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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과학회에서는 컴퓨터-인터넷-소 트웨어-컨텐츠 기술 문가의 역량을 결

집할 목 으로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를 비하고 여러분을 합니다.

이번 학술 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계의 문가들이 모여서 련 산업의 

발  추세를 검하며, 분야의 발 을 도모하는 장으로 비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의 발표는 물론 신기술 튜토리얼, 산업계 신기술 발표, 외국 선진기업 청 세

미나 시리즈, 통령정보과학기술 보좌 을 통하여 들어보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소설가이자 게임 시나리오 작가인 이인화 교수의 강연을 비롯하여, 
연구회 별로 독자 인 워크 을 진행합니다. 이에 곁드려 공개소 트웨어 성공사

례 발표, CS Education Forum, 컴퓨터 련학과장 모임 등도 비됩니다.

특히 2005년을 소 트웨어산업 증흥의 원년이라고 선포한 정보통신부 장 을 모

시고 바람직한 소 트웨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한 좋은 자

연환경에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비했습니다.

가족도 동반하여 컴퓨터-정보인의 축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05(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 2005)
◈     회    장   김 진 형 (한국과학기술원)
◈ 조 직 원 장  최 양 희 (서 울 학 교)
◈ 로그램 원장  박 승 규 (아 주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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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조   직

대  회  장
김진형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조직위원회
■  원 장 최양희 교수(서울 학교)
■ 부 원장

김  명 교수(이화여 )
오용철 교수(산기 )

석정  교수(연세 )
차 환 교수(상지 )

신상철 단장(NCA)
홍의경 교수(서울시립 )

■ 조직 원 고 만 교수(상지 )
성순용 교수(부산외 )
이정아 교수(조선 )
황일선 실장(KISTI)

김  원 단장(NIDA)
이강수 교수(한남 )
하상용 장(NCA)

김진수 교수(건국 )
이규웅 교수(상지 )
황병연 교수(가톨릭 )

프로그램위원회
■  원 장 박승규 교수(아주 학교)
■ 부 원장

권 철 교수(부산 )
최창열 교수(강원 )

이동만 교수(ICU) 채기  교수(이화여 )

■ 로그램 원 김갑수 교수(서울교 )
김지인 교수(건국 )
민상렬 교수(서울 )
이승구 교수(포항공 )
정문렬 교수(서강 )

김명호 교수(KAIST)
노 남 교수( 남 )
이근배 교수(포항공 )
장래  교수(서울 )
최 민 교수(한양 )

김문회 교수(건국 )
도경구 교수(한양 )
이도헌 교수(KAIST)
장병탁 교수(서울 )

■ 심사 원 강 국 교수(고려 )
강희  교수(한성 ) 
고석주 교수(경북 )
권기  교수(경기 ) 
김덕  교수(성공회 ) 
김동균 교수(경북 )
김민수 교수(목포 )
김 태 교수(동국 )
김화성 교수( 운 )
김효곤 교수(고려 )
박상  교수(연세 )
박수용 교수(서강 )

서 주 교수(포항공 )
심 섭 교수(성신여 )
안상  교수(서울시립 )
양정진 교수(가톨릭 )
염익  교수(KAIST)
원용  교수( 남 )
이도헌 교수(KAIST)
이말례 교수( 북 )
이미정 교수(이화여 )
이병정 교수(서울시립 )
이원  교수(고려 )
이재훈 교수(동국 )

이  교수( 운 )
이형효 교수(원 )
인  호 교수(고려 )
장 민 교수(국민 )
정 수 교수( 운 )
정기철 교수(숭실 )
정성호 교수(한국외 )
조인휘 교수(한양 )
최병주 교수(이화여 )
최승진 교수(포항공 )
최황규 교수(강원 )
하진  교수(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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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논문발표

튜토리얼(Tutorial) Oral Poster

장소

호텔 스키하우스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몬

드

I

다이아몬

드

II

에머랄드
루비

I

루비

II
토파즈 I 토파즈 II

토파즈

III
스피넬 I

스피넬

II

실내

체육관

12:00

12:15

12:30

12:45

13:00

O1.1  

데이타

베이스

I

O1.2 

데이타

베이스

II

O1.3

전산교육

O1.4  

언어공학 

I

O1.5  

정보통신 

I

O1.6 

정보통신 

II

O1.7  

정보

통신  

III

O1.8  

정보

통신

IV 

O1.9 

컴퓨터이

론

O1.10

바이오

정보

기술

O1.11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I

O1.12 

컴퓨터

그래

픽스

W1

차세대

e-busi

ness

ITRC

기술

활동

발표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P1 

(166편)

14:45 커뮤니티

컴퓨팅연

구회 창

립준비모

임

15:00

15:15

15:30

T1.1

튜토리얼 

I

T1.2

튜토리얼 II(무료)

T1.3

튜토리얼 III(무료)

15:45

16:00

O2.1

정보

통신

V

O2.2

정보

통신

VI

O2.3

정보

통신

VII

O2.4

정보

보호

I

O2.5

컴퓨터

시스템

I

O2.6

컴퓨터비

젼및패턴

인식

I

O2.7

언어

공학

II

16:15

16:30

16:45

17:00

17:15

17:30

17:45

18:00

18:15

18:30

KCC2005 프로그램일람표

 2005. 7. 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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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SIG행사 논문발표

튜토리얼 및 산업체 세션 등 Oral Poster

장소

호텔 스키하우스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

몬드

I

다이아

몬드

II

에머

랄드
루비

토파즈

I

토파즈

II

토파즈

III

스피넬

I

스피넬

II

실내

체육관

9:00

T2

튜토리얼 

IV

W2.1

공개소프

트웨어 

활성화 

워크샵

W2.2

U-Korea

를 이끌

어 가는 

벤쳐기업

들의 기

술과 비

전

O3.1  

데이타

베이스

III

O3.2

데이타

베이스 

IV

S1.1

CG&

HCI

공동

워크숍

S1.2

전산

교육

하계

워크샵

O3.3

정보

통신

VIII

O3.4

정보

통신

IX

O3.5

컴퓨터

시스템

II

　

O3.6

프로

그래밍

언어 S1.3

ILVB-200

5 I

9:15
9:30
9:45
10:00
10:15
10:30
10:45
11:00

프로그래

밍언어연

구회 총회

11:15
11:30
11:45
12:00

P2 

(174편)

12:15
12:30
12:45
13:00
13:15
13:30

W3.1

커뮤니티

컴퓨팅 

　 　

W3.2

Microsoft Invisible 

Computing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16:00

개회식
16:15
16:30 W4

초청강연  

- 이인화 교수(소설

가, 이화여대) 

16:45
17:00

17:15

17:30 W5

기조연설  

- 박기영 대통령정

보과학기술 보좌관

17:45
18:00

18:15

18:30

연회(Banquet)

Speech - 김창곤

원장(한국전산원)

18:45
19:00
19:15
19:30
19:45
20:00

KCC2005 프로그램일람표

 2005. 7. 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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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SIG행사 논문발표

Oral

장소

호텔 스키하우스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

몬드 I

다이아

몬드 II
에머랄드 루비 토파즈 스피넬 I 스피넬 II

9:00

W6

제8회

CSEdu

Workshop

S2.1

데이타

베이스

하계

워크샵

S2.2

컴퓨터

시스템

2005

하계

워크샵

O4.1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II

O4.2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S2.3

프로그래

밍언어연

구회

여름학교

O4.3

정보보호 

II

S2.4

SWCC 2005

O4.4

소프트

웨어 공학

I

O4.5

인공지능

I

9:15

9:30

9:45

10:00

10:15

10:30

10:45

11:00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S3

ILVB-2005 II

O5.1

정보보호

III

O5.2

소프트

웨어 공학 

II

O5.3

인공지능

II

13:15

13:30

W7

전국 

컴퓨터

관련학과 

협의회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O6.1

컴퓨터

시스템 

IV

O6.2

병렬처리

시스템

O6.3

소프트

웨어공학 

III

O6.4

인공지능

III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W8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

17:15

17:30

17:45

18:00

18:15

18:30

18:45

19:00

19:15

19:30

19:45

20:00

KCC2005 프로그램일람표

 2005. 7. 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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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16:00 - 16:30, 호텔 2층 다이아몬드 룸

◆ 사회 : 김민구 총무부회장

 국민의례

 개회사 - 김 진 형  회장

 축  사 - Yuichiro Anzai 회장(일본정보처리학회) 

 환영사 - 김성훈 총장(상지대학교) 

 시상식

* 수상자 명단은 본 책자 66쪽 참조

- 2005년도 공로포상

- 2005년도 학술상

- 24회 한국정보과학회 마이크로소프트 학생논문경진대회 수상자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18:30 ~

  ◆ 장소 : 호텔 2층 볼룸

  ◆ Banquet Speech : 김창곤 원장(한국전산원)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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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일정표

공 통 행 사

 일시 : 2005년 7월 6일(수) ~ 8일(금)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스키하우스

 프로그램 :

◆ 7월 6일(수)
시간 장소

13:00-18:00

스키하우스 2층 스피넬 II

W1 차세대 e-business ITRC 기술 활동 발표

1. 비즈니스 컨텐츠 - 이상구 교수(서울대), 심준호 교수(숙명여대),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 

2. 비즈니스 메타정보 통합 - 이규철 교수(충남대), 이석호 교수(서울대) 

3. 시맨틱 웹 - 김형주 교수(서울대), 정진완 교수(KAIST) 

4. 기업통합 정보시스템 개발- 김명호 교수(KAIST), 이윤준 교수(KAIST), 손진현 교수(한양대) 

5. 데이터마이닝과 eCRM - 심규석 교수(서울대), 허순영 교수(KAIST) 

6. 모바일 컴퓨팅 - 김영국 교수(충남대), 안중호 교수(서울대) 

7. 가상기업을 위한 e - 비즈니스 시스템 - 박경혜 교수(충남대)

◆ 7월 7일(목)
시간 장소

9:00-12:00

호텔 2층 볼룸 II 호텔 2층 볼룸 III

W2.1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워크샵

W2.2

U-Korea를 이끌어 가는 벤쳐기업의 기술과 비전

1. 국내외 공개SW 성공 사례

   - 남일규 팀장(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Embedded SW산업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솔루션맵을 중심으로)

   - 김정국 교수(한국외대)

3. 공개 SW Linux Spec Booyo

   - 공성필 책임(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Linux for the Real World

   - 김우진 팀장(한국HP)

5. EnCluster2 - 권대석 사장((주)Clunix)

1. 가온아이 -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온아이의 도전과 비전(최원석 이사)

2. 미디어랜드 - IT운영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

안(이창우 부장)

3. 마크애니-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콘텐츠 서비

스 플랫폼(유세근 이사)

4. 디지토미 - 전자책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정

보전달 방법(장재언 부사장)

5. 아이크로스테크놀로지-홈 네트워크 시장 현황 

및 서비스 소개 (이현규 사장)

13:30-15:30

호텔 2층 볼룸 I 호텔 2층 다이아몬드

W3.1 커뮤니티 컴퓨팅 W3.2 Microsoft Invisible Computing

1. 영상물 상영

2. 전시회

1.“XML Web Services for Invisible Computing”

  - Johannes Helander (Researcher at MSR.)

2. MSRA Research Relevant to Ubiquitous 

computing

 - Neema Moraveji & Shuo Wang(M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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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호텔 2층 다이아몬드

W4 초청강연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 텔링

이인화 소설가/교수(이화여대)

사회 : 최정주 교수(아주대)

17:30-18:30

호텔 2층 다이아몬드

W5 기조연설 

참여정부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박기영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사회 : 채기준 교수(이화여대)

18:30-20:30

호텔 2층 볼룸

Banquet 

[Speech]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

김창곤 한국전산원장

◆ 7월 8일( )
시간 장소

09:00-12:30

호텔 2층 볼룸 I

W6 제8회 CSEdu Workshop - IT 교과과정 특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

  1. 사례발표 : 트랙별 실시 대학의 성과와 과제 - 강문설 교수(광주대), 한선영 교수(건국대), 

이광의 교수(동의대), 오덕신 교수(삼육대), 손성훈 교수(상명대)

  2. 초청 발표 : 우리나라 초중등 컴퓨터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재혁 교수(신라대)

  정보통신부 IT인력양성 사업의 지원방향 - 장준호 단장(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패널토의 : SCM 전공트랙의 발전 방향 - 강문설 교수(광주대), 한선영 교수(건국대), 이광

의 교수(동의대), 오덕신 교수(삼육대), 손성훈 교수(상명대), 문봉희 교수(숙명여대), 한정

수(천언대), 박수희 교수(동덕여대)

13:30-15:30

호텔 2층 볼룸 I

W7 전국 컴퓨터관련학과 협의회

  1. 소프트웨어의 미래 - 고현진 원장(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IBM이 보는 혁신의 미래 - 이휘성 사장(한국IBM) 

  3. 대학교육평가(컴퓨터공학) - 강병운 실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4. 협의회 창립 회의

17:00-19:30

호텔 2층 볼룸 I+II

W8 정보통신부 장관초청 간담회

  1. 주제발표 - 고 건 교수(서울대), 권혁철 교수(부산대)

  2. 주제토론 - 김정국 교수(한국외대), 임기욱 교수(선문대),

                문수복 교수(KAIST), 진성일 교수(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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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상세 프로그램

W1 차세대 e-business ITRC 기술 활동 발표

일시 및 장소 7월 6일(수) 13:00 - 18:00, 스키하우스 2층 스피넬 II

발표

시간 장소

13:30 - 14:00 접수 및 등록

14:00 - 14:25 센터장 인사말 및 전체연구방향

세션 Ⅰ

(14:25 - 15:15)

비즈니스 컨텐츠 

  - 이상구 교수(서울대), 심준호 교수(숙명여대),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 

비즈니스 메타정보 통합

 - 이규철 교수(충남대), 이석호 교수(서울대)

15:15 - 15:35 Coffee break

세션 Ⅱ

(15:35 - 16:25)

시맨틱 웹

  - 김형주 교수(서울대), 정진완 교수(KAIST)

기업통합 정보시스템 개발 

  - 김명호 교수(KAIST), 이윤준 교수(KAIST), 손진현 교수(한양대)

16:25 - 16:45 Coffee break

세션 Ⅲ

(16:45 - 18:00)

데이터마이닝과 eCRM

  - 심규석 교수(서울대), 허순영 교수(KAIST)

모바일 컴퓨팅 

  - 김영국 교수(충남대), 안중호 교수(서울대)

가상기업을 위한 e-비즈니스 시스템 

  - 박경혜 교수(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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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1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워크샵

일시 및 장소 7월 7일(목) 9:30 - 12:00, 호텔 2층 볼룸 II

강연

9:30 - 9:50 1. 국내외 공개SW 성공 사례
남일규 팀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9:50 - 10:20

2. Embedded SW산업 현황 분

석 및 활성화 방안

   (솔루션맵을 중심으로)

김정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10:20 - 10:50 3. 공개 SW Linux Spec Booyo
공성필 책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50 - 11:20 4. Linux for the Real World 김우진 팀장(한국HP)

11:10 - 11:40 5. EnCluster2 권대석 사장(클루닉스)

강연내용

국내외 공개SW 성공 사례

전 세계 IT의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

으며 활성화되고 공개SW의 성공적인 적용사례를 살펴본다.

Embedded SW산업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솔루션맵을 중심으로)

국제 Embedded S/W 국내 산업현황과, OSS를 포함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개 SW Linux Spec Booyo

국제 산업 표준을 근간으로 하여 최적의 성능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컴

퓨팅 환경을 만들어 주며 개발된 커널 핵심 기반 기술을 적용한 공개SW Linux 

Spec Booyo에 대해 들어본다.

Linux for the Real World

대형 벤더로서 리눅스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P의 리눅스 비즈

니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본다.

EnCluster2

리눅스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성공기업, (주)클루닉스의 성공신화에 대하여 

권대석사장이 직접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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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2 벤처세션 U-Korea를 이끌어 가는 벤쳐기업의 기술과 비전

일시 및 장소 7월 7일(목) 9:30-12:00, 호텔 2층 볼룸 III

사회 이동만 교수(ICU)

발표

1. 가온아이 -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온아이의 도전과 비전(최원석 이

사)

2. 마크애니-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유세근 이사)

3. 디지토미 - 전자책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정보전달 방법(장재언 부사장)

4. 미디어랜드 - IT운영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창우 부장)

5. 아이크로스테크놀로지 - 홈네트워크 시장 현황 및 서비스 소개(이현규 사장) 

W3.1 특별세션 커뮤니티 컴퓨팅

일시 및 장소 7월 7일(목) 13:30-15:30, 호텔 2층 볼룸 I　

발표
1. 영상물 상영  

2. 전시회

W3.2 특별세션 Microsoft Invisible Computing

일시 및 장소 7월 7일(목) 13:30-15:30, 호텔 2층 다이아몬드 룸

발표

1. XML Web Services for Invisible Computing

- Johannes Helander(Researcher at MSR)

2. MSRA Research Relevant to Ubiquitous Computing

- Neema Moraveji & Shuo Wang(MRSA)

W4 초청강연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 텔링

일시 및 장소 7월 7일(목) 16:30-17:30, 호텔 2층 다이아몬드 룸

발표 이인화 소설가/교수(이화여대)

사회 최정주 교수(아주대)

W5 기조연설 참여정부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일시 및 장소 7월 7일(목) 17:30-18:30, 호텔 2층 다이아몬드 룸

발표 박기영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사회 채기준 교수(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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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
제8회 CSEdu 워크샵 

- IT 교과과정 특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

일시 및 장소 7월 8일(금) 9:00-12:30, 호텔 2층 볼룸 I

시간 행사내용

8:30 ~ 9:00 등록

9:00 ~ 9:10
개회사 - 김진형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사회 : 임순범 교수(숙명여자대학교)

9:10 ~ 10:50

사례발표 : 트랙별 실시 대학의 성과와 과제

  좌장 : 이강우 교수(동국대학교)

   - SD 트랙 : 광주대학교 강문설 교수

   - SI 트랙 : 건국대학교 한선영 교수

   - MM 트랙 : 동의대학교 이광의 교수

   - BI 트랙 : 삼육대학교 오덕신 교수

   - EM 트랙 : 상명대학교 손성훈교수

10:50 ~ 11:00 휴식(Coffee Break)

11:00 ~ 11:40

초청발표 : 

  사회 : 김태희 교수(영산대학교)

   "우리나라 초중등 컴퓨터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라대학교 최재혁 교수 (컴퓨터교육학회) 

   "정보통신부 IT인력양성 사업의 지원방향"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장준호 단장 

11:40 ~ 11:50 휴식(Coffee Break)

11:50 ~ 12:30

패널토의 : SCM 전공트랙의 발전 방향

  사회 : 김성조 교수(중앙대학교)

   - 트랙별 사례발표자 : 강문설, 한선영, 이광의, 오덕신, 손성훈 교수

   - SD 트랙 : 숙명여자대학교 문봉희 교수 

   - SI 트랙 : 천안대학교 한정수 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박수희 교수 

W7 전국 컴퓨터관련학과 협의회

일시 및 장소 7월 8일(금) 13:30-15:30, 호텔 2층 볼룸 I

사회  최양희 교수(서울대)

발표

13:30-14:00 소프트웨어의 미래 - 고현진 원장(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4:00-14:30 IBM이 보는 혁신의 미래 - 이휘성 사장(한국IBM) 

14:30-15:00 대학교육평가(컴퓨터공학) - 강병운 실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0-15:30 협의회 창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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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 정보통신부 장관초청 간담회

일시 및 장소 7월 8일(금) 17:00-19:30, 호텔 2층 볼룸

사회  임기욱 교수(선문대)

발표

17:00 - 17:10 학회 및 참석인사 소개 김진형 회장

17:10 - 17:20 인사 말씀 진대제 장관

17:20 - 18:00
「소프트웨어분야의 발전전략」관련

 주제 발표

고  건 교수(서울대)

권혁철 교수(부산대)

18:00 - 19:20  주제 토론

임기욱 교수(선문대)

김정국 교수(한국외대)

문수복 교수(KAIST)

진성일 교수(충남대)

19:20 - 19:30 토론 총평 및 맺음말 진대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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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T1.1 2005년 7월 6일(수) 15:30 - 18:30 
 시스템 바이오정보학 - 바이오회로 역공학 

강  사
이도헌 교수(한국과학기술원) dhlee@biosoft.kaist.ac.kr  
조광현 교수(서울대학교) ckh-sb@snu.ac.kr

장  소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볼룸 I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은 대사회로, 조절회

로, 신호전달회로, 신경회로와 같은 바이오회로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추론하고, 회로의 정적, 동적 

특성을 시스템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신기술 융합학문분야이다. 이러한 시스템생물학은 고가의 의약품 

원료 추출, 환경공학 등을 위한 미생물 세포의 개발, 의료 및 기능증강을 목적으로 한 두뇌-컴퓨터 상호

작용(Brain-Computer Interface)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시스템의 동력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시스템생물학을 위한 정보처리기술인 시스템 바이오정보학을 소개하고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형식언어(formal language), 시스템이론(system theory)과 같은 전산학의 

핵심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현재의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서 논의한다.

T1.2 (무료) 2005년 7월 6일(수) 15:30 - 18:30 
 게임 프로그래밍 어떻게 할까?(기초부터 중급까지)

강  사 김경식 교수(호서대학교) kskim@office.hoseo.ac.kr
장  소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볼룸 II+III 

본 게임 프로그래밍은 PC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되는 게임의 프로그래밍에 대해 소개한다. C++언어를 

선수로 하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필요하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되는 게임 프로그램은 윈도

우즈 프로그래밍에서 빠른 그래픽 처리와 인터페이스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인 DirectX를 

이용한다.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입력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DirectX의 버전은 9.x 이며 거의 2년마다 다음 버전이 나오고 있으나 늘 옛 버전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

원하고 있어 과거의 게임 프로그램들이 실행 변경되는데 문제는 없다. 첫시간에는 윈도우즈 게임 프로그

래밍에 대해 시작하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이벤트 처리에서게임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

제를 통해 설명한다. 
2교시에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DirectX를 사용하여 게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DirectDraw를 이용하여 2D 게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예제 게임 소스를 통해 살펴본다. 3교시에는 

DirectX의 최근버전에서 사용하는 Direct3D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3D의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게 되며 2D 게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예제 게임 소스를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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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T1.3 (무료) 2005년 7월 6일(수) 15:30 - 18:30
 C#과 .NET 컴포넌트 프로그래밍 

강  사 김태진 교수(삼성SDS 멀티캠퍼스) jangrong@unitel.co.kr  
장  소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다이아몬드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309호

C#은 C, C++, Java에 이어 나온 가장 진화된 개체지향 언어로서 C++의 강력함과 Java의 간결성을 함

께 갖추고 있다. C#은 .NET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Component, Network, Database, Windows, Web, 
Enterprise, Mobile 등의 분야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컴포넌트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컴포넌트(Component)란 언어간 호환되면서 개체지향 방식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부품을 말한다. 라이

브러리를 컴포넌트로 개발해두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부품을 조립하듯이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비

용을 덜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COM이나 CORBA와 같은 컴포넌트 모형이 사

용되었는데 이들은 구현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웠다. 2002년에 이르러 Microsoft에 의해 

.NET 컴포넌트 모형이 제안되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컴포넌트 프로그래밍을 배워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본 강좌에서는 C#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향후 C#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NET 컴포넌트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간결하고 매력적인가를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분산 컴포넌트 모형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XML 웹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를 개발함에 있어 .NET 기술(C#, .NET 프레임워크, Visual Studio .NET)이 제공해주는 편

리함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T2 2005년 7월 7일(목) 9:00 - 12:00
 RFID기술 및 서비스를 승계한 실용적인 USN구조 및 서비스

강  사 김영만 교수(국민대학교) ymkim@kookmin.ac.kr 
장  소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볼룸 I 

정부는 최근 RFID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를 RFID/USN (Ubiquitous-Sensor Network)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RFID를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부터 모든 사물에 확대 적용시키고 기존의 단순한 인식기능뿐만 아니라 센

싱 및 네트워크 기능등도 추가적으로 갖추어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적인 기반으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USN계획이 현재 결핍되어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이런 필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신토불이형 USN
모델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passive RFID의 단점을 개선하는

USN관련기술의 동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USN활성화를 위한 킬러서비스 드라이브 전략을 제시한다. 또
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실용적인 USN구조를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유율은 

3000만대를 넘어섰다. 이 모바일 휴대폰 각각은 훌륭한 USN단말기 역할이 가능하기에 모바일 휴대폰을 

기반으로 하여 적은 투자로도 구축가능한 AnyTime, AnyWhere USN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튜토리

얼에서 제안한 USN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연구과제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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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행사 일정표

연 구 회 행 사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 8일(금)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스키하우스

 연구회 행사

구분 행사명 연구회 개최일자 시간 장소

S1.1 CG&HCI 하계 연합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인간과

컴퓨터상호작용
05-07-07 09:00-15:00

호텔2층

에머랄드

S1.2 전산교육 하계워크샵 전산교육 05-07-07 09:00-12:00
호텔2층

루비

S1.3

ILVB-2005 I, II

인공지능, 언어공학,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바이오정보기술

05-07-07 09:00-12:00
스키하우스

스피넬 II

S3 05-07-08 13:00-18:00
호텔2층

다이아몬드

S2.1 데이타베이스 하계워크샵 데이타베이스 05-07-08 09:00-15:00
호텔2층

볼룸 II

S2.2 컴퓨터시스템연구회 2005 하계워크샵 컴퓨터시스템 05-07-08 09:00-15:00
호텔2층

볼룸 III

S2.3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여름학교 프로그램언어 05-07-08 09:00-17:20
호텔2층

에머랄드

S2.4
하계컴퓨터통신워크샵(SWCC2005) 

-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트워킹
정보통신 05-07-08 09:00-16:00

호텔3층

토파즈

 연구회 총회/모임

1. 커뮤니티컴퓨팅연구회 창립준비모임 : 7월 6일(수) 14:45-15:45 호텔 에머랄드 룸

2.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총회 : 7월 7일(목) 11:00-12:00 스키하우스 스피넬 I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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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5 I, II

ILVB-2005 I, II

◈ ILVB-2005 워크샵 I : ICA 튜토리얼

   7월 7일 (목), 장소: 스키하우스 2층 스피넬 II
시 간 주 제

9:00-9:10 개회식

9:10-12:00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and Beyond 

(최승진 - 포항공과대학교)

중간 20분 휴식 및 다과

◈ ILVB - 2005 워크샵 II : ILVB의 젊은 연구자

   7월 8일 (금), 장소: 호텔 2층 다이아몬드

시 간 주 제

13:00-13:10 소개

13:10-13:50
개방 어휘 환경에서의 필기체 한글 인식을 위한 한국어의 통계적 모델링

(류성호 박사)

13:50-14:30
Text Categorization Using Unlabeled Data and its Theory

(고영중 교수)

14:30-14:50 휴식 및 다과

14:50-15:30
계층적 학습 시스템의 특이구조와 그 영향

(박혜영 교수)

15:30-16:10
기계 학습 기법에 기반한 저해상도 얼굴 영상의 화질 개선

(박정선 박사)

16:10-16:30 휴식 및 다과

16:30-17:10
Bioinformatics comes of age from genomics to metabolomics

(김대원 박사)

17:10-17:50
Dependency Structure Language Model for Information Retrieval

(이창기 박사)

17:50-18:00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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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5 I,II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and Beyond
◈ 발표자 : 최승진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내  용 :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는 1980년 중반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90년 

중반부터 기계학습, 패턴인식, 음성/영상/신호처리, 컴퓨터비전, 생체공학, 언어공학, 그리고 

최근 들어 생물정보학 분야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multivariate data analysis 방법이다. 
ICA는 선형 데이터 모델을 가정하고, 계수들이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인 non-orthogonal 
linear transform을 찾는 방법이다. ICA는 데이터 분석 및 특징 추출에 이용되어 왔고, 또한 

신호원 분리 (source separation)의 핵심적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ICA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하여,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설

명한다. 알고리즘은 크게, information theory,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는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과 matrix decomposition을 이용하는 algebraic 
algorithms을 설명한다. 또한 ICA의 확장된 방법으로, independent subspace analysis, 
topographic ICA, sparse component analysis,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 ILVB community에 해당되는 실제 예제들을 통하여 ICA의 적용사례들과, 
ICALAB toolbox에 대한 소개를 한다.

 개방 어휘 환경에서의 필기체 한글 인식을 위한 한국어의 통계적 모델링

◈ 발표자 : 류성호 박사(삼성전자 S/W센터 Home Platform Lab)
◈ 내  용 :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관점에서 현재의 필기체 한글 인식 기술을 

살펴보고, 인식 성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의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여 적용한다.

 Text Categorization Using Unlabeled Data and its Theory
◈ 발표자 : 고영중 교수(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내  용 : 자동문서범주화(Text Categorization)란 문서의 내용에 기반하여 미리 정의된 범주에 문서

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작업으로서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분야이

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문서범주화의 이론과 연구분야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본인의 박

사논문 주제인 범주가 할당되지 않은 학습문서(Unlabeled Data)를 사용한 문서범주화 기법

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기계학습 이론을 이용한 문서범주화 시스템은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기
반으로써, 보통 수작업에 의해 범주가 할당된 대량의 학습문서를 사용하여 학습하고 문서범

주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학습에 앞서 대량의 학습 문서를 수작업으로 구축해

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은 범주가 할당되지 않은 말뭉치와 각 범주의 주제어 

(title word)만을 사용해서 범주가 할당된 학습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학습문서

와 오류데이타(Noisy Data)에 강한 새로운 문서 분류기(TCFP Classifier)를 사용하여 문서범주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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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5 I, II

 계층적 학습 시스템의 특이구조와 그 영향

◈ 발표자 : 박혜영 교수(경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학부)
◈ 내  용 : 기계학습이나 패턴인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학습시스템 중 많은 모델은 계층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층퍼셉트론이나 Gaussian Mixture모델과 같은 것이 이

에 속한다.  
이러한 학습시스템들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과다학습에 의한 일반화 

성능의 저하나  느린 학습 속도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습시스템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

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라미터 공간이 가지는 특이 구조는 일반화 성능에 대한 예측을 불

가능하게 하거나, 학습을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게 한다. 
본 발표에서는 특이구조란 무엇이며 그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 해결방

안을 소개한다.

 기계 학습 기법에 기반한 저해상도 얼굴 영상의 화질 개선

◈ 발표자 : 박정선 교수(고려대학교 인공시각연구센터)
◈ 내  용 :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쌍으로 구성된 확장된 변형 가능 얼굴 모형을 정의하고, 

예제 기반 기계 학습 기법을 통하여 한 장의 저해상도 얼굴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얼굴 영

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얼굴 영상을 형태 기저와 질감 기저의 선형 중첩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주어진 저해상

도 얼굴 영상을 형태 기저와 질감 기저의 선형 중첩으로 최대한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수를 추정한다.저해상도 입력 얼굴 영상으로부터 추정된 계수를 저해상도 얼굴 영상과 쌍

을 이루는 고해상도 얼굴 영상의 형태 기저와 질감 기저의 선형 중첩 계수로 사용함으로써 

고해상도 얼굴 영상을 복원한다. 또한 복원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 오류 역투영 방법, 
단계적 복원 방법 등을 소개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이 저해상도 얼굴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얼굴 영상을 효

과적으로 복원함을 입증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여 원거리 감시 시스템에서 획득된 저해상도 

얼굴 영상을 고해상도 얼굴 영상으로 복원함으로써 얼굴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Bioinformatics comes of age from genomics to metabolomics
◈ 발표자 : 김대원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시스템학과 정문술바이오정보전자센터)
◈ 내  용 : High-throughput technologies have been producing vast amounts of biological sequence or 

expression data, complementing the traditional biological approach of examining one gene at a 
time. To deal with this new challenges for biologists, a wide range of data analysis approaches 
from computer science have been exploited for getting insights from the data. In this talk, we 
investigate some of the common themes and specialized techniques in bioinformatics, including 
detecting gene clusters, predicting gene expression from sequence, protein subcellular 
localization, and inferring metabolic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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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5 I,II

 Dependency Structure Language Model for Information Retrieval
◈ 발표자 : 이창기 선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마이닝 연구팀)
◈ 내  용 : We propose a dependency structure language model as a new paradigm for information 

retrieval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unigram and bigram language models. The 
dependency structure language model is based on the old Chow Expansion theory and 
dependency parse trees generated by linguistic parser. So, long-distance dependencies 
can be naturally captured by the dependency structure language model. We carried out 
extensive experiments to verify the proposed model on both TDT and document 
retrieval data. In both cases, the dependency structure language models significantly 
outperform the state-of-the-art baselin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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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HCI 하계 워크샵

CG & HCI 하계 워크샵

 7월 7일 (목) 오전 9:00 - 오후 2:15 / 호텔 2층 에머랄드

◈ 오전 9:30-10:30 ···················································································································································

주제 : 산업에서의 가상현실

내용 : 본 세미나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이 실제 산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

여 알아본다. 특히 가시화, 디지털 프로토타입, 디자인 품평 및 리뷰 등의 분야의 응용 사례 중

심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강사 : 이규재 (대표이사 (주) 실리콘 스튜디오 코리아)
약력 : 1992.2 동경대학교 정보과학과 박사,

1992-1995 일본 SGI 주식회사,
1995-2000 SGI 코리아

2001-(주) 실리콘스튜디오 코리아 대표이사

◈ 오전 10:30-11:40 ··················································································································································

주제 : Affective Interface in the diverse environments
내용 : 미래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Invisible (혹은 Ubiquitous) 

Computing 이라고 하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컴퓨터가 인간의 감정 

및 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인데 이를 Affective Computing
(혹은 Interface)이라고 말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인간의 감

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중의 하나인 얼굴 표정 연구의 역사, 방법론, 기법에 대해 소개하

고, 최근의 화두인 Ubiquitous Computing과 연관된 내용과 응용에 대해 논의 한다.
강사 : 김용국 교수(세종대학교)
약력 : 1997.11 Ph.D in CS, University of Cambridge, UK

1984.1-1985.9 Researcher, LG Electronics
1985.10-1989.8 Researcher, KT(Korea Telecom)
1998.1-2001.2 Research Associate, Smith-Kettlewell Vision Institute, USA 
2001.3-Present Associate Professor of Computer Engineering in Sejong University

◈ 오후 1:15-2:15 ······················································································································································

주제 : 현대 게임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

내용 : 컴퓨터 그래픽스는 게임의 여러가지 기술 중 중추적인 기술 중의 하나이다. 
본 강연에서는 현재 주요 게임들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술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필요한 기술들을 예측해 본다.

강사 : 이종원 (대표이사(㈜ 케이오지)
약력 : 2000.2 죠지워싱턴대학교 전산학 박사 

2000 현재 ㈜ 케이오지 대표

KOG에서는 Grand Chase, Wild Rally, Bumperking, Extreme Rally 4x4 출시했

음. 현재, XBOX 360, PS2, 게임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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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하계 워크샵

데이타베이스 하계 워크샵

 7월 8일 (금) / 오전 9:00 - 오후 3:00 / 호텔 2층 볼룸 Ⅱ
9:00-15:00
9:00-9:10 개회사 

9:10-11:10 강연 Analyzing and Mining Data Streams(스트림 데이타 분석과 마이닝)
연사 : 서울대학교 심규석 교수

11:10-11:30 휴식

11:30-12:00 정기총회

12:00-13:00 점심

13:00-15:00 강연 Ontology Representation and Reasoning(온톨로지 표현과 추론) 
연사 : 숭실대학교 박영택 교수

◈ Analyzing and Mining Data Streams (스트림 데이타 분석과 마이닝) ····································

연사 : 심규석 교수 (서울대)
내용 : 최근에 많은 응용분야에서 스트림 데이타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트림 데

이타가 발생하는 응용분야로는 천문학이나, 텔리컴, 은행, 증권거래소, 뉴스 통신사 그리고 센

서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항상 엄청난 양의 데이타가 계속해서 도착한다. 
이런 경우에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타가 계속해서 도착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타를 저장하기

는 힘든 경우가 많으며 질의 처리나 데이타 마이닝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실시간에 빠르게 

처리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타를 다 가지고 처리하는 기존의 마이닝 알고리즘

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로 한다.
본 강연에서는 기존의 데이타마이닝과 달리 스트림 데이타 마이닝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challenge들을 소개하고 최근에 발표된 관련 논문들에 대해서 공부하며 스트림 데이타마이닝

에 관한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강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목차 : 1. Introduction to Data Streams

2. Collecting Stream Statistics 
- Sampling 
- Histograms and synopsis 
- Order statistics 

3. Stream Mining Algorithms 
- Clustering 
- Decision trees 
- Frequent/rare items 
- Association rules 
- Outliers 
- Correlations 

4.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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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하계 워크샵

◈ Ⅱ. Ontology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온톨로지 표현과 추론) ···································

연사 : 박영택 교수(숭실대)
내용 : 온톨로지를 구축할 때는 항상 expressive power와 inference capability를 고려한다. 온톨로

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는 이 두 문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Expressive한 온톨로지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변환된 정보가 복잡하여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없다면 그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온톨로지는 시맨틱 정보를 표현할 때, 항상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구축되어야 그 활용

도가 높을 것이다. 본 특강에서는 시맨틱 웹에서 이용되는 온톨로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아울러 실용화하기 위한 온톨로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토의한다. 또한, OWL 온톨로지 표현 

언어가 근본을 둔 description logic의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서, 온톨로지가 추론될수 있는 범

위를 알아보고 온톨로지 기반의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살펴본다.
이와 아울러,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Protege, JTP, FaCT등의 도구를 활용

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간단한 온톨로지 추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강연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목차 : 1. Introduction to Semantic Web

- Ontology 
- Ontology Engineering 
- Why Agents?

2. Description Logic
- What is DL?
- How DL is related to ontology

3. Ontology Representation 
- OWL 
- Protege 

4. Ontology Reasoning Engine 
- JTP 
- FaCT

5.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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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 연구회 2005 하계 워크샵

컴퓨터 시스템 연구회 2005 하계 워크샵

 7월 8일 (금) / 오전 9:00 - 오후 3:00 / 호텔 2층 볼룸 Ⅲ
08:00-09:20 등록 

09:20-09:30 개회사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

Session A : 컴퓨터시스템 분야 연구 그룹 소개

Session B : 컴퓨터시스템분야 최근 박사학위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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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연구회 여름학교

로그래 언어 연구회 여름학교

SIGPL Summer School 2005
 7월 8일 (금) / 오전 9:00 - 오후 5:20 / 호텔 2층 에머랄드

09:00-11:50 Modeling and Verification of Embedded Real-Time Systems, Prof. Wang Yi, Uppsala Univ.
12:00-13:00 점심

13:00-14:20 Proof-Carrying Code의 발전과 응용, 이은영교수, 동덕여대

14:30-15:50 Parsing theory, 최광무교수, KAIST
16:00-17:20 효율적인 함수형 언어: Erlang, 이만호교수, 충남대

◈ 강의요약

 Modeling and Verification of Embedded Real-Time Systems

 - Prof. Wang Yi, Uppsala Univ.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several significant advances in modeling 
and verification of real time systems. A number of verification tools have been developed, and 
available for research and education as well as industrial applications. The goal of my lectures 
is to introduce the theories, algorithms and data structures behind the UPPAAL tool developed 
jointly by Uppsala University and Aalborg University (sample slides are attached in this application). 
It will cover models for finite state systems and introduction to temporal logics and model 
checking. The focus will be put on the theory of timed automata covering the syntax, semantics, 
verification problems, and techniques for symbolic reachability analysis which is the core of the 
UPPAAL tool. We will introduce the UPPAAL modelling and specification languages (the GUI) and 
the model checker as well as case studies to show how to use the tool to model and solve 
problems.

 Proof-Carrying Code의 발전과 응용

  - 이은영 교수, 동덕여대

G. Necula의 고전적인 proof-carrying code를 그 이후에 학계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다른

분야에 응용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내용으로 보여준다:
1. Foundational Proof-Carrying Code 
2. Proof-Carrying Authentication/Authorization 
3. Secure Linking

 Parsing theory

 - 최광무 교수, KAIST
Context-free language를 위한 두가지 파싱 방식인 bottom-up parsing과 top-down parsing에 대

한 직관적인 설명를 통해 parsing theory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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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언어 연구회 여름학교

 효율적인 함수형 언어: Erlang

 - 이만호 교수, 충남대

Erlang은 함수형 언어로서, fault-tolerance가 요구되는 concurrent, real-time, distributed 
system에 적합한 언어이다. 함수형 언어는 실행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Erlang 언어는 실시간, 병행, 분산 시스템 구현에 매우 우수한 실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Erlang 언어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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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컴퓨터 통신 워크샵

하계 컴퓨터 통신 워크샵

SWCC 2005
- 유비쿼터스 컴퓨팅 & 네트워킹 -

 7월 8일 (금) / 오전 9:00 - 오후 4:00 / 호텔 3층 토파즈

08:00-09:20 등록

09:20-09:30 개회사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 -
Session A :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좌장 : 정일영 교수, 한국외국어대)
09:30-10:10 A.1 WiBro Networks에서의 Mobility Management(채영수 교수, 영남대) 
10:10-10:50 A.2 통신방송 융합과 DMB (김용한 교수, 서울시립대) 
10:50-11:30 A.3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송병훈 박사, KETI) 
11:30-12:10 A.4 BcN 네트워크 및 서비스기술(황진경 박사, KT) 
12:10-13:20 중식

Session B : 유비쿼터스 컴퓨팅(좌장 : 이재용 교수, 연세대)
13:20-14:00 B.1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미들웨어(윤희용 교수, 성균관대) 
14:00-14:40 B.2 그룹 콘텍스트 기반 pervasive 컴퓨팅(이동만 교수, ICU) 
14:40-15:20 B.3 유비쿼터스 오토노믹 커뮤니티 컴퓨팅(조위덕 교수, 아주대) 
15:20-16:00 B.4 유비쿼터스 환경의 정보보호 기술(원유재 박사, KISA) 

◈ Session A :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좌장 : 정일영 교수, 한국외국어대) ···································

 A.1 WiBro Networks에서의 Mobility Management
발 표 자 : 채영수 교수(영남대)
발표내용 : 최근 들어 IEEE 802.16 d/e, IEEE 802.20 등 다양한 형태의 광대역 모바일 

무선 접속망을 이용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EEE 802.16d/e와 IEEE 802.20은 무선 근거리망 규격인 IEEE 802.11 계열

의 기술과 달리 셀룰라 방식의 광역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진 기술규격으로 셀룰라 네트워크 방식에 따른 handover와 mobility manage-
ment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본 tutorial 에서는 WiBro 네트워크의 기

본 규격인 IEEE 802.16e를 중심으로 셀룰라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mobility 
management에 관계된 Layer-2 handover mechanism, handover를 고려한 WiBro 
network architecture 및 Layer-3 mobility management에 대해서 살펴본다.

 A2. 통신방송 융합과 DMB
발 표 자 : 김용한 교수(서울시립대)
발표내용 : 2005년 하반기에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지상파 DMB의 기술 개요를 설명하

고, WiBro와 같은 휴대 통신망 접속 기능을 갖는 지상파 DMB 수신기가 보

편화되어 가는 상황을 가정하여 어떤 형태의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들이 새롭

게 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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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발 표 자 : 송병훈 박사(KETI)
발표내용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중요한 기술 요소인 센서네트워크 기술의 최근 동향

과 주요 이슈들을 다룬다.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플

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응용사례 및 기술개발 방안을 소개한다. 향후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소개한다. 

 A4. BcN 네트워크 및 서비스기술

발 표 자 : 황진경 박사(KT) 
발표내용 : 차세대 네트워크로 다양한 미래서비스의 인프라가 되는 BcN의 네트워크 구

조 및 플랫폼 현황과 통화형, 데이터형 및 유무선의 통합형 서비스 제어 방식

에 대해 논의한다. 
◈ Session B : 유비쿼터스 컴퓨팅(좌장 : 이재용 교수, 연세대) ·························································

 B.1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미들웨어

발 표 자 : 윤희용 교수(성균관대)
발표내용 :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분산되어 방대한 시스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사물과 

사람의 위치, 공간, 속성 정보들의 상황인식을 통하여 유기적인 통합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하부 플랫폼과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미들웨어는 운영체제, 미들웨어, 응용프로그램 수준

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재구성, 재사용성, 적응성을 효과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새로운 디바이스, 서

비스 추가 및 변경에 대해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첨단

의 연구 개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B.2 그룹 콘텍스트 기반 pervasive 컴퓨팅

발 표 자 : 이동만 교수(ICU) 
발표내용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사용자가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부가작업을 최소한으로 것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어

진 상황에서의 한 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group context를 어떻게 조화롭게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

스를 시스템에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B.3 유비쿼터스 오토노믹 커뮤니티 컴퓨팅

발 표 자 : 조위덕 교수(아주대)
발표내용 : 인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집중 연구 되어야 할 5 가지 기술 

Interface, Security &Privacy, Processing, Communication, Sensing 분야의 발전 방

향과 이 기술들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Autonomic Community Computing 기
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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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유비쿼터스 환경의 정보보호 기술

발 표 자 : 원유재 박사(KISA) 
발표내용 :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비스 관점에서 필요한 보안 기술

과 디바이스 관점에서 필요한 보안 기술을 설명한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Mobile IP, Wibro, WCDMA 등의 이동통신 환경을 중심으로 보안 기술을 정리

한다.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RFID/USN 환경에 적합한 보안 플랫폼, 초경량 암

호 기술, 디바이스 인증을 위한 보안 기술 등을 설명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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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장소

 구두발표 (I)

구두발표Ⅰ 2005년 7월 6일(수) 13:00-14:30 호텔/스키하우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1.1 데이타베이스Ⅰ 6

호텔

볼룸 I 정동원 교수(군산 학교)

O1.2 데이타베이스Ⅱ 6 볼룸 II 고진  교수(순천 학교)

O1.3 산교육 시스템 6 볼룸 III 우천 교수(서울교육 학교)

O1.4 언어공학Ⅰ 6 다이아몬드 I 정한민 박사(한국과학기술정보원)

O1.5 정보통신Ⅰ 6 다이아몬드 II 이원  교수(고려 학교)

O1.6 정보통신Ⅱ 6 에머랄드 김동균 교수(경북 학교)

O1.7 정보통신Ⅲ 6 루비 I 최승식 교수(인천 학교)

O1.8 정보통신Ⅳ 6 루비 II 박수  교수(국민 학교)

O1.9 컴퓨터 이론 7 토 즈 I 최성희 교수(선문 학교)

O1.10 바이오 정보기술 6 토 즈 II 이상  교수(남서울 학교)

O1.1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Ⅰ 5 토 즈 III 남양희 교수(이화여자 학교)

O1.12 컴퓨터 그래픽스 6 스키하우스 스피넬 I 정문렬 교수(서강 학교)

합계 72

 구두발표 (II) 

구두발표Ⅱ 2005년 7월 6일(수) 16:00-18:00 호텔/스키하우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2.1 정보통신Ⅴ 8

호텔

에머랄드 고석주 교수(경북 학교)

O2.2 정보통신Ⅵ 8 루비 I 김 만 교수(국민 학교)

O2.3 정보통신Ⅶ 8 루비 II 이재훈 교수(동국 학교)

O2.4 정보보호Ⅰ 9 토 즈 I 김건웅 교수(목포해양 학교 )

O2.5 컴퓨터시스템 Ⅰ 9 토 즈 II 이완연 교수(한림 학교)

O2.6 컴퓨터비젼  패턴인식Ⅰ 8 토 즈 III
신 숙 교수(조선 학교)

/홍기천 교수( 주교육 학교)

O2.7 언어공학Ⅱ 8 스키하우스 스피넬 I 이상곤 교수( 주 학교)

합계 58

 구두발표 (III)

구두발표Ⅲ 2005년 7월 7일(목) 09:00-12:00 호텔/스키하우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3.1 데이타베이스Ⅲ 10

호텔

다이아몬드 I
문양세 교수(강원 학교)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 학교)

O3.2 데이타베이스Ⅳ 10 다이아몬드 II
김흥식 교수(인제 학교)

/이종연 교수(충북 학교)

O3.3 정보통신Ⅷ 9 토 즈 I 이  교수( 운 학교)

O3.4 정보통신Ⅸ 9 토 즈 II 김건웅 교수(목포해양 학교)

O3.5 컴퓨터시스템Ⅱ 10 토 즈 III 조진성 교수(경희 학교)

O3.6 로그래  언어 6 스키하우스 스피넬 I 고훈  교수(경인여자 학)

합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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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발표 (IV)

구두발표Ⅳ 2005년 7월 8일( ) 09:00-12:00 호텔/스키하우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4.1 컴퓨터비젼  패턴인식Ⅱ 10

호텔

다이아몬드 I
곽노윤 교수(천안 학교)

/김응규 교수(한밭 학교)　

O4.2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Ⅱ 10 다이아몬드 II
김경덕 교수 ( 덕 )

/김상욱 교수 (경북 )

O4.3 정보보호Ⅱ 12 루비 고훈 교수( 진 학교)

O4.4 소 트웨어 공학Ⅰ 12
스키하우스

스피넬 I
이병정 교수(서울시립 학교)

/이길섭 교수(국방 학교)

O4.5 인공지능Ⅰ 9 스피넬 II 김인철 교수(경기 학교)

합계 53

 구두발표 (V)

구두발표Ⅴ 2005년 7월 8일( ) 13:00-15:00 호텔/스키하우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5.1 정보보호Ⅲ 10 호텔 루비 최승식 교수(인천 학교)

O5.2 소 트웨어 공학Ⅱ 7
스키하우스

스피넬 I 윤희병 교수(국방 학교)

O5.3 인공지능Ⅱ 8 스피넬 II 김 태 교수(동국 학교)

합계 25

 구두발표 (Ⅵ)

구두발표Ⅵ 2005년 7월 8일( ) 15:30-17:30 호텔/스키하우스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6.1 컴퓨터시스템III 8
호텔

볼룸 III 임성수 교수(국민 학교)

O6.2 병렬처리시스템 9 루비 서효  교수(카톨릭 학교)

O6.3 소 트웨어 공학Ⅲ 6
스키하우스

스피넬 I 오기성 교수(동원 학교)

O6.4 인공지능Ⅲ 7 스피넬 II 최 민 교수(한양 학교)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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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좌장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A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15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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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⑦ 다음 순서의 발표에 향을 주지 않기 해서 계획 로 발표시간을 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시간의 혼잡 방을 해 오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발표논문 에서 우수하다고 단되는 논문은 좌장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랍니다.

2. 좌장B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 에서 우수하다고 단되는 논문은 좌장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  날짜와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15분(토의시간 5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일

(ppt)을 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립니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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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7월 6일 (수) 13:00~14:30
2005년 7월 6일(수) 데이타베이스 I 호텔 2층 볼룸Ⅰ

13:00-14:30 좌장 : 정동원 교수 (군산 )

O1.01-01 커뮤니티 제한 검색을 한 웹 크롤링  Page-
Rank 계산
김계정·김민수·김이른·황규 (KAIST)

O1.01-02 응력 있는 XML 스트림 데이터 질의처리 기법
김 ·강 철( 앙 )

O1.01-03 OWL 데이터 검색을 한 효율 인 장 스키마 
구축 방법
우은미·박명제·정진완(KAIST)

O1.01-04 효율 인 서비스 조합을 한 시맨틱 웹 서비스 탐색
두화 ·이경호(연세 )

O1.01-05 Peer-to-Peer 환경에서 복된 데이타의 갱신  
기법
최민 ·조행래( 남 )

O1.01-06 Active XML을 이용한 코드 이용성의 빠른 확보
기법
타로  에마 엘·이원종·한탁돈(연세 )

2005년 7월 6일(수) 데이타베이스 II 호텔 2층 볼룸Ⅱ

13:00-14:30 좌장 : 고진  교수 (순천 )

O1.02-01 그리드에서 단일 뷰를 제공하는 일 시스템의 설계
이종 ·진성호·이화민·이 원(고려 ),이필우

(KISTI),유헌창(고려 )

O1.02-02 로드캐스트 환경에서 데이터 근 빈도를 고려
한 효과 인 인덱스 배치 기법
박지 ·박 진·강상원·김종완·임석진·황종선(고

려 )

O1.02-03 상품 온톨로지 모델링 도구의 설계
탁문희·김경화·심 호(숙명여 )

O1.02-04 RFID 미들웨어에서 연속질의 처리를 한 질의 
색인 기법
석수욱·박재 ·홍 희(부산 )

O1.02-05 RAH-tree : 편향 근 패턴을 갖는 공간 데이터에 
한 효율 인 색인 기법

최근하·이승 ·정성원(서강 )

O1.02-06 데이터 스트림 처리에 한 연구 동향
안동찬·박석(서강 )

2005년 7월 6일(수) 산교육 시스템 호텔 2층 볼룸Ⅲ

13:00-14:15 좌장 : 우천 교수 (서울교육 )

O1.03-01 웹 기반 로그래  교육 시스템의 설계  구
김 지·염용철·김 철·이원규(고려 )

O1.03-02 ICT 교육 통합 지원시스템을 한 교수-학습 콘텐
츠 리시스템의 설계  구
이종민(서울오정 교),권 승(서울일신 교),김

갑수(서울교 ),이숙희(서경 )

O1.03-03 웹 기반의 e-mentoring을 지원하기 한 독립형 
시스템의 설계  구축

김진환·장상필·신소 ·김지일(한림 )

O1.03-04 SCORM2004 S&N과 교통 신호 메타포를 용한 
LMS에서의 응  조언 학습 설계
방찬호·김기석(한동 )

O1.03-05 멀티 랫폼 환경에서의 e러닝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안정은(고려 )

2005년 7월 6일(수) 언어공학 I 호텔 2층 다이아몬드Ⅰ

13:00-14:30 좌장 : 정한민 박사 (KISTI)

O1.04-01 수식어구를 이용한 한국어 용어의 문성 측정
구희 (과학기술연합 학원),정한민·이병희·성

원경(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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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04-02 임베디드 TTS 시스템을 한 아라비안 숫자의 문
자 변환
정 임·윤애선·권 철(부산 )

O1.04-03 규칙과 비감독 학습 기반 통계정보를 이용한 품사 
태깅 시스템
이동훈·강미 ·황명진·권 철(부산 )

O1.04-04 바이그램 색인에 기반한 한-일 교차언어검색

이규찬·강인수·나승훈·이종 (포항공 )

O1.04-05 기능동사 구문과 개념 유사도를 이용한 한국어 부
사격의 의미역 결정
신명철·이용훈·김미 ·정유진·이종 (포항공 )

O1.04-06 문장부호를 사용한 효과 인 국어 최장명사구 
식별기법
백설매·이 희·김미훈·정유진·이종 (포항공 )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I 호텔 2층 다이아몬드Ⅱ

13:00-14:30 좌장 : 이원  교수 (고려 )

O1.05-01 RFID를 이용한 실내 측  시스템의 설계  구
김도성·정 지(원 )

O1.05-02 RFID/USN과 u-LBS기반 인체 부착식 태그 인식 
모델
연꽃님·이승익·윤수진·이종숙(동국 )

O1.05-03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지능
 상황인지 지원

고경철·이동욱·고 배(아주 )

O1.05-04 RFID 시스템을 한 력 Hybrid ARQ 방식
최성혜·조인휘(한양 )

O1.05-05 모바일 USN에서의 비동기 이벤트 송방법
김 만·정경태(국민 )

O1.05-06 RFID 미들웨어를 한 EMS 컴포 트의 분석  
설계
안성우·박재 ·석수욱·홍 희(부산 )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II 호텔 2층 에머랄드

13:00-14:30 좌장 : 김동균 교수 (경북 )

O1.06-01 IEEE 802.15.4 MAC Protocol 검증을 한 PHY 
계층 시뮬 이터 구
이호응·박 주(한밭 )

O1.06-02 무선 멀티홉 네트워크의 경로 탐색을 한 트래픽
에 기반한 러딩 기법
김택수.차호정(연세 )

O1.06-03 Multi-Hop Ad Hoc Network용 Single-channel 
Jamming 신호 기반 MAC 로토콜
김 만·한왕원·박홍재·정경태·최낙길(국민 )

O1.06-04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Packet Forward 

Group 기반 라우  알고리즘
유재용·허 호·아드난·라마크리시나( 주과학

기술원)

O1.06-05 패킷 손실 구별 모듈을 이용한 Ad-hoc 통신망에
서의 TCP 성능 향상에 한 연구
조남호·이정민·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O1.06-06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슬롯방식을 이용한 멀
티채  MAC 로토콜
김성찬·고 배(아주 )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III 호텔 2층 루비Ⅰ

13:00-14:30 좌장 : 최승식 교수 (인천 )

O1.07-01 CORBA를 기반으로 한 분산 다  에이 트 서비
스 계층 설계
최형은·김태형(한양 )

O1.07-02 MDMA:A Modular Distributed Middleware Ar-
chitecture via URI
SyedShariyarMurtaza·ChoongSeonHong(경희

)

O1.07-03 웹데  기반의 작업장 지원
박희종·김동호·안건태·유양우·이명 (울산 )

O1.07-04 GIS와 Web을 통합한 모바일 지역정보 검색 시스템
강 용 진 ( 한 국 항 공 ) , Y u t a k a 

Kidawara(KeihannaHumanInfo-Comm. 

ResearchCenter), 권용진(한국항공 ) Katusmi  

Ta na k a( Ke i ha nna Huma nI nf o- Comm. 

ResearchCenter)

O1.07-05 확장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기반의 웹 페이지 
분석
유일선·양성미(한국성서 )

O1.07-06 지식 리시스템 연계를 한 미들웨어 기반 다  
송 서비스

남덕윤·김평·최기석(KISTI),이동만(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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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IV 호텔 2층 루비Ⅱ

13:00-14:15 좌장 : 박수  교수 (국민 )

O1.08-01 무선 인터넷 록시 서버 클러스터 환경에서 호스
트 부하 정보에 기반한 동  스 링
박홍주·곽후근·정규식(숭실 )

O1.08-02 무선 인터넷 록시 서버
곽후근·정규식(숭실 )

O1.08-03 텔 매틱스 서비스 게이트웨이 설계  구
김기 ·김동균·이상정(순천향 )

O1.08-04 모바일을 한 GML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모니터

링 시스템의 설계
김명환·정 지(원 )

O1.08-05 세션 가로채기를 이용한 틈입형 고 에이 트의 
설계  구
강 익·박용진(한양 )

O1.08-06 버퍼를 이용하지 않는 스트리  매칭
곽후근·정규식(숭실 )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이론 호텔 3층 토 즈Ⅰ

13:00-14:45 좌장 : 최성희 교수 (선문 )

O1.09-01 정부호 스펙트럼의 군집화
김재환·최승진(포항공 )

O1.09-02 직교다각형에 한 지붕의 기하학  성질
나 숙(숭실 ),신찬수(한국외 ),안희갑(KAIST)

O1.09-03 효율 인 모듈러 멱승 연산을 한 그래  모델링 
방법
박치성·김동규(부산 ),김지은(ETRI)

O1.09-04 두 평면 볼록집합의 겹치는 역을 최 화하는 강
체운동을 구하는 근사 알고리즘
박종 (KAIST),신찬수(한국외 ) ,안희갑· 

Otfried Cheong(KAIST), Antoine Vigneron(싱

가포르국립 )

O1.09-05 Symbolic Incremental CTL 모델 검증
채정욱·인호(고려 )

O1.09-06 데이터 이동 명령어 최소화를 한 지스터 할당 
기법
홍성 (서울 ),박진표(삼성 자),문수묵(서울

)

O1.09-07 인터넷 상에서의 수학  거리
강미연(㈜iCanTek),정원호(덕성여 ),계승 (서

울 )

2005년 7월 6일(수) 바이오 정보기술 호텔 3층 토 즈Ⅱ

13:00-14:30 좌장 : 이상  교수 (남서울 )

O1.10-01 단백질의 세포내 소 기 별 분포 측을 한 서
열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
김종경·최승진(포항공 )

O1.10-02 도메인 기반 병렬 단백질 상호작용 측
김철환·정유진(한국외 )

O1.10-03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을 한 개념 기반 추상화
최재훈·박종민·김기헌·박선희(ETRI)

O1.10-04 차원공간으로의 매핑에 기반한 DNA 서열 요소 

 유 자 발  패턴간 련성 분석
이종우·장병탁(서울 )

O1.10-05 생화학  네트워크 데이터의 효율 인 통합을 
한 시스템
정태성·안명상·조완섭(충북 )

O1.10-06 단백질 질량분석을 한 THRASH 알고리즘 속도 
향상 기법

상 ·장형수·오한빈(서강 )

2005년 7월 6일(수)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호텔 3층 토 즈Ⅲ

13:00-14:15 좌장 : 남양희 교수 (이화여 )

O1.11-01 한국어 문미억양 강조를 통한 향상된 음성문장 감
정인식
이태승·박미경·김태수(KAIST)

O1.11-02 감정분석을 한 경락에서의 생체 신호 추출

최아 ·우운택( 주과학기술연구원)

O1.11-03 PCA 기반의 이진 분류기와 손 추 을 이용한 손 
검출
김진국(고려 ),민경원·정찬기( 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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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고려 )

O1.11-04 ARTable: 감각형 오 젝트를 이용한 증강 실 기
반 상호작용 시스템
박 민·우운택( 주과학기술원)

O1.11-05 Hand-Eye 캘리 이션을 활용한 햅틱 지원 증
강 실 시스템
김기 ·박 민·우운택( 주과학기술원)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 그래픽스 스키하우스 스피넬Ⅰ

13:00-14:30 좌장 : 정문렬 교수 (서강 )

O1.12-01 3차원 텍스쳐 기반 볼륨 가시화를 한 GPU 역
폭 효과 인 더링 기법
이원종·한탁돈(연세 )

O1.12-02 모바일 기기에서의 비실사 더링 기법 용을 
한 실루엣 에지 더링

재웅·장 호(연세 ),임순범(숙명여 ),최윤철

(연세 )

O1.12-03 사진 타일을 이용한 장식 인 픽스 모자이크 연구
김정은·나 철·윤경 ( 앙 )

O1.12-04 이미지 입력을 이용한 3차원 아바타의 데이터기
반 생성 기법
여 인(KAIST),서혜원(충남 ),원 연(KAIST)

O1.12-05 GPU를 이용한 상기반 더링의 가속
이만희·박인규(인하 )

O1.12-06 2D 실사 기반 가상 헤어스타일러의 모발 블 딩 
방법
이형진·곽노윤(천안 )

 7월 6일 (수) 16:00~18:00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V 호텔 2층 에머랄드

16:00-18:00 좌장 : 고석주 교수 (경북 )

O2.01-01 VPN Hose 모델을 지원하기 한 자원 약 방안
변해선·이미정(이화여 )

O2.01-02 BcN 시스템 한 응형 QoS 제공 방법
이승희·조성호·김종권(서울 )

O2.01-03 RTP 기반의 TCP 친화 인 송률 조  기법
이선헌·정 수( 운 )

O2.01-04 A Simple Method to Overcome the Restriction 
of the SACK Blocks' Number in SACK TCP
최린·홍충선(경희 )

O2.01-05 실시간 응용 서비스 지원을 한 mSCTP 확장 방안

장문정·이미정(이화여 )

O2.01-06 C-Chord: 분류 검색을 한 DHT 기반의 P2P 시
스템
김삼 ·박재 ( 앙 )

O2.01-07 OAI 로토콜을 이용한 P2P 일 검색 시스템
임수정·장태무(동국 )

O2.01-08 스마트 카드 기반 자상거래 로토콜 정형분석
김일곤·문 주·김 석(고려 ), 강인혜(시립 )

최진 (고려 )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VI 호텔 2층 루비Ⅰ

16:00-18:00 좌장 : 김 만 교수 (국민 )

O2.02-01 모바일 단말을 한 다채  미디어 데이터 처리기
강미연·김도완·김윤수(㈜iCanTek),정원호(덕성

여 )

O2.02-02 화상 화 단말기에서의 효율 인 오디오/비디오 
동기화 방법
김찬우·박성 (LG 자),서 덕(연세 )

O2.02-03 효율 인 자원 이용을 한 EBA 스무딩 알고리즘
의 개선
이면재·박도순(홍익 )

O2.02-04 실시간 송률 조  기법을 이용한 스트리  서비
스의 구

이희상·이선헌·이정민·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O2.02-05 DCT 기반 H.264 transcoder를 한 half-pixel 보
정 기법
권순 ·임성렬·정기동(부산 )

O2.02-06 블루투스 PDA와 UPnP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
비스의 계층  발견
김희자·김동균(순천향 ),최 길(한국 기연구

원),이상정(순천향 )

O2.02-07 온톨로지를 이용한 효율 인 홈 네트워크 그룹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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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엄 ·국윤규·정계동·최 근( 운 )

O2.02-08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홈 서버 그룹 리를 한 

에이 트 시스템
허 ·국윤규·엄 ·정계동·최 근( 운 )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VII 호텔 3층 루비Ⅱ

16:00-18:00 좌장 : 이재훈 교수 (동국 )

O2.03-01 LR-WPAN 환경에서 이동성지원을 한 매커니즘 설계
박철 ·홍충선(경희 )

O2.03-02 802.15.3 piconet 에서의 에 지 소비 측정을 한 
simulator 구
조원근·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O2.03-03 무선랜과 CDMA2000 이동통신망의 핸드오 를 
한 이  모드 단말의 구

김 하·조진성(경희 ),이상도·이지철·이성원

(삼성 자)

O2.03-04 무선랜  휴 인터넷을 이용한 CDMA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방안
공두경·조진성(경희 )

O2.03-05 IEEE 802.16 SS에서의 효과 인 Uplink Sche-
duling을 한 알고리즘 제안  성능 분석
백주 ·김우재·서 주(포항공 ),박정훈(삼성 자)

O2.03-06 IEEE 802.16 SS에서의 Uplink Scheduler 구조 제안
이선돈·김우재·서 주(포항공 ),박윤상(삼성 자)

O2.03-07 IEEE 802.11g 기반의 차량간 통신을 한 RTS/ 
CTS 성능 분석
이우신·이 ( 운 ),이 ·오 서·신창섭

(ETRI)

O2.03-08 이동성 지원을 한 계층  술통신망 아키텍처
양성민·이길섭·이승종(국방 )

2005년 7월 6일(수) 정보보호 I 호텔 3층 토 즈Ⅰ

16:00-18:30 좌장 : 김건웅 교수 (목포해양 )

O2.04-01 AES를 기반으로 하는 개선된 RFID 라이버시 

보호 로토콜

조정환·여상수·김성권( 앙 )

O2.04-02 가 RFID 태그를 한 Selective Blocking 기반 

라이버시 향상 기법

김수철 ·여상수 ·김성권( 앙 )

O2.04-03 RFID 보안 에이 트

박혜 ·김성훈·박창윤( 앙 )

O2.04-04 RFID 랫폼 환경을 한 통합 인증 모델 설계

권 규·안규희·이 동·정목동(부경 )

O2.04-05 교량 감시를 한 센서 네트워크 보안

임화정· 진순·이헌길(강원 )

O2.04-07 센서네트워크의 랜덤 키 설정 기법에 한 연구
신수연·권태경(세종 )

O2.04-08 유비쿼터스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 법률, 
제도  방안
최상호·이은옥·정미란(동국 )

O2.04-09 CEPS(Common Electronic Purse Specification)의 
정형명세  보안성 분석
김일곤·문 주(고려 ),방기석(한림 ),강인혜

(시립 ),최진 (고려 )

O2.04-10 순서 기반의 커 과 SVM을 사용한 신분 장공격 탐지
서정석·이 석·김한성·차성덕(KAIST)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시스템 I 호텔 3층 토 즈Ⅱ

16:00-18:15 좌장 : 이완연 교수 (한림 )

O2.05-01 버스 력 소모 최소를 한 통합된 데이터 압축
과 인코딩 기법
정도한(과학 재학교),김태환(서울 )

O2.05-02 상 단계 합성에서의 압 할당을 결합한 자원공유
김동 (과학 재학교),김태환(서울 )

O2.05-03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에서의 력 소모 최소를 고
려한 메모리 근 코드 스 링
황동욱(과학 재학교),김태환(서울 )

O2.05-04 3차원 그래픽 가속기의 지연 감소를 한 개선된 
래스터라이져  캐쉬 메모리 구조 제안  실험

박진홍·김일산(연세 ),박우찬(세종 ),한탁돈

(연세 )

O2.05-05 재구성 가능한 DCT/DWT 로세서 설계
김 진·이 수(경희 )

O2.05-06 임베디드 시스템에 기반한 TCP/IP Offload 
Engine 구   분석
윤인수·정상화(부산 )

O2.05-07 무선 탐사기기를 사용한 무인 경비 시스템 구
김지성·이재원·신연균·이완연(한림 )

O2.05-08 교통 상황 감시 시스템을 한 미들웨어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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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설계  구
강 모·김재 ·낭종호(서강 )

O2.05-09 교육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김지아 ·김향희 ·박갑수(동국 )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 호텔 3층 토 즈Ⅲ

16:00-18:00 좌장 : 신 숙 교수 (조선 ) / 홍기천 교수 ( 주교 )

O2.06-01 음  상을 한 계층  특징  기반 블록 움
직임 추출
신성철·김백섭·배무호(한림 )

O2.06-02 Mercer Kernel Isomap
최희열·최승진(포항공 )

O2.06-03 다 결정템 릿기반 SVM결합모델을 통한 지문
분류
민 기·홍진 ·조성배(연세 )

O2.06-04 음  상에서 비선형 학 흐름 추정 방법을 
이용한 움직임 보상 시간 필터
임수철·한태희·김백섭(한림 )

O2.06-05 구조  특징의 확률  결합을 이용한 빠른 지문 분류
조웅근·홍진 ·조성배(연세 )

O2.06-06 다  클래스 분류를 한 강인한 SVM 설계 방법 
-생체 인섹 데이터에의 용-
조민국·박혜 (경북 )

O2.06-07 단계형 구조와 SVDD를 이용한 실시간 얼굴 탐지 
시스템
송지 ·이한성·임 희·박 희(고려 )

O2.06-08 정면 투  환경에서의 자동 칼라 보정에 의한 손 
역 추  알고리즘

고은 ·남양희(이화여 )

2005년 7월 6일(수) 언어공학 II 스키하우스 스피넬Ⅰ

16:00-18:00 좌장 : 이상곤 교수 ( 주 )

O2.07-01 효율 인 자원 운 을 한 문용어 생명주기 
리 연구
정한민(KISTI),구희 (UST),이병희·성원경

(KISTI)

O2.07-02 모든 품사 색인을 이용한 정보 검색 시스템
진·강승식(국민 )

O2.07-03 문서 분류를 한 응집도와 주어 주도의 주제어 
추출
안희국·노희 (강원 )

O2.07-04 자동 추출된 시간정보를 이용한 사건 클러스터링

김평·남덕윤·최기석(KISTI),맹성 (ICU)

O2.07-05 One-class 문서 분류를 한 가상 부정 제의 사용
송호진·강인수·나승훈·이종 (포항공 )

O2.07-06 한국어 개념망 구축을 한 지능형 워크벤치
허정·최미란·장명길(ETRI)

O2.07-07 문장구조분석을 한 서술성 명사 복원
임수종·이창기·장명길(ETRI)

O2.07-08 템 릿에 기반한 기록정보 QA
이충희·오효정·김 진·장명길(ETRI)

 7월 7일 (목) 09:00~12:00
2005년 7월 7일(목) 데이타베이스 III 호텔 2층 다이아몬드 Ⅰ

09:00-12:00 좌장 : 문양세 교수 (강원 ) / 박상원 교수 (한국외 )

O3.01-01 다차원 색인을 이용한 도 기반 클러스터링의 근
사  근 방법
황재 ·황규 (KAIST),문양세·장주 ·김진호

(강원 )

O3.01-02 자태그 객체의 추 을 한 간격 R-트리의 분할 
정책
이세호·안성우·홍 희(부산 ),반재훈(경남정보

),임덕성( 진 문 )

O3.01-03 통합 XML 스키마의 효율 인 추출
임태우·강혜란·이경호(연세 )

O3.01-04 고차원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한 벡터 근사 
비트맵 색인 방법

황지익·손 온·낭종호(서강 )

O3.01-05 치 기반 서비스에서 이동 객체의 궤 을 한 
HR-트리의 확장
우성 ·김미경· 식·박 주(한밭 )

O3.01-06 보이지 않는 조상을 포함하는 안 한 XML 문서
의 갱신 질의 처리에 한 연구
변창우·박석(서강 )

O3.01-07 스트림 데이터의 다차원 분석에서 평균응답시간
을 이는 스트림 큐
도기석·박석(서강 )

O3.01-08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내부 공격자에 한 송경
로 상에서의 응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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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호·박석(서강 )

O3.01-09 수평 분산 데이터베이스 상의 세부 데이터 유출이 

없는 순차 패턴 마이닝 기법
김승우·원정임·박상 (연세 )

2005년 7월 7일(목) 데이타베이스 IV 호텔 2층 다이아몬드 Ⅱ

09:00-12:00 좌장 : 김흥식 교수 (인제 ) / 이종연 교수 (충북 )

O3.02-01 생명과학 Open Archiving Community를 한 메
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안부 (KISTI)

O3.02-02 의미  연결 계에 기반한 자 카탈로그에서의 
확장된 어휘 인덱스 구축  이를 이용한 검색 성
능 향상 기법
이동주·이태희·이상구(서울 )

O3.02-03 LUR-tree에서 이동체의 지연 다량 삽입 기법
김정 ·장용일·배해 (인하 )

O3.02-04 다  XML 문서 인덱싱을 한 역 인코딩 기법
배진욱(서울 ),문 기(Arizona ),이석호(서울

)

O3.02-05 에이 트를 이용한 사용자 심의 개인용 생물학 
검색시스템
김 억·정 수·류근호(충북 )

O3.02-06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기에서 추출된 데이
터의 효율 인 재를 한 테이블 단 의 데이터 

리 기법
김형선·유병섭·박순 (인하 ),이재동(단국 ),

배해 (인하 )

O3.02-07 소수 이블을 이용한 RDF/RDFS 인덱스 구조
김선 ·권동섭·이석호(서울 )

O3.02-08 최 키 값을 이용한 CST-트리 인덱스의 빠른 재
구축
이재원·이익훈·이상구(서울 )

O3.02-09 국가 자기록물 구보존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
황윤 ·임 수·이규철(충남 )

O3.02-10 상  오차의 최소화를 한 조화 웨이블릿 기법
함성호·강성구·이석호(서울 )

2005년 7월 7일(목) 정보통신 VIII 호텔 3층 토 즈Ⅰ

09:00-12:00 좌장 : 이  교수 ( 운 )

O3.03-01 이동 센서 네트워크를 한 응  FEC 코드 제
어 알고리즘
이 수·홍승욱·안종석(동국 학교)

O3.03-02 채 부하 측정에 기반한 센서네트워크 혼잡감지 
기법
신수정·차호정(연세 )

O3.03-03 라우  로토콜을 이용한 센서 그리드 기반의 
치인식
안태원·조인휘(한양 )

O3.03-04 무선 력 통신을 한 Sleep 모드의 세분화된 
재정의
김구원·박창윤( 앙 )

O3.03-05 Location Privacy and Authentication for Low- 
cost Sensor Node Devices Using Varying Iden-

tifiers
Abdul Hamid·ChoongSeonHONG (경희 )

O3.03-06 Cluster Based Clock Synchronization for Sensor 
Network
Mamun-Or-Rashid · Choong Seon HONG (경희 )

O3.03-07 유비쿼터스 서비스 가용공간에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법에 한 연구
김양남·이 해(한국항공 )

O3.03-08 u-Campus 기자재 리 서비스 구  기술에 한 
고찰
구 철·이양민·이재기(동아 )

O3.03-09 효율 인 이벤트 처리를 한 RFID 미들웨어의 
룰 리 기법
김 ·문미경·염근 (부산 )

2005년 7월 7일(목) 정보통신 IX 호텔 3층 토 즈Ⅱ

09:00-12:00 좌장 : 김건웅 교수 (목포해양 )

O3.04-01 Modified Passive Clustering Algorithm for 
Wireless Sensor Network
Akhtar Rahman Al Eimon · Choong -

SeonHONG (경희 )

O3.04-02 센서 네트워크에서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실시간 
태스크 스 쥴링

홍승기·김 ·김재언(ICU)

O3.04-03 계층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부하와 에 지
를 고려한 클러스터 헤드 선정 알고리즘
김 ·조진성(경희 )

O3.04-04 실시간 센서네트워크 응용을 한 혼잡 회피 기법
정원우·차호정(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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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04-05 센서네트워크에서 Link Quality를 고려한 효율
인 코드  기법
조성규·차호정(연세 )

O3.04-06 가상 싱크 로테이션을 이용한 센서 라우  로토
콜 설계
최 석․최린(고려 )

O3.04-07 정황인지 유비쿼터스 엔터테인먼트

이동 ·채희서·김 우·인호·한정 (고려 )

O3.04-08 ubiTrack을 이용한 방  인식 기법
정우진·우운택( 주과학기술원)

O3.04-09 소 트웨어 비용 감을 한 공개 소 트웨어의 
용 차

정낙수·황선태(국민 )

2005년 7월 7일(목) 컴퓨터 시스템 II 호텔 3층 토 즈Ⅲ

09:00-12:00 좌장 : 조진성 교수 (경희 )

O3.05-01 그룹의 통합과 분리를 고려한 상호배제 알고리즘
윤재희·김재훈(아주 )

O3.05-02 응형 미들웨어를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응 행동 측

이승수·김경 ·조성배(연세 ),윤희용(성균 )

O3.05-03 컴포 트기반 미들웨어에서 효율 인 컴포 트 
재구성
권정호·김재훈(아주 )

O3.05-04 웨어러블 컴퓨 을 한 분산 일 서비스
신종화·이우 ·박찬익(포항공 ),조일연·한동원

(ETRI)

O3.05-05 DVS와 LCD 재생 임률 제어에 기반한 시스
템 력 리
최진욱·차호정(연세 )

O3.05-06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터 티  응용 로그
램을 한 력 리 기법
장세환·차호정(연세 )

O3.05-07 이동형 개인 컴퓨  환경의 에 지 효율 증가를 
한 빠른 압 조 을 고려한 가변 성능 알고리즘
서의성·이 원(KAIST)

O3.05-08 력 버퍼 캐시
이민·서의성·이 원(KAIST)

O3.05-09 분산 실시간 시스템에서 신뢰성 향상을 한 통신 
부하 분석
구 우·홍 식(동국 )

O3.05-10 실시간 시스템의 Fault Tolerance를 한 모니터
링 기법
심재환·김진 ·양진석·최진 (고려 )

2005년 7월 7일(목) 로그래  언어 스키하우스 스피넬Ⅰ

09:00-10:30 좌장 : 고훈  교수 (경인여 )

O3.06-01 추상 구문 트리에서 시멘틱 트리로의 변환
손윤식·고석훈·오세만(동국 )

O3.06-02 간 코드를 스택-기반 코드로의 변환기
김 국(인하 ),고훈 (경인여 ),유원희(인하

)

O3.06-03 네이티  코드 연결 기법에 한 연구
유재민·고 만(상지 )

O3.06-04 최 합 객체 선정을 한 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장주 ·노희 (강원 )

O3.06-05 자바 병행 로그램의 모니터링 시스템
문세원·창병모(숙명여 )

O3.06-06 Jini 서비스를 이용한 안 한 Java 객체 장소의 
개발
유양우(울산과학 학),박희종·이명 (울산 )

 7월 8일 (금) 09:00~12:00
2005년 7월 8일( )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I 호텔 2층 다이아몬드Ⅰ

09:00-12:00 좌장 : 곽노윤 교수 (천안 ) / 김응규 교수 (한밭 )

O4.01-01 Overlapping NMF와 Sparseness를 이용한 단일 
채  다성 음악의 음원 분리
김민제·최승진(포항공 )

O4.01-02 간 인식 연구를 한 간 상 데이터베이스
허기수·오일석( 북 )

O4.01-03 상 을 이용한 회색화상의 이치화 알고리듬

이충호·김 규·김응규(한밭 )

O4.01-04 학습을 통한 JPEG 상의 잡  제거
김 인·권 희·김동호·김진형(KAIST)

O4.01-05 비  기반의 모바일 로  제어 시스템
장재식(경북 ),김은이(건국 ),장상수·김항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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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01-06 웹 문서로부터 잡음 역의 클리닝을 한 규칙기
반 방법
이민형·김연석·이경호(연세 )

O4.01-07 배경 무효화를 이용한 배경모델링
효성·문성민·이종원(세종 )

O4.01-08 개선된 2차원 필기 인식 모델을 이용한 3차원 온
라인 필기인식

김 환·이택헌·김진형(KAIST)

O4.01-09 BLU의 자동결함검출을 한 템 이트 검사와 
블록매칭 방법
조상희·한창호·오춘석·유 기(선문 )

O4.01-10 고문서 산화를 한 문서 인식 기법
조규태·김진식·이성훈·김자환·김민수·김진형

(KAIST)

2005년 7월 8일( )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호텔 2층 다이아몬드Ⅱ

09:00-12:00 좌장 : 김 덕 교수 ( 덕 )

O4.02-01 로젝트 성격에 따른 보이스메일의 사용성
김민경·김희철(인제 )

O4.02-02 다  에이 트기반 Hybrid형 상황 응 시스템
조재우 ·이승화 ·이은석(성균 )

O4.02-03 모델 기반의 자가 응형 소 트웨어 설계
이상희·이은석(성균 )

O4.02-04 문장계획 트리와 유 자 로그래 을 이용한 
화형 에이 트의 동  문장생성
임성수·조성배(연세 )

O4.02-05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하에서 개체 간 상호 이해
를 한 Bridge Ontology 생성  제공 기법 연구
강태훈·박경랑·김신덕(연세 )

O4.02-06 유비쿼터스 컴퓨 에서의 컨텍스트 응형 개인

화 서비스를 한 사용자 모델
강창덕·박주경·박경랑·김신덕(연세 )

O4.02-07 시맨틱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MII 기반 지
능형 화 에이 트
김경민·조성배(연세 )

O4.02-08 장면  음원 복잡도 축소에 의한 3차원 사운드 
재 의 실시간화 기법
성숙정·이정선·오수진·남양희(이화여 )

O4.02-09 차세  항공기 조종석 디스 이 시스템 연구
오창근.김상수.인호(고려 )

O4.02-10 3차원 캘리그라픽 스트로크를 이용한 가상디자인 
알고리즘
최한울·채 호( 앙 )

2005년 7월 8일( ) 정보보호 II 호텔 2층 루비

09:00-12:00 좌장 : 고훈 교수 ( 진 )

O4.03-01 PCAV: 평행좌표계를 이용한 네트워크 공격의 시
각화
최 상·이희조(고려 )

O4.03-02 랜덤성을 이용한 알려지지 않은 신종 웜에 한 
탐지 기법
박 도·이희조(고려 )

O4.03-03 다단계 구조를 가진 침입 탐지  방어 시스템의 
구
민욱기·장혜 ·최종천·조성제(단국 )

O4.03-04 MS Windows에서 JPEG 련 버퍼 오버런의 취약
성 분석
오 수·장혜 ·조성제(단국 ),김홍근(KISA)

O4.03-05 검증 IP table를 사용한 통계 기반 DDoS 응 시
스템
박필용·홍충선(경희 )

O4.03-06 무선랜 환경에서 TKIP를 이용한 DoS 공격 응 
메커니즘
강명수·홍충선(경희 )

O4.03-07 네트워크 침입탐지를 한 도함수 기반 아웃라
이어 탐지 기법
박종명·김한 (서울시립 )

O4.03-0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향상된 키 분배 기법
조정식·여상수·김성권( 앙 )

O4.03-09 멀티미디어 데이터 보호를 한 랜덤 칭키 기반 
부분 암호화 시스템
정용훈·김정재· 문석(숭실 )

O4.03-10 DRM 시스템을 한 안 한 복호화 키 분배 시스
템 설계
추연수·이 구· 문석(숭실 )

O4.03-11 IPSec-VPN에서의 네트워크 복 문제 해결을 
한 IPSec 네트워크 별칭 기법
박재성․천 호․ 문석(숭실 )

O4.03-12 동  암호키 생성  복구 방법
신 선·오송석( ),김황래(공주 ),박진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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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8일( ) 소 트웨어 공학 I 스키하우스 스피넬Ⅰ

09:00-12:00 좌장 : 이병정 교수 (서울시립 ) / 이길섭 교수 (국방 )

O4.04-01 CEC 평가시스템 개발의 제품계열  용방
법론
우동성·윤희병(국방 )

O4.04-02 정보시스템 감리품질 향상을 한 자동화된 험
평가 기법
안상임·이우진·정기원(숭실 )

O4.04-03 사용  품질척도를 용한 웹 사이트 품질평가
이 철(국방 ),김성락(고려 )이길섭·이승종

(국방 )

O4.04-04 매트릭을 이용한 아키덱쳐 안정성 평가
이 주·박찬진·강유훈·김택수·우치수(서울 )

O4.04-05 자바 바이트코드를 상으로 하는 메소드 수  뮤
테이션 연산자
신종민(KAIST),마유승(ETRI),권용래(KAIST)

O4.04-06 Eclipse 랫폼을 이용한 컴포 트 기반 개발 
(CBD) 기법
김성안·라 정·김수동(숭실 )

O4.04-07 소 트웨어 다이어그램의 변경 내용 검출 기법
한종 ·박근덕·우치수(서울 )

O4.04-08 XML 테스트 스크립트 기반 단  테스  도구의 
설계  구
김재 ·조용윤·유재우(숭실 )

O4.04-09 UML 2.0 행  다이어그램을 확장한  웹 응용의 
항해 모델
박상 ·이욱진(서울 ),이병정(서울시립 ),김희

천(방송 ),우치수(서울 )

O4.04-10 컴포 트 기반의 거시 로그램 통합을 한 
Adapter와 Facade 패턴의 용기법
이호성(고려 )

O4.04-11 컴포 트 기반의 MDA 공학 로세스
유태권·라 정·김수동(숭실 )

O4.04-12 상처리 알고리즘 활용과 공유를 한 효과 인 
컴포 트 구조에 한 연구
어지수·조 탁·채옥삼(경희 )

2005년 7월 8일( ) 인공지능 I 스키하우스 스피넬Ⅱ

09:00-11:45 좌장 : 김인철 교수 (경기 )

O4.05-01 FP-Tree를 이용한 문서 분류
박용기·김황수(경북 )

O4.05-02 주제어와 미분류 문서들을 이용한 문서의 자동 분
류 방법
이강일·이창환(동국 )

O4.05-03 실시간 그래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간 탐사
최은미·김인철(경기 )

O4.05-04 합형식의 군집 유효화 지수의 분석과 새로운 지수 
개발
김민호·R.S.Ramakrishna( 주과학기술원)

O4.05-05 비형식의 군집 유효화 지수의 분석과 새로운 지수 
개발

김민호·R.S.Ramakrishna( 주과학기술원)

O4.05-06 그리드 기반 게임에서 Voronoi diagram을 이용한 
곡선 경로찾기

주·유견아(덕성여 )

O4.05-07 카이스퀘어 분석과 아이템기반 력  여과를 이
용한 타겟마  기법
김완섭·이수원(숭실 )

O4.05-08 동  여과를 한 희소 데이터 변형 기법
김형일·김 태(동국 )

O4.05-09 치 기반 서비스를 한 이동 경로 선택
윤태복·이지형(성균 )

 7월 8일 (금) 13:00~15:00
2005년 7월 8일( ) 정보보호 III 호텔 2층 루비

13:00-15:00 좌장 : 최승식 교수 (인천 )

O5.01-01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ID기반의 사용자 인증 로
토콜
이원진·김은주· 일수( 오공 )

O5.01-02 Low-Rate WPAN 환경에서 효율 이고 인증 가
능한 비 키 설정 메커니즘
허 ·홍충선·김동규(경희 )

O5.01-03 갱신 아이디를 이용한 AAA지역 인증 방안에 

한 연구
강서일·이임 (순천향 )

O5.01-04 AAA상에서 치정보를 이용한 안 하고 빠른 
Handoff 기법 설계
이덕규·이임 (순천향 )

O5.01-05 LR-WPAN을 제어하기 한 WLAN에서의 보안 
매커니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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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홍충선(경희 )

O5.01-06 상의 변조 검출을 한 응 양자화 워터마킹
김종 ·최 (서울시립 )

O5.01-07 양자화 상 워터마킹을 이용한 제거 가능한 로고 
기법
조동 ·최 (서울시립 )

O5.01-08 타원곡선 암호 응용을 한 개선된 최 확장체 연산

이문규(인하 )

O5.01-09 부하감소를 한 분산 OCSP 서버 그룹화 모델 제안
최선묵(동국 ),서동린(동서울 ),이 석(동국

)

O5.01-10 XML 암호화 제품을 한 표  합성 시험 방법
론 연구
채한나·이 수(숙명여 )

2005년 7월 8일( ) 소 트웨어 공학 II 스키하우스 스피넬Ⅰ

13:00-15:00 좌장 : 윤희병 교수 (국방 )

O5.02-01 제품-계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한 비즈니
스 기반 요구분석
홍기삼·윤희병(국방 )

O5.02-02 Esterel 기반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신뢰성 향상
을 한 개발 기법
양진석·심재환·김진 (고려 ),강인혜(서울시립

),최진 (고려 )

O5.02-03 ASADAL/OBJ Hybrid: 고신뢰성 하이 리드 시
스템 모델링을 한 객체지향 임워크
신승엽·김문주·강교철(포항공 )

O5.02-04 MBASE를 용한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 방법론
김상수.인호(고려 )

O5.02-05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구조 기반의 동  응형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이상희·정철호·이은석(성균 )

O5.02-06 형태공명 가설을 기반으로 한 인수인계 특화 그룹
웨어 시스템
채희서·인호(고려 )

O5.02-07 이진 로그램을 한 CTL 모델 체킹
이태훈·권기 (경기 )

2005년 7월 8일( ) 인공지능 II 스키하우스 스피넬Ⅱ

13:00-15:00 좌장 : 김 태 교수 (동국 )

O5.03-01 실내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목표 물체를 탐색하기 
한 활동기반 계층  베이지안 네트워크

송윤석·조성배(연세 )

O5.03-02 가우시안 혼합 출력 HMM을 한 변분 베이지안 
방법
오장민․장병탁(서울 )

O5.03-03 효과 인 지문분류를 한 SOM기반 OVA SVM
의 결합 기법
홍진 ·민 기·조성배(연세 )

O5.03-04 시간 가 치 엔트로피를 이용한 결정 트리 생성 
알고리즘
동립권.이지형(성균 )

O5.03-05 진화 알고리즘과 MDL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
크 갱신
김경 ·조성배(연세 )

O5.03-06 다양한 형태의 상황 정보 합성을 한 퍼지 베이
지안 네트워크
유지오·조성배(연세 )

O5.03-07 장면 인식 성능 향상을 한 베이지안 확률  증
거의 결합
황 성·박한샘·조성배(연세 )

O5.03-08 SIFT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확실한 실
내 환경에서의 치  물체 인식
임승빈·조성배(연세 )

 7월 8일(금) 15:30~17:30
2005년 7월 8일( ) 컴퓨터시스템 III 호텔 2층 볼룸Ⅲ

15:30-17:30 좌장 : 임성수 교수 (국민 )

O6.01-01 네트워크 상의 종단 호스트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법
김경산·김성조( 앙 )

O6.01-02 개선된 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한 임베디드 모니터
링 시스템의 설계  구
신원·김태완·장천 (건국 )

O6.01-03 다수의 지스터를 확보하기 한 ARM Thumb 
지스터 뱅크의 제안

이제형(서울 ),박진표(삼성 자),문수묵(서울

)

O6.01-04 Scratch-Pad 메모리를 한 동  코드 배치 기법
김지훈·장춘기·이재진·민상렬(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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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01-05 K-평 화: 래시 메모리의 효율 인 소거 횟수 
평 화 기법
김도윤·유 석·박성환·박원주·박상원(한국외 )

O6.01-06 스토리지 서비스를 한 IPSec 로토콜 성능 평가
황종모·류 길·박찬익(포항공 )

O6.01-07 차세  비휘발성 메모리가 추가된 버퍼캐쉬에서 
성능 측정 방법의 재조명

이규형(홍익 ),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6.01-08 FAT 호환 래시 메모리 일 시스템을 한 성
능 최 화 기법
김성 (서울 ),이동희(서울시립 ),민상렬(서울

)

2005년 7월 8일( ) 병렬처리시스템 호텔 2층 루비

15:30-17:45 좌장 : 서효 교수 (카톨릭 )

O6.02-01 P2P환경에 유효한 허  데이터 감축 알고리즘
이원주(두원공 ) ,김승연(듀폰포토마스크) ,    

창호(한양 )

O6.02-02 SoC 로그램의 원격디버깅을 한 실시간 추
도구
김 주·최석주(경상 )· 인걸(ETRI)· 용기(경

상 )·임채덕(ETRI)

O6.02-03 그리드 사용자 계정 리 시스템 설계
장택수·홍필두·노남수·이용우(서울시립 )

O6.02-04 공유 메모리 기반의 고성능 D-클래스 계산 병렬 
알고리즘
신철규·한재일(국민 )

O6.02-05 그리드 정보 검색 시스템을 한 동  가상조직 

설계  구
박찬호·김 호·이승하·김양우(동국 ),이필우

(KISTI)

O6.02-06 어카운 을 한 그리드 사용자 환경 설계
김상완·곽재 ·황 철·이필우(KISTI)

O6.02-07 웹서비스 기반 워크 로우 작업 리
김은경·송은혜·김윤희(숙명여 )

O6.02-08 웹서비스 기반의 상태정보 리 시스템의 설계  
구
박 길·문종배·김명호(숭실 )

O6.02-09 상태 정보 학습을 이용한 효율 인 이동 에이 트 
이주기법
최신일·엄 ·국윤규·정계동·최 근( 운 )

2005년 7월 8일( ) 소 트웨어 공학 III 스키하우스 스피넬Ⅰ

15:30-17:30 좌장 : 오기성 교수 (동원 )

O6.03-01 유스 이스기반 웹서비스 식별 방법
윤홍란·김유경·박재년(숙명여 )

O6.03-02 UI 로토타입에 기반한 항해 설계
이욱진·박상 (서울 ),이병정(서울시립 ),김희

천(방송 ),이숙희(서경 ),우치수(서울 )

O6.03-03 SCORM 기반 학습 콘텐츠 난이도 분석
김철 ( 남 ),고형 (목포 ),김병기( 남 )

O6.03-04 Non-First Normal Form에 입각한 eBook Anno-

tation 온톨로지의 설계와 구
신성욱·김종석(연세 ),임순범(숙 ),최윤철(연

세 )

O6.03-05 WinWin 모델의 합의  도출 개선에 한 연구
오창근.김상수.인호(고려 )

O6.03-06 모델 추상화를 이용한 네모라이즈 게임 풀이
이정림·권기 (경기 )

2005년 7월 8일( ) 인공지능 III 스키하우스 스피넬Ⅱ

15:30-17:30 좌장 : 최 민 교수 (한양 )

O6.04-01 온톨로지 기반의 질의-응답을 한 지능형 웹서비스
진훈·김인철(경기 )

O6.04-02 시맨틱 웹을 이용한 웹 변경 탐지 시스템의 설계
조부 ·이복주(단국 )

O6.04-03 개체 시각화 심의 OWL 온톨로지 편집기 개발
김민수·김 ·송세헌·김민구(아주 )

O6.04-04 온톨로지 장소 아키텍처
이동훈·양정진(가톨릭 )

O6.04-05 온톨로지를 이용한 정보 추출
김인수·이복주(단국 )

O6.04-06 온톨로지 에디 , 통합, 추론을 한 리도구: 
보  디자인 그리고 구
박경모·김동진(경희 )

O6.04-07 일반화된 패턴을 이용한 계 추출 시스템
김혜민·최익규·김민구(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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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일정  장소

 포스터발표 (I)

포스터 발표Ⅰ 2005년 7월 6일(수) 14:30-16:00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1.1 데이타베이스Ⅰ 22 정연돈 교수(동국 학교)

P1.2 바이오정보기술 17 오석  교수(인제 학교)/박성배 교수(경북 학교)

P1.3 언어공학 10 김  평 박사(KISTI)

P1.4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0 임순범 교수(숙명여자 학교)

P1.5 산교육시스템 6 노정규 교수(서경 학교)

P1.6 정보보호Ⅰ 10 김 성 교수(경일 학교)

P1.7 정보통신Ⅰ 41 김기원 교수(안양 학교)/정성호 교수(한국외국어 학교)

P1.8 컴퓨터그래픽스 9 정문렬 교수(서강 학교)

P1.9 컴퓨터비젼 패턴인식Ⅰ 15 김은이 교수(건국 학교)/유태웅 교수(서해 학)　

P1.10 컴퓨터시스템Ⅰ 16 민상렬 교수(서울 학교)

P1.11 컴퓨터이론 4 이문규 교수(인하 학교)

합계 160

 포스터발표 (II)

포스터 발표Ⅱ 2005년 7월 7일(목) 12:00-13:30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인덱스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2.1 데이타베이스 Ⅱ 23 김치연 교수(목포해양 학교)

P2.2 병렬처리시스템 13 이원주 교수(두원공과 학)

P2.3 소 트웨어공학 23 홍장의 교수(충북 학교)

P2.4 인공지능 28 윤여창 교수(우석 학교)

P2.5 정보보호Ⅱ 10 정목동 교수(부경 학교)

P2.6 정보통신Ⅱ 32 장 민 교수(국민 학교)

P2.7 컴퓨터비젼 패턴인식Ⅱ 16 정민교 교수(서울여자 학교)/강명아 교수( 주 학교)　

P2.8 컴퓨터시스템Ⅱ 15 김진수 교수(KAIST)

P2.9 로그래 언어 4 안 선 교수(항공 학교)　

합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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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좌장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A, B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 에서 우수하다고 단되는 논문은 추천서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랍니다. 

  ④ 추천서양식은 발표장 조교로부터 받으시길 바라며, 작성후 조교에게 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 의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100cm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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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까지 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테

잎 등, 양면테이 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각 패 마다 발표논문 번호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정입니다. 본 사이트 ‘논문발표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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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표시간이 종료후 3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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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7월 6일 (수) 14:00~16:00
2005년 7월 6일(수) 데이타베이스Ⅰ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정연돈 교수 (동국 )

P1.01-01 XML Schema의 갱신 시의 유효성 유지에 한 연구
탁성수·최윤진·이언배(방송 )

P1.01-02 Electric Meter Data의 실시간 통합 리에 한 연구
고종민·이진기·김선익·유인 ·오도은·장문종(한

국 력공사)

P1.01-03 자 카탈로그 자동분류에서 Naïve-Bayesian Cla-
ssifier 데이터 모델 확장
김성환·김 철·이태희·이상구(서울 )

P1.01-04 SSO(Single Sign-On)체제 구축을 한 웹 사이트 
회원정보와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정보 동기화
천인 ·이태석·이상환·김남근·신기정(KISTI)

P1.01-05 Labeling 방식에 따른 XML 데이터의 갱신 성능 
분석
정민옥·남동선·한정엽(한 과컴퓨터),박종 ·강

지훈(충남 )

P1.01-06 패턴기반 워크 로우 마이닝 기법
박민재·유 재·안형진·원재강·김 훈(경기 )

P1.01-07 Wf-XML 2.0 기반 상호운용성 지원을 한 로
세스 엔진 설계
안형진·박민재·김 훈(경기 )

P1.01-08 원  비상디젤발 기 신뢰도 리시스템 개발
송재주·이정일·신진호·강주 ·이 재( 력연구원)

P1.01-09 ELIS : 효과 인 식물 잎 이미지 검색 시스템
남윤 (아주 ),황인 (고려 )

P1.01-10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한 장  색인 
구조의 구   성능 평가
엄정호·장재우( 북 )

P1.01-11 Materialization 기법을 이용한 공간 네트워크 DB
에서의 효율 인 범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설계 

 성능 평가
김용기·김 국·장재우( 북 )

P1.01-12 순서정보  Materialization 기법을 이용한 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의 설계  구
김 국·김용기·김 창·장재우( 북 )

P1.01-13 MOLAP 시스템을 한 다차원 장구조의 설계
기법
이종학·이성원( 구카톨릭 )

P1.01-14 트리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의미  검색을 
한 임워크 설계
안형근·고재진·양상석(울산 )

P1.01-15 Ad-hoc 네트워크 기반 골  스코어 공유 응용 개발
정로미·양해원·김지은·윤 실·이승주·유견아·

이주 ·박우창(덕성여 )

P1.01-16 AVASWI 시스템을 한 장소의 설계  구
유남 (순천 ),정강용(순천제일 학),김원 (순

천 )

P1.01-17 이메일문서의 속성값에 기반한 필터링 시스템의 
설계  구
김보미·이상열·이상곤( 주 )

P1.01-18 모바일 컴퓨  환경에서 높은 캐쉬 가용성을 한 
캐쉬 액세스 로토콜
최재호·이상근(고려 )

P1.01-19 XML을 RDBMS에 장하기 한 Analyzer 설계 
 구

정민경·홍동권·남재열(계명 )

P1.01-20 RDBMS의 질의 결과 값을 XML 형태로 변환하는 
XML Reconstruction 기법
이재호·홍동권·남재열(계명 )

P1.01-21 무선 XML 스트리 을 한 시뮬 이션 시스템의 
설계  구
박정 ·김충수·정연돈(동국 )

2005년 7월 6일(수) 바이오정보기술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오석  교수 (인제 ) / 박성배 교수 (경북 )

P1.02-01 멀티 소스 데이터 분류와 분석을 한 이머징 패
턴의 용 방법
윤혜성·이상호(이화여 ),김주한(서울 )

P1.02-02 지식기반 유 자 알고리즘에서 추출된 규칙을 이

용한 Cleavage Site 측
조연진·김 철(고려 )

P1.02-03 최소 에지 크로싱을 한 사 경로 드로잉 알고
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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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하·김민경·이상호(이화여 )

P1.02-04 DNA 컴퓨  연산 과정의 통계 물리  측
김 식.김종찬.노 균.이동윤.장병탁(서울 )

P1.02-05 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용 올리고뉴클 오타이
드 태그 디자인
임희웅·유석인·장병탁(서울 )

P1.02-06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한 Gene 
Selection
임수홍·손기락·홍성룡(한국외국어 )

P1.02-07 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MicroRNA 이 나선 구
조의 Dinucleotide Step 라미터 추정
남진우·장병탁(서울 )

P1.02-08 진화하는 그래  구조 학습을 한 부스티드 
DNA 컴퓨
석호식·장병탁(서울 )

P1.02-09 인공미생물체를 한 진화생태계의 구성과 그 응용
추승우(과학 재학교),조환규(부산 )

P1.02-10 용량 유 자형 데이터에 한 LD기반의 일배체
형 재구성 시스템
김상 ·여상수·김성권( 앙 )

P1.02-11 Kernel CCA를 이용한 유 자 발  조  기능 모

티  추출
이제근·정제균·장정호·장병탁(서울 )

P1.02-12 Neural Feature Association Rule을 이용한 효모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측
엄재홍·장병탁(서울 )

P1.02-13 Ortholog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생물 경로 재구
축 시스템
정태성·오정수·조완섭(충북 )

P1.02-14 주요 서열 구성의 선택에 의한 단백질의 세포내 
소기  치 측
김수진·정제균·이제근·장병탁(서울 )

P1.02-15 SVM과 치 기반의 자질을 이용한 MicroRNA 
목표 유 자 측
김성규·장병탁(서울 )

P1.02-16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한 템 릿 기반 동
 리

박종민·최재훈·박선희(ETRI)

P1.02-17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증후군의 측 
모델링
박한샘·조성배(연세 ),이홍규(서울 )

2005년 7월 6일(수) 언어공학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김평 박사 (KISTI)

P1.03-01 온톨로지 언어 사용 지침 표 안 제정  표 안 
기반 온톨로지 구축 도구 설계
공 장·황명권·김원필·김 구(조선 )

P1.03-02 CRF를 이용한 백과사  도메인의 템 릿 기반 지
식베이스 설계  구축
왕지 ·이창기·김 진·장명길(ETRI)

P1.03-03 온톨로지의 개념구조에 의한 웹페이지의 의미  
분류
송무희·임수연·박승배·강동진·이상조(경북 )

P1.03-04 문맥과 치정보를 사용한 정보추출
민경구(서강 ),선충녕(다이퀘스트),서정연(서강

)

P1.03-05 이동 통신 화기 자 을 한 동 인 S/W 한  
입력 방법
황인택 ·천성민 ·송 철 ·강석천 ·박재화 ·최

남( 앙 )

P1.03-06 어휘확장을 통한 문장분석 시스템의 개선
김민찬·김곤·배재학(울산 )

P1.03-07 화제인식에 의학 단락별 계산방법의 설계
김혜경·이상곤( 주 )

P1.03-08 수사법을 활용한 음악 분석
서정범·배재학(울산 )

P1.03-09 길이 비트맵 해시 기반 형태소 분석 시스템
선충녕(다이퀘스트),민경구·서정연(서강 )

P1.03-10 사건과 상태의 선호도 분류
양재군·배재학(울산 )

P1.03-11 백과사  질의응답을 한 구문정보기반 정답색
인방법
김 진·이충희·오효정·왕지 ·장명길(ETRI)

2005년 7월 6일(수)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임순범 교수 (숙명여 )

P1.04-01 네트워크기반 지능형 서비스 로 (URC) 로젝트를 
한 학제간 유비쿼터스 로 기술 컨버 스 정책

한정혜(청주교 ),이재연․조 조(ETRI)

P1.04-02 신문기사의 감정추출 방법에 한 연구
백선경·김 구(조선 )

P1.04-03 상황 응형 차량 계기 시스템의 설계  구
부소 ·박승인·김명희(이화여 )

P1.04-04 컨텍스트 기반의 아바타-객체 행 제어 스크립트
의 정의
김재경·최승 (연세 ),임순범(숙명여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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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

P1.04-05 로젝터 기반 증강 실을 사용한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 개발
이승세·윤창옥·한상헌·윤태수·이동훈(동서 )

P1.04-06 모바일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이용한 3차원 아바
타 동작 제어
최승 ·김재경(연세 ),임순범(숙명여 ),최윤철

(연세 )

P1.04-07 Personal Kiosk: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한 유용 서비스집합 산정 방안

박정규·이 해(항공 )

P1.04-08 수요자 심의 과학기술 포털 맞춤정보 서비스 시
스템  제공방법
천인 ·이태석·이상환·김명일·신기정(KISTI)

P1.04-09 3D 아바타 제어를 한 컨텍스트 기반 동기화 기법
송특섭·신성욱·최윤철(연세 ),임순범(숙명여 )

P1.04-10 연속 인 제스처와 언어 모델을 이용한 한  입력 
인터페이스
김동호·권 희·김진형(KAIST)

2005년 7월 6일(수) 산교육시스템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노정규 교수 (서경 )

P1.05-01 자교과서에 한 인식과 학업 성취도에 한 연구
강오한·김태한·박희성(안동 )

P1.05-02 래시를 이용한 능동  컴퓨터구조 학습도구의 
개발
이강·서희암(한동 )

P1.05-03 피드백을 제공하는 CAT 기반 학습시스템
조여원·최용석(한양 )

P1.05-04 ICT 교육 통합 지원시스템(IEISS)을 한 무선 수

행평가 시스템(WPAS) 설계  구
권 승(서울일신 ),이종민(서울오정 ),김갑수

(서울교 ),이숙희(서경 )

P1.05-05 학습자 수 별 교육 리시스템에 의한 학습 역
의 문제 추출 시스템
박경 ·고재진·안형근·양상석(울산 )

P1.05-06 디지털 앨범 창조 2.1의 구
박경진(서울가동 교),김갑수(서울교 )

2005년 7월 6일(수) 정보보호 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김 성 교수 (경일 )

P1.06-01 RFID 시스템에서 안 하고 효율 인 라이버시 
보호 기법
이승구·여상수·조정식·김성권( 앙 )

P1.06-02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의 XML 근제어 모
델 설계
정성우·박 선·이남용(숭실

P1.06-03 실시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비 분산
기법에 기반한 효율 인 키 리에 한 연구
손상철.윤미연.이 겸.신용태(숭실 )

P1.06-04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자가 치 추정을 이용한 키 
분배 메커니즘
김은아·도인실·채기 (이화여 )

P1.06-05 데이터 마이닝에 기반한 침입탐지시스템의 탐지 
정확도 향상에 한 연구
송 석·高倉弘喜·岡部寿男(경도 ),권용진(한국

항공 )

P1.06-06 매개자를 이용한 변형된 Schnorr 기반의 리서
명 기법
서승 ·이상호(이화여 )

P1.06-07 인터넷 웜  특성 악을 한 시뮬 이션 환
경 연구
이민수·조재익·구본 ·문종섭(고려 )

P1.06-08 효율 인 토큰 업데이트를 이용한 인증 기술에 
한 연구
이정호·장인주·유형선(인하 )

P1.06-09 UPPAAL을 이용한 자지불 로토콜 분석
문 주(고려 ),방기석(한림 )·김일곤(고려 ),

강인혜(서울시립 ),최진 (고려 )

P1.06-10 액티  네트워크에서의 업  구조를 통한 보안 
강화
오하 ·채기 (이화여 )

2005년 7월 6일(수) 정보통신 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김기원 교수 (안양 ) / 정성호 교수 (한국외 )

P1.07-01 Mesh Network를 한 토폴로지 제안과 MAC 
Protocol 설계
한규춘·최린(고려 )

P1.07-02  인터넷에서 버스트 손실 성능 향상을 한 채
 선  방식

김은아·이강형·이수경(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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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7-03 논리 최 화 기법을 이용한 병렬 CRC 회로 설계
이 빈·김주섭·박성주(한양 ),박창원( 자부품

연구원)

P1.07-04 채 상황에 동  응하는 MAC의 구조에 한 
연구
김숙 ·김 성·석정 (연세 )

P1.07-05 IEEE 802.11e QoS MAC EDCA 성능분석
김 환(연세 ),박혜련(명지 ),석정 (연세 )

P1.07-06 802.11 기반 다  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성능 향
상을 한 BCTMA 로토콜 연구
한진우·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P1.07-07 WiBro와 이기종 무선망 연동  고속 핸드오  
방안
이건백(경희 ),이 우·류원(ETRI),조진성(경희 )

P1.07-08 치 기반 서비스 제공을 한 치인식 시스템 
연구
서승호·이 해(한국항공 )

P1.07-09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차별화 된 사용자 이
동 패턴을 이용한 동 인 Location Update 기법
박송화·임성렬·정기동(부산 )

P1.07-10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균일한 에 지 소모를 한 
라우  알고리즘
김 익·채동 (고려 ),원 호( 자부품연구원),

안순신(고려 )

P1.07-11 분산 센서 네트워크에서 Multi-hop Pairwise Key
를 이용한 Cluster Routing 기법
박소 ·김형찬·R.S.Ramakrishina( 주과학기술원)

P1.07-12 RFID 미들웨어에서 태스크의 효율 인 처리를 
한 Task Management System 분석
이찬 ·염근 (부산 )

P1.07-13 RFID 시스템에서 Orthogonal Code를 사용한 태
그 인식 메커니즘
김성 ·정 환·안순신(고려 )

P1.07-1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효율성과 송 지
연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MAC 로토콜
송 미·서창수·고 배(아주 )

P1.07-15 RFID 시스템에서 고속 태그식별을 한 쿼리트리 
로토콜

양의식(부산외 )·박철우(동부산 학),임인택

(부산외 )

P1.07-16 엿듣기를 이용한 Ad-hoc 네트워크 라우 에서의 
오버헤드 감 아이디어
이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P1.07-17 S-MAC에서 효율 인 데이터 달 방안 로토콜
김상수·차우석·조기환( 북 )

P1.07-18 네트워크 이동성을 한 인터넷 연결성 제공  
경로 최 화
정하율·김윤국·안순신(고려 )

P1.07-19 HR-WPAN을 한 에 지 효율 인 PNC 선택 
차

한진우·유 훈·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P1.07-20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S-MAC 기반의 에 지 
효율 인 스  일원화 방안
이태석(고려 ),신기정(KISTI),박명순(고려 )

P1.07-21 센서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이동  노드 추  기법
이성민·차호정(연세 )

P1.07-22 RFID기술을 승계한 USN서비스 도출  구
김 만·최낙길·김시 (국민 )

P1.07-23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 인 에 지 분
산을 한 동 인 다  라우  기법에 한 연구
이 겸·윤미연·손상철·신용태(숭실 )

P1.07-24 RFID 리더 충돌 재를 한 응형 리더 네트워크
임상순.한규호.김윤국.안순신(고려 )

P1.07-25 ZigBee를 이용한 생체신호 송  리시스템
박 규·김혜정·이승재(KT)

P1.07-26 지리정보 기반의 력설비 리 모바일 컴퓨  시
스템 개발
신진호·이 재·송재주·강주 ·이정일(한 력

연구원)

P1.07-27 웨어러블 컴퓨  서비스 제어를 한 로 일 설계
조태욱·유인선·이 희·최훈(충남 )

P1.07-28 센서 네크워크에서 컨텍스트 인지 서비스 개발을 
한 미들웨어

김정 ·김 ·성종우·송형주·김수 ( 정보

과학 )

P1.07-29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를 한 QoS 라우  로토콜
김종선·조인휘·박용진(한양 )

P1.07-30 MANET 환경에서 QoS를 지원하는 Ad Hoc 라우
 로토콜

최태순·이재석·석정 (연세 )

P1.07-31 애드혹을 이용한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이동성에 
따른 네트워크 성능 분석
김재 ·최우 ·황윤일·김태환·한우진·장주욱(서

강 ),엄재용( 자동차),임 채(NGV)

P1.07-32 네트워크 로세서와 TCAM을 이용한 패킷 필터
링 시스템 설계  구
강석민·정해진·권택근(충남 )

P1.07-33 시뮬 이션 환경 구축을 한 패킷 분포에 따른 
네트워크 데이터 셋 구성 방안
조재익·구본 ·이민수·문종섭(고려 )

P1.07-34 RED알고리즘을 이용한 멀티캐스트 라우터 기반 
버퍼 리에 한 연구
최원 ·김정선(한국항공 )

P1.07-35 멀티미디어 데이터 QoS 보장을 한 차별  능동 
큐 리 방안
최기한·장용석(경북 ),류상률(청운 ),김승호

(경북 )

P1.07-36 JMF를 이용한 QoS를 보장하는 흐름 제어 알고리
즘의 설계
안세 ·채동 ·우시남·안순신(고려 )

P1.07-37 비 칭 망에서 TCP 성능 향상을 한 동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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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재생성 기법
안 철·이지 ·임경식(경북 )

P1.07-38 비 칭 망에서 세그먼트 크기 조정을 통한 상향 
링크의 혼잡 제어
박 규 ·제정  ·안 철 ·임경식(경북 )

P1.07-39 2-way 세그먼트 방식에서 Snoop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동  TCP 흐름 제어 기법

이원정·안 철·임경식(경북 )

P1.07-4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CCP기반의 응  혼잡제
어 정책 구
이태훈·임승렬·정기동(부산 )

P1.07-41 버퍼 리 기법을 응용한 무선 TCP 성능 개선 방안
김주 ·정 (강원 )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 그래픽스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정문렬 교수 (서강 )

P1.08-01 선 템 릿을 이용한 가상 장 내시경에서의 펼
친 상 생성
이혜진·신병석(인하 )

P1.08-02 표  셀 배치를 한 가시화 도구
김동 ·허성우(동아 )

P1.08-03 실시간 정합을 한 고속 DRR 상 생성
박성진·김계 ·홍헬 (서울 )

P1.08-04 항만 통합 리 시뮬 이터 개발에 한 연구
이양민·한희도·이재기(동아 )

P1.08-05 Small Animal PET 상에서의 기울기 크기 기반 
3차원 역확장 분할 알고리즘
이유부(이화여 ),김경민·천기정(원자력의학원),

김명희(이화여 )

P1.08-06 Visibility를 이용한 3D게임에서의 grid-based 
filtering 개선방법

승호·김 태(동국 )

P1.08-07 XML 기반 VRML 모델 검색 시스템
임민산·권오 ·송주환( 북 )

P1.08-08 후정열 병렬 가시화 클러스터를 한 비용의 하
드웨어 상 합성기
타로  에마뉴엘 ·이원종 ·바슨 스리니·한탁돈

(연세 )

P1.08-09 컴퓨터 게임 제작을 한 그래픽 처리
최학 (건국 )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김은이 교수 (건국 ) / 유태웅 교수 (서해 )

P1.09-01 개선된 k-Nearest Neighbor를 이용한 물체 인식
정병수· 승정·김종 (남부 ),김병기( 남 )

P1.09-02 MDCT 상에서 간의 추출
서정주·류강민·양비·박종원(충남 )

P1.09-03 동  계획법과 이미지 세그먼트를 이용한 스테
오 정합
동원표·정창성(고려 )

P1.09-04 FFT와 그람-슈미트 정규직교화를 이용한 워터
마킹
차선희·윤희주·차의 (부산 )

P1.09-05 구성요소기반 온라인 학습을 이용한 인체 자세 
추정
이경미·김혜정(덕성여 )

P1.09-06 다 사용자 치추 을 한 실루엣 기반 헤드 디
텍션
박지 ·이선민·김명희(이화여 )

P1.09-07 깊이정보를 이용한 선택  주의 처리 기법
홍혜민·조진수·이일병(연세 )

P1.09-08 피부색 정보  역운동학을 이용한 인체 움직임 
추정
박정주·김주혜·김명희(이화여 )

P1.09-09 Edge Pixels의 도에 의한 혼잡도 측정
양 철·김희승(서울시립 )

P1.09-10 스테 오 비디오 부호화에서의 시공간  계  오
버헤드
오세찬·김길동·박성 ·이한민(한국철도기술연

구원)

P1.09-11 디지털 카메라에서 신호  잡음비(SNR)를 높이기 
한 응형 과다 노출 방법

이원재·김학 (ETRI)

P1.09-12 워핑 기법을 용한 효율 인 얼굴 인식
정원구 ·이필규(인하 )

P1.09-13 Gabor Wavelet과 Genetic Algorithm을 통해 구한 
특징 별 가 치를 사용한 얼굴 인식
정은성·이필규(인하 )

P1.09-14 객체의 칭성과 거리 벡터를 사용한 그림자 제거 
방법
이정원·최창규(경북 ),조정 ( 남이공 ),김

승호(경북 )

P1.09-15 Load Profile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분류 연구
유인 ·이진기·김선익·고종민( 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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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시스템 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민상렬 교수 (서울 ) 

P1.10-01 RTSP 기반 스트리  서버의 성능 측정 기술
이용주·민옥기·김학 ·김명 (ETRI)

P1.10-02 MMORPG 부하 분산을 한 동  맵 분할 시스
템 설계
이정진·두길수·안동언·정성종( 북 )

P1.10-03 H.264/AVC의 임내 측 부호화를 한 부가
인 하드웨어 구조

이수진·김정길·김명서·김신덕(연세 )

P1.10-04 간단한 역 분기 히스토리 복구 메커니즘
김주익(수원 학교),고 (한국농업 문학교),

조 일(수원 학교)

P1.10-05 TMO-eCos 기반의 무인자동차 제어 임워크
와 응용
김 주·서한석·김성진·김정국(한국외 )

P1.10-06 Harmonia:시스템 차원의 력 리 임워크
임종호·차호정(연세 )

P1.10-07 P2P 기반 디지털 권한 리 시스템 설계
김윤형·김태형(한양 )

P1.10-08 실시간 시스템 개발을 한 데이터 처리 시간과 
로세서 사용율 추정 기법

김한동.최태 .고순주(삼성탈 스㈜)

P1.10-09 도우(Windows) 일 시스템에서 래시 메모
리의 FTL(Flash Translation Layer) 알고리즘 성
능 분석

박원주·유 석·박성환·김도윤·박상원(한국외 )

P1.10-10 도우즈 기반 래시 디스크의 성능 분석을 한 
도구 개발
박성환·유 석·김도윤·박원주(한국외 ),오기

선·이상원(성균 ),박상원(한국외 )

P1.10-11 분산 환경에서 LTMOS의 TMO 리 리카를 이용
한 실시간 로드 밸런싱의 설계  구
주군호·임보섭·허신(한양 ),김정국(한국외 )

P1.10-12 MICROC/OS -Ⅱ 기반에서 Multi-Level 스 링
의 설계  구
임보섭·이재윤·김 ·허신(한양 )

P1.10-13 분산 실시간 객체 TMO를 한 MicroC/OS-II 실
시간 스 러의 설계  구
박지강·서한석·김정국(한국외 )

P1.10-14 RFID태그 시스템에 기반한 U-캠퍼스를 한 통합
리시스템

감명곤·김명희·남인숙(동국 )

P1.10-15 64비트 환경에서 메모리 테스트 역 확장을 한 
로그램 재배치 기법

박한주·박희권·최종무(단국 ),이 희(삼성 자)

P1.10-16 차세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한 래시 일 시
스템 연구
박세은·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2005년 7월 6일(수) 컴퓨터이론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4:30-16:00 좌장 : 이문규 교수 (인하 )

P1.11-01 유 자 칩에서 Probe Specificity를 별하기 한 
효율 인 알고리즘
권 ·박경욱·임형석( 남 )

P1.11-02 멀티캐스트 라우 을 한 다목  마이크로-유
자 알고리즘

성화 ·한치근(경희 )

P1.11-03 복수 샘 링과 트리 을 통한 고품질 연 규칙 추
출법
황원태·김동승(고려 )

P1.11-04 지능형 선반 시스템을 한 태그 충돌 방지 알고
리즘
박재규·조 주·김정애·유기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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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7일 (목) 12:00~13:30
2005년 7월 7일(목) 데이타베이스 I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김치연 교수 (목포해양 )

P2.01-01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일 색인을 사용한 정
규화 변환 지원 서 시 스 매칭
문양세(강원 ),김진호(KAIST)

P2.01-02 상품 온톨로지 질의 모델
이민정·강성희·심 호(숙명여 )

P2.01-03 계 DBMS 상에서  방식의 OLAP 큐  생성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조선화·김진호·문양세(강원 )

P2.01-04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도구 설계  구
채정숙·박종흥(ETRI)

P2.01-05 특허 인용분석을 이용한 향력 있는 특허를 찾는 
방법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설계
이재헌(인포클루)

P2.01-06 센서 네트워크에서 집계 연산을 한 진  뷰 
리

최주리·이민수(이화여 )

P2.01-07 인덱싱을 한 MPEG-7 시각 정보 기술자 분석
박주 ·낭종호(서강 )

P2.01-08 group by를 지원하기 한 XQuery 확장
오정선·조혜 ·이민수(이화여 )

P2.01-09 문서 단편화 기법을 이용한 XML 장 리 시스
템 개발
정창후·최윤수·서정 ·진두석·김 ·주원균·

이민호(KISTI)

P2.01-10 기 기술연구정보망을 한 연구개발성과정보 통
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주원균·김태 ·양명석·정창후·이민호·최기석

(KISTI)

P2.01-11 XMDR을 이용한 지능형 검색 온톨로지 서버 구축
에 한 연구
황치곤·이민노·정계동( 운 )

P2.01-12 웹 서비스 기반의 RDB간의 데이터 교환에 한 

연구
박유신(㈜엠씨에스텍),정계동·최 근( 운 )

P2.01-13 시계열 서 시 스 매칭을 한 최 의 다  인덱
스 구성 방안
임승환·박희진·김상욱(한양 )

P2.01-14 모바일 환경을 한 웹 지도 서비스의 확장 인터
페이스
송 수·고익 ·오병우( 오공 ),조 수(동서 )

P2.01-15 홈서버 환경에서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설계
김재원·김진형·최오훈(고려 )

P2.01-16 상품 온톨로지에 유리한 비쥬얼라이제이션
김미숙·이수경·이상구(서울 )

P2.01-17 시간스키마 기법 2단계 클러스터링 용 추천시
스템의 성능 향상
김룡·부종수·홍종규·박원익·김 국(충남 )

P2.01-18 어휘의 사용 빈도와 리시젼을 이용한 키워드 검
색 성능의 향상 방안
이상희·이동주·양종원·이태희·이상구(서울 )

P2.01-19 GALIS 로토타입을 한 치 데이타 리 기법
이호·이 우·나연묵(단국 )

P2.01-20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다차원 데이터를 한 피벗 
테이블의 효율 인 처리를 한 계 수 변환
신성 ·김진호·문양세(강원 )

P2.01-21 경로 정보를 이용한 RDF와 RDF 스키마의 장 
구조 설계
김연희(홍익 ),김병곤(부천 ),이재호(경인교

),임해철(홍익 )

P2.01-22 XQuery 생성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박유림·이민수(이화여 )

P2.01-23 RDF 데이타 리를 한 로퍼티 기반 분할 
장 모델
김성완(삼육의명 학),임해철(홍익 )

2005년 7월 7일(목) 병렬처리시스템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이원주 교수 (두원공 )

P2.02-01 센서 네트워크의 지역  재구성에 기반한 오류허
용 클러스터링
김혜인·김성천(서강 )

P2.02-02 IEEE 802.11 PSM을 용한 다  홉 ad-hoc 네트
워크에서 우회경로의 최소화
황도 ·김성천(서강 )

P2.02-03 활용 차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분산 처리 지원 
도구

이상윤( 원과학 )

P2.02-04 확장 가능한 두 단계 로토콜을 이용한 상호 
력 캐쉬의 쓰기 성능 향상
황인철·맹승렬·조정완(KAIST)

P2.02-05 Grid 서비스를 이용한 Jini 룩업서비스의 이동성
정승환·이태동·정혜선·유승훈·최기 ·정창성(고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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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06 그리드 환경에서 서비스 기반 워크 로우 시스템 
설계  구
최주호·권용원·류소 ·정창성(고려 )

P2.02-07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Backfilling 스 러의 
작업 패킹 기법
이효 ·이동우·R.S.Ramakrishna( 주과학기

술원)

P2.02-08 Grid환경기반 자원 선택에 한 연구
노남수·홍필두·장택수·이용우(서울시립 )

P2.02-09 리 스 클러스터 시스템 계산노드용 단일서버 벤
치마크
홍태 ·홍정우·김성호(KISTI)

P2.02-10 그리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리를 한 시스템
황상  ·노재춘(세종 )

P2.02-11 Enterprise Grid 환경에서의 Integrated Develop-
ment Environment Grid Portal 구축 제안
홍필두·이용우(서울시립 )

P2.02-12 WLRU: 분산 공유 메모리 구조에 합한 원격 캐
시 리 정책
서효 ·이병호(가톨릭 )

P2.02-13 인터넷 구조를 고려한 동  데이터 그리드 복제
정책
김 상(한양 ),이원주(두원공 ), 창호(한양

)

2005년 7월 7일(목) 소 트웨어공학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홍장의 교수 (충북 )

P2.03-01 아키텍처 모델링을 한 유스 이스 기반의 요구
사항 정량화 기법
정창해·양원석·박수용(서강 )

P2.03-02 SMART-P 안 해석 산 코드인 TASS/SMR의 
HLA 용에 한 연구
김희경·김희철·지성균(한국원자력연구소),김

수(충남 )

P2.03-03 J2ME 기반 모바일 연구비 통합 리 시스템을 
한 아키텍처 설계  구
최성만·이창목·유철 ·장옥배( 북 )

P2.03-04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한 확장된 정보구조 모
델링
이혜선·박재년(숙명여 )

P2.03-05 임베디드 소 트웨어 테스  자동화도구 성능향
상을 한 테스트슈트 제 이터의 설계
박제원·박진호·이남용(숭실 )

P2.03-06 사용사례를 이용한 내장형 소 트웨어의 비기능 
요구사항 추출 방안
서 익·최은만(동국 )

P2.03-07 Orthogonal Array와 Equivalence Class를 이용한 
효율 인 Test Set 생성 기법
김은희·여기 (삼성 자)

P2.03-08 Automated Test Toolkit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
템에서의 OSGi-Service Platform Test에 한 사
례연구
여기 ·김은희(삼성 자)

P2.03-09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한 콘텐츠 리퍼포징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아키텍처
최정란·조기환·이 환·이문근( 북 )

P2.03-10 FCM환경에서 혼합클래스를 이용한 동  빙  
임워크 설계에 한 연구

박제연·송 재(경희 )

P2.03-11 훅과 Decorator 패턴을 이용한 Aspect 동  버 
아키텍처 설계
김진향·송 재(경희 )

P2.03-1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시스템 신뢰성을 한 상
황 인식형 자가 치유 시스템
이미선·박정민·이은석(성균 )

P2.03-13 제품계열 방법을 응용한 동  소 트웨어 구성 
기법
황길승·양 종(ETRI)

P2.03-14 웹 사이트의 효율 인 구조 리와 평가
박재희·유 승·김종환·이명재(울산 )

P2.03-15 워크 로우 마이닝 기법(휴리스틱 근)
이명희( 북기능 학),장 원·유철 ·장옥배(

북 )

P2.03-16 ME 기반 모바일 우편서비스 로토타입 구
김동호(ETRI), 성우(ETRI,UST)

P2.03-17 CMMI Process Area 산출물로의 응을 통한 
Product Line 핵심 자산 용지침서 개발에 한 
연구
최강식·문미경·염근 (부산 )

P2.03-18 PL 아키텍처를 한 도구 설계
송문섭·황길승(ETRI)

P2.03-19 임베디드 소 트웨어 테스트를 한 가상 환경 
리자의 디자인  구
김범모·백창 ·장 순·정기 ·최경희·박승규(아

주 )

P2.03-20 VIS 검증기를 이용한 FBD 명세의 정형검증
신모범·유 범·차성덕(KIAST)

P2.03-21 XML Tree 기반의 XML 스키마 &스타일시트 생
성 도구의 설계  구
박 수·장덕철( 운 )

P2.03-22 마르코  체인 모델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신
뢰도 측정
곽동규·조용윤·박호병·유재우(숭실 )

P2.03-23 EJB 어 리 이션 생성을 한 MDA 변환 규칙 
정의
이진열·라 정·김수동(숭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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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7일(목) 인공지능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윤여창 교수 (우석 )

P2.04-01 개인화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한 
연구
황수진·황철 (㈜메타 러스 로벌)

P2.04-02 최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한 막횡단 단백질 측
윤성희(이화여 ),차정원(창원 ),박승수(이화여

)

P2.04-03 효율 인 지도 퍼지 군집화를 한 휴리스틱 분할 
진화알고리즘
김성은·류정우·김명원(숭실 )

P2.04-04 비  기반의 감정인식 로  개발
박상성·김정년(고려 ),안동규(경민 ),김재연

(동양 ),장동식(고려 )

P2.04-05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
스 구축의 방법론
양 승·박상성·송승욱(고려 ),박명애·정계

(경북 문 ),장동식(고려 )

P2.04-06 ART2를 이용한 장면 환 검출
임 순·박상성·문호석·이만희·장동식(고려 )

P2.04-07 Semantic Web Services Manager의 구
손 수 ·김정선(한양 )

P2.04-08 PACS 환경에서 JPEG2000 압축 상의 화질 평가
이용재(고려 )

P2.04-09 온톨로지를 이용한 정보 개인화 추천 시스템 
설계
황명권·공 장·정 호·김 구(조선 )

P2.04-10 Ontology를 이용한 Web Services 기반 분산 이미
지 검색 임워크 Architecture
양명미·정병훈·손 수·김정선(한양 )

P2.04-11 FMM 신경망에서 가 치 요소와 하이퍼박스 
첩효과 분석
박 정·김호 (한동 )

P2.04-12 개선된 유 자 알고리즘과 역  신경망 알고리
즘을 이용한 비선형 모의자료의 학습비교
윤여창(우석 )

P2.04-13 연속 변수 함수 최 화를 한 Variational 혼합 
인자 분석 베이지안 진화 연산
조동연·장병탁(서울 )

P2.04-14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효율 인 규모 베이지안 

망 학습 방법
정성원·이 형·이도헌(KAIST)

P2.04-15 강화 학습을 사용한 동  게임 환경에서의 빠른 
경로 탐색
이승 ·장병탁(서울 )

P2.04-16 얼굴 패턴 검출 문제에서 FMM 모델 기반의 특징 
선정기법
조일국·김호 (한동 )

P2.04-17 사용자 발화 순차패턴을 이용한 음성인식 후처리
송원문·김은주·김명원(숭실 )

P2.04-18 시각 미디어 서비스 온톨로지를 이용한 매치 메
이킹
조우상·한상진·민 근·이복주(단국 )

P2.04-19 Support Vector Machine의 입력데이터 오류에 
한 Robustness 분석
이상근·장병탁(서울 )

P2.04-20 Context 정보를 이용한 명령어 음성인식의 성능
향상
김 주·김은주·김명원(숭실 )

P2.04-21 정보 추출을 한 트리거에서 HTML 이미지 태그 
정보의 이용
김연정·박제 ·최 민(한양 )

P2.04-22 규모 데이터 분석을 한 계층  베이지안망 
학습
황규백·김병희·장병탁(서울 )

P2.04-23 나이 베이즈분류기의 정확도 향상을 한 자질
변수통합
허민오·김병희·황규백·장병탁(서울 )

P2.04-24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TV 로그램 추천 기법
윤 호·이성진·강 길·이수원·김 (숭실 )

P2.04-25 계산 효율성을 높인 Vickrey 경매
오옥균·공은배(충남 )

P2.04-26 Feature Selection을 이용한 SVM 스팸 메일 분석
이 수·손기락(한국외 )

P2.04-27 다  컨텍스트 환경의 충돌 해결 방법
이건수·김민구(아주 )

P2.04-28 긴  구조 시스템에서의 경쟁  상 모델
이 규·김지환·양정진(가톨릭 )

2005년 7월 7일(목) 정보보호 I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정목동 교수 (부경 )

P2.05-01 Diffie-Hellman 기반 M-Commerce 로토콜 분석
김 석·김일곤·최진 ·노정 (고려 ),유희

(삼성TN연구소)

P2.05-02 자지불시스템에서의 구매자인증을 한 ISP/ 
3D-Secure 로토콜에 한 연구
백은정(㈜데이콤)

P2.05-03 다  ID 기반 암호 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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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 ·이상호(이화여 )

P2.05-04 신뢰기 을 이용한 비 칭  핑거 린  기법
용승림·이상호(이화여 )

P2.05-05 다  고유얼굴 기반의 키 생성 기법 연구
김애 ·이상호(이화여 )

P2.05-06 경량 공개키 암호 설계에 한연구
이경효·박익수·오병균(목포 )

P2.05-07 랫 구조의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용 가능한 
키 합의 로토콜

민선미·윤은 ·김우헌·유기 (경북 )

P2.05-08 신원 기반 암호화 방식의 개선된 안 한 키 발  
기법
권세란·이상호(이화여 )

P2.05-09 셀룰러 오토마타를 이용한 일회용 패스워드 인증
윤희정· 철·김기원·유기 (경북 )

P2.05-10 XML 기반의 모바일 자결재시스템 구
구본 ·이민수·조재익·문종섭(고려 )

2005년 7월 7일(목) 정보통신 I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조인휘 교수 (한양 ) / 장 민 교수 (국민 )

P2.06-01 그리드 컴퓨  환경에서의 작업 마이그 이션의 
설계  구
김 균( 오공 ),조 원·송 덕(KIST),고순흠

(서울 ),나정수(KIST),오길호( 오공 )

P2.06-02 그리드 컴퓨터를 이용한 고 압 투과 자 미
경 원격제어 시스템
안 헌·허만회·권희석·김윤 (한국기 과학지

원연구원)

P2.06-03 데이터 그리드를 이용한 고 압 투과 자 미
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 헌·권희석·김윤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P2.06-04 DHT 기반 P2P 시스템에서 자율 인 인기도 측정
을 이용한 복제 략
한동윤·차 ·손 성·김경석(부산 )

P2.06-05 Lookup 효율성을 해 Topology를 고려한 Chord 
시스템
차 ·한동윤·손 성·김경석(부산 )

P2.06-06 서비스 기반 그리드 컴퓨 에서의 효과 인 자원 
선택을 한 그리드 스 쥴링 시스템
함재균·권오경·김상완(KISTI)

P2.06-07 방향성을 고려한 오버 이 멀티 스트 기법
조이태(성균 ),양기선(삼성 자),선승상·엄

익(성균 )

P2.06-08 모바일 환경에서 고압축 비디오의 화질향상을 
한 후처리 기법
박형미·김민정·이정은(동국 )

P2.06-09  경량 모바일 랫폼에서 효율 인 P2P 기반 멀
티미디어 스트리  시스템

성규·김태형(한양 )

P2.06-10 SDMP(Software Defined Media Platform)기반 홈 
네트워킹 용 셋탑 박스 구 의 실제
문 호·조성호·김종권(서울 )

P2.06-11 이질 인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상호 연동성 지원
을 한 사용자 심의 시나리오 기반 통합 구조 
설계
김민찬·김성조( 앙 )

P2.06-12 Smart Home을 한 치 정보 지원 시스템에 

한 연구
이상빈·한규호·임경수·안순신(고려 )

P2.06-13 IP Centrex 서비스  시장 동향에 한 연구
최두환(하나로텔 콤),우미애(세종 )

P2.06-14 VoIP를 이용한 콜센터 서비스 제공 방안
김종일(순천 ),민 식(경동 ),이형옥(순천 )

P2.06-15 모바일 미들웨어를 한 시뮬 이션 툴의 설계와 
구
류 희·박은정·신 식(서울 )

P2.06-16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지원을 한 
ISDN PBX 시스템
조규호(삼성 자),이은석(성균 )

P2.06-17 IXP2400 네트워크 로세서를 이용한 IPv6 멀티
캐스트 포워딩 모듈의 설계  구
송지수·박우진·김 희·안순신(고려 )

P2.06-18 사설 네트워크에서 IPv4/IPv6 네트워크 연동을 
한 통합 연동기 설계

이수원·이 희·최훈(충남 )

P2.06-19 모바일 랫폼에서의 식물 정보 검색
김석철·남윤 (아주 ),황인 (고려 )

P2.06-20 WIPI 랫폼 기반의 H.264 소 트웨어 디코더 
설계
정사균·장옥배·유철 ( 북 ),김은미(호원 )

P2.06-21 제주 텔 매틱스 시범 서비스의 설계 - 텔 매틱
스 세상으로의 한 걸음의 진
장인성·유재 ·최완식·박종 (ETRI)

P2.06-22 인터넷 기반의 분산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한 
분산 처리 지원 도구의 보안 기능과 운  방안
이상윤( 원과학 ),안철웅(계명문화 )

P2.06-23 비정규 확장 태그를 이용한 출력 시스템의 설계 
 구

유주 ·황인문·김원 (순천 )

P2.06-24 웹데  기반의 공개작업장 지원
박희종·김동호·안건태·이명 (울산 ),유양우

(울산과학 )

P2.06-25 모바일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요청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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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기반한 록시 캐싱 알고리즘
이상민·김법 ·낭종호(서강 )

P2.06-26 WebDAV기반 업시스템의 클라이언트 개발
신원 ·박희종·김동호·박양수·이명 (울산 )

P2.06-27 Embedded환경에서 CORBA POA의 효율 인 자
원활용을 한 POA Monitoring기법
권성 ·김재훈(아주 )

P2.06-28 u-캠퍼스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 정보 달 서비스
한희도·이양민·이재기(동아 )

P2.06-2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의 컨텍스트 
모델

김은회·최재 (숭실 )

P2.06-30 의미검색을 한 시맨틱 장소 설계
정연진·구태완·이 모(한림 )

P2.06-31 임베디드시스템용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동  
재구성 리자 설계
박충범·유용덕·최훈(충남 )

P2.06-32 OAI, OpenURL 기반 개방형 학술정보 유통 아키텍처 
설계  구
이상기·최성원·조성남· 성진(KISTI),최진 (고

려 ),정택 (KISTI)

2005년 7월 7일(목)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정민교 교수 (서울여 ) / 강명아 교수 ( 주 )

P2.07-01 이 캐스  기법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모델 검색
이선임·황혜정·문 식(한양 )

P2.07-02 표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3차원 형태 기술자
신 빈·박 ·문 식(한양 )

P2.07-03 퍼지원리에 기반한 차량 번호  추출 방법
권성진·김경환(서강 )

P2.07-04 필기 데이터 인식을 한 이산 HMM과 연속확률
도 HMM에서의 HMM 구조 최 화 기  분석

박미나·하진 (강원 )

P2.07-05 문장 거부를 한 음소기반 인식 네트워크에서의 
필러 모델 비율과 단어 검출률의 성능비교
김형태·이병 ·하진 (강원 )

P2.07-06 OPC 드럼 표면 자동 시각 검사 시스템 구
박병 ·한 수·최 수(국민 ),신은석( 이에스

테크)

P2.07-07 정션박스 자동 시각 검사 시스템 구
허세흥·한 수·최 수(국민 ),이호 ( 이에스

테크)

P2.07-08 비디오 상에서 wipe 장면 환 검출
백열민·김형 (한양 ),서병락(코난테크놀로지),

김회율(한양 )

P2.07-09 응 인 평균 모양을 이용한 동  모양 모델 기
반 얼굴 특징  추출
김 철·김형 (한양 ),황원 ·기석철(삼성종합

기술원),김회율(한양 )

P2.07-10 필기 문자의 확률 분포 유사성에 기반한 필기자 
종속  온라인 필기 한  낱자 생성
최 일·김자환·김진형(KAIST)

P2.07-11 복부 CT 상에서 비장 비  탐지를 한 웨이  
패턴의 자동 분리  분석
성원·강동구(KAIST),조 식·박종원(충남 ),나

종범(KAIST)

P2.07-12 특징값 비유사도 역의  분포를 이용한 진
 장면 환 검출

이종명·김형 (한양 ),서병락(코난테크노로지),

김회율(한양 )

P2.07-13 객체 외형의 토큰 군집화를 통한 내용 기반 상 
검색
정석 ·김계 (숭실 )

P2.07-14 비디오의 객체 움직임 이해를 한 시공간 계 
표
최 호·조미 ·김 구(조선 )

P2.07-15 상처리 컴포 트의 효과 인 재사용을 지원하
는 공유환경의 설계
조 탁·어지수·채옥삼(경희 )

P2.07-16 GOP구조를 이용한 MPEG2 비디오 비트율 제어
에 한 연구
김상동(고려 )

2005년 7월 7일(목) 컴퓨터시스템 II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김진수 교수 (KAIST)

P2.08-01 비휘발성 메모리를 한 일시스템 설계  구
백승재·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P2.08-02 텔 매틱스 기반의 PDA 상정보 송을 한 
임베디드 컨트롤러 설계
윤주 ·이재강·정윤화·정경호·안 선(경북 )

P2.08-03 Sequence Diagram을 이용한 안 등  PLC 운
체제의 인터페이스 설계
이 ·권기춘·이장수·김장열·차경호·천세우(한

국원자력연구소),손한성(㈜액트)

P2.08-04 실시간 운 체제를 한 그래픽 도우 시스템의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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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성·이정원·조문행·이철훈(충남 )

P2.08-05 실시간 운 체제에서 메모리 수 방지를 한 메
모리 모니터링 기법 설계  구
조문행·최인범·정명조·이철훈(충남 )

P2.08-06 실시간 운 체제의 효율 인 다 송수신을 한 
멀티캐스트 설계  구
이정원·손필창·김용희·이철훈(충남 )

P2.08-07 센서와 미들웨어간의 통신을 한 아키텍쳐 설계 
 구

정종태·정국상·최덕재( 남 )

P2.08-08 Banked Memory System에서 효율 인 력 리
를 한 KVM의 힙 메모리 리체계 설계
최인범·강희성·정명조·이철훈(충남 )

P2.08-09 제한된 리소스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환경을 한 
가비지 컬랙션의 분석  설계
손필창·조문행·김용희·이철훈(충남 )

P2.08-10 TMO모델 기반의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운 체제

의 설계
이재윤·이재안·김 ·허신(한양 )

P2.08-11 VOD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버퍼 확장을 통한 효
율 인 패칭 기법
이근정(강원 ),권춘자(강릉 동 ),최황규(강원

)

P2.08-12 ARMulator를 이용한 시스템 로그래  의 
가상 로토타입 설계  구
최 상·조상 ·이정배(한국외 )

P2.08-13 SNMP를 이용한 센서 리 아키텍쳐 설계
장홍석·정국상·최덕재( 남 )

P2.08-14 리 스 운 체제를 한 확장성있는 네트워크 비
동기 입출력 메커니즘
안백송·김강호·정성인(ETRI)

P2.08-15 이동컴퓨  환경에서의 에 지 효율성 증 를 
한 CORBA 컴포 트 모델 확장
차창호·이병훈·고 배·김재훈(아주 )

2005년 7월 7일(목) 로그래  언어 스키하우스 실내체육

12:00-13:30 좌장 : 안 선 교수 (항공 )

P2.09-01 웹기반 그래  알고리즘 탐구학습을 한 Maple 
워크시트 개발
서정 ·이형옥(순천 )

P2.09-02 AdaDoc-X: Ada 로그램을 한 자동 문서 생성 
시스템의 구
김연정·이민수(이화여 )

P2.09-03 로그램 표  검출 방법에 한 조사
이효섭·도경구(한양 )

P2.09-04 임베디드 소트 웨어를 한 그래픽 기반 성능 분
석기의 설계  구
신경호·조용윤·유재우(숭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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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가나다순 정렬

* 인덱스 기호는 ‘발표형태/세션/발표분야/발표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O4.3-06 ⇒ O：Oral(구두발표), 4.：그룹(IV), 3：발표세션(정보보호II), 06：발표순서

  P1.7-32 ⇒ P：Poster(포스터발표), 1.：그룹(I), 7：발표세션(정보통신 I), 32：발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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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P1.08-08

탁문희 O1.02-03

탁성수 P1.01-01

하미드 O3.03-05

한규춘 P1.07-01

한동윤 P2.06-04

한정혜 P1.04-01

한종 O4.04-07

한진우 P1.07-06

한진우 P1.07-19

한희도 P2.06-28

함성호 O3.02-10

함재균 P2.06-06

허기수 O4.01-02

허민오 P2.04-23

허세흥 P2.07-07

허  정 O2.07-06

허  O5.01-02

허  O2.02-08

홍기삼 O5.02-01

홍성 O1.09-06

홍승기 O3.04-02

홍진 O5.03-03

홍태 P2.02-09

홍필두 P2.02-11

홍혜민 P1.09-07

황규백 P2.04-22

황 성 O5.03-07

황길승 P2.03-13

황도 P2.02-02

황명권 P2.04-09

황상 P2.02-10

황수진 P2.04-01

황원태 P1.11-03

황윤 O3.02-09

황인철 P2.02-04

황인택 P1.03-05

황종모 O6.01-06

황지익 O3.01-04

황치곤 P2.01-11

황혜정 P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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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1) 등록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6월 9일~30일  ◈ 현장등록 : 7월 6일~8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 동일) 비회원

사전등록 30,000 50,000 70,000 

현장등록 40,000 70,000 90,000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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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튜토리얼 참가비
◈ 사 등록 : 6월 9일~27일  ◈ 장등록 : 7월 6일, 7일

참가등록&튜토리얼 튜토리얼 Only

학생회원
정회원

(종신포함)
비회원 학생회원

정회원

(종신포함)
비회원

사전등록
1강좌신청 25,000 50,000 50,000 30,000 60,000 60,000 
2강좌신청 40,000 80,000 80,000 48,000 95,000 95,000 

현장등록
1강좌신청 30,000 60,000 60,000 50,000 100,000 100,000 
2강좌신청 48,000 95,000 95,000 80,000 160,000 160,000 

 연구회 행사 참가비

구분 행사명 　

참가비

학술대회 참가신청 학술대회 참가미신청

학생

회원
정회원 비회원

비회원

(학생)

학생

회원
정회원 비회원

비회원

(학생)

S1.1
CG &HCI

하계 연합 워크샵

사전등록 15,000 30,000 40,000 20,000 20,000 40,000 50,000 25,000

현장등록 20,000 35,000 45,000 25,000 25,000 45,000 55,000 30,000

S1.2
전산교육

하계워크샵

사전등록

현장등록

S1.3 

S3
ILVB-2005 I, II

사전등록 20,000 50,000 60,000 30,000 40,000 70,000 80,000 50,000

현장등록 30,000 60,000 70,000 40,000 50,000 80,000 90,000 60,000

S2.1
데이타베이스연구회

하계워크샵

사전등록 30,000 50,000 60,000 40,000 60,000 70,000

현장등록 35,000 55,000 65,000 45,000 65,000 75,000

S2.2
컴퓨터시스템연구회

2005 하계워크샵

사전등록 50,000 80,000 100,000 60,000 90,000 120,000

현장등록 60,000 90,000 110,000 70,000 100,000 130,000

S2.3
프로그래밍언어

연구회 여름학교

사전등록 30,000 50,000 60,000 35,000 40,000 80,000 90,000 45,000

현장등록 40,000 60,000 70,000 45,000 50,000 90,000 100,000 55,000

S2.4 SWCC2005
사전등록 50,000 80,000 100,000 70,000 70,000 100,000 120,000 90,000

현장등록 70,000 100,000 120,000 90,000 90,000 120,000 140,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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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휴게실 안내

 기타안내
 연회(Banquet) : \20,000

 논문집 구입비 : \10,000 (등록자에 한하며, 동일 논문집 복수 구입 불가) 

현장에서 신청자료 수령시 추가구입은 불가능하오니, 사전접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연락처
   학회 사무국: T.02-588-9246,7  F.02-521-1352 

E-mail :yjhan@kiss.or.kr

http://www.kiss.or.kr

회의개최·휴게실 안내

 회의안내
1. 커뮤니티컴퓨팅 연구회 창립준비모임 

   7월 6일(수) 14:45-15:45 호텔 에머랄드

2.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총회 

   7월 7일(목) 11:00-12:00 스키하우스 스피넬 I

3. 데이타베이스연구회 정기총회

   7월 8일(금) 11:30-12:00 호텔2층 볼룸 II

 휴게실 안내
◈ 임원 휴게실 - 호텔 3층 오팔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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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1. 공로 포상자(Ⅰ)

구    분 성      명 현           직 공적 사항

회    장 박  용  진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제19대 회장

부 회 장

김  문  경 (주)그린벨시스템즈 대표이사 제19대 부회장

원  유  헌 홍익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제19대 부회장

전  창  호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제19대 부회장

한  판  암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제19대 부회장

이    사
이  영  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공학부 제19대 이사

홍  성  제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제19대 논문지편집위원장

2. 공로 포상자(Ⅱ)

구    분 성      명 현           직 공적 사항

임명직퇴임

이  상  호 충북대학교 제 8대 충청지부장

정  목  동 부경대학교 제15대 영남지부장

정  문  재 광주대학교 제 9대 호남 제주지부장

3. 2005년도 학술상 수상자

성      명 현           직

조  성  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4. 제24회 한국정보과학회 Microsoft 학생논문경진대회 수상자

시 상 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최 우 수 이  제  명 호서대학교 영상처리, 영상분할 이호석

우    수

김  동  욱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 윤현수

박  안  진 숭실대학교 HCI 정기철

장      석 중앙대학교 컴퓨터그래픽스 홍현기

장    려

강  성  구 서울대학교 데이타베이스 이석호

김  세  훈
이  진  규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 염익준

백  창  현 아주대학교 내장형시스템 박승규

손  태  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문종섭

임  효  상 한국과학기술원 데이타베이스 황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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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교통/숙박 안내

◑ 교통안내 

 대중교통

   - 동서울버스터미널 → 장평행 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무료셔틀이용)

   - 휘닉스파크(무료셔틀이용) → 장평터미널 → 동서울,상봉 터미널 버스 탑승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 (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 휘닉스파크 숙박안내 

* 아래 요금은 1박 기준입니다.

● 위 학회요금으로 참가자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휘닉스 파크 T.02-508-3400

구분 Type 정상가 학회요금 투숙인원

호텔

온돌 254,000  100,000 3

온돌더블 254,000  100,000 3

양실더블 254,000  100,000 2

양실트윈 254,000  100,000 2

콘도

20평 220,000  80,000 4

30평 330,000  100,000 5

40평 440,000  130,000 6

50평 550,000  16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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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숙박 안내

◑ 휘닉스파크 주변 숙박안내

숙박
형태 업소명 전화

민박 Happy700펜션 033-332-5007
011-9485-2603

민박 가을동화 02-3663-5611

민박 강냉이일기 033-332-7717

민박 겨울연가펜션 033-334-3306

민박 계곡민박 033-336-2881

민박 나드리펜션 033-333-4766

민박 물소리민박 033-335-9452

민박 베이스캠프 033-333-7553

민박 별이빛나는밤에 033-333-9339

민박 산밑에펜션 033-335-0325

민박 산수정 033-332-1055

민박 생각이 자라는 숲 033-335-2543

민박 소나무황토펜션 033-333-7997

민박 솔내음펜션 033-336-5525

민박
솔향기 가득한 펜
션 033-332-3520

민박 숨은그림찾기 033-336-5744

민박 숲속민박 033-335-5048
017-248-3992

민박 스키아이 033-333-8888

민박 심스캐빈 033-336-0402
018-285-0402

민박 아르보펜션 033-335-5515
011-350-2682

민박 아름다운날들 033-332-5122

숙박
형태 업소명 전화

민박 아침이슬펜션 033-332-2023

민박 알래스카산장 033-334-1431

민박 에델바이스 033-336-3598

민박 옥류황토펜션 033-762-5457

민박 옥수수펜션 031-819-2908

민박 파인힐타운 033-334-3136

민박 펜션데이지 033-333-0306
011-9936-1038

민박 펜션힐하우스 033-332-4517
017-374-4518

민박 평창갤러리 033-336-2656
011-9917-0615

민박 포시즌펜션 011-258-4512

민박 핀란디아펜션 033-333-3036

민박 하얀민박 033-333-0948

민박 화이트캐빈 033-333-7444

민박 휘닉스랜드 018-251-9887

민박 흙,공기,물 033-332-0002

여관 메밀꽃필무렵 033-333-9060

여관 부성파크 033-333-0934

여관 유명모텔 033-332-5757

여관 전망좋은방 033-332-0682

여관 타임펜션 033-333-7007

여관 휘닉스그린텔 033-336-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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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사장 안내

◑ 행사장 건물 안내

◑ 호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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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닉스파크 부대시설

휘닉스 크 부 시설

 수영장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면 고원의 대지가 짜릿하게 다가옵

니다. 푸른 물이 묻어나는 시원한 청정수가 온 몸을 적십

니다.

 위치 : 블루동 2층

 시설개요 : 실내 및 실외

 영업시간 : 주중 07:00 ~ 20:00 / 금 07:00 ~ 21:00

토 06:00 ~ 21:00 / 공휴일,일요일 06:00 ~ 20:00

 이용요금 : 대인 10,000원 소인 8,000원

 학술대회 참가자 할인 적용 : 7,000원

 개인회원 50%, 법인회원 30% 할인

 전화번호 : 033 - 330 - 6234

 매주 월요일 휴장

 사우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피로가 말끔히 사라져 몸과 마음이 가

벼워지는 사우나로 초대합니다.

 위치 : 블루동 3층

 시설개요 : 204평

 영업시간 : 주중 07:00 ~ 20:00

 금 07:00 ~ 21:00 / 토 06:00 ~ 21:00

 공휴일,일요일 06:00 ~ 20:00

 이용요금 : 대인 10,000원 소인 8,000원

 학술대회 참가자 할인 적용 : 8,000원

 개인회원 50%, 법인회원 20% 할인

 전화번호 : 033 - 330 - 6237, 6238

 매주 월요일 휴장

 관광 곤도라

시원하게 펼쳐지는 백두대간의 파노라마를 한 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몽블랑 정상에 올라가시면 몽블랑 공원과 고산식물원,동물

농장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말에만 이용 가능 합니다.

   이용 요금 : 대인 : 7,000원  / 소인 : 5,000원

 학술대회 참가자 할인 적용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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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음식점 안내

주변음식  안내

 초가집 된장

옛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얼큰하디 얼큰한 된장 그리고 구
수한 청국장이 생각 날때는 이곳을 찾으세요! 
초가집 된장집에서는 손수 농사를 지어 100% 유기농으로 재배된 우리
콩으로 옛정취가 느껴지는 커다란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황토흙으로 
된 방에서 자연 발효시켜 만든 된장 찌개, 청국장 찌개를 가지고 여러
분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황토방 민박은 
구수한 우리 음식을 먹고 황토기운을 느끼며 한숨 자고 갈수 있는 여유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최초로 특허를 획특한 마시는 청국장은 방문한 이의 입맛을 
독특하게 돋구워 줄것입니다.
오늘 구수한 된장 청국장이 생각난다면 지금 오세요~!

 초가집 옛골

옛골은 옛고향이라는 옛말로서 문향의 고장 봉평의 대표적인 메밀음식점
문점입니다.
이곳 봉평에 방문하는 많은 문학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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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막국수

"봉평고향막국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고향막국수는 이효석님의 "메밀꽃 필무렵"의 주 무대인 평창군 봉평
에 위치한 메밀전문음식점입니다. 봉평 뿐만 아닌 국내산 메밀만을 사용하
여 막국수(메밀국수) 외 여러종류의 메밀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평고향막국수" 만이 만드는 특별한 육수는 오염이 안된 지하수에 20여
가지의 야채와 양념을 첨가하여 만들며, 특히 시아버님이 채취한 꿀을 육
수에 알맞게 넣어 육수의 독특한 맛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으며 숙취후
에 메밀국수 한그릇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며 지역주민들도 인정하는 일미 
막국수 집입니다. 

 메밀꽃 필무렵

가을색을 지닌 메밀 식단 
음식을 만들어 파는 집 치고 어느 곳 하나 자신의 음식 맛이 최고라고 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을 맛을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직접 음식을 드셔 본 분들일 것입니다. 일체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농사지은 메밀과 강원도 시골 할머니의 정성을 담아 내어 놓는 소박
하고 가식없는 상차림에 둘러 앉아 보세요.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산수정

인근 횡계황태덕장에서 겨우 내내 얼었다 녹았다 하기를 수십번을 거친 
황태들이 이곳 산수정의 진미로 음식상에 오른다. 누릿누릿한 황태가 울
어난 산수정의 황태해장국은 휘닉스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맛당기는 
겨울별미로 자리잡고 있다. 황태요리 전문점 산수정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음식은 황태해장국을 비롯한 황태구이, 황태찜 등 평창 특산물인 황태의 
모든것 물론 닭도리탕, 된장, 김치찌개 등도 다 오래 전 할머니의 손 맛 
그대로다.

 흔들바위

저희 흔들바위에서는 눈녹는 삼월부터 태기산 깊은 산속에서만 자생하는 
신선하고 향긋한 나물을 가장 알맞은 시기에 채취하여 삶은것, 얼린것, 
말린것, 염장한것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눈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
는 꽃이 너무나 예뻐 야생화로 더욱 많이 알려진 얼레지나물, 불로장생한
다 하여 붙여진 불로초, 절름발이가 너무 맛있어서 뜯어다 먹었다는 전설
이 있는 질뚝바리 나물 등은 저희 흔들바위에서만 드셔보실수 있는 나물
들입니다.
그밖에 잎이 넓다하여 이름 붙여진 병풍, 제일 보관 방법이 까다로운 그
렇치만 제철에는 제일 맛있는 참나물, 취나물, 곤드레, 갱취등등 이밖에 
이름도 생소한 나물들이드시는 분들의 오감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항상 노력하는 저희 흔들바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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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닉스 그린텔

평창의 특산물 중 그 으끔이 한우인데 이 집은 직영한우 농장이 바로 인
근에 있다. 직접키운 한우를 재료로 하는 각종 메뉴는 일반 대도시에선 
절대 구경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특히, 운 좋은 날에는 싱싱한 천엽, 쇠
간등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형 단체도 무리없이 소화해 
내는 규모도 제법 큰 인근의 대표적 한우 요리 전문점

 설원가든

반갑습니다.
저희 설원(눈마을)가든은 휘닉스파크 탄생과 함께 한지 8년째인 토박이 
음식점입니다. 설원(눈마을)가든에서는 평창ㆍ횡성의 특산물로 잘 알려진 
한우를 맛보실 수 있는데, 휘팍부근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한우 전
문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 외의 일반 고기들도 생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1석 2조로 봉평의 꽃
인 메밀을 이용해 만든 메밀묵, 묵사발, 메밀 막국수를 곁들여 드실 수 있
습니다.
60명, 24명, 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 소규모 모임부터 대규
모 모임을 넓고 아늑한 공간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향가든

휘닉스파크 앞 고향가든은 주메뉴를 더덕오삼 불고기, 황태구이, 솥밥류, 
옹심이등 이 지역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좋은 국내산 생
고기와 유기농으로 재배한 각종 특산물들을 재료로 씀으로써 맛과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가든만의 독특한 영양솥밥, 곤드레솥밥은 약효로 효염이 높은 방
아다리 약수로 밥을 짓는데 그맛은 단연 으뜸입니다.
한번 찾아오신분들은 그맛을 잊지 않고 또다시 찾는 소문난 맛집입니다.
이곳 고향가든에 오시면 고향의 어머님이 차려주신 정갈하고 맛있는 정성
이 듬뿍담긴 음식을 두루 맛보시고 가실수 있는 맛좋은 음식점 입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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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평리조트

국내 최대의 스키장과 레포츠의 천국하면 바로 용평 리조트입니다. 청
정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용평리조트는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우며 
해발750m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릴하여 국내에서 설질이 가장 좋으며 
겨울시즌도 무려 5개월 이상 지속됩니다..1975년 한국스키의 메카로 
태어난 용평리조트는 1,458m 발왕산 길슭에자릴잡고 있고 겨울시즌이 
국내에서 가장길고 눈적설량도 다른곳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눈이 많이 
오는곳으로 유명합니다. 스키시즌은 보통11월중순부터 3월말이나 4월
초까지 스키를 탈수 있습니다. 또한 용평리조트 안에는 레포츠의 천국
답게 산악오토바아,수영장, 골프장, 호텔등이 자릴잡고 있어서 가족휴
양지와 사계절 휴양지로서 명성이 높습니다.
용평리조트 안에는 왕복 8킬로 동양 최대의 케이블카 있고 인근의 풍
경과 오대산, 대관령 전망을 구경할수 있으며 겨울연가 촬영지로 일본
사람들과 국내 디카 매니아들한테 좋은 출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인근에는 오대산, 오대산 소금강, 삼양목장, 양떼목장, 대
관령등이 곳곳에 위치하여 봄,여름,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천혜의 휴
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겨울시즌에는 용평리조트의 신나는 스키와 
눈썰매를 꼭 이용해보시길 권합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해발 1,00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초원이입니다. 200
여 마리 양떼들이 초록빛 초지 위에서 뛰어놀고 있고. 아기자기한 언
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한가로운 모습, 목장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 야생철쭉, 단풍 등이 어우려져 양떼목장 정상에서 내다보는 풍
경은 마치 외국의 어느 곳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목장의 크기로 비교하면 삼양목장에 비할 수 없지만 아기자기 한 동산
의 모습은 어디서나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에게 점차 알려졌으며 
영화 "화성에서 온 사나이"로도 유명해졌습니다.
목장초지가 형성되는 5월초부터 11월 중순까지 200여두의 양을 축사
에 두지 않고24시간 초지에서 방목한다. 사계절 개방하는 목장이지만 
봄과 여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선선한 봄,여름의 날씨와 한가롭게 풀
을 뜯는 양떼들의 모습, 그리고 목장 고지대의 철쭉 등이 어우려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가을에는 야생화와 주변산천의 풍경이 뛰어
나며, 겨울에는 주변 설경이 보는 이로 하여금탄성을 자아낸다. 연인끼
리 데이트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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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 상양목장

구름도 넘다 지쳐 머물다 간다는 백두대간의 허리, 영동과 영서를 가르
며 아흔아홉 굽이의고갯길이 시작하는 대관령. 그 자락 한켠에 자리한 
이국적 풍경의 드넓은 초지가 있는 곳이 바로 대관령 목장이다. 대관령 
고원지대에 위치한 동양 최대규모의 목장인 동시에 오프로드 드라이빙
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선망의 코스입니다..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 
보는 낭만적인 사랑의 장소인 대관령 삼양목장은 동양 최대규모의 목장
이면서 가을 동화의 은서와 준서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촬영지로 더
욱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연애소설, 중독, 
드라마 임꺽정 등도 촬영된 곳입니다. 600여 만평의 고산지를 초원으로 
일구어낸 인간의 의지와 땀이 배어 있는 곳이며,600여 만평이라면 여의
도의 7.5배, 우리나라의 500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목장 안으
로 들어가면 동해가 바라보이는 동해 전망대, 원앙새가 서식하는 삼정
호,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숲속의 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총 22km를 자동차로 달리는 목장 순환일주도 가능합니다. 대관
령목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겨울철 설
경은 말로 형언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푸른 들판 대신 끝도 없
이 펼쳐진 새하얀 눈밭, 막힌 곳 없이 탁 트인 하얀 세상에 서면 가슴
이 후련해질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높이 1,563m)을 시작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
로봉, 동대산 등 다섯 봉우리를 가진 산이라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으며 
국보, 보물, 사적, 문화재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처
의 사리를 모신 적별보궁을 비롯하여 사찰과 암자가 곳곳에 산재해 있
어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오대산 국립공원은 
월정사가 있는 월정사월정사지구와 무릉계곡이 있는 소금강 지구로 나
뉩니다.그 중에서도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오대천 계곡이 깊어 여름나
기에 적당합니다.월정사에서 상원사, 적별보궁을 잇는 약 10km의 오대
산 계곡은 주위의 전나무 숲과 암반위로 시원스럽게 흐르는 옥수가 있
어 시원합니다. 연간 80여만명이 찾아온다는 오대산에는 특히 온 산이 
아름드리 전나무로 빽빽이 들어차 수목군락의 절경을 보여주는 전나무
숲길이 있어 특히 많은 이들이 찾는다. 특히 전나무숲길은 011핸드폰으
로 유명한 멘트" 이런곳에서는 휴대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광고
로도 유명합니다.

 오대산 상원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이 있는 곳, 비로봉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절내에 있는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은 성덕왕 24년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동종입니다.상원사에서 비로봉을 오르는 등산로
를 따라 1.4km(해발1,190m) 올라가면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정골사리가 봉안된 적별보궁이 있고. 시야가 탁 트인 명당
에 자리잡고 있어 발 아래로 오대산의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시골길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 좋습니다. 좁은 시골길 사이
로 조용하게 연인이나 가족끼리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달리면 그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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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항계곡

수항계곡은 정선-진부간 59번 지방도변에 위치하여 진부시가지로부터 
약18km에 위치하여 있고 펜션에서는 약40여분이 소요됩니다.최고의 
내륙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으며 봄, 가을에는 드리이브 코스로, 여
름철에는래프팅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산간계곡등을 따라 흐르
는 오대천변의 솔밭등 자연경관이 화려하며 인근지역에 막동,장전등 
경치가 뛰어난 계곡이 있어 하계 휴가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 옵니
다. 수항계곡에서 출발하여 장전계곡에 이르는 래프팅코스는 계곡이 
좁고 물흐름이 빠르며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차 큰 폭류와 여울이 심
심치 않게 나타나는 등 재미난 코스가 펼쳐집니다.

 허브나라

동화나라 같은 허브나라에 갔다가 너무나 예쁜 글이라 가져왔습니다.
허브나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허브향이 어우러진 가족 휴양지로 봄, 가
을에는 진달래와 단풍으로 물든 계곡이 아름답고,여름에는 시원한 흥
정계곡의 물놀이가 있어 시원한 사계절 가족 휴양지입니다.허브나라에
는 약 100여종의 허브가 자라고 있고 허브를 알기 쉽게 설명과 함께 
용도별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농원은 크게 허브를 모두 접할 수 있는 
허브가든과 허브를 다양하게 이용해 테마별로 구성해 놓은 테마가든, 
그리고 허브농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Remember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게 빠르며 장평IC로 빠져서 우회전하여 이효석생가에 들렸다
가 흥정계곡을 타고올라 허브나라에 가는게 편안합니다.개장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마지막 입장은 7시까지)입니다. 

 방아다리 약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척촌리에 있는 약수터. 우리나라 7대 약수터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약수터입니다. 물빛은 푸르고 떨으며 약간 쏘는
듯한 맛을 낸다. 위장병, 피부병, 빈혈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오
대산을 끼고 있어 삼림욕을 겸할 수도 있고 월정사나 전나무 숲에도 
가깝습니다. 방아다리 매표소에서 약수터까지 조성된 전나무길은 조용
한 산책로도 인기가좋습니다.또한 방아다리 약수터는 드라마<유리구
두>와 <겨울연가> 촬영지로도 인기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월
정사 전나무 숲이 남성적이고 웅장하다면 이곳 전나무는 단아하고 약
간 여성적이라 더욱 정감이 가는 곳이며. 이곳 방아다리 약수터 일대
는 전나무 1백만 그루를 비롯하여 소나무, 가문비나무, 주목나무 등 
70여종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마치 산림의 보고인양 무척이나 매력
적인 곳입니다. 입장료: 어른 1300원. 청소년 6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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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평 (메밀꽃 필 무렵)

봉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메밀꽃과 허브나라입니다.메밀꽃 
하면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이 가장 먼저 떠오름니다. 봉평은 
바로 이효석의 고향입니다. 봉평 일대는 새하얀 메밀꽃이 필 9월 무렵
이면 외지인들의 발길이 많아지고 마을마다산자락마다 메밀꽃이 피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메밀꽃은 8월중순에서 9월중순까지 그 자태를 뽐내
다가 9월하순에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가산 이효석이 태어난 생
가터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또한 봉평장에 가면
(날짜 끝이 2 혹은 7로 끝나는 날짜가 장날) 이 고장 특산물인 감자, 
고구마, 고냉지 채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이 고장의 특산물은 메밀로써, 
메밀묵과 감자전 그리고 메밀 막국수는 열무김치와 먹으면입안에 감도
는 맛이 일품입니다. 평창에는 봉평장 말고도 진부장(3, 8일), 미탄장
(1, 6일), 평창장(5, 10일), 대화장(4, 9일)이 열린다. 여느 시골장과 다
를 게 없는 모습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각 지역의 장날에도 
들러서 그 고장의 특산품과 토속음식을 먹고 사뭇 시골의 정취를 느껴
보길 바랍니다.

 평창 무이 예술관

강원도 평창군 무이리에 위치한 평창 무이 예술관은 폐교를 활용한 문
화시설의 모범이 되는 곳으로 2001년부터 평창군에서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문화 체험공간으로 테어난 창착 오픈 
스튜디오 입니다.무이 예술관에 서양화가, 도예가, 서예가드잉 입주해
서 자기 자신만의 문화예술을 뽐내고 있습니다.특히 도예공방과 서예
교실, 메밀꽃 그림전시, 손도장 찍기 등등 방문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미술 및 조각의 작품공간으로 활동하고 
있어 좋은 문화적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고 바로 주변에 넓은 메밀밭
이 있어서 풍경도 좋습니다.

 대관령 자연 휴양림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은계곡, 바위가 어우러진 대관령기슭에 1988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입니다. 휴양림내 50년 ~ 200년생 아
름드리 소나무숲 중 일부는 1922년~1926년에 인공으로 소나무씨를 
뿌려 조성한 숲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산림입니다. 특히 솔고개 너
머에 있는 숲속수련장은 강의실과 숙박시설, 잔디광장, 체력단련시설, 
숲속교실 등을 구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학습식 숲체험로, 야생화정원, 황토초가집과 물레
방아, 숯가마터 등은 색다른 볼거리로 가족단위의 자연학습과 산림문
화체험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근처에는 대관령 옛길과 대관령 
박물관, 그리고 대관령 삼양목장이 자리잡고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