의 구현 및 실험

오정욱･도경구(한양대)

P1.7-14 사물인터넷을 위한 통신 경로 보안

이정엽･김병관･박승기･장주욱(서강대)

P1.7-15 모바일 브라우저를 위한 피싱 검출 시스템 설계 방안

이진이･박두호･이창훈(건국대)

P1.7-16 안드로이드 스파이 앱 : 특징과 진화

양인승(KISA), 송주석(연세대)

P1.7-17 LEA 파이프라인 구조 설계

이철･고성학･박능수(건국대)

P1.7-18 악성 트래픽 유형 및 탐지 기법 분석

강진아･김형식(성균관대)

P1.7-19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이영한･박정호(선문대)

P1.8 컴퓨터이론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허준영(한성대) ▹평가위원B: 이수현(창원대)

P1.8-01 α-Chordal 그래프 색칠하기

이춘석(삼성전자)

P1.8-02 경량화된 유전알고리즘 기반 순회판매원 문제 해결기법

노태완(서울대), 오하영(숭실대), 김종권(서울대)

P1.8-03 해싱기반 순위다중패턴매칭 알고리즘

강문성･조석현･심정섭(인하대)

P1.8-04 Snort에서 편집거리를 이용하여 탐지규칙을 추가하고 분류하는 도구 개발

김혜미･조호성･박희진(한양대)

P1.9 프로그래밍언어 12.18(목)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이수현(창원대) ▹평가위원B: 허준영(창원대)

P1.9-01 Scala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내장형 특정도메인 스트림 프로그래밍의 확장

곽영준･Bernd Burgstaller(연세대)

P1.9-02 문자열 암호화 기술을 Java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을 위해 코드 난독 처리

자드하브 시탈 수레쉬･이수현(창원대)

P1.9-03 안드로이드 앱 보안성을 위한 난독화 기법

정효란･이수현(창원대)

P1.9-04 속성 문법과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BPEL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BPEL 엔진 생성기

곽동규･최재영(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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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데이터베이스Ⅱ  12.18(목) 13:00~14:20, 불룸Ⅰ

▹평가위원A: 이민수(이화여대) ▹평가위원B: 이상준(숭실대)

P2.1-01 텍스트 마이닝과 태깅 시스템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장소 추천 플랫폼

이남기･박태용･양상훈･김진영･강민수･이상준(숭실대)

P2.1-02 기사와 검색어 순위를 이용한 사회이슈 은폐관계 탐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전민제･강민수･이상준(숭실대)

P2.1-03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적용한 Swift 데이터 보안 강화 기법

최원석･나연묵(단국대)

P2.1-04 외부트렌드 비교를 통한 기관 특허 기술 수준 진단

장윤지(KISTI, UST), 김장원･정도헌(KISTI), 정한민(KISTI, UST)

P2.1-05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실시간 스카이라인 추천 기법

김지현･김명(이화여대)

P2.1-06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위한 캐시 관리 기법

최기태･윤상원･박재열･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2.1-07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과 유관계수의 안전한 다자간 계산

홍선경･이상훈･문양세(강원대)

P2.1-08 다중 대용량 분산 시스템의 통합 저장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황태진･장서윤･강지훈(충남대)

P2.1-09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둡 기반의 OLAP 큐브 생성 알고리즘

이은정･김지현･김명(이화여대)

P2.1-10 맵리듀스 기반의 효율적인 요약정보 생성 기법

김홍연･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

P2.1-11 로그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하둡 기반 SQL과 NoSQL의 성능 분석

손시운･길명선･문양세(강원대), 원희선(ETRI)

P2.1-12 XPath를 기반으로 한 특정 온라인 쇼핑몰 크롤링 기법 구현

신재호･김태우･김철연(가천대)

P2.1-13 시계열 데이터 기반 윤곽선 이미지 매칭의 시각화 도구

문성우･이상훈･김범수･문양세(강원대)

P2.1-14 객체 인식 모듈로부터 대량의 주석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안현석･김경연･권류혁･김유성(인하대)

P2.1-15 트리형 인덱스를 이용한 다중 그리드 히스토그램의 빈 크기 최소화

김재호･김명호(KAIST)

P2.1-16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Fisher Vector 알고리즘 개선

김탁은･김명호(KAIST)

P2.1-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장의 사전 기반 감정 분류 기법

이상민･이도훈(부산대)

P2.1-18 동적 로드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최단경로 탐색을 위한 인덱스 갱신

김현욱･박기성･이영구(경희대)



Poster Session

48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Poster Session

P2.1-19 이미지 기반 검색을 위한 맵리듀스 기반의 이미지 특징 추출

김태연･김현욱･이영구(경희대)

P2.1-20 효과적인 이벤트 감지를 위한 그래프 기반의 뉴스 데이터 표현 기법

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2.1-21 CUBRID 샤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OLAP 함수의 분산 처리 모듈 개발

원지섭･강석･김진호(강원대)

P2.2 언어공학  12.18(목) 13:00~14:20, 불룸Ⅰ

▹평가위원A: 김재훈(한국해양대) ▹평가위원B: 김학수(강원대)

P2.2-01 그래프 기반 및 전이 기반 방법의 결합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서

나승훈(부산외대), 정상근(SKT)

P2.2-0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형태소 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이건일･이종혁(포항공대)

P2.2-03 Structural SVM을 이용한 전이 기반 한국어 의미역 결정

오준호･배장성･이창기(강원대), 이청재･정상근(SKT)

P2.2-04 CRF를 이용한 한국어 공간 정보 자동 추출

김보겸(충북대), 박용민(KAIST), 서현민(다음소프트), 이재성(충북대)

P2.2-05 가변길이 윈도우와 빈도 가중치를 이용한 단어 의미 이중성 해소

박상근･최지연･최기선(KAIST)

P2.2-06 TBL 및 단어 유사도를 활용한 변형단어 처리 방법

송재혁･조세형(명지대)

P2.2-07 Moses 기반 한-영 통계기반 기계번역에서 병렬 말뭉치 재구성을 통한 번역율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원･정현준･백두권(고려대)

P2.2-08 수형의 효율적 수집을 통한 한국어-한국수어 병렬코퍼스 제작

김정호･박종철(KAIST)

P2.2-09 자연스러운 수화 아바타 생성을 위한 운율구 경계 예측 모형의 적용

김민호･강상욱･권혁철(부산대), 오주현(KBS)

P2.2-10 다중분류기와 연관규칙을 이용한 질의자동분류 및 정답추천

방지영(고려대)

P2.2-11 질의응답시스템을 위한 시맨틱 프레임 정제

서지우･함영균･최기선(KAIST)

P2.2-12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대한 RDF 기반 주석 정보 데이터베이스

원유성･함영균･최기선(KAIST)

P2.2-13 토픽 클러스터링 기반 언어모델링을 위한 문장 분류

김현호(UST), 왕지현･김상훈(ETRI)

P2.2-14 영작문 자동채점에서 앙상블 학습의 효과

이경호･이공주(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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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5 계산량 감소를 위한 LDA 단어 분포를 이용한 트위터 사용자 성향 분류 기법

이호경･양선･고영중(동아대)

P2.2-16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 기사가 가지는 파급력 예측

송우상･이종혁(포항공대)

P2.2-17 과학기술 문헌 분석을 위한 한글 문장 분리기

홍승균･송사광･신성호･김영민･선충녕･정한민(KISTI)

P2.2-18 나이브 베이즈 모델에 기반한 웹 뉴스 기사의 제목 추출

염하늘(KISTI, UST), 방재금(금오공대), 황명권･황미녕(KISTI), 정한민(KISTI, UST)

P2.2-19 SVM 기반의 가이드 멘션 페어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최경호･박천음･이홍규･이창기(강원대)

P2.3 인공지능Ⅱ  12.18(목) 13:00~14:20, 불룸Ⅰ

▹평가위원A: 신봉기(부경대) ▹평가위원B: 엄재홍(서울대)

P2.3-01 순환 신경망 언어 모델의 은닉 뉴런의 미래 서열 예측 성질

윤상웅･이상우･장병탁(서울대)

P2.3-02 마코프랜덤필드를 이용한 설문지에서의 비정상 반응 탐지

김형준･김청택･장병탁(서울대)

P2.3-03 그래프 패턴 매칭을 이용한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결함 탐색 방법

백선걸･강동현･이현구･엄영익(성균관대)

P2.3-04 뇌피질 전기자극이 수면 중 신경망에 미치는 영향

이미진･서현･김동현･전성찬(GIST)

P2.3-05 컨볼루션 신경망을 적용한 하이퍼네트워크 개념망 생성

남장군･김경민･하정우･장병탁(서울대)

P2.3-06 사용자 의도의 정량화를 위한 EEG-NIRS 기반의 뇌 신호 분석 방법

김범주･이민호･이성환(고려대)

P2.3-07 SVM을 활용한 해상표적 식별

정현철･윤성웅･이상훈(국방대)

P2.3-08 구매 이력 데이터를 사용한 상황 인지 추천 시스템

최기창･양지훈(서강대), 이현진(ETRI)

P2.3-09 위키피디아 링크 기반 개념 계층구조의 자동 구축

이가희･김한준(서울시립대), 장재영(한성대)

P2.4 정보보호Ⅱ  12.18(목) 13:00~14:20, 불룸Ⅰ

▹평가위원A: 최낙중(서울벨연구소) ▹평가위원B: 엄재홍(서울대)

P2.4-01 BYOD 환경에서의 기업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완･임채태(KISA)

P2.4-02 계층적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에서 수동적 오버플로우 사용자에 대한 우선권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기법

박세권･성혜민･손종욱(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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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03 PHP 시큐어 코딩 규칙의 개발을 위한 보안 취약점 분석

박우열･양일권･손창환(홍익대), 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 표창우(홍익대)

P2.4-04 N-스크린을 위한 상황인지 컴퓨팅 기반 적응형 인증 및 인증 전달 기법

이단희･홍영택･김성조(중앙대)

P2.4-05 피싱 공격 대응 기법 안전성 비교 분석

김소영･강지윤･김윤정(서울여대)

P2.4-06 프라이버시 대시보드 : 안드로이드 OS 환경에서 민감정보 접근내역 확인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안

유홍렬･권태경(연세대)

P2.4-07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열거 공격 효과 연구

김은현･김형식(성균관대)

P2.4-08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인터넷 다형성 웜 탐지규칙 자동 생성 기법

이수철･이성일･박경호･김성호(국가보안기술연구소)

P2.4-09 RMI 방식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암호화 프레임워크

김성수･홍충선(경희대)

P2.4-10 SDN의 Firewall 응용의 정형 모델링과 검증

이동호･강미영･최진영(고려대), 이종화･신명기(ETRI)

P2.5 정보통신Ⅰ 12.18(목) 13:00~14:20, 불룸Ⅰ

▹평가위원A: 강미영(고려대) ▹평가위원B: 김현종(기품원)

P2.5-01 무선애드혹 네트워크에서 공중무인기를 이용한 데이터 중계 성능 분석

천정명･이상후･윤석훈(울산대)

P2.5-02 네이밍에이전트(NA)의 기능 설계 및 구현

이연식･장민석･김동건(군산대), 김영운((주)좋은정보기술)

P2.5-03 버퍼 기반 비트율 적응 기법을 응용한 에너지 효율적 Prefetching 기반 동적 적응 

비디오 스트리밍

김서향(서울대), 오하영(숭실대), 김종권(서울대)

P2.5-04 고속 무선 응용을 위한 근접 D2D 통신 기술

이석진･천익재･이후성･신경철･이문식(ETRI)

P2.5-05 택배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다중 센서 기반 측정장치 개발

박현･김용재･정종석･손관철･석정봉(연세대)

P2.5-06 ABR 스트리밍 이용자의 능동적 제어에 의한 비트율 적응 기법

김서향･김종권(서울대)

P2.5-07 온라인 게임 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게임봇 검출 규칙 검증 및 게임봇 검출

김주영･이헌주(ETRI)

P2.5-08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CPPS (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설계 및 구현

박호철･김기형･이주연･왕지남･김강석･손태식(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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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9 DASH 시스템을 위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 연구

정종민･김종덕(부산대)

P2.5-10 방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차량 MAC 프로토콜

정현희･신현호･신동렬(성균관대), 남춘성(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P2.5-11 차량운행 위험 감지를 위한 차량간 통신 방법에 관한 연구

신현호･정현희･신동렬(성균관대), 남춘성(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P2.5-12 iBeacon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방법

정현희･신현호･신동렬(성균관대), 남춘성(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P2.5-13 방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진입경로 확보를 위한 안전 운행 방법

신현호･정현희･신동렬(성균관대), 남춘성(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P2.5-14 데이터 전송 성능 향상 위한 VANET 라우팅 기법

박경득･김문석･이수경(연세대)

P2.5-15 사물인터넷 기반 무기류 통제 및 보관 시스템

진원상･임성현･장주욱(서강대)

P2.5-16 국가재난안전망(PS-LTE)의 운용방식에 대한 고찰

이경원･박상현(연세대)

P2.5-17 업링크 다중 사용자 MIMO 전송 기법 연구

이재훈･김종권(서울대)

P2.5-18 IEEE 802.15.4 기반의 WBAN에서의 공존성 문제 해결 방안

최종현･김병선･조진성(경희대)

P2.6 컴퓨터시스템Ⅰ 12.18(목) 13:00~14:20, 불룸Ⅰ

▹평가위원A: 강경태(한양대) ▹평가위원B: 

P2.6-01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에서 CPU 중심 응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DVFS 정책

김형종･박문주(인천대)

P2.6-02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위한 Ceph 성능 평가

이재면･이구연･강경태(한양대)

P2.6-03 자원 사용 유형에 따른 웹 서버의 성능 튜닝 적용

주윤덕･장미숙(솔박스)

P2.6-04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애프터서비스(AS)센터의 커버리지 모델에 관한 연구

이황기･이상근(고려대)

P2.6-05 SSD에서의 압축률에 따른 쓰기모드 변환 FTL

이용상･김동욱･강수용(한양대)

P2.6-06 초･중등학교 무선 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집중형 무선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설계

정용환(KISTI, 대구가톨릭대), 이행곤･최장원(KISTI), 김행곤･길준민(대구가톨릭대)

P2.6-07 주기적응성 태스크의 주기적 태스크로의 변환 방법

이지화(서울대), 김종찬(국민대), 이창건(서울대)



Poster Session

52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Poster Session

P2.6-08 가상화 환경에서 계산과학 작업의 성능 개선을 위한 효율적 스토리지 활용 방법

최찬호･유정록･이종숙(KISTI)

P2.6-09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동적자원관리 시스템

김성현･이승섭･이수경(연세대)

P2.6-10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LOD 플랫폼 설계

손윤희･강민아･이규철(충남대)

P2.6-11 실시간 가상화 환경을 위한 공개소스로 구현된 하이퍼바이저 멀티코어 기능 구현

고상철･경주현･임성수(국민대)

P2.6-12 A Decomposition-based Architecture for Distributed Cloud Computing

Chuan Pham･Cuong T.Do･Kyithar･Choong Seon Hong(경희대)

P2.6-13 무정전 발전공급장치에 시간 제약성을 만족하는 제어기 설계

이철주･이재면･이구연･강경태(한양대)

P2.6-14 풍력단지 제어시스템 검증용 실시간 시뮬레이터 개발

김태형･함경선(KETI)

P2.6-15 풍력단지 내 터빈의 후류 효과를 고려한 바람 생성 시뮬레이터 개발

김태형･함경선(KETI)

P2.6-16 【우수논문】 MADE(Min-hash Assisted Delta-compression Engine): 델타 압축 기반의 

NAND 플래시 저장장치의 내구성 향상 기법

권혁준･김도현･박지성･김지홍(서울대)

P2.6-17 가상발전소를 위한 SOAP기반 웹 서비스 구조 설계

임은지･김태형･함경선(KETI)

P2.6-18 분산 전원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모듈

박영수･김태형･함경선(KETI)

P3.1 소프트웨어공학 12.18(목) 15:20~16:40, 불룸Ⅰ

▹평가위원A: 이해영(서울여대) ▹평가위원B: 남영광(연세대) 

P3.1-01 불안정 포인터가 가리키는 피연산자 스택을 가진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성능 향상

정혁진･김민수･문수묵(서울대)

P3.1-02 CoAP 프로토콜 기반의 시멘틱 IoT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김민서･이우승･김현우･김영환(KETI)

P3.1-03 소프트웨어 신뢰성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효과적인 

Change-points 탐색 방법

채민성･백종문(KAIST)

P3.1-04 M2M을 위한 소셜 데이터 융합 분석 플랫폼

장서윤･강지훈(충남대)

P3.1-05 버그 정정을 위한 정보검색 기반 버기 소스코드 추천

이은철･이병정(서울시립대)

P3.1-06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용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김동수(성균관대, 삼성전자), 이은석･이규성(삼성전자), 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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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07 관점지향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제거 방안

김진모･최은만(동국대)

P3.1-08 시큐어 코딩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오픈소스 정적분석

강민정･이경운･안소진･최진영(고려대)

P3.1-09 기업이용자를 위한 국가R&D정보 패키지 서비스 방안

한희준･김병정･최희석･김재수(KISTI)

P3.1-10 SCADE를 이용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사례연구 및 분석

채철우･신동환･지은경･홍광의･배두환(KAIST)

P3.1-11 그놈 프로젝트 인적 네트워크의 포괄적 분석

조성호･최린(고려대)

P3.1-12 모델 기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모델 구축 방안

김수지･김진아･서용진･김현수(충남대)

P3.1-13 테스트 모델 패턴화를 위한 모델 변환 규칙

김진아･김수지･서용진･김현수(충남대)

P3.1-14 위기대응 매뉴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혁･정금택･최진영(고려대)

P3.2 인공지능Ⅲ 12.18(목) 15:20~16:40, 불룸Ⅰ

▹평가위원A: 황명권(KISTI) ▹평가위원B: 엄재홍(서울대)

P3.2-01 반도체 마킹 검사 공정을 위한 문자 인식 시스템

임광용(연세대), 김요환･고효헌(삼성전자), 변혜란(연세대)

P3.2-02 Bag-of-words 모델 기반영상 검색을 활용한 객체 클래스분리특성 분석

장원일･김화숙･김선중･조기성(ETRI)

P3.2-03 RBM과 MLP를 이용한 얼굴 분류 시스템

이용규(연세대)

P3.2-04 K-means 클러스터링과 Neighbors’ Voting 기반 전처리를 사용한 추천 시스템

홍정화･박찬수･황태규･김성권(중앙대)

P3.2-05 상호 정보량을 이용한 동작 상상 뇌 신호 구분 방법론

황보선(서울대), 박철수(광운대), 장병탁(서울대)

P3.2-06 컨볼루션-순환 딥러닝을 이용한 컬러-깊이-열화상 얼굴 이미지 인식 방법 

이범진･이충연･장병탁(서울대)

P3.2-07 양방향 TV방송에서의 시청자 참여를 위한 단일 컬러 영상에서의 포스처 인식

황선희･임광용･기민송･변혜란(연세대)

P3.2-08 주성분 분석기반의 k-Nearest Neighbor을 이용한 부정맥 추출

손효용･박주영･강경태(한양대)

P3.2-09 이미지 세부 분류를 위한 색상공간 구성 방법

홍종광･김호성(연세대), 임채성･김호수(LG전자), 변혜란(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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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10 비디오 시청자의 감정 예측을 위한 다중 뷰 기반 감독학습 연구

박경화･김병희･장병탁(서울대)

P3.2-11 희소앙상블 코딩을 이용한 순차적 음악 회상 학습

한철호･김병희･장병탁(서울대)

P3.2-12 대규모 감성DB 기반 인지컴퓨팅에서의 편향 요인 진단

곽동현･김병희･박태서･장병탁(서울대)

P3.2-13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지 상태 모델링

김은솔･김지섭･장병탁(서울대)

P3.2-14 시리즈 방송 콘텐츠에 대한 장소 기반의 씬 그룹화 방법

김혜린･낭종호(서강대)

P3.2-15 기계학습을 이용한 광간섭단층촬영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지승배･스창･유승범･한재호(고려대)

P3.2-16 차세대 시퀀싱 데이터 기반의 전좌 검출 방법

김민호･김대희･최재훈･임명은･한영웅･김영원･정호열(ETRI)

P3.2-17 한국인 표본 건강 데이터 기반 동반질환 분석

한영웅･정호열･임명은･김영원･김민호･김대희･최재훈(ETRI)

P3.2-18 역전파 인공신경망과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

유종민･송영민･전문구(GIST)

P3.3 전산교육시스템 12.18(목) 15:20~16:40, 불룸Ⅰ

▹평가위원A: 박남제(제주대) ▹평가위원B: 

P3.3-01 【우수논문】 육각형 셀기반 모의해킹 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보안 학습교구 개발

고영해(제주하도초, 제주대), 박남제(제주대)

P3.3-02 사이버러닝 교육 시스템 이용 증가를 위한 방안 제언

김우현･이종숙(KISTI), 이봉규(연세대)

P3.3-03 EIDSON 계산화학 시뮬레이션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분석

이준･서정현･이종숙･전인호(KISTI)

P3.3-04 HTML 5기반의 교육용 컨텐츠 개발을 위한 스마트 UI 플랫폼에 관한 연구

문희경･한성국(원광대)

P3.3-05 캡스톤 설계에서의 스마트한 가상현실 체험기기 Tricker 의 구현

김진우･조재욱･손호영･전주현(중앙대)

P3.4 정보통신Ⅱ 12.18(목) 15:20~16:40, 불룸Ⅰ

▹평가위원A: 이석진(ETRI) ▹평가위원B: 김주영(ETRI)

P3.4-01 Joint Resource Allocation and Minimizing Carbon Footprint in Geo-distributed Fog Computing

Cuong T. Do･Pham Chuan･Choong Seon Hong(경희대)

P3.4-02 Joint User Association and Rate Control in LTE HetNets

S.M Ahsan Kazmi･Tai Manh Ho･Saeed Ullah･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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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03 NDN에서 앵커를 이용한 생산자 이동성 지원 방법

이태훈･김예나･이수경(연세대)

P3.4-04 Performance Enhancement of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by Deploying 

Virtualization Concept

Kyi Thar･Saeed Ullah･Rim Haw･Anselme NDIKUMANA･Rossi Kamal･
Choong Seon Hong(경희대)

P3.4-05 Inter-cell Interference and Frequency Reuse in Heterogeneous Networks

Thant Zin Oo･Choong Seon Hong(경희대)

P3.4-06 인증 코드와 네트워크 코딩 기반의 간헐적인 연결 단절을 위한 멀티캐스트

박성준･강경란･조영종(아주대)

P3.4-07 V2V와 OBD-II를 이용한 안전운전 시스템

차현준･김종찬(국민대)

P3.4-08 The improvement algorithm of cluster-head election in Cluster-based TDMA System 

for VANETs

VanDung Nguyen･Oanh Tran Thi Kim･Duc Ngoc Minh Dang･Choong Seon Hong(경희대)

P3.4-09 Performance Evaluation of NDN Forwarding Strategies

Anselme NDIKUMANA･Ashis Talukder･Rossi Kamal･Kyi Thar･Saeed Ullah･
Rim Haw･Choong Seon Hong(경희대)

P3.4-10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SDN 기반 LTE 망에서 콘텐츠 전송 성능 분석

허림･홍충선(경희대)

P3.4-11 High Performance and Lightweight Mobile Cloud Infrastructure Monitor and 

Benchmark Service using RESTful, JMS and JSON

Dai Hoang Tran ･ Chuan Pham･Cuong T.D･Dung T.N･Nguyen T.H･
Eui-Nam Huh･Choong Seon Hong(경희대)

P3.4-12 CCNx가 적용된 저사양 단말에서 효율적인 콘텐츠 전송을 위한 방법 연구

이두호･이성원･홍충선(경희대)

P3.4-13 콘텐트 중심 네트워크에서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성능 향상을 위한 정규표현식 프레임워크

손동현(서울대), 최낙중(서울벨연구소), 권태경(서울대)

P3.4-14 표준 SAS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자 카지노게임 범용 회계 시스템 (CAS)

김상민･안희준(서울과학기술대)

P3.4-15 실시간 IPTV 스트리밍 패킷 모니터링 시스템

양인환･유인태(경희대)

P3.4-16 Network Driver Interface Specification(NDIS)를 이용한 트래픽 모니터링 기법 연구

선경희･조항기･유인태(경희대)

P3.4-17 CDAVC: Adaptive Video Streaming Friendly Cache Scheme for Information Centric Networks

Saeed Ullah･Kyi Thar･S.M. Ahsan Kazmi･Anselme Ndikumana･Rossi Kamal･
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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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Ⅰ 12.18(목) 15:20~16:40, 불룸Ⅰ

▹평가위원A: 오경수(숭실대) ▹평가위원B: 서진욱(서울대) 

P3.5-01 화면 밝기, 글자 크기, 배경 색상이 스마트폰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

고요한･이경우(연세대)

P3.5-02 BCI 기반의 SSVEP 제어를 위한 LED의 밝기에 대한 연구

장원앙･권익환･이도훈(부산대)

P3.5-03 반감기 배경에서 광류 에너지에 의한 추적 방법

정도욱･최형일(숭실대)

P3.5-04 깊이 카메라와 DAM-Shift를 이용한 폐색에 강건한 손 추적 시스템

김기상･김수경･최형일(숭실대)

P3.5-05 3차원 공간에서의 정확한 움직임 측정을 위한 3축 센서 기반의 이동거리 및 방향전환점 

추정

배한준･최린(고려대)

P3.5-06 비디오 시청 환경에서의 장기 기억에 대한 안구 운동 분석

김진화･장병탁(서울대)

P3.5-07 적응형 확대 기반의 시선 추적을 통한 정확도 및 정밀도 개선

송현주･조재민(서울대), 김보형(분당서울대학병원), 서진욱(서울대)

P3.5-08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활용을 위한 복합모션 API의 설계

조윤아･임순범(숙명여대)

P3.5-09 스마트 스페이스 기술을 위한 멀티모달센싱 기반 see-through HMD 추적 시스템

장원일(ETRI), 고명섭(고려대), 김선중･김화숙･조기성(ETRI)

P3.5-10 감성 분류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획득 및 조합

김혜린･이인권(연세대)

P3.5-11 CUDA 기반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비사실적 렌더링 기법

윤현철･박종승(인천대)

P3.5-12 햅틱 렌더링을 위한 GPGPU 기반의 충돌탐지 알고리즘

김성민･성미영(인천대)

P3.6 컴퓨터시스템Ⅱ 12.18(목) 15:20~16:40, 불룸Ⅰ

▹평가위원A: 김형신(충남대) ▹평가위원B:

P3.6-01 모션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의 구현

강형석･김강희(숭실대)

P3.6-02 NVMe 기반 플래시 저장장치 시뮬레이터

이은규･원선･김강희(숭실대), 남이현(SKT)

P3.6-03 에너지 상호운용 표준에 기반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설계

강신육･황태인･이일우(ETRI)

P3.6-04 심우주 위성을 위한 루아 기반 탑재 제어 프로시져 소프트웨어의 설계

박시형･구철회･강수연･김창균･권철순･김형신(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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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05 크롬 브라우저의 웹 로딩시간 분석

여지환･권진우･문수묵(서울대), 구본태･김진규(ETRI)

P3.6-06 멀티코어 환경에서 병렬화 옵션을 사용하는 실시간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인자 설계

백상윤･이창건(서울대)

P3.6-07 임베디드 듀얼코어 프로세서의 통계적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이종복(한성대)

P3.6-08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고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문종배･조정현･김성운･김학영(ETRI)

P3.6-09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위한 가변 수행 시간 태스크 모델 지원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

위경수･김승곤･이창건(서울대)

P3.6-10 임베디드 시스템의 온 더 플라이 동적 재프로그래밍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방식

김승곤･이창건(서울대)

P3.6-11 【우수논문】 로그 인지 플래시 변환 계층

김동욱･강수용(한양대)

P3.6-12 인피니밴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적용한 오픈스택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계

허희성･이광수･메히디･김덕환(인하대)

P3.6-13 고장 예측 시스템 검증을 위한 센서 신호 생성기

탁해성･박보국･조환규(부산대)

P3.6-14 단어-거리 그래프를 이용한 주제어 추출 시스템 구현

탁해성･조환규(부산대)

P3.6-15 가상화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I/O 패턴 분석

오찬수･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P3.6-16 셀프-힌트를 이용한 가상머신 메모리 공유 기회 향상 기법

남예지･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P3.6-17 계층적 스케줄링 시스템의 스케줄링 가능성 검증을 위한 UPPAAL 모델

안소진･황대연･최진영(고려대)

P3.6-18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약조정 검사점 설정 기법

박태순(세종대)

P3.6-19 리눅스 CFS 그룹 스케줄링을 위한 엄격한 CPU 자원예약

임인구･조현철･진현욱(건국대), 이상일(국방과학연구소)

P3.6-20 메모리 집약적 환경에서 분할 전송 및 더티 페이지 중복 제거 방식을 이용한 가상머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수행시간 감소 기법

차재근(UST, ETRI), 신치훈(ETRI), 김학영(UST, ETRI)

P4.1 학부생논문Ⅰ 12.19(금)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4.1-01 XML Parsing을 이용한 대중선호도에 관한 연구 : Open API기반 의류선호도 검색을 중심으로

홍현표･지정석･김정현･권태영･정지윤･김윤미･임양원･임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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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02 힌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메모리 공유 기법

노다승･남예지･엄영익(성균관대)

P4.1-03 격자 구조화된 공간에서의 음성 기반 길 안내 시스템

강수현･박종승(인천대)

P4.1-04 대화 단위의 지능적 분류를 위한 음성 아카이빙 시스템

신예리･전규현･이현･추현승(성균관대)

P4.1-05 인테그랄 이미지를 이용하는 그레디언트 오리엔테이션 히스토그램 기반 템플레이트 

매칭

방한별･허성오･윤성백･이준호(성균관대)

P4.1-06 MATRIXx 자동 변환 툴 개발 및 G-LOC Monitoring System 정형 검증

윤진웅･박세원･정진관･남원홍(건국대)

P4.1-07 시맨틱 정보를 이용한 알려진 버그 탐색 기법

문대혁･박용수(한양대)

P4.1-08 유의어 사전을 이용한 문서 내 표절 구간 탐색 시스템 개발

송광호･민지홍･이가영･김유성(인하대)

P4.1-09 균일 그리드 맵의 사다리꼴 분할에 의한 경로 찾기

정예원･김지혜･유견아(덕성여대)

P4.1-10 Audio Fingerprinting 기술을 이용한 음악파일 정리시스템

김선혜･박성호･전거창(명지대)

P4.1-11 소매업 입점 위치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제안

윤형식･이종혁･김응모(성균관대)

P4.1-12 확률 모델링을 이용한 저전력 식사 상황 인식 시스템

김기훈･조성배(연세대)

P4.1-13 3차원 블록 조립을 위한 지능형 추론 시스템 설계

이지영･황석근･이원용･노상욱(가톨릭대)

P4.1-14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RF 위협의 분포 분석

김철표･노상욱(가톨릭대)

P4.1-15 인공지능 묵찌빠 로봇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오영훈･김태겸･장현중･홍성용(KAIST)

P4.1-16 트래픽 분석을 통한 카카오톡 사용자 행동 추론

박경원･김형식(성균관대)

P4.1-17 오픈 소스 기반 교육용 주행 알고리즘 경쟁 플랫폼

박성우･김종찬(국민대)

P4.1-18 색상과 모양 분류를 통한 신호등 영역 탐지 및 식별

최지영･김균대･김성훈･이승형･이현수(경희대)

P4.1-19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대화 의도 모델링

이승원･김은솔･장병탁(서울대)

P4.1-20 효과적인 알고리즘 실습 교육을 위한 문제 추천 시스템

이재연･박호민･정현환･손경아(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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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21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개인의 사회성 추론

박성수･윤영선･이영구(경희대)

P4.1-22 시맨틱 센서 웹 기반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온톨로지 기술 동향 연구

윤준영･김만윤･윤희용(성균관대)

P4.1-23 소극장을 위한 자동 스포트라이트 로봇

신원일･김윤식･김동한(광운대)

P4.1-24 가중치를 적용한 다중모드 평균을 이용한 강건한 배경 추적 기법

이서형･김준건･임성수･이지찬･이대호(경희대)

P4.1-25 게임엔진 유니티 C#스크립트의 바이너리 코드 삽입 방지를 위한 무결성 검증 

김현수･정영준(강원대)

P4.1-26 안전운전을 위해 손동작 인식장치와 HUD(Head-up Display)를 이용한 차량내부 

장치조작 시스템

박명길･이현･추현승(성균관대)

P4.1-27 EMG 센싱을 이용한 로봇 손 구현

오형석･김동휘･김상현･오창세･서민석･이창석･박현주(한밭대)

P4.1-28 자기 정량화와 자기성찰적 피드백을 위한 표정활용  얼굴인식 기법 및 시스템 디자인

김성실･조정훈･장영균･우운택(KAIST)

P4.1-29 Unity3D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용자의 생체 신호 실시간 반영

박소희･박종승(인천대)

P4.1-30 위치기반 무인 수상 드론의 설계 및 구현

이기명･김기수･김보배･임병수･이상준(숭실대)

P4.1-31 SmartBCon: 구형 빔프로젝터의 스마트 빔프로젝터로의 변신

유제현･한용구･조진성(경희대)

P4.1-32 Kinect의 동작 인식기능을 활용한 유아 기능성 게임

김빛나라･곽영태(전북대)

P4.1-33 앉은 자세 분류를 위한 스마트 의자 시스템

이신은･정원희･박상철･이영석(충남대)

P4.1-34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동작분류 기반 헬스가이드

강은주･김용관･박상범･이승형･이승룡(경희대)

P4.1-35 텍스쳐 매니퓰레이션을 통한 사진 드로잉과 페인팅

전세미･김선정･박경주(중앙대)

P4.1-36 얼굴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얼굴 인식 개선 알고리즘

윤일로･이영민(서울시립대)

P4.1-37 향상된 성능의 동기화를 이용한 리듬 게임 개발

석지용(연세대), 김현우(서강대), 양성호(가톨릭대)

P4.1-38 동적 객체 추출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조명 효과 보정

지영민･원대연(인하대)

P4.1-39 Kinect 3D 동작 인식 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어린이 안전교육 게임

고의정(인천대), 나성환･윤민재(광운대), 이현진(동덕여대), 김소희(홍익대), 성미영(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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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40 유니티3D에 키넥트를 이용한 모션 캡처 및 3D 모델의 적용

노승준･이성길(성균관대)

P4.2 모바일응용시스템 12.19(금)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김문구(ETRI) ▹평가위원B: 박상원(한국외대)

P4.2-01 모바일 GPU의 RenderScript와 OpenCL 성능 비교

이충헌･최원익(인하대)

P4.2-02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홈 제어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구본현(삼성전자), 최린(고려대)

P4.2-03 VoLTE에서의 SIP 응답 메시지 기반 공격/비정상 SIP 메시지 전송 탐지 방법

우수정･김세권･오주형･임채태(KISA)

P4.2-04 iBeacon 기반의 긴급 메시지 전송 방법

손종욱･박세권･조국래(DGIST)

P4.2-05 공항서비스의 사용자 경험확대를 위한 공간상황 인식기반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의 

필요성

송재원(인천국제공항공사), 박대순(항공우주연구원)

P4.2-0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메시지 삭제요청 

김연주･신용태(숭실대)

P4.2-07 강의실 환경에서의 집단 개념동작 인식 기법

최정인･용환승(이화여대)

P4.2-08 높은 범용성과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공태호･염상길･신동렬･추현승(성균관대)

P4.2-09 POCT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려 사항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혜진･박은주･심준호(숙명여대)

P4.2-10 IoT 서비스 지능화를 위한 JSON 방식의 센싱 데이터 처리 

김상현･이정혁･오창세･서민석･김영돈･이창석･박현주(한밭대)

P4.2-11 사용자 위치 벡터를 활용한 실내 측위 방법

박준현･노폰･김종권(서울대)

P4.2-12 스마트 완구 기반의 서비스 페어링 플랫폼 설계에 관한 연구

장윤정･김동민･이명수(KETI)

P4.2-13 안드로이드 기반의 원격 자동 제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강민규･신중권･송상근･이상준(숭실대)

P4.2-14 Unity 3D 기반 모바일 패션코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대진･류우열･이승호･임병수･이상준(숭실대)

P4.2-15 모바일 기반 절차적 복약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개발

임명은･최재훈･한영웅･정호열･김민호･김대희･김영원(ETRI)

P4.2-16 스마트폰 대상의 저전력 색 변환 기법 구현

김은실･김영진(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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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17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기반 상황 인식과 응용 시나리오

이충연･이상우･곽동현･장병탁(서울대)

P4.2-18 가스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센서 모듈 연구

신준호･송병훈(KETI)

P4.2-19 방사능센서를 이용한 위치기반의 방사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애플리케이션 설계

황범･임재윤･신준호･송병훈(KETI)

P4.2-20 스마트폰 무선랜 드라이버에서의 무선AP정보 수집

성정환･김장현･황상윤･조정호･서효중(가톨릭대)

P4.2-21 Xilinx Vivado HLS를 이용한 Loeffler DCT의 설계

백승열･정석진･오형철(고려대)

P4.2-22 스마트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능형 비행기 모드

조르주 프리산초･이제민･김형신(충남대)

P4.2-23 센서정보를 활용한 IoT 개방형 플랫폼 개발

임재윤･신준호･송병훈(KETI)

P4.2-24 모바일 CDN 성능 향상을 위한 Priority 컨트롤러 구현

김성주･옥기상･정기태(KT융합기술원)

P4.3 정보통신Ⅲ 12.19(금)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구본태(ETRI) ▹평가위원B: 김현종(기품원)

P4.3-01 국내 ICT 대도약을 위한 산업발전 방향

김문구･박종현(ETRI)

P4.3-02 클라우드 Data as a Service(DaaS)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가원･김윤곤･김용현･허의남(경희대)

P4.3-03 가상화 API libvirt를 활용한 경량화 된 클라우드 자원 관리 시스템

김원용･구자훈･허의남(경희대)

P4.3-04 클라우드 분산 환경에서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경량화 마이그레이션 연구

손아영･허의남(경희대)

P4.3-05 클라우드 연결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차량용 네트워크 시스템

윤일권･류한빈･김경래･홍성수(서울대)

P4.3-06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프로토콜 성능 분석 및 경량 프로토콜 지원 가상 데스크탑 

플랫폼 구조 설계

오병택･김선욱･김성운･김학영(ETRI)

P4.3-07 Which network simulation tool is better for simulating Vehicular Ad-hoc network?

Oanh Tran Thi Kim･VanDung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P4.3-08 오픈스택 환경에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2 노드 기반 토폴로지 연구

강효성･홍충선(경희대)

P4.3-09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로그 데이터기반의 로그 분석 지원 시스템 

김용현･허의남(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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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10 Storage 통합을 위한 Broker 기반 Hybrid Storage

김윤곤･허의남(경희대)

P4.3-11 SDN에 기반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별 

패킷 전송 알고리즘

손재혁･홍충선(경희대)

P4.3-12 개선된 델타인코딩을 기반 드로잉 데이터 압축

오정민･송애진(KAIST)

P4.3-13 해외 범죄지도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연구

이상철･최진영(고려대)

P4.3-14 RF 특성을 이용한 무선랜 가시선(LoS) 신호요소 식별 방법

양정우･조기환(전북대)

P4.3-15 A Fog Based Agile Distribution of IoT Application(s) using Chef

Sader Fakhrul Abedin･Md. Golam Rabiul Alam･Hyo Sung Kang･Seung Il Moon･
Choong Seon Hong(경희대)

P4.3-16 SDN 정형 검증 도구를 위한 변환 규칙

강미영･최진영(고려대), 이종화･신명기(ETRI)

P4.3-17 Improving spatial reuse of wireless channel

Tra Huong Thi Le･Duc Ngoc Minh Dang･Choong Seon Hong(경희대)

P4.3-18 IoT 기반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서민석･오창세･김상현･이정혁･김영돈･이창석･박현주(한밭대)

P4.4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Ⅱ 12.19(금)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이도훈(부산대) ▹평가위원B: 

P4.4-01 지구환경 데이터를 위한 분산 가시화 시스템

정석철･박상훈(동국대)

P4.4-02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 직관적인 텍스처 합성과 비행궤도 설정

이청운(동국대), 박기서(홍대부고)

P4.4-03 계층 발생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군집 계층 시각화

신동화･이세희･서진욱(서울대)

P4.4-04 3D 인터랙션 공간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소 분석

박한･양한울･박준석･박준(홍익대)

P4.4-05 디지털 교재 저작 환경에서 리믹스된 콘텐츠의 원본 추적이 가능한 메타데이터의 설계

최자령･임순범(숙명여대)

P4.4-06 3D 입체영상 구현방식의 효율성 분석과 입체변환 고도화에 관한 고찰

김성제(고려대)

P4.4-07 고해상도 항공영상의 에지 선형성을 이용한 인공지물 영역 검출

안영만･예철수(극동대)

P4.4-08 자바스크립트 기반 통합 가시화 도구 라이브러리 구현

조용식･이종숙(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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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09 감정 전달을 위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문장 단위 적용에 대한 평가

이준환･김동환･원인호･위지은･장예나･장수연･최희령(서울대) 

P4.4-10 스캔된 대용량 설계도면 관리를 위한 유사도면 검색과 차이점 시각화

종대성･박태원･이도훈(부산대)

P4.5 컴퓨터시스템Ⅲ 12.19(금) 10:00~11:20, 불룸Ⅰ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4.5-01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기반 MapReduce 자원 할당 구조 제안

홍승걸(아주대), 이민수(이화여대), 오상윤(아주대)

P4.5-02 작은 기기를 위한 저메모리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최소 표준규격 연구

김민수･정혁진･문수묵(서울대)

P4.5-03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이용한 시각적 FMEA 분석 시스템 구현

이재호･최지수･김상철･낭종호(서강대)

P4.5-04 PCM을 활용한 가상화 환경에서의 페이지 공유 기법

이민호･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P4.5-05 【우수논문】 페이지 캐시를 위한 바이트 단위의 PCM 성능 분석

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P4.5-06 IOV 기반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이용한 물리적 네트워크 망분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선욱･김성운･김학영(ETRI), 정성권･이숙영(컴트리)

P4.5-07 IoT 가속도 센서 모듈 하드웨어 설계

임호정･강정훈･지영민･유준재(KETI)

P4.5-08 IoT 가속도 센서 소프트웨어 설계

임호정･강정훈･지영민･유준재(KETI)

P4.5-09 진동 센서 모니터링 연구

임호정･강정훈･지영민･유준재(KETI)

P5.1 학부생논문Ⅱ 12.19(금) 12:40~14:00, 불룸Ⅰ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5.1-01 WebGL을 이용한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김왕수･박경수･홍진표(한국외대)

P5.1-02 Kinect와 Unity3D를 이용한 손 주먹 인식에 대한 연구

손현호･구동현･정상철･이영만･이상민･이도훈(부산대)

P5.1-03 립모션을 이용한 천지인 가상 키보드

김소정･신원영･주혜림･박준(홍익대)

P5.1-04 모션 센서를 이용한 가상 분할 데스크탑 구현

김한준･황은지･양경민･양지영･이강만(강릉원주대)

P5.1-05 센서 네트워크 환경 기반의 소리 시각화 시스템

박평우･조승우･신다솜･최선주･노병희･김기형(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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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06 RFID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가정 내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

곽범진･강다훈･우철희･정광현･노병희･김기형(아주대)

P5.1-07 경량 해시 키를 이용한 SSD에서 오프라인 중복제거 기법

박은수･신동군(성균관대)

P5.1-08 스마트폰 환경에서 PCM을 활용한 전력 소모 개선 방안

이상희･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5.1-09 동적 메모리 분배를 통한 GPU 가상화 성능 향상

전승흔･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P5.1-10 비휘발성 메모리 기반의 일관성 유지 기법 동향 분석

정기식･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P5.1-11 가상화 환경의 효율적인 입출력 처리를 위한 입출력 처리 방식의 동적 전환 구조

이민경･이기홍･엄영익(성균관대)

P5.1-12 DPM 방식을 이용한 가상화 환경 저전력 기술 설계

김학영･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P5.1-13 제조 공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LED 전광판 제어 시스템

송용주･이호석･홍정의･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P5.1-14 RocksDB의 동기화 성능 비교

안미진･오기환･강운학･이상원(성균관대)

P5.1-15 엑손 그래프에서 길이가 긴 펩티드를 검색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덱싱

최승혁･이승현･김현우･박희진･백은옥(한양대)

P5.1-16 뉴메모리를 활용한 향상된 저장/복원 속도의 최대절전모드

김정현･송현호･표효찬･문영제(홍익대)

P5.1-17 스마트폰과 중계서버를 이용한 Smart Heart System

송승한･엄윤덕･최기복･이정혁･김영돈･정미연･이창석･박현주(한밭대)

P5.1-18 여행술사: 여행일정을 계획하는 웹 사이트

박은형･박민성･이자연･임지수(명지대)

P5.1-19 동영상 편집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스냅무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가을･유상필･김경만(명지대)

P5.1-20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대용량 이미지 처리 기법 비교

박세라･이윤희･이해솔･심준호(숙명여대)

P5.1-21 신뢰성 있는 위치 기반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오우석･이지연･진서영･차지원･김에스더･이상준(숭실대)

P5.1-22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순차적 경로 처리 앱 개발

최원우･정성원(서강대)

P5.1-23 소셜네트워크 텍스트 기반 감정분석 및 추천 시스템

김보현･김현애･이기연･이민수(이화여대), 이강헌(티모랜드)

P5.1-24 실시간 데이터 분배 서비스의 히스토리캐시 관리 기법

채인환･유광열･홍승규･윤군재･최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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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25 타슈(대전시 공공 대여 자전거) 공개 데이터의 시각화

문현수･이영석(충남대)

P5.1-26 뉴스 카테고리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의 사용자 취향 분석

오연주･김동현･박소연･박석(서강대)

P5.1-27 자동차 정비소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박근환･Scott Uk-Jin Lee(한양대)

P5.1-28 Particle Filter를 이용한 스포츠경기 영상 내의 실시간 물체 추적

소현･이건혁･최동건･이혁준(서강대)

P5.1-29 형태소 분석을 이용한 휴대폰 기대치 분석 시스템

박세진･신정미･연인아･한명호･한태희(명지대)

P5.1-30 스카이라인을 이용한 교통정체구간 유형별 탐색

박대현･이종혁･김응모(성균관대)

P5.1-31 식량 생산량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김주열･이종혁･김응모(성균관대)

P5.1-32 소셜 네트워크 기반 음악 추천 시스템

박태수･유소엽･정옥란(가천대)

P5.1-33 RPC(Remote Procedure Call)와 DVCS(Distributed Version Control System)를 이용한 

자동 RPC서버 구성 시스템 

김진기(성균관대), 김은호･김탄･장현수･최기원(아주대)

P5.1-34 하이브리드 필터링을 이용한 재료 기반의 레시피 추천 시스템

민세희･염홍선(서강대)

P5.1-35 모바일 분산 파일 시스템

이준희･김광국(명지대)

P5.1-36 뉴스 편집 알고리즘 평가를 위한 사용자 화면

유재성(서울대)

P5.1-37 효율적인 POI 질의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유용성 검증

임보영･박수진･정수연･김진향･계용선･류기열(아주대)

P5.1-38 F2FS의 쓰기 효율 향상을 위한 적응형 유휴 시간 기반 가비지 컬렉션 기법

구경진･오경환･윤희용(성균관대)

P5.1-39 SSD의 특성을 고려한 가상화 I/O 스케줄러 개선 방안

조하연･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5.1-40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

김상영･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5.1-41 비가청주파수 기반의 기기간 통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안내기의 개선방법

윤태영･이현･추현승(성균관대)

P5.1-42 비가청 주파수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안내기 계선

윤태영･이현･추현승(성균관대)

P5.1-43 블루투스 기반 체스 로봇 개발에 관한 연구

전준형･권기용･오하영(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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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44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 관리 시스템

김효섭･조성무･전유빈(명지대)

P5.1-45 DO-(EA)SY : 알람, 캘린더, 날씨가 결합된 어플리케이션

계나리･권유라･조혜원(명지대)

P5.1-46 태양전지를 사용한 기상 관측 시스템

도락봉･이광섭･안주영･오창세･김영돈･최용식･이창석･박현주(한밭대)

P5.1-47 근거리 무선 통신과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헬스 시스템

권기훈･기세환･신현정(경북대)

P5.1-48 IEEE 802.11 무선랜 밀집 환경에서 성능 효율적인 AP 선택 기법

심준보･김문석･이수경(연세대)

P5.1-49 사용자의 이동 경로 및 관광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여행 경로 추천 시스템

이정헌･양지훈(서강대)

P5.1-50 실내 위치 측위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두환･임길수･이종욱･송상근･최종선･이상준(숭실대)

P5.1-51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

이정구･장혜정･전태영･임진환(명지대)

P5.1-52 스마트폰을 이용한 협력형 실내 지형 측정 시스템

오현민･김미정･최혜원･이제민･김형신(충남대)

P5.1-53 차량 사진을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 차량 인식 및 검색 시스템

김영일･김요한･이경수･권철순･김형신(충남대)

P5.1-54 Atmega328과 Xbee 모듈을 이용한 소형 자동차 기반의 차량 내외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규혁･황종확･오준석･강경란(아주대)

P5.1-55 NFC를 이용한 카페 웹 어플리케이션 설계

신동성･고혜림･김다인･김정은･박선영･이창석･박현주(한밭대)

P5.1-56 전파 차폐를 이용한 StickNFind의 지향성 개선

박종현･안민혁･유정민･유지석･홍기웅(대전동신과학고), 김선일･은성배(한남대)

P5.1-57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공중 환경에서의 신호 감쇠 분석

허준･전병선･이진환･윤석훈･최재혁(가천대)

P5.1-58 LBS를 기반으로 한 정류장 도착 알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정수현･양보혜･이지은･최종원(숙명여대)

P5.1-59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파일 공유 서비스

서윤교･한상민･황준호･최훈(충남대)

P5.1-60 홈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방식의 가정내 전력 관리

김재원･전상진･김하겸･김진향･노병희･김기형(아주대)

P5.1-61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설계

김태호･김성빈･최상호･김건혜･최슬기･임양원･임한규(안동대)

P5.1-62 워크로드 특성에 따른 Xen 자원 스케줄러 비교 분석

이민훈･이한나･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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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63 Snort 탐지규칙 중복 최소화를 위한 탐지규칙의 분석 및 분류 모델 개발

김민서･조호성･박희진(한양대)

P5.1-64 국한문혼용 텍스트에서의 쉘코드 은닉

윤지현･이해영(서울여대)

P5.1-65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동주방환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백미진･이준호･박승균･이정혁･서민석･임충수･이창석･박현주(한밭대)

P5.1-66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최중석･김종배(서울디지털대)

P5.1-67 군중 움직임 패턴을 위한 움직임 물체 검출 및 동선 추적 알고리즘

김하경･이승형･이승규(경희대)

P5.1-68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통합 반려동물 관리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송성민･송수호･김지현･강민수･이상준(숭실대)

P5.1-69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워드 프로세싱을 위한 텍스트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애드온 프로그램

남윤복･박준택･박홍희･송상근･이상준(숭실대)

P5.1-70 스마트폰에서 알림에 의해 활성화되는 멀티윈도우 시스템

오종석･박시온･조우현･김한미루･안종석(동국대)

P5.1-71 다이어트 톡 : 다이어트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대화 시스템

정소현･류성한･이근배(포항공대)

P5.1-72 THEEYETRIBE를 이용한 졸음운전 판단 시스템

신해빈･김상혁･최대운･구명완･최용순(서강대)

P5.1-73 개방형 TV플랫폼을 위한 블랙박스 테스트 자동화 도구

심윤석･김현익･유시환(단국대)

P5.1-74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개인화된 경로 추천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현

오소연･김지현･김명(이화여대)

P5.1-75 형식문법 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국가의 한자 발음규칙 변화분석

박진관･조환규(부산대)

P5.1-76 효과적인 소스코드 수정 관리를 위한 에디터 기능 제안

성다혜･Scott Uk-Jin Lee(한양대)

P5.1-77 애완동물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펫 케어 시스템

박지웅･김정훈･이동준･권성환･노병희･김기형(아주대)

P5.1-78 webOS 기반의 스마트TV를 중심으로 다중 플랫폼 N-스크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곽범진･공정환･박선주･노병희(아주대)

P5.1-79 WM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박상진･박민수･이상미･권유나

P5.1-80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웹 서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임나라･민완기(동국대)

P5.1-81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탭(Tab) 입/출력 시스템 설계

이호찬･김해미(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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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82 형태 변형을 이용한 오프라인 필기체 한글의 자소분리 오류 보정 알고리즘

송우성･김용주(한국과학영재학교), 김형석(동의대)

P5.1-83 턴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임에서의 Monte Carlo Tree Search를 이용한 게임 전략

양호정(경기과학고), 장하영･장병탁(서울대)

P5.1-84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한 턴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 보드게임의 최적해 탐색

정현수(경기과학고), 장하영･장병탁(서울대)

P5.1-85 자율 교과 선택 시간표 스케줄링을 위한 탐색 기반 알고리즘 설계

심유성･송영주･위재원･홍재민(한국과학영재학교), 배두환･지은경･박지훈(KAIST)

P5.1-86 필기체 한글의 자소분리 알고리즘 개선

이석준･김용주･김형석(한국과학영재학교)

P5.1-87 전기세절감과 전력사용 집중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탁기 작동 스케쥴링 기법 연구

김영진･이재호･이재욱(서울고), 전요한(연세대)

P5.1-88 그린풋을 이용한 객체지향 게임 프로그래밍

김세진(대전노은고), 김형신(충남대)

P5.1-89 경계선 검출을 이용한 빠른 비선형 문서 변환

김시환･김용주･김형석(한국과학영재학교)

P5.1-90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음높이 인식과 재현이 가능한 로봇 제작

이하림･김재창･김준엽･최원우(경산과학고)

P5.1-91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독서실 설계

정재은(숙명여고)

P5.1-92 정규화 알고리즘에서의 획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 방안

이정재･김용주･김형석(한국과학영재학교)

P5.1-93 강화학습을 통한 트론 AI(인공지능)의 제작

김제형･박지웅･한기현･이영원･이정국(서울과학고), 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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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P2.1-20
박남제 P3.3-01
박대현 P5.1-31
박동욱 P1.5-05
박명길 P4.1-26
박상근 P2.2-05
박상진 P5.1-80
박성수 P4.1-21
박성우 P4.1-17
박성준 P3.4-06
박성진 O5.2-06
박성호 P4.1-10
박세권 P2.4-02
박세길 O3.2-01
박세라 P5.1-21
박세호 O2-03
박소희 P4.1-29
박시형 P3.6-04
박영수 P2.6-18
박요한 P1.5-01
박우열 P2.4-03
박윤선 O5.1-21
박은수 P5.1-07
박은주 P1.5-18
박은주 P4.2-09
박은형 P5.1-19
박인혜 P1.4-01
박재만 P1.2-01
박종현 P4.3-01
박주영 O1.8-03
박준영 O1.2-04
박준영 O1.3-07
박준현 P4.2-11
박지민 P1.5-03
박지웅 P5.1-78
박진관 P5.1-76
박태수 P5.1-33
박태순 P3.6-18
박평우 P5.1-05
박현주 O5.1-03
박현주 P4.1-27
박현주 P4.2-10

박현주 P4.3-18
박현주 P5.1-18
박현주 P5.1-47
박현주 P5.1-56
박현주 P5.1-66
박호민 P4.1-20
박호철 P2.5-08
박희진 O2-02
방덕준 O1.3-03
방재근 O5.1-12
방지영 P2.2-10
방한별 P4.1-05
배종보 O4.3-04
배한준 P3.5-05
백상윤 P3.6-06
백선걸 P2.3-03
백승열 P4.2-21
백우현 P1.5-08
변승규 O1.7-02
변은정 O5.1-09
봉재식 O4.1-03
사이드우랄 P3.4-17
서영근 O5.1-10
서윤교 P5.1-60
서지우 P2.2-11
서형윤 O1.1-04
서효중 P4.2-20
석지용 P4.1-37
선경희 P3.4-16
성다혜 P5.1-77
소  현 P5.1-29
손동현 P3.4-13
손세은 O5.2-08
손시운 P2.1-11
손아영 P4.3-04
손윤희 P2.6-10
손재혁 P4.3-11
손정곤 O3.1-02
손정우 O1.8-02
손종욱 P4.2-04
손창환 O1.5-03
손철웅 P1.6-03
손효용 P3.2-08
송광호 P4.1-08
송용주 P5.1-13
송우상 P2.2-16
송우성 P5.1-83
송재원 P4.2-05
송재혁 P2.2-06
송중호 P1.5-04
송현주 P3.5-07
신  웅 O4.3-02
신동화 P4.4-03
신동훈 P1.6-04
신봉기 O2-04

신예리 P4.1-04
신원일 P4.1-23
신재호 P2.1-12
신정미 P5.1-30
신준호 P4.2-18
신해빈 P5.1-73
심유성 P5.1-86
심윤석 P5.1-74
심은아 P1.7-08
심준보 P5.1-49
아누팜 O4.1-02
아민 O1.1-07
아베딘 P4.3-15
아산 P3.4-02
안개일 P1.7-12
안미진 P5.1-14
안상태 O1.8-06
안셀미 P3.4-09
안소진 P3.6-17
안영만 P4.4-07
안재현 O5.2-18
안현석 P2.1-14
안혜수 O5.2-16
양견모 P1.6-02
양근석 O4.2-04
양인승 P1.7-16
양인환 P3.4-15
양정우 P4.3-14
양현성 O5.2-12
양호정 P5.1-84
여지환 P3.6-05
염상길 O1.1-05
염상길 P4.2-08
염하늘 P2.2-18
오병택 P4.3-06
오석호 P1.7-06
오소연 P5.1-75
오연주 P5.1-27
오영훈 P4.1-15
오완 P4.3-07
오정민 P4.3-12
오정욱 P1.7-13
오종석 P5.1-71
오준호 P2.2-03
오찬수 P3.6-15
오찬영 O5.1-16
오하영 P5.1-44
오현민 P5.1-53
옥기수 O5.2-02
온경운 P1.6-19
우수정 P4.2-03
원유성 P2.2-12
위경수 P3.6-09
위지은 P4.4-09
유강민 P1.5-10

유소엽 O3.1-03
유재민 P1.6-10
유재성 P5.1-37
유제현 P4.1-31
유종민 P3.2-18
유홍열 P2.4-06
윤상웅 P2.3-01
윤수용 O1.1-01
윤일권 P4.3-05
윤일로 P4.1-36
윤준영 P4.1-22
윤지현 P5.1-65
윤태영 P5.1-43
윤현철 P3.5-12
윤형식 P4.1-11
이  철 P1.7-17
이  혁 P3.1-15
이가원 P4.3-02
이가을 P5.1-20
이가희 P2.3-09
이경원 P2.5-16
이경호 P2.2-14
이구연 P1.6-14
이구연 P2.6-13
이기홍 O4.3-06
이동우 O1.3-01
이동호 P2.4-10
이두호 P3.4-12
이미진 P2.3-04
이미혜 O5.2-09
이민경 P5.1-11
이민호 P4.5-04
이민훈 P5.1-63
이범진 P3.2-06
이범희 O4.3-01
이병훈 O5.2-17
이상민 P2.1-17
이상민 P5.1-02
이상준 O1.7-04
이상준 O4.3-03
이상준 P2.1-01
이상준 P2.1-02
이상준 P4.1-30
이상준 P4.2-13
이상준 P4.2-14
이상준 P5.1-22
이상준 P5.1-51
이상준 P5.1-69
이상준 P5.1-70
이상철 P4.3-13
이상훈 P2.1-07
이상희 P5.1-08
이서형 P4.1-24
이석준 O5.2-11
이석준 P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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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 P2.5-04
이성주 P1.6-07
이세연 P1.7-10
이수민 O5.1-22
이수철 P2.4-08
이승원 P4.1-19
이신은 P4.1-33
이연식 P2.5-02
이영한 P1.7-19
이용규 P3.2-03
이용상 P2.6-05
이원재 P1.5-13
이원철 P1.5-07
이유진 O1.3-04
이윤성 O5.2-20
이윤형 O5.1-18
이은규 P3.6-02
이은정 P2.1-09
이은철 P3.1-05
이재면 P2.6-02
이재환 P1.5-21
이재훈 P2.5-17
이정구 P5.1-52
이정엽 P1.7-14
이정재 P5.1-93
이정헌 P5.1-50
이제민 P4.2-22
이종복 P3.6-07
이준상 O3.2-05
이준희 O4.3-05
이준희 P5.1-36
이지영 P4.1-13
이지화 P2.6-07
이진이 P1.7-15
이창기 O1.4-04
이창화 O5.1-19
이청운 P4.4-02
이춘석 P1.8-01
이충연 P4.2-17
이충헌 P4.2-01
이태훈 P3.4-03
이택구 O3.2-06
이하림 P5.1-91
이한빈 O5.1-06
이혜지 P1.2-06
이호경 P2.2-15
이호찬 P5.1-82
이황교 O5.1-11
이황기 P2.6-04
임광용 P3.2-01
임나라 P5.1-81
임명은 P4.2-15
임보영 P5.1-38
임성주 P1.5-11

임은지 P2.6-17
임인구 P3.6-19
임재윤 P4.2-23
임정동 O2-01
임호정 P4.5-07
임호정 P4.5-08
임호정 P4.5-09
장  웅 P1.7-02
장서윤 P3.1-04
장원앙 P3.5-02
장원일 P3.2-02
장원일 P3.5-09
장윤정 P4.2-12
장윤지 P2.1-04
장태웅 P1.6-13
쟌느앗프엉 P1.2-12
전규현 P5.1-42
전병선 P5.1-58
전세미 P4.1-35
전승협 P1.2-04
전승흔 P5.1-09
전영혁 P1.6-05
전인호 P3.3-03
전주현 P3.3-05
전준범 O1.9-03
정기식 P5.1-10
정남훈 O5.1-05
정노현 O1.3-05
정대경 O3.2-07
정도욱 P3.5-03
정상원 P2.2-07
정석철 P4.4-01
정소현 P5.1-72
정수현 P5.1-59
정시현 O1.6-02
정예원 P4.1-09
정오균 P1.4-06
정요상 P1.2-11
정용환 P2.6-06
정우혁 O5.2-07
정원철 O1.8-05
정재은 P5.1-92
정종민 P2.5-09
정종훈 P1.7-11
정철진 O5.2-19
정혁진 P3.1-01
정현수 P5.1-85
정현철 P2.3-07
정효란 P1.9-03
조건륜 O1.9-01
조국래 P1.7-05
조병길 O5.1-02
조석향 P1.1-02
조성호 P3.1-12

조용식 P4.4-08
조윤아 P3.5-08
조정훈 O3.2-04
조준성 O1.6-08
조준형 O4.3-07
조지영 O1.6-06
조타이크 O1.1-03
조하연 P5.1-40
조현구 O3.1-01
조현철 O1.3-06
조혜원 P5.1-46
조호희 P1.7-09
종대성 P4.4-10
주문정 P1.7-07
주윤덕 P2.6-03
지승배 P3.2-15
지영민 P1.1-04
지영민 P4.1-38
지타 P3.4-04
진광희 O4.2-01
진원상 P2.5-15
차두진 O1.6-01
차수영 P1.5-14
차재근 P3.6-20
차현준 P3.4-07
채명수 O1.8-07
채민성 P3.1-03
채인환 P5.1-25
채철우 P3.1-11
천정명 P2.5-01
최  현 O1.7-01
최경호 P2.2-19
최기원 P5.1-34
최기창 P2.3-08
최기태 P2.1-06
최민수 P1.5-17
최성묵 P1.2-07
최성우 P1.4-05
최승혁 P5.1-16
최연호 P1.6-17
최원석 P2.1-03
최원우 P5.1-23
최윤정 P1.4-03
최자령 P4.4-05
최재영 P1.9-04
최정인 P4.2-07
최종현 P2.5-18
최준용 P1.7-04
최중석 P5.1-67
최지수 P4.5-03
최지영 P4.1-18
최지은 O1.5-04
최찬호 P2.6-08
최현서 O5.2-04

최현수 O1.4-03
최형욱 O1.1-06
탁해성 P3.6-13
탁해성 P3.6-14
태재웅 P1.6-08
트라 P4.3-17
트란호앙다이

P3.4-11
팜추안 P2.6-12
하지수 P1.6-09
한규혁 P5.1-55
한기준 P1.5-06
한동건 O1.7-03
한상필 O5.1-20
한영웅 P3.2-17
한철호 P3.2-11
한희준 P3.1-09
허  령 O4.2-02
허  림 P3.4-10
허성완 P1.5-09
허희성 P3.6-12
호만타이 O4.1-01
홍기주 P1.5-15
홍승걸 P4.5-01
홍승균 P2.2-17
홍영택 P2.4-04
홍장표 O5.1-01
홍정화 P3.2-04
홍종광 P3.2-09
홍진영 O5.1-15
홍현표 P4.1-01
황  범 P4.2-19
황민철 P1.6-11
황보선 P3.2-05
황선희 P3.2-07
황치광 O1.6-05
황태규 P1.6-12
황태진 P2.1-08
황하준 P1.4-02
황혜진 P1.5-12
CHENQICHEN

P1.2-09
Cong-

ThinhHuynh
P1.2-08

JadhavShital
  Suresh P1.9-02
LIJIANRI P2.2-02
MohammadAazam

P1.2-03
ThantZinOo

P3.4-05
Zenebe O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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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 1차(Early-bird) : 11월 21일(금) ~ 12월 3일(수) / 2차 : 12월 4일(목) ~ 12월 11일(목)
▶ 현장등록 : 12월 18일(목) ~ 12월 20일(토)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기간 : 12.18(목)~20(토)1차(Early Bird)
기간 : 11.21(금)~12.3(수)

2차
기간 : 12.4(목)~11(목) 

학생회원 90,000원 110,000원 13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150,000원 170,000원 190,000원

비회원(학생) 140,000원 160,000원 180,000원

비회원(일반) 220,000원 240,000원 260,000원

1. 비회원 참가자에게는 1년간 회원 혜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단, 1개월 이내 회원정보 입력시 적용)
2. 참가자에게는 논문집CD를 제공합니다(논문집 하드카피 제작하지 않습니다)
3. 논문 발표자는 1편당 1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참가 등록자는 비공개 워크샵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수강 가능합니다.

 분과 워크샵 참가비

S1.1 3D Printing Workshop
☞ 12.18(목) 12:40~17:00, 볼룸Ⅲ

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S1.2 슈퍼컴퓨팅 최근 연구 동향 워크샵
☞ 12.18(목) 12:40~18:00, 다이아몬드Ⅰ

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4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50,000원

비회원(일반) 55,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4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5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S1.3 사물인터넷 연구회 창립 총회 및 워크샵
☞ 12.18(목) 13:30~18:00, 다이아몬드Ⅱ

회원구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학생회원 -  80,000원

일반회원 120,000원 130,000원

비회원(학생) -  80,000원

비회원(일반) 150,000원 160,000원

S1.4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만남
☞ 12.18(목) 13:00~16:30, 토파즈Ⅱ

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
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7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8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8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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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데이터베이스 연구 동향 워크샵
☞ 12.19(금) 11:00~14:00, 에머랄드

구분 회원구분 학술대회+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10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11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40,000원  7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11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8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120,000원

 등록방법

사전등록 /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현장등록 /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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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소개

휘닉스파크는 태기산(1261m) 700m 고지에 1995 년 12 월 16.5 ㎢로 개장하였다.  스키장, 골프장을 비
롯해 챌린지어드벤처 코스, 수영장, 양궁장, 사격장 등의 스포츠시설과 호텔, 콘도미니엄, 식당가, 극장, 
세미나실, 쇼핑몰,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며, 실내수영장, 온수풀이 있는 야외수영
장, 패러글라이딩, 파크골프, MTB(산악자전거) 등의 스포츠시설이 있다.  그외 다양한 쇼핑공간과 오락
시설, 스낵코너, 레스토랑, 노래방, 디스코텍 등이 있는 센터프라자가 있다.  

◎ 행사장 건물 안내

◎ 휘닉스파크 호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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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콘도(블루동, 그린동, 오렌지동): 최고층을 자랑하는 스카이콘도(28 층)을 포함하여 콘도 
3 개동, 빌라 4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호텔: 특 2 등급으로서 141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져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리조트형 호텔로서 세미나와 워크샵이 가능한 최첨단 AV 시스템과 
연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유스호스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지상 5 층 객실수 76 실, 최대수용인원 912 명, 전 객실 
샤워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슬로프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 스키장 다채로운 재미를 자랑하는 총 21 면의 슬로프 중 12 면의 FIS 공인 슬로프와 2.4km 에 이르는 
초보자 정상슬로프 파노라마와 8 기의 리프트, 6 기의 썬키드, 8 인승 곤돌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스노우보 더를 위한 하프파이프, 테이블 탑, 라운드 쿼터, 레일 등이 설치된 스노우보
드 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쾌적하고 안전한 곤돌라 리프트와 
KEY 리프트 시스템으로 스키어가 정상에 올라서면 초,중,상급자 모두가 자유롭게 코스선택
이 가능합니다.

◆ 골프장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총 연장 6,338m, 18 홀로 구성된 휘닉스파크 멤버쉽 골프장은 
광대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계된 코스로서 힘과 정확도의 균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워터파크
 

실외 12,442.28m², 실내 9,893.91m² 등 총 22,336.19m² 규모로 조성된 블루캐니언은 강원도
의 맑은 공기와 깊은 계곡 청정수가 빚어낸 레저풀형 테마워터파크입니다. 

◎ 휘닉스파크 내 식당 및 부대시설

◆ 캐슬파인
• 위    치: 호텔1층 
• 규    모: 77평 (좌석수: 90석)
• 영업시간: 월~금 | 조식뷔페 07:00~10:00 (10:00이후 Closed)

토,공휴전일 07:00~22:00, 일,공휴일 07:00~15:00
• 전화번호: 033-330-6038 
• 메뉴분류: 양식류, 커피류, 한식류 

◆ 풍경마루
• 위    치: 센타프라자 1층 
• 규    모: 178평 (좌석수: 154석-실내 138석, 야외 16석) 
• 영업시간: 월~금 11:30~21:00, 토,공휴전일 07:30~22:00

일,공휴일 07:30~21:00
• 전화번호: 033-330-6303, 6314 
• 메뉴분류: 식사류, 전골류, 탕류

◆ 신라별관
• 위    치: 센타프라자 1층
• 규    모: 37평 (좌석수: 52석) 
• 영업시간: 월~금 11:30~21:00, 토,공휴전일 11:30~22:00

일,공휴일 11:30~21:00
• 전화번호: 033-330-6302 
• 메뉴분류: 한식류, 구이류, 메밀전문점 & 삼겹살 

◆ 스타시아
• 위    치: 센타프라자 1층 
• 규    모: 178평 (좌석수- 154석(실내 138석, 야외 16석))
• 영업시간: 월~금, 일,공휴일 (예약만 운영),   

토,공휴전일 (19:00~24:00)
• 전화번호: 033-330-6301 
• 메뉴분류: 안주, 와인, 주류 

◆ 카페베네
• 위    치: 블루동 1층 
• 규    모: 73평 (좌석수 60석)  
• 영업시간: 월~금 10:00~21:00,

토,공휴전일 10:00~22:00
일,공휴일 08:00~21:00

• 전화번호 : 033-330-6023 
• 메뉴분류 : 커피 및 디저트 

◆ 배스킨라빈스 31
• 위    치: 센타프라자 1층 
• 규    모: 18평 
• 영업시간: 매일 (10:00~22:00)  
• 문의전화: 033-330-6327 
• 메뉴분류: 아이스크림 

◆ 스키월드 CU 편의점
• 위    치: 스키월드 지하 1층 
• 규    모: 39평 
• 영업시간: 월~목 8:00~01:00, 

금,토,공휴일전일 08:00~04:30
공휴일,일요일 08:00~01:00

• 문의전화: 033-330-6382 

◆ 사우나
• 위    치: 블루동 2층 
• 규    모: 204평
•영업시간: 화~토 7:00~22:00, 일 07:00~18:00 (매주 월요일 휴장)
• 이용요금: 대인 10,000원 / 소인 8,000원
• 문의전화: 033-330-6234 

◆ 볼링센터
• 위    치: 센터프라자 지하1층 
• 규    모: 259평 (12레인) 
• 영업시간: 월~목 15:00~23:00  금 15:00~24:00 

토/공휴전일 13:00~24:00 공휴일/일요일 11:00~23:00 
• 이용요금: 게임비 5,000원 / 대화료 1,000원
• 문의전화: 033-330-6320 

◆ 싱윙노래방
• 위    치: 센터프라자 지하 1층 
• 규    모: 78평 (18룸)
• 영업시간: 월~목  17:00~23:00 금,토/공휴전일 17:00~24:00 

공휴일/일요일 17:00~23:00 
•이용요금: 일반실 20,000원 / 특실 30,000원 / 단체실 45,000원
• 문의전화: 033-330-6323 

◆ 카포당구장
• 위    치: 센터프라자 2층(게임프라자 內) 
• 규    모: 60평 (포켓볼 2대, 당구대 3대) 
• 영업시간: 월~목 15:00~23:00 금 15:00~24:00

토/공휴전일 10:00~24:00 공휴일/일요일 10:00~23:00
• 이용요금: 10분 2,000원
• 문의전화: 033-330-6658 



교통 안내

76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교통 안내

교통 안내

◉ 행사장 약도

◉ 교통편 - 자가용

출발지 운행경로

서울

∙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경춘고속도로 → 춘천분기점(원주방향) → 중앙고속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대전
∙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대구 ∙중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춘천․홍천 ∙중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부산
∙경부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원주행)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광주 ∙호남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강릉 ∙강릉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울산 ∙울산 → 언양IC →금호분기점 → 만종분기점 → 면온IC → 휘닉스파크 

전주 ∙전주 → 논산IC →회덕분기점 → 남이분기점 → 호법분기점면온IC → 휘닉스파크 

청주 ∙서청주 → 호법분기점 → 면온IC → 휘닉스파크



교통 안내

교통 안내❚제41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77

◉ 교통편 - 대중교통

출발지 경로 (장평버스터미널까지) 첫차 소요시간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 장평버스터미널 06:22 2시간

(배차간격)
06:22   07:00   07:01   07:30   08:05   08:50   09:25   09:26   10:00   10:40   
11:15   11:50   12:20   12:55   13:30   14:05   14:06   14:40   15:15   15:16   
15:50   16:25   16:26   17:00   17:35   18:10   18:45   18:46   19:25   20:05

부산 부산동부버스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07:00 4시간

(배차간격)
07:00   08:00   09:20   10:40   12:00   13:20   14:40   16:00   17:20   18:40   
20:00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07:00 2시간 30분

(배차간격)
07:00   07:50   08:40   09:30   10:20   11:10   12:10   13:00   13:50   14:40   
15:30   16:20   17:10   18:00   19:00

대전 대전복합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08:01 2시간 30분

(배차간격)
08:01   08:30   09:04   09:20   09:40   10:00   10:30   11:00   11:20   11:30   
12:00   12:30   13:03   13:31   14:00   14:27   15:00   15:30   15:31   16:00   
16:32   17:10   18:00   18:40

광주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07:00 3시간 50분

(배차간격) 07:00   09:30   13:15   15:10   17:00   19:05

안산 안산시외버스터미널 → 장평버스터미널 07:00 2시간 20분

(배차간격) 07:00   08:30   10:00   11:30   13:20   15:00   16:30   18:10

춘천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장평버스터미널 07:10 1시간 40분

(배차간격) 07:10   08:15   10:30   13:00   18:35   20:00

강릉 강릉시외버스터미널 → 장평버스터미널 06:10 1시간 10분

(배차간격)  06:10 : 20:10 (20~30분 간격)

원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 장평버스터미널 06:00 50분

(배차간격)
06:00   06:45   07:05   07:55   08:50   08:55   09:55   10:10   10:35   11:00   
11:05   12:19   12:20   13:20   13:40   14:05   14:30   15:00   15:10   15:45   
16:45   17:00   17:15   17:55   18:20   18:45   19:50 

① 장평 시내버스 시간표

장평 ↔ 면온

장평 출발 면온 출발

07:20   09:30   14:00   16:00   19:00 07:30   10:00   14:30   17: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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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료셔틀버스 시간 

구분
휘닉스파크 출발 → 장평터미널 도착

휘닉스파크 아벨라편의점 무이예술관 앞 흥정계곡 입구 남안교사거리 장평터미널

1회 08:50 08:53 08:58 09:00 09:05 09:12

2회 10:50 10:53 10:58 11:00 11:05 11:12

3회 12:25 12:28 12:33 12:35 12:40 12:47

4회 14:25 14:28 14:33 14:35 14:40 14:47

5회 16:50 16:53 16:58 17:00 17:05 17:12

6회 18:30 - - - - 18:53

7회 20:30 - - - - 20:53

  

구분
장평버스터미널 출발 → 휘닉스파크 도착

장평터미널 남안교사거리 덕거리입구 흥정계곡입구 무이예술관 아벨라편의점 휘닉스파크

1회 09:15 09:22 09:24 09:27 09:29 09:34 09:37

2회 11:15 11:22 11:24 11:27 11:29 11:34 11:37

3회 12:50 12:57 12:59 13:03 13:05 13:10 13:12

4회 14:50 14:57 14:59 15:03 15:05 15:10 15:12

5회 17:15 17:22 17:24 17:27 17:29 17:34 17:37

6회 20:00 20:07 20:09 20:12 20:14 20:19 20:22

♧ 정기셔틀 (편도 15,000원)

• 서울 → 휘닉스파크 / 출발시간 : 삼성역 9:30, 종합운동장역 9:40 
• 휘닉스파크 → 서울 / 출발시간 : 14:00

※ 휘팍행 버스이용예약은 운행일 전일 17시에 마감됩니다. 사전예약자가 없는 경우, 셔틀버스를 운행
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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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휘닉스파크 (http://www.phoenixpark.co.kr/)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보광휘닉스파크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주말요금(금,토)

콘도

20평 290,000원 90,000원 120,000원 

30평 420,000원 110,000원 150,000원

40평 550,000원 140,000원 170,000원

50평 690,000원 160,000원 200,000원

호텔 DLX 300,000원 125,000원 140,000원 

조식뷰페 할인   1인 13,000원(정상가 15,000원) 전일 예약자에 한함.

예약 및 문의

*보광휘닉스파크 예약실  TEL. : 1577-0069 / FAX  : 02-527-9670

 ◇ 상기요금은 1실 1박당 요금으로 제세금 포함요금입니다.

 ◇ 객실예약은 11월 19일부터 접수가능하십니다.

 ◇ 행사전일 사용시 한해 동일요금 적용(평일기준)

* 세금, 봉사료 포함 가격임

○ 서브 숙박지  
  ▶ 평창 한화리조트

     * 휘닉스파크 (http://www.hanwharesort.co.kr/irsweb/resort3/resort/rs_room.asp?bp_cd=1600)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8-33 (면온리 946-7)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주말요금(금,토)

콘도 38평 550,000원 130,000원 130,000원 

조식뷰페 할인   1인 13,000원(정상가 15,000원) 전일 예약자에 한함.

예약 및 문의

* 예약신청 (업무시간 09:00 ~ 18:00)

  e-mail : jkim0318@hanwha.com, TEL : 02-729-5143

◉ 확인안내는 예약신청서를 e-mail 발송하신 주의 금요일에 전화로 

   안내를 드립니다.

◉ 예약신청 확인 안내(신청한 주 금요일)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 

   반드시 전화로 예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리조트 입실은 15시부터 이며, 퇴실은 11시까지 입니다.

◉ 변경 및 취소는 입실일 기준 7일전까지 하셔야 가능합니다.

* 세금, 봉사료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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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엔트리조트

     *호텔 (http://www.orientresort.co.kr/kor/index.do)      
      :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80-56 (무이리 762-1)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주말요금(금,토)

콘도 Standard 300,000원 90,000원 90,000원 

조식   1인 9,500원(입실시 프런트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문의

* 오리엔트리조트 예약부 (TEL : 02)957-0971, FAX : 02)960-0248)

  프론트 TEL : 033)332-9797

◉ 기준인원은 2인 입니다

◉ 호텔이므로 취사는 불가 합니다

◉ 취소 및 변경은 입실기준 일주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입실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시며 퇴실은 오전 11시입니다

◉ 예약신청은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 완료 되었을 경우 오후 5시30분~6시 30분 사이 SMS발송되십니다.

◉ SMS 미수신시 예약부로 전화 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세금, 봉사료 포함 가격임

  ▶ 비밀의화원

     * 펜션 (http://www.secretpension.net/)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석이바우길 76-6 (면온리)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주말요금(금)

펜션

20평 2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4평 140,000원 80,000원 80,000원

11평 120,000원 60,000원 60,000원

예약 및 문의
  TEL : 033-334-2626  핸드폰 : 010-9782-3344

  입금계좌  351-0290-9912-83[농협/이옥분]

* 세금, 봉사료 포함 가격임

  ▶ 호텔 할인예약 사이트

     ☞  인터파크 투어

     ☞  호텔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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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이효석 생가
작가 이효석(1907.2.23 ~ 1942.5.25)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원래 초가집이었으나 

집이 매매된 후 새마을운동 때 함석집으로 바뀌었고, 그후에 다시 개량기와집으로 

바뀌었다. 평창군에서는 2007년 9월 지역 원로들의 고증을 토대로 생가에서부터 

약 600m 아래쪽에 초가집 생가를 다시 조성하였다. 

▹효석･문학 숲 공원
숲 속에 소설과 시, 수필, 설화, 희곡, 음악 산책로가 있는 문학체험 공간과 음지성 

지파 식물원과 고산식물원, 수생식물 관찰원, 선태식물 관찰원 등을 갖춘 생태 숲

을 조성하고 있다.

또 삼림욕과 명상을 할 수 있고 수면을 위한 평상과 벤치가 있는 건강ㆍ휴양숲과 

모험놀이시설, 맨발 산책로 등의 모험 숲도 조성하고 있다.

- 입장료 별도 : 2,000원

▹평창무이예술관
조각가와 도예가, 서예가 등 4명의 예술인들이 폐교된 무이초등학교를 개조하여 

2001년에 문을 연 전시관이다.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조각가 오상욱, 

도예가 권순범 등의 예술인들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든 이곳에는 많은 작

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입장료 별도 : 3,000원

▹방아다리약수
척천약수라고도 부른다. 방아다리는 본래 얕은 냇물이 흐른다는 의미를 지닌 척천

리(尺川里)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었다. 마을의 지형이 방아다리와 같아

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방아다리는 저교(杵橋)라는 한자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약수의 명칭은 마을이 디딜방아의 모양을 닮은 

데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혹은 옛날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고 살던 아낙네가 바위 

한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 곡식을 넣고 방아를 찧으려 하자 바위가 갈라지면서 약

수가 솟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흥정계곡
흥정산(1,278.5m)과 회령봉(1,309m)에서 발원하여 평창군 봉평면의 흥정리, 원길

리, 창동리, 평촌리를 거쳐 용평면, 백옥포리까지 이어지는 계곡으로, 사시사철 수

량이 풍부하며 물이 맑고 깨끗하다. 울창한 수림과 협곡을 따라 거센 물줄기로 흐

르면서 중간 중간 푸른 소(沼)를 형성시키는가 하면 넓고 편평한 지대를 흘러가기

도 한다. 폭 3m길이 약 20m깊이 5m의 구유소(沼)는 흥정계곡 중 가장 깊고 물 흐

름이 센 곳이다. 계곡을 따라 물푸레나무, 싸리나무, 단풍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상류에는 냉수성 어류인 열목어와 송어가 다량 서식한다. 

▹이승복 기념관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의 희생자 이승복 군의 반공 정신을 알리는 기념

관으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에 있다. 이승복 군 관련 전시관 이외에도 강원도 교

육 홍보관, 자연학습 전시관 등 종합 전시관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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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대
판관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잉태설과 관련된 곳이다. 당시 수운판관을 지내고 있

던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가 말미를 얻어 이곳 백옥포리에 거주하고 있던 아내 신

사임당을 보러왔다가 그날 밤 율곡을 잉태하게 되는 용꿈을 꾸었던 자리라고 한

다. 사임당은 그 해 강릉 오죽헌으로 가서 12월 26일에 율곡을 낳았는데, 그 집터

가 곧 판관대이다. 

▹월정사
월정사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이며, 60여개의 사찰과 8여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

으며,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현재 월정사에는 

국보 48호인 팔각9층석탑 및 보물 139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등 수 많은 문화재

를 보유하고 있다. 1km에 달하는 500년 수령의 전나무 숲과 함께 오대산을 상징하

는 사찰이다. 

▹상원사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705)에 신라의 보천과 효명 두 왕자에 의해 오대산 중

대에 창건되었는데, 처음 이름은 진여원이라 불렀다. 자장율사가 개산한 뒤로 오

대산이 불교 성지로서 그 이름을 빛내면서 마침내 오류성중 곧 다섯 부류의 성인

들이 머무는 곳으로 신앙화 되기 시작하던 즈음이다. 현존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36)이 있다. 

▹에코그린 캠퍼스
동양 최대규모의 삼양 대관령 목장은 해발 850~1,470m의 강원도 대관령일대 600

만평의 고산 유휴지를 개척하여 초지로 일구어 우리나라 산지축산을 선도하였으

며 푸른 초원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와 함께, 멀리 강릉과 주문진 시내 너머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이다. 

목장의 정상인 황병산은 동쪽으로 강릉 경포대, 주문진, 연곡천, 청학동, 소금강 

계곡을 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목장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대초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 입장료 별도 : 8,000원

▹허브나라농원
허브나라에서는 약 100여종의 허브가 재배되고 있는데 갖가지 허브를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용도별로 나누어 가꾸어 놓고 있다. 허브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허브정원과 허브를 다양하게 이용해 테마별로 구성된 13개의 테마 가든 그리고 허

브나라에서 쓰이는 허브를 기르는 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봄, 가을에는 진달래

와 단풍으로 물든 계곡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겨울에는 

흰 눈에 파묻힌 포근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입장료 별도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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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음식

▹메밀
평창하면 바로 메밀! 메밀은 피를 맑게 해주고 성인병과 고혈압, 배변 활동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건강식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메밀로 뽑은 두툼하고 쫄깃한 

면발과 잘 숙성시킨 양념이 어우러진 메밀국수를 기본으로 메밀전병, 메밀묵 등이 

인기 만점!  

- 미가연: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58 (☎ 033-335-8805)

- 고향막국수: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142 (☎ 033-336-1211)

▹송어
냉수성어류인 송어는 산간계곡의 맑은 물에 서식하는데 칼슘, 비타민, 단백질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다. 평창군 산줄기의 맑고 깨끗한 용천수에서 자란 송어는 

유난히 부드럽고 쫄깃해 씹는 맛이 좋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꼭 

다시 찾는다고 한다.

- 일송정: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93-7 (☎ 033-333-7043)

- 흥정송어촌: 평창군 봉평면 봉평북로 250-7 (☎ 033-335-1500)

▹곤드레밥
곤드레 나물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등의 영양이 풍부하고, 섬유소를 많이 가지

고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변비예방 및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리고 간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간질환 즉 황달이나 간경화

로 복수가 찬 증상이나 담석증을 치료하는데 좋고, 이뇨작용이 있어 부종이나 수

종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 싸리골식당: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12 (☎ 033-562-4554) 

- 돌과 이야기: 정선군 여랑면 여량3길 79 (☎ 033-562-073)

▹콧등치기국수
국수를 후루룩 먹을 때 국수발이 콧등을 철썩 친다는 콧등치기는 매밀국수를 찬물

에 말아 먹을 때 그 소리가 더 크다. 칼국수 면발보다 굵은 메밀국수 면발이 콧등

을 칠 때면 정신이 번쩍번쩍 든단다.

- 아리랑맛집: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33-11 (☎ 033-563-1050)

- 정선풍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2길 17-2 (☎ 033-563-0514)

▹한우
한우는 다른 소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더 높으며, 항

산화･항노화 기능물질인 카뎁킨 성분도 함유되어 있고 마블링 상태가 잘 되어 있

으며 오메가 3 함량도 높다.

- 함밭식당: 횡성군 횡성읍 섬강로 88 (☎ 033-343-2549)

- 황소고집: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83-28 (☎ 033-333-1818)

▹초당순두부
초당순두부는 콩을 갈아 여러 과정을 거쳐 동해안의 바닷물로 응고시켜 만든 것으

로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다. 번잡스러운 강릉 중심지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

진 초당마을은 예로부터 두부로 유명 한 곳이다. 

- 원조초당순두부: 강릉시 초당순두부길77번길 9 (☎ 033-652-2660)

- 농촌순두부 차현희청국장: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108 (☎ 033-65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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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국수
위장,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를 보강해준다는 칡을 주재료로 사용한 국수이

다. 칡 특유의 맛과 향이 구미를 당기는 데다 소화도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즐겨 찾

는다. 하동면 고씨굴 입구에는 칡국수촌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별미로 손꼽힌다.

- 강원토속식당 :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6 (☎ 033-372-9014)

- 고향식당: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1 (☎ 033-372-9117)

▹감자옹심이
감자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등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비타민 C는 조리 시에도 70%~80% 정도 남

아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변비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 감나무집: 속초시 중앙시장로 110-8 (☎ 033-633-2306)

- 공가네 감자옹심이: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5-17 (☎ 033-671-3605)

▹아바이 순대
아바이순대는 함경도 지방의 향토음식이다. 평양과는 달리 대창으로 만들고, 어슷

썰기 때문에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피난 온 함경도민이 주로 

화천군, 속초시, 고성군등지에 정착하여 명맥을 잇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함경도 사람들이 1.4 후퇴 당시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내려왔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정착하여 만든 동네이다. 

- 북청아바이순대: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7-2 (☎ 033-632-7243)

- 2대 송림순대: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12 (☎ 033-633-0430)

▹황태
황태는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와 청정한 봄바람 속에서 말리는 명태를 말한다. 겨

울밤이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에 명태는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에 녹는다. 이렇게 `얼다 녹다를 반복하면서 황태가 탄생한다. 

서너 달을 계속 하면 속살이 노랗게 변해 황태라는 이름을 얻는다. 

- 황태회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384-9 (☎ 033-335-5795)

- 황태덕장: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384-7 (☎ 033-335-5942) 

▹도루묵
도루묵은 강원도 속초시의 대표적은 겨울 별미 어종으로 도루묵의 지질에는 뇌졸

증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면서 뇌학습 발달에도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EPA 및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비늘이 없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으로 탕이나 구이로 먹기에도 적합하다. 알이 

워낙 굵어서인지 알에 점액질이 상당히 많고, 굽거나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 

- 황금어장: 동해시 한섬로 113 (☎ 033-533-8824)

- 성진회관: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99 (☎ 033-682-1040)

▹닭갈비
춘천 닭갈비는 크게 토막 친 닭에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양념장을 고루 발라 하

루쯤 재워 둔 후 양배추, 양파, 고구마, 떡을 같이 넣고 무쇠철판에 구워 먹는 요

리이다. 춘천의 대표적인 닭갈비 골목은 3곳으로 명동, 강원대 후문쪽, 소양댐 가

는 길목의 신북읍 닭갈비촌이다.

- 강촌막국수닭갈비: 춘천시 남산면 강촌1리 247-11 (☎ 033-262-4304)  

- 우성닭갈비 본점: 춘천시 후평3동 801-11 (☎ 033-25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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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닉스 파크 인근 맛집

① 한식 : 흔들바위 (033-334-6788/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 황태더덕 산채정식 17,000원)
② 한식 : 덕고식당 (033-334-0670/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 손만두국 6,000원)
③ 한식 : 뜰안채 (033-334-6665/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2/ 오삼불고기 10,000원)
④ 한식 : 부촌식당 봉평점 (033-333-7237/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52-1/ 오삼불고기 9,000원)
⑤ 막국수 : 묵사발막국수 (033-333-3637/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80-29/ 메밀막국수 5,000원)
⑥ 한식 : 배나무집 (033-333-5989/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03/ 된장찌개 6,000원)
⑦ 한식 : 산촌순두부 (033-333-5661/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 순두부정식 7,000원)
⑧ 육류 : 한옥 (033-332-3398/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83/ 생삼겹살 10,000원)
⑨ 육류 : 다래 (033-332-9866/ 033-333-1288/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691-8/ 모듬꽃살 26,000원)
⑩ 육류 : 다하누 봉평본점 (033-332-5707/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29-1 코업스위트하우스 1층/ 불고기 10,000원)
⑪ 곰탕 : 친절한 갑순씨의 나주곰탕 이야기 (033-334-8596/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 나주곰탕 8,000원)
⑫ 중식 : 태양반점 (033-332-8266/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32-1/ 짜장면 5,000원)
⑬ 막국수 : 다릿골 (033-332-6858/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80-25/ 비빔막국수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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