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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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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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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자 김원 고문의 ‘한국이 SW 강국이 

되기 한 략’에 한 강연과 LG CNS 신재철 표이사의 청강연을 비롯하여, 

연구회 별로 독자 인 워크 을 진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Web 2.0, 공학 인증 평

가자 교육, 소 트웨어 발주 로세스 표   개선 사례 워크  등도 비하 습

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극 으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황과 최신 학문을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회를 하여 노력해 주시는 계 임원, 여러 로그램 원  조직 원, 그리

고 후원기 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6월

2006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06

◈     회    장   김 동 윤 (한국정보과학회장)

◈ 조 직 원 장   홍 진 표 (한국외국어 학교)

◈ 로그램 원장   박    석 (서 강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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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조   직

대  회  장

김동윤 교수(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원 장 홍진표 교수(한국외국어 학교)

■ 부 원장
서정연 교수(서강 )

차 환 교수(상지 )

석정  교수(연세 )

홍만표 교수(아주 )

신용태 교수(숭실 )

■ 조직 원 권태일 상무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김명호 이사

(한국마이크로소 트)

김성호 교수(상지 )

김 주 상무(삼성 자)

김 원 단장(NIDA)

김흥남 단장(ETRI)

박  상무(LG 자)

손승원 단장(ETRI)

이규웅 교수(상지 )

이명성 무(SK텔 콤)

이상홍 본부장(KT)

이승구 사장(소 트텔 웨어)

이 로 장(한국 산원) 

이원  교수(고려 )

이태우 부문장(LG CNS)

이 정 사장(넷피아)

장 호 단장(IITA)

정경용 교수(상지 )

정수성 부사장(KTF)

조경훈 상무(한국IBM)

조창제 사장(가온아이)

조 정 회장(비트컴퓨터)

진병문 본부장(TTA)

최종욱 사장(마크애니)

표삼수 사장(한국오라클)

황일선 장(KISTI )

프로그램위원회

■  원 장 박 석 교수(서강 학교)

■ 부 원장 나연묵 교수(단국 ) 신상철 단장(한국 산원) 심규석 교수(서울 )

■ 로그램 원 강 철 교수( 앙 )

김갑수 교수(서울교 )

김명주 교수(서울여 )

김용민 교수( 남 )

김정  교수(포항공 )

김진삼 박사(ETRI)

김화성 교수( 운 )

박수희 교수(동덕여 )

박 로 교수( 남 )

배두환 교수(KAIST)

양태천 교수(경성 )

오일석 교수( 북 )

이승윤 박사(ETRI)

장병탁 교수(서울 )

정문렬 교수(서강 )

최재  교수(숭실 )

최 민 교수(한양 )

표창우 교수(홍익 )

■ 심사 원 강승석 교수(서울여 ) 

강승식 교수(국민 ) 

고병철 박사(포항공 )

김남규 박사(포항공 )

김윤정 교수(서울여 )

김인수 연구원( 남 )

김재훈 교수(서강 )

김재훈 교수(한국해양 )

김 태 교수(동국 )

민 기 교수(한국기술교 )

박남열 연구교수( 남 )

박성배 교수(경북 )

박지숙 교수(수원여 )

박희만 연구원( 남 )

서진석 교수(동의 ) 

신승철 교수(한국기술교 ) 

안동언 교수( 북 ) 

양웅연 박사(ETRI) 

양정진 교수(가톨릭 ) 

엄성용 교수(서울여 ) 

이  건 박사(ETRI) 

이 우 교수(한성 ) 

이도헌 교수(KAIST) 

이상곤 교수( 주 ) 

이상윤 박사(포항공 )

이상  교수(숭실 )

이재진 교수(서울 ) 

이진선 교수(우석 ) 

이형근 교수( 운 ) 

정민교 교수(서울여 )

창병모 교수(숙명여 )

최승진 교수(포항공 )

최향창 연구교수( 남 )

최원익 교수(인하 ) 

한경숙 교수(경북 ) 

한경숙 교수(인하 ) 

황규백 교수(숭실 ) 

황 섭 교수(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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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행사 논문발표

튜토리얼 & 워크샵 Oral Poster

장소
타워콘도

휘트니스

센터

에머랄드 크리스탈 사파이어 오팔 홍송 철죽 자작 주목 루비 눈마을

13:00

W1.1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표준 및 

개선

사례

O1.1

정보통신

I

O1.2

정보통신

II

O1.3

컴퓨터

시스템

I

O1.4

데이타

베이스

I

O1.5

정보보호

I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T1.1

튜토리얼

I 

차세대

웹기술해부

Web2.0과

시맨틱 웹

-한성국

교수

(원광대)

W1.2

제9회 

CSEdu

워크샵

T1.2

튜토리얼 

II

저전력/저

온도 

임베디드

시스템

- 김태환 

교수

(서울대)

15:15

15:30

O2.1

정보통신

III

O2.2

컴퓨터

시스템

II

O2.3

데이타

베이스

II

O2.4

정보보호

II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17:15

17:30

17:45

18:00

논문발표-

포스터

Poster 1

18:15

18:30

18:45

19:00

19:15

KCC 2006 로그램일람표

 2006. 6. 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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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006 로그램일람표

 2006. 6. 22 (목)

구분
공통행사 연구회

행사

논문발표

튜토리얼 & 워크샵 Oral Poster

장소
타워콘도 호텔

휘트니스

센터

에머랄드 사파이어 오팔 홍송 철죽 자작 주목 루비 중회의실 눈마을

9:00

W2

Web

2.0

T2

튜토리얼 V

Game AI

- 이지형

교수

(성균관대)

O3.1

컴퓨터

이론

O3.2

소프트

웨어공학

I

O3.3

정보통신

IV

O3.4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O3.5

인공지능

I

O3.6

컴퓨터

시스템

III

9:15

9:30 S1

CG&HCI

하계

워크샵

9:45

10:00

10:15

10:30

10:45

11:00
컴퓨터이론

연구회

총회

11:15

11:30

논문발표

-포스터

Poster 2

11:45

12:00

12:20

12:30

12:45

13:00

S2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샵

O4.1

언어공학

O4.2

프로그래밍

언어

O4.3

소프트

웨어공학

II

O4.4

정보통신

V

O4.5

바이오

정보

기술

O4.6

인공지능

II

O4.7

컴퓨터

시스템

IV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20
개회식

15:45

16:00 W3

초청강연

김원 고문

(삼성전자)

16:15

16:30

16:45

17:00 W4 기조연설

신재철 대표

(LG CNS)

17:15

17:30

17:40

18:00
뱅킷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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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2006 로그램일람표

 2006. 6. 23 (금 )

구분 연구회행사 & 공통행사
논문발표 & 공통행사

Oral

장소
타워콘도 호텔

에머랄드 크리스탈 사파이어 오팔 홍송 철죽 자작 주목 루비 중회의실

9:00

S3.1

ILVB

2006

S3.3

프로그램밍

언어

여름학교

S3.4

컴퓨터

시스템

학술대회

I

9:15

W5

공학인증

평가자교육

9:30 S3.5

소프트웨어

공학 

현재와

미래 

워크샵

9:50

S3.2

SWCC 

2006

10:00

O5.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O5.2

HPC

O5.3

컴퓨터

그래픽스

O5.4

전산교육

시스템

10:15

10:30

10:45

11:00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S3.4

컴퓨터

시스템

학술대회

II

W6
산업체세션

I

여성

벤처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0

15:00 W7
산업체세션

II

그 많던

소프트웨어

다 어디에

갔나?

15:15

15:30

15:45

16:00

16:15

16:30

16:40

17:00

1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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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시 : 2006년 6월 22일(목) 15:20 - 16:00

◆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에머랄드

◆ 사회 : 장천현 부회장

 국민의례

 개회사 - 김 동 윤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시상식 * 명단 다음면 참조

- 2006년도 공로상

- 2006년도 학술상

- 제25회 한국정보과학회 마이크로소프트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경품추첨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6년 6월 22일(목) 18:00 -

  ◆ 장소 : 드래곤밸리호텔 1층 샬레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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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상 금

최우수 노 명 철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이성환 200만원

우수

설 재 민 서울시립대학교 소프트웨어 및 응용 김성환

100만원최 근 하 서강대학교 데이타베이스 정성원

허 준 범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 윤현수

장려

라 현 정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및 응용 김수동

50만원

석 수 욱 부산대학교 데이타베이스 홍봉희

이  민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 및 이론 이준원

최 기 환 서울대학교 정보통신 최성현

최 정 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및 응용 박영택

수상자 명단

1. 2006년도 공로 포상 

   1) 퇴임 임원 : 2005년도 임원 

     - 김진형 전회장 

     - 김민구, 김병기, 김정국, 박  석, 임기욱, 최양희 전부회장 

     - 박영배 전감사 

   2) 퇴임지부장 및 행사공로 

     - 제16대 영남지부장 : 김욱현 교수 

     - 제32회 정기총회 조직위원장 : 유재우 교수 

     - 제32회 추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 김문회 교수 

2. 2006년도 학술상 

    - 대   상 : 숭실대 김수동 교수 

    - 사   유 : 정보과학회논문지 최다 게재

3. 2006년도 감사패 

    - 대   상 : 생능출판사 

    - 사   유 : 2005년 북한기증 도서 기증

4. 학생논문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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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공 통 행 사

 일시 : 2006년 6월 21일(수) - 23일(금)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 호텔

 공통행사 일정표

구분 행사명 일자 시간 장소

W1.1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표준 및 개선 사례 6.21(수) 13:00-17:00 타워콘도 크리스탈

W1.2 제9회 CSEdu 워크샵 6.21(수) 15:00-18:00 타워콘도 사파이어

W2 Web 2.0 6.22(목) 09:00-15:00 타워콘도 에머랄드

W3

<초청강연>
  한국이 SW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
    -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시각
    - 김 원 고문(삼성전자)

6.22(목) 16:00-17:00 타워콘도 에머랄드

W4
<기조연설>
  경영과 기술의 접목 : U-Business 컨버젼스
    - 신재철 대표이사(LG CNS)

6.22(목) 17:00-17:40 타워콘도 에머랄드

W5   공학인증 평가자 교육 6.23(금) 09:15-16:20 타워콘도 사파이어

W6
<산업체 세션 I>
  여성 벤처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6.23(금) 13:00-14:40 호텔 중회의실

W7
<산업체세션 II>
  그 많던 소프트웨어 인력은 다 어디에 갔나?

6.23(금) 15:00-16:40 호텔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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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세부정보

 공통행사 세부정보

 6월 21일(수)

W 1.1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표준 및 개선 사례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1일(수) 13:00 - 17:00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크리스탈 룸

프로그램

사회 : 홍장의 교수(충북대)

13:00  13:50
SW 사업 발주 관리 지침 소개 및 적용 절차 - 송기호 팀장(KIPA)

★ 강연소개 :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004년

도에 개발한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 v1.0'에 

대한 소개와 적용 절차에 대한 설명

13:50  14:40

SW 사업 대가 기준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 배문식 선임(KIPA)

★ 강연소개 :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SW사업대가에 대한 적정한 사업

비를 산출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SW사업대가기준에 대한 구조 

및 활용현황을 설명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에 적응하고 SW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SW사업대가기준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함

14:40  15:00 휴식

15:00  15:50

공공 부문 SW 발주 관리 표준 프로세스 시범 적용 사례 1(국방부/정통부)

- 유천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 강연소개 :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 시범적용 

절차를 설명하고 현재 시범적용 대상기관인 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프로

세스 개선 현황 및 사례를 소개 

15:50 - 16:40

공공 부문 SW 발주 관리 표준 프로세스 시범 적용 사례 2(헌법 재판소)

- 민상윤 박사(Solution Link 대표이사)

★ 강연소개 :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 시범적용 

절차를 설명하고 현재 시범적용 대상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프로세스 개선 

현황 및 사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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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세부정보

W 1.2
제9회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워크샵

(The 9th CSEdu Workshop)

주제 공학교육인증과 IT인력양성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1일(수) 15:00 - 18:00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사파이어 룸

프로그램

3:00 - 3:10 개회사  김동윤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사회: 황선명교수(대전대)

3:10 - 4:00

사회 : 황선명 교수(대전대)

정보통신부의 IT인력양성 정책방향

(NEXT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IITA 인력양성사업단 

공학교육인증과 NEXT사업을 통한 IT 교육의 선진화  이강우 교수(동국대)

4:00  4:10 휴식(Coffee Break)

4:10 - 5:45

초청발표 및 패널토의 

NEXT 사업 선정 우수대학 사례발표

  좌장 : 문봉희 교수(숙명여대) 

        SD트랙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이용규 굣수

        MM트랙  상명대학교 미디어전공 조용주 교수 

        SI트랙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전공 한선영 교수

        EM트랙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 안기홍 교수

패널토의 : 공학교육인증과 NEXT 사업을 통한 IT 교육 선진화 방안 

  사회 : 김성조 교수(중앙대학교)

 이강우 교수(동국대)

 김영웅 팀장(IITA)

 조용주 교수(상명대)

 한선영 교수(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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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세부정보

 6월 22일(목)

W 2 Web 2.0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2일(목) 09:00 - 15:00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에머랄드 룸

프로그램

사회 : 한성국 교수(원광대)

9:00 - 11:00

"Web 2.0 시대의 인터넷 서비스", 한상기 박사 (오피니티 대표이사)

★ 강연소개 : 웹의 상용화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넷 서비스

는 웹 2.0 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의 등장으로 또 다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 본 세미나는 웹 2.0의 배경과 의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

망을 소개하며, 주요 포털의 전략, 대표적 웹 2.0 기업의 서비스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웹 2.0의 기반을 이루는 참여와 개방이라는 주

제 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기술들의 특성과 발전 현황에 대한 소

개와 용어들 (태깅, 매쉬업 등)의 개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의 현황과 각 포털들의 대응에 대한 설명과 토

의를 하도록 한다.

11:00 - 12:00

"Semantic Desktop & Social Network",  김홍기 교수(서울대)

★ 강연소개 : 팀 버너스 리가 시맨틱 웹 아키텍처를 소개된 이후 웹 온톨

로지 및 규칙 언어, 온톨로지 구축도구, 추론도구 등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다. 하지만 시맨틱 웹이 차세대 웹 기술로 보편화 되기에는 기술에 

대한 사용(usability)과 학습(learnability)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

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시맨틱 웹이 실제 개인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Semantic Desktop 기술의 여러 응용 사례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최근 Web2.0 과 시맨틱웹이 결합될 수 있는 분

야에 대해 논의하면서 Semantic Social Network의 여러 기술들에 대해 소

개할 것이다.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AJAX 프로그래밍 개요" , 김명신 프로그래머

★ 강연소개 : 구글로 인해 널리 알려진 Ajax는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없

이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존 기술들의 총체적

인 합입니다. 현재 Ajax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사이트들이 늘

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그 응용처는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Web 2.0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Ajax는 필수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Ajax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조와 Ajax  프

로그래밍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XMLHttpRequest 객체의 사용법을 알아

보고 예제를 통해 실제 구현되는 코드를 살펴봅니다. 또한 실무에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소개와 Ajax 애플리케이션 구축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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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5 공학인증 평가자 교육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3일(금) 09:15 - 16:20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사파이어 룸

프로그램

★ 워크샵 소개 : 먼저 한국의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취지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평가자들의 

역할과 자세를 살펴본 뒤 각 인증기준 별 주요 점검사항들을 논의한다.  교육목표, 학습성

과,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요소, 교수진, 교육환경, 그리고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주요 용

어 설명, 평가 기준과 사례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평가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과 

방문 평가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평가위원들은 방문평가 이전부터 방문평

가 기간 중, 그리고 방문평가 이후에 다수의 문서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평가 

서류 제출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어 평가 보고서 작성은 평가위원

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들의 양식을 살펴보고, 이들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의 사항 및 참고 

사항들을 논의한다. 아울러 각 서류들의 제출 시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마무리 

토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들을 Q&A 형태로 진행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W 3 초청강연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2일(목) 16:00 - 17:00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에머랄드 룸

프로그램 16:00 - 17:00
한국이 SW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  -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시각

- 김 원 고문 (삼성전자)

W 4 기조연설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2일(목) 17:00 - 17:40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에머랄드 룸

프로그램 17:00 - 17:40
경영과 기술의 접목 : U-Business 컨버젼스

- 신재철 대표이사 (LG CNS)

 6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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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차종 교수(한밭대)

09:15 - 10:25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소개 및 평가자의 역할

- 김차종 교수(한밭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 부단장)

10:25 - 10:40 휴식

10:40 - 12:15
인증기준별 점검 사항 1

- 김관주 교수(홍익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12:15 - 13:30 점심식사

13:30 - 14:40
인증기준별 점검 사항 2

- 김성조 교수(중앙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센터장)

14:40 - 15:00 휴식

15:00 - 16:20
자체보고서 내용 및 마무리 토의

- 김기만 교수(한국해양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부위원장)

참가자격
1. 교수 : 40세 이상 & 교육경력 5년 이상

2. 산업체 : 산업체근무경력 10년 이상(박사학위소지자 5년 이상)

W 6 여성 벤처인들이 바라 보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3일(금) 13:00 - 14:40  용평리조트 호텔 중회의실

프로그램

-  좌장 : 김유정 교수(호서대)

1. 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향상 및 지원방안 - 송혜자 대표(우암닷컴)

2. 국내 정보시스템 감리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 김진희 상무(S&S)

3.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략 - 이수정 대표(이포넷)

4. 국내 SW개발산업의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남수미 대표(후테로시스템즈)

5. 소프트웨어 산업 진화와 인력 수요의 변화 - 김종완 지점장(우리은행 여의도지점)

W 7 그 많던 소프트웨어 인력은 다 어디에 갔나?

일시ㆍ장소 2006년 6월 23일(금) 15:00 - 16:40  용평리조트 호텔 중회의실

프로그램

- 좌장 : 김현수 교수(국민대, IT 서비스 학회장)

1. TBD- 강병창 전무(삼성전자)

2. 대기업의 인력 수요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의 차이,  서비스기업과 패키지 및 솔루션 

기업의 인력 수요 차이 등 분석 - 장만호 대표(이노피아테크)

3. 국내 SW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 이승민 대표(엔지엔테크)

4.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산업계 수요의 괴리 - 오창섭 대표(디오넷)

5. 단기 및 중장기 대책 - 박현제 대표(주인넷)



KISS KCC 2006 15

튜토리얼

튜토리얼

 일시 : 2006년 6월 21일(수) - 22일(목)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T1.1   2006년 6월 21일(수) 15:00 - 18:00

  차세대 웹기술 해부 : Web 2.0과 시맨틱 웹

강  사 한성국 교수(원광대) skhan@wonkwang.ac.kr

장  소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에머랄드 

웹기술이 출현한 이래로, 단순히 정보 표현과 전달 위주에서 applet/servlet등 Web application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최근 시맨틱웹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Web 2.0의 출현으로 차세대 웹 기술

에 대한 연구 개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3C의 궁극적 웹기술의 비젼인 시맨틱웹과, ‘플랫폼으로서

의 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심의 Web 2.0이 차세대 웹 기술로 상호 보완적인 기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시맨틱웹과 Web 2.0은 기존 웹기술을 혁신하여 차세대 웹기술을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비젼을 공유하지

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시맨틱웹은 온톨로지와 추론 기술등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 

웹(knowledge Web)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Web 2.0은 참여와 개방을 보장하는 웹 플랫폼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기술의 개념과 실체를 분석하여 차세대 웹 기술의 연구 방향 정립과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웹의 진화과정을 바탕으로 시맨틱웹과 Web 2.0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들 기술의 핵심 개념과 요소 기술을 분석하여, 차세대 웹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들 기술의 비젼과 목표, 개념및 핵심 요소 기술 기술과 응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확실한 실체를 

규명한다. 또한, 차세대 웹 기술의 이해와 연구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주요 요소 기술을 체계적 요약 정리하

여 강의함으로써, 시맨틱 웹서비스(Semantic Web Service)등 차세대 웹 기술의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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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T1.2 2006년 6월 21일(수) 15:00 - 18:00

  저전력/저온도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강  사 김태환 교수(서울대) tkim@ssl.snu.ac.kr

장  소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오팔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중에서 특히 모바일 응용 분야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력 밀도의 증가로 인한 열발생의 상승으로 칩 온도가 허용 수준

을 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튜토리얼에서는 저전력/저온도 설계에 대해 살펴 보고

자한다. 전반부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HW 설계와 SW 코드 생성 면에서 살펴 

보고, 후반부에서는 칩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설계 기술에 대해 살펴 본다.

T2 2006년 6월 22일(목) 09:00 - 12:00

  컴퓨터게임과 인공지능 (GAME AI)

강  사 이지형 교수 (성균관대) jhlee@ece.skku.ac.kr

장  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사파이어 

컴퓨터 게임에서 AI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에는 standalone 게임에서 게임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1대1 대전 게임 등의 NPC(Non-Playable Character) 지능화를 위한 기술들이 많이 연

구되고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online 게임과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 

많이 개발되면서 사용자들과 함께 동료 혹은 적의 역할을 하며 실사용자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개발되

고 있다. 더 나아가 AI기술은 단순히 게임의 NPC의 지능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게임서버의 운용, 

network상에서의 지연 해결 등에도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

함하여, 전반적인 Game AI의 개요 및 적용사례, Game에서의 AI 적용분야, Game AI의 기술 및 AI Engine, 

Game AI의 발전과 향후 전망등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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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행사

연 구 회 행 사

 일시 : 2006년 6월 22일(목) - 23일(금)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구분 행사명 연구회 개최일자 시간 장소

S 1 CG&HCI 하계 연합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6.22(목) 09:30-12:20
타워콘도

오팔

S 2 커뮤니티컴퓨팅 워크샵 커뮤니티컴퓨팅 6.22(목) 13:00-15:15
타워콘도

사파이어

S3.1 ILVB-2006

인공지능,

언어공학,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바이오정보기술

6.22(목) 09:00-17:30
타워콘도

에머랄드

S3.2 SWCC 2006 정보통신 6.22(목) 10:00-17:10
타워콘도

크리스탈

S3.3 프로그램밍언어 여름학교 프로그램밍언어 6.22(목) 09:00-17:30
타워콘도

오팔

S3.4 컴퓨터시스템 학술대회 I, II 컴퓨터시스템 6.23(금)
09:00-16:50

13:00-15:00

타워콘도

홍송/자작

S3.5
소프트웨어공학

현재와 미래 워크샵
소프트웨어공학 6.23(금) 09:30-17:00

타워콘도

철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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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HCI 하계 연합 워크샵

CG & HCI 하계 연합 워크샵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오팔 룸

 일시 : 2006년 6월 22일(목)  09:30 - 12:20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연구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 11:00 Media Art: Art + Tech Convergence
윤준성/김동호

(숭실대)

11:00 - 12:20

증강현실의 기반 기술 및 ARToolKit의 활용

증강현실이란 인간 컴퓨터 상호 작용기술의 하나로, 사용자는 이 기술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처한 현실 세계와 컴퓨터가 제공하는 가상의 세

계를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의료, 제품 공정, 건축, 게

임, 방송 등의 분야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응용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기반 기술인 트래킹, 인터랙

션, 랜더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함께 증강현실이 활용되거나 연

구되고 있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RToolKit을 활용한 증강현실의 구현의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준(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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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컴퓨팅 워크샵

시간 내용 　

13:00 - 13:35 Community Computing Overview 강경란 (아주대)

13:35 - 14:10
A Development Approach for Ubiquitous System 

Using Community Metaphor 
정유나, 이정태, 김민구 

(아주대)

14:10 - 14:45 CALM: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리플렉티브 미들웨어
한승욱, 윤희용

(성균관대)

14:45 - 15:15
H2O: u-Zone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최적화하기 위한 

무선 애드혹 라우팅 전략  
강남희, 김영한

(숭실대)

커뮤니티컴퓨  워크샵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사파이어 룸

 일시 : 2006년 6월 22일(목)  13:00 - 15:15 

 주관 : 커뮤니티컴퓨팅 연구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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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6

ILVB-2006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에머랄드

 일시 : 2006년 6월 23일(금) 09:00 - 17:30

 주관 : 인공지능 연구회, 언어공학 연구회,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연구회, 바이오정보기술 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연구회, 언어공학연구회,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연구회, 바이오정보 기술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6년도 “지능-언어-비젼-바이오” (ILVB-2006) 워크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서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CC-2006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하나의 튜토리얼과 7

명의 젊은 과학자들의 초청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연합 행사를 통해서 국내의 Computational 

Intelligence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간의 교류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

망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서 초청에 기꺼이 응해 주신 강연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보과학회 ILVB 연구회 연합 조직위원회

최중민(인공지능연구회 운영위원장)

맹성현(언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장)

오일석(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연구회 운영위원장)

장병탁(바이오정보기술연구회 운영위원장)

 프로그램

시 간 주 제

Tutorial

09:00 - 12:00
Ubiquitous Natural Language Dialog Systems for Everyday Life

(이근배, 포항공과대학교)

ILVB 젊은 과학자

13:30 - 14:00
Fine-grained Named Entity Recognition based on Error-controlled Bootstrapping

(이승우, KISTI)

14:00 - 14:30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한 의미기반 질의분석

(신승은, 충북대학교)

14:30 - 15:00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문서내의 용어 및 문장 추출

(이창범, 울산대학교)

15:00 - 15:30 휴식 및 다과

15:30 - 16:00
Object-of-Interest Image Segmentation using Human Attention and

Semantic Region Clustering (고병철, 계명대학교)

16:00 - 16:30
문서 영상의 그림 영역에서 단어 영상 추출

(정창부, 호남대학교)

16:30 - 17:00
Probabilistic Clustering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오장민, NHN)

17:00 - 17:30
Bayesian Model Averaging of Bayesian Network Classifiers

(황규백,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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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6

 발표자: 이근배, 포항공과대학교

 개요: 유비쿼터스 시대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더 이상 키보드와 스크린에 의존할 수 없으며 컴퓨

터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다양한 모양으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최

근의 irobot같은 요즈음의 SF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유비시대의 인간-기계의 인터페이스는 기

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통한 대화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자연어 대

화처리 기술을 여러가지 응용-자동차 텔레메틱스 정보검색, 지능형 서비스 로봇, 홈 오토메

이션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강의되는 기술 내용은 자연어처리 개관과 더불어 음성인식, 음

성이해, 오류후처리, 대화관리, 음성합성, 확인대화등의 요소 기술과 멀티모달 대화, 감성 채

팅, 자동 통역등의 응용기술을 함께 설명한다. 전체적인 대화 시스템에 대한 비디오 시연도 

중간중간에 함께 하여 실제 기술의 적용 예를 보여준다.

 약력: 2005 : AIRS2005 PC Chair, IJCNLP2005 PC area chair

2004 : AIRS (Asian Information Retrieval Symposium) 2004 poster chair, IJCNLP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LP) 2004 PC area chair

2004 - present : AIRS (Asian Information Retrieval Symposium; formerly IRAL) steering 

committee member

2004/03 - present : Professor, POSTECH

2000/09 - 2001/08 : Visiting researcher, CSLI, Stanford University

2000/03 : Co-founder and Chief Scientist: DiQuest (www.diquest.com)

1997/03 - 2004/02 : Associate Professor, POSTECH

1991/09 - 1997/02 : Assistant Professor, POSTECH

 발표자: 이승우, KISTI

 개요: The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approach is a current trend in linguistic area and 

un/semi-supervised learning like bootstrapping has an advantage that it can avoid manual 

corpus annotation and therefore is less sensitive to domain shift. We propose a bootstrapping 

approach for Named Entity Recognition (NER). Especially, our work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distinct points: fine-grained classification, bootstrapping algorithm and error control 

heuristics. Unlike the traditional Named Entity task that classifies just PERSON, LOCATION and 

ORGANIZATION, we attack more difficult fine-grained classification, especially, of LOCATION for 

more elaborate applications like Question Answering (QA) and Information Extraction (IE). The 

suggested bootstrapping algorithm utilizes the mutual learning between boundary patterns and 

entity instances. From the initial annotation, boundary patterns are iteratively learned and 

applied to the raw corpus again to obtain new entity instances of each type. As the 

bootstrapping loop continues, the annotated instances are increased gradually and the learned 

boundary patterns also become richer little by little. We also attack location pinpointing which 

 프로그램 소개

 Tutorial: Ubiquitous Natural Language Dialog Systems for Everyday Life

 Talk 1: Fine-grained Named Entity Recognition based on Error-controlled 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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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resolves ambiguities of location entities still having the same name and sub-type 

after the fine-grained classification.

 약력: 1991.3. - 1997.2.: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1997.3. - 1999.2.: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1999.1. - 2000.12.: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연구원

2001.3. - 2005.8.: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2005.9. - 2006.2.: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강의전담교수

2006.3. -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자: 신승은, 충북대학교

 개요: 기존의 질의분석은 질의색인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이나 n-gram 방식으로 단순히 명사 단어

의 색인어를 사용자 질의로부터 추출한 후, 질의확장을 수행하여 검색에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의도에 맞는 정확한 정보검색이나 적합한 정답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의를 의미적으로 분석하

여 정보검색에 활용하기 위한 의미기반 질의분석을 제안한다. 의미기반 질의분석은 사용자 

질의를 의미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자질들을 추출하고, 의미자질들을 이용하여 질의확장을 수

행한다. 의미자질은 비슷한 유형의 질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으로 정보검색의 성능 

향상을 위한 질의확장에 활용된다. 의미기반 질의분석 결과를 이용한 정보검색을 통해 질의

와 관련된 문서를 상위에 랭크시킴으로써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

안한 의미기반 질의분석은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질의의 구성성분이 가

지고 있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상세 정보검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약력: 1999. 2 :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사)

2001. 2 :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6. 2 :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5. 3 - 2006. 2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초빙전임강사

 발표자: 이창범, 울산대학교

 개요: 문서에서 어떤 용어가 다른 용어와 상관있게 발생하고, 그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면 그러한 

용어는 그 문서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은 용어간의 상관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그 결과로 고유치와 고유벡터의 쌍이 주어진다. 본 발

표에서는 이러한 주성분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그 응용으로 고유벡터를 이용

하여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를 추출하는 방법과 단일 문서 또는 다중 문서에

서 문장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약력:
1995 : 전남대학교 전산학과 졸업(학사)

2001 : 전남대학교 전산학과 졸업(이학석사)

2005 : 전남대학교 전산학과 졸업(이학박사)

 Talk 2: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한 의미기반 질의분석

 Talk 3: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문서내의 용어 및 문장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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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999 : 대우정보시스템(주)

2005 - 현재 : 울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DMITRC 연구교수

 발표자: 고병철, 계명대학교

 개요: 본 발표에서는 인간의 주의집중 특성과 영역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OOI (Object- 

of-Interest)를 추출해 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현재의 컴퓨터비전 기술로는 완벽한 OOI의 분

리가 불가능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중 윈도우를 생성하고 집중 윈도우 안에서 1차적으로 분

리된 영역들로 부터 특징 값을 추출하여 SVM 분류기를 이용, 중요 영역만을 추출해 낸다. 이

렇게 추출된 영역을 의미적으로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OOI를 분리해 낸다.

 약력: 1998.3 ~ 2000.2: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0.3 ~ 2004.2: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00.3 ~ 2005.8: 삼성전자 통신 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9 ~ 2006. 현재: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임강사

 발표자: 정창부, 호남대학교

 개요: 발표내용은 문서영상의 그림영역에서 단어영상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입니다. 알고

리즘은 문자성분과 그래픽성분의 분류단계, 분류된 문자성분들의 지역적 밀접도를 분석한 

문자영역 추출단계, 추출된 문자영역에서의 단어영상 추출단계 등의 세단계로 구성된다. 알

고리즘의 장점은 임계치의 사용을 줄이고, 그림영역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계값을 이용하

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림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자연영상에서 문자를 추

출하는 알고리즘으로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약력: 1999.: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2001.: 전남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석사

2006.: 전남대학교 전산학과 박사

2002.: 캐나다 Concordia 대학 CENPARMI 연구소 방문연구원

2005. ~ 현재: 호남대학교 인터넷소프트웨어학과 전임강사

 발표자: 오장민, NHN

 개요:
확률적 클러스터링 방법은 K-means clustering, SOM (Self Organizing Map), Vector Quanti-

zation 등의 약점을 보완하여 확률적 해석을 더해주는 접근법이 다. 본 발표에서는 확률적 

클러스터링 방법인 GTM (Generative Topographic Mapping)의 베이지안적인 확장인 BTM 

(Bayesian Topographic Mapping)을 소개 한다. 변분 베이지안 방법을 통한 사후 분포의 추정 

방법을 보이고, 관측값이 이산값과 실수값으로 혼재된 경우 BTM의 유용성을 보인다. NHN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

 Talk 4: Object-of-Interest Image Segmentation using Human Attention and Semantic 
Region Clustering

 Talk 5: 문서 영상의 그림 영역에서 단어 영상 추출

 Talk 6: Probabilistic Clustering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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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 대한 검색어 빈도 시계열의 클러스터링을 위해 HMM(Hidden Markov Models)의 베이

지안적인 혼합 모형의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또,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의 검색 

성향의 차이를 부각 시키는 검색어의 순서를 찾 는 기법을 소개한다.

 약력: 2006. 2 :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공학박사 취득

2006. 2 - 5 : NHN. 데이터 분석팀

2006. 5 - 현재 : NHN. A-TF (Anti-abuse Task Force)

 발표자: 황규백, 숭실대학교

 개요: 베이지안망 분류기(Bayesian network classifier, BNC)는 예측 뿐 아니라 다양한 자질들 사이

의 확률적 관계를 도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의사 결정 지원 및 데이터 마이닝에 유

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베이지안망 분류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실제 문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인 베이지안모델평균화(Bayesian model 

averaging, BMA)를 다룬다. 특히, 주어진 데이터 예제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잡음이 많은 경

우의 BMA를 통한 성능 향상에 대해 논한다.

 약력: 1997. 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1999. 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3. 12 - 2004. 6 :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객원연구원

2005. 8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공학박사

2005. 9 - 2006. 2 :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소 객원연구원

2006. 3 - 현재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전임강사

 Talk 7: Bayesian Model Averaging of Bayesian Network Class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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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크리스탈 룸

 일시 : 2006년 6월 23일(목)  09:50 - 17:10 

 주관 : 정보통신연구회

 조직 : 운영위원장 : 정광수(광운대)

                  출판 : 최용훈(광운대)

                  현장 : 이준수(숙대), 황호영(안양대), 최종원(숙대)

                  등록 : 임지영(성서대)

                  홍보 : 권태경(서울대), 김기천(건국대), 정민영(성균관대)

                  프로그램 위원장 : 김종권(서울대)

                  프로그램 위원 : 최종원(숙대), 이미정(이대), 이혁준(광운대), 이태진(성균관대) 

 초대의 글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연구회에서는 매년 여름에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SWCC(Summer Workshop on Computer Communications)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이번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뜨거운 

토의의장을 열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SWCC는 저희 연구회의 주요한 학술행사로서 그동안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해 오다가, 2005년부터 정

보과학회 전체학술행사인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행사의 부속 행사로서 하루 동안 다른 행사들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SWCC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최근 기술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센서네

트워크, BcN 이동성관리, 라우팅, 무선랜 표준, 무선MAC 프로토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

한 미래 인터넷의 구조와 차세대 이동통신 관리 기법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있습니다.

본 행사가 최근 많은 관심 속에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및 무선 네트워크분야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실질

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력들이 많이 참석하여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

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연구회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 정보통신연구회 운영위원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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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00 - 17:10 등록

09:50 - 10:00 개회사
정광수 위원장

(정보통신연구회)

세션1 네트워크의 진화와 발전 동향
좌장: 김치하 교수

(포항공대)

시간 내용

10:00 - 11:00 이동통신 시스템의 차세대 무선자원 관리 방법 성단근 교수(KAIST) 

11:00 - 12:00 A미래 인터넷 : GENI/FIND 구조 김대영 교수(충남대)

12:00 - 1:00 점 심

1:00 - 1:30 정보통신연구회 총회

세션 2 무선 네트워크 기술 I
좌장: 최명환 교수

(서강대)

시간 내용

1:30 - 2:10 Testbed 중심 센서네트워크 발전 동향 임호정 박사(KETI) 

2:10 - 2:50 유무선 통합을 위한 BcN의 이동성 관리기법 최성곤 교수(충북대)

2:50 - 3:10 휴식

세션 3 무선 네트워크 기술 II
좌장: 홍진표 교수

(한국외대)

시간 내용

3:10 - 3:50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이슈 이상환 교수(국민대)

3:50 - 4:30 IEEE 표준 무선랜의 성능 특성과 응용 최선웅 박사(삼성전자)

4:30 - 5:10 무선 MAC 프로토콜 기술 김재현 교수(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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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언어 여름학교

로그래 언어 여름학교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오팔 룸

 일시 : 2006년 6월 23일(금)  09:00 - 17:30 

 주관 : 프로그래밍언어 연구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술

사회 : 창병모 교수(숙명여대)

9:00 - 9:15 SIGPL 여름학교  소개
표창우 교수

(홍익대학교, 위원장)

 9:15 - 10:30 모바일기기용 임베디드 리눅스기술 및 발전동향 
이재호 선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30 - 10:45 휴식

10:45 - 12:00 모바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최윤자 교수

(경북대)

12:00 - 13:00 점심시간

사회 : 도경구 교수(한양대)

13:15 - 14:30 모바일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플랫폼
김원국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14:30 - 14:45 휴식

14:45 - 16:00 자바카드를 이용한 안전한 모바일 프로그래밍 
정민수 교수

(경남대)

16:00 - 16:15 휴식

16:15 - 17:30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임주성 책임연구원

(네이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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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 학술대회

컴퓨터시스템 학술 회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홍송ㆍ자작룸

 일시 : 2006년 6월 23일(금)  09:00 - 17:00(홍송), 13:00 - 15:00(자작)

 주관 : 컴퓨터시스템연구회

 초대의 글

한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하고 정보과학회 산하 컴퓨터시스템 연구회가 주관하는 2006년도 한국컴퓨터

시스템학술대회가 2006년 6월 23일 강원도 용평 리조트에서 KCC2006의 부속 행사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

 홍송룸

시간 내용

9:00 - 9:10 인사말

9:10 - 10:40 Session 1

11:00 - 12:30 Session 2

12:30 - 1:30 중식

1:30 - 3:00 Session 3

3:20 - 4:50 Session 4

 자작룸

시간 내용

13:00 - 15:00 Sess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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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학 현재와 미래 워크샵

소 트웨어공학 재와 미래 워크샵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철죽실

 일시 : 2006년 6월 23일(금)  9:30 - 17:00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초대의 글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에서는 합동으로 소프트

웨어공학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상호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KCC 2006과 

공동 행사로 “소프트웨어공학 현재와 미래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에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개발 기술에 대한 발표를 모집합니다.

본 워크샵이 활발한 기술교류와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9:30 - 10:00 운영위원장 인사말

10:00 - 11:00 연구 현황 및 내용 발표

11:00 - 11:15 휴식

11:15 - 12:15 연구 현황 및 내용 발표

12:15 - 13:15 중식

13:15 - 14:15 연구 현황 및 내용 발표

14:15 - 14:30 휴식

14:30 - 15:30 연구 현황 및 내용 발표

15:30 - 15:45 휴식

15:45 - 16:45 패널 토의 (주제 :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국가 R&D 방향과 미래)

16:45 - 17:00 운영위원장 맺음말

 준비 위원회

공동 대회장 : 신규상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황선명 교수(대전대학교)

준비위원장 :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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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장소

 구두발표 ( I )

구두발표 I 6월 21일(수) 13:00-15:00 타워콘도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1.1 정보통신 I 6 홍송 손채  교수( 운 )

O1.2 정보통신 II 8 철죽 이동명 교수(동명 )

O1.3 컴퓨터시스템 I 8 자작 이상환 교수(국민 )

O1.4 데이타베이스 I 8 주목 김흥식 교수(인제 )

O1.5 정보보호 I 7 루비 김철호 박사(국방과학연구소)

합계 37편

 구두발표 ( II )

구두발표 II 6월 21일(수) 15:30 - 18:00 타워콘도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2.1 정보통신 III 10 철죽 서 곤 교수(한라 )

O2.2 컴퓨터시스템 II 10 자작 남 진 교수( 구 )

O2.3 데이타베이스 II 10 주목 송하주 교수(부경 )

O2.4 정보보호 II 8 루비 김 성 교수(경일 )

합계 38편

 구두발표 ( III )

구두발표 III 6월 22일(목) 09:00 - 12:00 타워콘도/호텔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3.1 컴퓨터 이론 7 홍송 서  교수(한국산업기술 )

O3.2 소 트웨어 공학 12 철죽 윤희병 교수(국방 )

O3.3 정보통신 IV 12 자작 김기원 교수(안양 )

O3.4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12 주목
김응규 교수(한밭 )

황 섭 교수(선문 )

O3.5 인공지능 I 12 루비 최 민 교수(한양 )

O3.6 컴퓨터시스템 III 12 호텔 회의실 강수용 교수(한양 )

합계 6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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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 IV )

구두발표 IV 6월 22일(목) 13:00 - 15:15 타워콘도/호텔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4.1 언어공학 8 오팔 이상곤 교수( 주 )

O4.2 로그래  언어 8 홍송 우 균 교수(부산 )

O4.3 소 트웨어 공학 II 9 철죽 오기성 교수(동원 학)

O4.4 정보통신 V 8 자작 이구연 교수(강원 )

O4.5 바이오 정보기술 9 주목 박수  장(ETRI)

O4.6 인공지능 II 8 루비 김인철 교수(경기 )

O4.7 컴퓨터시스템 IV 9 호텔 회의실 임성수 교수(국민 )

합계 59편

 구두발표 ( V )

구두발표 V  6월 23일( ) 10:00 - 12:00 타워콘도/호텔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O5.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8 자작 노 주 교수(한국산업기술 )

O5.2 HPC 8 주목 이원주 교수(두원공 )

O5.3 컴퓨터 그래픽스 6 루비 김성호 교수(상지 )

O5.4 산교육 시스템 6 호텔 회의실 정경용 교수(상지 )

합계 2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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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경 품 행 사

논문 구두발표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수 청중 경품 행사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대상 : 학술대회 참가등록한 구두발표장의 청중(발표자 포함)

(2) 추첨권 배포방법 : 각 세션을 진행하는 좌장이 세션의 시작 시점, 진행 과정, 종료 시점

에 청중의 상태를 파악하여 세션 종료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모든 청중에게 경품 추첨권 1

매를 부여하고, 그 중 질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청중에게 1매를 더 부여함 

(3) 참여방법 : 경품 추첨권을 배포받으신 분은 경품 추첨권을 분리하여 참가자용은 본인이 

소지하시고 응모용은 등록장소에 비치된 추첨함에 직접 응모함

(4) 추첨일시 및 장소

     제1일-6월 21일(수),19시 30분 : 포스터발표장(휘트니스센터 눈마을)

     제2일-6월 22일(목),15시 40분 : 개회식장(타워콘도 에머랄드룸)

(5) 경품내용

     디지털카메라, 안폰, MP3 플레이어, USB 메모리, 백신프로그램 등

(6) 기타

     경품 추첨시 현장에 있는 참가자에게만 경품 지급함

     중복 응모, 경품 중복 수령 가능함

경품추첨
  ◆ 6월 21일(수) 19시 30분 : 포스터발표장(휘트니스센터 눈마을)

  ◆ 6월 22일(목) 15시 40분 : 개회식장(타워콘도 에머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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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좌장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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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발표평가와 우수발표 추천을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본 책자에 기재된 ‘논문발표자 색인’을 통하여 발표장  날짜와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 그룹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로젝터를 이용, 논문발표시간은 15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발표자료는 ppt 는 pdf 형태의 일로 디스켓, CD 는 USB 메모리에 담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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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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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1일(수)

구두 발표

 6월 21일(수)

2006년 6월 21일(수) 정보통신 I 타워콘도 홍송

13:00-14:30 좌장 : 손채  교수( 운 )

O1.1-01 에 지 인지 Surge 라우  로토콜 구
이선헌·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O1.1-02 사용자의 장치간 이동성을 지원하는 유무선 스트
리  시스템 개발
신필규·이선헌·정 수( 운 )

O1.1-03 Hitch-hiking기법과 Coverage sequence 조정을 
통한 에 지 효율 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로드캐스트 알고리즘

상 ·장형수(서강 ),조 호(포항공 )

O1.1-04 IPv6 오버 이 멀티캐스트 시스템
이호 ·고 만·이보 ·한선 (건국 ),박은용·

박 제(주인네트)

O1.1-05 유․무선 혼합망에서 Cross-Layer기반의 에 지 
효율 인 송 기법
김재훈·이선헌·이승형·최웅철·정 수( 운 )

O1.1-06 RFID시스템에서 향상된 쿼리 트리 기반 충돌 알
고리즘

한재일·서 곤(한라 )

2006년 6월 21일(수) 정보통신 II 타워콘도 철죽

13:00-15:00 좌장 : 이동명 교수(동명 )

O1.2-01 센서네트워크 응용 특성을 반 하는 응  라우  기법
성열탁·차호정(연세 )

O1.2-02 인터넷 환경에서 Geo-Targeting  응용 서비스의 구
변성원·백규태·원성기(KT)

O1.2-03 무선 홈 네트워킹을 한 블루투스 라우  로토콜
김명원·곽후근·정규식(숭실 )

O1.2-04 R-CAT : 노드능력을 고려한 내구  멀티캐스트 
트리 생성기법
김은석·장지용·박성용(서강 )

O1.2-05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음원을 이용한 자기 치 

인식기법
이 화·차호정(연세 )

O1.2-06 다차원 센서 데이타 장의 효율 인 Scalability
를 한 비 균등 역 분할

상훈·강홍구·홍동숙·박춘걸·한기 (건국 )

O1.2-07 지상  DMB  TPEG 소 트웨어 디코더의 개발
변환식·김재철·홍인식·이상정(순천향 )

O1.2-08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에 지 효율 인 토폴
로지 구성 알고리즘
노태호·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2006년 6월 21일(수) 컴퓨터시스템 I 타워콘도 자작

13:00-15:00 좌장 : 이상환 교수(국민 )

O1.3-01 고가용성 홈 서비스를 한 오토노믹 자가 리 유틸리티
최창열·김성수·조 덕(아주 )

O1.3-02 SE3208 내장형 로세서를 한 시뮬 이터
송 철·오형철(고려 )

O1.3-03 모바일 무선단말을 한 효율 인 력제어기법
민정희·차호정(연세 )

O1.3-04 비휘발성 메모리 일 시스템 설계와 공간 효율성 분석
철승(서울시립 ),백승재·최종무(단국 ),이동

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1.3-05 RFID 리더를 한 경량 임베디드 리 스 구

신 무·박성호·정기동(부산 )

O1.3-06 임베디드 기기를 한 NAND 래시 일 시스
템의 설계
박송화·이태훈·정기동(부산 )

O1.3-07 신뢰성 향상을 한 NAND 래시 메모리에서의 
링 일시스템

김태훈·이태훈·정기동(부산 )

O1.3-08 차세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한 래시 메모리 
일시스템의 개선

김기홍(단국 ),안성 (서울 ),최종무(단국 ),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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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1일(수)

2006년 6월 21일(수) 데이타베이스 I 타워콘도 주목

13:00-15:00 좌장 : 김흥식 교수(인제 )

O1.4-01 순 부여를 지원하는 웹 서비스 검색 엔진의 개발
손승범·황윤 ·이경하·이규철(충남 )

O1.4-02 통합 개념 모델을 이용한 시맨틱 웹 서비스 탐색
두화 ·신동훈·이경호(연세 )

O1.4-03 워크 로우 분할 기반의 빠른 복합 웹 서비스의 
선택 방법
장재호·신동훈·이경호(연세 )

O1.4-04 그리드 기반 가상 형장비실험을 한 통합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의 설계  구
김근태·김한 (서울시립 )

O1.4-05 효과 인 웹서비스를 한 메시지 캐싱의 설계  구
이득룡·송하주(부경 )

O1.4-06 유비쿼터스 환경을 한 OSGi 기반 상황 인식 서
비스 아키텍처의 설계  구
안명환·김 ·권 희(경기 )

O1.4-07 개방형 상황 인식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추천 서비
스의 설계
김동진·권 희(경기 )

O1.4-08 XML 스키마의 의미  추출
강혜란·신동훈·이경호(연세 )

2006년 6월 21일(수) 정보보호 I 타워콘도 루비

13:00-14:45 좌장 : 김철호 박사(국방과학연구소)

O1.5-01 정보보호 가상망 모델링  시뮬 이션
윤호상·장희진·김상수·박재근·김철호(국방과학

연구소)

O1.5-02 부요 리 스 상에서 패치 업데이트를 한 GUI 
로그램 구

오정헌·장혜 ·최종천·조성제(단국 )

O1.5-03 라이버시 보장을 한 RBAC 기반의 근 제어 
임워크

홍성호·조은애(고려 ),문창주(건국 ),백두권

(고려 )

O1.5-04 일  보안정책 리 시스템의 설계  구
김이곤·신 선·유성훈·안소진·박진섭( )

O1.5-05 사용목  분류화를 통한 라이버시 보호를 한 
보안 근제어 모델
나석 ·박석(서강 )

O1.5-06 분산 기업 환경을 한 임 리 모델
변창우·박석(서강 )

O1.5-07 유비쿼터스 업무공간의 업 RBAC 모델
이수정(고려 )

2006년 6월 21일(수) 정보통신 III 타워콘도 철죽

15:30-18:00 좌장 : 서 곤 교수(한라 )

O2.1-01 EPC-IS 성능 향상을 한 방안  구
채상 ·이낙규(가인정보기술),김종우(KT)

O2.1-02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효율 인 양방향 라우  
로토콜

안태원·조인휘(한양 )

O2.1-03 다양한 AV 서비스를 한 UPnP AV 임워크 
모듈 개발
박지윤·이 주·김상옥·이강희·윤혜진·김상욱(경

북 ),조창식·배수 (ETRI)

O2.1-04 센서 네트워크에서 동  역 분할을 이용한 다차
원 범  질의 인덱스
강홍구·김정 ·홍동숙·한기 (건국 )

O2.1-05 RFID 시스템을 한 임 선택 기법
이 호·조인휘(한양 )

O2.1-06 해양 음  센서 네트워크 구조 연구

조용만·김상경·김창화(강릉 )

O2.1-07 제한된 네트워크 역폭을 갖는 VOD 서버를 
한 효율 인 스무딩 알고리즘
이면재·박도순(홍익 )

O2.1-08 헬스 어 홈 서비스를 한 실내 치 기반의 상황
정보 지원 시스템
안동인(원 ),신창선(순천 ),주수종(원 )

O2.1-09 Attenuated Bloom Filter의 달을 이용한 APS의 
성능 개선
권남·박재 ( 앙 )

O2.1-10 과학기술정보유통을 한 OAI기반 지식정보 수
집· 장 시스템 구축
윤 원·이용식·이상기·신기정(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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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1일(수)

2006년 6월 21일(수) 컴퓨터시스템 II 타워콘도 철죽

15:30-18:00 좌장 : 남 진 교수( 구 )

O2.2-01 모바일 컴퓨  시스템에서 과부하를 이기 한 
경량 체크포인  기법
이창엽·최창열·김성수(아주 )

O2.2-0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임베디드 디바이스 서비스 
통합을 한 웹서비스 변환 게이트웨이
신성환·이정 ·이용환·민덕기(건국 )

O2.2-03 응형 센서네트워크를 한 커  모듈화 기법
신효정·차호정(연세 )

O2.2-04 센서네트워크 노드의 력모델 개발
박재복·조 우(충남 ),우덕균·임채덕(ETRI),김

형신(충남 )

O2.2-05 네트워크 스토리지 QoS를 한 네트워크 역폭 
제어기법
류 길·박찬익(포항공 )

O2.2-06 휴 폰용 임베디드 리 스 부 시간 단축기법
이종일(경북 ),남 진( 구 ),김성률·서 화

(ESCRC)

O2.2-07 센서 네트워크를 한 동  재구성 가능한 유한 
상태 기반 운 체제 구   평가
김도 ·김태형(한양 )

O2.2-08 미래 Wi-Fi  Bluetooth 환경의 주 수 간섭 
향하에서의ZigBee의 동작 정도 상 실험
우병철·장진엽(삼성SDS),은성배·이동민(옥타

컴),신성열·오세찬·김 철(텔로드)

O2.2-09 센서네트워크 응용 개발을 한 네트워킹 지원 구조
최석원·차호정(연세 )

O2.2-10 웹 서비스 기반의 통합 설계 임워크
장원석·김 식·정갑주(건국 )

2006년 6월 21일(수) 데이타베이스 II 타워콘도 주목

15:30-18:00 좌장 : 송하주 교수(부경 )

O2.3-01 NFA 표 을 사용한 문서- 심  XML의 키워드 
기반 필터링 기법
이경한·박석(서강 )

O2.3-02 함수 변환과 FFT에 의한 XML 문서의 구조 비교
이호석(호서 )

O2.3-03 국제 표  기반의 3차원 GIS을 한 세 도 모델
석은경·강찬 ·문정욱·이기 (부산 )

O2.3-04 치 정보를 한 기술 모델 (DMLI) 설계
김재원·최오훈·백두권(고려 )

O2.3-05 의사결정트리를 사용한 방학 의 효과  학습 방법
김혜숙·문양세·김진호(강원 )

O2.3-06 스트림 데이터의 효율 인 연 규칙 업데이트 알
고리즘
김형주(서울 ),최재걸(네이버)

O2.3-07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 임의 시간 구간에 한 
효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장주 ·문양세·노희 (강원 )

O2.3-08 Monitoring Continuous k-Nearest Neighbor 
Queries using c-MBR
정하림·강상원·송문배·임석진·김종완·황종선(고

려 )

O2.3-09 센싱 정보를 가진 RFID 태그 객체의 다차원 색인 
구조
이승주·류우석·박재 ·홍 희(부산 )

O2.3-10 RFID/LBS 환경에서 태그 이동 객체의 치 추
을 한 색인 구조
안 환·임덕성·안성우·홍 희(부산 )

2006년 6월 21일(수) 정보보호 II 타워콘도 루비

15:30-17:30 좌장 : 김 성 교수(경일 )

O2.4-01 e-seal 보안 로토콜을 한 효율 인 Pseudo 
Random Function
민정기·강석훈·정상화(부산 ),김동규(한양 )

O2.4-02 센서네트워크에서 인-네트워크 로세싱을 한 
경량 키 리 로토콜
김경태·김형찬·R.S.Ramakrishna( 주과학기술원)

O2.4-03 RFID 애 리 이션을 한 상황 인식 보안 아키
텍처
권 규·정목동(부경 )

O2.4-04 고가 물품에 합한 강력한 RFID 라이버시 보
호 기법
조정환( 앙 ),여상수(단국 ),김성권( 앙 )

O2.4-05 스마트 더미를 이용한 치기반서비스(LBS)의 익
명성 보장 방법
임 수·조은애(고려 ),문창주(건국 ),박 하

(한국디지털 ),백두권(고려 )

O2.4-06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한 암호화 성능측정
정윤호( 드게이트),최태 ( 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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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2일(목)

O2.4-07 C++ 언어를 한 데이터 obfuscation 도구 구  
 테스트

조병민·노진욱·오 수·장혜 (단국 ),정민규·

이승원(서울 ),박용수(한양 ),우제학(코어트러

스트),조성제(단국 )

O2.4-08 C++ 언어를 한 Control Flow Obfuscator 구  
 평가

노진욱·조병민·오 수·장혜 (단국 ),정민규·

이승원(서울 ),박용수(한양 ),우제학(코어트러

스트),조성제(단국 )

 6월 22일(목)

2006년 6월 22일(목) 컴퓨터 이론 타워콘도 홍송

09:00-10:45 좌장 : 서  교수(한국산업기술 )

O3.1-01 비음수 의미 가변 행렬을 기반으로 한 자동 포
 문서 요약

박선·이주홍·안찬민·박태수·김덕환(인하 )

O3.1-02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이용한 질의 기반의 문서 
요약
박선·이주홍·안찬민·박태수·김덕환(인하 )

O3.1-03 IP주소를 이용한 지역 치정보검색 시스템
조민정·변성원(KT)

O3.1-04 A Hybrid Approach on Matrix Multiplication

마리벨·김명규·채수환(한국항공 )

O3.1-05 볼록 이분할 그래 에서 최  매칭을 찾기 한 
개선된 Boolean 회로
박은희·박근수(서울 )

O3.1-06 스트링 B-트리의 효율 인 구
윤주 ·박근수(서울 )

O3.1-07 압축된 써픽스 배열 구축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박치성·조 하(부산 ),심정섭(인하 ),김동규
(한양 )

2006년 6월 22일(목) 소 트웨어 공학 타워콘도 철죽

09:00-12:00 좌장 : 윤희병 교수(국방 )

O3.2-01 규모 통신 서버 환경하에서의 성능시험 자동화
를 한 환경 설정  수집 방법

재규·석승학·유재형(KT)

O3.2-02 PS-Block 구조 기반의 반복횟수 분석기 설계  
구
김윤 ·신원·김태완·장천 (건국 )

O3.2-03 반복되는 상호작용에서 Win-Win Model을 용
한 Game Theory Negotiation 보완 로세스 
채희서·김상수·채정욱·인호(고려 )

O3.2-04 Software 제품계열공학에서 온톨로지에 기반한 
feature의 공통성  가변성 분석모델
김진우·이순복(고려 ),이태웅(KISTI),백두권(고

려 )

O3.2-05 반례를 이용한 로그램의 오류 원인 탐지 기법
신모범·방호정·김태효·차성덕(KAIST)

O3.2-06 RFID 미들웨어에 합한 부하 분산 기법 연구
박재걸·임종호·이 민·황경수·채흥석(부산 )

O3.2-07 BORE 로세스를 용한 정보 시스템 개발
한 신·김상수·인호(고려 )

O3.2-08 ECA규칙을 이용한 동  확장가능 로  아키텍처
우희정·정우성(서울 ),이은주(경북 ),이종석

(우석 ),우치수(서울 )

O3.2-09 웹 응용을 제품 계열로 재공학하기 한 도메인 
요구사항 추출 방법
이 우·김진한·이창호·이병정(서울시립 )

O3.2-10 커뮤니티 컴퓨  어 리 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한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개발환경

김동욱·이정태·류기열(아주 )

O3.2-11 임베디드 소 트웨어를 한 과거 이력 기반 테스
트 이스 순 화 기법
백창 ·태상원·신승훈·박승규(아주 )

O3.2-12 상호 향 계층분석방법을 통한 Win-Win 의 모델
김도훈·이택·인호(고려 )

2006년 6월 22일(목) 정보통신 IV 타워콘도 자작

09:00-12:00 좌장 : 김기원 교수(안양 )

O3.3-01 이질 망에서의 송성능 향상을 한 mSCTP 기
반 수직 핸드오버 메커니즘
장문정·이미정(이화여 ),이윤주(ETRI)

O3.3-02 Jakarta Slide의 사용자 리를 한 도구
이홍창·신원 ·박양수·이명 (울산 )

O3.3-03 도우즈 웹데  클라이언트의 효과 인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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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이 러리
김동호·박진호·신원 ·이명 (울산 )

O3.3-04 .NET Compact Framework 기반의 PDA WebDAV 
클라이언트
박진호·김동호·이홍창·이명 (울산 )

O3.3-05 효율 인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리 로그래
이승만·유민수(한양 )

O3.3-06 모바일 업 환경하에서 헬스 어 응용 서비스의 
구
김동석·정창원·주수종(원 )

O3.3-07 RFID 태그 충돌 방지 로토콜의 성능 비교를 
한 시뮬 이션 시스템
신재동( 앙 ),여상수(단국 ),김성권( 앙 )

O3.3-08 배터리 소비 특성을 고려한 센서네트워크 라우  
알고리즘

이호 ·차호정(연세 )

O3.3-09 TinyOS기반의 Ad-Hoc네트워크 상에서 BaseNode
의 데이터 수신성능에 한 연구
한병희·김문기·이수용·김지홍·김용 ·홍윤식(인

천 )

O3.3-10 서비스 맞춤형 분산응용 개발  리를 한 
임워크

신창선·강민수·서종성(순천 ),안동인·주수종

(원 )

O3.3-11 컨텐츠 스 칭 기법을 이용한 웹 계기를 통한 
메시지 달 방안
왕정석·곽후근·권희웅·정규식(숭실 )

O3.3-12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를 한 mSCTP 기반 수
직 핸드오버 메커니즘
장문정·이미정(이화여 ),이윤주(ETRI)

2006년 6월 22일(목)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타워콘도 주목

09:00-12:00 좌장 : 김응규 교수(한밭 ), 황 섭 교수(선문 )

O3.4-01 다양한 지문의 효과  분류를 한 응  특징추
출방법
민 기·조성배(연세 )

O3.4-02 WIPI 기반의 모바일 사람추  감시시스템
이윤미·송 형·손시 ·박정은·이경미(덕성여 )

O3.4-03 빠른 폐 분할과 가시화를 한 그래픽 하드웨어 
기반 벨-셋 방법 
박성진(서울 ),홍헬 (서울여 ),신 길(서울 )

O3.4-04 신경망을 이용한 감성인식 시스템
김나연·신윤희·김수정·김지인·정갑주(건국 ),

구 진(FITI),김은이(건국 )

O3.4-05 얼굴 특징 추 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
신윤희(건국 ),강신국(서울 ),김은이(건국 )

O3.4-06 신경망과 모폴로지 필터를 이용한 스크래치검출
김경태·김은이(건국 )

O3.4-07 화성정보 추출을 이용한 음악 장르분류

손우람(건국 ),정민석(숭실 ),안주 (경희 ),

윤경로(건국 )

O3.4-08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하기 한 유 자 알고리즘 
기반 상 개선 
조웅근·홍진 ·조성배(연세 )

O3.4-09 동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컨텍스트 기반 
장소  물체 인식
임승빈·조성배(연세 )

O3.4-10 연결획 모델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필기 인식
김 환·최 일·이택헌·김진형(KAIST)

O3.4-11 사각지  노라마 상생성을 한 시뮬 이션
박민우·이석 ·장경호·정순기(경북 ),윤팔주

(㈜만도)

O3.4-12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한 얼굴 추
박순 ·송 섭·김항 (경북 )

2006년 6월 22일(목) 인공지능 I 타워콘도 루비

09:00-12:00 좌장 : 최 민 교수(한양 )

O3.5-01 OntoFrame-K: 연구자 간 업 지원 서비스를 
한 시멘틱 웹 기반 정보 유통 랫폼
정한민·이미경·성원경·박동인(KISTI)

O3.5-02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응  일정
리 에이 트

임성수·조성배(연세 )

O3.5-03 다  에이 트 강화 학습을 한 상태 공간 타일
링과 확률  행동 선택
권기덕·김인철(경기 )

O3.5-04 추론 규칙을 이용한 온톨로지 확장

박일진·구태완·박경국·정연진·김병 ·이 모

(한림 )

O3.5-05 서비스 로 의 물체 탐색 성능 향상을 한 온톨
로지 기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송윤석·조성배(연세 )

O3.5-06 스마트폰 사용자의 컨텍스트 수집과 생성
이 설·정명철·조성배(연세 )

O3.5-07 커뮤니티 컴퓨  모델에 기반한 개발도구 구
김 ·정유나·김민구(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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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5-08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병합
의 최 화
김경 ·조성배(연세 )

O3.5-09 개인용 미디어 리 소 트웨어에 한 사용자 요
구사항
서희철·김 기·장명길(ETRI)

O3.5-10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의 특이성 탐지를 한 베
이지안 추론 모델

황 성·조성배(연세 )

O3.5-11 커뮤니티 컴퓨 을 한 정책기반 충돌 해결 방안 
연구
조용석·정유나·김민구(아주 )

O3.5-12 시맨틱 웹 서비스 조합을 한 계획 역 지식 변
환기
김 식·이상연·김인철(경기 )

2006년 6월 22일(목) 컴퓨터시스템 III 호텔 회의실

09:00-12:00 좌장 : 강수용 교수(한양 )

O3.6-01 유리 결함 검사를 한 개선된 알고리즘 연구
한창호·박성수·오춘석·유 기(선문 )

O3.6-02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단 없는 서비스를 한 경
량화된 결함복구 유틸리티

재명·최창열·김성수(아주 )

O3.6-03 쉐이더 구조를 한 마이크로 아키텍쳐 시뮬 이
션 환경
하상원·이원종·한탁돈(연세 )

O3.6-04 웹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개선된 WLC 스 링 
알고리즘
최동 ·정 식·손진곤(한국방송통신 )

O3.6-05 RFFS 일 시스템을 한 가비지 컬 션 정책
이상기·이태훈·정기동(부산 )

O3.6-06 Ext3 일 시스템을 한 log-ordered mode 링
석진선·편상형·노재춘(세종 ),김경훈( 루시스)

O3.6-07 운 체제 벨의 DFS에 기반하는 온도를 고려한 
스 링

정성우(고려 )

O3.6-08 Prob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응형 미들웨어의 행동 측
이승수·김경 ·조성배(연세 )

O3.6-09 임베디드환경에서의 검사  구
박상 ·국 진·홍지만( 운 )

O3.6-10 자바 복합 내장형 시스템을 한 Just-in-Time 컴
일러

이재목·김진철·김성무·문수묵(서울 ),이상규·

박종묵(삼성 자)

O3.6-11 응형 미들웨어의 자가 진단을 한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사용한 진단엔진
최보윤·김경 ·조성배(연세 )

O3.6-12 e-chautauqua 워크 로우 엔진의 외 처리 메커
니즘
안형진·김 훈·백수기(경기 )

2006년 6월 22일(목) 언어공학 타워콘도 오팔

13:00-15:00 좌장 : 이상곤 교수( 주 )

O4.1-01 기네스 기록 부사와 정답 유형을 이용한 기록문장
에서의 정답 추출
오수 ·안 민(충북 ),이충희(ETRI),서 훈(충

북 )

O4.1-02 부트스트래핑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격조사
의 의미역 결정
김병수·이용훈·나승훈·김 기·이종 (포항공 )

O4.1-03 유해어 필터링을 한 자질어 추출 알고리즘에 
한 연구
정정훈·이원휘·이신원·안동언·정성종( 북 )

O4.1-04 서지정보의 동명이인 구별을 한 공 자 계의 
효용성 연구
이승우·정한민·김평·강인수·성원경(KISTI)

O4.1-05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와 추론 모
델링
강인수·정한민·이승우·김평·성원경(KISTI)

O4.1-06 품사별 자질을 이용한 한국어 품사부착의 성능 향
상
최원종·이도길·임해창(고려 )

O4.1-07 HMM 모델을 이용한 의료 문서 상 고차원 개
념 태깅
장혜주·송사 ·김운(ICU)

O4.1-08 QA를 한 백과사  사건 추  시스템의 설계
장혜주·정유철( ICU),강보 (SNU),송사

(ETRI),김운(CNU),송훈·맹성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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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목) 로그래  언어 타워콘도 홍송

13:00-15:00 좌장 : 우 균 교수(부산 )

O4.2-01 실용 인 버퍼 취약  정  검출기의 구
진성·김건우·한환수·한태숙(KAIST)

O4.2-02 확장형 컴퓨  구조를 한 범용 컴 일러 설계
타로 에마뉴엘·이원종·바슨스리니·한탁돈(연

세 )

O4.2-03 애로우를 이용한 오류 처리 기법
이동주·지정훈·장한일·우균(부산 )

O4.2-04 거리 벡터(Distance-Vector)를 이용한 ARM Thumb 
코드 압축
안 훈·문성림· 철·김동윤(아주 )

O4.2-05 JAVA 스택 인스펙션을 한 권한 검사 분석 시스템
김윤경·창병모(숙명여 )

O4.2-06 자바에서의 Null을 할당할 수 있는 필드를 찾기 
한 데이터 흐름 분석

김민균·이숙희·권용래(KAIST)

O4.2-07 재목  기술을 이용한 가상기계의 탑재에 한 연구
유재민·고 만(상지 )

O4.2-08 시스템 종속 그래 를 이용한 C# 로그램의 객
체분할
강성 (인하 )

2006년 6월 22일(목) 소 트웨어 공학 II 타워콘도 철죽

13:00-15:15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 학)

O4.3-01 소 트웨어 설계 모듈의 재사용을 한 Statemate 
일반화 차트의 확장
김창진·최진 (고려 )

O4.3-02 시맨틱 웹 서비스의 기술을 한 모델지향 근방식
김일웅·김연석·이경호(연세 )

O4.3-03 TFM 기반 무기체계 소 트웨어의 시스템 테스트 
모델 설계
김재환·윤희병(국방 )

O4.3-04 응형 소 트웨어에 한 웹 서비스 발견 기반 
기법
김진한·이창호·이 우·이병정(서울시립 ),김희

천(한국방송통신 )

O4.3-05 WinWin 합의 모델을 용한 HW/SW 분할 방법론

박지용·김상수·채정욱·인호(고려 )

O4.3-06 OCL을 이용한 UML 2.0 행  모델의 시간 일 성 검사
한아림· 상욱(KAIST),홍장의(충북 ),배두환

(KAIST)

O4.3-07 유닛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도구를 한 임워
크 설계
김 상·백창 ·박승규(아주 )

O4.3-08 방 성과 복잡성에 응하는 요구사항분석방법 
임상원·이택·김도훈·인호(고려 )

O4.3-09 SMV를 이용한 Structural Decision Table 명세의 
정형검증

승재·지은경·차성덕(KAIST)

2006년 6월 22일(목) 정보통신 V 타워콘도 자작

13:00-15:00 좌장 : 이구연 교수(강원 )

O4.4-01 다 송률 지원 이동 Ad Hoc 네트워크를 한 
치 정보 기반 라우  로토콜

황지나·고 배(아주 )

O4.4-02 이종 무선망 환경에서 QoS 지원을 한 상 에
이 트 설계  구
박 ·이상희·이 ( 운 )

O4.4-03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동  다 송속
도 경로 배정 알고리즘
남용섭·최낙 ·류지호·권태경·최양희(서울 )

O4.4-04 에 지 효율 인 계층  센서 네트워크의 MAC 
로토콜 - 손진희·이형근( 운 )

O4.4-05 공간음향의 실시간 달을 한 시스템 설계

김풍 ·최덕재( 남 )

O4.4-06 Reliable Distributed Lookup Service Scheme for 
Mobile Ad-hoc Networks
MuhammadAliMalik·김재훈(아주 )

O4.4-07 TV기반의 웹 라우  상주서비스용 시스템 구
방법 
하윤경·최 ·김재동(KT)

O4.4-0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소모를 이기 
한 계층별 패킷모음 기법
정성 ·김재훈(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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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목) 바이오 정보기술 타워콘도 주목

13:00-15:15 좌장 : 박수  장(ETRI)

O4.5-01 사증후군의 측 모델링을 한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속성 순서 최 화
박한샘·조성배(연세 )

O4.5-02 유 자발 데이터의 군집분석을 한 나무 의존 
성분 분석
김종경·최승진(포항공 )

O4.5-03 PPI 네트워크에서의 래퍼 기반 단백질 식별
이용호·최재훈·임명은·박수 (ETRI)

O4.5-04 U-Health 환경에서 RFID Tag를 이용한 결손조직
보상체 모델링
최오훈(고려 ),김 범(고 의료원),임정은(고려

),나홍석(한국디지털 ),백두권(고려 )

O4.5-05 microRNA 발  데이터의 상 계 분석을 통한 
microRNA Functional Family 탐색

남진우·장병탁(서울 )

O4.5-06 다양한 클러스터 결과에 의해 진화  근법을 사
용하는 이종 클러스터링 앙상블 기법
윤혜성·안선 ·이상호·조성범·김주한(서울 )

O4.5-07 SVM을 이용한 만성간염 환자 측진단을 한 
SNP정보분석
김동회(한림 ),함기백(아주 ),김진(한림 )

O4.5-08 유 자 발  분석을 한 공진화  바이클러스터
링 기법
정제균·김수진·장병탁(서울 )

O4.5-09 시계열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마이닝을 한 분
별력있는 유 자 선정 방법
이민수·박승수(이화여 ),강성희(명지 ),박웅양

(서울 )

2006년 6월 22일(목) 인공지능 II 타워콘도 루비

13:00-15:00 좌장 : 김인철 교수(경기 )

O4.6-01 2단계 이동패턴 모델링을 이용한 사용자의 의도 
추론 
박문희·홍진 ·조성배(연세 )

O4.6-02 유 자 알고리즘에서 수렴속도 향상을 한 새로
운 토 먼트 선택 기법
이용채·손진곤(한국방송통신 )

O4.6-03 자율로 을 한 계획기반의 제어 구조
김하빈·김인철(경기 )

O4.6-04 휴우리스틱 자원 시간 계획을 한 탐색 알고리즘
신행철·김인철(경기 )

O4.6-05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  요약
정명철·조성배(연세 )

O4.6-06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를 이용한 순차  
음성 강조
박선호·최승진(포항공 )

O4.6-07 개선된 치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치기반 알
리미
박세진·김민구(아주 )

O4.6-08 Parse Tree Kernel을 이용한 소스코드 표  검출
손정우·박성배·이상조·박세 (경북 )

2006년 6월 22일(목) 컴퓨터시스템 IV 호텔 회의실

13:00-15:15 좌장 : 임성수 교수(국민 )

O4.7-01 모바일 3차원 그래픽 아키텍쳐를 한 시뮬 이
션 임웍
이원종·박정수·한탁돈(연세 )

O4.7-02 모바일 환경을 한 미디어 형식 변환 모델 연구
한병 (고려 ),윤정 ·이한규(ETRI),황인 (고

려 )

O4.7-03 MPEG-7 시각 정보 기술자와 텍스트 정보를 이용
한 내용 기반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 
박주 ·낭종호(서강 )

O4.7-04 상 감시 시스템에 용 가능한 의도기반 상황인
식 모델에 한 연구
김형년·박지형(한국과학기술연구원)

O4.7-05 XML 웹서비스 기반의 홈-모바일 콘텐츠 공유 시스템
류한석(고려 ),이병철(삼성 자),김진우(고려 )

O4.7-06 원격 실험  상 회의를 한 그리드 업 환경 
구조
송은혜·김지 ·김윤희(숙명여 ),김종암(서울

),정민 (KISTI)

O4.7-07 XML Schema기반 시맨틱 데이터 통합
김동 ·정갑주·신효섭(건국 ),황선태(국민 )

O4.7-08 QplusME/Esto를 이용한 H.264 디코더의 함수별 
력 측정

채송아·김두 (건국 ),임채덕·우덕균·정창희

(ETRI)

O4.7-09 Design of Web Service by Using OPC XML-DA 
and OPC Complex Data for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VuVanTan·Dae-SungYoo·Myeong-JaeYi(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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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3일(금)

 6월 23일(금)

2006년 6월 23일( )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타워콘도 자작

10:00-12:00 좌장 : 노 주 교수(한국산업기술 )

O5.1-01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한 화형 컨텐츠에 
한 Upward/Downward 최 화 기법

이송록·김상욱(경북 )

O5.1-02 NMF를 이용한 Motor Imagery 뇌  분류
이혜경(포항공 ),AndrzejCichocki(RIKENBSI,Japan), 

최승진(포항공 )

O5.1-03 센서네트워크에서 IEEE 802.15.4  음  기반 
치 추  기법

이신 ·차호정(연세 )

O5.1-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범용 웹 정보 추출
허정수·하상호(순천향 )

O5.1-05 링크-클릭 순환모형에 한 고찰
노 주(한국산업기술 )

O5.1-06 웹 서비스를 한 멀티 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송기섭·김연석·이경호(연세 )

O5.1-07 모바일 컨텍스트 로그를 사용한 계층  이야기 구
성 모델
이병길·조성배(연세 )

O5.1-08 의미  유사도와 스토리 스트림을 사용한 다양한 
만화 생성
송인지·정명철·조성배(연세 ),김상룡(삼성종합

기술원)

2006년 6월 23일( ) HPC 타워콘도 주목

10:00-12:00 좌장 : 이원주 교수(두원공 )

O5.2-01 MPICH-GP : 그리드 상에서 사설 IP 지원을 한 
MPI 확장
박 례·윤 ·박성용(서강 )

O5.2-02 분산형P2P 그리드 시스템에서 자가 조직  계산 
오버 이 네트워크 기반 결함 포용  스 링 기법
김석인(고려 ),박찬열·최장원(KISTI),김홍수(고

려 ),길 민( 구가톨릭 ),황종선(고려 )

O5.2-03 그리드 컴퓨 을 한 웹기반 동 스 링 시뮬
이션 랫폼
강상성·강오한(안동 )

O5.2-04 공유 스토리지 기반의 무선 인터넷 록시 서버 
클러스터
곽후근·정규식(숭실 )

O5.2-05 웹 서비스 기반 그리드 환경에서 자율 인 서비스 

재구성 리 기법
김은경·김윤희(숙명여 )

O5.2-06 XMDR을 이용한 데이터 그리드 미들웨어 설계
노선택·문석재·엄 ·국윤규·정계동·최 근(

운 )

O5.2-07 HA-PVFS : 부분 복제를 통하여 데이터의 고가용
성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일 시스템
심상만·김진석·박성용(서강 )

O5.2-08 분산형 P2P 그리드 컴퓨  환경에서 평 도 기반 
연산 결과 검사 기법
구수진(고려 ),박학수·최장원(한국과학기술정

보원),변은정(고려 ),길 민( 구가톨릭 ),황

종선(고려 )

2006년 6월 23일( ) 컴퓨터 그래픽스 타워콘도 루비

10:00-11:30 좌장 : 김성호 교수(상지 )

O5.3-01 GPU를 이용한 실시간 바다 시뮬 이션  더링
이동민·이성기(경북 )

O5.3-02 다 벨(Multi-Level) 분할 매칭을 이용한 뮤직
비디오 자동 생성 
윤종철·이인권(연세 )

O5.3-03 모션 특징  맵과 응용
권지용·윤종철·이인권(연세 )

O5.3-04 Color Line Projection
박정욱·유재덕·이 행( 주과학기술원)

O5.3-05 동  격자를 사용한 회화  더링
이호창·박 섭·윤경 ( 앙 )

O5.3-06 3D 객체 검색시스템을 한 벤치마크 데이터 
일포맷
신성식·권오 ( 북 ),송주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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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3일(금)

2006년 6월 23일( ) 산교육 시스템 호텔 회의실

10:00-11:30 좌장 : 정경용 교수(상지 ) 

O5.4-01 WBI(Web Based Instruction) 시스템에서 학습자 
피드백 기반 문제수  조  방법
임일용·정해균·양형정( 남 )

O5.4-02 로그래  언어 실습을 한 웹기반 학습시스템
의 설계  구
정찬선·정 식·손진곤(한국방송통신 )

O5.4-03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그룹형 커뮤니티의 자동생성
윤선정·주우석·윤태수·김기홍(동서 )

O5.4-04 MVC 모델을 용한 자동 문제 출제 시스템
이선숙·박문화(성신여 )

O5.4-05 LMS기반의 콘텐츠 작환경 설계  구
김진환·김동원·임성희·간진숙·신소 ·최수 (한

림 )

O5.4-06 Web 2.0의 e-Learning 용에 한 연구
한재엽(순천 ),김유빈((주)보고보고),김원 (순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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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일정  장소

 포스터발표 ( I )

포스터발표 I 6월 21일(수) 18:00-19:30 휘트니스센터 마을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1.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15 손 기 교수(서원 )

P1.2 정보보호 13 이성운 교수(동명 )

P1.3 정보통신 I 58 이형근 교수( 운 )

P1.4 컴퓨터 그래픽스 9 김성호 교수(상지 )

P1.5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 13 신 숙 교수(조선 )

P1.6 컴퓨터시스템 I 27 이한구 교수(건국 )

합계 135편

 포스터발표 ( II )

포스터발표 II 6월 22일(목) 11:30-13:00 휘트니스센터 마을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좌장

P2.1 데이타베이스 25 문양세 교수(강원 )

P2.2 바이오 정보기술 21 황규백 교수(숭실 )

P2.3 소 트웨어 공학 20 고인  교수(ICU)

P2.4 언어공학 2 김 평 박사(KISTI)

P2.5 인공지능 28 우석 교수(한국성서 )

P2.6 정보통신 II 18 변태  교수( 구가톨릭 )

P2.7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I 18 김은이 교수(건국 )

P2.8 컴퓨터시스템 II 19 이경오 교수(선문 )

합계 15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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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좌장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③ 진행요원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발표평가와 우수발표 추천을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포스터 발표에 제공될 패 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20cm, 체높이 200cm의 이동식 칠 입니

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세로기 ) 9매의 발표자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첫번째 장

에는 논문제목, 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 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까지 발표 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시간은 90분입니다.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 착테이  등)는 발표자께서 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면테이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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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색인’에서 발표자의 색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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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표시간 종료후 3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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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6월21일(수)

포스터 발표

 6월 21일(수)

2006년 6월 21일(수)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휘트니스센터 마을

18:00-19:30 좌장 : 손 기 교수(서원 )

P1.1-01 증강 실의 태그 차단 상에 강인한 태그 탐지 
알고리즘
이석원·김동철·한탁돈(연세 )

P1.1-02 RIA 기반 교수-학생 상담 약 시스템의 설계  
구
손 기(서원 ),김학 (호원 )

P1.1-03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춘 고등학교에서의 서비스 
시나리오  구  모델 개발
신수복(아주 ),김은지· 수·조 (경기과학

고), 홍진(아주 )

P1.1-04 신속 응 시스템에 한 교육용 로그램 설계  
구
정경용(상지 ),나 주(인하 )

P1.1-05 멀티미디어 콘텐츠 라우징 설계  구
부소 ·윤 주(그래픽스연구원),최유주(서울벤

처정보 학원 )

P1.1-06 연동형 데이터 방송을 한 퀴즈 자막  방송시
간 편집기
장윤용·장혜윤·임순범(숙명여 )

P1.1-07 지식베이스 기반 운동처방 문가 시스템
나홍석(한국디지털 ),최오훈·임정은(고려 ),최

연식(이리오넷)

P1.1-08 시각  형태 정보에 한 감성어휘 분류
백선경·황 수·김 구(조선 )

P1.1-09 추론기반 과학기술 정보유통 인터페이스 설계
구남앙·김평·이승우·강인수·정한민·성원경

(KISTI)

P1.1-10 블루투스 기반의 모바일 장치와 상처리를 이용
한 젠테이션 제어 시스템 설계  구
이승근·김병국·허신(한양 )

P1.1-11 자바를 이용한 2.5D 메타버스 게임 엔진 구
한승훈·김은주(한림 )

P1.1-12 체감형 3D 골  게임을 한 공의 궤  분석
안상 ·김은주·송창근(한림 )

P1.1-13 의미소 개체화 기반 게임형토론시스템, Forumnet
이정창욱·신 숙(조선 )

P1.1-14 SVG에 기반한 홈 네트워크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
이스 
유기필·권오 ·박덕규( 북 )

P1.1-15 RFID를 이용한 디스 이 자동활성화  선택  
컨텐츠 제공

김주혜·박지 ·김명희(이화여 )

2006년 6월 21일(수) 정보보호 휘트니스센터 마을

18:00-19:30 좌장 : 이성운 교수(동명 )

P1.2-01 RFID 인증을 한 해쉬함수 기반의 네트워크 보
안 로토콜
박종 ·김 석·최진 (고려 )

P1.2-02 정리증명을 이용한 RFID 인증 로토콜 설계  
검증
오정 ·최진 (고려 )

P1.2-03 국방망에서 세션분석기반의 침입자 역추  시스템
장희진·윤호상·김상수·박재근·김철호(국방과학

연구소)

P1.2-04 커뮤니티 컴퓨  보안
김순동·심윤주·김 숙·최동순·조 덕(아주 )

P1.2-05 USNs에서 키 노출 방지를 한 쓰 시홀드 암호

화 기법
임화정·이헌길(강원 )

P1.2-06 HTTP 트래픽 기반의 비정상행  탐지 시스템
김효남(청강문화산업 ),장성민·원유헌(홍익 )

P1.2-07 UPnP 환경에서 안 한 비동기 메시지 통신 서비
스 구
박희만·이 록( 남 ),이형효(원 ),노 남

( 남 )

P1.2-08 분산 환경에 합한 확장성 있는 안 한 RFID 
라이버시 보호 시스템
신명숙·박 옥(조선 ),이호 ( 당 ),홍성표·

민혜란·이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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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9 SPKI/SDSI를 이용한 메시지 보안 로토콜 설계 
 구

곽문상·홍 식(동국 )

P1.2-10 USN에서 보안 로토콜에 한 연구
박익숙·오병균(목포 )

P1.2-11 RFID 기반 생산 리시스템에 한 연구
양진희·양성훈·박익수·서재 ·오병균(목포 )

P1.2-12 퍼지볼트 스킴을 이용한 MoC 기반의 인증 방안 
연구
김애 ·서승 ·이상호(이화여 )

P1.2-13 계층 인 센서 네트워크에서 확장성을 제공하는 
분산 키 리 방법
김미희·채기 (이화여 )

2006년 6월 21일(수) 정보통신 I 휘트니스센터 마을

18:00-19:30 좌장 : 이형근 교수( 운 )

P1.3-01 ZigBee 정 수 데이터형의 표  구간 개선 방안
이승재·김상경·김창화(강릉 )

P1.3-02 The efficiency routing algorithm for multimedia 
transmission in Digital Home Network scenarios
ThanhTungNguyen·SeaYoungAhn·SunshinAn

(고려 )

P1.3-03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Dynamic cluster 
기반의 에 지 효율 인 클러스터링 기법
박정임·강정훈·박명순(고려 )

P1.3-04 모바일 에드학 망에서의 경로 장애복구 알고리즘 
개선
박노열·김상경·김창화(강릉 )

P1.3-05 센서 노드를 이용한 리더간의 충돌방지 방법
이 정·김성 ·안순신(고려 ),김동호(한라 )

P1.3-06 웹 근성 평가도구 개선방안
김성익·박명순(고려 )

P1.3-07 인터넷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인터넷 LBS상에서
의 고성능 치 검색 기법 설계  구
김민경·조민정(KT),류옥 (한국산업기술 )

P1.3-08 싱크 주변 노드를 한 센서 네트워크 혼잡 제어 
기술
문성 ·이성민·차호정(연세 )

P1.3-09 FTTH망에서 호스트멀티캐스트를 이용한 개인 인
터넷 방송 시스템 설계  구
김경태·손승철·허권·이형옥·김경훈·남지승( 남 )

P1.3-10 에러율 변화에 따른 텔 매틱스 교통안 시스템
의 성능 평가
김 만·박홍재(국민 )

P1.3-11 비구조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 입자 군집 최
화를 이용한 우수 피어 비율 조  기법

장형근·한성민·박성용(서강 )

P1.3-12 Netfilter를 이용한 IP 주소 공유 기술 구
김명선·황선엽·원 암·이 희·최훈(충남 )

P1.3-1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비동기 인 치 측정
장상욱·하란(홍익 )

P1.3-1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응  노드 스 링 
기법
최정은·하란(홍익 )

P1.3-15 SDR을 한 SCA에서의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실시간 교체 방법
김민 (경북 ),류상률(청운 ),김승호(경북 )

P1.3-16 실내 치 추정에서의 비가시선(NLOS) 문제 해결 
방안에 한 연구
우성 · 식·박 주(한밭 )

P1.3-1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효율  에 지 소모 방안
민형석·이상빈·안순신(고려 )

P1.3-18 와이 로에서 패킷 순서 뒤바뀜 문제 발생 방지를 
한 핸드오버 메카니즘

심민식·김화성( 운 )

P1.3-19 비  스마트카드 ID 송을 한 인코딩 기법
조일억·박종 (고려 )

P1.3-20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는 iSCSI 기반의 원격 스토
리지 서비스를 한 효율 인 로드 밸런싱 기법 
구
강정훈·최원일·박명순(고려 )

P1.3-21 DPDP: 방향성 안테나를 수용하는 애드 혹 네트워
크를 한 로드캐스트 노드 선정 기법
박정운·한인구(인하 ),유재민·차 환(상지 )

P1.3-22 Variable Voltage을 사용한 력 센서 성능향상 
메커니즘 구
이경호·임경수·한규호·안순신(고려 )

P1.3-23 컴포 트 기반 소 트웨어 랫폼을 한 컴포
트 리자 설계  구
이수원·유인선·유용덕·최훈(충남 )

P1.3-24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확한 상황인지를 지원
하는 컨텍스트 지향 미들웨어
이권진·송성근·윤희용(성균 )

P1.3-25 이동 애드 혹 최소지연 하이 리드 재 송 방법
이 재·이주훤·이모원·박재석(한양 )

P1.3-26 비구조  그리드 환경에서 작업량에 따른 부하 균형
구태완·홍성 · 상훈·김병 ·정연진·이 모(한

림 )

P1.3-2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 지 효율과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한 동  모니터링 주기 설정 기법
이정아·이동욱·김재훈(아주 )

P1.3-28 RFID Business-Aware Framework의 사용성 향상
을 한 보완요소 개발
김성진·염근 ·문미경(부산 )



48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포스터발표 - 6월21일(수)

P1.3-29 4G 이동 망에서 응  핸드오버 시간을 활용한 
효과 인 핫스팟 셀 리 기법
김동욱·이한진· 승우·므리나·윤 수(KAIST)

P1.3-30 능동 로  서비스를 한 가용성 평가 방법
강상승·손주찬(ETRI)

P1.3-31 웨어러블 컴퓨  환경을 한 네트워크 PnP 컴포
트 설계

조태욱·이수원·박충범·최훈(충남 )

P1.3-32 웹 서비스 기반의 개방형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한 UDDI 구조
이동헌·김화성( 운 )

P1.3-33 스트리  서비스를 한 RTP/RTCP 기반의 단방
향 지연 측정
박진호·김화성( 운 )

P1.3-34 Parlay X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효율 인 개방형 
서비스 구조 
이성훈·김화성( 운 )

P1.3-35 구조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 동  피어 참여 
기반의 효율 인 로드 밸런싱
송진우·최연오·양성 (연세 )

P1.3-36 모바일 RFID 네트워크와 EPC 네트워크의 서비스 
연동을 한 네트워크 요소
이병희·김 ·홍진표(한국외 )

P1.3-37 WebDAV를 이용한 리 스 업지원 시스템의 설계
신원 (울산 ),유양우(울산과학 ),박양수·이명

(울산 )

P1.3-38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개인화 
서비스
나선웅·오홍록·이해각·이상정(순천향 )

P1.3-39 농산물 코드의 EPC 변환 방안
이창석(농 학)

P1.3-40 무선 LAN 환경에서 ALC와 LDPC FEC를 이용한 
신뢰 인 멀티캐스트 송 로토콜의 구   성
능 평가
백일우·성백동·홍진표(한국외 )

P1.3-4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Jini 서비스를 이용한 안
한 Java 객체 장소
유양우(울산과학 학),이명 (울산 )

P1.3-4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FDMA를 이용한 MAC 
성능 향상
정성민·조인휘(한양 )

P1.3-43 모바일 애드 혹 무선 네트워크를 한 에 지 효
율 이  채  라우  로토콜
유 훈·조원근·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P1.3-44 FLUTE를 이용한 멀티캐스트 일 송에서 

Late-Join과 일 복구 방안
김 ·성백동·홍진표(한국외국어 )

P1.3-45 로컬 핫스폿 서비스를 한 UPnP기반 텔 매틱
스 미들웨어
김동균·이상정·이주원(순천향 ),최 길(한국

기연구원)

P1.3-46 센서네트워크를 한 ZigBee 네트워크 로토콜
조원근·유 훈·최웅철·이승형·정 수( 운 )

P1.3-47 비구조 인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상에서 효율
인 복제 기법
최우락·이문수·박성용(서강 )

P1.3-48 정책 기반 응형 어 리 이션을 한 임워
크 분석
김소 ·문미경·염근 (부산 )

P1.3-49 EDI 의미사   리지의 개발
정용규(서울보건 학)

P1.3-50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한 VHG기반 메타컴퓨
 미들웨어 개발

박성환·강동훈(부산 ),손 성(ETRI),김경석(부

산 )

P1.3-51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신속한 코드 송 기법
이한선·정 수( 운 )

P1.3-52 모바일 환경에서 혼합 필터링 방법을 사용한 개인
화 서비스 방법
김룡·이지 (충남 ),주원균(KISTI),김 국(충남

)

P1.3-53 다  디스크립션 코딩을 이용한 P2P 미디어 스트
리  시스템
이승은·한동윤(부산 ),박유 (ETRI),김경석(부

산 )

P1.3-54 궤도 성통신시스템의 안테나 isolation에 따른 
성능분석
김종진·원유헌(홍익 )

P1.3-55 OSGi 기반의 텔 매틱스 단말 어 리 이션 리기
김민정·이문수·최종우·권오천(ETRI)

P1.3-56 Ad-hoc 네트워크 기반 가변 지오캐스  모델 설계
이철승·허진(조선 ),안성수(동신 ),방극인(나

주 ),이 (충주 ),이 (조선 )

P1.3-57 인터넷과 연동된 MANET에서 안정 인 게이트웨
이 선택 방안
신창의·김성호·안순신(고려 )

P1.3-58 16비트 칼라 LCD를 장착한 휴 단말기의 GUI용 
비손실 상 압축 효율을 한 처리
오황석(한국산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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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1일(수) 컴퓨터 그래픽스 휘트니스센터 마을

18:00-19:30 좌장 : 김성호 교수(상지 )

P1.4-01 3차원 아바타의 실시간 얼굴표정제어를 한 표
정공간의 생성방법
김성호(상지 )

P1.4-02 모바일 기기에서의 회화  표 을 한 사용자 정
의 쉐이딩
장 호· 재웅· 창원·최윤철(연세 )

P1.4-03 다  폴리곤 처리를 통한 수묵 더링 기법
재웅·장 호·최윤철(연세 ),임순범(숙명여 )

P1.4-04 GPU를 이용한 3차원 텍스쳐 기반 볼륨 더링의 
속도 향상 기법
이 연·구기범(KISTI)

P1.4-05 비선형 피부색 변화 모델을 이용한 실감 인 표정 
합성
이정호·박 ·문 식(한양 )

P1.4-06 가상 해  환경 구축을 한 Fish 행동 시뮬 이
터 설계
김종찬·김응곤(순천 )

P1.4-07 응  투명도 이함수기반 종양 역 조도강
화 볼륨가시화
송수민·이정민(이화여 ),김경민(원자력병원),김

명희(이화여 )

P1.4-08 다양한 색상을 표 할 수 있는 실시간 다  층의 
색상 쉐이딩 기법
최승 ·김재경(연세 ),임순범(숙명여 ),최윤철

(연세 )

P1.4-09 표면 축소포장에 기반한 단층 상으로부터의 표
면 재구성
박은진·최 규(한국기술교 )

2006년 6월 21일(수)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 휘트니스센터 마을

18:00-19:30 좌장 : 신 숙 교수(조선 )

P1.5-01 임베디드 생체인식 시스템에서 특징 추출
김병주( 산 ),김일곤(경북 )

P1.5-02 립표정에 무 한 얼굴표정 인식
신 숙(조선 )

P1.5-03 GWT 계수 에 지와 원 상 결합을 이용한 얼굴 
인식
한정훈·홍소범·김우생( 운 )

P1.5-04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배경 모델링
이선주·정창성(고려 )

P1.5-05 신장조직 상에서 사구체 역의 추출법
김응규(한밭 ),이수종(ETRI)

P1.5-06 CNN 모델을 이용한 얼굴 추출  보정 기법
조일국·김호 (한동 )

P1.5-07 측 를 한 결정 트리 구
임재걸·정승환(동국 )

P1.5-08 학 캠퍼스용 치기반 서비스를 한 옥외측
방법

임재걸·이재호(동국 )

P1.5-09 움직이는 물체검출을 한 상 좌표계 변환에 
한 연구
김용진·이일병(연세 )

P1.5-10 동 상에서 MGH을 이용한 실시간 다수 동작 인식
김태형·변혜란(연세 )

P1.5-11 다시  비디오를 한 시스템 디코더 모델 설계와 
구
이 철(부천 학),최기한·이정원·김승호(경북 )

P1.5-12 효과 인 객체 인식을 한 응  환경 변수 결
정 방법
강성환(경북 ),이 철(부천 학),류상률(청운

),김승호(경북 )

P1.5-13 HTML 테이블의 논리  구조분석을 한 효율
인 방법
김연석·이경호(연세 )

2006년 6월 21일(수) 컴퓨터시스템 I 휘트니스센터 마을

18:00-19:30 좌장 : 이한구 교수(건국 )

P1.6-01 공간 제약 인 센서 운 체제를 한 스택리스 쓰
드 기법

이상호·구본철·민홍·허 ·김용태·조유근(서울

),홍지만( 운 )

P1.6-02 디지털 셋탑박스 미들웨어를 한 검증 어 리
이션 설계  구

이주용(한양 ),이원주(두원공 ), 창호(한양 )

P1.6-03 그리드 시스템을 한 약 기반 혼합 백필 스
링

최창열(아주 ),강창훈(극동 ),박기진·김성수

(아주 )

P1.6-04 고화질 VoD 서비스를 한 멀티미디어 일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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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
김갑동·석성우·박유 ·이용주·김창수·김학

(ETRI)

P1.6-05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소 트웨어 기반 키보드/마
우스 공유 시스템의 설계  구
이진수·정선일·이명오·이상호·노 주(한국산업

기술 )

P1.6-06 멀티미디어 응용에서 Prefetching을 활용한 디스
크 력 리
임종호·차호정(연세 )

P1.6-07 OSGi기반 UPnP를 이용한 자액자 서비스의 설
계  구
박종서·김동환·박진성·이상호·최진구(한국산업

기술 )

P1.6-08 Audio Player를 한 경량 실시간 운 체제 설계 
 구

조문행·이정원·강희성·이철훈(충남 )

P1.6-09 일시스템이 없는 실시간 운 체제에서 Graphic 
User Interface 설계  구
강희성·손필창·이원용·이철훈(충남 )

P1.6-10 리 스 멀티 패스를 한 효율 인 A/A 패스 셀
터의 제안

편상형·석진선·노재춘(세종 ),김경훈( 루시스)

P1.6-11 홈 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과 력 리 시스템
서동호·서효 (가톨릭 )

P1.6-12 Visitor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XML Pull Parser 
Generator의 설계
고방원·곽동규·유재우(숭실 )

P1.6-13 Audio Player를 한 경량 일시스템의 설계  
구
송 진·조문행·손필창·이철훈(충남 )

P1.6-14 P2P 네트워크에서 DHT 락시 피어 검색 알고리즘
이정기(조선 ),안성수(동신 ),송기범·박찬모·

방선 ·이 (조선 )

P1.6-15 로드캐스트 채  분할에 의한 VOD서버 역폭 

감소 기법
이치훈·최황규(강원 )

P1.6-16 OLP 기반 이벤트/사이클 혼합 방식 산업용 로  
시뮬 이션 엔진 구
한정욱·류기열·이정태·범진환·김종철·김재욱(아

주 )

P1.6-17 SoC 기반의 로토타이핑 미들웨어 개발에 한 
연구
김문석·권용진(한국항공 )

P1.6-18 첩된 모델들을 통한 비정상 행동 측 시스템 
평가
채희서·이택·이동 ·인호(고려 )

P1.6-19 그리드 환경을 한 TMO 기반의 실시간 원격 제
어 시스템
김철군·정갑주·이한구·김문회· 세길(건국 )

P1.6-20 RSCA 로  응용의 상황인식 응을 한 컴포
트 이동성 지원
김소연·김세화·홍성수(서울 )

P1.6-21 효율 인 컴포 트 실행모델을 한 RSCA의 확장
홍두원·이재수·김세화·홍성수(서울 )

P1.6-22 에 지 내장형 로세서를 한 변형 루 버퍼
박정규·오형철(고려 )

P1.6-23 향상된 설계공간을 갖는 혼합 가산기 구조와 최 화
이덕 (강원 ),이정아·이정근(조선 ),이상민

(캠 리지 )

P1.6-24 상황인지 미들웨어에 기반한 상  수  상황정보 
추론 모델
박상규·김도윤·한탁돈(연세 )

P1.6-25 Sentry: Kernel Extension을 한 바이 리 수 의 
인터포지션 기법
김세원·황재 ·유 (고려 )

P1.6-26 동  리 시 스 일링을 사용한 로세서의 인
터럽트 처리와 I/O 시스템 성능 향상 기법
유시환·유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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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목)

2006년 6월 22일(목) 데이타베이스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문양세 교수(강원 )

P2.1-01 RDBMS를 이용한 DTD 엘리먼트 타입 기반의 문
서 색인 기법
박 순·김택곤·김우생( 운 )

P2.1-02 함수 변환 모델링에 의한 XML 문서의 유사성 비
교에 한 연구
이호석(호서 )

P2.1-03 NAND 래시 메모리에서 페이지 크기에 따른 
B+ 트리의 성능 평가
유 석· 한별·김도윤·박상원(한국외 )

P2.1-04 XTrans: 변환 합성을 고려하는 XML 스키마 매퍼
신철민·이경하·이규철(충남 )

P2.1-05 CST-트리의 효과 인 범  검색
강 희·이재원·이상구(서울 )

P2.1-06 OLAP 환경의 수평 인 테이블에 한 질의 최
화 방법
신성 ·문양세·김진호(강원 )

P2.1-07 SynchML기반 일 동기화의 설계  구
고재두·이훈희·이윤선·이상호·한익주(한국산업

기술 )

P2.1-08 교육용 장소 시스템을 한 분류 모델
최명회·정동원(군산 )

P2.1-09 품질기반의 웹 서비스 검색을 한 확장 UDDI 개발
박성수·이종근·윤지희(한림 )

P2.1-10 통신이력을 사용한 교우 친 도 분석
문양세·최훈 ·김혜숙·김진호(강원 )

P2.1-11 메타데이터 기반 정보시스템간 의미 유사도 측정 
방법
임정은·최오훈(고려 ),나홍석(한국디지털 ),백

두권(고려 )

P2.1-12 XML 기반 여러 형태 로 일을 이용한 고객세
분화
안형근·이단 ·고재진(울산 )

P2.1-13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뷰를 활용한 고객구매 데이

터 리
이단 ·안형근·고재진(울산 )

P2.1-14 온톨리지 기반의 단백질 반응 데이터 품질향상 연구
장희선·원민 ·김태경·조완섭(충북 )

P2.1-15 실시간 모바일 GIS를 한 효율 인 경로탐색 기법
이형석·김경창(홍익 )

P2.1-16 XML 문서에서 효율 인 질의를 한 구조 조인 
메커니즘
이명진·김희경·채기 (이화여 )

P2.1-17 리지 XMDR 기반의 여행정보 검색 시스템
김익한·국윤규·엄 ·정계동·최 근( 운 )

P2.1-18 자문서의 XML 문서로의 변환  장 시스템
주원균·양명석·김태 ·이민호·최기석(KISTI)

P2.1-19 PDA기반 단일사용자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 설계  구
노승기·이정 ·이상호·오용철(한국산업기술 )

P2.1-20 원자력 발 소 인간 신뢰도 분석 시스템 개발
김승환·강 일·정원 (한국원자력연구소)

P2.1-21 온톨로지 통합을 한 변환 규칙의 확장
김선경(홍익 ),김병곤(부천 학),이재호(경인교

육 ),임해철(홍익 )

P2.1-22 온톨로지 기반 지식획득 방법에 한 연구
임윤선·김명(이화여 )

P2.1-22 연속 인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한 정  유효 
역

이종 ·김진호·박 배(명지 )

P2.1-24 역 질의의 효율  처리를 한 버퍼링 기법
김상우·이 우(단국 ), 세길(도로교통기술

원)·나연묵(단국 )

P2.1-25 지식공유 기반의 XMDR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설계
황치곤·이민노·박유신·정계동·최 근( 운 )

2006년 6월 22일(목) 바이오 정보기술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황규백 교수(숭실 )

P2.2-01 단백질 이름 추출을 한 패턴 매칭 오토마타
박 형(서강 ),홍기호(LS산 ),양지훈(서강 )

P2.2-02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가복제자와 하이퍼
사이클의 구성
곽 화· 규범(아주 )

P2.2-03 DNA 연산을 이용한 기억 인출 시뮬 이션
김 식·이은석·노 균·장병탁(서울 )

P2.2-04 포섭구조기반 OVR SVM 결합을 통한 다 부류 
암 분류
홍진 ·조성배(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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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05 은닉변수학습 모형에 기반한 시간  로 일을 
이용한 조  유 자군의 탐색
양진산·장병탁(서울 )

P2.2-06 Peptide Nucleic Acid(PNA)를 이용한 antisense 
기법에 용할 병렬 컴퓨 용 Bioinformatics tool 
개발
김성조· 호상·홍승표·김 창·김한집·민철기(아

주 )

P2.2-07 다  개체 집단의 공진화  학습에 의한 바이오 
데이터의 패턴 마이닝
김수진·정제균·장병탁(서울 )

P2.2-08 MDL원리에 기반한 모델 선택을 포함한 분자 
wDNF기계에서의 분자 EDA
이시은(백석 ),장병탁(서울 )

P2.2-09 치 수 행렬 혼합 모델을 이용한 microRNA 
서열 특성 분석
이제근·장병탁(서울 )

P2.2-10 유 자 알고리즘에 기반한 k-medoid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의 최 의 k-탐색과 용
안선 ·윤혜성·이상호(이화여 )

P2.2-11 유 체 수  사 경로 그래  이아웃을 한 
슈퍼노드화 방안에 한 연구
송은하(이화여 ),김민경(UC Irvine Institute for 

Genomics and Bioinformatics),이상호(이화여 )

P2.2-12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개념 분류 이아웃
방선이·최재훈·박종민·박수 (ETRI)

P2.2-13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상동성 기반 바이
오 콤 스 측
최재훈·박종민·박수 (ETRI)

P2.2-14 Mature microRNA 치 측 모델의 진화  최 화
김진한·남진우·장병탁(서울 )

P2.2-15 은닉 확률 라이 러리 모델에서의 조건부 확률의 
계산
허민오·장병탁(서울 )

P2.2-16 연 속성개념공간으로의 사상을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측
엄재홍·장병탁(서울 )

P2.2-17 SVM 앙상블을 이용한 심 질환 질환단계 측
엄재홍·장병탁(서울 )

P2.2-18 단순한 커  갱신을 통한 분류기의 설계
노 균·김청택·장병탁(서울 )

P2.2-19 e p s i l on - 다 목 진화연산을 이용한 DNA 
Microarray Probe 설계
조 민·신수용·이인희·장병탁(서울 )

P2.2-20 기계학습에 의한 압타머칩 데이터 기반 심  질
환 단계의 측
김병희(서울 ),김성천(주-제노 라),장병탁(서

울 )

P2.2-21 GO 기반의 SBML 문서 리  질의 처리기
정승 ·정태성·김태경·김경란·조완섭(충북 )

2006년 6월 22일(목) 소 트웨어 공학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고인  교수(ICU)

P2.3-01 사용자 평등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분산 웹 환경의 
폭주하는 트랜잭션 리 기법
조홍래(고려 )

P2.3-02 병렬 소 트웨어 러덕트 라인을 한 컴포 트 
생성기
장정아·최승훈(덕성여 )

P2.3-03 웹 서비스 컴포 트를 이용한 소 트웨어 개발에
서의 명세 확장 방법과 그 효과 분석
서 익·이동근·최은만(동국 )

P2.3-04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연구과제 리 시스템 개발
최성만·유철 ·장옥배( 북 )

P2.3-05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생성을 한 모델링 로
세스  창고 리 시스템의 응용
정민선·문미경·염근 (부산 )

P2.3-06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용한 e-Engineering 
임워크 구축

오일노·국승학·김 수(충남 ),이재경·박성환

(한국기계연구원)

P2.3-07 Acme를 이용한 Hyper-torus Architecture 원격의
료시스템의 성능평가
최인화·조민주·방혜미·김명주·이병걸(서울여 )

P2.3-08 액세스그리드 임워크
백종권·이태동·정창성(고려 )

P2.3-09 센서노드상의 응용모듈 동 재구성을 한 버
동기화 도구
정선우·길아라·정기원(숭실 )

P2.3-10 설계명세서를 이용한 안 등  PLC 운 체제 컴
포 트 시험방법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성아 ·최병주(이화

여 ),손한성(에네시스)

P2.3-11 AOP를 한 동  결합 메커니즘
김태웅·김경민·김태공(인제 )

P2.3-12 AspectJ를 지원하는 AOP 개발 임워크
박옥자·김정옥( 북 ),김재웅(TTA),유철 ·장

옥배( 북 )

P2.3-13 사례 연구 : 속성기반설계(ADD)를 용한 하나로 
연구로 방사선감시시스템(RMS) 개발
서용석·홍석붕(한국원자력연구소),김성진·김종

명(삼창기업),김 수(충남 )

P2.3-14 공통운용환경에서의 내장형 S/W 개발을 한 구
성요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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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국·김우열·김 철(홍익 )

P2.3-15 아키텍처 기반의 자가 성장 로 을 한 컴포 트 
선택 메커니즘
박유식·고인 (ICU)

P2.3-16 기업 환경에 최 화된 닷넷 기반 솔루션 구
왕정휘(고려 )

P2.3-17  지향 로그래 을 이용한 컴포 트의 테스
트 로시  모듈화 방안
허승 ·최은만(동국 )

P2.3-18 거시 컴포 트의 유지보수를 한 AOSD 기반
의 Component Connector
김경민·김태웅·김태공(인제 )

P2.3-19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 기반 P2P 비즈니스 로세
스 모델링
장 원·이명희·유철 ·장옥배( 북 )

P2.3-20 패킷 필터링 보안 정책을 테스트하기 한 테스트
베드 구축
국승학·김 수(충남 )

2006년 6월 22일(목) 언어공학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김 평 박사(KISTI)

P2.4-01 음성 인식 후처리를 한 띄어쓰기 오류의 교정
임동희·강승식(국민 ),장두성( 이티미래기술

연구소)

P2.4-02 한국어 문서의 유형 정보를 이용한 EMFA의 구
장정효·이상열·이상곤·조 ( 주 )

2006년 6월 22일(목) 인공지능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우석 교수(한국성서 )

P2.5-01 은닉노드의 목표 값을 가진 2개 층 신경망의 분리
학습 알고리즘
최범기·이주홍·박태수(인하 )

P2.5-02 차세  웹에서 XML과 RDF 문서를 처리하는 
XML&RDF 검색 에이 트
한기덕·권 철(부산 )

P2.5-03 CPOF 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한 의사결정지원 
문가시스템 설계
강동수·윤희병(국방 )

P2.5-04 OWL 속성을 이용한 온톨로지 간 의미 유사도 측
정 방법
안우식·박정은·오경환(서강 )

P2.5-05 반응형 계획기를 이용한 자동화된 시맨틱 웹서비
스의 조합
진훈·김인철(경기 )

P2.5-06 가상에이 트 을 한 동  역할 배정
황종근·김인철(경기 )

P2.5-07 분산 시각미디어 검색 임워크를 한 모니터
링 시스템
심 용·김세창·원재훈·김정선(한양 )

P2.5-08 고차원 범주형 데이터를 한 투  군집화 기법의 
핵심 요소 개발
김민호(ETRI),R.S.Ramakrishna( 주과학기술원)

P2.5-09 지능 로 을 한 계획기반의 혼합 주도권 제어
최재 ·김하빈·김인철(경기 )

P2.5-10 온톨로지를 이용한 맞춤형 여행정보 시스템
조미 ·최창·김 구(조선 )

P2.5-11 일반화 가시성그래 에 의한 생성 경로를 효과
으로 구 한 조타행동

주·유견아(덕성여 )

P2.5-12 상 특징 선택을 한 유  알고리즘
신 근·박상성·장동식(고려 )

P2.5-13 규칙기반 단어 클러스터링에 의한 문서 분류의 성
능 향상

우석(한국성서 )

P2.5-14 다  에이 트 시스템에서 컨텐츠 기술과 처리
박기덕·지경환·양정진(가톨릭 )

P2.5-15 거리 비교를 기반으로 한 자율 에이 트의 시각 
인식 방법
정근재·권정우·박종희(경북 )

P2.5-16 다  에이 트 시스템을 한 지식 표  모델
김훈민·지경환·양정진(가톨릭 )

P2.5-17 디지털 캐릭터를 한 감성엔진
김지환·조성 ·최종학·양정진(가톨릭 )

P2.5-18 온톨로지 작도구를 이용한 OWL과 토픽맵의 비교
박수민·김훈민·양정진(가톨릭 )

P2.5-19 동 인 문서 여과에서 나이  베이즈 분류기와 코
사인 유사 계수의 성능 비교
손기 ·임수연·박성배·이상조(경북 )

P2.5-20 국가 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 구축을 
한 URI 리  서비스 시스템 구

구희 (과학기술연합 학원 ),정한민·강인수·

성원경(KISTI),이승 ·심빈구(오롬정보)

P2.5-21 암 분류를 한 분류기법의 성능비교
박윤정·박승수(이화여 )

P2.5-22 유비쿼터스환경을 한 상황인지  학습, 추론 
모델
지동 ·양정진(가톨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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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23 시맨틱웹을 한 온톨로지 주석 시스템의 설계와 
구
류 ·왕용·한성국(원 )

P2.5-24 웹로그 분석을 통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소형 
트리 구축

우석(한국성서 )

P2.5-25 복잡계의 상특성을 이용한 MDP 학습의 효율 
분석
이승 ·장병탁(서울 )

P2.5-26 다  작업 처리를 한 BDI 에이 트 시스템
곽별샘·이재호(서울시립 )

P2.5-27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오용탐지(Mis-
use Detection)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한 개선된 
데이터마이닝 방법 연구
최윤정·박승수(이화여 )

P2.5-28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의 효율 인 탐색 기법에 
한 연구

황성철·이일병(연세 )

2006년 6월 22일(목) 정보통신 II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변태  교수( 구가톨릭 )

P2.6-01 MPLS 망에서 혼잡 제어를 한 응  리라우트 
기법
이재호·방혜자(서울산업 )

P2.6-02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이동성 지원 자기구성 
라우  로토콜
김도성·정 지(원 )

P2.6-03 다  에이 트 기반의 유비쿼터스 로그래  환
경을 한 실시간 스 링 서비스 지원
최형은·김태형(한양 )

P2.6-04 UTIS에서 효율 인 등록을 해 동 으로 그룹 
크기를 조 하는 제한  경쟁 알고리즘
오경식·안종석(동국 )

P2.6-05 블록 FEC알고리즘을 용한 802.11e MAC 성능
평가
윤종 ·안종석(동국 )

P2.6-06 JMX 기반 홈 센서 망 리 시스템의 설계  구
조정원·이종언·김 ( 운 ),차시호(세종 ),

조국 ( 운 )

P2.6-07 H.264/AVC 소 트웨어 디코더의 움직임 보상 기법
정사균· 형수( 북 ),김은미(호원 ),유철 ·

장옥배( 북 )

P2.6-08 TCP의 동  응을 한 결정 메커니즘
황재 ·최진희·김세원·유 (고려 )

P2.6-09 센서 온톨로지를 활용한 작업장 상황인식 시스템
윤상연·김택수·유 ·심정섭·조명진·배재학(울

산 )

P2.6-10 지그비 응용 지원 부 계층과 Zigbee device object 
구
정석·AhmadAliIqbal·신운섭·김강묘·김기형(아

주 )

P2.6-11 안 한 센서 네트워크를 한 클러스터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한 효율  라우  메커니즘
도인실·채기 (이화여 )

P2.6-12 모듈 이션 속도 변화에 따른 IEEE 802.11e 
HCCA에서의 TXOP Duration의 동  할당
김 환·석정 (연세 )

P2.6-13 TinyOS 메시지 길이에 따른 에 지 약 연구
김 성·김 환·석정 (연세 )

P2.6-14 잎맥 특징을 이용한 모양기반의 식물 잎 이미지 
검색
남윤 (아주 ),박진규·황인 (고려 ),김동윤

(아주 )

P2.6-15 자기 조직  링 구조를 이용한 P2P 검색기법
손재의·한세 ·박성용(서강 )

P2.6-16 DCCP기반의 SNMP NMS 구조 연구
장호진·김정재·정용훈·이창보· 문석(숭실 )

P2.6-17 실시간 감시를 한 WIPI 기반 모바일 뷰어
김지 ·유호연·정순지(덕성여 ),강미연·김도완

(아이캔텍),정원호(덕성여 )

P2.6-18 WIPI 모바일 단말을 한 Pull 모드 XML 처리기
정순지·유호연·김지 (덕성여 ),강미연·김도완

(아이캔텍),정원호(덕성여 )

2006년 6월 22일(목)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I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김은이 교수(건국 )

P2.7-01 이동 카메라 환경에서 가려짐 있는 객체의 추
최철민·곽수 ·안정호·변혜란(연세 )

P2.7-02 CAD 정보를 이용한 PCB 자동시각검사 시스템 
구
허세흥·박병 ·한 수·최 수(국민 )

P2.7-03 동 상에서의 모델기반 특징추출을 이용한 얼굴 

표정인식
박미애·최성인·임동악·고재필( 오공 )

P2.7-04 텍스트 정보와 시각 특징 정보를 이용한 효과 인 
웹 이미지 캡션 추출 방법
황지익·박주 ·낭종호(서강 )

P2.7-05 상 합성과 에지 상을 이용한 다수의 보행자 



KISS KCC 2006 55

포스터발표 - 6월22일(목)

검출 방법
최양진·강희 (한성 )

P2.7-06 확률라이 러리모델 기반의 Hypernetwork 학습
에 의한 패턴완성시의 Subsampling 효과 분석
김주경·장병탁(서울 )

P2.7-07 라 라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한 컬러 상의 화질 
개선
백열민·김형 (한양 ),이진언·오상근(삼성

자),김회율(한양 )

P2.7-08 QR-분해를 이용한 효율 인 차원 감소 방법과 문
서 분류에의 응용
이문휘·박정희(충남 )

P2.7-09 2차원 동 상으로부터 객체 기반의 3차원 입체 변
환 기법
한효정·변혜란(연세 )

P2.7-10 능동 카메라를 이용한 이동 물체 추
박 석·한종원·조진수·이일병(연세 )

P2.7-11 단안단서를 이용한 자연 상의 상  깊이지도 
생성
한종원·조진수·이일병(연세 )

P2.7-12 특징 지도를 이용한 자동 인 심 객체 추출

박기태·김종 ·문 식(한양 )

P2.7-13 K-code : 한국 통문양을 이용한 이미지 기반 코
드 설계
김동철·서종훈·양민호·정철호·한탁돈(연세 )

P2.7-14 소동물 PET 기반 종양분할 역 험구간변화에 
따른 형태특성추출
이정민(이화여 ),김경민(원자력의학원),김명희

(이화여 )

P2.7-15 OSD 메뉴 자동검증을 한 작업스 쥴링  패
턴 인식 기법
이진석·김호  (한동 )

P2.7-16 해상도 인쇄체 한  상 인식을 한 자소 분
할 방법
이성훈·조규태·김진식·김진형(한국과학기술원),

정철곤·김상균·문 수·김지연(삼성종합기술원)

P2.7-17 연산량을 감소시킨 선형 Cubic Convolution 보간 
알고리즘

·윤종호·최명렬(한양 )

P2.7-18 Object Tracking with Radical Change of Color 
Distribution Using EM algorithm
황인택·최 남( 앙 )

2006년 6월 22일(목) 컴퓨터시스템 II 휘트니스센터 마을

11:30-13:00 좌장 : 이경오 교수(선문 )

P2.8-01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운 체제들의 성능분석
민홍·이상호·구본철·허 ·김용태·조유근(서울

),홍지만( 운 )

P2.8-02 센서기기 연동형 동  응 콘텐트 이어의 설
계  구
이용주·박춘서·김정근·정진환·민옥기·김학

(ETRI)

P2.8-03 자가치유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효율 인 메모리 
리 메커니즘

정동원·최창열·김성수(아주 )

P2.8-04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류에 응 인 3G-324M 
시스템
설재우·이호철·박성용(서강 )

P2.8-05 치정보 기반 어 리 이션을 한 동  암호화 
메커니즘
장요철·최창열·김성수(아주 )

P2.8-06 실시간 운 체제 UbiFOS™에서 메모리 압축 기법 
설계  구
이원용·이숭열·김용희·이철훈(충남 )

P2.8-07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KVM 네트워크 설계  
구

상호·정근재·이정원·이철훈(충남 )

P2.8-08 MicroC/OS-II 운 체제에서의 순간 최 력 분
산 기법
우장복·서효 (가톨릭 )

P2.8-09 응용분야에 따른 직 사상캐시의 성능향상과 
력소모 감을 한 재구성 가능한 백업캐시 제안
최병창·서효 (가톨릭 )

P2.8-10 실시간 운 체제 UbiFOS™ 상에서 KVM GUI의 
설계  구
손필창·강희성·정명조·이철훈(충남 )

P2.8-11 실시간 운 체제 UbiFOS™에서 Watchdog Timer
를 이용한 멀티태스킹 시스템 오류제어
정근재·송 진·김용희·이철훈(충남 )

P2.8-12 실시간 운 체제에서 분산된 리 메모리 할당 기
법의 설계  구
이숭열·이원용·조문행·이철훈(충남 )

P2.8-13 분산 이기종 의료 정보 통합 시스템 설계
손 진·노안젤라송이·김명주·박지숙·이웅재(서

울여 )

P2.8-14 휴 폰을 한 임베디드 리 스 경량화 기법
임윤재(경북 ),남 진( 구 ),김성률·서 화

(ESCRC)

P2.8-15 실시간 운 체제를 한 경량 네트워크 스택의 설
계  구
이정원· 상호·이숭열·이철훈(충남 )

P2.8-16 분산 실시간 시스템에서 신뢰성 향상을 한 운
체제 향 요소 분석
구 우·홍 식(동국 )

P2.8-17 OpenOS 기반 WIPI 호환 랫폼의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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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6월22일(목)

김병국·최병규·허신(한양 )

P2.8-18 모바일 멀티미디어 랫폼을 한 력 리 시스
템 구
이주동·서효 (가톨릭 )

P2.8-19 네트워크 통제와 능동형 에이 트 기반의 소 트
웨어 라이센스 제어 시스템 설계

박정진·정회 ·홍철의(유비엔씨),박진섭·신 선

( )

P2.8-20 주 수 스 일링에 의한 력 감소 컴퓨터 시스템 
설계  구
박진권·윤희용(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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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P1.3-36

이상기 O3.6-05

이상호 P1.6-01

이상호 P1.6-05

이상호 P1.6-07

이상호 P2.1-07

이석원 P1.1-01

이선숙 O5.4-04

이선주 P1.5-04

이선헌 O1.1-01

이성훈 P1.3-34

이성훈 P2.7-16

이송록 O5.1-01

이수원 P1.3-23

이수정 O1.5-07

이숭열 P2.8-12

이승근 P1.1-10

이승만 O3.3-05

이승수 O3.6-08

이승우 O4.1-04

이승은 P1.3-53

이승재 P1.3-01

이승주 O2.3-09

이승 P2.5-25

이시은 P2.2-08

이신 O5.1-03

이 설 O3.5-06

이 P2.3-10

이 화 O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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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자 색인

이용주 P2.8-02

이용채 O4.6-02

이용호 O4.5-03

이원용 P2.8-06

이원종 O4.7-01

이원휘 O4.1-03

이윤미 O3.4-02

이재목 O3.6-10

이재호 P1.5-08

이재호 P2.6-01

이정기 P1.6-14

이정민 P2.7-14

이정아 P1.3-27

이정원 P2.8-15

이정호 P1.4-05

이제근 P2.2-09

이종 P2.1-22

이주동 P2.8-18

이주용 P1.6-02

이 철 P1.5-11

이 호 O2.1-05

이 연 P1.4-04

이진석 P2.7-15

이창석 P1.3-39

이창엽 O2.2-01

이철승 P1.3-56

이치훈 P1.6-15

이한선 P1.3-51

이 정 P1.3-05

이형석 P2.1-15

이혜경 O5.1-02

이호석 O2.3-02

이호석 P2.1-02

이호 O1.1-04

이호 O3.3-08

이호창 O5.3-05

이호철 P2.8-04

이홍창 O3.3-02

임동희 P2.4-01

임상원 O4.3-08

임성수 O3.5-02

임승빈 O3.4-09

임윤선 P2.1-22

임일용 O5.4-01

임정은 P2.1-11

임종호 P1.6-06

임 수 O2.4-05

임화정 P1.2-05

장문정 O3.3-01

장문정 O3.3-12

장상욱 P1.3-13

장 원 P2.3-19

장요철 P2.8-05

장원석 O2.2-10

장윤용 P1.1-06

장재호 O1.4-03

장정아 P2.3-02

장정효 P2.4-02

장주 O2.3-07

장지용 O1.2-04

장진엽 O2.2-08

장 호 P1.4-02

장혜주 O4.1-07

장혜주 O4.1-08

장호진 P2.6-16

장희선 P2.1-14

장희진 P1.2-03

상 O1.1-03

상호 P2.8-07

상훈 O1.2-06

승재 O4.3-09

P2.7-17

재규 O3.2-01

재웅 P1.4-03

진성 O4.2-01

주 P2.5-11

정경용 P1.1-04

정근재 P2.5-15

정근재 P2.8-11

정동원 P2.8-03

정명철 O4.6-05

정민선 P2.3-05

정사균 P2.6-07

정  석 P2.6-10

정선우 P2.3-09

정성민 P1.3-42

정성 O4.4-08

정성우 O3.6-07

정순지 P2.6-18

정승 P2.2-21

정승환 P1.5-07

정용규 P1.3-49

정윤호 O2.4-06

정제균 O4.5-08

정찬선 O5.4-02

정창욱 P1.1-13

정하림 O2.3-08

정한민 O3.5-01

조문행 P1.6-08

조미 P2.5-10

조민정 O3.1-03

조병민 O2.4-07

조 민 P2.2-19

조용만 O2.1-06

조용석 O3.5-11

조웅근 O3.4-08

조원근 P1.3-46

조일국 P1.5-06

조일억 P1.3-19

조정원 P2.6-06

조정환 O2.4-04

조태욱 P1.3-31

조홍래 P2.3-01

주원균 P2.1-18

지동 P2.5-22

진  훈 P2.5-05

채상 O2.1-01

채송아 O4.7-08

채희서 O3.2-03

채희서 P1.6-18

최 O4.4-07

최동 O3.6-04

최명회 P2.1-08

최병창 P2.8-09

최보윤 O3.6-11

최석원 O2.2-09

최성만 P2.3-04

최승 P1.4-08

최양진 P2.7-05

최 규 P1.4-09

최오훈 O4.5-04

최원종 O4.1-06

최유주 P1.1-05

최윤정 P2.5-27

최인화 P2.3-07

최재걸 O2.3-06

최재 P2.5-09

최재훈 P2.2-13

최정은 P1.3-14

최창열 O1.3-01

최창열 P1.6-03

최철민 P2.7-01

최형은 P2.6-03

타로 O4.2-02

편상형 P1.6-10

하상원 O3.6-03

한 신 O3.2-07

한기덕 P2.5-02

한병 O4.7-02

한병희 O3.3-09

한성민 P1.3-11

한세 P2.6-15

한승훈 P1.1-11

한아림 O4.3-06

한재엽 O5.4-06

한정욱 P1.6-16

한정훈 P1.5-03

한종원 P2.7-11

한창호 O3.6-01

한효정 P2.7-09

허민오 P2.2-15

허세흥 P2.7-02

허승 P2.3-17

허정수 O5.1-04

우석 P2.5-13

우석 P2.5-24

재명 O3.6-02

홍두원 P1.6-21

홍성호 O1.5-03

홍진 P2.2-04

황 성 O3.5-10

황성철 P2.5-28

황인택 P2.7-18

황재 P2.6-08

황종근 P2.5-06

황지나 O4.4-01

황치곤 P2.1-25

Ali O4.4-06

Tung P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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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참가등록 안내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15일 - 6월 13일          ◈ 현장등록 : 6월 21일 - 23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동일) 비회원

사전등록 40,000 70,000 90,000

현장등록 50,000 80,000 100,000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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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 시 신청바랍니다.

 튜토리얼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15일 - 6월 13일          ◈ 현장등록 : 6월 21일,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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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행사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15일 - 6월 13일          ◈ 현장등록 : 6월 21일 - 6월 23일

구분 행사명
등록

구분

학술대회 참가신청 학술대회 참가미신청

학생

회원
정회원 비회원

비회원

(학생)

학생

회원
정회원 비회원

비회원

(학생)

S1 CG&HCI 하계워크샵
사전 15,000 30,000 40,000 20,000 20,000 40,000 50,000 25,000

현장 20,000 35,000 45,000 25,000 25,000 45,000 55,000 30,000

S2
커뮤니티컴퓨팅

워크샵

사전 10,000

현장 10,000

S3.1 ILVB - 2006
사전 20,000 50,000 60,000 30,000 40,000 70,000 80,000 50,000

현장 30,000 60,000 70,000 40,000 50,000 80,000 90,000 60,000

S3.2 SWCC 2006
사전 50,000 80,000 100,000 70,000 70,000 100,000 120,000 90,000

현장 70,000 100,000 120,000 90,000 90,000 120,000 140,000 110,000

S3.3
프로그래밍언어

연구회 여름학교

사전 30,000 50,000 60,000 35,000 40,000 80,000 90,000 45,000

현장 40,000 60,000 70,000 45,000 50,000 90,000 100,000 55,000

S3.4
컴퓨터시스템

학술대회

사전 30,000 50,000 60,000 40,000 40,000 70,000 80,000 50,000

현장 40,000 60,000 70,000 50,000 50,000 80,000 90,000 60,000

S3.5
소프트웨어 공학

현재와 미래 워크샵

사전 20,000 50,000 60,000 30,000 40,000 70,000 80,000 50,000

현장 30,000 60,000 70,000 40,000 50,000 80,000 9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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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휴게실

 논문집 수록 내역

[A권] 바이오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HPC

[B권]
언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인공지능·전산교육 시스템·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프로그래밍 언어

[C권] 데이타베이스·소프트웨어 공학·정보보호

[D권] 정보통신
　

 기타안내

 연회(Banquet) : \ 20,000

 논문집 구입비 : \8,000 (등록자에 한하며, 동일 논문집 복수 구입 불가) 

현장에서 신청자료 수령시 추가구입은 불가능하오니, 사전접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 T.02-588-9246,7  F.02-521-1352

E-mail :kiss@kiss.or.kr http://www.kiss.or.kr

회의개최/휴게실 안내

 회의 안내

1.  제3차 이사회

일시 : 6월 21일(수) 오후 6시 -

장소 :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1층 도라지

2. 컴퓨터이론연구회 총회

일시 : 6월 22일(목) 오전 11:00 - 12:00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홍송

3. 정보통신연구회 총회

일시 : 6월 23일(금) 오후 1:00 - 1:30

장소 :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크리스탈

 휴게실 등 안내

1. 참가등록장소 : 타워콘도 2층 로비

2. 진 행  본 부 : 타워콘도 2층 Private Room 1(오팔 룸 앞)

3. 임원  휴게실 : 타워콘도 2층 Private Room 2(오팔 룸 앞)

4. 인 터 넷  룸 : 타워콘도 2층 Private Room 3(루비 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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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리조트 → 서울

출발지 타워콘도 주차장

15:00출발시간

교통  숙박

▣ 행사장소

  - 강원도평창군도암면용산리130번지용평리조트타워콘도 및 호텔

▣ 교통안내

1. 셔틀버스(서울 ↔ 용평리조트) : 대원경기고속

① 이용요금

구분 버스피아회원 정상가 소인/대인

왕복 22,000원 18,000원/26,000원 

편도 12,000원 10,000원/14,000원

※ 소인 : 만 2세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출발 시간 및 위치 

서울 → 용평리조트

출발지 반포뉴타운 잠실 롯데마트

출발시간 08:30 09:00 

※ 반포뉴타운 출발 : 7호선 반포역 6번 출구 뉴마트건물 1층 롯데슈퍼 앞

※ 잠실 롯데마트 : 2호선 잠실역 4번 출구 직진 롯데마트 앞

③ 예약 문의

대원경기고속 ☏ 02-575-7710, 2201-7710

 http://www.buspia.co.kr 에서 사전 예약

   셔틀버스예약은 당일기준으로 10일후 까지만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예약은 출발일 기준 1일전 17:00까지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KCC 행사로 객실이용시 셔틀버스 할인이

   적용됩니다 (왕복: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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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운전 

① 수도권 출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이용하여 신갈
인터체인지에서 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으로 변경

이 방법으로 오시는 분들은 신갈인터체

인지에서부터 호법분기 까지 구간이 

병목과 체증이 되는 상황을 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분당 등의 수도권지역에 서는 

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불편

하실 경우 선택 하시면 됩니다.

강남의 일반지역과 강북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올림픽 로와 강변북로를 이용

하셔서 부고속도로 동 서울 톨게이트를                                        < 수도권 출발 >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이용하다가 호법인터체인지에서 동고속도로 이용

 6번국도 이용방법 : 올림픽 로로 계속 가시면 미사리를 지나 양평방면으로 가시는 국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평방면으로 가시다가 홍천방면으로, 이후 횡성방면으로 바꿔 가시면서 오시면

동고속도로 하행선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 충청권 출발 >                                  < 경상권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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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 07:10 09:00 09:35 10:10 11:25 12:30 13:40 14:15 14:50 15:25 16:02 16:35

17:10 17:45 18:20 18:56 19:30 20:05

07:35 08:10 08:45 09:20 10:00 10:30 11:05 11:40 12:15 12:50 13:25 14:00 14:35

15:10 15:45 16:20 16:50 17:30 18:05 18:40 19:15 19:50 20:25

04:40 05:40 06:30 07:30 08:10 10:00 11:00 12:00 14:00 15:00 16:20 17:40 18:50

19:50 21:20 23:30

09:00 10:30 11:30 13:30 14:30 15:20 16:40 18:30 19:30 21:00 22:30 0:20

② 충청권 출발

충청권에서 오시는 가장 편한 방법은 에서 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상행하시다가 
호법분기 에서 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 변경하신 후, 용평리조트까지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앙고속도로가 통되는 지역(제천, 충주지역)에서는 앙고속도로 춘천방면으로 상행하시다가 
만종분기 에서 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③ 경상권 출발 

구지역에서는 앙고속도로를 무조건 이용하시면 됩니다.

앙고속도로 상행선 만종분기 에서 강릉방면의 동고속도로로 변경하셔서 횡계톨게이트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부산 는 포항지역에 계신 분들은 동해안을 우측편에 끼고 오시는 방법과 함께

구지역까지 이동하셔서 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시외버스

※ 강변역(2호선)에 치한 동서울터미 (02-458-4854~7, http://ti21.co.kr) <==> 횡계행 버스 이용

   횡계시외버스터미 (033-335-5289) <==> 용평리조트(033-335-5757)  무료셔틀

※ 이용 요  : 인(12,100원), 고생(9,700원), 아동(6,100원)   ※ 운행 소요시간 : 3시간

 버스 운행표 
① 동서울 -> 횡계

② 횡계 -> 동서울

③ 무료셔틀 (횡계시외버스터미  -> 용평리조트)

④ 무료셔틀 (용평리조트 -> 횡계시외버스터미 )

※ 셔틀버스 운행구간 : 용평리조트 ↔ 횡계 (경유지 7개소)

   용평리조트 ↔ 송천교(부산상회 앞) ↔ 청록원 앞 ↔ 동보APT ↔ KT수련  앞 ↔ 횡계로타리 ↔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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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박

▣ 용평리조트 숙박안내

장소 구분 정상요금 학회요금 비고

드래곤벨리호텔

일반(한/양실) 220,000 77,000 2인

디럭스(한/양실) 240,000 85,000 2-4인

280,000 107,000 4인패밀리(한실)

타워콘도 18평형(원룸) 230,000 70,000 4인

빌라콘도

28평형(객실1+거실) 310,000 90,0 00 4인

41평형(객실2+거실) 460,000 135,000 6인

48평형(객실2+거실) 500,000 150,000 6인

* 호텔은 봉사료·V.A.T. 포함 | 콘도 V.A.T. 포함금액입니다 (1실 1박).

* 용평리조트 객실 예약담당 : 이오성 T.02-3270-1215, 이윤진 T.02-3270-1216

                            Fax. 02-3270-1234  E-mail. event@yongpyong.co.kr

▣ 용평리조트 주변 숙박안내

 ※ 소요시간은 용평리조트에서 해당 숙박 업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업소명 분류 위치 연락처 소요시간

용평161 펜션 용산리 161-3 033-336-0161 5분

그린&블루호텔 관광호텔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033-335-4450 10분

대관령호텔 관광호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033-335-3301 10분

용평하늘지기 콘도형 문화마을단지 033-336-6485 10분

눈꽃마을 콘도형 대관령 033-335-2102 10분

꿈엔들펜션 콘도형 강원 평창군 도암면 차항 2리 033-336-0851 10분

레포빌펜션 콘도형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3리 033-336-8338/9 10분

신세계대관령콘도 콘도형 대관령 방면 02-501-1001~9 10분

Sweet Hill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033-335-4450 10분

HUE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033-336-7111~3 10분

대관령아름다운펜션 콘도형 문화마을단지 033-335-4178 10분

Swiss Chalet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033-335-3920 10분

happyhouse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033-336-0851 10분

수하산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033-335-2585 10분

황토빌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033-335-0792 10분

대관령스노우펜션 콘도형 문화마을단지 033-336-2016 10분

하얀나무 콘도형 문화마을단지 033-335-3552 10분

대관령가는길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033-336-8169 10분

능경산장 콘도형 문화마을단지 033-336-3861 10분

개그맨배영만펜션 콘도형 문화마을단지 033-335-0770 10분

용평동보타운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3리 033-336-9095 10분

펜션 대관령 옛길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033-336-1026 10분

쌍둥이 황토 펜션 콘도형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033-335-2236 10분

겨울여행 민박 강원 평창군 도암면 차항 1리 033-335-4450 10분

펜션 숲속의 별들 콘도형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033-336-0904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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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수 장(호텔 1층 - 구내 7158)

  3면이 유리로 설계된 국제규격의 수 장

  업시간 11:00 ~ 20:00

▫볼링장(휘트니스센터 지하 1층 - 구내 7661)

  12 인의 최신 자동시설

  업시간 12:00 ~ 24:00

▫스포츠 & 건강 맛사지(호텔 2층 - 구내 7156)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증강

  업시간 07:00 ~ 22:00 

  사  약

▫사우나(호텔 1층 - 구내 7151)

  천연수질의 정통 핀랜드식 - 피로회복과

  피부미용 / 업시간 07:00 ~ 22:00

▫참소리 박물  (밸리센터 1층 - 구내 7528)

  발명가 에디슨의 소리와 빛의 세계

  업시간 09:00~19:00

▫ 자오락실(휘트니스센터 1층 - 구내 7675)

  최신식 게임과 환상 인 게임

  업시간 11:00 ~ 19:00(변동 가능)

▫노래방(휘트니스센터 지하 1층 - 구내 7637)

  최신시스템의 환상 인 노래방

  업시간 17:00 ~ 24:00

▫PC방(휘트니스센터 1층 - 구내 7355)

  최신게임과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시간 09:00 ~ 22:00   

  * 시간당 3,000원

▫단란주 (휘트니스센터 지하1층 - 구내 7639) 

  깔끔한 실내장식에 최신가요시스템 형홀과

  7개의 룸 / 업시간 18:00 ~ 03:00

▫당구장(휘트니센터 지하 1층 - 구내 7356)

  업시간 16:00 ~ 22 : 00

  * 10분 : 2,500원

▫ 곤도라 (드래곤 라자 2층 - 구내 7380) 

  동양최장의 길이,해발 1,458m 발왕산 정상

  업시간 9:00 ~ 16:30( 인-12,000,소인-8,000)

▫인도어골 장( 로우슬로  - 7391)

  300m의 드라이 거리 확인

  업시간 07:00 ~ 19:00(1박스 - 8,000)

▫놀이동산 (핑크슬로  하단 - 8291)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시설

  이용시설 : 미니바이킹, 회 목마, 공룡열차,

            키디라이더

  업시간 09:00~18:00 (월요일 정비의 날)

▫자 거(리조트주변 - 구내 7423)

  100여 의 자 거와 산악 자 거

  업시간 09:00 ~ 18:00

▫등산로(발왕산 1,458m- 골드코스,실버코스)

  천연의 숲 향기

  잘 보존된 원시림

▫맨발건강로(슬로 하단) 

  피로회복, 자연 치유력 증강,내 분비의 간 자극

  발은 제2의 심장

▫축구장(입구 잔디구장) 

  야외의 넓은 잔디구장

▫야 장(진입로 우축)

  500평의 넓은 야 장

  사 약

▫배구장(야 장 )

  2면의 코스

  족구장 겸용

  사 약

▫양떼목장( 드슬로 )

  업시간 09:00 ~ 18:00(1,000원/인)

▫사륜오토바이( 드슬로  - 구내 8291)

  업시간 09:00 ~ 18:00

부 시설

※ 수 장/사우나 이용시 50% DC (12,000원/인 ⇒ 6,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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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레프팅 지구 연락처 홈페이지

동강레포츠
동강, 금당, 뇌운, 

오대천
011-361-7953 http://www.raft.co.kr

용성레포츠 유통
동강, 금당, 뇌운, 

오대천
011-362-9587 http://www.ysr.co.kr

금당계곡 레저개발
동강, 금당, 뇌운, 

오대천
011-9058-9922 http://www.irafting.co.kr

오대천레저 오대천 016-9650-8666 http://www.sandglass.co.kr

평창래프팅클럽 오대천, 뇌운, 금당 010-4293-3344 http://www.raftclub.net

오대산레저
동강, 금당, 뇌운, 

오대천
033-335-6623 http://www.odaesanleisure.co.kr

헬리오레포츠 오대천(수항계곡) 016-303-2903 http://www.helioski.co.kr

  

 래프팅
일상을 벗어나 굽이치는 강의 급류를 해치며 서로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는 레포츠 이다. 평창에서 래
프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미탄 진탄나루(동강), 뇌운계곡, 금당계곡, 수항계곡 등이 있다. 각 코스마다 
나름의 개성이 있어 어느 하나 쳐지는 곳은 없지만, 구불구불 오프로드를 선호한다면 뇌운이나 금당이 
좋을 테고, 빠른 물 흐름과 낙차 큰 폭류 등 무한 스릴을 즐기는 래프팅 매니아라면 수항계곡을, 동강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진탄나루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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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레저 뇌운계곡 016-344-0008 http://www.aracha.co.kr

화이트스포츠 금당계곡 016-9588-1293
http://www.whitesports.co.kr/rafting.

html

야호레저 금당계곡 011-364-1006 http://www.shstore.com

레프팅700 오대천 011-379-5132 http://www.rafting700.com

좋은세상평창레저 
&이벤트

뇌운계곡 016-9205-7934 http://www.nicels.co.kr

 재산낚시터

전    화 : 033-334-2058
이용요금 : 25,000원
부대시설 : 민박 음식점(낚시장비는 대여 할 수 
없다.)

수용인원 : 100명

주차시설 : 50대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장평IC→재산리

중앙고속도로→신림→주천→평창→대화→재산리

 평창낚시터

전    화 : 033-332-7850

이용요금 : 25,000원

부대시설 : 매점에서 떡밥판매, 민박가능

수용인원 : 100명

주차시설 : 50대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새말IC→안흥→방림삼거리→평창
→유동리

중앙고속도로→신림→주천→평창→유동리

 천동리낚시터

전    화 : 033-334-2342

이용요금 : 25,000원

부대시설 : 민박, 음식점 

수용인원 : 140명

주차시설 : 100대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새말IC→안흥→방림삼거리→평창
→천동리

중앙고속도로→신림→주천→마지삼거리→천동리

 대관령낚시터

전    화 : 033-335-4230

이용요금 : 25,000원

부대시설 : 민박, 식사가능 

수용인원 : 100명

주차시설 : 30대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횡계IC→횡계리(대관령방면)

중앙고속도로→신림→주천→평창→장평→횡계리

 낚시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안내 : 평창읍에서 정선 방향으로 1km 정도 거리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지 말고 강변 쪽
으로 게속 진행하면 착륙장이 나온다. 착륙장에서 이륙장까지 8.5km,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 예약문의 후 행사 3일전까지 아래 계좌로 비행요금을 입금하셔야 보험에 가입됩니다.

- 입금후 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368-1990)

- 입금계좌 : 농협 335-02-232437 (예금주 : 함영민)

- 준비물 : 운동화 또는 등산화, 긴팔티와 긴 바지

- 비행가능일 : 연중무휴(우천시나 태풍이 부는날은 불가)

- 홈페이지 : www.happy700ph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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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진 촬영 해드립니다. 

※ 삼성생명 e-life 상해보험가입

비행코스 &요금 

A코스(기본코스) B코스(장거리비행) C코스(장거리비행)

1인 70,000원 1인 85,000원 1인 100,000원 

▣ 비행시간15~20분,
획득고도 해발 700m,

비행 에어리어 5km반경 

▣ 비행시간30~40분,
획득고도 해발 1,000m이상,
비행 에어리어 10km반경

▣ 비행시간45~60분,
획득고도 해발 1,200m 
평창시내 상공비행,
비행 에어리어 

15km반경

 산악자전거(MTB)

MTB란 Mauntain bike(마운틴 바이크)의 줄임말이다. 비포장 도로(off-road)용 자전거로 산악 지형을 달
리기에 적합한 자전거를 의미한다.

- 교통안내 : 영동고속도로 횡계나들목에서 빠져 횡계로타리에서 좌회전하고 횡계초등학교를 지나 횡계2
리 회관에서 우회전 하면 삼양축산내 ATV체험장에서 MTB를 즐길 수 있다.

- 문    의 : 033-336-5381

 삼양 대관령목장 산악오토바이(ATV)

ATV 란『all terrain vehicle』의 약자로서 모래 사막, 진흙길 등 오프 로드의 어떠한 지형에서도 주행 할 
수 있다는 뜻의 4륜 모터바이크를 칭한다. 대관령 목장에서 진행하는 ATV종목은 비포장 산악 도로를 따
라 ATV를 타고 물을 건너며 고개를 오르고 계곡과 능선을 주행하며 타고 주행 할 수 없는 길은 협력하
여 밀고 당기면서 모든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헤쳐 나아가는 짜릿한 모험과 대관령의 백두 대간, 선자령, 
곤신봉 등을 감상하며 즐기는 체험 레포츠이다. 특히, 대관령목장은 강원도의 산과 계곡, 능선, 초지가 개
설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ATV 코스로 평가되고 있다.

- 이용기간 : 3월~10월 

- 이용대상 : 11세 이상 55세 이하 남녀. (목장 일주 및 투어는 15세 이상 가능) 

            ※ 이용자의 질병 유무 통보 의무 (간질환,심장 질환,중증 당뇨,임산부는 이용 불가) 

- 홈페이지 : http://www.happygreen.net/program_01_02.htm

 삼양 대관령목장 서바이벌

서바이벌이란? 자연 속에서 적응하고 , 생존하는 훈련으로 상황과 과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극기 훈
련"훈련들의 기존 연수 프로그램과는 달리 가상 전투를 통해 재미와 승부 감을 유발 시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력과 , 판단력 , 단체의 팀워크와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다. 특히, 자립심과 모험심 개척 정신뿐
만 아니라 경쟁에서의 승부심을 길러 주기 위하여 실행되는 S.V은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역할 분담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유대 강화에도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투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휘 체계가 형성되고 특공 조 ,저격수 등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유기적인 조직 활동과 팀워크를 길
러준다. 

- 이용기간 : 매년 3월 - 10월까지.

- 이용대상 : 11세 이상 50세 이하 남녀. 

- 가격정보 : 일반 \ 30.000 단체 \ 24.000

- 장    소 : 대관령 목장 서바이벌 게임장 

- 시    간 : 약 2시간 30분(인원에 따라 변동 / 준비운동,안전교육 포함) 

- 내    역 : 자동 건, 실탄150발, 3게임, 안전고글, 팀 조끼, 보험 

- 특    징 : 자동 건을 사용,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어 20~40대까지의 성년 층에게 가장 
상적인 게임

- 홈페이지 : http://www.happygreen.net/program_01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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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내 음식점

 발왕산

간단한 식사나 야식, 주류 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타워콘도 2층

- 영업시간 : 10:00 ~ 02:00 

- 구내번호 : 7539 (직통번호:330)

리조트내 음식

한식당 도라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통 한정식과 대관령 특선 산채 정식을 맛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드래곤밸리호텔 1층

- 영업시간 : 07:00 ~ 22:00

- 구내번호 : 7134 (직통번호:330)

 숯불구이 모두랑

부담없는 가격으로 전국 최고 육질의 평창한우고기, 싱싱한 생태찌게, 오징
어 불고기 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밸리센터 1층

- 영업시간 : 12:00 ~ 22:00

- 구내번호 : 7233 (직통번호:330)

 샬레

가벼운 아침식사(뷔페)부터 정통 풀코스 양식요리가 다양하게 준비된 웨스턴 
스타일의 레스토랑입니다. 

- 위치 : 드래곤밸리호텔 1층

- 영업시간 : 07:00 ~ 22:00 

- 구내번호 : 7133 (직통번호:330)

피크스넥

해발 1458m 발왕산 정상에서 동해와 주변경관을 즐기시면서 청정 무공해 재
료로 만든 엄선된 한식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드래곤피크 2층

- 이용요금 : 08:30 ~ 16:30

- 구내번호 : 7328 (직통번호:330)

 대관령횟집

청정해역 동해에서 직송한 싱싱한 활어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밸리센터 2층 

- 영업시간 : 09:30 ~ 24:00 

- 구내번호 : 7234 (직통번호: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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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음식점

 고원등심

전화번호 : 033-336-5357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14-1 보스코동 2층

업체설명 : 생등심 전문점.

영업시간 : 10:00~22:00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chsh001 

가격정보 : 생등심 1인분 - 37,000 생태찌개(대) - 35,000 생태찌개(중) - 
25,000 육회 - 30,000 영양버섯솥밥 - 10,000 영양버섯솥밥(고기 
드신 분) - 6,000

부가정보 : 용평스키장 횡계 시내에 새로이 고원등심을 오픈하였습니다. 저희 
업소의 특징은 관련 건물이 전부 스위스 목조 건물풍의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한우 암소 A플러스급 이상만을 취급. 메뉴 고원 
생등심 생태찌개 육회 영양 버섯 솥밥 된장찌개 이외 주류 다수

찾아오시는길 : 횡계 I.C에서 시내로 진입 후 리조트 방향 하이랜드 옆 건물 2층

 아우네

전화번호 : 033-335-9884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37-3 
업체설명 : 황태 요리 전문점. 
영업시간 : 08:00~22:00 연중무휴. 
홈페이지 : http://www.yescall.com/awone 
추천메뉴 : 황태구이, 황태찜. 
가격정보 : 황태찜 - 30,000 오징어불고기 - 6,000 아구찜 - 30,000 

오삼불고기 - 6,000 대구찜 - 30,000 생태찌게 - 25,000
찾아오시는길 : 강원도 횡계 로터리 앞에 위치. 

 원조맷돌순두부

전화번호 : 033-336-2386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414 
업체설명 : 순두부 전문점. 
영업시간 : 07:00~23:00 연중무휴. 
추천메뉴 : 맷돌순두부. 
가격정보 : 맷돌순두부 - 6,000 솔잎막걸리 - 5,000 오삼불고기 - 7,000 순두부전

골 - 30,000 오징어불고기 - 6,000 
찾아오시는길 : 강원도 횡계 용평스키장 뉴월드빌라 앞에 위치. 

 횡계식당

전화번호 : 033-335-5481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8리 345 
업체설명 : 원조 오삼불고기 식당. 황태요리도 유명. 
가격정보 : 오삼불고기 - 7,000 황태구이정식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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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메뉴 수용인원

태능솔밭숯불갈비 도암면 횡계리 329-4 335-3367 돼지갈비 70

용평회관 도암면 횡계리 325-16 335-5217 등심 100

도암식당 도암면 횡계리 323-6 336-5814 등심 70

왕십리대도식당 도암면 횡계리 316-2 336-5400 등심 150

대관령숯불회관 도암면 횡계리 325-46 335-0969 등심 150

고향이야기 도암면 횡계리 348 335-5033 등심 70

남경식당 도암면 횡계3리 335-5891 만두국막국수 100

영동막국수 도암면 횡계리 374-8 335-1115 메밀국수 100

대관령회관 도암면 힁계리 337-7 335-7373 바다회 50

용평수산센타 도암면 횜계리 355-4 335-3070 바다회 70

삼청식당 도암면 횡계리 331-28 336-5617 산채백반 100

진고개정상쉼터 도암면 병내리 산1-70 334-2235 산채백반 150

산정회관 도암면 횡계리 365-32 336-5664 생태찌개 100

모모숯불 도암면 횡계10리 335-4240 소갈비 60

고원숯불갈비 도암면 횡계리 335-6 335-5390 소갈비 100

산천송어 도암면 횡계리 372 335-5775 송어회 150

눈내리는마을 도암면 횡계리 318-1 335-5215 양식 70

송원식당 도암면 수하리 358 336-0008 오리구이 50

오리사냥 도암면 횡계리 320-13 336-5292 오리구이 100

별미회관 도암면 횡계리 329-1 336-3325 오징어불고기 100

동양식당 도암면 횡계리 317 335-5439 오징어불고기 100

납작식당 도암면 횡계리 325-7 332-5477 오징어불고기 150

대관령추어탕 도암면 수하리 산 92-1 335-9333 추어탕

소나무가든 도암면 수하리 22-1 335-9020 토종닭 50

산마루가든 도암면 횡계리 217-70 336-2599 토종돼지구이 50

한정식청두루 도암면 횡계리 204-1 335-3083 한정식 250

송천회관 도암면 횡계리 348-7 335-5942 황태구이 300

노다지 도암면 횡계리 325-40 336-4440 황태구이 250

횡계식당 도암면 횡계리 345 335-5388 황태구이 200

 고향이야기

전화번호 : 033-335-5430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48 
가격정보 : 곤드레돌솥밥 - 8,000 엄나무돌솥밥 - 10,000 오삼불고기 8,000 
찾아오시는길 : 횡계 IC에서 용평리조트 방향으로 500m 

 경인식당

전화번호 : 033-335-5572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25-35 
가격정보 : 떡만두국 - 5,000 
부가정보 : 떡만두국이 유명. 김치와 두부를 넣은 만두는 투박하고, 닭고기를 

잘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를 푼 국물은 칼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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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볼거리

주변볼거리
 평 창 권

 도암호
백두대간의 비경을 품고 해발 700미터에 자리한 도암호는 계곡의 깊이, 주변의 산세와 촌락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합니다. 용평을 가로지르는 송천을 따라가는 왕복 40분 길이의 꼬불꼬불한 길이 아름답습
니다. 

- 소요시간 : 20분 
- 코    스 : 용평입구 용산교에서 우회전 → 도암호 → 도암댐 
- 입 장 료 : 무료 
- 문    의 : 드래곤밸리호텔 프론트 (구내 677) 삼양대관령목장
누구나 한번씩은 꿈꾸어보는 낭만적인 사라의 장소인 대관령 삼양목장은 동양에서 가장 큰 목장으로 알
려져 있으며 가을동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 소요시간 : 25분 
- 코    스 : 용평 → 하이랜드(횡계) 옆 교량 지나 오른쪽 샛길로 5m에서 좌회전 → 굴다리 나와 

비포장도로 7km 
- 입 장 료 : 5,000원 
- 문    의 : 033-336-0885 
- 홈페이지 : http://theme.themetour.com/special/special7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상원사)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고려 때와 조선 세조 때를 거쳐 크게 융성한 대사찰입니다.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이 대표적 유물입니다. 
- 소요시간 : 25분 - 코스 : 용평→횡계→유천→간평→446번 국도 
- 입 장 료 : 어른 3,400원 / 청소년 1,300원 / 어린이 700원 
- 문    의 :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033-332-6417 
- 홈페이지 : http://www.npa.or.kr/odae/main.asp 한국자생식물원
3만여 평의 부지에 우리나라 고유의 꽃과 나무를 관람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입니다. 
- 소요시간 : 25분 - 코스 : 용평 → 횡계 → 간평리 → 오대산호텔 지나 1km 지점 우측 
- 입 장 료 : 어른 5,000원 / 중고생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문의 : 033-332-7069 
- 홈페이지 : http://www.kbotanic.co.kr 이승복 기념관
소년 이승복군의 반공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분단의 민족사를 증언하기 위해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
니다. 
- 소요시간 : 35분 - 코스 : 용평 →영동고속도로(서울방면) →속사 I.C → 31번도로 
- 입 장 료 : 무료입장 / 연중무휴 (09:00 ~ 18:00) 
- 문    의 : 033-332-4323 
- 홈페이지 : http://www.leesb-memori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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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다리약수
북한의 삼방약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약수로 위장병과 신경통, 피부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 소요시간 : 40분 
- 코    스 : 용평 →영동고속도로(서울방면) →속사 I.C →이승복기념관 방면 우측 (이정표 

‘방아다리산장’) 
- 입 장 료 : 어른 1,600원 / 청소년 600원 / 어린이 300원 
- 입장시간 : 7:30~20:00
- 문    의 : 033-336-3145  허브나라 농원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농장으로 농원에서 청정재배된 허브로 만들어진 차와 요리, 포푸리와 공예품들로 
건강과 맛, 향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쉼터입니다. 
- 소요시간 : 50분 - 코스 : 용평 →영동고속도로(서울방면) →장평 I.C → 봉평 → 흥정리입구 (강변쉼터) 

→ 3km
- 입 장 료 : 3,000원 
- 문    의 : 033-335-2902 
- 홈페이지 : http://www.herbnara.com 한국앵무새학교
한국 앵무새 학교 국내 유일하게 인간과 다른 한 생명채와의 교감을 느낄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공연은 
1교시.2교시.3교시.4교시로 이루어지며 4교시에는 체험시간으로 기념촬영,모이주기,조련실습으로 
이루어진다. 

- 공연기간 : 년중 
- 공연시간 : 40분~60분 
- 기    타 : 공연을 관람하실분은 미리전화로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요금 : 어른6000원.중고생4000원 초등학생,유치원3000원 
- 코    스 : 용평 → 영동고속도로 → (서울방면) → 속사i.c → 31번도로 
- 문    의 : 033-333-8249 
- 홈페이지 : http://www.birdhouse.co.kr

 강 릉 권

 대관령박물관
고인돌과 장구형상을 한 건축물이 주위경관과 어우러진 조화가 아름답고, 홍귀숙 관장이 40여년간 정성
들여 수집한 2,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소요시간 : 30분 - 코스 : 용평 →(구)영동고속도로 대관령 
- 입 장 료 : 어른 2,500원 / 중고생 1,500원 / 어린이 500원 
- 문    의 : 033-640-4482  강릉참소리박물관 / 용평참소리에디슨박물관
세계에서 유일한 에디슨 축음기 오디오박물관으로 손성목 관장이 40여년 간 60여개국을 다니며 수집한 
3,500여점의 유물을 용평리조트 내의 참소리 에디스박물관과 교환 전시하고 있습니다. 
- 소요시간 : 25분 - 코스 : 용평 →강릉I.C → 강릉시내 → 송정동 방향 
- 입 장 료 : 강릉참소리박물관 성인 3,500원 / 중고생 2,500원 / 어린이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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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장 료 : 용평참소리에디슨박물관 성인 5,000원 / 중고생 3,000원 / 어린이 2,000원 
- 문    의 : 강릉참소리박물관 033-652-2500 / 용평참소리에디슨박물관 구내 7528 
- 홈페이지 : http://www.edison.or.kr 소금강
오대산국립공원의 동쪽지구에 자리한 소금강은 기암들의 모습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듯하다고 하여 소금
강이라 부른다. 
- 소요시간 : 30분 
- 코    스 : 용평 →유천 → 간평 → 연곡, 강릉방면 
- 입 장 료 : 어른 1,600원 / 중고생 600원 / 어린이 300원 
- 문    의 : 오대산관리사무소 소금강분소 033-661-4161 
- 홈페이지 : http://www.gntour.go.kr/CMSViewContent.do?pid=156 강릉 오죽헌 / 선교장 / 경포대 
오죽헌은 성리학의 대가 율곡 이이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으로, 신사임당의 친정집입니다. 
선교장은 조선 후기 상류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가옥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들러보면 교육적으로도 좋
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경포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 소요시간 : 25분 
- 코    스 : 용평 → 영동고속도로 → 강릉I.C → 오죽헌 → 선교장 
- 입 장 료 : 어른 1,8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500원 
- 문    의 : 오죽헌 033-648-4271 / 선교장 033-640-4799 

 정 선 권

 정선 아우라지
정선아리랑의 발원지로 북쪽의 구절리에서 흘러온 송천과 남동쪽 임계에서 흘러온 골지천이 합류하여 어우
러진다 하여 아우라지라 불립니다. 볼거리로는 8개의 소나무로 둘러싸인 정자, 정선아리랑 노래비, 아우라지 
처녀상 등이 있습니다. - 소요시간 : 1시간 10분 

- 코    스 : 용평 → 영동고속도로(서울방면) → 진부I.C → 정선 → 정선진입다리 → 숙암리분기점 → 
임계방면 23km  화암동굴 / 화암약수

화암동굴은 국내 최대의 종류석을 가진 석회석 동굴입니다. 화암약수는 정선 화암8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소
로 주변경관이 수려하며 맛과 효능으로 널리 알려진 약수입니다.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코    스 : 용평 → 영동고속도로(서울방면) → 진부I.C → 정선 → 정선진입다리 → 동면방면(1.5km) 
- 입 장 료 : 어른 1,500원 / 중고생 1,000원 / 어린이 700원 
- 문    의 : 033-562-1944 
- 홈페이지 : http://jstour.jeongseon.go.kr/tema/tema_01.asp 숙암계곡

숙암리에서 나전 1리에 이르는 22km의 오대천 계곡으로 5월의 철쭉, 가을의 단풍이 계곡과 어우러진 경치
가 아름답고 드라이브 코스로 좋습니다.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코    스 : 용평 → 영동고속도로(서울방면) → 진부I.C → 정선 
- 문    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033-560-2365, 2367,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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