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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2015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4일 (수),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 등록(11:00∼17:00) : 공과대학 4호관 로비

6.24(수 ) 국제교류회관 공과대학 4호관

장소 대회
의실

세미
나실
Ⅲ

D014 D005 D009 D010 D012 D013 D015 D114 D316 D411 D415 D424 로비

13:00-13:20
C1.1 

해커톤
Ⅰ

(12:00~)

W1.2
매니
코어
운영
체제
기초
연구
과제
워크샵
*Open

S1.1 
자연어
처리 및
정보
검색
최근
동향
워크샵

S1.2
데이터
베이스
소사이
어티
워크샵

-
빅

데이터
공개와
활용

T1.1
스파크 
개요 및 
스파크...
- 우종욱 

T1.2
계산 
사진학
과 

컴퓨터 
비전을 ... 
- 민동보

W1.3 
사용자 
인터페
이스 
표준화 
워크샵
*Open

O1.3 
컴퓨터
시스템
Ⅰ

S1.4 
웨어러
블 

기기에
서의 
UI/UX 
동향과 
전망

S1.5 
스마트 
헬스: 
IoT, 

웨어러
블, ICT 
기술과
의 융합 
워크샵

O1.2 
고성능
컴퓨팅

O1.1 
건설 

환경 IT
융합

13:20-13:40
W1.1
DGIST
고신뢰
CPS
연구
센터
워크샵
*Closed

13:40-14:00

14:00-14:20
Poster
Ⅰ

14:20-14:40

14:40-15:00

15:00-15:20
W1.4 
국민
대학교
SW

대학교
육혁신 
성과
발표회
*Open

15:20-15:40
C1.2 
IT여성
위원회
교류
활성화 
및 여성 
신진
연구자
워크샵

O2.3 
컴퓨터
시스템
Ⅱ

15:40-16:00
O2.2 

고신뢰
컴퓨팅

O2.1 
국방 
소프트
웨어

16:00-16:20
S1.3 

정보통
신소사
이어티 
기술 
워크샵

16:20-16:40
Poster
Ⅱ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커톤 : 6.24(수) 12:00~ 6.25(목) 12:00   ￭ <잡페어> 네이버

■ 셔틀버스 운영                      

대회 참가자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예정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정류장 : 법학전문대학원1호관 앞 

-> 공대4호관 -> 국제교류회관 

-> 글로벌하우스

▷ 배차간격 : 7~9분

▷ 운영시간 : 

6.24(수) 11:00~18:30

6.25(목),26(금) 08:40~18:30

☞ 오후 2:30 이후에는 글로벌하우스를 

경유하지 않고, 정문앞 버스정류장까지 

운영합니다.

☞ 제주그랜드호텔&신라스테이호텔 주차장 

-> 제주대 ; 6.25(목),26(금) 08:10   * 

정시출발



KCC2015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5일 (목),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 등록(8:30~17:00) :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참가자 중식 : 글로벌하우스 레스토랑(2층) / 만리장성(지하1층)

6.25(목 ) 국제교류회관 공과대학 4호관

장소 대회
의실

세미
나실
Ⅱ

세미
나실
Ⅲ

로비 D014 D424 D009 D010 D012 D013 D015 D114 D316 D411 D415 로비

09:20-09:40
C1.1 

해커톤
Ⅱ

W2.2
엑소
브레인 
SW 기술 
개발 
과제 

3차년도 
킥오프 
워크샵
*Open

O3.1 
데이터
베이스
Ⅰ

O3.2 
인공
지능
Ⅰ

O3.3
정보 
통신
Ⅰ

O3.4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
작용
Ⅰ

O3.5
언어
공학
Ⅰ

09:40-10:00
C5

SW 정책
Special
Section

10:00-10:20
W2.1 
SW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융합 

소프트웨
어 4월 
종료
과제 
개방형 
평가 
워크샵
Ⅰ

*Open

T2.1
사물인터
넷을 위한 
IP기반 
무선 

네트워크 
기술 
-하민근 

연구원(KAIST)

T2.2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모수적 
기법

-석준희 
교수(고려
대학교)

W2.4
(딥뷰)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 
시각 
지능 
플랫폼 
및 재난 
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 
개발 
사업 
워크샵
*Closed

Poster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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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 Poster
Ⅳ

12:40-13:00

W2.5
스마트 
미디어 
분야 

수행과제 
정보
교류회
Ⅰ

*Open

O4.1
데이터
베이스
Ⅱ

O4.2
인공
지능
Ⅱ

O4.3
정보
통신
Ⅱ

O4.4
컴퓨터
이론

O4.5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Ⅱ

O4.6
언어
공학
Ⅱ

O4.7
컴퓨터
시스템
Ⅲ

13:00-13:30

13:30-13:40

13:40-14:00

W2.3 
슈퍼 
컴퓨팅 
최신 
기술 
동향과 
MAHA 
슈퍼 
컴퓨팅 
시스템 
연구 
개발 
워크샵
*Open

W2.2
엑소 
브레인 
SW 기술 
개발 
과제  
운영 
위원회
*Closed

14:00-14:20

14:20-14:40 C2
초청강연14:40-15:00

15:00-15:20

15:20-15:40
C3

개회식
15:40-16:00

16:00-16:20

16:20-16:40
C4
기조
연설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30

18:30-18:40

뱅킷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본관2층 크리스탈홀)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20:00-20:20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토론회 : 네이버에서 생각하는 SW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 Closed

13:00-14: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 I
2. 네이버 엔트리 플랫폼 시연 : 국제교류회관 로비
3. 넥슨컴퓨터박물관 투어 - 셔틀버스 출발시간 및 장소

15:00 공대 4호관 앞 / 16:30 국제교류회관 앞
￭ <잡페어> 네이버



KCC2015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6일(금),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 등록(8:30~15:00) :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참가자 중식 : 글로벌하우스 레스토랑(2층) / 만리장성(지하1층)

6.26(금 ) 국제
교류회관 공과대학 4호관

장소 세미
나실Ⅲ D014 D005 D009 D010 D012 D013 D015 D114 D316 D411 D415 로비

09:00-09:20
W3.1
스마트
미디어
분야

수행과제
정보
교류회
Ⅱ

*Open

09:20-09:40
O5.1

컴퓨터 
시스템
Ⅳ

O5.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Ⅰ

O5.3
정보통신
Ⅲ

T3.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및 
교육에서의 
GITHUB 활용
- 이민석 

교수(국민대
학교)

O5.4 
소프트웨어 

공학
Ⅰ

O5.5
인공지능
Ⅲ

O5.6
정보보호
Ⅰ

O5.7 
데이터
베이스
Ⅲ

O5.8
사물
인터넷

O5.9
프로그래밍

언어
09:40-10:00

10:00-10:20
W3.4
SW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융합 
소프트웨어 
4월 종료
과제 
개방형 
평가 
워크샵
Ⅱ

*Open

Poster
Ⅴ10: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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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Ⅵ13:00-13:20

W3.2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마트 
데이터 
센터 

기술개발 
워크샵
*Open

W3.3 
기계학습 
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Open

13:20-13:40
O6.1 

컴퓨터
시스템
Ⅴ

O6.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Ⅱ

O6.3
정보통신
Ⅳ

O6.4 
소프트웨어

공학
Ⅱ

O6.5
인공지능
Ⅳ

O6.6 
정보보호
Ⅱ

O6.7 
전산교육 
시스템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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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5❚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콘텐츠 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 산업의 발전 추세

를 점검하고,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5개의 

튜토리얼, KAIST 전길남 명예교수와 NIA 서병조 원장의 기조연설, 경희사이버대 정지훈 교수의 초청강연 

등 국내 저명 인사들의 유익하고 알찬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700여 편의 논문 발표와 데모 세션이 있으며, 

분과 워크샵으로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 동향 워크샵, 빅데이터 공개와 활용 워크샵, 정보통신 최신

기술 워크샵,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UI/UX 동향과 전망, 스마트 헬스 워크샵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

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유수 연구센터 및 사업단의 여러 협력 워크샵도 개최

됩니다. 이외에도 해커톤, 넥슨컴퓨터박물관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시어, 최근 연구동향과 학문을 접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

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련 임원님들, 조직위원회 및 프로그램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유관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15

                             대회장    김 지 인(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장    곽 호 영(제주대), 최 종 원(숙명여대)

                         프로그램위원장    임 성 수(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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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장 임성수(국민대학교)

 ■ 부위원장 권태경(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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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충남대학교) 
황순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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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제주대학교) 
황선태(국민대학교) 

김동호(숭실대학교) 
김영철(홍익대학교)
방효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명호(명지대학교) 
창병모(숙명여자대학교)

 ■ 심사위원

강상우(서강대학교)
강수용(한양대학교)
강지훈(충남대학교)
강행봉(가톨릭대학교)
강현중(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민호(아주대학교)
고병철(계명대학교)
고영중(동아대학교)
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고재필(금오공과대학교)
곽수영(한밭대학교)
권기현(경기대학교)
권준호(부산대학교)
권태경(호서대학교)
권혁진(국방연구원)
김강희(숭실대학교)
김경중(세종대학교)
김남윤(한성대학교)
김대엽(수원대학교)
김대진(포항공과대학교)
김동형(한양여대학교)
김  명(이화여대학교)
김무섭(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문주(한국과학기술원)
김민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병창(대구가톨릭대학교)
김병철(충남대학교)
김보형(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상욱(한양대학교)
김선정(한림대학교)
김성권(중앙대학교)
김수환(부산외국어대학교)
김승천(한성대학교)
김신규(삼성전자)
김영식(조선대학교)
김용국(세종대학교)
김용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유섭(한림대학교)
김윤희(숙명여자대학교)
김응규(한밭대학교)
김인중(한동대학교)
김인철(경기대학교)
김일곤(경북대학교)
김재범(건국대학교)
김재훈(부산외국어대학교)
김정민(대진대학교)
김정선(한양대학교)
김정아(관동대학교)
김종국(고려대학교)
김종덕(부산대학교)

김종익(전북대학교)
김준태(동국대학교)
김지환(서강대학교)
김직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진수(성균관대학교)
김진용(혜천대학교)
김진호(강원대학교)
김창희(리얼타임테크)
김철기(항공대학교)
김태석(광운대학교)
김태영(서경대학교)
김태현(서울시립대학교)
김학수(강원대학교)
김한준(포항공과대학교)
김형석(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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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훈(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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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구(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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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수(경인교육대학교)
문미경(동서대학교)
문양세(강원대학교)
민덕기(건국대학교)
민순호(한국폴리텍대학)
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민  홍(호서대학교)
박경주(중앙대학교)
박기웅(대전대학교)
박남제(제주대학교)
박능수(건국대학교)
박대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동주(숭실대학교)
박민규(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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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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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택(숭실대학교)
박영호(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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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장

 ■ 대 회 장 김지인(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곽호영(제주대학교) 최종원(숙명여자대학교)

 ■ 위    원 고진광(순천대학교)
김성백(제주대학교) 
김철민(제주대학교) 
김휴찬(제주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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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태(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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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일(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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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경희대학교)
홍충선(경희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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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인하대학교)
박재성(수원대학교)
박정선(전남대학교)
박정흠(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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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홍익대학교)
박진아(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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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화(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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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군(성균관대학교)
신병석(인하대학교)
신상욱(부경대학교)
신인식(한국과학기술원)
신일훈(서울산업대학교)
신현준(아주대학교)
심규석(서울대학교)
안상현(서울시립대학교)
안준선(한국항공대학교)
안창욱(성균관대학교)
양종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회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희덕(조선대학교)
어양담(건국대학교)
염헌영(서울대학교)
오경수(숭실대학교)
오성회(서울대학교)
오세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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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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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오(포항공과대학교)
오학주(고려대학교)
옥철영(울산대학교)
우운택(한국과학기술원)
원유집(한양대학교)
유관희(충북대학교)
유민수(한양대학교)
유영환(부산대학교)
유재수(전북대학교)
유재학(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성로(서울대학교)
윤용익(숙명여자대학교)
윤현수(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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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부산대학교)
이동만(한국과학기술원)
이동명(동명대학교)
이동호(한양대학교)
이명호(명지대학교)
이민수(이화여자대학교)
이병복(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정(서울시립대학교)
이상구(서울대학교)
이상근(고려대학교)
이상용(공주대학교)
이상웅(조선대학교)
이상준(숭실대학교)
이상헌(국민대학교)
이상환(국민대학교)
이성기(국방과학연구소)
이성욱(한국교통대학교)
이  슬(뉴욕주립대학교)
이승형(광운대학교)
이영구(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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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선(우석대학교)
이찬근(중앙대학교)
이창건(서울대학교)
이창기(강원대학교)
이창우(군산대학교)
이창환(동국대학교)
이혁준(서강대학교)
이현아(금오공과대학교)
이형근(광운대학교)
이호준(영동대학교)
이환용(경북대학교)
인  호(고려대학교)
임상범(건국대학교)
임성수(국민대학교)
임순범(숙명여자대학교)
임유진(수원대학교)
임지영(한국성서대학교)
임  혁(광주과학기술원)
임현승(강원대학교)
임현일(경남대학교)
장명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  윤(세종대학교)
전제현(삼성탈레스)
정갑주(건국대학교)
정교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동원(군산대학교)
정석원(목포대학교)
정성우(고려대학교)
정순기(경북대학교)
정승도(상명대학교)
정용화(고려대학교)
정운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임영(경북대학교)
정진규(성균관대학교)
정진규(성균관대학교)
정진만(한남대학교)
정태선(아주대학교)
정해덕(한국성서대학교)
조병인(국방과학연구소)

조성배(연세대학교)
조성일(MDS테크놀로지)
조성제(단국대학교)
조완현(전남대학교)
조은선(충남대학교)
조은숙(서일대학교)
조장우(동아대학교)
조진성(경희대학교)
조혜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희승(전북대학교)
진성일(충남대학교)
진승헌(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현욱(건국대학교)
채흥석(부산대학교)
최광남(중앙대학교)
최광훈(연세대학교)
최대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동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동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미선(충남대학교)
최선웅(국민대학교)
최성곤(충북대학교)
최성희(한국과학기술원)
최수미(세종대학교)
최승진(포항공과대학교)
최아영(삼성전자)
최용석(한양대학교)
최용훈(광운대학교)
최웅철(광운대학교)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대)
최재영(숭실대학교)
최재혁(가천대학교)
최종무(단국대학교)
최진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호진(한국과학기술원)
추교남(인천대학교)
하재철(호서대학교)
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연희(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창희(육군사관학교)
한  혁(동덕여자대학교)
허준영(한성대학교)
허태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도원(공주대학교)
홍미선(제주대학교)
홍순좌(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홍장의(충북대학교)
황규백(숭실대학교)
황순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황인극(공주대학교)
황인준(고려대학교)
황호영(광운대학교)
황호영(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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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 시 : 2015년 6월 25일(목) 15:20 - 16:20

❑ 장 소 :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사회 : 이창건 총무부회장(서울대 교수)

⁍ 국민의례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김 지 인

⁍ 축  사 -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 시  상

- 제34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 KCC 2015 (최)우수논문상

- KCC 2015 해커톤 입상

⁍ 공지사항

⁍ 폐 회

연회(Banquet)
 ◆ 일 시 : 2015년 6월 25일(목) 18:30 - 20:20

 ◆ 장 소 : 제주그랜드호텔 본관 2층 크리스탈홀

 - 2015년도 우수논문상, 공로상, 논문공헌상, 학술상은 뱅킷에서 시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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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수상자 논문제목 지도교수

최우수 SA
이지용

(아주대학교)
인지적 색 차이 기반의 이미지 평가 기법 및 왜곡 종류에 

따른 평가 시스템 제안
김영진

우수

DB
오현교

(한양대학교)
평점 분리 기법을 이용한 e마켓 플레이스의 판매자 평판 

계산 방안
김상욱

IN
한창희･권현수･

김대영
(중앙대학교)

아웃소싱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데이터 블록 기반의 상호 

인증 프로토콜
허준범

장려

SA
채동규･하지운
(한양대학교)

권위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표절 탐지 

기법
김상욱

IN
박현재

(아주대학교)
모바일 웹 페이지 로딩에서 동적 전력 관리 기법 최영준

CPL
서일현

(고려대학교)
CERES: 백본망 로그 기반 대화형 웹 분석 시스템 정연돈

NHN특별
상(게임)

CPL
이태호･한재선
(상명대학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사진입력 게임 인터페이스 구현 박희민

수상자 명단

1. 공로상

김종권(서울대학교) 강순주(경북대학교) 김진호(강원대학교)

백은옥(한양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원유집(한양대학교)

이광근(서울대학교) 이근배(포항공과대학교) 정성호(한국외국어대학교)

한정현(고려대학교) 홍성수(호서대학교) 이상구(서울대학교)

2. 2015년도 학술상 장병탁(서울대학교)

3. 2015년도 논문공헌상

GOLD

고  건(이화여자대학교) 박  석(서강대학교) 장병탁(서울대학교)

SILVER

고영중(동아대학교) 이상호(숭실대학교) 정동원(군산대학교)

정성원(서강대학교) 정한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2015년도 우수논문상

CST 분야 우수논문 : 반효경 교수(이화여자대학교)

SA 분야 우수논문 : 최용석 교수(한양대학교)

DB 분야 우수논문 : 최원익 교수(인하대학교)

IN 분야 우수논문 : 김영한 교수(숭실대학교)

CPL 분야 우수논문 : 이정원 교수(아주대학교)

* 위 1 ~ 4번 시상은 뱅킷장소에서 진행됩니다.

5. 제34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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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발표순서 논문제목 논문저자

1 건설환경IT융합 O1.1-02
재난 관련도에 기반한 소셜 빅데이터에서의 

재난이슈 탐지모델 개선

최선화･배병걸･이보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건설환경IT융합 O1.1-04
대용량 GPS 궤적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김태용･박보국･박진관･조환규

(부산대)

3 고성능컴퓨팅 O1.2-01
LRC: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경량 통신 

라이브러리

정재훈･조강원･김정현･정우근･
이재진(서울대)

4 고성능컴퓨팅 O1.2-05
MapReduce 기반 분산 이미지 특징점 추출을 

활용한 빠른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 연구
이진우･송환준･이재길(KAIST)

5 고신뢰컴퓨팅 O2.2-01
가상화 기반의 SSD 전원 결함 테스트 

프레임워크 설계

손대연･최길모･김세욱･최종무

(단국대)

6 국방소프트웨어 O2.1-02
무인기 플랫폼 기반 실시간 LiDAR 데이터 

처리구조 제안

엄준호･박호식･이기범･오상윤

(아주대)

7 데이터베이스 O3.1-03
소셜 시맨틱 웹 기반의 협업 환경에서 신뢰도 

평가를 위한 프로버넌스 모델

윤상원･최기태･박재열･임종태･
복경수･유재수(충북대)

8 데이터베이스 O3.1-04
객체-관계 변환 방법론을 위한 이진 결정 

다이어그램 기반의 모델링 규칙

차수영･이석훈･백두권

(고려대)

9 데이터베이스 O3.1-06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한 

평판 관리 기법

윤진경･정지원･이수지･임종태･
복경수･유재수(충북대)

10 데이터베이스 O4.1-01
차분프라이버시에서 추론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관 속성의 노이즈 파라미터 설정 기법
정태보･박석(서강대)

11 데이터베이스 O5.7-02
유사도 기반 질의처리를 위한 공간 효율적인 

역 색인 기법
임마누･김종익(전북대)

12 데이터베이스 O5.7-05
포탈사이트 트렌드를 활용한 주가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김동호･우균(부산대)

13 데이터베이스 O5.7-06
회귀 모델을 이용한 병렬 처리 기반의 

기하학적 이미지 특징점 매칭 검증
김태연･이영구(경희대)

14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5.2-01 모바일 기기의 웹 페이지 이용 전력 관리 방안 박현재･최영준(아주대)

15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5.2-03

이동 객체의 부분 유사궤적 탐색을 활용한 

교차로 검출 기법

박보국･박진관･김태용･조환규

(부산대)

NHN특별
상(검색)

DB
장미영･조아라
(전북대학교)

MapReduce 환경에서 다중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스카이라인 질의처리 기법
장재우

NHN특별
상(웹)

CPL
노태완

(서울대학교)
시빌 유형에 확률적으로 강건한 추천시스템 김종권

대학생
논문상

SA
이재혁･김은실
(아주대학교)

모바일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인간 시각 만족의 최적 

전력 절감 색 변환
김영진

SA
김성실･박준수

(KAIST)
Quantified Lockscreen: 감정 마이닝과 자기정량화를 위한 

개인화된 표정인식 및 모바일 잠금화면 통합 어플리케이션
우운택

SA
황현선

(강원대학교)
딥 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의 원형 복원 오류 수정 이창기

6. KCC2015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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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5.2-05

모바일 환경을 위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기반 

버퍼 캐시 정책

오찬수･강동현･이민호･엄영익

(성균관대)

17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5.2-07

A Step Detection and Step Length 

Estimation Method Based on Different 

Holding Styles Estimation

Khanh Nguyen Huu･
Shin Seong-Won･
Yu Youngje･
Chang-Geun Song･
Seon-Woo Lee(한림대)

18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5.2-08

리눅스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응답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페이지 보호 

기법

김승준･김정호･홍성수

(서울대)

19 사물인터넷 O5.8-04
사물 인터넷에서의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

이충산･전수빈･한영탁･정인범

(강원대)

20 사물인터넷 O5.8-06
IoT 디바이스를 이용한 가중치 기반 노화진단 

기법 설계

이재유･박진철･임길수･김수동

(숭실대)

21 사물인터넷 O5.8-09
상황 인지 기반 스마트 홈서비스를 위한 

상호작용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학습 방안

권성철･김정민･류광렬

(부산대)

22 소프트웨어공학 O5.4-01
고장 예측 능력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

박용준･민법기･김현수

(충남대)

23 소프트웨어공학 O5.4-02
A framework for the adaptization of 

legacy systems

Wavresky Francois･
Seok-Won Lee(아주대)

24 소프트웨어공학 O5.4-03
효과적인 모델 기반 안드로이드 GUI 테스팅을 

위한 동일 화면 비교 기법

백영민･홍광의･이정현･배두환

(KAIST)

25 소프트웨어공학 O6.4-01

원자력발전소용 FPGA 기반 디지털 I&C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COTS 소프트웨어의 

안전 카테고리 분류

정세진･김의섭･유준범(건국대), 

최종균･김장열(한국원자력연

구원)

26 소프트웨어공학 O6.4-02
이해관계자 요구 산출물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요구사항 우선순위화 자동화
장종인･백종문(KAIST)

27 언어공학 O3.5-01

Long Short-Term Memory 기반의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한 개체명 

인식

이창기(강원대)

28 언어공학 O3.5-02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정보검색 기반 개체명 

사전 구축 방법

송영길･정석원･김학수

(강원대)

29 언어공학 O4.6-01
한국어 서술어와 지식베이스 프로퍼티의 

연결에 관한 연구

원유성･우종성･김지성･함영균･
최기선(KAIST)

30 언어공학 O4.6-05
분류 우선순위 적용과 후보정 규칙을 이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화행 분류

송남훈･배경만･고영중

(동아대)

31 인공지능 O3.2-01
희소 은닉 상태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학습

곽동현･이충연･곽하녹･장병탁

(서울대)

32 인공지능 O3.2-02
웨어러블 로봇 인터페이스를 위한 회귀 기법 

기반 손목 움직임 추정
박기희･이성환(고려대)

33 인공지능 O3.2-05
사용자 파라미터 설정과 코드진행을 고려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멜로디 자동 작곡 시스템
정재훈･안창욱(성균관대)

34 인공지능 O4.2-02
유기소재 속성 예측을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의 능동 학습

곽하녹･윤상웅･한철호(서울대),

심문보(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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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공지능 O5.5-03
준지도 학습에서 꼭지점 중요도를 고려한 

그래프 추론
오병화･양지훈(서강대)

36 인공지능 O5.5-04
An Evolutionary Swarm Approach to 

Design Fuzzy Classification System

푸칼레엔디 가네쉬쿠마르･
김구진(경북대)

37 인공지능 O5.5-05
R-트리와 범위 질의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간 

지식 추출기의 설계 및 구현
이석준･김인철(경기대)

38 인공지능 O6.5-06
한국어 어휘의미망(UWordMap)을 이용한 

동형이의어 의미분별 정확률 개선에 관한 연구
신준철･옥철영(울산대)

39 전산교육시스템 O6.7-04
오픈소스 하드웨어스케치 기반의 다양한 IoT 

센서를 통한 새로운 Maker 정보영재 교육방안

고대훈(제주동초등학교)

배건우･양호성･홍승수･박남제

(제주대학교)

40 정보보호 O5.6-02

OpenStack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Keystone 인증서비스를 이용한 ARP 

Spoofing 방어기법

강효성･홍충선(경희대)

41 정보보호 O5.6-05
악성 코드 API에 대한 다중 서열 정렬 적용 

연구
조인겸･임을규(한양대)

42 정보보호 O6.6-01

Key Ladder기반 CCN에서 Video 

Streaming의 Caching Efficiency와 Data 

Protection 지원 기법

배세현(서울대), 

오하영(숭실대), 

김종권(서울대)

43 정보보호 O6.6-04
키 발급 서버를 이용한 암호데이터 중복제거 

기술
김현일･홍도원･서창호(공주대)

44 정보통신 O3.3-01
다양한 의료 분석 방식을 지원하는 효과적 

추론 기법 설계

김문권･한승호･라현정･김수동

(숭실대)

45 정보통신 O3.3-02

태양에너지 수집형 센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싱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적응형 클러스터링 기법

이홍섭･이준민･김재웅･노동건

(숭실대)

46 정보통신 O3.3-04

An Energy-aware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Scheme in Cognitive Radio 

Sensor Networks

Fanhua Kong･Zilong Jin･ 
Jinsung Cho(경희대)

47 정보통신 O3.3-06
HBDP 네트워크에서 높은 대역폭 점유를 위한 

개선된 C-TCP
오준열･윤두열･정광수(광운대)

48 정보통신 O4.3-03
태양에너지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보안수준 제어기법
김종민･이홍섭･노동건(숭실대)

49 정보통신 O4.3-05
Offload as a Service in Fog computing 

Environment A novel approach

Dai Hoang Tran･
Tra Huong Thi Le･
Oanh Tran Thi Kim･ 
Nguyen H. Tran･Eui-Nam 

Huh･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50 정보통신 O5.3-01
eHER-MAC: An Enhanced HER-MAC for 

Vehicular Ad-hoc Networks

Van Dung Nguyen･
Tra Huong Thi Le･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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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보통신 O5.3-03
Prediction of Psychiatric Mental States for 

Emergency Telepsychiatry

Md. Golam Rabiul Alam･ 
Sung Soo Kim･Sarder 

Fakhrul Abedin･Anupam 

Kumar Bairaggi･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52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O3.4-01

실시간 뼈 절삭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괴인성 

평가 기법
김기민･박진아(KAIST)

53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O3.4-03 지연된 음영처리 기반 부드러운 그림자 매핑 김성구･이성길(성균관대)

54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O3.4-05

노멀맵을 이용한 얼굴의 기하학적 디테일 생성 

및 3D 프린팅

최예준･신일규･최수미

(세종대)

5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O4.5-01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시공간 데이터의 

시각화
김석연･연한별･장윤(세종대)

56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O4.5-05

의도대응 모델기반 개인비서 로봇을 위한 대화 

에이전트
김아름･조성배(연세대)

57 컴퓨터시스템 O1.3-01

플래시 저장 장치의 QoS 지원을 위한 플래시 

연산 그룹(Flash Operation Groups) 

스케줄링

이은규･원선･이준우･김강희

(숭실대), 남이현(SK텔레콤)

58 컴퓨터시스템 O1.3-02
SSD의 성능과 수명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쓰기 버퍼 관리 기법

한세준･강동현･엄영익

(성균관대)

59 컴퓨터시스템 O2.3-01
태양에너지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적응형 선택적 압축 기법

정세미･강민재･노동건

(숭실대)

60 컴퓨터시스템 O4.7-01
멀티큐 SSD 기반 I/O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성능 향상 기법

김태용･강동현･엄영익

(성균관대)

61 컴퓨터시스템 O4.7-02
태스크 Speedup 평가 기반 스케줄링을 통한 

이기종 멀티코어 시스템의 처리량 극대화
노순현･홍성수(서울대)

62 컴퓨터시스템 O5.1-01
NoC 기반 매니코어 플랫폼에서의 태스크-타일 

바인딩 기술

강진택･김태영(서울대), 

김성찬(전북대), 하순회(서울대)

63 컴퓨터시스템 O5.1-02
동적 임계치 적용을 통한 이기종 

멀티프로세서의 소비전력 개선 기법
신동익･신동군(성균관대)

64 컴퓨터시스템 O5.1-07
64-bit 자바스크립트 적시 컴파일러를 위한 

상수 값 생성 최적화
최형규･이제형(삼성전자)

65 컴퓨터시스템 O6.1-01
트리 자료구조를 이용한 비 휘발성 메모리의 

쓰레기 수집 기법
이도근･원유집(한양대)

66 컴퓨터시스템 O6.1-02 Filebench 벤치마크 I/O 특성 분석
송용주･강동현･
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67 컴퓨터이론 O4.4-03
입력이 스트리밍 구들인 유클리디안 2-센터 

문제

김상섭･조대형･
윤상덕･안희갑(포항공대)

68 프로그래밍언어 O5.9-02 정확도와 확장성을 조절하는 정적 분석 방법 고윤석･류석영(KAIST)

69 프로그래밍언어 O5.9-07 정적분석의 안전성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허기홍(서울대), 

오학주(고려대), 

이광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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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프로그램 시간 장소

C1.1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해커톤 Ⅰ
6.24(수)

12:00-18: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해커톤 Ⅱ

6.25(목)

09:20-12:00

C1.2
IT 여성위원회 교류 활성화 및 여성 신진연구자 워크샵

▷ 주관 : 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6.24(수)

15:30-18:30

공과대학 4호관 

D012

C2
[초청강연]

정지훈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6.25(목)

14:20-15: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C3 [개회식]
6.25(목)

15:20-16:2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C4

[기조연설 Ⅰ]

ICT 기반 미래사회 전략, 서병조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6.25(목)

16:20-17: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기조연설 Ⅱ]

우리나라 컴퓨터 연구개발 역사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전길남 

명예교수(KAIST)

6.25(목)

17:00-17:40

C5
SW정책 Special 워크샵

▷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국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6.25(목)

09:40-14:3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Ⅱ

공통행사

 행사일정

 기조연설 I

6.25(목) 16:20-17: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사회 : 최종원 조직위원장(숙명여대 교수)

ICT 기반 미래사회 전략, 서병조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강연소개>
o 사회변화와 산업발전을 주도했던 ICT 사례를 살펴보고 ICT 기반 미래전략의 중요성 제시
o ICBM 중심으로의 컴퓨팅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기회와 위기
o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ICT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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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II

6.25(목) 17:00-17:4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사회 : 최종원 조직위원장(숙명여대 교수)

우리나라 컴퓨터 연구개발 역사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전길남 명예교수(KAIST)

<강연소개>
Processor: 1970s~ – 16 bit processor (MSI)

4~32 bit microprocessor
OS: 1970s~ – Multiprocessor Unix,...
Computer: 1970s~ – Microcomputer (8~32 bit)
          1980s~ – Unix computers (single and multi processor)
I/O: 1970s~ – 한글 Terminal

한글 Printer
한글 Word Processor

현주소 – High Technology Industry (SW, HW,...)

 초청강연

6.25(목) 14:20 – 15: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사회 : 임성수 프로그램위원장(국민대 교수)

IT가 바꾸는 의학의 미래, 정지훈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강연소개> 의학과 IT 산업과의 융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이

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한 듯 미국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IT 산업분야는 규모의 문제나 

규제 등으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지만, 아이폰이 2년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파괴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변화가 급진적으로 나타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학과 IT를 융합하는 산업은 주요 기업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신성장동력이며, 국내 시장 이외에도 글로벌 진출도 염두에 둔 보다 폭

넓은 시각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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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해커톤

C1.1 6.24(수) 12:00 – 18: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6.25(목) 09:20 – 12:00,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코딩 실력을 키우고 타학교 학생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 주 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개발

(개발에 필요하거나 상용화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오픈 라이브러리)

❑ 참가자격: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참가등록한 대학생(학부생) 

❑ 참가특전: 멘토 네트워킹

- 네이버 옥상훈 부장 D2 에반젤리스트

- SKP 이상민 매니져 자바의신 저자

- OKJSP 허광남 대표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

  T셔츠제공, 24일 저녁, 밤참(다양한 다과), 25일(조식: 샌드위치 또는 김밥)

❑ 시상내역: 최우수상 – 상장 및 부상(1팀)

  우수상 – 상장 및 부상(1팀)

  장려상 – 상장 및 부상(2팀)

  특별상 – (사)앱센터 이사장상 및 부상

                     – LG CNS 본부장상 및 부상

▶ 해커톤 I - 6월 24일 (수)

시 간 일 정 비고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오리엔테이션

14:00 - 15:00 참가자 자기소개 및 아이디어 발표

15:00 - 18:00 팀별활동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4:00 팀별활동

▶ 해커톤 II - 6월 25일 (목)

시 간 일 정 비고

00:00 - 09:00 팀별활동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2:00 발표 및 심사

* 시상식은 개회식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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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여성위원회 교류 활성화 및 여성 신진연구자 워크샵

C1.2 6.24(수) 15:30 – 18:30, 공과대학 4호관 D012

주관 : 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세션 I 사회: 최수미 교수(세종대학교)

15:30-15:40 개회사 및 여성위원회 소개

박진아 교수(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KAIST)

15:40 - 15:50 축 사
김지인 교수(정보과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15:50 - 16:00 격려사

성미영 교수(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초대위원장, 

인천대학교)

16:00 - 16:15 1. 사용자 인증과 프라이버시 신지선 교수(세종대학교)

16:15 - 16:30 2. 사물인터넷환경에서 안전한 드론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 서승현 교수(고려대학교)

16:30 - 16:45 3. Bringing the Future by Art
곽미라 대표

(아트케이오스모스)

16:45 - 17:00 기념촬영 및 휴식

세션 II 사회: 류석영 교수(KAIST)

17:00 - 17:15 4. Data Science in Oceanographic Research
김진아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17:15 - 17:30 5. 의료분야에서 영상처리와 3차원 프린팅
서안나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30 - 17:45 6. Interactive Display and Visualization
박지영 박사

(전자부품연구원)

17:45 - 18:15 IT 여성위원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18:15 - 이동 및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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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발표1 / 16:00 - 16:15

사용자 인증과 프라이버시

신지선 교수(세종대학교)

2001년 2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2009년 5월: 메릴랜드 주립대학(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컴퓨터 과학과 

박사

2009년 9월~2012년 2월: 삼성 SDS 책임연구원

2012년 3월~현재: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조교수

<강연소개> 사용자 인증은 보안의 기본 메카니즘으로 적용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이 요구된다. 인증이 목표

로 하는 보안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사용성이 필수조건이다.

사용자 인증에서 효율성과 사용성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문제에서의 사용자 인증의 

역할을 살펴본다.

발표2 / 16:15 - 16:30

사물인터넷환경에서 안전한 드론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

서승현 교수(고려대학교)

2000년 2월: 이화여대 수학과 졸업

2002년 2월: 이화여대 컴퓨터학과 졸업(공학석사)

2006년 2월: 이화여대 컴퓨터학과 졸업(공학박사)

2006년 5월~2006년 11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전임강사

2006년 12월~2010년 2월: 금융보안연구원(현 금융보안원) 주임연구원

2010년 2월~2012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2012년 2월~2014년 5월: 미국 퍼듀대학교 사이버센터 박사후연구원

2014년 6월~2015년 2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2015년 3월~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수학과 조교수

<강연소개> 일상 속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돼 긴밀하게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가 도래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융합보안 솔루션 및 실생활에 필요한 킬러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산간지역 등에 택배를 보내거나,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사고 현장을 

순찰하고 화재 감지 등의 이상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보안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ICT 기술의 융합체인 

드론 서비스는 다양한 해킹 공격과 물리적인 보안 위협에 취약하다. 본 발표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드론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 보안 메커니즘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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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 16:30 - 16:45

Bringing the Future by Art

곽미라 대표 (아트케이오스모스)

2011년~현재: 아트케이오스모스 대표

2010년~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출강

1994년~2002년: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공학사(1998.2.), 공학석사(2000.2.),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공학박사과정 수료(2002.2.)

연구분야: Transhumanism, metaverse, 인공지능, 기술철학

<강연소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능력의 증강은 현재와 다른 미래 인류와 사회를 예고한다. 인간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목표인 인간 생활의 편리와 행복의 내용도 달라진다. 아트케이오스모스(Art Chaosmos)

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동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예상하며, 철학으로부터 인간성의 본질에 관한 탐구를 이어 

받아 그 답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을 개선하려는 학문인 트랜스휴머니즘을 소개하고, 이

와 관련하여 아트케이오스모스가 진행하는 일들을 소개한다.

발표4 / 17:00-17:15

Data Science in Oceanographic Research

김진아 선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2005년~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2014년: KAIST 전산학과 박사

<강연소개> 해양연구에 있어 Data science는 해양 이론과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해양 환경 및 현상을 모델링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예측을 통해 연안 재해재난 방지 및 연안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수중 관측센서 및 위성에 이르는 해양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간에 걸친 이질의 대용량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통계학,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시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해양연구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적용해 해양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예측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양연구 분야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적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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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5 / 17:15-17:30

의료분야에서 영상 처리와 3차원 프린팅

서안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997년 2월: 서남대학교 학사

2001년 8월: 건국대학교 석사

2013년 8월: 건국대학교 박사

2000년 11월~2001년 6월: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연구원

2014년 3월~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IEEE-SA: 3DBasedMedicalApplicationWorkingGroup(P3333-2) member

<강연소개> 컴퓨터 지원 진단(CAD: Computer-Aided Diagnosis)을 위하여 의료 영상 획득에서 2차원  처리, 

3차원 재구성, 시각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3차원 공간에서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프

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가상의 3차원 모델을 물리모델로 생성해주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임상에

서 활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소개한다.

발표6 / 17:30-17:45

Interactive Display and Visualization

박지영 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KETI))

2010년 8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석사/박사

2010년 9월~2012년 8월: 이화여대 CG/VR 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2012년 9월~2014년 3월: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연구교수

2014년 4월~현재: 전자부품연구원(KETI) 멀티미디어 IP 연구센터 연구원

<강연소개> 최근 디스플레이는 단순 출력 장비에서 벗어나 사용자에 적응하고 다양한 입력을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호작용형 디스플레이는 센서 H/W와 인식 알고리즘, HCI 기술을 통해 고도화 되고 있

다. 실제 다양한 상호작용형 디스플레이의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상호작용 및 인터페

이스 구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접근방법과 요소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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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정책 Special 워크샵

C5 6.25(목) 09:40 – 14:3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Ⅱ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국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좌장 : 임영모

09:40 - 10:25 공공정보화사업의 시장 친화적 추진방안
이현승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0:25 - 11:10 한국 SW산업정책의 역사와 다음세대를 위한 SW정책의 역할
김명준 박사

((주)테스트마이다스)

11:10 - 11:55 강소 SW 기업의 탄생과 성장
김준연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2:00 - 13:00 점심

13:00 - 13:45 온라인 SW 교육 발전 방안  
길현영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3:45 - 14:30 SW 안전산업 활성화
김태호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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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행사일정

구분 주제 및 연사 일자 시간 장소

T1.1
스파크 개요 및 스파크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사례 소개

- 우종욱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6.24

(수)

13:00-15:00
공과대학 4호관

D012

T1.2
계산 사진학과 컴퓨터 비전을 위한 영상 필터링 기술 2.0

- 민동보 교수(충남대학교)
13:00-15:00

공과대학 4호관

D013

T2.1
사물인터넷을 위한 IP기반 무선 네트워크 기술 

- 하민근 연구원(KAIST)
6.25

(목)

10:0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2

T2.2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모수적 기법

- 석준희 교수(고려대학교)
10:0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3

T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및 교육에서의 GITHUB 활용

- 이민석 교수(국민대학교)

6.26

(금)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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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 6.24(수) 13:00-15:00 공과대학 4호관 D012

스파크 개요 및 스파크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사례 소개

우종욱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강연소개> 본 튜토리얼은 빅데이터의 차세대 병렬 엔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파크의 기

본을 소개하며 간단한 프로그래밍 예제를 통하여 스파크를 이해한다. 또한 스파크를 선도하

는 미국의 사용예제를 소개하며 강연은 대략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Introduction To Big Data

2.  Spark Cores

3.  RDD

4.  Task Scheduling

5.  Spark SQL, Streaming, ML

6.  Examples

7.  Use Cases

T1.2 / 6.24(수) 13:00-15:00 공과대학 4호관 D013

계산 사진학과 컴퓨터 비전을 위한 영상 필터링 기술 2.0

민동보 교수(충남대학교) 

<강연소개> 계산 사진학과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경계보존 영상 

필터링 (Edge-Aware Image Filtering) 방식과 이의 응용분야를 설명한다. 또한, 필터링 기

술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이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소개한다.

T2.1 / 6.25(목) 10:0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2

사물인터넷을 위한 IP기반 무선 네트워크 기술 

하민근 연구원(KAIST) 

<강연소개> 최근 들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전구, 헬스케어 밴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사물 디

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인간에게 혹은 사물들 간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하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은 무엇이고, 사물인터넷을 구성하

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무엇인가? 본 튜토리얼에서는 미래인터넷 기술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물인터넷을 위한 표준 네트워크 기술인 6LoWPAN

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다음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6LoWPAN 기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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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2 / 6.25(목) 10:0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3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모수적 기법

석준희 교수(고려대학교) 

<강연소개> 최근 대규모로 축적된 진단, 처방, 검진 등의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

기 위한 트리기반의 비모수적(tree-based nonparameteric)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이들 

방법론을 이용한 실제 사례 연구에 대해서도 다룬다.

T3 / 6.26(금)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및 교육에서의 GITHUB 활용

이민석 교수(국민대학교) 

<강연소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요와 중요성을 소개하고, git을 이용한 소스 컨

트롤, 그리고 오픈소스로 ALM 도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git과 github의 사용법, 그

리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github 만을 이용한 코드 리뷰를 실전 수준으로 설명하고 시

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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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행사일정

▶ 6월 24일(수),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S1.1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 동향 워크샵

▷ 주관 : 언어공학연구회

13: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4

S1.2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워크샵 - 빅데이터 공개와 활용

▷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13:00-17:30

공과대학 4호관 D005

S1.3
정보통신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16: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3

S1.4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UI/UX 동향과 전망

▷ 주관 : CG&I 소사이어티

13:00-18:00

공과대학 4호관 D316

S1.5

스마트 헬스: IoT, 웨어러블, ICT 기술과의 융합 워크샵 

▷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바이오헬스연구회, 

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

   주최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13:00-20:00

공과대학 4호관 D41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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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 동향 워크샵

S1.1/ 6.24(수) 13:0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014

주관 : 언어공학연구회

▶ 조직
프로그램위원장 – 김유섭(한림대학교), 박혁로(전남대학교)

조직위원장 – 김재훈(한국해양대학교)

▶ 소개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분야에서 최근 학위를 받은 박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각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합니다.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00 - 13:10 개회사

13:10 - 14:00
네이버 seamless 검색 소개

(Naver's next big challenge : seamless search)

강인호 실장

(네이버 검색연구센터)

14:00 - 14:50
딥러닝 기반의 기계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

나휘동 박사

(삼성종합기술원)

14:50 - 15:10 휴식

15:10 - 16:00

의미적인 임베딩 공간을 통한 지식 기반 질의응답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 via semantic 

embedding space)

양민철 박사(네이버)

16:00 - 16:50

뉴스미디어 지식화 및 분석 서비스 - 동향, 기본 개념 및 추진 방향

(Construction of News Media Knowledge-Base and News 

Analytics Service - Trends and Directions)

최성필 교수(경기대학교)

16:50 - 17:10 휴식

17:10 - 17:50
한국어처리를 위한 통합구조

(A unified architecture for Korean processing)
차정원 교수(창원대학교)

17:50 - 19:00 운영위원회 회의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40,000원 5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5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7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30,000원 4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6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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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워크샵 
- 빅데이터 공개와 활용

S1.2 / 6.24(수) 13:00 – 17:30  공과대학 4호관 D005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 조직
조직위원장 - 심규석(서울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 문양세(강원대학교)

프로그램위원 - 이기훈(광운대학교), 임효상(연세대학교)

▶ 소개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는 아래와 같이 KCC2015 분과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

련 분야의 연구진들이 한 자리에서 최근의 빅데이터 연구 동향 및 주요 이슈에 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행

사인 이번 워크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사

13:40 - 14:20 ODI기반의 빅데이터 액세스 포털 김화종 교수(강원대학교)

14:20 - 15:00 공공데이터 개방과 열린 데이터 광장 조용현 담당관(서울시청)

15:00 - 15:20 휴식

15:20 - 16:00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이재진 실장(DB진흥원)

16:00 - 16:40 데이터 보안 현황과 빅데이터 보안 이슈 안혜연 부사장(파수닷컴)

16:40 - 17:00 휴식

17:00 - 17:30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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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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S1.3/ 6.24(수) 16:0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013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 조직
대회장 – 김기천

프로그램위원장 – 김형준

조직위원장 – 유명식

실무담당 - 이상환

▶ 소개
정보통신 분야의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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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에서의 UI/UX 동향과 전망

S1.4/ 6.24(수) 13:00 – 20:00  공과대학 4호관 D316

주관 : CG&I 소사이어티

▶ 조직
프로그램위원장 – 김형석(건국대학교)

조직위원장 – 김동호(숭실대학교)

▶ 소개
최근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 UI/UX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들로 구성된다.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적인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며, 학생들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들도 간단히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한다.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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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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 IoT, 웨어러블, ICT 기술과의 융합 워크샵

S1.5 / 6.24(수) 13:00 – 20:00  공과대학 4호관 D411

주관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바이오헬스연구회, 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

주최 : 인공지능소사이어티

▶ 조직
대회장 – 이성환

프로그램위원장 – 신수용(서울아산병원)

조직위원장 – 김일곤(경북대학교)

실무담당 – 이도윤

▶ 소개
최근 IT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스마트헬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를 

비롯하여, 삼성, LG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헬스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 의료정보 전문가, IoT 전문가 등의 발표를 통해 워크샵 참석자들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

견을 나누고자 한다.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3:00 - 13:30 등록

1부 사회 : 신수용 교수(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실)

13:30 – 14:00 호흡질환 관리를 위한 바이오헬스 활용
최창민 교수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14:00 – 14:20 바이오헬스 분야를 위한 ICT 기술
신수용 교수

(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실)

14:20 – 14:50 비침습적 치매 조기 진단 및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치료
이호원 교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14:50 – 15:20 기계학습기법에 기반한 치매/우울증 조기 진단
석흥일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15:20 – 15:40 휴식

2부 사회 : 김일곤 교수(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15:40 – 16:00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최용근 박사(네오펙트)

16:00 – 16:20
실내 위치기반형 IoT 메세징 미들웨어 및 스마트 헬스

케어 응용 사례

강순주 교수(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장)

16:20 – 16:40 스마트헬스 표준 이슈와 표준 정책 수립 전략
안선주 코디네이터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헬스)

16:40 – 17:00 스마트 의료/헬스, 사물통신, 원격진료 보안 기술
한근희 교수

(고려대학교 고품질소프트웨어센터)

17:00 – 17:30 HESEL: Person Owned Mobile Health Record 최형식 대표(헤셀)

17:30 – 20:00 질의응답 및 패널 토의,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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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KCC+분과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40,000원 6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8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8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8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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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P R&D 및 협력 워크샵

 행사일정

▶ 6월 24일(수),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1.1
DGIST 고신뢰 CPS연구센터 워크샵

▷ 주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30-18:00

공과대학 4호관 D009
Closed

W1.2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00-18: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Ⅲ
Open

▶ 6월 25일(목),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2.1

2015 SW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사업 융합소프트웨어 

4월 종료과제 개방형 평가 Ⅰ

▷ 주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0:00 - 18: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Ⅲ
Open

W2.2

엑소브레인 SW 기술 개발 과제 3차년도 킥오프 워크샵

▷ 주관 : 엑소브레인 컨소시엄(ETRI, 솔트룩스, KAIST)

09:3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4
Open

엑소브레인 SW 기술 개발 과제 3차년도 운영위원회

▷ 주관 : 엑소브레인 컨소시엄(ETRI, 솔트룩스, KAIST)

14:00-17:00

공과대학 4호관 D415
Closed

W2.3

슈퍼컴퓨팅 최신 기술 동향과 

MAHA 슈퍼컴퓨팅시스템 연구개발 워크샵

▷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2
Open

W2.4

(딥뷰) 대규모 실시간 영상이해 기반 시각지능 플랫폼 및 

재난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개발 사업 워크샵

▷ 주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0:00-17:00

공과대학 4호관 D411
Closed

W2.5
스마트미디어분야 수행과제 정보교류회 Ⅰ

▷ 주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3: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4
Open

▶ 6월 26일(금),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3.1
스마트미디어분야 수행과제 정보교류회 Ⅱ

▷ 주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09:0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4
Open

W3.2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

마트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워크샵

▷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컴퓨팅산업협회

13: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2
Open

W3.3
기계학습 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 주관 : 기계학습 연구센터

13:00-18:00

공과대학 4호관 D411
Open

W3.4

2015 SW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사업 융합소프트웨어 

4월 종료과제 개방형 평가 Ⅱ

▷ 주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0:00-18: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Ⅲ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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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워크샵

 행사일정

▶ 6월 24일(수),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인덱스 행사명 및 주관 시간 및 장소 비고

W1.3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워크샵

▷ 주관 :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화포럼,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ISO/IEC JTC1 SC35 표준개발 협력기관)

13: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5
Open

W1.4
국민대학교 SW대학교육혁신 성과발표회

▷ 주관 : 국민대학교

15:00-18:00

공과대학 4호관 D010
Open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GIST 고신뢰 CPS연구센터 워크샵

W1.1 / 6.24(수) 13:3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009

주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소 개
- 미래창조과학부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실시간 자율 복원 사이버물리 시스템 기초연구’ 과제의 2차년도 

워크샵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30 - 14:00 워크샵 오프닝

14:00 - 14:30 1세부 발표

14:30 - 15:00 2세부 발표

15:00 - 15:30 3세부 발표

15:30 - 16:00 4세부 발표

16:00 - 16:20 Break

16:20 - 16:50 사업화 1팀 발표

16:50 - 17:20 사업화 2팀 발표

17:20 - 18:00 향후계획 논의

▶ 참가관련
Close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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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W1.2 / 6.24(수) 13:00 - 18: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Ⅲ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00 - 13:30 등록 및 교류

13:30 - 13:40 인사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CP

13:40 - 14:30
매니코어 OS 기초연구 과제 소개 및 분야별 

진행사항
정성인 총괄책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30 - 15:00 휴식

15:00 - 17:30
응용

세션

Desktop as a Service 서비스 김성운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둡 플랫폼과 응용 진현욱 교수(건국대학교)

Deep learning 서비스 미정

17:30 - 18:00 워크샵 내용 정리 정성인 총괄책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참가관련
Open Workshop

- 과제 참여기관의 참여자 및 외부 공개로 진행

- 응용세션 : 매니코어 OS를 적용할 응용 발굴로, 응용환경 소개 후 Q&A방식으로 진행

- 등록안내 : KCC2015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과제 워크샵’ 협력 워크샵 체크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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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워크샵

W1.3 / 6.24(수) 13:0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015

주관 :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화포럼,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ISO/IEC JTC1 SC35 표준개발 협력기관)

▶ 소 개
- UI표준화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UI표준화의 방향 설정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00 - 14:30 2015년 신규 표준 개발 논의  

14:30 - 14:50 휴식

14:50 – 16:30 2015년 UI표준화 추진 전략 및 로드맵 논의 

16:30 - 17:30 2015년 신규 표준 선정 및 검토 

18:00 ~ 저녁 식사  & 정보 교류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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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W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사업 
융합소프트웨어 4월 종료과제 개방형 평가

W2.1 / 6.25(목) 10:00 - 18: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Ⅲ

W3.4 / 6.26(금) 10:00 - 18:00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Ⅲ

주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소 개
- 2015년도「SW컴퓨팅원천기술개발사업」융합SW 4월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목표 당성 여부 및 사업성과 등을 확인

하여 성공 또는 실패 결정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일차(목) 발표자 2일차(금) 발표자

10:00 - 11:00 사업안내 및 평가 설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1:00 - 11:40 과제결과 및 시제품 영상 발표
참여기관1 참여기관1 

11:40 - 12:00 패널의원 토론

12:00 - 13:00 중 식

13:00 - 13:40 과제결과 및 시제품 영상 발표
참여기관2 참여기관1 

13:40 - 14:00 패널의원 토론

14:00 - 14:40 과제결과 및 시제품 영상 발표
참여기관3 참여기관1 

14:40 - 15:00 패널의원 토론

15:00 - 15:30 패널의원 검토의견서 작성 및 토론 정리

15:30 - 16:00 평가위원회 질의응답 참여기관1 참여기관1 

16:00 - 16:30 평가위원회 질의응답 참여기관2 참여기관1 

16:30 - 17:00 평가위원회 질의응답 참여기관3 참여기관1 

17:00 - 18:00 종합의견 작성 등 평가정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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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SW 기술 개발 과제 
3차년도 킥오프 워크샵 및 운영위원회

W2.2 / 6.25(목) 09:30 - 12:00  공과대학 4호관 D014

주관 : 엑소브레인 컨소시엄(ETRI, 솔트룩스, KAIST)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제1부] 킥오프 워크샵 (장소 : 공과대학 4호관 D014)

09:30 - 09:40 인사말(1) 미래부

09:40 - 09:50 인사말(2) IITP

09:50 - 10:05 
(총괄과제) 2차년도 연구결과 및 3차년도 연구계획 발표/토의

- “엑소브레인 SW 기술 개발(총괄)”

박상규(ETRI)

총괄/1세부 책임자

10:05 - 10:35 
(1세부과제) 2차년도 연구결과 및 3차년도 연구계획 발표/토의 -

“지능진화형WiseQA 기술 개발”

김현기(ETRI)

1세부 실행책임자

10:35 - 11:05 
(2세부과제)2차년도 연구결과 및 3차년도 연구계획 발표/토의

-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구축 및 추론기술 개발”

이경일(솔트룩스)

2세부 책임자

11:05 - 11:15 휴식

11:15 - 11:35 
(3세부과제) 2차년도 연구결과 및 3차년도 연구계획 발표/토의 

- “Symbolic approach 기반 인간모사형 자가학습 지능 원천 기술 개발”

맹성현(KAIST)

3세부 책임자

11:35 - 11:55 
(4세부과제) 2차년도 연구결과 및 3차년도 연구계획 발표/토의 

- “자율지능형 지식/기기/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김성훈(ETRI)

4세부 책임자

11:55 - 12:00 맺음말
박상규(ETRI)

총괄 책임자

[제2부] 운영위원회 (장소 : 공과대학 4호관 D415)

14:00 - 17:00 

3차년도 연구개발 현황 및 계획 검토

- 도전과제 추진방안 논의

- 1차워크샵(4/9~10) 후속조치 검토

엑소브레인 과제

운영위원

▶ 참가관련
Open Workshop

- 킥오프 워크샵은 과제 참여원 참석 및 외부 공개로 진행

- 운영위원회는 총괄/세부 책임자 및 미래창조과학부, IITP 관계자 등 운영위원만 참석

- 등록안내 : KCC2015 ‘엑소브레인’ 협력 워크샵 체크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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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팅 최신 기술 동향과 
MAHA 슈퍼컴퓨팅시스템 연구개발 워크샵

W2.3 / 6.25(목) 14:0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012

주관 : ETRI

▶ 소 개
-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해하고, 2015년 연구 개발 과제 발표 및 토의하고 최근 기술을 산･학･연간에 공유함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 - 14:20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MAHA) 개요 ETRI 최 완

14:20 - 14:50 HPC 기술 동향과 CRAY 전략 CRAY 코리아 김희식 부장

14:50 - 15:20 HP의 새로운 HPC 전략-HP Apollo 시리즈 HP 정석원 부장

15:20 - 15:30 휴식

15:30 - 16:00 ARMv8 64bit processor 소개 ARM 황광선 차장

16:00 - 16:30 Beyond HPC to Big Data Analytics NVIDIA 이주석 전무

16:30 - 16:40 휴식

16:40 - 16:55 MAHA 컴퓨팅플랫폼 기술 ETRI 김영우

16:55 - 17:10 MAHA 시스템 SW 기술 ETRI 최현화

17:10 - 17:25 MAHA 파일 시스템 기술 ETRI 김홍연

17:25 - 18:00 기술 교류 학연 참석자

▶ 참가관련
Open Workshop

- 산･학･연간 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하므로 외부 공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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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뷰) 대규모 실시간 영상이해 기반 시각지능 플랫폼 및 
재난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개발 사업 워크샵

W2.4 / 6.25(목) 10:00 - 17:00  공과대학 4호관 D411

주최: IITP

▶ 소 개
- (딥뷰)대규모 실시간 영상이해 기반 시각지능 플랫폼 및 재난재해 조기 감지 예측 기술개발 사업의 2차년도 연구 

수행에 있어 세부과제간 협력 연구 및 조정을 위한 책임자 및 연구 참여원 워크샵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제1부] 킥오프 워크샵

10:00 - 10:10 인사말
한동원 소장(ETRI) /

박상규 본부장(ETRI)

10:10 - 11:00 
(1세부)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연구계획 발표 

-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 개발
박종열 실장(ETRI)

11:00 - 11:10 Coffee Break

11:10 - 12:00 
(2세부)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연구계획 발표 

- CCTV 기반 실시간 비디오 분석 기술 개발
전문구 교수(GIST)

12:00 - 13:30 점심시간

13:30 - 14:20 
(3세부)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연구계획 발표 

- 환경 재난･재해 조기 감지 및 분석･예측 기술 개발
박상원 교수(계명대)

14:20 - 14:30 Coffee Break

14:30 - 15:20 
(4세부)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연구계획 발표 

- 예지형 시각 지능 원천 기술 개발
김대진 교수(포항공대)

15:20 - 15:30 맺음말

[제2부] 운영위원회

15:40 – 17:00
딥뷰 2차년도 연구개발 추진방안 논의

- 총괄 및 세부과제간 협력 방안 논의 

딥뷰 과제 세부 책임자

딥뷰 과제 운영위원

▶ 참가관련
Closed Workshop

- 킥오프 워크샵은 과제 참여원 참석

- 운영위원회는 총괄/세부 책임자 및 미래창조과학부, IITP 관계자 등 운영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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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마트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워크샵

W3.2 / 6.26(금) 13:0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012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컴퓨팅산업협회

▶ 소 개
-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5년 미래부 공동병렬과제 내 각 세부과제 기술내용을 

발표하고, 스마트 데이터센터 구조, 연구협력체계, 사업화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프로그램
<좌장 : 총괄과제 책임자>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00 - 13:20 행사등록

13:20 - 13:30 소개 및 인사말
미래부 담당 사무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임용재 CP

13:30 - 14:00 [초청강연] ARM 서버 시장 동향 소개 ARM 황광성 차장

14:00 - 14:10
(총괄)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ICT 장비 및 스마트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과제별 발표 : 15분

*Q&A : 5분

14:10 - 14:20
(1세부)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초절전형 고집적 마이크

로 서버 시스템 기술개발

14:20 - 14:40 (2세부) 적응형 초절전 그린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술개발

14:40 - 15:00
(3세부) 스마트 홈 빌딩 구현을 위한 개방형 IoT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자율적 상황판단 액추에이터 개발

15:50 - 15:20 Coffee break

15:20 - 15:40
(4세부)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n-Memory 기반 

모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 개발

* 과제별 발표 : 15분

* Q&A : 5분

15:40 - 16:00

(5세부)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유동적 공유와 융복합 분석이 가능한 멀티테넌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16:00 - 16:20
(6세부) 이기종 IoT 디바이스 지원 자가적응형 SW 프레

임워크 핵심기술 개발

16:20 - 16:40
(7세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Open PaaS 

개발

16:40 - 17:00
(8세부)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위한 장애 예측 및 구간별 

성능분석 시스템 개발

17:00 - 18:00 (운영위원회) 과제별 이슈사항 및 협력 방안 개별토의 다같이

▶ 참가관련
Open Workshop

- 킥오프 워크샵은 과제 참여원 및 외부 공개로 진행

- 운영위원회는 총괄/세부 책임자 및 미래부, IITP 관계자 등 운영위원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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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연구센터 하계 워크샵

W3.3 / 6.26(금) 13:00 - 18:00  공과대학 4호관 D411

주관 : 기계학습 연구센터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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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I] Deep learning

13:20 - 13:40 
Learning deconvolution network for semantic 

segmentation 
한보형 교수(POSTECH)

13:40 - 14:00 스파크 기반 딥러닝 가속화 프레임워크 개발 윤성로 교수(서울대학교)

14:00 - 14:20 Fast and Robust Parallel SGD Matrix Factorization 유환조 교수(POSTECH)

14:20 - 14:40 
Sequential Data Modeling using Deep Neural Network and 

Recurrent Neural Network 
유창동 교수(KAIST)

14:40 – 15:00 break

[세션 Ⅱ] Bayesian Learning

15:00 – 15:20 Bayesian hierarchical clustering with exponential family 최승진 교수(POSTECH)

15:20 – 15:40
Online learning of anchor words for topic models on 

Spark 
오혜연 교수(KAIST)

15:40 – 16:00
Robust Subspace Learning and Gaussian Process 

Regression for Autonomous Robot Navigation
오성회 교수(서울대학교)

16:00 - 16:20 Bayesian reinforcement learning 김기응 교수(KAIST)

16:20 - 16:30 break

[세션 Ⅲ] Multi-modal learning

16:30 - 16:50 Machine learning for speech knowledge base 이근배 교수(POSTECH)

16:50 - 17:10 Knowledge graph for emerging entities 황승원 교수(POSTECH)

17:10 - 17:30 TBD 변혜란 교수(연세대학교)

[세션 Ⅳ] Healthcare Application

17:30 - 17:50 Hierarchical Learning for Brain Disease Diagnosis 석흥일 교수(고려대학교)

17:50 - 18:10 
Automated functional layer segmentation for retinal 

disease diagnosis
한재호 교수(고려대학교)

18:10 - 18:30 wrap-up 

▶ 참가관련
Ope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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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Session

6.25(목) 12:40 - 14:40  국제교류회관 로비

▶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 평가의원 : 황순욱 박사(KISTI)

1. M-Navigator: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분석/지원 시스템
- 조민희 ･ 신성호 ･ 김영민 ･ 선충녕 ･ 홍승균 ･ 엄정호 ･ 송사광(KISTI)

<소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을 창의적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권 지역 고객들의 특성, 시장정보,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니즈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각도로 예측 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공한다.

2. Grid Engine 기반 음향 모델 학습 속도 향상 방법을 이용한 무제한 한국어 어휘 음성인식기
- 김지환 ･ 양민호 ･ 김광호 ･ 이동현 ･ 임민규(서강대)

<소개> Grid Engine을 이용하여 학습 속도를 향상 시킨 Deep Neural Network (DNN) 기반 음향 모델이 적
용된 무제한 한국어 어휘 음성 인식기에 대해서 데모를 시연한다. DNN 기반 음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Grid Engine 시스템은 Master-Slave 구조에 기반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Sun Grid Engine (SGE)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된 DNN 기반 음향 모델 학습 시스템에서의 학습 속도는 Slave 서버의 개수에 비
례하여 linear하게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된 1,600 개의 구어체 문장을 발성한 평가 
자료에 대해 문장 인식률을 측정한 결과, 10-best 기준 78.9% 라는 문장 인식률을 보였다.

3. NEMOTAIL: 멀티유저 인터랙티브 서페이스를 위한 벡터 그래픽스 UI/UX 엔진
- 김정한 ･ 김인혁 ･ 김태형 ･ 엄영익(성균관대)

<소개> NEMOTAIL은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서페이스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엔진이다. 1) 
벡터 그래픽스: 해상도와 레이아웃에 자유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한다. 2) 벡터 애니메이션: SF 영화
에서 나오는 Futuristic한 사용자 경험 제공이 가능하다. 3) 하드웨어 가속: 컴포지팅, 동기화 등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가속 기술로 고성능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하여 인터랙티브 서페이스를 위한 새로운 
UI/UX 엔진으로의 가능성을 보인다.

4. 이미지 검색, 렌더링, 경로생성 코드 공개 및 관련 연구 소개
- 윤성의 ･ 손명배 ･ 김수민 ･ 허재필 ･ 권용선 ･ 김동혁 ･ 이윤석(KAIST)

<소개> KAIST 윤성의 교수 연구실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그래픽스, 모션 플래닝 및 이미지 검색 분야에
서 사용되는 각종 근접 질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각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고성능 처리 기법들을 소개하고, 코드 예제를 위주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연구 내용과 SW 활용법에 대해서 배운다.

5.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 개발
- 이승복 ･ 서동민 ･ 이상호 ･ 성원경(KISTI), 정준용 ･ 김석일(가톨릭대)

<소개> 척추 질환 데이터에 기반한 일반인, 의대생 및 전공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시스템 개발

1. 필요성
▸ 사회 고령화가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과 관련된 정보 수요가 급증
▸ 데이터와 텍스트 위주의 설명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제공하는 단순화 시킨 진단용 이미지 및 모식도를 통해 

각 질병에 대한 명확한 지식 전달이 요구
▸ IT 기술의 발달로 PC 및 smart phone 또는 tablet PC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지식 전달이 요구
2. 연구 내용
▸ 척추 질환 콘텐츠 구축
▸ 척추 질환 교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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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정표

◘  6월 24일(수)  공과대학 4호관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의원

O1.1 건설환경 IT 융합 4 D424 13:00-14:20 황선태(국민대) 주용수(국민대)

O1.2 고성능컴퓨팅 7 D415 13:00-15:20 황순욱(KISTI) 엄현상(서울대)

O1.3 컴퓨터시스템 Ⅰ 6 D114 13:00-15:00 황명권(KISTI)

O2.1 국방소프트웨어 3 D424 15:40-17:20 김의순(국방연구원)

O2.2 고신뢰컴퓨팅 4 D415 15:40-17:20 박민규(건국대) 박문주(인천대)

O2.3 컴퓨터시스템 Ⅱ 5 D114 15:20-17:20 원유집(한양대) 성미영(인천대)

◘  6월 25일(목)  공과대학 4호관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의원

O3.1 데이터베이스 Ⅰ 8 D005 09:20-12:00 한용구(경희대) 유재수(충북대)

O3.2 인공지능 Ⅰ 7 D009 09:20-12:00

O3.3 정보통신 Ⅰ 6 D010 09:20-11:20 박기진(아주대)

O3.4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Ⅰ
8 D015 09:20-12:00 김형석(건국대) 이환용(경북대)

O3.5 언어공학 Ⅰ 6 D114 09:20-11:20 박성배(경북대) 차정원(창원대)

O4.1 데이터베이스 Ⅱ 5 D005 13:00-14:40 노웅기(가천대)

O4.2 인공지능 Ⅱ 4 D009 13:00-14:40 박성배(경북대)

O4.3 정보통신 Ⅱ 5 D010 13:00-14:40 박진희(KEIT)

O4.4 컴퓨터이론 4 D013 13:00-14:40 김형석(건국대)

O4.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Ⅱ
5 D015 13:00-14:40 이종원(세종대) 이환용(경북대)

O4.6 언어공학 Ⅱ 5 D114 13:00-14:40 김학수(강원대) 나승훈(부산외대)

O4.7 컴퓨터시스템 Ⅲ 5 D316 13:00-14:40 박희민(상명대) 구본태(ETRI)

◘  6월 26일(금)  공과대학 4호관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의원

O5.1 컴퓨터시스템 Ⅳ 7 D005 09:20-11:20 조진성(경희대)

O5.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Ⅰ 8 D009 09:20-12:00 박상원(한국외대)

O5.3 정보통신 Ⅲ 6 D010 09:20-12:20

O5.4 소프트웨어공학 Ⅰ 6 D013 09:20-11:20

O5.5 인공지능 Ⅲ 6 D015 09:20-11:20 석흥일(고려대) 유재학(ETRI)

O5.6 정보보호 Ⅰ 5 D114 09:20-11:00 서형준(ETRI)

O5.7 데이터베이스 Ⅲ 7 D316 09:20-12:00 안병태(안양대) 이정훈(포스텍)

O5.8 사물인터넷 9 D411 09:20-12:20 김용선(ETRI) 김세한(ETRI)

O5.9 프로그래밍언어 8 D415 09:20-11:20 최광훈(연세대) 안준선(항공대)

O6.1 컴퓨터시스템 Ⅴ 6 D005 13:20-15:40

O6.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Ⅱ 6 D009 13:20-15:40 김영국(충남대)

O6.3 정보통신 Ⅳ 6 D010 13:20-15:20

O6.4 소프트웨어공학 Ⅱ 5 D013 13:20-15:40

O6.5 인공지능 Ⅳ 6 D015 13:20-15:40 최용석(한양대)

O6.6 정보보호 Ⅱ 5 D114 13:20-15:20

O6.7 전산교육시스템 4 D415 13:20-15:20 박남제(제주대) 조정원(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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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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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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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점심시간의 혼잡예방을 위해 오전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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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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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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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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1 건설환경 IT 융합 6.24(수)  13:00-14:20  공과대학 4호관 D424

▷ 좌장: 황선태(국민대) ▷ 평가위원: 주용수(국민대)

O1.1-01 소셜 그룹내에서 대용량 교통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인-메모리 분산처리 기법

최도진･김보성･송석일(한국교통대)

O1.1-02 [우수논문] 재난 관련도에 기반한 소셜 빅데이터에서의 재난이슈 탐지모델 개선

최선화･배병걸･이보람(국립재난안전연구원)

O1.1-03 빌딩 네트워크 맵을 활용한 관계가시성 향상기법

안평길･이경우(연세대)

O1.1-04 [우수논문] 대용량 GPS 궤적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김태용･박보국･박진관･조환규(부산대)

O1.2 고성능컴퓨팅 6.24(수)  13:00-15:20  공과대학 4호관 D415

▷ 좌장: 황순욱(KISTI) ▷ 평가위원: 엄현상(서울대)

O1.2-01 [우수논문] LRC: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경량 통신 라이브러리

정재훈･조강원･김정현･정우근･이재진(서울대)

O1.2-02 Minimum Spanning Tree 알고리즘 구현을 통한 CPU･GPU･MIC 성능 비교 분석

나병국･전용권･윤성로(서울대)

O1.2-03 인텔 하이퍼쓰레딩 기술이 병렬처리에 미치는 영향

황규현･신동현･한석현･이한나･김영태(강릉원주대)

O1.2-04 유한 오토마타의 병렬 시뮬레이션을 향하여

박진우･정민영･Bernd Burgstaller(연세대)

O1.2-05 [우수논문] MapReduce 기반 분산 이미지 특징점 추출을 활용한 빠른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 연구

이진우･송환준･이재길(KAIST)

O1.2-06 인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응용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자원 분류 기법

안윤선･김윤희(숙명여대)

O1.2-07 클라우드 및 Thick 클라이언트의 협업을 위한 스케쥴링 방법

밤복흥･팜소안쿠이･아이만압둘라알사파르･응웬흐우꾸억･톤띠김론･나상호･허의남(경희대)

O1.3 컴퓨터시스템 Ⅰ 6.24(수)  13:00-15:00  공과대학 4호관 D114

▷ 좌장: 황명권(KISTI) ▷ 평가위원:

O1.3-01 [우수논문] 플래시 저장 장치의 QoS 지원을 위한 플래시 연산 그룹(Flash Operation 

Groups) 스케줄링

이은규･원선･이준우･김강희(숭실대), 남이현(SK텔레콤)

O1.3-02 [우수논문] SSD의 성능과 수명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쓰기 버퍼 관리 기법

한세준･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학교)

O1.3-03 가상화 환경에서 공유기반 플래시 캐시 관리기법

송동현･김진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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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04 최소집합 로깅: 비휘발성 메모리상의 자료구조 복구기법

이건우･정재민･원유집(한양대)

O1.3-05 History 기반 CPU 및 GPU 수행 결정 모듈

박진희･이강민･허상복･조희승(전북대)

O1.3-06 오픈소스 차량용 실시간 운영체제를 위한 계층적 스케줄링

정우혁･김태욱･차현준･김종찬(국민대)

O2.1 국방소프트웨어 6.24(수)  15:40-17:20  공과대학 4호관 D424

▷ 좌장: 김의순(국방연구원) ▷ 평가위원: 

O2.1-01 지형데이터를 이용한 관성항법장치 보조 알고리즘

황윤호･안희갑(POSTECH)

O2.1-02 [우수논문] 무인기 플랫폼 기반 실시간 LiDAR 데이터 처리구조 제안

엄준호･박호식･이기범･오상윤(아주대)

O2.1-03 국방보안시스템을 위한 비기억 동적 패스워드 할당전략

노기섭(공군), 오하영(숭실대)

O2.2 고신뢰컴퓨팅 6.24(수)  15:40-17:20  공과대학 4호관 D415

▷ 좌장: 박민규(건국대) ▷ 평가위원: 박문주(인천대)

O2.2-01 [우수논문] 가상화 기반의 SSD 전원 결함 테스트 프레임워크 설계

손대연･최길모･김세욱･최종무(단국대)

O2.2-02 안드로이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적분석

박종혁･조상욱･박종화･김동진･조성제(단국대), 박민규(건국대)

O2.2-03 GPGPU를 활용한 인공신경망 예측기반 텍스트 압축기법

김재주･한환수(성균관대)

O2.2-0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로봇을 이용한 센서 재배치를 통한 센싱 홀 해결

허준영(한성대), 민홍(호서대), 정진만(한남대)

O2.3 컴퓨터시스템 Ⅱ 6.24(수)  15:40-17:20  공과대학 4호관 D114

▷ 좌장: 원유집(한양대) ▷ 평가위원: 성미영(인천대)

O2.3-01 [우수논문] 태양에너지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적응형 선택적 압축 기법

정세미･강민재･노동건(숭실대)

O2.3-02 KVM에서 가상 머신과 호스트 운영체제의 입출력 스케줄러 조합 성능 분석

이민훈･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O2.3-03 가상화 환경에서 스토리지 성능 향상을 위한 호스트 캐시 마이그레이션 엔진 설계

박준영･박현찬･황태경･유혁(고려대)

O2.3-04 SIFT 기술자 분산을 이용한 근-복사 클립아트 이미지 검출 후-검증 방법

이유진･낭종호(서강대)

O2.3-05 임베디드 동적 바이너리 변환의 성능 프로파일링 정확성 개선

정인창･오진석･문수묵(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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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 데이터베이스 Ⅰ 6.25(목)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005

▷ 좌장: 한용구(경희대) ▷ 평가위원: 유재수(충북대)

O3.1-01 시간정보를 고려한 장소추천 주제확률모델

정우환･심규석(서울대)

O3.1-02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데이터 복제와 이주를 통한 효율적인 부하 분산 관리 기법

최기태･윤상원･박재열･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3.1-03 [우수논문] 소셜 시맨틱 웹 기반의 협업 환경에서 신뢰도 평가를 위한 프로버넌스 모델

윤상원･최기태･박재열･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3.1-04 [우수논문] 객체-관계 변환 방법론을 위한 이진 결정 다이어그램 기반의 모델링 규칙

차수영･이석훈･백두권(고려대)

O3.1-0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다중 쓰레드를 활용한 데이터 분배 및 수집 기법

박정화･이의종･백두권(고려대)

O3.1-06 [우수논문]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한 평판 관리 기법

윤진경･정지원･이수지･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3.1-07 위치 관련성 기반 키워드 검색 질의 처리

김건우･이승민･김영훈(한양대)

O3.1-08 사용자 평점 데이터의 가중치 재조정을 통한 최상위 콘텐츠 추천 성능의 향상

이은경･한기준･이문용(KAIST)

O3.2 인공지능 Ⅰ 6.25(목)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009

▷ 좌장: ▷ 평가위원: 

O3.2-01 [우수논문] 희소 은닉 상태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학습

곽동현･이충연･곽하녹･장병탁(서울대)

O3.2-02 [우수논문] 웨어러블 로봇 인터페이스를 위한 회귀 기법 기반 손목 움직임 추정

박기희･이성환(고려대)

O3.2-03 시계열 예측 모델을 이용한 커뮤니티 변화에 대한 예측

강현국･나원준･쿠마 아비쉑･이재길(KAIST)

O3.2-04 선호항목과 연령집합을 사용한 클러스터링 기반의 영화 추천 알고리즘

황태규･박찬수･홍정화･김성권(중앙대)

O3.2-05 [우수논문] 사용자 파라미터 설정과 코드진행을 고려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멜로디 자동 

작곡 시스템

정재훈･안창욱(성균관대)

O3.2-06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뉴로 피드백 시스템 개발

안소영･박철균･신동규･신동일(세종대)

O3.2-07 생성점 및 소멸점 특성을 이용하여 오경보율을 감소시키는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설계

김태우･김도영･김형헌･김평강(이노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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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3 정보통신 Ⅰ 6.25(목)  09:20-11:20  공과대학 4호관 D010

▷ 좌장: 박기진(아주대) ▷ 평가위원: 

O3.3-01 [우수논문] 다양한 의료 분석 방식을 지원하는 효과적 추론 기법 설계

김문권･한승호･라현정･김수동(숭실대)

O3.3-02 [우수논문] 태양에너지 수집형 센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싱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적응형 클러스터링 기법

이홍섭･이준민･김재웅･노동건(숭실대)

O3.3-03 제한된 자원을 가진 모바일 P2P환경에서 효율적인 광고 전송 기법

정지원･이수지･윤진경･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3.3-04 [우수논문] An Energy-aware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Scheme in Cognitive 

Radio Sensor Networks

Fanhua Kong･Zilong Jin･Jinsung Cho (Kyung Hee Univ.)

O3.3-05 HTTP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의 QoE 향상을 위한 대역폭 변화에 따른 비디오 품질 조절 기법

김상욱･윤두열･정광수(광운대)

O3.3-06 [우수논문] HBDP 네트워크에서 높은 대역폭 점유를 위한 개선된 C-TCP

오준열･윤두열･정광수(광운대)

O3.4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Ⅰ 6.25(목)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015

▷ 좌장: 김형석(건국대) ▷ 평가위원: 이환용(경북대)

O3.4-01 [우수논문] 실시간 뼈 절삭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괴인성 평가 기법

김기민･박진아(KAIST)

O3.4-02 색종이 모자이크 애니메이션

김슬범･강동완･윤경현(중앙대)

O3.4-03 [우수논문] 지연된 음영처리 기반 부드러운 그림자 매핑

김성구･이성길(성균관대)

O3.4-04 절차적 성장 모델기반의 디지털 나무 저작도구 개발

이근형･김진모(부산가톨릭대)

O3.4-05 [우수논문] 노멀맵을 이용한 얼굴의 기하학적 디테일 생성 및 3D 프린팅

최예준･신일규･최수미(세종대)

O3.4-06 토픽의 조합으로 이벤트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시각적 분석 시스템

연한별･김석연･장윤(세종대)

O3.4-07 적응적 누적 영상차이를 이용한 화재감지 기법

송수호･정재용･김규정･이현(선문대)

O3.4-08 모바일 OCR을 위한 SWT와 Line Fitting기반 텍스트 영역 검출

김용중･김대진(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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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5 언어공학 Ⅰ 6.25(목)  09:20-11:20  공과대학 4호관 D114

▷ 좌장: 박성배(경북대) ▷ 평가위원: 차정원(창원대)

O3.5-01 [우수논문] Long Short-Term Memory 기반의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한 개체명 인식

이창기(강원대)

O3.5-02 [우수논문]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정보검색 기반 개체명 사전 구축 방법

송영길･정석원･김학수(강원대)

O3.5-03 한국어 격틀 사전과 의미역 빈도 정보를 사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김완수･옥철영(울산대)

O3.5-04 극한 언어사용 환경에 적응적인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기법

김경식･최성기･권혁철(부산대)

O3.5-05 String-to-Dependency SMT 모델을 이용한 구 기반 의존 파싱

나승훈(부산외대)

O3.5-06 생물학 문헌상의 우울증과 유전자 관계 자동 식별

유진선･김일택･이희진･박종철(KAIST)

O4.1 데이터베이스 Ⅱ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005

▷ 좌장: 노웅기(가천대) ▷ 평가위원: 

O4.1-01 [우수논문] 차분프라이버시에서 추론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관 속성의 노이즈 파라미터 

설정 기법

정태보･박석(서강대)

O4.1-02 체류시간을 고려한 개인화된 여행 일정 추천 시스템

박세화･박석(서강대)

O4.1-03 프로퍼티 그래프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분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개발

엄정호･정창후･김태홍･이승우･송사광(KISTI)

O4.1-04 장소정보와 제목을 이용한 맛집 블로그 포스트 클러스터링 시스템

조경은･천준석･우균(부산대)

O4.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위한 Hybrid Hash Sort Join 기법

신현광(영남대), 최용성(경기대), 온병온(군산대), 이인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규상(영남대)

O4.2 인공지능 Ⅱ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009

▷ 좌장: 박성배(경북대) ▷ 평가위원: 

O4.2-01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 학습을 통한 효율적 유기 분자 탐색

윤상웅･곽하녹･한철호(서울대), 심문보(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O4.2-02 [우수논문] 유기소재 속성 예측을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의 능동 학습

곽하녹･윤상웅･한철호(서울대), 심문보(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O4.2-03 신규변이 탐지 소프트웨어 도구의 비교 분석

이기욱･김재원･황규백(숭실대)

O4.2-04 탠덤 질량분석 탐색을 위한 디코이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성 조사 연구

이홍란･류단휘･황규백(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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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3 정보통신 Ⅱ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010

▷ 좌장: 박진희(KEIT) ▷ 평가위원: 

O4.3-01 SNS Map: 위치 기반 SNS 데이터 맵핑 시스템

이승훈･오대영･강민혁･김현철(상명대)

O4.3-02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커버리지와 데이터 부하 균형을 위한 기지국의 파워 조절 분산 알고리즘

신동훈･최성희(KAIST)

O4.3-03 [우수논문] 태양에너지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보안수준 

제어기법

김종민･이홍섭･노동건(숭실대)

O4.3-04 Distributed Power Control for Downlink Co-tier Interference Coordination in 

Two-Tier LTE Het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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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4.3-05 [우수논문] Offload as a Service in Fog computing Environment A novel approach

Dai Hoang Tran･Tra Huong Thi Le･Oanh Tran Thi Kim･Nguyen H. Tran･
Eui-Nam Huh･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O4.4 컴퓨터이론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013

▷ 좌장: 김형석(건국대) ▷ 평가위원: 

O4.4-01 분할 멀티 코어 시스템에서의 공유 자원 접근의 최악 지연 시간 분석

강동현･최준철･하순회(서울대)

O4.4-02 Specific Features for Traffic Behavior Recognition

Thien Huynh-The･Sung young Lee(경희대)

O4.4-03 [우수논문] 입력이 스트리밍 구들인 유클리디안 2-센터 문제

김상섭･조대형･윤상덕･안희갑(포항공대)

O4.4-04 퇴각 검색 기반의 그래프 동형 알고리즘

백선걸･강동현･이민훈･엄영익(성균관대)

O4.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Ⅱ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015

▷ 좌장: 이종원(세종대) ▷ 평가위원: 이환용(경북대)

O4.5-01 [우수논문]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시공간 데이터의 시각화

김석연･연한별･장윤(세종대)

O4.5-02 중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환경에 적합한 다중 사용자용 GUI

김태형･김인혁･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4.5-03 갱신속도의 변화가 상호작용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원준･고박우･이주영･이하섭･김형석･김지인(건국대)

O4.5-04 결정트리 기반 사용자의 손과 걷고 있는 상황 인지를 통한 IME의 GUI 자동 결정

조상묵･조성배(연세대)

O4.5-05 [우수논문] 의도대응 모델기반 개인비서 로봇을 위한 대화 에이전트

김아름･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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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6 언어공학 Ⅱ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114

▷ 좌장: 김학수(강원대) ▷ 평가위원: 나승훈(부산외대)

O4.6-01 [우수논문] 한국어 서술어와 지식베이스 프로퍼티의 연결에 관한 연구

원유성･우종성･김지성･함영균･최기선(KAIST)

O4.6-02 준지도 학습기반 자동채점시스템에서 채점자가 채점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천민아･김재훈･서형원(한국해양대), 노은희･성경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O4.6-03 개체명 부착 말뭉치에서 자동 오류 수정

김중한･최윤수･박태호･차정원(창원대)

O4.6-04 의학 문서 검색을 위한 UMLS 개념 정보와 위키피디아 정보를 이용한 질의 확장

조승현･이경순(전북대)

O4.6-05 [우수논문] 분류 우선순위 적용과 후보정 규칙을 이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화행 분류

송남훈･배경만･고영중(동아대)

O4.7 컴퓨터시스템 Ⅲ 6.25(목)  13:00-14:40  공과대학 4호관 D316

▷ 좌장: 박희민(상명대) ▷ 평가위원: 구본태(ETRI)

O4.7-01 [우수논문] 멀티큐 SSD 기반 I/O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성능 향상 기법

김태용･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4.7-02 [우수논문] 태스크 Speedup 평가 기반 스케줄링을 통한 이기종 멀티코어 시스템의 처리량 극대화

노순현･홍성수(서울대)

O4.7-03 비휘발성 메모리 영역 사용을 위한 코드 재생성

이성수･정재민･원유집(한양대)

O4.7-04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Mark-Sweep GC 성능 비교

차명수･문수묵(서울대)

O4.7-05 프레임률 상향 변환에서 1차 보간영상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한 움직임 벡터 보정 방법

김상철･오두희･낭종호(서강대)

O5.1 컴퓨터시스템 Ⅳ 6.26(금)  09:20-11:20  공과대학 4호관 D005

▷ 좌장: 조진성(경희대) ▷ 평가위원: 

O5.1-01 [우수논문] NoC 기반 매니코어 플랫폼에서의 태스크-타일 바인딩 기술

강진택･김태영(서울대), 김성찬(전북대), 하순회(서울대)

O5.1-02 [우수논문] 동적 임계치 적용을 통한 이기종 멀티프로세서의 소비전력 개선 기법

신동익･신동군(성균관대)

O5.1-03 모바일 환경에서의 I/O 기반 동적 페이지 공유 기법

남예지･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O5.1-04 사물인터넷을 위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이혜민･신동군(성균관대)

O5.1-05 OCP Cold Storage 정책 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

이재면･정해건･원지웅･강경태(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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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1-06 비휘발성 메모리 캐시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김명회･한인규･주용수･임성수(국민대)

O5.1-07 [우수논문] 64-bit 자바스크립트 적시 컴파일러를 위한 상수 값 생성 최적화

최형규･이제형(삼성전자)

O5.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Ⅰ 6.26(금)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009

▷ 좌장: 박상원(한국외대) ▷ 평가위원: 

O5.2-01 [우수논문] 모바일 기기의 웹 페이지 이용 전력 관리 방안

박현재･최영준(아주대)

O5.2-02 특징적 단어 집합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 내 성별 예측 프레임워크

김소이･최예림･김윤정･박규연･김길호･박종헌(서울대)

O5.2-03 [우수논문] 이동 객체의 부분 유사궤적 탐색을 활용한 교차로 검출 기법

박보국･박진관･김태용･조환규(부산대)

O5.2-04 데이터 일관성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오버헤드 분석 기법

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5.2-05 [우수논문] 모바일 환경을 위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기반 버퍼 캐시 정책

오찬수･강동현･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O5.2-06 채팅 메시지에서 추출된 단어를 이용한  자동 맛집 추천 시스템

권혜경･최용석(한양대)

O5.2-07 [우수논문] A Step Detection and Step Length Estimation Method Based on 

Different Holding Styles Estimation

Khanh Nguyen Huu･Shin Seong-Won･Yu Youngje･Chang-Geun Song･Seon-Woo Lee 

(한림대)

O5.2-08 [우수논문] 리눅스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응답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페이지 보호 기법

김승준･김정호･홍성수(서울대)

O5.3 정보통신 Ⅲ 6.26(금)  09:20-12:20  공과대학 4호관 D010

▷ 좌장: ▷ 평가위원: 

O5.3-01 [우수논문] eHER-MAC: An Enhanced HER-MAC for Vehicular Ad-hoc Networks

Van Dung Nguyen･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5.3-02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이 적용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전달을 위한 

저지연 전송 방법 연구

이두호･이성원･홍충선(경희대)

O5.3-03 [우수논문] Prediction of Psychiatric Mental States for Emergency Telepsychiatry

Md Golam Rabiul Alam･Sung Soo Kim･Sarder Fakhrul Abedin･Anupam Kumar 

Bairaggi･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5.3-04 Combining Concurrent Transmissions Scheduling and Power Allocation for 

Multimedia Content Distribution in 60 GHz based Indoor Networks

Tra Huong Thi Le･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ral Session

50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5❚Oral Session

O5.3-05 Evaluation of Throughput Estimation Methods for HTTP Streaming

Waqas ur Rahman･Kwangsue Chung(광운대)

O5.3-06 이기종 무선망 환경에서 서비스 지향  수직 핸드오프 기법

정현진･김신영･최승식(인천대)

O5.4 소프트웨어공학 Ⅰ 6.26(금)  09:20-11:20  공과대학 4호관 D013

▷ 좌장: ▷ 평가위원: 

O5.4-01 [우수논문] 고장 예측 능력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

박용준･민법기･김현수(충남대)

O5.4-02 [우수논문] A framework for the adaptization of legacy systems

Wavresky Francois･Seok-Won Lee(아주대)

O5.4-03 [우수논문] 효과적인 모델 기반 안드로이드 GUI 테스팅을 위한 동일 화면 비교 기법

백영민･홍광의･이정현･배두환(KAIST)

O5.4-04 IoT 디바이스와 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 교환 방식의 불일치 해결을 위한 효과적 기법

이재유･라현정･김수동(숭실대)

O5.4-05 위상 패턴 변화 및 인지적 색 유사도 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이미지 품질 평가 기법

이지용･김영진(아주대)

O5.4-06 로봇 협업 운용을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 및 코드 생성 기술

홍혜선･정한웅･하순회(서울대)

O5.5 인공지능 Ⅲ 6.26(금)  09:20-11:20  공과대학 4호관 D015

▷ 좌장: 석흥일(고려대) ▷ 평가위원: 유재학(ETRI)

O5.5-01 신경 베이지안: 고전적 베이지안 너머의 딥러닝 기반 사전 지식 부여 패러다임

이상우(서울대), 김지원･김정희(네이버), 장병탁(서울대)

O5.5-02 빅데이터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지능

홍광진･강재원･정기철(숭실대)

O5.5-03 [우수논문] 준지도 학습에서 꼭지점 중요도를 고려한 그래프 추론

오병화･양지훈(서강대)

O5.5-04 [우수논문] An Evolutionary Swarm Approach to Design Fuzzy Classification System

푸칼레엔디 가네쉬쿠마르･김구진(경북대)

O5.5-05 [우수논문] R-트리와 범위 질의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간 지식 추출기의 설계 및 구현

이석준･김인철(경기대)

O5.5-06 메모리 기반의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한 대용량의 정성적 공간 추론기 설계 및 구현

김종환･김종훈･김인철(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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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6 정보보호 Ⅰ 6.26(금)  09:20-11:00  공과대학 4호관 D114

▷ 좌장: 서형준(ETRI) ▷ 평가위원: 

O5.6-01 An Efficient Approach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IoT

Anupam Kumar Bairagi･Md. Golam Robiul Alam･Sarder Fakhrul Abedin･Ashis 

Talukder･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5.6-02 [우수논문] OpenStack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Keystone 인증서비스를 이용한 ARP 

Spoofing 방어기법

강효성･홍충선(경희대)

O5.6-03 비트코인 취약점 및 현 대응방안의 한계 분석

양지연･김소희･김윤정(서울여대)

O5.6-04 Historical Hilbert Curve Geo-Indistinguishability Perturbation

Hoa Ngo･Jong Kim(포항공대)

O5.6-05 [우수논문] 악성 코드 API에 대한 다중 서열 정렬 적용 연구

조인겸･임을규(한양대)

O5.7 데이터베이스 Ⅲ 6.26(금)  09:20-12:00  공과대학 4호관 D316

▷ 좌장: 안병태(안양대) ▷ 평가위원: 이정훈(포스텍)

O5.7-01 효율적인 유사 문자열 검색을 위한 위치 기반 분할 역 리스트 구조

조미희･김종익(전북대)

O5.7-02 [우수논문] 유사도 기반 질의처리를 위한 공간 효율적인 역 색인 기법

임마누･김종익(전북대)

O5.7-03 로드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GPU기반의 병렬 최단경로 색인 구축 기법

김현욱･박기성･이영구(경희대)

O5.7-04 그래프 온라인 분석처리를 활용한 통계지리정보 데이터의 경향 분석 기술

서호진･박기성･이영구(경희대)

O5.7-05 [우수논문] 포탈사이트 트렌드를 활용한 주가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김동호･우균(부산대)

O5.7-06 [우수논문] 회귀 모델을 이용한 병렬 처리 기반의 기하학적 이미지 특징점 매칭 검증

김태연･이영구(경희대)

O5.7-07 효율적인 맵리듀스 기반 문자열 유사도 조인

이창형･김우열･정우환･심규석(서울대)

O5.8 사물인터넷 6.26(금)  09:20-12:20  공과대학 4호관 D411

▷ 좌장: 김용선(ETRI) ▷ 평가위원: 김세한(ETRI)

O5.8-01 IoT 환경에서 화분을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가든 시스템

한영탁･전수빈･이충산･정인범(강원대)

O5.8-02 Android-based Low Cost Control System for Smart Home using Raspberry Pi

Huu-Quoc Nguyen･Ton Thi Kim Loan･Pham Xuan Qui･Nguyen Dao Tan Tri･Aymen 

Abdullah Alsaffar･Eui-Nam Huh(경희대)



Oral Session

5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5❚Oral Session

O5.8-03 대용량 IoT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설계

김아영･이준우(ETRI)

O5.8-04 [우수논문] 사물 인터넷에서의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

이충산･전수빈･한영탁･정인범(강원대)

O5.8-05 로컬 네트워크에서의 OpenStack을 활용한 IPv6 호스트 주소 관리

김재홍･손사민･한리･한선영(건국대)

O5.8-06 [우수논문] IoT 디바이스를 이용한 가중치 기반 노화진단 기법 설계

이재유･박진철･임길수･김수동(숭실대)

O5.8-07 교통약자 자동인식 스마트 보행신호 메커니즘 모델링

이현준･손현승･이한솔･김영철(홍익대)

O5.8-08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영유아 스마트 수유 시스템 제안

박규동･신기영(포항공대), 신기운(드림비전스), 소효정(포항공대)

O5.8-09 [우수논문] 상황 인지 기반 스마트 홈서비스를 위한 상호작용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학습 방안

권성철･김정민･류광렬(부산대)

O5.9 프로그래밍언어 6.26(금)  09:20-11:20  공과대학 4호관 D415

▷ 좌장: 최광훈(연세대) ▷ 평가위원: 안준선(항공대)

O5.9-01 Bellon Reference Corpus 보정

최성하･도경구(한양대)

O5.9-02 [우수논문] 정확도와 확장성을 조절하는 정적 분석 방법

고윤석･류석영(KAIST)

O5.9-03 LLVM Clang 정적 분석기의 평가

이명환･표창우(홍익대)

O5.9-04 안드로이드 앱 권한요구 정적 분석

신성우･이현우･안준선(항공대)

O5.9-05 정적 분석을 이용한 크래시의 위험도에 대한 분석

전현구(충남대), 엄기진(테스트마이다스), 목성균･조은선(충남대)

O5.9-06 Haskell에서 배열과 리스트의 병렬화 성능 비교

김연어･변석우･우균(부산대)

O5.9-07 [우수논문] 정적분석의 안전성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허기홍(서울대), 오학주(고려대), 이광근(서울대)

O5.9-08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난독화된 바이너리의 트레이스 분석

황준형･한태숙(KAIST)

O6.1 컴퓨터시스템 Ⅴ 6.26(금)  13:20-15:40  공과대학 4호관 D005

▷ 좌장: ▷ 평가위원: 

O6.1-01 [우수논문] 트리 자료구조를 이용한 비 휘발성 메모리의 쓰레기 수집 기법

이도근･원유집(한양대)

O6.1-02 [우수논문] Filebench 벤치마크 I/O 특성 분석

송용주･강동현･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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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1-03 임의의 주기와 시작 시간을 가지는 SDF 어플리케이션들의 자원 공유 스케줄링

강두석･강신행(서울대), 양회석(아주대), 하순회(서울대)

O6.1-04 차세대 메모리를 활용한 파일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관리 기법 분석

송용주･강동현･엄영익(성균관대)

O6.1-05 소프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결함허용

박재형･문영제･노삼혁(홍익대)

O6.1-06 응용의 런타임 특성을 이용한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자가적응 기법

이용빈･김성찬(전북대)

O6.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Ⅱ 6.26(금)  13:20-15:40  공과대학 4호관 D009

▷ 좌장: 김영국(충남대) ▷ 평가위원: 

O6.2-01 Web OS 기반 스마트 TV에서 선별적 스레드 CPU 사용량 조정 기법을 통한 채널 전환 응답 

시간 단축

김정호･윤현준･홍성수(서울대)

O6.2-02 모바일 환경에서 상황인지를 통한 개인화된 동적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윤서현･김영국(충남대)

O6.2-03 스마트워치 인터랙션 연구 동향 분석

윤효석･이지은･이경택(전자부품연구원)

O6.2-04 질문기반 기업순위 표시 모바일 시스템이 취업시장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신기영･박규동･소효정･이종혁(포항공대)

O6.2-05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기반 CPU 거버너를 통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CPU 전력 소모 절감 기법

박대동･노순현･홍성수(서울대)

O6.2-06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성능 향상을 위한 EXT4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알고리즘 개선

김태승･김경석(부산대)

O6.3 정보통신 Ⅳ 6.26(금)  13:20-15:20  공과대학 4호관 D010

▷ 좌장: ▷ 평가위원: 

O6.3-01 한정된 채널 수를 가진 멀티채널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채널 스위칭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병합 스케줄링 기법

염상길･손민한･김동수･추현승(성균관대)

O6.3-02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 환경에서 SDN 컨트롤러를 이용한 효율적인 트래픽 제어 기법

손재혁･홍충선(경희대)

O6.3-03 NFV 서비스 제공을 위한 VNF Lifecycle Manager 구현

김상일･김화성(광운대)

O6.3-04 IoT 환경의 SDN 기반 네트워크에서 플로우 엔트리 개수를 최소화하는 포워딩 방법

도미솔･염상길･김동수･추현승(성균관대)

O6.3-05 The Impact of Interest Traffic Generation on NDN Forwarding

Anselme Ndikumana･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6.3-06 WoO (Web-of-Objects) 기반 효율적인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계

정광현･최재완･정일영(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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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4 소프트웨어공학 Ⅱ 6.26(금)  13:20-15:40  공과대학 4호관 D013

▷ 좌장: ▷ 평가위원: 

O6.4-01 [우수논문] 원자력발전소용 FPGA 기반 디지털 I&C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COTS 

소프트웨어의 안전 카테고리 분류

정세진･김의섭･유준범(건국대), 최종균･김장열(한국원자력연구원)

O6.4-02 [우수논문] 이해관계자 요구 산출물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요구사항 우선순위화 자동화

장종인･백종문(KAIST)

O6.4-03 FBD 프로그램 대상 뮤테이션 기반 오류 위치 추정 기법의 활용 가능성 분석

신동환･윤원경･김준호･지은경･배두환(KAIST)

O6.4-04 FBD 프로그램 대상 구조적 커버리지를 만족시키는 테스트 시퀀스 생성 알고리즘

송지영･지은경･배두환(KAIST)

O6.4-05 Verilog4VIS-EC: VIS의 동치성 검사를 위한 Verilog의 정제된 포맷

김의섭･정세진･김재엽･유준범･장천현(건국대)

O6.5 인공지능 Ⅳ 6.26(금)  13:20-15:40  공과대학 4호관 D015

▷ 좌장: 최용석(한양대) ▷ 평가위원: 

O6.5-01 앱 설명 노이즈 제거를 통한 앱 카테고리 분류 성능 향상

오용환･박성배(경북대)

O6.5-02 구문 의미 이해 기반의 VOC 요약 시스템

김문종･이재안･안영민(㈜와이즈넛)

O6.5-03 TF-cRF를 사용한 Sparse 벡터공간 문서의 다중 분류 성능 향상 연구 (VOC 문서를 대상으로)

이지민･안순홍･이훈석(ICT융합연구소)

O6.5-04 한글 음소단위 Trigram-Signature 기반의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

장두수･김도연･최용석(한양대)

O6.5-05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개념구조 기반 만화영화 학습과 추론

김경민(서울대),하정우(네이버),남장군･장병탁(서울대)

O6.5-06 [우수논문] 한국어 어휘의미망(UWordMap)을 이용한 동형이의어 의미분별 정확률 개선에 

관한 연구

신준철･옥철영(울산대)

O6.6 정보보호 Ⅱ 6.26(금)  13:20-15:20  공과대학 4호관 D114

▷ 좌장: ▷ 평가위원: 

O6.6-01 [우수논문] Key Ladder기반 CCN에서 Video Streaming의 Caching Efficiency와 Data 

Protection 지원 기법

배세현(서울대), 오하영(숭실대), 김종권(서울대)

O6.6-02 온라인 중고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조사

문현수･이영석(충남대)

O6.6-0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수정된 문서의 서명유지기법

홍은주･홍도원･서창호(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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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6-04 [우수논문] 키 발급 서버를 이용한 암호데이터 중복제거 기술

김현일･홍도원･서창호(공주대)

O6.6-05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속성기반 인증 기법의 안전성 분석

문종호(성균관대), 김건우･백이루((주)레드비씨), 원동호(성균관대)

O6.7 전산교육시스템 6.26(금)  13:20-15:20  공과대학 4호관 D415

▷ 좌장: 박남제(제주대) ▷ 평가위원: 조정원(제주대)

O6.7-01 실사 이미지를 이용한 3D 실감 체험형 분해조립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연구

장현중･김태겸･홍성용(KAIST)

O6.7-02 고로 출선조업을 위한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김석･이진휘･최자영･김용수(포스코)

O6.7-03 물류 중소 정보기술 기업과 학부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사례 연구

최부관･장진욱(건국대)

O6.7-04 [우수논문] 오픈소스 하드웨어스케치 기반의 다양한 IoT 센서를 통한 새로운 Maker 

정보영재 교육방안

고대훈(제주동초등학교), 배건우･양호성･홍승수･박남제(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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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정표

◘ 6월 24일(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1.1 고신뢰컴퓨팅 7 박문주(인천대) 박민규(건국대)

P1.2 국방소프트웨어 7 서형준(ETRI)

P1.3 정보보호 22 박남제(제주대) 박종열(ETRI)

P1.4 정보통신 I 17

P1.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 15 송창근(한림대) 신병석(인하대)

P1.6 컴퓨터시스템 I 20

◘ 6월 24일(수) 16:20-17:4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2.1 건설환경 IT 융합 3 이도훈(부산대) 김강석(제주대)

P2.2 고성능컴퓨팅 16 김직수(KISTI) 이명호(명지대)

P2.3 인공지능 I 21 전성찬(광주과기원)

P2.4 정보통신 II 19 황경호(한밭대)

P2.5 컴퓨터시스템 II 22

◘ 6월 25일(목)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3.1 데이터베이스 I 18 송사광(KISTI) 박진희(KETI)

P3.2 언어공학 25 이창기(강원대) 고영중(동아대)

P3.3 인공지능 II 21 황규백(숭실대) 전성찬(광주과기원)

P3.4 컴퓨터시스템 III 20 구본태(ETRI)

◘ 6월 25일(목)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4.1 학부생 논문 I 34

P4.2 데이터베이스 II 22 김근형(제주대)

P4.3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14 박수현(동서대) 이승윤(ETRI)

P4.4 소프트웨어공학 I 9

P4.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I 13 김동호(숭실대) 최수미(세종대)

◘ 6월 26일(금)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5.1 학부생 논문 II 49

P5.2 소프트웨어공학 II 14 임한규(안동대)

P5.3 인공지능 III 14 황규백(숭실대)

P5.4 전산교육시스템 4 황규백(숭실대)

P5.5 정보통신 III 15

◘ 6월 26일(금)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6.1 학부생 논문 Ⅲ 50

P6.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Ⅱ 14 윤용익(숙명여대) 윤효석(전자부품연구원)

P6.3 사물인터넷 20 유재학(ETRI) 김종덕(부산대)/박찬원(ETRI)

P6.4 프로그래밍언어 11 안준선(항공대) 최광훈(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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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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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를 

세워서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

기관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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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논문발표

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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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발표시간이 종료 후 15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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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고신뢰컴퓨팅 6.24(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박문주(인천대) ▷ 평가위원B: 박민규(건국대)

P1.1-01 LLVM 기반의 차량 소스 코드 안정성 검증 도구

박재학･박성우･정우혁･김종찬(국민대)

P1.1-02 오픈스택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Pass-through GPU를 사용한 Erasure 코딩 

성능향상 기법

송태건･이광수･류재환･메히디･김덕환(인하대)

P1.1-03 최신 플래시 메모리 오류 특성 분석 및 의미

김세욱･손대연･최길모･최종무(단국대)

P1.1-04 동적 IoT 환경에서 기기의 이탈률을 고려한 응답 시간 예측 모델

민홍(호서대), 정진만(한남대), 허준영(한성대)

P1.1-05 메소드 구조적 정보 기반 악성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유사도 비교 방법

김준형･박준규･임을규(한양대)

P1.1-06 모음 ㅓ 인식을 위한 웨이브 시퀀스 특징 추출 구현

노원빈･이종우(숙명여대)

P1.1-07 가상화 환경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디버깅 시스템

한인규･임성수(국민대)

P1.2 국방소프트웨어 6.24(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서형준(ETRI) ▷ 평가위원B: 

P1.2-01 가상화 환경에서의 사이버전 기술 시험 평가 방안

김혁준(㈜나루씨큐리티), 이동환･안명길･김용현(국방과학연구소), 노기성(㈜나루씨큐리티)

P1.2-02 사이버전 모의를 위한 정상 및 비정상 트래픽 모사 방안

김혁준(㈜나루씨큐리티), 이동환･안명길･김용현(국방과학연구소), 정의진･박중석(㈜나루씨큐리티)

P1.2-03 AHP를 이용한 국가주도의 사이버위협 예측 시스템

서형준(ETRI), 고명덕(국가안보전략연구원)

P1.2-04 JMS 기반 KMTF 메시지 교환을 위한 메모리 소요량 산정 기법

정은태･설광수･백두권(고려대)

P1.2-05 달탐사선 시뮬레이터의 범용 탑재체 모델 소프트웨어 시제품 설계

이훈희･서정현(한국항공우주연구원)

P1.2-06 방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통제 자동화 설계 기술

김지은･정재경･신진화･김진수･조길석(국방과학연구소)

P1.2-07 병렬처리를 이용한 실시간 타겟 검출방법

문창배･허성필･김동성･김병만(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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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정보보호 6.24(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박남제(제주대) ▷ 평가위원B: 박종열(ETRI)

P1.3-01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전망과 과제

김진영･황선명(대전대)

P1.3-02 Xen Hypervisor의 취약점 유형 분석

오상학･김은현･김형식(성균관대)

P1.3-03 검색엔진 기반의 개인정보유출 위험지수 평가모델 설계

김나영(이글루시큐리티), 나광열(파이오링크), 박준정(현대증권), 최홍석(SK텔레콤)

P1.3-04 공개된 서로 다른 보안 플랫폼들을 통합하기 위한 보안 어댑터 설계

김성수･홍충선(경희대)

P1.3-05 Multipath TCP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위협 분석

천은미･하선화･김주호(서강대)

P1.3-0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위험 평가 모델 연구

박준영･구자훈･용찬호･허의남(경희대)

P1.3-07 IoT 제품 및 서비스 간의 보안관리를 위한 안전한 정보공유체계 수립 연구

안희성･지은화(숭실대), 신선희(강남대), 신용태(숭실대)

P1.3-08 PMIPv6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Smart Devices를 지원하는 Fast Secure 

Authentication 기법

아이만 압둘라 알사파르･모하마드 아잠･후구옥 누엔･밤복흥･톤띠김론･밤소안쿠이･허의남(경희대)

P1.3-09 스마트폰 상에서 공유기 DNS 변조로 인한 파밍 회피

홍수화･박용수(한양대)

P1.3-10 SDN환경에서 자기유사성을 이용한 비정상 트래픽 탐지와 예측 플랫폼

양단아･도인실･채기준(이화여대)

P1.3-11 가상화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VMI 기반 악성 프로세스 탐지 구조 설계

이우솔･오상윤(아주대)

P1.3-12 OAuth기반 IoT Network 인증기법

최영규(아주대), 김선정(방위사업청), 김강석･김기형(아주대)

P1.3-13 IoT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고찰

김다빈(경희대), 김경모(시큐아이), 조진성(경희대)

P1.3-14 Interoperability of Clusters and Flows in SDN based CDNi to aid in Anomaly 

Detection

Nishat I Mowla･InShil Doh･KiJoon Chae(이화여대)

P1.3-15 RSU와 OBU간의 차량 인증 보안 메커니즘

송유진･이종근(창원대)

P1.3-16 바이너리 분석기를 이용한 실행파일 분석 서비스

오재근･변채정･조은선(충남대)

P1.3-17 해시 파일 속성 추가를 이용한 파일 전송 보안 기법의 시간 효율 개선 방안

전승호(명지대)

P1.3-18 IoT 기기를 위한 도메인 관리 프레임워크

박경원･조준성･김형식(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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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9 SVM을 이용한 네이버 캡챠의 글자 추출

김재환･김형중(고려대)

P1.3-20 A New Detection Technique of Cloud Computing Using Heartbeat

Wenzheng Zhu･Changhoon Lee(건국대)

P1.3-21 지능형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사용자 행위 자동 처리 환경

윤관식･조호묵･최상용(KAIST), 김용민(전남대)

P1.3-22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한 CLI 기반의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최흥주(고려대)

P1.4 정보통신 Ⅰ 6.24(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1.4-01 WSN 에서 거리에 따른 전송 출력 조정 라우팅 기법

김준형･박정현･이성근･고진광(순천대), 안인순(안동과학대), 이상문(한국교통대)

P1.4-02 소비전력 저감을 위한 가상화 기반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오준열･윤두열(광운대), 정의석･이용태(ETRI), 정광수(광운대)

P1.4-03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 분석 시스템

김명우･김희광(광운대), 정의석･이용태(ETRI), 정광수(광운대)

P1.4-04 Architectural Model of WoO Enabled Smart Emergency Services in Shopping Mall

Skeik Mohammad Mostakim Fattah･Muhammad Golam Kibria･Ilyoung Chong(한국외대)

P1.4-05 WoO Based IoT Service Provisioning with the Cooperation of Physical Web

Muhammad Golam Kibria･Sheik Mohammad Mostakim Fattha･Ilyoung Chong(한국외대)

P1.4-06 QoE 지표 결합을 위한 교차 계층 서비스 수준 협약 구조

신영록･허의남(경희대)

P1.4-07 매니코어 기반 침입탐지시스템에서의 정규표현식 매칭

김현봉･정지만･신선호(국민대), 조학수(윈스), 윤명근(국민대)

P1.4-08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위한 워크플로우 기반 저작 시스템

구태연･원희선(ETRI), 최훈(충남대)

P1.4-09 N-Screen 환경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접목한 핀테크 보안 기술

신지은･김현봉(국민대), 박영록(SBI저축은행), 신선호･윤명근(국민대)

P1.4-10 SNS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이상거래 탐지모델

장예진(국민대), 박영록(SBI저축은행), 신선호･윤명근(국민대)

P1.4-11 스마트홈을 위한 AllJoyn 프레임워크 기반 센싱 시스템

판지탕･양현식･김영한(숭실대)

P1.4-12 공공 안전 광대역 네트워크를 위한 모바일 EPC

노당하･박영기･김영한(숭실대)

P1.4-13 NFC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박찬호･김영한(숭실대)

P1.4-14 Wi-Fi 신호기반 위치추적을 위한 효율적 AP배치방법

박현진･민경욱(영남대), 진현철･김영락(세중아이에스), 김종근(영남대)

P1.4-15 Caching Framework in Content Delivery Networks Based on Matching Theory

Chuan Pham･Kyithar･Tra Le Thi Huong･Choong Seon Hong(Kyung Hee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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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6 Cost Aware Caching in Content Centric Networking by Applying Ski Rental 

Problem

Kyi Thar･Saeed Ullah･Chit Wutyee Zaw･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1.4-17 Rumors in the Social Network: Finding the Offenders Using Influence Maximization

Ashis Talukder･Rossi Kamal･Anupam Kumar Bairagi･Md Golam Rabiul Alam･Sarder 

Fakhrul Abedin･Md Abu Layek･Nugyen H. Tra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1.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Ⅰ 6.24(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송창근(한림대) ▷ 평가위원B: 신병석(인하대)

P1.5-01 상황에 의존적인 선호관계 분석을 위한 시각화 기법

박희웅･박종헌(서울대)

P1.5-02 A Survey for Image Annotation

Chunzi Li･Yongbeom Cho(건국대)

P1.5-03 메시 세분화가 햅틱 충돌 탐지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

최아람･김지범･성미영(인천대)

P1.5-04 고속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나노 입자 크기 측정

김철웅(건국대), 윤범진(전자부품연구원), 윤경로(건국대)

P1.5-05 Kinect 센서에 기반한 FBX 형식의 키릭터 애니메이션 구현

박소희･박종승(인천대)

P1.5-06 안면부 CT 영상에서 활성형상모델을 사용한 하악골 자동 분할

김미소･이민진･홍헬렌(서울여대)

P1.5-07 스마트폰용 BCR을 위한 원근왜곡 보정

김해준･이승용(포항공대)

P1.5-08 경사 정보를 이용한 근접 돼지 경계 구분

사재원･한승엽･이상진･김희곤･이성주･정용화･박대희(고려대)

P1.5-09 점 및 강화표면기반 영상정합을 이용한 안면부 CT 영상과 3차원 카메라 영상 간 융합

정소영･김주진･홍헬렌(서울여대)

P1.5-10 주기적인 영상 재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단의 디스플레이 동기화 기술 분석

이민경･김인혁･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P1.5-11 Depth 영상을 위한 거리 기반의 Contour 생성

서우덕･김구진(경북대)

P1.5-12 HLF(Haar-Like Feature)와 피부색 및 관심 영역 설정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의 향상에 

관한 연구

한상필･한재용･채영석･김혁･구본태･이주현(ETRI)

P1.5-13 손 검출 알고리즘 가속을 위한 시스템 구조 및 OpenCL을 활용한 병렬화 처리 연구

한재용･한상필･채영석･김혁･김석민･구본태･이주현(ETRI)

P1.5-14 객체에 의한 반사된 빛 영역과 차영상 기법을 이용한 동작검출 알고리즘의 구현

김창민･이규웅(상지대)

P1.5-15 이미지 텍스쳐 기반 햅틱 텍스쳐 저작: 초기 연구

Noman Akbar･Waseem Hassan･Arsen Abdulali･Jeon Seok hee(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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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컴퓨터시스템 Ⅰ 6.24(수)  14:00-15: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1.6-01 GPU 클러스터와 Hadoop을 사용한 SURF 기반 객체인식기의 가속

배슬기･신중우･이영민(서울시립대)

P1.6-02 이기종 저장장치 환경에서의 HDFS 성능 향상을 위한 동적 데이터 관리 기법

정현석･김정호･노순현･홍성수(서울대)

P1.6-03 소스코드 자동분석을 통한 AFDX와 DDS간의 계층간 결합 연구

장민욱･이대철･성현주･김철기(항공대)

P1.6-04 아파치 스파크 기반 분산 인메모리 환경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성능 비교

박재홍･김한주(서울대), 최성운(고려대), 윤성로(서울대)

P1.6-05 SSD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이명현･이세일･윤성로(서울대)

P1.6-06 웨어러블 장치를 위한 3D 키보드 입력 시스템 구현

임지수･최린(고려대)

P1.6-07 Btrfs 압축 제약의 처리량 최적화

Nawab Muhammad Faseeh･Chae Yoon Joo･Dayeon Kim･Hyunho Shin･Dong Ryeol Shin(성균관대)

P1.6-08 분산병렬 환경에서의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 성능 분석

김세준･최혁준･윤성로(서울대)

P1.6-09 리눅스 파일 I/O스택을 위한 순수 I/O 처리 시간 기반 성능 분석 기법

신동윤･임성수(국민대)

P1.6-10 Linux 기반에서 빠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Zygote 기법을 응용한 주소 공간 유지 기술

노승준･김정한･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P1.6-11 우주용 RTOS를 위한 네트워크 I/O 가상화 구현

김진현･이상헌･진현욱(건국대)

P1.6-12 Pet Buddy: 반려견의 상황 인지 및 분석을 위한 웨어러블 기반 시스템

안준영･권진이･남혜정･김지인(건국대)

P1.6-13 임베디드 환경의 리눅스 실시간 커널 패치 및 패치 제작

유재만･전용환･홍진영･강민수･이상준(숭실대)

P1.6-14 RWD 및 FTP를 지원하는 통합 웹 개발 시스템 구현

류사오･우균(부산대)

P1.6-15 KVM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의 성능 간섭 현상 분석

강동화･이경운･박현찬･유혁(고려대)

P1.6-16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와 하드웨어 지원 가상화의 성능 비교

고원석･임성수(국민대)

P1.6-17 온톨로지 기반의 법령 정보 검색 엔진에 관한 연구

조대웅･서민지･김명호(숭실대)

P1.6-18 매니코어 시스템을 위한 리눅스 가상 메모리 관리의 락 경합 분석

경주현･임성수(국민대)

P1.6-19 GPGPU를 이용한 큰 정수 곱셈 고속화

최환석(서울대), 박진석(연세대), 이창건(서울대)

P1.6-20 소프트웨어 기반 모션 제어기 동작 검증을 위한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구현

이종보･김태현(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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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건설환경 IT 융합 6.24(수)  16:20-17:4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이도훈(부산대) ▷ 평가위원B: 김강석(제주대)

P2.1-01 소셜 빅데이터와 지진의 연관성 분석

배병걸･이보람･최선화(국립재난안전연구원)

P2.1-02 표준강수지수와 소셜 빅데이터의 비교를 통한 가뭄 분석

이보람･배병걸･최선화(국립재난안전연구원)

P2.1-03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 분석

김수도･이윤정･강상훈･윤성민･조환규(부산대)

P2.2 고성능컴퓨팅 6.24(수)  16:20-17:4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김직수(KISTI) ▷ 평가위원B: 이명호(명지대)

P2.2-01 계량서지분석을 통한 슈퍼컴퓨팅 연구동향 분석

김남규･고미현･서신원･박성욱(KISTI)

P2.2-02 MRTG을 이용한 오픈스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철원･홍영진･김경석(부산대)

P2.2-03 가속장치 기반 슈퍼컴퓨터의 활용율 향상을 위한 스케줄러 개발

이승민･박주원･함재균(KISTI)

P2.2-04 고속 대용량 생리학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

Eyassu Berhanu･오상윤(아주대)

P2.2-05 캐시 메모리의 컨텐션을 고려한 동적 페이지 마이그레션 기법

박지웅･염헌영(서울대)

P2.2-06 비용 최소화를 위한 데드라인 보장 클라우드 자원할당

신새미･이수경(연세대)

P2.2-07 소셜네트워크 데이터에서의 분산 그래프 파티션

C. M. Wasiq･Taeho Lee･Heemin Park(상명대)

P2.2-08 NVMe 인터페이스 기반 저장장치에서의 파일시스템 성능 평가 및 분석

손용석･강하라(서울대), 한혁(동덕여대), 염헌영(서울대)

P2.2-09 Belle II 실험을 위한 AMGA 검색 성능 최적화

박근철･황순욱(KISTI)

P2.2-10 근사 컴퓨팅 탐색 연구

유승요･김동승(고려대)

P2.2-11 오픈스택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Cinder 엔진을 위한 스마트 청킹 기법

안청진･허희성･이광수･메히디･김덕환(인하대)

P2.2-12 대규모 계산처리 서비스를 위한 가상머신 오토-스케일링 최적화 연구

김서영(KISTI), 최지은(숙명여대), 김상완･김직수･노승우･황순욱(KISTI), 김윤희(숙명여대)

P2.2-13 SSD 환경 아래에서 GlusterFS 성능 최적화

김덕상･엄현상･염헌영(서울대)

P2.2-14 가상머신 부트 시간 개선을 위한 가상머신 이미지 캐싱 방법

한재현･엄현상･염헌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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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5 PCI Express 네트워크 장치를 위한 전용 통신 모듈의 설계

최원혁･김영우･배승조･김원영(ETRI)

P2.2-16 대규모 과학 응용을 위한 글로벌 그리드 자원 활용 연구

김직수･노승우･김서영･김상완･황순욱(KISTI)

P2.3 인공지능 Ⅰ 6.24(수)  16:20-17:4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전성찬(광주과기원) ▷ 평가위원B: 

P2.3-01 하지 외골격 로봇을 이용한 뇌전도 기반의 다리 움직임 의도 분류

김근태･이성환(고려대)

P2.3-02 동적 분할을 이용한 청소 로봇 커버리지 경로계회

미아오 쉬･이현순･강보영(경북대)

P2.3-03 등급 순서 거리 및 Jointly Bayesian Model을 이용한 얼굴 태깅을 위한 얼굴 클러스터링 방법

강봉남･김대진(POSTECH)

P2.3-04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한 하천의 오염도 자동 예측

김형훈･곽준영･고병철･남재열･박상원(계명대)

P2.3-05 다층신경망 기반 방향별 이동 보행자 계수

김영남･김강민･유혜연･김문현(성균관대)

P2.3-06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실환경 모바일 비디오 지폐 인식

Gustavo Adrian Ruiz Sanchez･어영정･임광용･변혜란(연세대)

P2.3-07 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과다 추출 기법의 검증

최현수･윤성로(서울대)

P2.3-08 Spatio-Temporal Action Descriptor 기반 시점 변화에 강인한 개인 행동 인식

이상준･조남규･이성환(고려대)

P2.3-09 Channel MCT-AdaBoost를 사용한 보행자 검출기

김용현･김대진(포항공대)

P2.3-10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한 2D 영상에서의 사람 자세, 행동 및 위치 

통합 인식 시스템

김지섭･김은솔･윤상웅･정문식･최현수･장병탁(서울대)

P2.3-11 스트림 데이터 학습을 위한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

허민오･장병탁(서울대)

P2.3-12 DNN 및 LSTM RNN 기반 음향모델의 성능 비교

이동현･김광호･임민규･양민호･김지환(서강대)

P2.3-13 차선변경예측을 위한 SVM 알고리즘과 AdaBoost기법의 적용

이명구･이상헌(국민대)

P2.3-14 Evaluation of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rchitectures for Human Activity 

Recognition with Smartphone Sensors

Charissa Ann Ronao･조성배(연세대)

P2.3-15 RFR의 분별력 향상을 위한 중심 대칭 다이아몬드 링 모양의 시그니쳐

김혜린･낭종호(서강대)

P2.3-16 문법적 진화기법을 이용한 청소 로봇의 이동 패턴 계획

권순조･김현태･안창욱(성균관대)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5 65

P2.3-17 최소한의 함수 산출로 학습한 신경망에 의한 최적화

한철호･곽하녹･윤상웅(서울대), 심문보(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P2.3-18 Fashion Feature Extraction

Salma Abdelrahman･Dong Yoon Kim･Kyung-Ah Sohn(아주대)

P2.3-19 HOG-MLCM을 이용한 향상된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설계

김평강･김도영･김형헌･김태우(이노뎁)

P2.3-20 Linelet 기반 디지털 영상 속 라인 세그먼트 검출

조남규･이성환(고려대)

P2.3-21 유전자 발현 데이터 기반 특징 선택 기법 비교 분석

김세정･권선영･민선우･백정환･윤성로(서울대)

P2.4 정보통신 Ⅱ 6.24(수)  16:20-17:4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황경호(한밭대) ▷ 평가위원B: 

P2.4-01 Addressing Virtual Machine Migration Problems in Cloud Based Vehicular Networks

Oanh Tran Thi Kim･Nguyen Dang Tri･Van Dung Nguyen･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P2.4-02 Data Offloading via Markov Approximation in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Thant Zin Oo･Yan Kyaw Tu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4-03 Data-as-a-Service를 위한 데이터 브로커

김윤곤･트리 응우엔･레네 헤인슨･허의남(경희대)

P2.4-04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체제 수준 가상화 연구

김원용･강명우･박혜정･김만수･허의남(경희대)

P2.4-05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브로커 구조 설계

이가원･김윤곤･Cindy Pamela Lopez Chulca･Ton Thi Kim Loan･허의남(경희대)

P2.4-06 P2P SNS를 위한 응용 계층 멀티캐스트 기반의 데이터 전송 기법

황나래･이상환(국민대)

P2.4-07 클라우드 환경에서 QoD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평가배포 모델 연구

김용현･이상협･이진섭･박나연･허의남(경희대)

P2.4-08 User Association and sub-channel allocation in uplink Cognitive Smallcell Network

Tuan Le Anh･S. M. Ahsan Kazmi･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4-09 Opportunistic Quality Adaptation for Scalable Video Streaming in Information 

Centric Networks

Saeed Ullah･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4-10 User Associations in Dense LTE Het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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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4-11 ISP 네트워크에서 MPTCP Proxy 의 구조와 효율적인 Proxy 선택 방법

박재홍･이승섭･이수경(연세대)

P2.4-12 분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효율향상을 위한 컨테이너 가상화 기반 마이그레이션 구조

손아영･허의남(경희대)

P2.4-13 민간 및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현황분석 및 기본구조 기술동향 분석

김경주･안태기･김준홍(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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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14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D2D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철도 이용객의 요구사항 분석

김준홍･안태기･김경주(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문현(성균관대)

P2.4-15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사례

김미진･유윤식(동의대)

P2.4-16 구조화 된 HMI 데이터 블럭 생성 방법

오수연･박호철･김기형･왕지남･김강석(아주대)

P2.4-17 HACCP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설계

현성용･차경애･홍원기(대구대)

P2.4-18 Distance-based Random Back-off Allocation Broadcasting Protocol to enhance 

event propagation speed in VANET

서진영･이건희･안형태･김치하(포항공대)

P2.4-19 대규모 이미지 빅데이터를 고려한 하둡 플랫폼 환경에서 GPU 기반의 얼굴 검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배유석･박종열(ETRI)

P2.5 컴퓨터시스템 Ⅱ 6.24(수)  16:20-17:4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2.5-01 DRAM과 PCM 기반의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고찰

최진영･엄현상･염헌영(서울대)

P2.5-02 학습분석 도메인에서의 RDF기반 데이터 정보 모델

배재형･최병기･강진만･이재호(서울시립대)

P2.5-03 매니코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버퍼 할당 정책에 따른 성능 분석

엄준용･조중연･진현욱(건국대)

P2.5-04 ARM 기반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경량 하이퍼바이저 설계 및 구현

양희철･전민지･오영섭･신재복･박찬익(포항공대)

P2.5-05 재구성 형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위한 효과적인 커널 스케줄링 기법

주혜진･이창건(서울대)

P2.5-06 행렬압축을 통한 희소행렬의 역행렬 연산 속도 향상 기법

조영은･이창건(서울대)

P2.5-07 UPnP Cloud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디지털 디바이스 모니터링 모델 설계 및 구현

최운･김명진･서승현･이한구(건국대)

P2.5-08 차량용 응용 서비스 모델을 위한 차량 및 영상 데이터 융합 전송 모듈의 구현

홍기문･김동민･정병용･김정국(한국외대)

P2.5-09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에서의 OPC UA 성능 분석

이민제･성민영(서울시립대)

P2.5-10 클라우드 기반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

조수형･김대환･주영신(전자부품연구원)

P2.5-11 재난유형 택소노미 분류체계와 주제 클러스터 레이블링 분석기법을 통한 재난보도탐색 

시스템

이종영(아울네스트), 고민수(KAIST), 서용식･최영준･한희정･박재현(엔데이터), 

김대곤･김도우(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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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2 BLE 기반 핑거프린팅 실내 측위 시스템에서 비콘 전달 특성 연구

허준환･이채석(부산대), 김종덕(서울대)

P2.5-13 캐시서버의 처리 콘텐츠 크기와 자원 사용률의 상관 관계 분석 및 콘텐츠 기반의 부하분산 

정책 적용 연구

김민중･주윤덕･장미숙(㈜솔박스)

P2.5-14 GPU 클러스터에서 하둡과 CUDA를 이용한 효율적인 얼굴 검출 및 인식 시스템

윤일로･이새한슬･이영민(서울시립대)

P2.5-15 매니코어 환경에서 자동 NUMA 밸런싱 효과 분석

경주현･임성수(국민대)

P2.5-16 모션 기반의 리모컨을 통한 효율적인 드론 제어

김주완･임예슬･장현국(건국대)

P2.5-17 학습분석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완결성을 위한 세션 기반 수집 절차

강진만･최병기･배재형･이재호(서울시립대)

P2.5-18 Cobbler와 Chef를 사용한 원클릭 클러스터 프로비져닝

강하라(서울대)

P2.5-19 Fourth-Tier LLVM(FTL) 자바스크립트 JIT 컴파일러 성능분석

김재윤･문수묵(서울대)

P2.5-20 클라우드-모바일장치 기반 교육용 로봇 개발 시스템 설계

조찬연･최병기･조연정･이재호(서울시립대)

P2.5-21 저용량 장치의 협업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보드 기반 분산정보 공유 및 결정 체계

조연정･최병기･조찬연･이재호(서울시립대)

P2.5-22 통합경보시스템에서의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프로파일 정보

변윤관･최병기･진다인･이재호(서울시립대)

P3.1 데이터베이스 I 6.25(목)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송사광(KISTI) ▷ 평가위원B: 박진희(KETI)

P3.1-01 트위터로부터 구성된 주제어 연결망의 특성 분석

이윤정･김수도･강상훈･윤성민･조환규(부산대)

P3.1-02 SNA에 기반한 통제조직 권력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추정

이웅･윤성웅･이상훈(국방대)

P3.1-03 공공기관 웹 사이트를 위한 하둡 기반 HTML5 태그 및 속성 취약점 분석

김인아･임형준(충남대), 김환국(한국인터넷진흥원), 이규철(충남대)

P3.1-04 힐버트 트리를 이용한 인기 지역 검색 기법

정수아･김혁만(국민대)

P3.1-05 데이터 모델링 도구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임일순(소프트베르크), 송미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3.1-06 동질성과 호혜적 신뢰관계에 관한 분석

이태희･오현교･김상욱(한양대)

P3.1-07 이산 프레셰 거리 척도를 이용한 궤적 유사도 고속계산 휴리스틱

박진관･김태용･박보국･조환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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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08 영역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블록 특징 및 효율적인 검색 방법

서정혁･김명호(KAIST)

P3.1-09 동적인 URL 재수집 정책을 이용한 분산 웹크롤링 시스템에서의 URL 중복 수집 문제 개선

조성찬･서영덕･백두권(고려대)

P3.1-10 데이터베이스 내 이미지 간의 연관관계를 활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함덕민･김명호(KAIST)

P3.1-11 공공데이터 활용실태 분석을 위한 웹 기반 시각화 기술 연구

김선홍･신효섭･손석현･구민서(건국대)

P3.1-12 소셜 미디어 콘텐츠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유소엽･박태수･정옥란(가천대)

P3.1-13 Enhanced Laplace Noise Perturbation with Post-processing for Spectral Differential 

Privacy in Graph

Binh P. Nguyen･Jong Kim(포항공대)

P3.1-14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을 위한 앙상블 기반 데이터 임퓨테이션 방법

김형욱･하지운･김상욱(한양대)

P3.1-15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계열을 활용한 포토 모자이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손시운･이상훈(강원대), 김범수(KAIST), 문양세(강원대)

P3.1-16 가상화 클러스터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와 도커의 맵리듀스 성능 비교

정혜진･최원석･옥돌샘･한규식･나연묵(단국대)

P3.1-17 대용량 궤적 데이터를 위한 맵리듀스 기반 주행 시간 예측 알고리즘

이현조･홍승태･장재우(전북대)

P3.1-18 NMF를 이용한 한글 텍스트 주제 모델링

허준･권오규(국가수리과학연구소), 조상흠(KAIST)

P3.2 언어공학 6.25(목)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이창기(강원대) ▷ 평가위원B: 고영중(동아대)

P3.2-01 음성기반 FAQ 검색의 성능 향상

안혁주･최맹식･김학수(강원대)

P3.2-02 한국어 언어자원에서의 자연어 처리 기술 현황 조사

한만휘･박성찬･이한빛･연종흠･이상구(서울대)

P3.2-03 세종 전자사전과 준지도식 학습 방법을 이용한 용언의 어의 중의성 해소

강상욱･김민호･권혁철(부산대), 오주현(KBS기술연구소)

P3.2-04 Latent Structural SVM을 활용한 감성 분석기

양승원･이창기(강원대)

P3.2-05 딥 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배장성･이창기(강원대), 임수종(ETRI)

P3.2-06 딥 러닝을 이용한 가이드 멘션페어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박천음･최경호･이창기(강원대)

P3.2-07 한국어 위키피디아 카테고리에서의 자동적 지식 획득

김지성･김정욱･최기선(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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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8 딥러닝을 이용한 문서 자질 구성

한규열･최현수･이재안･안영민(㈜와이즈넛)

P3.2-09 SVM과 PubMed를 이용한 추가적인 생물학 텍스트 데이터 확보 방법

차준범･김정우･박상현(연세대)

P3.2-10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영문 품사 태깅

최경호･이창기(강원대), 이청재･장정호･정상근(SK텔레콤)

P3.2-11 Diet Ontology for Healthier Life

Muhammad Asif Razzaq･Sungyoung Lee(경희대)

P3.2-12 다중 영역 대화시스템을 위한 지식의 표현 및 관리

오동석･유동현･강상우･서정연(서강대)

P3.2-13 확산 경향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사 파급력 예측

선충녕･조민희･신성호･엄정호･홍승균･송사광(KISTI)

P3.2-14 동북아시아 언어들에 대한 말뭉치 조사

김민준･현일성･신유현･유강민･박영기･이상구(서울대)

P3.2-15 음성 인식용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 개발

지승은･조준영･김우일(인천대)

P3.2-16 Khann2: 경험기반 고효율 한국어 품사태깅 도구

신창욱･박성재･차정원(창원대)

P3.2-17 특허 이종 네트워크의 메타 경로 기반 특허 문서 유사도 분석

이철기･이우기･송종수･엄수현(인하대)

P3.2-18 어휘-구문 패턴과 위키백과를 이용한 문장 목적 분석

노명호･박영민･강상우･서정연(서강대)

P3.2-19 웹 상의 사실 정보를 이용한 지식 추출 패턴 필터링

김솔･신정완･박세영･이상조(경북대)

P3.2-20 재난 이벤트 탐지를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조민희･선충녕･신성호･엄정호･홍승균･송사광(KISTI)

P3.2-21 Syntactic Analysis using Grammar and Treebank

Muhammad Omar･Gyu Sang Choi(영남대), Ayesha Omar(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Lahore)

P3.2-22 지역 문맥정보를 이용한 형태적 중의성 제거 기반의 한국어 문장 구조 분석 기술

오연택･이민희･권혁철(부산대)

P3.2-23 계층적 검색 의도와 웹 자원을 활용한 2계층 구조의 서브토픽 마이닝 연구

김세종･이종혁(포항공대)

P3.2-24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개체명 부착 코퍼스 자동구축 및 중의성 해소

김태현･이창수･황재원･고영중(동아대)

P3.2-25 한국어-한국수화 기계번역에서 실용적인 대역어 선택 방법

김민호･강상욱･권혁철･오주현(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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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 인공지능 Ⅱ 6.25(목)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황규백(숭실대) ▷ 평가위원B: 전성찬(광주과기원)

P3.3-01 사용자 인지 상태 예측을 위한 행동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김은솔･온경운･장병탁(서울대)

P3.3-02 의도-대응 모델 기반 로봇 에이전트의 서비스 과정 분석

유재민･조성배(연세대)

P3.3-03 대중감성 유도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 감각자극 조절시스템

김기훈･조성배(연세대)

P3.3-04 유치원 수업의 대중 감성 예측을 위한 모듈형 트리구조 베이지안 네트워크

김준호･조성배(연세대)

P3.3-05 스마트워치의 모션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행동 인식

심정민･김솔지･신종훈･이경우(연세대)

P3.3-06 고주파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를 위한 충격 계수 분석

원동옥･이성환(고려대)

P3.3-07 WiseQA를 위한 이진분류기 기반 정답유형 신뢰도

허정･김현기(ETRI), 옥철영(울산대)

P3.3-08 사용자 활동 인식을 위한 다중 웨어러블 데이터 분석 기법

온경운･김은솔･장병탁(서울대)

P3.3-09 시선 정보를 이용한 만화 영상의 가속화된 선택적 학습 방법

김진화･장병탁(서울대)

P3.3-10 게임 환경에서 퍼지 규칙 기반 에이전트의 행동 모델 설계 및 구현

김동민･강홍구･최진우･우종우(국민대)

P3.3-11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반영한 TV 추천 시기 결정

박유진･오진오･유환조(포항공대)

P3.3-12 Music Mood Classification using Reduced Audio Features

Babu Kaji Baniya･Choong Seon Hong(경희대)

P3.3-13 다중센서신호에 기반한 상황인식

김진평･장규진･김문현(성균관대)

P3.3-14 웨어러블 센싱 음향-영상 라이프로그 학습 기반 사용자 활동 인식

이충연･곽동현･곽하녹･장병탁(서울대)

P3.3-15 A novel feature selection technique for improving wearable activity recognition

Oresti Banos･Choong Seon Hong･Sungyong Lee (경희대)

P3.3-16 다 범주를 갖는 다변량 가우시안 확률과정 분류모형을 이용한 인간행동분류

조완현(전남대), 김상균･박순영(목포대)

P3.3-17 ARIMA 모델 기반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의 특징 벡터 추출 방법론

황보선(서울대), 박철수(광운대), 장병탁(서울대)

P3.3-18 위험 지역에서 안전과 거리를 고려한 최적 경로 탐색

종대성･이도훈(부산대)

P3.3-19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위한 복합 생체신호 기반 감정인식 인터페이스 개발

신동민･신동규･신동일(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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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20 A Complex Network Analysis of the Shared Marketplace Network among 

Universities in Korea

Tae Jong Choi･Chang Uook Ahn(성균관대)

P3.3-21 통합 경보 발령 시스템에서의 지능적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

진다인･최병기･변윤관･이재호(서울시립대)

P3.4 컴퓨터시스템 Ⅲ 6.25(목)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구본태(ETRI) ▷ 평가위원B: 

P3.4-01 가상화 시스템에서의 저널링 오버헤드 분석

이민호･엄영익(성균관대)

P3.4-02 웹 기반 시뮬레이션 실행 환경에서의 필요 자원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학습 모델

유진승･김한기･황순욱(KISTI), 류재철(충남대)

P3.4-03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 타이머 기반 Event-driven 스케줄러 연구

김승곤･위경수･이창건(서울대)

P3.4-04 블록 I/O 트레이스 리플레이어에 대한 분석

이규환･조용연･김상욱(한양대)

P3.4-05 Isolated Microgrid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디젤 발전기와 ESS의 계획 수립 방안

정지인･김태광･류광렬(부산대)

P3.4-06 A Study on Multimedia Transcoding Approach by Applying Multiple MapReduce Jobs

Akhmedov Khumoyun･Myoungjin Kim･Yun Cui･Hanku Lee(건국대)

P3.4-07 효율적인 I/O 제어를 위한 Solid State Drive 기반 I/O 스케줄러

송내영･염헌영(서울대)

P3.4-08 StreaMR: Stream data retrieval from HDFS using MapReduce

Muhammad Idris･Sungyoung Lee(경희대)

P3.4-09 하둡 분산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분할 기법

장민욱･이대철･정재헌･류충모･김철기(항공대)

P3.4-10 개념망 기반의 지식 시각화를 위한 검색 시스템 설계

마진(KISTI), 박민재(BISTel), 최영근(광운대), 이종숙(KISTI)

P3.4-11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실현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상황인지 시스템 설계

이형수･이성진･김관희･김성조(중앙대)

P3.4-12 가변 길이 블록을 이용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유영준･김병관･고영웅(한림대)

P3.4-13 장기생태연구 인프라 구축 동향

안선일･김상완･박근철･변은규･황순욱･허태상(KISTI)

P3.4-14 스마트기기 연동을 지원하는 개인용이동수단용 안전주행지원장비 개발

주현태･정용무･민수영(전자부품연구원)

P3.4-15 혼합형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량 시뮬레이터 인자 탐색 자동화

김항영･이창건(서울대)

P3.4-16 다큐멘터리 영상에서의 그래픽 자료 검출 방법

이재호･허일･낭종호(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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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17 탄력적 가상 클러스터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작업관리 시스템 설계

최찬호･이종숙(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3.4-18 브이월드 지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소싱 맵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이충호･이성호(ETRI)

P3.4-19 핑거프린팅 기반 실내 위치 측위를 이용한 재난 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강인용･김동현･김종덕(부산대)

P3.4-20 효과적인 다큐멘터리 동영상 검색을 위한 택소노미 기반 주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생로병사의 비밀> 중심으로

최지수･홍호탁･낭종호(서강대)

P3.5-01 <컴퓨터이론> Scheduling of Tasks on Componentizing Kernel during Evolution of 

Tasks

Bezabeh Yonas･Chang-GunLee(서울대)

P4.1 학부생 논문 Ⅰ 6.25(목)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4.1-01 모델 검증과 모델 합성을 이용한 제어기 생성 사례 연구

박주철･권령구･권기현(경기대)

P4.1-02 계층적 오토마타를 통한 드론경로제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류인곤･정선일･권기현(경기대)

P4.1-03 오픈 소스 하드웨어와 IoT 연동을 위한 경량 프레임워크

박재용･이정진･김영철･조은선(충남대)

P4.1-04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에서 CPU Frequency별 에너지 효율 분석

김현준･장재현･박문주(인천대)

P4.1-05 스마트폰용 한 손 키보드와 사용성 평가

김지은･송선주(건국대)

P4.1-06 사용자 이동성을 고려한 저전력 비콘 탐지 기법

황슬아･이제민･김형신(충남대)

P4.1-07 내장형 분류지능을 활용한 주제별 이메일 분류 기법

백준기･이용구･이상근(고려대)

P4.1-08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음악인식 알고리즘

남상혁･김성조(중앙대)

P4.1-09 사물인터넷환경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성요소 모듈화 디자인 방법

유연지･이병욱･임선영･노병희(아주대)

P4.1-10 VANET환경에서 RSU배치를 위한 교차로간 연결성 모델링에 대한 연구

도선영･김영석･지정희･박소영(건국대)

P4.1-11 속도를 이용한 Positioning System의 오류율 측정 알고리즘

이준석･송하윤(홍익대)

P4.1-12 하둡 잡 히스토리 시각화 웹 응용의 설계 및 구현

김태준･이영민(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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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13 스마트폰 앱의 사용패턴 로그를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와 구현

안진우･문대진･조대수(동서대)

P4.1-14 공간 활용률 향상을 위한 로그 블록 변환 기법

최형탁･위재민･조원규(충남대), 백준영(아주대), 조은선(충남대)

P4.1-15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제어 가능한 드론 개발

송기훈(국민대)

P4.1-16 RSSI 기반의 라디오 맵과 가중치를 이용한 향상된 실내 위치 측위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이정현･김남윤･박은빈･김종화(목포대)

P4.1-17 휴리스틱 기반의 스미싱 파일분석 및 대응방법

심경민･현훈범･전용태･이현(선문대)

P4.1-18 CUDA GPGPU와 CPU standard C 기반 연산 성능 비교를 위한 Benchmark 환경의 설계 

및 구조

김동훈･이기범･오상윤(아주대)

P4.1-19 원격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UPnP Bridge 모델 구현

정현재･나세웅･임호형･이정호･서승범･이한구(건국대)

P4.1-20 스파크 분산 환경에서 구현된 Parallel FP-Growth 라이브러리 성능 분석

장재희･박재홍･윤성로(서울대)

P4.1-21 자동 스케줄링을 위한 기능성 시간표에 관한 연구

홍성주･김지현･김현우(부경대)

P4.1-22 HTTP 프로토콜과 CoAP 프로토콜간 초당 전송 처리량 차이에 대한 분석

이상준･김동민･최예찬･홍진경･김지인･고석주(경북대)

P4.1-23 스마트 리마인더 : 웹 서핑을 이용한 단어 상기 시스템

임석영･남수진･문대진･조대수(동서대)

P4.1-24 범용 PC 클러스터 환경에서 효율적인 세타 조인 질의 처리를 위한 MySQL 기반 분산 병렬 

처리 기법

양현식･백나은･장재우(전북대)

P4.1-25 탄력적 전력 소비를 위한 OpenADR 2.0b 기반의 수요반응 시스템 구현

전영우･조성아･김병선(경희대), 류준우･정욱(그리드위즈), 조진성(경희대)

P4.1-26 스마트폰 연동이 간편한 DIY형 IoT 디바이스

임현준･윤지섭･은성배･윤영선･곽노섭(한남대), 소선섭(공주대)

P4.1-27 위치기반 양방향 정보교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콘 프레임워크

홍철민･전영우･이승형･조진성(경희대)

P4.1-28 IoT 환경에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인증 절차 시스템

김민상･양지우･최승식(인천대)

P4.1-29 저사양 IoT 환경에서 Bloom filter 기반 Snort 성능 향상 메커니즘

강민지･김영기･이승형･홍충선(경희대)

P4.1-30 TKI : 심볼테이블을 이용한 TPM 기반 커널 무결성 검증 기법

송치영･최종무(단국대)

P4.1-31 IoT 시스템에서의 자가적응형 요소 분류

서장일･박성준･황세영･박상원(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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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32 자가적응형 IoT 시스템 구축을 위한 OIC Framework의 추가 기능 제안

박성준･서장일･황세영･박상원(한국외대)

P4.1-33 BLE Beacon의 정확한 RSSI 값 측정을 위한 필터링 알고리즘 적용

이재구･김영대･고영웅(한림대)

P4.1-34 그래프 마이닝 기법을 통한 회로의 특징추출

원동현･이재구･윤성로(서울대)

P4.2 데이터베이스 Ⅱ 6.25(목)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김근형(제주대) ▷ 평가위원B: 

P4.2-01 스마트 홈 환경에서 속성기반 권한결정과 능력기반 권한부여를 결합한 동적인 접근제어 기법

조민함･박석(서강대)

P4.2-02 데이터 스트림과 디스크 기반 데이터셋 간의 효율적인 KNN 조인 연산

김동신･김명호(KAIST)

P4.2-03 R을 활용한 플라즈마 물성 데이터 빈도수 분석

박준형･송미영(국가핵융합연구소)

P4.2-04 형태소 분석을 이용한 한의학 증상 진단 시스템 개발

이상백･손윤희･이규철(충남대)

P4.2-05 분산 시스템에서 점진적 갱신을 사용한 향상된 Prefetching

송경태･김재형･박상현(연세대)

P4.2-06 GraphChi기반의 두 희소 행렬 곱셈

장명환･조용연･김상욱(한양대)

P4.2-07 맵 리듀스 클러스터 상에서 Task 대기시간을 고려한 Weighted Round Robin 스케줄링 적용

김다연･채윤주･신동렬(성균관대)

P4.2-08 연속 범위 질의 처리 환경에서 이동 객체의 위험 공간 감지 시스템 설계

장재희･김응모(성균관대)

P4.2-09 동적 그램 길이 선택을 이용한 효율적인 DNA 리드 매핑 기법

권세라･김종익(전북대)

P4.2-10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숙박혼잡도 예측 모델의 개발

임형순･전승우･이경민･홍봉희(부산대)

P4.2-11 빅 데이터 환경에서 맵리듀스를 이용한 효과적인 스카이라인 질의처리 기법

김용희･김응모(성균관대)

P4.2-12 멀티코어 CPU를 이용한 효율적인 집합 유사도 조인 기법

이태경･김종익(전북대)

P4.2-13 NAS를 이용한 Hadoop의 Name Node 단일 실패 점 개선에 관한 연구

채윤주･김다연･신현호･Nawab Muhammad Faseeh･신동렬(성균관대)

P4.2-14 스파크(Spark) 인메모리 처리를 이용한 스마트 디바이스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김성숙(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백창원･박기진(아주대)

P4.2-15 효율적인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확장 가능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김지은･이재경･박강민･김경창(홍익대)

P4.2-16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혼잡 예측 모델에 대한 연구

신용덕･이지완･홍봉희(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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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17 국산 DDS와 메모리 DBMS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소프트웨어 설계

한혁(충남대), 박정도(리얼타임테크), 진성일(충남대)

P4.2-18 공통 부분그래프를 이용한 효율적인 다중 제약조건 질의 그래프 패턴 매칭 기법

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4.2-19 BLink_Tree 기반 인덱스 동시성 제어 성능 평가

한혁(충남대), 원지섭(리얼타임테크), 진성일(충남대)

P4.2-20 스케치에 기반한 동적 그래프에서의 영향력 최대화

김동은･유환조(포항공대)

P4.2-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방식 개선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주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4.2-2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관한 소고

안정은･배순구(특허법인 다래), 김의(다래전략사업화센터)

P4.3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Ⅰ 6.25(목)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박수현(동서대) ▷ 평가위원B: 이승윤(ETRI)

P4.3-01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효율적인 교차로 위치정보 수집 기법

김인빈･채진석(인천대)

P4.3-02 회귀분석을 사용한 사람의 위치 데이터와 BFF 성격 간의 관계 분석

김승연･송하윤(홍익대)

P4.3-03 스마트폰 기반의 DGPS 단말 설계 및 구현

방성민･홍성수(㈜지어소프트)

P4.3-04 집단 이동성 모델 도출 기법

김동엽･송하윤(홍익대)

P4.3-05 Node.js를 활용한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시스템

김용준･김진규･구본태(ETRI)

P4.3-06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의 장치 간 콘텐츠 전송 기술 연구

전소연･정승아･박주현(숙명여대), 배병준･임현정(ETRI), 임순범(숙명여대)

P4.3-07 정보통신 및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O2O 판매 플랫폼

이계천(대전대), 김상일((주)아람), 황선명(대전대)

P4.3-08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리로딩과 실행지연

김운기･조정호･서효중(가톨릭대)

P4.3-09 스마트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고속도로 안전시스템

이재현･박성진･유준(가천대)

P4.3-10 그래프 마이닝을 이용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 예측 및 상황인식

김두회･신동일･신동규(세종대)

P4.3-11 P2P 기반 MOG의 일관성 수준에 따른 성능 분석

김진환(한성대), 이정훈(제주대)

P4.3-12 모바일 전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성능 분석 기법

주민호･김형규･김순태(KAIST)

P4.3-13 안드로이드 권한과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패턴을 이용한 모바일 기기 위험도 시각적 분석 시스템

유상봉(세종대), 유홍렬(연세대), 장윤(세종대), 권태경(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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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14 Interests-Profiler for Smartphone Users Using Modified Clustering Algorithm Based 

on Browsing History

Priagung Khusumanegara･Rischan Mafrur･Deokjai Choi(전남대)

P4.4 소프트웨어공학 Ⅰ 6.25(목)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4.4-01 M2M(model-to-model) 변환 기반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자동화 방법

김진아･김수지･서용진･천은영･김현수(충남대)

P4.4-02 질병진단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 기반의 복수 추론 알고리즘 적용 기법

신동하･정한터･라현정･김수동(숭실대)

P4.4-03 복잡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의 다양성 관리를 위한 XML기반의 기능 모델링

아사드아바스･이스마파라시디키･이욱진(한양대)

P4.4-04 ICT실무능력 평가 모델(TOPCIT)의 적용과 발전방향

이현식･황선명(대전대)

P4.4-05 SW분야 R&D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 프레임워크

백승찬･이은철(서울시립대), 이정원(아주대), 이병정(서울시립대)

P4.4-06 모델 기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계획 언어 구축

김수지･김진아･서용진･천은영･김현수(충남대)

P4.4-07 VizMeWeb: 웹 기반의 소스코드 시각화 도구

천준석･조경은･우균(부산대)

P4.4-08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 계획 및 보고

진광희･송상민(서울시립대), 이정원(아주대), 이병정(서울시립대)

P4.4-09 JIRA 도구를 이용한 테스트 프로세스 관리

정학선･김희천(한국방송통신대)

P4.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Ⅱ 6.25(목)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김동호(숭실대) ▷ 평가위원B: 최수미(세종대)

P4.5-01 사이버 멀미에 대한 연구동향 및 개선 방향

양한울･박한･김진･박준(홍익대)

P4.5-02 휨 센서와 G-센서를 이용한 양손 드론 제어

김승진･나성원･박윤정･장현국(건국대)

P4.5-03 Data Glove와 Arm Band를 활용한 한 손 웨어러블 드론 Controller 프레임워크

박윤정･남혜정･장현국(건국대)

P4.5-04 HMD를 위한 가상 키보드 인터페이스

김연호･성명철･김대진(POSTECH)

P4.5-05 3차원 반도체 식각 시뮬레이션에서 분석적 방법을 통한 플럭스 계산

오창만･권오봉(전북대)

P4.5-06 키넥트 기반 손가락 개수 인식 방법

이도엽･신동규･신동일(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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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07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가상 모니터 기반의 핸드마우스

전창현･신동규･신동일(세종대)

P4.5-08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한 차세대 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석

이민경･김태형･엄영익(성균관대)

P4.5-09 집중도 우선순위를 기반으로한 콘텐츠 순서 최적화

장원앙･김태경･이도훈(부산대)

P4.5-10 차세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윈도우 프로토콜 동향 연구

노승준･김태형･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P4.5-11 소셜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추출한 질병 증상의 사회적 신호와 영향요인의 시각적 분석 시스템

안성욱･장윤(세종대)

P4.5-12 대규모 MCMT작용기전의 효과적 시각화를 위한 시맨틱 모델링

이동언･김형석(건국대), 김재호(위즈인컴), 이도헌(KAIST)

P4.5-1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조기 치매 진단

고종민･이상웅(조선대)

P4.6-01 <건설환경 IT 융합> 공익사업 보상업무 선진화를 위한 STEEP 분석 및 Issue Tree 도출

서명배･김태학･김성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6-02 <건설환경 IT 융합>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구성 및 첨단기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학･서명배･김성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6-03 <건설환경 IT 융합> 건설시공단계에서의 검측업무 모바일 서비스 개발

김성진･김남곤･김태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6-04 <건설환경 IT 융합>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의 공간정보(GIS)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옥현･김진욱･양성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1 학부생 논문 Ⅱ 6.26(금)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5.1-01 이종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식별을 위한 GPU 기반의 효율적인 사용자 유사성 측정 기법

박성찬･김현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5.1-02 명지 사람 매칭 시스템

권순길･임태하･최민준･김장호･김반석･이충기(명지대)

P5.1-03 푸리에변환을 이용한 음역대 분석

심민찬(명지대)

P5.1-04 그래프 패턴 특징 기반 뉴스 데이터 분류

이창주･고세원･박준학･한용구･이영구(경희대)

P5.1-05 텍스트 기반 실시간 음악 편집 시스템

이학선･안형준･윤세진･정회훈･이영호(목포대)

P5.1-06 센서 데이터 분류에 대한 분류 알고리즘 성능 비교 연구

남윤진･신동일･신동규(세종대)

P5.1-07 공동작업용 마인드맵 통합 및 공유 도구 개발

임수지･임지수･최유진･임순범(숙명여대)

P5.1-08 감성 분석 DB구축을 위한 Online Rating Game

엄인영･윤찬희･김은이(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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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09 Depth 카메라와 자이로센서 결합을 통한 3차원 복원

송현수･이승규(경희대)

P5.1-10 통계지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유사도 측정

김용완･한용구･이영구(경희대)

P5.1-11 GPU 병렬 프로그램 기반의 효율적인 그래프 메디안 탐색 기법

박성수･김현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5.1-12 RUP 모델 기반 SBA 효과도 분석 GUI 개발

차현주･김형종･이해영(서울여대)

P5.1-13 다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공연용 가상 LED 전광판 설계 및 구현

박노성･이도원･김형수･이정형･이성윤･김현민(한남대)

P5.1-14 주문형 비밀번호 도어락을 활용한 출입통제 시스템

조은주･문미경(동서대)

P5.1-15 카드 인식을 통한 환승 유효 시간 자동 알림 프로그램

김규랑(동서대)

P5.1-16 베이즈 분류기를 통한 언론사별 keyword분석

원범식･강석민･임동훈(강릉원주대)

P5.1-17 손 모양과 이동경로 동시 검출을 통한 사용자 인식

이규진･이승규(경희대)

P5.1-18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한 고객 세그멘테이션 및 패턴 마이닝 기법

최우식･이민재･이경훈･이석룡(한국외대)

P5.1-19 안드로이드 앱 검수 자동화를 위한 인텐트 스펙 기반 테스팅 방법

윤성빈･최지선･최광훈(연세대)

P5.1-20 SSD와 파일 시스템의 DBMS OLTP 워크로드 성능평가

안미진･강운학･이상원(성균관대)

P5.1-21 Leap Motion을 이용한 손동작 기반 Sphero 제어 기법 개발

권혁진･이강만･고경연･이동수･박광태･김용철･류태범･황경호(한밭대)

P5.1-22 빅 데이터 기반의 SNS 분석 플램폼 설계

강우정･김주성･구성은･오수열(목포대)

P5.1-23 Deep Belief Network와 위치-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성격예측

유다빈･송하윤(홍익대)

P5.1-24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중 제약 그래프 패턴 매칭을 위한 GPU 기반의 병렬 그래프 압축

신동걸･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5.1-25 온라인 색 분포 모델 학습을 통한 적응적 피부영역 추출

남수경･이승규(경희대)

P5.1-26 내장형 분류지능을 활용한 주제별 사진 분류 기법

한누리･이용구･이상근(고려대)

P5.1-27 너비우선 탐색을 위한 효율적인 디스크 기반 그래프 처리 기법

상의정･김현욱･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5.1-28 실시간 비전 기반 흐름 감지 및 변위 추출 개선 기법

최고운･정혁준･하영국(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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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29 주제어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새로운 문서 검색기법

이민진･이다영･김경림･조환규(부산대)

P5.1-30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게시글에 대해 Louvain method와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한 내부 

커뮤니티 성향 탐지 기법

김선영･김동현･박상현･박석(서강대)

P5.1-31 동적인 안면 변화 추적 알고리즘 기반 게임 인터페이스

고윤호･김은종･문유경･이승형･채옥삼(경희대)

P5.1-32 개별 이동성 모델부터의 위치와 군집간의 관계 분석

최동연･송하윤･김승연(홍익대)

P5.1-33 립모션을 이용한 Unity3D 기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콘텐츠 개발

김영애･장지웅･허수진･박구만(서울과기대)

P5.1-34 Programmable Network를 위한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및 SDN 테스트베드 개발

한상윤･이성원(경희대)

P5.1-35 파티클 필터를 적용한 인간의 이동 상태 판별

백지현･송하윤(홍익대)

P5.1-36 사람 성격과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상관관계 분석

이은별･송하윤(홍익대)

P5.1-37 사물 악기:적외선 카메라 기반 가상 악기 시스템

김준기･이승형･전석희(경희대)

P5.1-38 악보기반 시퀀싱을 활용한 새로운 리듬슈팅게임 제작

정기성･한승훈･김재중･김민지･서지혜･김진모(부산가톨릭대)

P5.1-39 소셜 이미지에서의 사용자 감성 인식을 위한 시각 특징 분석

정지원･고은정･윤찬희･김은이(건국대)

P5.1-40 공학 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생 정보 시스템

홍성욱･임현일(경남대)

P5.1-41 Mid-level Crowd Attributes를 이용한 영상 감시 방법을 위한 비정상 집단행동 분류

송가영･양희원･최진희･김은이(건국대)

P5.1-42 태블릿을 이용한 독서활동과 책을 이용한 독서활동 간의 사용자 자세 차이의 실험적 비교

이상윤(KAIST)

P5.1-43 자발적 공유경제 방식의 개인 한글 콘텐츠 제작/공유 서비스

류혜송･권미림･홍광진･정기철(숭실대)

P5.1-44 영상처리를 이용한 다트보드 인식 프로그램

한재승･최준용(동서대)

P5.1-45 유연한 NPC 이동을 위한 웨이포인트 위치 자동 수정 기법

김혜연･김은솔･유견아(덕성여대)

P5.1-46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졸음운전 감지

김동민･위형준･김진하･신현철(한양대)

P5.1-47 열화상 이미지를 이용한 저시정 보행자 인식 시스템

서현덕･박웅휘･김재훈･박경춘･신현철(한양대)

P5.1-48 허프 변환을 이용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유성열･김홍중･명재성･박경춘･신현철(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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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49 항목 간 선호도 차이와 사용자 평가 성향을 이용한 영화 추천 방법

김현경･김현진･박상현(연세대)

P5.2 소프트웨어공학 Ⅱ 6.26(금)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임한규(안동대) ▷ 평가위원B: 

P5.2-01 OVM 기반 가변성 추적 방법

이지현(대전대)

P5.2-02 블록 분할을 통한 효율적인 GUI 랜덤 테스팅

김경민･최은만(동국대)

P5.2-03 연구지원 개인지식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 원칙

최희석･박지영･심형섭･류범종(KISTI)

P5.2-04 SIFT 기술자를 이용한 얼굴 표정인식

김동주･이상헌･손명규･김현덕(대구경북과학기술원)

P5.2-05 PLC 제어기의 로그 기반 공정 흐름도 분석 Tool 설계 및 구현

김민희･최종민･왕지남･김기형･김강석(아주대)

P5.2-06 지역적 희소 부호화를 이용한 얼굴 자세 추정 알고리즘

김현덕･이상헌･손명규･김동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

P5.2-07 영상정보 기반의 지능형 광고를 위한 고객 나이/성별 추정시스템

이상헌･손명규･김동주･김현덕(대구경북과학기술원)

P5.2-08 포즈 변화에 강인한 손 궤적 추적을 위한 손 영역 분류 기반 손의 중심점 추정

손명규･이상헌･김동주･김현덕(대구경북과학기술원)

P5.2-09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UI 회귀 테스트를 위한 상태 다이어그램 확장

조은지･최은만(동국대)

P5.2-10 주식시장의 MACD 유효조건 및 횡보장 데이터 분석 지표

이정연･황선명(대전대)

P5.2-11 컴퓨터 연구 분야 실험의 일반화와 자동화

박성재･염헌영(서울대)

P5.2-12 코드 클론 탐색 기술을 이용한 리팩토링 방안

김하영･최은만(동국대)

P5.2-13 스마트-커넥티드 제품의 생명주기 관리를 위한 설계-제조-서비스 연동 아키텍처 연구

강성주･전재호(ETRI), 김현수(충남대), 전인걸(ETRI)

P5.2-14 커밋 히스토리에 기반한 버그 및 커밋 연결 기법

채영재･이은주(경북대)

P5.3 인공지능 Ⅲ 6.26(금)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황규백(숭실대) ▷ 평가위원B: 

P5.3-01 태깅 이미지와 시맨틱 관심사 표현을 이용한 SNS 친구 추천 시스템

서형조･이석원(아주대)

P5.3-02 심층 개념구조 학습을 통한 드라마 등장인물 소셜 네트워크 분석

남장군･김경민･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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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03 전문가의 행동 지도를 통한 강화학습

고봉석(국방기술품질원)

P5.3-04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비디오 시청자 감정 상태의 지속적인 학습 및 예측 연구

박경화･김병희･장병탁(서울대)

P5.3-05 Computational complexity issue of Gaussian Process in prediction and classication

Dinh-Mao Bui･Sungyoung Lee(경희대)

P5.3-06 NextSearch: 염기 엑손 그래프 기반 탠덤 질량 스펙트럼 탐색 엔진

김현우･박희진･백은옥(한양대)

P5.3-07 자연어 질의 응답을 위한 정보 검색에서 구조적 문서의 블록 중요도 측정 방법

배용진･김현기(ETRI)

P5.3-08 음성인식 결과와 참조데이터와의 발음 유사성을 이용한 음성인식 후처리에 관한 연구

최찬희･이창건(서울대학교)

P5.3-09 DNA 컴퓨팅기반 진화 분자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초병렬 패턴인식

백다솜･류제환･이지훈･장병탁(서울대)

P5.3-10 Dynamic Models to Learn Physiological Response to Multimedia Stimuli

Patrick M. Emaase･Byoung-Hee Kim･Byoung-Tak Zhang(서울대)

P5.3-11 Knowledge Acquisition through Wellness Model for Sedentary Lifestyle

Maqbool Ali･Sungyoung Lee(경희대)

P5.3-12 오피니언 구문 태그 패턴을 이용한 감정상태 분류 성능 향상

김도연･장두수･최용석(한양대)

P5.3-13 어휘 빈도를 이용한 패러프레이즈 문장의 대중성 측정

김종명･문성원･권가진･최호진(KAIST), 허정(ETRI)

P5.3-14 키넥트를 이용한 수화 인식

천웅희･양희덕(조선대)

P5.4 전산교육시스템 6.26(금)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황규백(숭실대) ▷ 평가위원B: 

P5.4-01 라이프레이 프레임워크 기반 경진대회 포털 시스템 구축

조용식･서정현･이종숙(KISTI)

P5.4-02 EDISON-CSD : 웹 기반 구조동역학 교육･연구 융합 환경 구축

전인호･이종숙･류훈(KISTI)

P5.4-03 온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분석 : EDISON_계산화학 시스템 중심으로

김우현･이종숙･이준(KISTI)

P5.4-04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멘토링 시스템 구현

전주현(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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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 정보통신 Ⅲ 6.26(금)  10:00-11:2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5.5-01 지능형 VMS 영상 검색 시스템 관련 연구

고종국･박종열(ETRI)

P5.5-02 디지털 영상 확대기를 위한 픽셀값 분포 기반 적응적 영상 이진화 기법

서지훈･지경현･강세구･김성민(C&P 기술연구소)

P5.5-03 이기종 PLC를 호환하는 HMI 정보 생성 방법

박호철･오수연･김기형･김강석･왕지남(아주대)

P5.5-04 10Gbps 이더넷 스위치 성능 시험 및 비교

이재국･우준･박찬열･김성준(KISTI)

P5.5-05 TCP 처리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버퍼 기반의 개선된 RED 기법

정훈영･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5-06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S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버 기반 전송률 제어 기법

김명우･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5-07 멀티서버 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플로우 스케줄링 기법

윤두열･정광수(광운대)

P5.5-08 Proposal of Cross-platform Real-time Open Messaging System (ROMS) with Apache 

Cordova

Xuan-Qui Pham･Pham Phuoc Hung･Ton Thi Kim Loan･Nguyen Dao Tan Tri･Huu Quoc 

Nguyen･Aymen･Abdullah Alsaffar･Yunkon Kim･Eui-Nam Huh(경희대)

P5.5-09 VANET 환경에서 지리적 정보를 이용한 DTN 라우팅 연구동향

김인혜･석승준(경남대)

P5.5-10 핑거프린팅 측위 시스템 기반 셀간 이동 기법

허준･임동환･최재혁(가천대)

P5.5-11 RFID 태그 식별을 위한 Couple-Resolution Blocking Protocols 기반의 향상된 블로킹 

알고리즘

최해일･김형직･최선웅(국민대)

P5.5-12 안정적인 HTTP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버퍼 기반의 전송률 적응 기법

박지우･정광수(광운대)

P5.5-13 HTTP 적응적 스트리밍에서 효율적인 대역폭 사용을 위한 버퍼기반의 비트율 적응 기법

김희광･윤두열･정광수(광운대)

P5.5-14 협업 미들웨어에서의 공유 화이트보드 서비스 지원

하연의･진재환･이명준(울산대)

P5.5-15 A Slotted Contention based Access Mechanism for Wearable Medical Devices

Moshaddique Al Ameen･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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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 학부생 논문 Ⅲ 6.26(금)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 평가위원B: 

P6.1-01 조도센서와 압력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스탠드의 개발

박한주･이수정(동서대)

P6.1-02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을 이용한 영단어 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승준･신동현･김창화(강릉원주대)

P6.1-03 낙상 유형에 따른 위험 알림 서비스를 위한 낙상 상황 인지

김설한･최인영･한용구･이승룡(경희대)

P6.1-04 솔레노이드 방식의 전자석을 이용한 저가형 점자 자가 학습기의 개발

권효순･김희범･윤아름･조중재･유준혁(대구대)

P6.1-05 오토마타 합성을 통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위험방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오혜윤･권혁･권기현(경기대)

P6.1-06 POS시스템 기반의 매장 좌석정보 시스템

김용준･김진태･이홍선･임현준(명지대)

P6.1-07 스마트폰 SNS 데이터에 기반한 감정 분석 및 공유 기법

김봉민･남선아･전지은･유석종(숙명여대)

P6.1-08 다중 센서와 ZigBee 기반의 화재 경보 알고리즘 및 장치 구현

김경룡･임은혜･임유신･김영천(전북대)

P6.1-09 WinPcap을 활용한 GUI기반 패킷 분석기의 설계

유재헌･이근형･김진모(부산가톨릭대)

P6.1-10 유사도 비교 기반 안드로이드 앱 필터링 시스템

이명건･김동진･조상욱･조성제(단국대), 김영모(한국저작권위원회)

P6.1-11 휴리스틱기반 안티 피싱을 위한 소스코드 기반 특징 추출 기법

김건현･김동현･이진이･이창훈(건국대)

P6.1-12 DRM Content Format의 무결성 체크 우회 : MelOn의 음악 서비스 사례 연구

최주섭･김형식(성균관대)

P6.1-13 핀테크의 최근 동향 및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기술 비교 분석

김선웅･박병진･Scott Uk-Jin Lee(한양대)

P6.1-14 무기체계도입과정의 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RUP 모델에 대한 연구

서지원･김형종･이해영(서울여대)

P6.1-15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조 지팡이와 네비게이션

윤창호･박재권･강종훈･정주은･정민아(목포대)

P6.1-16 키넥트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액티브 노래방 효과 시스템

김혜민･김희원･김수진(동서대)

P6.1-17 자연어처리와 정보검색을 이용한 질의응답 시스템

박세영･윤희근･김다영･김동건･김민정･신우석(경북대)

P6.1-18 정보 엔트로피를 이용한 이상 탐지

피민규･장윤(세종대)

P6.1-19 한국어 뉴스 기사에서 바이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토픽 탐지

김태욱･박은정･조성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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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20 약물들의 유사성을 이용한 숨겨진 약물 효과 추론

김심･김정우･박상현(연세대)

P6.1-21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한 거리 인식 기반의 전자악기 시스템

권병욱(동서대)

P6.1-22 지그비 센서를 사용한 상황 인식 시스템의 기초 설계

유용필･김종완･박태균･이윤혁･윤영선･은성배･곽노섭(한남대)

P6.1-23 다중 센서를 융합한 자전거 노면 인식 시스템

반종희･조중재･이재성･유준혁(대구대)

P6.1-24 키넥트를 이용한 모바일 감시 카메라

김지환･민준성･이성빈(동서대)

P6.1-25 WEB RTC기반 영상을 통한 재능마켓 시스템

안주원･양세언･윤석현･정해승･홍선경(명지대)

P6.1-26 데이터 통신 불능 환경에서 마이크로웹페이지 기반 스마트 지도

이재욱･허준･정진만･은성배･곽노섭(한남대), 소선섭(공주대)

P6.1-27 색상과 가짜키를 이용한 스마트폰 인증 기법

장지현･박설하･김애영･이상호(이화여대)

P6.1-28 채팅 메시지와 환경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 프로필 사진 추천 시스템의 설계

이동현･문대진･조대수(동서대)

P6.1-29 안드로이드 SMS 권한 세분화를 통한 악의적 모니터링 방지

김은찬･서재백･조병길･신인식(KAIST)

P6.1-30 MESIF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 정형검증

김민지･권무근･남원홍(건국대)

P6.1-31 배터리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충전/방전 스케줄링

김동완･송승택･이진규(성균관대)

P6.1-32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두이노 기반 스마트 시스템

이용석･손성민･안계완･이승형･이성원(경희대)

P6.1-33 Adaboost를 이용한 효과적인 정적 분석 기반 피싱 탐지 기법 연구

김동현･김건현･이진이･이창훈(건국대)

P6.1-34 아두이노 기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점자 프린터 시스템

경대현･이주용･이지훈(상명대)

P6.1-35 센서 및 RM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모 개발

김진배･정준호･장지호･조경곤(호서대)

P6.1-3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최근 클릭재킹 공격 동향 분석

전성윤･조경민･임종혁･이문규(인하대)

P6.1-37 EEG 패턴 분석을 이용한 취식 행동 인식 방법

조미란･김병만(금오공대)

P6.1-38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전화 이벤트 캐치 클라우드 전화번호 시스템 개발

유현식･남달우･조용민･이동주･권오석(충남대)

P6.1-39 단순 베이즈 분류기를 통한 SNS 자살 징후 판단

정영재･서원준･변예림･강태원(강릉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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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40 피드 통합 웹 서비스 'Myfeed'의 설계 및 구현

최종원･김윤지･박현조･최서윤(숙명여대)

P6.1-41 한국 도시의 범죄 유형 분석

박준성･윤주연･추재연･황은지･강태원(강릉원주대)

P6.1-42 연결 공격을 막기 위한 데이터 익명화 기법

류권상･홍도원･서창호(공주대)

P6.1-43 Node.js를 이용한 실시간 출결확인 시스템 연구

홍현표･권대근･김재식･최우길･홍종완･강한희･이종명･안준용(안동대), 임양원(삼성SDS), 

임한규(안동대)

P6.1-44 동작인식을 활용한 어린이 한글교육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재식･홍현표･최우길･･임한규(안동대)

P6.1-45 개인맞춤형 광고를 지원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이우건･김남일･윤은민･진재환･이명준(울산대)

P6.1-46 경험적 지식기반 경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광민･이태호･박희민(상명대)

P6.1-47 임의 정전 시 플래시메모리의 맵 블록 복구 기법

정영진･정태선(아주대)

P6.1-48 SNS 게시물 분석을 통한 사용자 특성 유추

진주형･김수영･박찬수･서지은･김주형(한동대), 홍윤선(㈜핸드스튜디오)

P6.1-49 데이터마이닝에 의한 프로골프선수의 스코어 예측

김정현(현대고)

P6.1-50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는 문과계열 고등학생의 자세

이민재(신일고)

P6.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Ⅱ 6.26(금)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윤용익(숙명여대) ▷ 평가위원B: 윤효석(전자부품연구원)

P6.2-01 Personal location detection based on Wi-Fi signals using smartphone sensor in 

indoor environments

Ba-Vui Le･ungyoung Lee (Kyung Hee Univ.)

P6.2-02 모바일 상황인지 어플리케이션 전력 소비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테스트 모델 개발

전제홍(아주대), 이병정(서울시립대), 이정원(아주대)

P6.2-03 위치인식 애플리케이션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GPS 상태 모델링 기법

김덕기･이정원(아주대)

P6.2-04 통합 플랫폼에서의 스마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이클립스 기반 통합 

개발환경 구현

이윤희･신사임･이명춘･장세진･김성동(전자부품연구원)

P6.2-05 iBeacon을 이용한 여권 분실 방지 시스템

정현희(성균관대), 남춘성･조민희(연세대), 신동렬(성균관대)

P6.2-06 Haar-Like Feature(HLF) 분석과 손 검출 시스템 적용에 대한 연구

채영석･한상필･한재용･김혁･김성민･구본태･이주현(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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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07 DNS 쿼리의 실시간 시각화 시스템

장상동(경남대)

P6.2-08 스마트폰 환경에서 영상기반 실시간 감정인식 프레임워크

방재훈･이승룡(경희대)

P6.2-09 상황 인지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MIF에서 IoT 시스템 센싱을 위한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황세영･박상원(한국외대)

P6.2-10 이기종 멀티 코어 시스템에서 SRPT 스케줄링의 체류 시간 분석

양보미･최영준(아주대)

P6.2-11 사용자 활동 상황인식을 위한 주변 음향 데이터 분석 모델 및 응용

임호성･이준･장용희･권용진(항공대)

P6.2-12 마이닝마인즈 플랫폼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전송 모듈 구현

박상범･Maqbool Ali･이승룡(경희대)

P6.2-13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상･하체 분류 기반 저수준 행위인지

허태호･이승룡(경희대)

P6.2-14 부하분산과 응답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처리 이전 기법

이신은･윤군재･최훈(충남대)

P6.3 사물인터넷 6.26(금)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유재학(ETRI) ▷ 평가위원B: 김종덕(부산대) / 박찬원(ETRI)

P6.3-01 개인 의료진단을 위한 웨어러블과 장착형 IoT 디바이스의 효과적 활용 기법

박춘우･배석현･안구환･라현정･김수동(숭실대)

P6.3-02 파워 효율이 높은 모바일 IoT 장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

이혜선･이강복･방효찬(ETRI), 강교철(포항공대)

P6.3-03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물리적인 공격에 대한 DiMo 모니터링 기법

이상헌･임재민･김영필･유혁(고려대)

P6.3-04 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을 위한 WSMD

박진희(전자부품연구원)

P6.3-05 시설하우스 온도센서를 이용한 과수의 휴면시간 누적 알고리즘 설계

조동옥･이성근(순천대), 박경욱(전남대), 고진광(순천대)

P6.3-06 스마트 완구 응용 서비스를 위한 Toy-World 및 Toy-Cloud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김동민･장윤정･이명수(전자부품연구원)

P6.3-07 LED 자동제어 기반 식물신호 획득 및 분석 시스템 설계

김정균･김병조･구본태･이주현(ETRI)

P6.3-08 사물 통신 기반 IEEE 802.15.4 환경에서 데이터 손실 감소 방안

이재호･장욱진･고성재･김동영･정원미･홍윤식(인천대)

P6.3-09 IoT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실시간 감시기술 개발 방향

변종수･황선명(대전대)

P6.3-10 Screen Virtualization in Fog Computing

Ton Thi Kim Loan･Huu-Quoc Nguyen･Xuan-Qui Pham･Nguyen Dao Tan Tri･Pham Phuoc 

Hung･Aymen Abdullah Alsaffar･Myeong-Seob Kim･Eui-Nam Huh(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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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11 지상 및 수중 사물인터넷에서 이상 이벤트의 발생원인 추적을 위한 사물 간 통신 메시지의 

형식적 표현

성철제･김창화(강릉원주대)

P6.3-12 사물 인터넷에서 근접도 데이터 연동을 위한 비콘 어댑터 설계

오정훈･백문기･이규철(충남대)

P6.3-13 Health Prediction on Sedentary Lifestyle through IoT

Hafiz Syed Muhammad Bilal･Sungyoung Lee(경희대)

P6.3-14 사물과 수식기반 지식베이스간의 결합을 위한 복합센서 매시업 생성

박기용･천세진･노원우･이경호(연세대)

P6.3-15 무선센서네트워크 통신장애에서 센서 데이터 손실비용 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비용모델링

신동현･김창화(강릉원주대)

P6.3-16 사물인터넷과 무선센서네트워크의 연결을 위한 게이트웨이 및 활용방안

박예찬･Thang Le Duc･정순교･염상길･손민한･추현승(성균관대)

P6.3-17 An Utility based Peering Strategy for P2P IoT Network

Sarder Fakhrul Abedin･Md Golam Rabiul Alam･Nguyen H. Tran･Anupam Kumar 

Bairagi･Ashish Talukdar･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6.3-18 모바일 앱 기반 창문 컨트롤 및 자동 환기 시스템

김광태･강세욱･박병제(명지대)

P6.3-19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센서 데이터 모델링 프레임워크

문수영･김형종(서울여대)

P6.3-20 생체신호 및 환경정보 기반의 감성지수를 통한 LED 조명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

김종수･신동일･신동규･박철균(세종대)

P6.4 프로그래밍언어 6.26(금)  12:40-14:00  공과대학 4호관 로비

▷ 평가위원A: 안준선(항공대) ▷ 평가위원B: 최광훈(연세대)

P6.4-01 정적분석을 사용한 모바일 앱 자동 테스팅 도구

임형준･우정훈･안준선(항공대)

P6.4-02 Haskell을 이용한 수치해석의 효율성 연구

오정한(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P6.4-03 Data Paprallel Haskell을 이용한 희소 행렬의 성능 분석

송지원(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P6.4-04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분석을 통한 새싹의 실행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강도훈･김연어･우균(부산대)

P6.4-05 함수형 반응적 프로그램 병렬화 기법

송지원･이동주(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P6.4-06 Codeless 비주얼프로그래밍환경에 대한 분석

김지환･서현곤(한라대)

P6.4-07 Haskell에서 외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화형 알고리즘 사용 및 평가

정재용(부산대), 변석우(경성대), 우균(부산대)

P6.4-08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동작 분석을 위한 이벤트 모델링

류연희･류석영(KAIST)



Poster Session

88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5❚Poster Session

P6.4-09 데코레이터 지원을 위한 ECMAScript 6 표준의 확장

김규탁･류석영(KAIST)

P6.4-10 인텐트 스펙 기반 안드로이드 유닛 테스팅 프레임워크 설계와 구현

고명필･최광훈(연세대), 창병모(숙명여대)

P6.4-11 자바스크립트의 언어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적 프로그램 분석 연구의 흐름 분석

선광원･류석영(KAIST)

P6.5-01 <국방소프트웨어> 실외 군집 비행 시스템을 위한 RTK 모듈 시험

문성태･최연주･공현철(항공우주연구원)

P6.5-02 <컴퓨터시스템> 워크로드 기반의 적응적 클라우드 SLA 설립 기법

손석호(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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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P4.5-03
박재용 P4.1-03
박재학 P1.1-01
박재형 O6.1-05
박재홍 P1.6-04
박재홍 P2.4-11
박정화 O3.1-05
박종혁 O2.2-02
박주철 P4.1-01
박준성 P6.1-41
박준영 O2.3-03
박준영 P1.3-06
박준형 P4.2-03
박지우 P5.5-12
박지웅 P2.2-05
박진관 P3.1-07
박진우 O1.2-04
박진희 O1.3-05
박진희 P6.3-04
박찬호 P1.4-13
박천음 P3.2-06
박춘우 P6.3-01
박한주 P6.1-01
박현재 O5.2-01
박현진 P1.4-14
박호철 P5.5-03
박희웅 P1.5-01

반종희 P6.1-23
방성민 P4.3-03
방재훈 P6.2-08
배병걸 P2.1-01
배세현 O6.6-01
배슬기 P1.6-01
배용진 P5.3-07
배유석 P2.4-19
배장성 P3.2-05
배재형 P2.5-02
백다솜 P5.3-09
백선걸 O4.4-04
백승찬 P4.4-05
백영민 O5.4-03
백준기 P4.1-07
백지현 P5.1-35
백창원 P4.2-14
변윤관 P2.5-22
변종수 P6.3-09
사재원 P1.5-08
상의정 P5.1-27
서명배 P4.6-01
서우덕 P1.5-11
서장일 P4.1-31
서정혁 P3.1-08
서지원 P6.1-14
서지훈 P5.5-02
서진영 P2.4-18
서현덕 P5.1-47
서형조 P5.3-01
서형준 P1.2-03
서호진 O5.7-04
서효중 P4.3-08
선광원 P6.4-11
선충녕 P3.2-13
성원준 O4.5-03
성철제 P6.3-11
손대연 O2.2-01
손명규 P5.2-08
손석호 P6.5-02
손성민 P6.1-32
손아영 P2.4-12
손용석 P2.2-08
손재혁 O6.3-02
송가영 P5.1-41
송경태 P4.2-05
송기훈 P4.1-15
송남훈 O4.6-05
송내영 P3.4-07
송동현 O1.3-03
송미영 P3.1-05
송석일 O1.1-01
송선주 P4.1-05

송수호 O3.4-07
송영길 O3.5-02
송용주 O6.1-02
송용주 O6.1-04
송지영 O6.4-04
송지원 P6.4-03
송지원 P6.4-05
송치영 P4.1-30
송태건 P1.1-02
송현수 P5.1-09
신기영 O6.2-04
신동걸 P5.1-24
신동민 P3.3-19
신동윤 P1.6-09
신동익 O5.1-02
신동하 P4.4-02
신동현 P6.3-15
신동환 O6.4-03
신동훈 O4.3-02
신새미 P2.2-06
신성우 O5.9-04
신영록 P1.4-06
신용덕 P4.2-16
신우석 P6.1-17
신준철 O6.5-06
신지은 P1.4-09
신창욱 P3.2-16
신현광 O4.1-05
심경민 P4.1-17
심민찬 P5.1-03
심정민 P3.3-05
아사드아바스

P4.4-03
안미진 P5.1-20
안선일 P3.4-13
안성욱 P4.5-11
안소영 O3.2-06
안윤선 O1.2-06
안정은 P4.2-22
안주원 P6.1-25
안준영 P1.6-12
안진우 P4.1-13
안청진 P2.2-11
안평길 O1.1-03
안혁주 P3.2-01
안희성 P1.3-07
양단아 P1.3-10
양보미 P6.2-10
양승원 P3.2-04
양지연 O5.6-03
양한울 P4.5-01
양현식 P4.1-24
양희덕 P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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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P2.5-04
엄인영 P5.1-08
엄정호 O4.1-03
엄준용 P2.5-03
엄준호 O2.1-02
연한별 O3.4-06
염상길 O6.3-01
오동석 P3.2-12
오병화 O5.5-03
오상학 P1.3-02
오수연 P2.4-16
오연택 P3.2-22
오용환 O6.5-01
오재근 P1.3-16
오정한 P6.4-02
오정훈 P6.3-12
오준열 O3.3-06
오준열 P1.4-02
오찬수 O5.2-05
오창만 P4.5-05
오혜윤 P6.1-05
옥  현 P4.6-04
온경운 P3.3-08
원  선 O1.3-01
원동옥 P3.3-06
원동현 P4.1-34
원범식 P5.1-16
원유성 O4.6-01
유다빈 P5.1-23
유상봉 P4.3-13
유성열 P5.1-48
유소엽 P3.1-12
유승요 P2.2-10
유연지 P4.1-09
유영준 P3.4-12
유용필 P6.1-22
유재민 P3.3-02
유재헌 P6.1-09
유진선 O3.5-06
유진승 P3.4-02
유현식 P6.1-38
윤관식 P1.3-21
윤두열 P5.5-07
윤상웅 O4.2-01
윤상원 O3.1-03
윤서현 O6.2-02
윤세진 P5.1-05
윤일로 P2.5-14
윤진경 O3.1-06
윤창호 P6.1-15
윤효석 O6.2-03
이  웅 P3.1-02
이가원 P2.4-05

이건우 O1.3-04
이계천 P4.3-07
이규진 P5.1-17
이규환 P3.4-04
이근형 O3.4-04
이기욱 O4.2-03
이대철 P3.4-09
이도근 O6.1-01
이도엽 P4.5-06
이동언 P4.5-12
이동현 P2.3-12
이동현 P6.1-28
이두호 O5.3-02
이명건 P6.1-10
이명현 P1.6-05
이명환 O5.9-03
이민경 P1.5-10
이민경 P4.5-08
이민재 P6.1-50
이민제 P2.5-09
이민진 P5.1-29
이민호 P3.4-01
이민훈 O2.3-02
이보람 P2.1-02
이상백 P4.2-04
이상우 O5.5-01
이상윤 P5.1-42
이상준 P1.6-13
이상준 P2.3-08
이상준 P4.1-22
이상헌 P2.3-13
이상헌 P5.2-07
이상헌 P6.3-03
이상훈 P3.1-15
이석준 O5.5-05
이성빈 P6.1-24
이성수 O4.7-03
이승민 P2.2-03
이승준 P6.1-02
이승훈 O4.3-01
이신은 P6.2-14
이용빈 O6.1-06
이우건 P6.1-45
이우솔 P1.3-11
이유진 O2.3-04
이윤정 P3.1-01
이윤희 P6.2-04
이은경 O3.1-08
이은별 P5.1-36
이재구 P4.1-33
이재국 P5.5-04
이재면 O5.1-05
이재욱 P6.1-26

이재유 O5.4-04
이재유 O5.8-06
이재현 P4.3-09
이재호 P3.4-16
이재호 P6.3-08
이정연 P5.2-10
이정현 P4.1-16
이종근 P1.3-15
이종보 P1.6-20
이종영 P2.5-11
이준석 P4.1-11
이지민 O6.5-03
이지용 O5.4-05
이지현 P5.2-01
이진우 O1.2-05
이창기 O3.5-01
이창주 P5.1-04
이창형 O5.7-07
이철기 P3.2-17
이충산 O5.8-04
이충연 P3.3-14
이충호 P3.4-18
이태희 P3.1-06
이현식 P4.4-04
이현조 P3.1-17
이현준 O5.8-07
이형수 P3.4-11
이혜민 O5.1-04
이혜선 P6.3-02
이홍란 O4.2-04
이홍섭 O3.3-02
이훈희 P1.2-05
임마누 O5.7-02
임석영 P4.1-23
임지수 P1.6-06
임한규 P6.1-44
임현준 P4.1-26
임형순 P4.2-10
임형준 P6.4-01
임호성 P6.2-11
장두수 O6.5-04
장명환 P4.2-06
장민욱 P1.6-03
장상동 P6.2-07
장예진 P1.4-10
장원앙 P4.5-09
장재희 P4.1-20
장재희 P4.2-08
장종인 O6.4-02
장지현 P6.1-27
장진욱 O6.7-03
장현중 O6.7-01
전성윤 P6.1-36

전소연 P4.3-06
전승호 P1.3-17
전영우 P4.1-25
전영우 P4.1-27
전인호 P5.4-02
전제홍 P6.2-02
전주현 P5.4-04
전창현 P4.5-07
전현구 O5.9-05
정광현 O6.3-06
정기성 P5.1-38
정세미 O2.3-01
정세진 O6.4-01
정소영 P1.5-09
정수아 P3.1-04
정영재 P6.1-39
정영진 P6.1-47
정우혁 O1.3-06
정우환 O3.1-01
정은태 P1.2-04
정인창 O2.3-05
정재용 P6.4-07
정재훈 O1.2-01
정재훈 O3.2-05
정지원 O3.3-03
정지원 P5.1-39
정지인 P3.4-05
정진만 P1.1-04
정태보 O4.1-01
정학선 P4.4-09
정현석 P1.6-02
정현재 P4.1-19
정현희 P6.2-05
정혜진 P3.1-16
정훈영 P5.5-05
조경은 O4.1-04
조남규 P2.3-20
조대웅 P1.6-17
조동옥 P6.3-05
조미란 P6.1-37
조미희 O5.7-01
조민함 P4.2-01
조민희 P3.2-20
조상묵 O4.5-04
조성찬 P3.1-09
조수형 P2.5-10
조승현 O4.6-04
조연정 P2.5-21
조영은 P2.5-06
조완현 P3.3-16
조용식 P5.4-01
조은주 P5.1-14
조은지 P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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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겸 O5.6-05
조찬연 P2.5-20
종대성 P3.3-18
주문정 P1.3-20
주민호 P4.3-12
주현태 P3.4-14
주혜진 P2.5-05
지승은 P3.2-15
진광희 P4.4-08
진다인 P3.3-21
진주형 P6.1-48
차명수 O4.7-04
차수영 O3.1-04
차준범 P3.2-09
차현주 P5.1-12
채영석 P6.2-06
채영재 P5.2-14
채윤주 P4.2-13
천민아 O4.6-02
천은미 P1.3-05
천준석 P4.4-07
최  운 P2.5-07
최경호 P3.2-10
최고운 P5.1-28
최규상 P3.2-21
최기태 O3.1-02
최동연 P5.1-32
최선화 O1.1-02
최성하 O5.9-01
최아람 P1.5-03

최영규 P1.3-12
최예준 O3.4-05
최우식 P5.1-18
최원혁 P2.2-15
최유진 P5.1-07
최주섭 P6.1-12
최지선 P5.1-19
최지수 P3.4-20
최진영 P2.5-01
최찬호 P3.4-17
최찬희 P5.3-08
최태종 P3.3-20
최해일 P5.5-11
최현수 P2.3-07
최형규 O5.1-07
최형탁 P4.1-14
최환석 P1.6-19
최흥주 P1.3-22
최희석 P5.2-03
쿠모윤 P3.4-06
판지탕 P1.4-11
푸칼레엔디가네쉬쿠

마르 O5.5-04
피민규 P6.1-18
하연의 P5.5-14
한  혁 P4.2-17
한  혁 P4.2-19
한규열 P3.2-08
한누리 P5.1-26
한만휘 P3.2-02

한상윤 P5.1-34
한상필 P1.5-12
한세준 O1.3-02
한승호 O3.3-01
한영탁 O5.8-01
한인규 P1.1-07
한재승 P5.1-44
한재용 P1.5-13
한재현 P2.2-14
한철호 P2.3-17
함덕민 P3.1-10
허  정 P3.3-07
허  준 P3.1-18
허  준 P5.5-10
허기홍 O5.9-07
허민오 P2.3-11
허준영 O2.2-04
허준환 P2.5-12
허태호 P6.2-13
현성용 P2.4-17
홍광진 O5.5-02
홍기문 P2.5-08
홍성욱 P5.1-40
홍수화 P1.3-09
홍은주 O6.6-03
홍현표 P6.1-43
홍혜선 O5.4-06
황규현 O1.2-03
황나래 P2.4-06
황보선 P3.3-17

황세영 P6.2-09
황슬아 P4.1-06
황윤호 O2.1-01
황준형 O5.9-08
황철원 P2.2-02
황태규 O3.2-04
Anselme  

Ndikumana
O6.3-05

Anupam Kumar 
Bairagi

O5.6-01
ASHISTALUKDER

P1.4-17
Aymen Abdullah 

Alsaffar
P1.3-08

BANIYA BABUKAJI
P3.3-12

C. M. Wasiq
P2.2-07

Charissa Ann 
Ronao P2.3-14

Chuan Pham
P1.4-15

Dai Hoang Tran
O4.3-05

Dinh-Mao Bui
P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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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 동향 워크샵
☞ 6.24(수) 13:00~18:00 

S1.2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워크샵 
   - 빅데이터 공개와 활용
☞ 6.24(수) 13:00~17:30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40,000원 5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5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7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4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6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80,000원

구분 회원구분
학 술 대 회 + 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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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정보통신소사이어티 기술워크샵
☞ 6.24(수) 16:00~18:00 

S1.4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UI/UX 동향과 전망
☞ 6.24(수) 13:00~18:00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50,000원

구분 회원구분
KC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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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등록 안내

▶ 사전등록 : 1차(Early-bird) :  5월 22일(금) ~ 6월 10일(수) / 2차 : 6월 11일(목) ~ 6월 17일(수)
▶ 현장등록 : 6월 24일(수) ~ 6월 26일(금)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기간 : 6.24(수)~6.26(금)1차(Early Bird)

기간 : 5.22(금)~6.10(수)
2차

기간 : 6.11(목)~6.17(수)

학생회원 100,000원 120,000원 14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00,000원 220,000원 240,000원

비회원(학생) 150,000원 170,000원 190,000원

비회원(일반) 270,000원 290,000원 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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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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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 스마트 헬스: IoT, 웨어러블, ICT 기술과의 융합 
워크샵
☞ 6.24(수) 13:00~20:00

구분 회원구분
KCC+분과

행사 참가시
분과행사만 

참가시

사전
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40,000원 6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80,000원

현장
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8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80,000원 100,000원

 등록방법
   사전등록자 /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현장등록자 /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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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건물 안내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평면도



교통 안내

96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5❚교통 안내

교통 안내

◉ 항공편

▶제주(제주국제공항) → 서울(김포국제공항) / 소요시간 : 1시간 5분

 출발시간 : 6월 26일 (금) 18:00 – 마지막 운항

항공사 출발시간

아시아나항공(OZ) 18:00  18:35  18:45  18:55  19:40  19:50  20:30  21:00  21:05  21:15  21:40
티웨이항공(TW) 18:00  19:10  19:55  20:25  21:20  21:25   
대한항공(KE) 18:05  18:10  19:00  19:20  20:00  20:30  20:50  21:15   
제주항공(7C) 18:20  20:00  20:35  20:50  21:20  21:35   
이스타항공(ZE) 18:20  18:35  20:10  21:10  21:30   
진에어(LJ) 18:40  18:55  20:45  21:05  21:10  21:35   
에어부산(BX) 19:20  19:35  20:20  21:20   

♧일반석 편도 5만 원 ~ 10만 원선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발지
청주(청주
국제공항)

군산(군산
공항)

광주(광주
공항)

무안(무안
국제공항)

원주(원주
공항)

대구(대구
국제공항)

부산/김해
(김해국제
공항)

소요시간 1시간 50분 45분 45분 1시간 10분 1시간 55분

가격
일반석 편도 
5만 원 ~ 
7만 원선

일반석 편도 
5만 원 ~ 
6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6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5만 원선

일반석 편도 
7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8만 원선

일반석 편도 
3만 원 ~ 
7만 원선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 행사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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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Tel. 064-754-2114

 제주국제공항 → 제주대학교
버스 ⇒ 500번, 87번, 37번 (제주대행) - 소요시간 약35분 / 택시 ⇒ 소요시간 약 35분 (약 14,000원)

 제주그랜드호텔 → 제주대학교
버스 ⇒ 502번, 500번, 37번 (제주대행) - 소요시간 약45분 / 택시 ⇒ 소요시간 약 25분 (약 10,000원)

◉ 제주그랜드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80 (연동) Tel. 064-747-5000
제주국제공항 → 제주그랜드호텔
버스 ⇒ 500번, 200번, 70번 - 소요시간 약 20분 / 택시 ⇒ 소요시간 약 15분 (약 5,000원)

*셔틀버스 ⇒ 소요시간 약 10분
제주국제공항 C-10번 대형버스 주차장 승차 → 제주그랜드호텔 하차

※ 셔틀버스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 사전 예약 바랍니다. (예약: 064-747-4900)
※ 셔틀버스 예약 시 출발지역과 도착 일시, 항공편 명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호텔 1층에 위치한 

GRO(내선 262)로 사전 예약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 제주그랜드호텔
  버스 ⇒ 502번, 500번 - 소요시간 약 50분 / 택시 ⇒ 소요시간 약 30분 (약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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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그랜드호텔(https://ora.oraresort.com/kor/GRD/index.php)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80 (연동)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주말요금(금,토)

호텔 STD 400,000원 140,000원 200,000원 

조식뷔페 할인   1인 22,000원(정상가 30,000원) 전일 예약자에 한함.

예약 및 문의

*제주그랜드호텔 예약실 TEL. : 02-2278-2100, FAX. 02-2278-2109
■ 객실 예약방법
- 별도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신 후 
  제주그랜드호텔에 이메일(oraseoul@oraresort.com)로 보내주시면 
  담당 직원이 접수 당일 18시 이후에 예약 확인 사항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예약 담당자: 이가람, 박슬기, 신현진, 김미희
▶ 예약 변경 시에는 즉시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 09:00 ~ 18:00)
▶ 객실 입실은 14시부터이며, 퇴실은 오전`12시까지 입니다.
▶ 변경 및 취소는 입실일 기준 7일전까지 하셔야 가능합니다. 
▶ 상기요금은 1실 1박당 요금으로 제세금 포함요금입니다.

▶ 객실예약은 5월 18일부터 접수가능하십니다.

▶ 행사전일 사용시 한해 동일요금 적용(평일기준)

▶ 예약서 : 다운로드

* 세금, 봉사료 포함 가격임

◎ 서브 숙박지  
  ▶ 신라 스테이 제주(http://www.shillastay.com/jeju/index.do)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00

객실타입 정상가 학회요금 주말요금(금,토)

호텔

STD 330,000원 126,500원 176,000원 

DXD 374,000원 148,500원 198,000원

조식뷔페 할인   1인 22,000원 전일 예약자에 한함.

예약 및 문의

* 예약신청 (업무시간 09:00 ~ 18:00)

  e-mail : jeju@shillastay.com, TEL : 02-2230-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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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및 취소는 입실일 기준 7일전까지 하셔야 가능합니다.

▶ 2015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항공권 및 숙박 예약관련 여행사 : 보람21C 여행사
▶ 호텔예약 : 인터파크투어, 호텔엔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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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한라산

우리나라 3대 영산(靈山)중의 하나인 한라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
며, 해발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다. 또 다양한 식생 분포를 이뤄 학술적 가치
가 매우 높고 동식물의 보고(寶庫)로서,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고, 2002년 12월에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만5천 년 전까지 화산분화 활동을 하였으며, 한라산 주변에는 360
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되어 있어 특이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우도해양도립공원

제주도 동쪽 끝,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약 3.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섬 속의 섬 
우도는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누워 있거나 머리를 내민 모양과 같다고 해서 그런 이
름이 붙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우도봉(132m)에 오르면 발 아래로 섬 전체의 풍광이 내려다 보
이고, 눈앞에 성산 일출봉을 포함한 제주본도의 모습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 우도 8경 
1) 주간명월 - 오전에 남쪽 광대코지 암벽 해식동굴 천장에 달의 형체가 보이는 형상 
2) 야항어범 - 밤 고깃배 풍경 
3) 천진관산 - 천진리에서 한라산 바라보기
4) 지두청사 - 우도봉에서 바라본 섬의 전경
5) 전포망도 - 우도 앞바다에서 바라본 섬의 전경
6) 후해석벽 - 배를 타고 우도봉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 바위절벽 경관
7) 동안경굴 - 썰물이 되어야 입구를 찾을 수 있는 검멀레 해안에 있는 이중동굴
8) 서빈백사 - 우도 서쪽 하얀 모래사장. 동양 유일의 산호해변

- 여객료(편도) : 성인 2,000원 / 도립공원 입장료 : 성인 1,000원
- 터미널 이용료 : 성인 500원 

천지연폭포

기암절벽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천지연폭포.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높이 22m, 폭 12m에 이르는 폭포가 절벽 아래로 웅장한 소리
를 내며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며,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163호 담팔수
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희귀식물인 송엽란, 구실잣밤나무, 산유자나무, 동백나무 등
의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천연기
념물 제27호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입장료 별도 : 2,000원

거문오름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은 돌과 흙이 유난히 검은색으로 
음산한 기운을 띠는 데에서 유래되었고, 어원적으로는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을 가
지고 있다. 
2009년 환경부 선정 생태관광 20선, 2010년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뽑힌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이다.

쇠소깍

쇠소깍은 원래는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쇠둔이라는 지명이었는데, 효돈천을 
흐르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어 ‘쇠소깍’이라고 붙여졌다. 
쇠는 소, 소는 웅덩이, 깍은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쇠소는 용암이 흘러내리면
서 굳어져 형성된 계곡 같은 골짜기로 이름 만큼이나 재미나고 독특한 지형을 만
들고 있다. 쇠소깍은 서귀포칠십리에 숨은 비경 중 하나로 깊은 수심과 용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과 소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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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섭지코지는 봄철이면 노란 유채꽃과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풍
경이 일품이다. 들머리의 신양해변백사장, 끝머리 언덕 위 평원에 드리워진 유채
밭, 여유롭게 풀을 뜯는 제주조랑말들, 그리고 바위로 둘러친 해안절벽과 우뚝 치
솟은 전설어린 선바위 등은 전형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제주
의 다른 해안과는 달리 '송이'라는 붉은 화산재로 되어 있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기암괴석들을 볼 수 있다.

주상절리(지삿개바위)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검붉은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중문관광
단지 동부지역 해안가의 주상절리대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43호(2004. 12. 27)로 지정되어 있다. 파도가 
심하게 일 때는 높이 20미터 이상 용솟음치는 장관을 연출한다. 지질학적으로는 
주상절리지만 이곳의 옛이름인 ‘지삿개'를 살려 ‘지삿개바위'로 부른다.

- 입장료 별도 : 2,000원

용머리해안

용머리해안은 수천만 년 동안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사암층 중 하나로서, 지형지
세가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바다로 뛰어 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 하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머리 해안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네델란드간의 우호 증진과 
하멜의 공덕의 증표로 1980년 4월 1일 한국국제문화협회와 주한 네델란드 대사관
에 의하여 세워진 하멜표류기념비를 볼 수 있다.

-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입장료 별도 : 1,000원 / 용머리해안 입장료 : 2,000원
- 산방산, 용머리해안 통합관람 : 2,500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
성되었다. 화산활동을 통해 생성된 제주, 용암동굴,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용암동
굴, 미래 자연유산 등 제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제주도 탄생과 한라산 생성역사 
보여주는 리프트영상,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모형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 입장료 별도 : 3,000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인 일생의 통과의례를 비롯해서 의․식․주와 생산 산업의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하는 한편 제주의 형성과정, 지질암석, 해양식물, 동물, 식물의 자료들을 생태
학적으로 전시하여 제주의 자연과 인문문화를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사 
전시실은 화산암, 화석, 해양생물, 식물, 곤충, 조류로 나누어져 전시되어 있고, 약 
2571여점의 제주 자연관련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어, 제주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민속 전시실은 제주 변천사와 제주인의 일생을 보여준다.

- 입장료 별도 : 1,100원

오설록티뮤지엄

제주도는 유배시절의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차를 가꾸고 초의선사 등 많은 다인들
과 차 생활을 하신 유서 깊은 차 유적지로, 좋은 차가 생산되기에 최적의 기후적,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잔 갤러리에서는 기원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
는 우리의 소중한 정신 문화인 다기와 각종 다구가 전시되어 있다. 차 문화실에서
는 차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다기 명장들의 작품, 세계 각국의 찻잔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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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돔/한치 물회 제주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작은 생선인 자리돔으로 만든 자리물회는 제주 향토음
식 중 첫손에 꼽힌다. 자리돔 물회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냉국으로, 회를 떠
서 무친 다음 물을 부어 먹는다 해서 '물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물을 넣지 않고 
양념만을 하면 자리강회가 된다. 자리돔의 비늘을 제거한 후 토막 내 뼈째 먹는다. 
고추장 대신 된장을 풀어 맛이 구수하고 제피(초피)나무 잎을 넣어 향이 독특하다. 
6월 – 8월까지 제철인 한치 물회도 양대 산맥으로 인기 있다.

∘ 어진이네횟집: 서귀포시 보목포로 55  (☎ 064-732-7442)
∘ 도라지식당: 제주시 연삼로 128  (☎ 064-722-3142)

맛집 안내

▣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인근 맛집

① 한식 : 학교종이땡땡땡 (064-702-4532 / 제주시 산천단동1길 20 (제주대학교 후문) / 돼지두루치기 1인분 5,000원)
② 한식 : 콘킹부대찌개 (064-757-3379 / 제주시 제주대학로7길 5-2 (제주대학교 정문) / 부대찌개 1인분 7,000원)
③ 한식 : 상아탑식당(064-702-0155 / 제주시 산천단동3길 16 (제주대학교 후문) / 갈비찜 6,000원)
④ 한식 : 김명자굴국밥 (064-722-3100 / 제주시 중앙로 601 / 굴국밥 7,000원)
⑤ 한식 : 상춘재 (064-725-1557 / 제주시 중앙로 598 / 멍게비빔밥 + 추어탕 10,000원)
⑥ 한식 : 잉꼬가든 (064-702-3951 / 제주시 중앙로 596 / 소내장탕 7,000원, 몸국 6,500원)
⑦ 중식 : 다래향 (064-702-7004 / 제주시 제주대학로7길 9 (제주대학교 정문) / 차돌짬뽕 7,000원)
⑧ 삼계탕 : 원삼계탕 (064-702-0111 / 제주시 중앙로 616 / 전복삼계탕 14,000원)

▣ 제주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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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국 갈치와 호박 또는 얼갈이배추를 넣어 끓여내어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내는 것
이 특징. 예로부터 갈치국에는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신선한 갈치를 토막으로 썰
어 넣은 후 호박과 배추,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만 한다. 여기에 풋고추를 썰어 넣
어 시원하면서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구살’이라고 부르는 성게와 미역을 넣고 끓인 성게국도 별미로 인기있다.

∘ 해궁미락: 서귀포시 칠십리로 115  (☎ 064-732-5577)
∘ 제주마당: 제주시 제주시 원노형3길 15  (☎ 064-749-5501)
∘ 어장군: 제주시 신대로8길 18  (☎ 064-744-2258)

   옥돔구이 청정해역인 제주 근해에서 잡히는 고급 생선인 옥돔은 비린내가 없고 맛이 담백해 
조선시대부터 왕실 진상품으로 유명했다.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 인,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다. 구이뿐 아니라 제주에서는 싱싱한 옥돔과 함께 미역이나 
호박을 넣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 어머니와 고등어: 제주시 서해안로 372  (☎ 064-744-2882)
∘ 동도원: 제주시 삼무로1길 5  (☎ 064-747-9996)
∘ 섬사랑: 서귀포시 남성중로 2-3  (☎ 064-784-8382)

   고기국수 제주 하면 고기국수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다. 돼지를 잡은 
후 남은 뼈와 살코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큰 솥에 남은 재료를 모두 넣고 푹 고아낸 
뒤 면을 삶아 곁들여 먹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전해진다. 
진하게 우려낸 고기 국물에 삶은 국수를 넣고 그 위에 얇게 썬 돼지고기 수육, 잘
게 썬 파와 채 썬 당근 등을 얹어 낸다. 양념이 강하지 않고 향신료를 섞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 올래국수: 제주시 제원길 17  (☎ 064-742-7355)
∘ 자매국수: 제주시 삼성로 67  (☎ 064-727-1112)

   흑돼지
제주 여행객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흑돼지. 공항에서 10분 거리
인 "흑돼지거리”는 30년 전통의 제주제어 사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흑돼지 
특화거리이며, 제주의 대표적 맛집들이 있다. 흑돼지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쫄깃
하고 영양도 많다. 특히 흑돼지를 구워 꽃멸치 젓갈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담백하
고 고소하여 씹을수록 구미가 당긴다.

∘ 돈사돈: 제주시 광평동로 15  (☎ 064-746-8989)/ 중문점: 서귀포시 천제연로 264-1  (☎ 064-739-9592)
∘ 돔베돈: 제주시 관덕로15길 25  (☎ 064-753-0008)/ 공항점: 제주시 연삼로 316 일성빌  (☎ 064-755-0006)

   해장국 오직 해장국 한 메뉴로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비는 맛집이 있다. 육수가 떨어지면 
장사 끝, 오후 3시 이후에는 영업도 하지 않는다. 고추로 맛을 내고, 배추를 넣고 
끓여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소고기선지 해장국이지만 선지를 싫어한다
면 빼서 주문할 수 있고, 밑반찬으로 나오는 물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취향대로 먹
을 수 있다.

∘ 미풍식당(본점): 제주시 중앙로14길 13 (☎ 064-758-7522) / 미풍해장국: 제주시 연신로 89  (☎ 064-726-1245)

   생선회 제주도에서는 신선하고 쫄깃한 자연산 회를 즐길 수 있다. 자연산 활어 회뿐만 아
니라 신선한 해산물과 다채로운 밑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진다. 제주도에서는 맛
있는 제철 생선을 먹을 수 있고, 더 높은 신선도의 생선을 더 낮은 가격대에 맛볼 
수 있다. 감칠맛 나는 소스로 새콤달콤하게 무쳐진 회국수, 신선한 해물 고유한 맛
을 살린 해물탕도 인기가 많다. 

∘ 쌍둥이횟집: 서귀포시 중정로62번길 14  (☎ 064-762-0478)
∘ 동문 올레수산: 제주시 관덕로14길 10  (☎ 064-752-5657)
∘ 동복리 해녀촌: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39-3  (☎ 064-783-5438)
∘ 삼성혈해물탕: 제주시 선덕로5길 20  (☎ 064-7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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