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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컴퓨터-인터넷-소 트웨어-컨텐츠 기술 문가의 역량을 결집

할 목 으로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를 비하고 여러분을 합니다.

이번 학술 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문가들이 모여서 련 산업의 발  추

세를 검하며, 분야의 발 을 도모하는 장으로 비했습니다. 새로운 연구결과의 

발표는 물론 신기술에 한 11개의 튜토리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권장우 단장의 

'IT 인력양성 정책방향' 강연과 David H. Du 교수(미 NSF  Univ. of Minnesota)

의 'Introduction to 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ing Innovations' 강연을 비롯하

여, GPU 워크샵 등 문분과 연구회 별로 5개의 워크샵이 함께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 ․고 컴퓨터 교육 체계 개선안, 학 년차 로그램 교육 개선, 컴퓨

터공학의 기  극복방안에 한 패  등이 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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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원  조직 원, 그리고 후원

기 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6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07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

◈     회    장 황 규 (한국정보과학회장)

송  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조 직 원 장 김 종 권 (서울 학교)

◈ 학 술 원 장 서 정 연 (서강 학교)



KISS KCC 2007 3

조  직

■  원 장 서정연 교수(서강 학교)

■ 부 원장
김  종 교수(포항공 ) 김지인 교수(건국 ) 박수용 교수(서강 )

용환승 교수(이화여 ) 장병탁 교수(서울 ) 최종원 교수(숙명여 )

■ 로그램 원
고인  교수(ICU) 김갑수 교수(서울교 ) 김명주 교수(서울여 )

김인철 교수(경기 ) 김정  교수(고려 ) 서재  교수(목포 )

신 기 교수(부경 ) 윤용익 교수(숙명여 ) 이재성 교수(충북 )

이형근 교수( 운 ) 임순범 교수(숙명여 ) 임형석 교수( 남 )

창병모 교수(숙명여 ) 최재  교수(숭실 )

■ 심사 원

강성원  교수(ICU) 강수용  교수(한양 ) 강승식  교수(국민 )

강희   교수(한성 ) 고   교수(동아 ) 고인   교수(ICU)

구용완  교수(수원 ) 권기   교수(경기 ) 권 희  교수(경기 )

김갑수  교수(서울교 ) 김 훈  교수(경기 ) 김동호  교수(숭실 )

김두   교수(건국 ) 김명주  교수(서울여 ) 김민구  교수(아주 )

김민수  교수(목포 ) 김성조  교수( 앙 ) 김수형  교수( 남 )

김 길  박사(ETRI) 김 철  교수(홍익 ) 김용민  교수( 남 )

김유성  교수(인하 ) 김윤희  교수(숙명여 ) 김일곤  교수(경북 )

김재훈  교수(아주 ) 김재훈  교수(한국해양 ) 김정국  교수(한국외 )

김정아  교수( 동 ) 김정   교수(고려 ) 김 태  교수(동국 )

김진수  교수(KAIST) 김진형  교수(KAIST) 김태곤  교수(고려 )

김태형  교수(한양 ) 김 곤  교수(목포 ) 김 수  교수(충남 )

낭종호  교수(서강 ) 노삼   교수(홍익 ) 노상욱  교수(가톨릭 )

류 희  교수(충북 ) 류재철  교수(충남 ) 문양세  교수(강원 )

문 식  교수(한양 ) 민덕기  교수(건국 ) 민상렬  교수(서울 )

박능수  교수(건국 ) 박상원  교수(한국외 ) 박성배  교수(경북 )

박성용  교수(서강 ) 박 택  교수(숭실 ) 박 호  교수(숙명여 )

박정흠  교수(가톨릭 ) 박정희  교수(충남 ) 박지숙  교수(서울여 )

박 로  교수( 남 ) 백은옥  교수(서울시립 ) 백종문  교수(ICU)

변혜란  교수(연세 ) 서 훈  교수(충북 ) 서진식  교수(동의 )

서효   교수(가톨릭 ) 손진   교수(한양 ) 송민석  교수(인하 )

송용호  교수(한양 ) 송혜정  교수(한림 ) 신 숙  교수(조선 )

심 호  교수(숙명여 ) 양승민  교수(숭실 ) 양웅연  박사(ETRI)

양정진  교수(가톨릭 ) 양지훈  교수(서강 ) 양해술  교수(호서 )

염근   교수(부산 ) 염헌   교수(서울 ) 홍진  교수(아주 )

오석   교수(인제 ) 오 배  교수(수원여 ) 오일석  교수( 북 )

우  균  교수(부산 ) 유민수  교수(한양 ) 유    교수(고려 )

윤용익  교수(숙명여 ) 이  강  교수(한동 ) 이공주  교수(충남 )

조   직

대  회  장

황규  교수(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송 호 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직위원회

■  원 장 김종권 교수(서울 학교)

■ 부 원장 조기환 교수( 북 )               조범  교수(조선 )

학술위원회



4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조  직

이 우  교수(한성 ) 이도헌  교수(KAIST) 이동호  교수(한양 )

이동훈  교수(고려 ) 이동희  교수(서울시립 ) 이명재  교수(울산 )

이민석  교수(한성 ) 이병걸  교수(서울여 ) 이병정  교수(서울시립 )

이상용  교수(공주 ) 이상원  교수(성균 ) 이상윤  교수(고려 )

이상훈  교수(연세 ) 이석룡  교수(한국외 ) 이성환  교수(고려 )

이수원  교수(숭실 ) 이수   교수(창원 ) 이승용  교수(포항공 )

이 록  교수( 남 ) 이은석  교수(성균 ) 이은주  교수(경북 )

이인권  교수(연세 ) 이재호  교수(서울시립 ) 이 수  교수(숙명여 )

이 환  교수( 북 ) 이태진  교수(성균 ) 이한구  교수(건국 )

이형근  교수( 운 ) 이형효  교수(원 ) 이호석  교수(호서 )

인  호  교수(고려 ) 임성수  교수(국민 ) 임은진  교수(국민 )

임인성  교수(서강 ) 임지   교수(한국성서 ) 임형석  교수( 남 )

임호정  박사( 자부품연구원) 장명길  박사(ETRI) 장병탁  교수(서울 )

장성태  교수(수원 ) 용희  교수( 구가톨릭 ) 정갑주  교수(건국 )

정기철  교수(숭실 ) 정석원  교수(목포 ) 정성우  교수(고려 )

정 욱  교수( 운 ) 정인상  교수(한성 ) 조범   교수(조선 )

조성배  교수(연세 ) 조성정  박사(삼성종합기술원) 조 덕  교수(아주 )

조은선 교수(충남 ) 조은숙  교수(서일 학) 조진성  교수(경희 )

조환규  교수(부산 ) 진 욱  교수(건국 ) 차재   교수(한양 )

차정원  교수(창원 ) 차호정  교수(연세 ) 채진석  교수(인천 )

채흥석  교수(부산 ) 최규식  교수(건양 ) 최병주  교수(이화여 )

최승진  교수(포항공 ) 최용훈  교수( 운 ) 최재   교수(숭실 )

최정주  교수(아주 ) 최종무  교수(단국 ) 최종필  교수(한국산업기술 )

최 민  교수(한양 ) 최호진  교수(ICU) 최   훈  교수(충남 )

하상호  교수(순천향 ) 하재철  교수(호서 ) 하진   교수(강원 )

한경숙  교수(인하 ) 한성국  교수(원 ) 한정   교수(정보통신부/고려 )

한 수  교수(상명 ) 홍장의  교수(충북 ) 황선명  교수( )

황선태  교수(국민 ) 황 섭  교수(선문 ) 황재인  교수(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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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튜토리얼 논문발표(Oral)
논문발표

(Poster)

장소

B1 1 B1 B2

스투
바이탈

모짜르트
스트라
우스

빌더
카이저A

빌더
카이저B

제펠트
세인트 안

톤
인스불룩 인탈 오쯔탈 질레탈

13:00

T1.1
실시간 유
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 - 이
창건 교수
(서울대)

T1.2
정보가전기
기를 위한 
인간중심적 
디자인 접
근 방법 - 
이건표
교수

(KAIST)

O1.1
컴퓨터
시스템

I

O1.2
HPC &
컴퓨터
이론

O1.3
정보통신

I

O1.4
인공지능

I

O1.5
소프트
웨어
공학
I

O1.6
컴퓨터

그래픽스

O1.7
데이타
베이스

I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포스터게시

15:15

T2.1
웹 2.0과 
시맨틱 웹 
- 박영택 
교수

(숭실대),
이경일 대
표이사
(솔트
룩스)

T2.2
Microker
-nel..
임성수교 
수(국민대)

T2.3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
ng - 이관
우 교수
(한성대)

O2.1
컴퓨터시

스템
II

O2.2
컴퓨터시

스템
III

O2.3
정보통신

II

O2.4
인공지능

II

O2.5
정보보호

O2.6
HCI &

전산교육
시스템

O2.7
데이타
베이스

II

15:30

15:45

16:00

16:15

16:35 T2.4
프리미엄 
인터넷..
심주교 상
무(KT)

휴식(10분) * 16:35~45

16:45

17:00

17:15

17:35

17:45

18:00
컴퓨터시
스템연구
회운영위
원회의

컴퓨터그
래픽스연
구회 총회 P I

포스터
발표 
& 

리셉션

18:15

18:30

18:45

19:00
컴퓨터그
래픽스연
구회운영
위원회의

19:15

19:30

20:00

KCC 2007 로그램일람표

 6월 25일 (월)

☞ 등록장소 : 호텔티롤 1층 로비 (12:00 ~ 18:00)



6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구분 튜토리얼&공통행사 논문발표(Oral) & 연구회행사 공통행사
논문발표

(Poster)

장소

B1 1 B1 B2

스투
바이탈

모짜르트
스트
라우스

빌더
카이저A

빌더
카이저B

제펠트
세인트
안톤

인스
불룩

인탈 오쯔탈 질레탈

9:00

T3.1
Service-
Oriented 
Architect
ure -
 변희언 
상무(티맥
스소프트)

T3.2
Flash 

Memory 
Software 
Technolo

gy - 
민상렬 교
수(서울대),
김성관 박
사(지인정보

기술),
배영현 박
사(엠트론)

T3.3
정보가전
용 파일 
시스템 및 
스토리지 
기술 - 

원유집 교
수(한양
대)

O3.1
언어공학

O3.2
소프트
웨어공학

II

O3.3
정보통신

III

O3.4
정보통신

IV

O3.5
컴퓨터비
전및패턴
인식

S1
GPU

 워크샵

9:15

9:30

9:45
10:00

W1 패널
초중고 교
육 체계 
개선안

포스터게시

10:20 휴식(10분)*10:20~30

10:30
10:40

O3.7
바이오정
보기술

11:00
O3.6

프로그래
밍언어

11:15
11:30

11:45

12:00 전산교육
시스템연
구회운영
위원회의

12:10

12:30

P II
포스터
발표
& Tea

12:45
13:00

13:15

13:30

S2
정보통신
연구회
특강

13:45

14:00
W2 패널
컴퓨터공
학의 위기
및극복방

안

T4.1
The 

Implement
ation of 

Communic
ation 

Systems
... 김상철 
교수(국민대)

T4.2
감성 User 
Interface 
Design- 
황민철 교
수(상명
대)

W3 패널
 대학 저
년차 프로
그램 교육 
개선 워크

샵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W4 초청
강연16:00

16:15

16:30 개회식&
임시총회16:45

17:00
W5

기조연설
17:15

17:30

17:50
18:00

뱅킷
18:30

19:00
19:30

KCC 2007 로그램 일람표

 6월 26일 (화)

☞ 등록장소 : 호텔티롤 1층 로비 (08: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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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007 로그램 일람표

 6월 27일(수)

☞ 등록장소 : 호텔티롤 1층 로비 (08:30 ~ 14:00)

호텔티롤 1

장소 모짜르트 스트라우스 제펠트

9:00

S3.1
ILVB-2007
워크샵

S3.2
모바일그래픽스

/UI 워크샵

O4
정보통신

V

9:15

9:30

9:45

10:00

10:15

10:30 휴식(10분)

10:40

11:00

11:15

11:30

11:45

12:00

12:10

12:30

12:45

13:00

S4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샵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17: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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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임 시 총 회

 일시 : 2007년 6월 26일(화) 16:30 - 17:00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스투바이탈(지하1층)

 사회 : 홍의경 부회장  

 국민의례

 개회사 -송 관 호  대회장(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임시총회

 시상식 

   - 2007년도 공로상 

   - 2007년도 학술상 

   - 제26회 한국정보과학회 마이크로소프트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7년 6월 26일(화) 18:00 -

  ◆ 장소 : 호텔티롤 지하2층 질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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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1. 2007년도 공로 포상

  1) 퇴임 임원 : 2006년도 임원

- 회  장 : 김동윤 교수(아주대)

- 부회장 : 고현진 부사장(LGCNS) 김명준 그룹장(ETRI) 김성조 교수(중앙대)

배두환 교수(KAIST) 송관호 원장(인터넷진흥원) 양  룡 교수(인하공전)

정기동 교수(부산대) 조현정 회장(비트컴퓨터) 한탁돈 교수(KAIST)

허  신 교수(한양대) 홍진표 교수(한국외대)

  2) 퇴임 지부장 및 행사 공로

- 제17대 영남지부장 : 정성환 교수(창원대)

- 제8대 충청지부장 : 송정길 교수(한남대)

- 제10대 호남제주지부장 : 한성국 교수(원광대) 

- 제33회 정기총회 조직위원장 : 송상훈 교수(세종대) 

- 제33회 추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 이상조 교수(경북대) 

2. 2007년도 학술상

- 대상 : 부산대 홍봉희 교수 

- 사유 : 정보과학회논문지 최다 게재

3. 제26회 한국정보과학회-마이크로소프트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시상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최우수 이상철 한양대학교 데이타베이스 김상욱

우 수

강미경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 윤현수

박상오 중앙대학교 운영체제 김성조

박상운 강현구 한국과학기술원 프로그래밍언어 한태숙

장 려

김기홍 부산대학교 데이타베이스 홍봉희

박안진 숭실대학교 패턴인식 정기철

손민정 포항공과대학교 그래픽스 이승용

여명호·김유미 충북대학교 데이타베이스 유재수

정재훈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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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W 1 <패널> 초·중·고 컴퓨터 교육 체계 개선안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0:00 - 12:00, 호텔티롤 지하1층 오쯔탈

프로그램

1. Panel/workshop 소개 -곽덕훈 교수(한국방송통신대)

2. 주제발표 : 김성식 교수(한국교원대)

   - 주제 : 초·중·고 정보교육의 현황과 과제(신교육과정을 중심으로) 

3. 지정토론

   - 최현종 교수(서원대학교) 

   - 유헌창 교수(고려대학교) 

   - 김갑수 교수(서울교육대학교) 

   - 유관희 교수(충북대학교) 

4. 청중 및 패널 간 자유토론

소 개

컴퓨터 교육과정 내용체계 공고(2007년 2월)에 따라 과목명이 기계명인 ‘컴퓨터’에서 학문

분야인 ‘정보’로 변경되고 초·중·고 정보교육 내용체계가 대폭 변경되었으며 정보교육이 국

가수준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과 ICT 교육지침으로 양분되는 등 현재 초·중·고 컴퓨터 교

육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바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가 요구하는 고급 정보인력 양성의 시작이라는 점과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문 연구와도 직

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초·중·고 컴퓨터 교육체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과학회에서는 현재 부실화되고 있는 초·중·고 컴퓨터교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초 정보과학회 산하에 초·중·고 컴퓨터 교육 체계 개선위원회를 발족시

켰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이에 대한 개선안을 완료한 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게 건

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중심

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그의 일환으로 이번 KCC 2007 행사 중에 

공통행사

 일자 : 2007년 6월 26일(화)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공통행사 일정표

구분 행사명 시간 장소

W1 <패널> 초·중·고 컴퓨터 교육 체계 개선안 10:00-12:00 오쯔탈

W2 <패널> 컴퓨터공학의 위기 및 극복방안 14:00-15:30 스투바이탈

W3 <패널> 대학 저년차 프로그램 교육 개선안 워크샵 14:00-16:00 오쯔탈 

W4
<초청강연> IT 인력양성 정책방향

- 권장우 단장(IITA)
15:45-16:15 스투바이탈

W5

<기조연설> Introduction to 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ing Innovations

- Prof. David H. Du(미 NSF 및 Univ. of Minnesota)

17:00-17:50 스투바이탈

 공통행사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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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세부정보

초중고 컴퓨터교육체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초·중·고 정보교육의 현황과 과제(신교육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

되고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바 대학에서 컴퓨터 학문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의 관점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초·중·고 컴퓨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관

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컴퓨터과학 및 정보과학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W 2 <패널> 컴퓨터공학의 위기 및 극복방안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4:00 - 15:30, 호텔티롤 지하1층 스투바이탈

프로그램

좌장 - 고  건 교수(서울대) 

1. 미국 현황 소개 - 손상혁 교수(미 버지니아대)

2. Enrollment Decline Problem of Computer Science Programs

   - 신승윤 교수(미 사우스다코다대)

3. SW Engineer 수급 위기상황 - 김형주 교수(서울대)

4. 회사측 입장 소개(I) - 박준성 전무(삼성SDS)

5. 회사측 입장 소개(II) - 김종규 실장(Tmax R&D Center ) 

소 개

CSE 분야의 속성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더많은 그리고 더 유능한 

CSE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공계에 대

한 열의가 전반적으로 식어가고 있고 특히 한국 대학 CSE학과는 지원자가 급속히 감소하

고 있으며 학생의 질은 국제수준보다 염려할 수준으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

황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 발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번 학회의 패널토의를 통해 한국 CSE 교육의 위기를 심도있게 조명하고 그 극복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 Enrollment Decline Problem of Computer Science Programs

Decline in enrollment for Computer Science across the US will be discussed. Cause and 

effect of the enrollment decline will also be discussed.  Proposed recuriting and retention 

plan of midium size university,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as an examiple will be 

discused as well.  Finally, contrary to popular belief new studies have shown that the 

workplace will be experiencing a shortage in Computer Science graduates.   The job 

market for Computer Scientist is back on the upswing and there are steadily more jobs 

being opened or created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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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세부정보

W 3 <패널> 대학 저년차 프로그램 교육 개선안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4:00 - 16:00, 호텔티롤 지하1층 오쯔탈

프로그램

1. Panel/workshop 소개 - 최광무 교수(KAIST)

2. ACM 커리큘럼 권고안, 국내, 국외 사례조사 발표

3. Committee 발제 - 최광무 교수(KAIST)

4. Panelists 발제 - 이광근 교수(서울대) 

                    백종문 교수(ICU) 

                    김창준 대표(Agile컨설팅) 

                    민경오 부사장(LG전자) 

                    정주성 팀장(NHN)

5. 청중 및 패널 간 자유토론

소  개

프로그래밍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프로그래밍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산학을 전공하고 이를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화두일 

수 있습니다. 정보과학회에서는 전산학과 학부 1, 2학년의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학부기초프로그래밍교육위원회를 올해 초 신설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광무(KAIST, PL), 백은옥(서울시립대, AI), 박정흠(카톨릭대, algorithm), 이광근(서울대, 

PL), 김진수(KAIST, OS)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학부 저학년 프로그래밍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어 왔음

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이 전산학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 전산학”의 잘못된 선입

견을 갖기 쉽다. 

- 학부 1, 2학년 프로그래밍 교육이 단순한 문법 위주의 교육이라 흥미롭지 못하다. 

- 프로그래밍 과목의 경우 수강생의 1/3은 그럭저럭 따라오지만, 1/3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이라 흥미가 없고, 1/3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따라오지 못한다. 

-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몇몇 학생의 기세에 눌려 전산학을 전공하면 자신이 뒤쳐질 것이

라는 생각에 전산학 전공을 기피한다. 

- 전산학이 3D 업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 많은 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전공하지 않을 1학년 학생도 함께 교육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전산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누구나 학부 1, 2 학년의 

프로그래밍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이후의 전산학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고민의 일환으로 이번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되는 KCC 2007에서 학계, 산업계분들을 모

시고, 대학 저년차 프로그래밍 교육 개선안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워크샵

은 6월 2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주리조트 티롤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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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4 <초청강연>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5:45 - 16:15, 호텔티롤 지하1층 스투바이탈

프로그램

사회 : 서정연 학술위원장(서강대 교수)

“IT 인력양성 정책방향”

- 권장우 단장(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 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IT 분야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IT 전문인력

분야, 연구인력분야, 산업체인력 분야로 나누고 각분야별 필요인재 및 육성방안을 살펴본다.

W 5 <기조연설>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7:00 - 17:50, 호텔티롤 지하1층 스투바이탈

프로그램

사회 : 서정연 학술위원장(서강대 교수)

“Introduction to 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ing Innovations”

- Prof. David H. Du(미 NSF 및 Univ. of Minnesota)

소 개

The 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ing Innovations (GENI) is a major effort from NSF 

Computer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ISE) Directorate to re-invent Internet. 

GENI responds to an urgent and important challenge to ensure that the future Internet will 

be: a) worthy of our trust, b) able to continue to grow robustly and securely, and c) 

capable of supporting even more innovations in all areas of activity than the current 

Internet enabled. GENI consists of two major components: an experimental facility and a 

research program called FIND (Future INternet Design). The GENI facility will be designed 

to support both research and development, effectively filling the gap between small-scale 

experiments in the lab, and mature technology that is ready for commercial deployment. 

FIND is to support research in finding the responses to the following two broad 

questions: a)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global network of 15 years from now and 

b) How would we re-conceive tomorrow’s global network today, if we could design it 

from scratch The current and planned work for GENI and FIND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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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일자 : 2007년 6월 25일(월) ~ 26일(화)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튜토리얼 일정표

 6월 25일 (월)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1.1 실시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이창건 교수(서울대) 13:00~15:00 모짜르트

T1.2
정보가전기기를 위한 인간 중심적 디자

인 접근 방법
이건표 교수(KAIST) 13:00~15:00 스트라우스

T2.1 웹 2.0과 시맨틱 웹
박영택 교수(숭실대),

이경실 대표이사(솔트룩스)
15:15~18:00 스투바이탈

T2.2
Microkernel-based Software 

Architecture and Virtualization 
임성수 교수(국민대) 15:15~16:15 모짜르트

T2.3 Software Product Line ngineering 이관우 교수(한성대) 15:15~18:00 스트라우스

T2.4 프리미엄 인터넷과 IPTV서비스 심주교 상무(KT) 16:35~17:35 모짜르트

 6월 26일 (화)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3.1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변희언 상무(TmaxSoft) 09:00~12:00 스투바이탈

T3.2 Flash Memory Software Technology

민상렬 교수(서울대)

김성관 박사(지인정보기)

배영현 박사(엠트론)

09:00~12:00 모짜르트

T3.3 정보가전용 파일 시스템 및 스토리지 기술 원유집 교수(한양대) 14:00~16:00 스트라우스

T4.1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Systems using Matlab and Simulink 
김상철 교수(국민대) 14:00~16:00 모짜르트

T4.2 감성 User Interface Design 황민철 교수(상명대) 14:00~16:00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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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
정보가전기기 (information appliance)를 위한 인간중심적 디자인 접근 방법

:Human-Centered Design Approach for Information Appliance

강사 이건표 교수(KAIST)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월) 13:00 - 15:00, 호텔티롤 1층 스트라우스

소 개

본 튜토리얼에서는 정보가전기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방법

으로서의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과 이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소개한다.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디자인과 정보가전기기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T2.1 웹 2.0과 시맨틱 웹

강사 박영택 교수(숭실대학교), 이경실 대표이사(솔트룩스)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월) 15:15 - 18:00, 호텔티롤 지하1층 스투바이탈

소 개

지난 몇 년간 웹 2.0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반향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초기에는 

기존의 성공적 웹 사업을 분석한 결론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웹 기반 서비스 사

업을 위한 성공 모델의 기본 요소이자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개념적 서비스 기반

(fundamental)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본 강의 에서는 (1) 웹 2.0의 기본적 사상과 해외 성

공 사례 및 동향의 소개, (2) 플랫폼으로서의 웹과 집단 지성 등의 웹 2.0 서비스 구현의 원

칙들 (3)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정보 공유 방법론, 환경 등의 서비스 요소, (4) AJAX, 

MeshUp, Folksonomy 등의 관련 기술 설명 (5) 시맨틱 웹과의 연계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실시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Real-Time Ubiquitous Sensor Networks) 

강사 이창건 교수(서울대학교)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월) 13:00 - 15:00, 호텔티롤 1층 모짜르트

소 개

최근 컴퓨터, 유/무선 통신, 센서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사는 환경의 곳곳

에 내장시켜 우리의 일상 생활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실시간 유비쿼터스 시

스템)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요소기술의 독립적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컴퓨터, 

통신, 센서, 그리고 제어알고리즘 등의 요소기술들을 연동하여 사람 또는 환경과의 실시간 

Interaction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센

서 노드들 사이의 실시간 통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실시

간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적용될 때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실시간성 보장을 위해 최근 제안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들을 소개한다. 이 소개는 

센서노드들이 임의로 산개하여 있는 실외 환경과 센서노드들이 미리 지정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실내 환경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시간 보장 프로토콜들의 유용

성을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실질적 예를 들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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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을 진행 한다. 특히 시맨틱 웹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지성 및 사회망 

등과 연결 가능한 의미기반 웹 2.0 기술과 그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서비스로서의 소프트

웨어(SaaS)와 서비스 웹(Service Web) 등과 관련된 최근의 개념을 소개는 시간을 가질 것

이다. 

 시맨틱 웹은 기존의 웹, 웹2.0의 진화되는 과정에서 차세대 웹의 새로운 구조로 연계될 수 

있는 지능형 인프라와 지능형 핵심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시맨틱 웹 환경은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 반자동화 및 자동화된 에이전트가 동작할 수 있게 해주므로써 사용자에게 이음새없

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시맨틱 

웹의 구성요소인 지식 표현 구조와 지능형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

보고,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한 미국 및 EU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위한 유비쿼터스 웹 기술 및 이의 활용에 대하여 소개하므로써 향후 시맨틱 웹 기술의 활용

화를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T2.3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강사 이관우 교수(한양대학교)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월) 15:15 - 18:00, 호텔티롤 1층 스트라우스

소 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공학은 많은 공통성을 지닌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집약 

제품들을 생산할 때, 공유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예, 요구사항, 아키텍처, 컴포넌트 

등)을 체계적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납기 단축, 비용 절감을 이루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본 강연에서는 여러 제품 개발에 쉽게 재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적응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asset)을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의 기반 

개념 및 개발 활동을 설명하고, 각 개발 활동 별로 사용되는 모델 및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의 전반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제어 소프트웨

어의 예를 사용한다.

T2.4 프리미엄 인터넷과 IPTV서비스

강사 심주교 상무(KT)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월) 16:35 - 17:35, 호텔티롤 1층 모짜르트

T2.2 Microkernel-based Software Architecture and Virtualization

강사 임성수 교수(국민대학교)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월) 15:15 - 16:15, 호텔티롤 1층 모짜르트

소 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안정성, 보안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최근 마이크로커널을 기반

으로 한 가상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커널 기술은 90년대초에 기본적인 틀이 

완성된 기술인데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과 연결되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본 강연에서는 마이크로커널 기술과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이 어떻게 결

합되고 어떤 응용에서 활용되는 지 설명한다.



KISS KCC 2007 17

튜토리얼 상세정보

소 개

인터넷의 출현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점

점 대용량 데이터(동영상)처리와 Web2.0환경(상향대역 증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품질이 

보장된 인터넷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QoS,QoE가 보장된 Network로 구현되는 IPTV서비

스를 통해 망과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T3.1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강사 변희언 상무(TmaxSoft)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09:00 - 12:00, 호텔티롤 지하1층 스투바이탈

소 개

1. SOA 소개

   비즈니스 측면의 SOA / 기술적 측면의 SOA / Webservice & SOA 정의 및 개념

2. SOA 구현

   비즈니스 아키텍처 수립 / 비즈니스 아키텍처로부터 서비스 도출 / 서비스 구현 / SOA 

   Governance

3. SOA 도입 효과

   Agility 측면 / 비용측면

4. SOA 비즈니스

   성공적인 SOA 도입전략 / SOA 오퍼링

T3.2 Flash Memory Software Technology 

강사 민상렬 교수(서울대학교) / 김성관 박사 (지인정보기술) / 배영현 박사 (엠트론)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09:00 - 12:00, 호텔티롤 1층 모짜르트

소 개

본 튜토리얼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Flash memory 하드웨어의 기본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기존 하드 디스크에 기반한 파일시스템과 가상메모리 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 소

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들어 노트

북 및 UMPC에서 급속히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고 있는 Flash memory에 기반한 SSD (Solid 

State Disk)의 기본 구조, 추세,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3.3 정보가전용 파일 시스템 및 스토리지 기술

강사 원유집 교수(한양대학교)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09:00 - 12:00, 호텔티롤 1층 스트라우스

소 개

컴퓨터와 전통적인 가전기기의 결합인 소위 "정보가전"이 최근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정보가전은 기존의 컴퓨터의 기능과 기존의 정보가전의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IP-TV, Set-top box, PVR(Personalized Video Recorder), DVR(Digital 

Video Recorder)과 PMP, MP3 재생기등의 정보가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정보가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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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대용량의 자료 저장,(ii) 실시간 재생/녹화 그리고 (iii) 고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들 정보가

전은 대용량 자료의 실시간 처리/재생/저장 그리고 검색등의 주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장

장치 구동을 담당하는 파일 시스템과 스토리지 관련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유닉스 계열 및 윈도우 계열의 파일 시스템은 실제 정보가전환경에서 요청되

고있는 고성능의 입출력 및 고 신뢰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본 강좌에서는 파일 시스템및 저장 장치기술을 먼저 소개하고 현재의 기술이 정보가전의 

성능, 신뢰성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자 한다.

T4.1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Systems using Matlab and Simulink 

강사 김상철 교수(국민대학교)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4:00 - 16:00, 호텔티롤 1층 모짜르트

소 개

This lecture will focus on the laboratory exercises and theory in order to build 

communication systems using Simulink and Matlab. The lecture will guide you several 

methods how to modulate the baseband signal and demodulate the baseband signal with 

Simulink. Also, the lecture will look into the effect of AWGN noise to the baseband signal, 

calculates the BER (bit error rate) of the modulation system, and observes the signal 

frequency band. In addition, the lecture will develop a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system with QPSK baseband. In order to introduce a coding gain, the lecture 

will use system blocks of the CC(Convolution Coding) and Viterbi Decoder with QPSK 

baseband. The lecture will implement low pass filters at the transmitter site and the 

receiver site and show the detailed procedures how to calculate chip delay in the 

DSSS-related systems and bit delay of each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cell 

structure in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FTDD (fixed time division duplex) will be 

introduced as the last session of the lecture. In order to build the FTDD system, Matlab 

codes and its well-defined functions will be used.  

The following are the lecture objectives. 

1. To study how to modulate the baseband BPSK (Binary Phase Shift Keying) signal and 

demodulate the baseband BPSK signal with Simulink. 

2. To study how to modulate the baseband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signal 

and demodulate the baseband QPSK signal with Simulink. 

3. To study how to modulate the baseband QPSK-DSSS signal and demodulate the 

baseband QPSK-DSSS signal with Simulink. 

4. To study how to modulate the baseband QPSK-CC signal and demodulate the 

baseband QPSK-CC signal with Simulink. 

5. To study how to modulate the baseband QPSK-CC-DSSS-Filter signal and demodulate 

the baseband QPSK-CC-DSSS-Filter signal with Simulink. 

6. To study how to build Matlab code for FTD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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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2 감성 User Interface Design 

강사 황민철 교수(상명대학교)

일시

및 장소
6월 26일(화) 14:00 - 16:00, 호텔티롤 1층 스트라우스

소 개

본 강연은 제품이나 시스템의 감성적 요구를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법을 감성공학

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감성의 이론을 정립하고 감성을 직관적, 행위

적, 및 인지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요소별 디자인 요소와 이에 대한 감성 요소를 체계화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감성공학적 개발방법을 제시하여 감성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

한 공학적 기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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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행사

연 구 회 행 사

 일자 : 2007년 6월 26일(화) ~ 27일(수)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연구회행사 일정표

 6월 26일 (화)

구분 행사명 연구회 시간 장소

S1 GPU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 09:00-16:30 인탈

S2 정보통신연구회 특강 정보통신 13:30-16:30 빌더카이저B

 6월 27일 (수)

구분 행사명 연구회 시간 장소

S3.1 ILVB-2007 워크샵

인공지능, 언어공학,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바이오정보기술 

08:30-16:40 모짜르트

S3.2 모바일 그래픽스/UI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09:00-12:30 스트라우스

S4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샵 커뮤니티 컴퓨팅 13:00-17:00 스트라우스



KISS KCC 2007 21

CPU 워크샵

GPU 워크샵

▣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1층 인탈

▣ 일시 : 6월 26일(화) 09:00 16:30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발표자 제목

9:00 Introduction 신영길 교수(서울대) Introduction to GPU Workshop

9:15 GPU Introduction 김영준 교수(이화여대)
Introduction to Graphics Hardware (GPUs) 
and Programming Interfaces

10:15 Coffee Break

10:30
GPU Tutorial
Surface Rendering 
with GPU

오경수 교수(숭실대)
Introduction to GPU Programming with 
Displacement Mapping
(변위 매핑을 중심으로)

11:30
GPU Tutorial
Real Time Volume 
Rendering

이택희(서울대) Real Time Volume Rendering Using GPUs 

12:30 Lunch

13:30 GPU Vendor Invited speaker NVIDIA

14:30 GPU Applications
신병석 교수
임석현 교수(인하대)

GPU를 이용한 대용량 지형 데이터 렌더링 
기술

14:50 GPU Applications
한정현 교수
(정보통신부/고려대)

DirectX10 기반 군중렌더링

15:10 GPU Applications 오경수 교수(숭실대)
Real-time Subsurface Scattering 
(실시간 산란효과)

15:30 GPU Applications 김영준 교수(이화여대) Proximity Computation Using GPUs

15:50 GPU Applications 고대현(서울대) GPU-based Surface Rendering

16:10 GPU Applicaitons
이승용 교수
이현준(포항공대)

Pencil Rendering on 

★ NVIDIA - 경품행사

　 엔비디아 GeForce 8600GT 5장 

　 엔비디아 nForce SLI 기능 지원 마더보드 3장 

　 서적:GPU Gems/ GPU Gems 2 각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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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7 워크샵

▣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모짜르트

▣ 일시 : 6월 27일(수) 08:30 16:40

▣ 주관 : 인공지능연구회

▣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ILVB 연구회연합

▣ 후원 : 아주대학교 UCN사업단, KAIST SWRC 연구센터, 경북대학교 IHIS 연구센터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좌장

08:30 - 09:00 등록 및 인사말

09:00 - 10:00

 커뮤니티컴퓨팅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 및 응용 개발도구 구현 - 김민구 교수(아주대)

   지능형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학습기술 - 이수원 교수(숭실대)

양정진 교수

10:00 - 11:00

 지능형 HCI

   기계학습을 이용한 지능형 HCI - 방원철 박사(삼성종합기술원)

   Tackling Computer Systems Problems with Machine Learning

     - 김기응 교수(한국과학기술원)

노상욱 교수

11:00 - 11:10 휴식

11:10 - 12:10

 시맨틱 웹

   Ontology Population - 장명길 박사(ETRI 지식마이닝팀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및 추론 기술

     - 이경일 CEO ((주) 솔트룩스)

최기선 교수

12:10 - 13:00 중식

13:00 - 14:00

 컴퓨터비젼과 패턴인식

   개인 필기체의 확률적 생성 - 김진형 교수(한국과학기술원)

   H.264 비디오 코덱 및 이의 응용 - 김종남 교수 (부경대)

신봉기 교수

14:00 - 15:00

 바이오헬스시스템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Decision Support System ofr

   Medication Review - 강병호 교수 (Univ. of Tasmania, AU)

   Ontology Technologies for Semantically Interoperable EHR

     - 김홍기 교수 (서울치대)

장병탁 교수

15:00 - 15:10 휴식

15:10 - 16:40  패널 토의 주제 : 멀티 인공지능 센터와 오픈소스 김일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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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좌장

08:30 -

09:00
등록 및 인사말

09:00 -

10:00
 커뮤니티컴퓨팅

발표자 김민구 교수 (아주대학교)

양정진 

교수

발표주제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 및 응용 개발도구 구현

본 과제는 정통부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컴퓨팅라는 주제를 키워드로 

하여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 필요한 지능적 협업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방법론으

로 제안되었다. 2005-2006년의 연구의 성과로 역할 기반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이 

제안되었고,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개발을 위한 도구인 커뮤니티 컴퓨팅 응용 시

스템 개발 도구 (CDTK v1.0, Community Developing Tool-Kit v1.0)가 개발되었다. 

현재 이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상황에 기반한 협업 모델이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공간에 존재하는 smart object들이 자유롭게 커뮤니티 컴퓨

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멤버들의 구조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본 발표

에서는 커뮤니티 컴퓨팅의 정의 이를 위한 모델과 기 개발된 도구를 소개한다.

발표자 이수원교수 (숭실대학교)

발표주제 지능형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학습기술

커뮤니티 컴퓨팅이란 유비쿼터스 공간에 존재하는 Smart Object들의 협업에 의해 사

용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패

러다임이다. 커뮤니티 컴퓨팅에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체와 커뮤니티의 지능

(Intelligence)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동적 환경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적 환경에서의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멤버가 갖추어야 

하는 학습 기술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10:00 -

11:00
 지능형 HCI

발표자 방원철 박사 (삼성종합기술원, HCI Lab)

노상욱

교수

발표주제 기계학습을 이용한 지능형 HCI

모바일 기기의 컨버전스화로 인해 제공되는 기능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하기는 점

차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모바일 HCI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공할 수 있다. 삼성은 동작 인식 기술, 터치 인식 기술 등 멀티 모달리티 기반의 인

터랙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동작 인식 기술은 모바일 기기를 들고 있는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인식하여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MEMS 기술의 

발달로 3축 가속도계가 모바일 기기에 실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됨에 따라, 사용자의 

동작을 학습하여 정의된 동작으로 구분해 내는 동작 인식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것이다. 터치 인식 기술은 모바일 기기를 잡은 손의 바닥이 어떤 패턴으로 파지했는

▣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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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감지하고 파지 형태를 인식하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

다. 도구의 생김새에 따라 파지 형태가 달라진다는 개념을 여러 도구를 담은 상자라 

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 적용한 것이다. 사용자의 손 움직임이나 파지 형태 등 단

순히 버튼을 누르는 조작만에 의한 입력이 아닌 새로운 모달리티를 입력 수단에 도

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서 Machine Learning 기술이 어떻게 모바일 기기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조망한다.

발표자 김기응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발표주제 Tackling Computer Systems Problems with Machine Learning

최근 수년간 컴퓨팅 처리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여태까지의 작위적이고 소규모

의 문제들을 다루던 기계 학습 연구들이 실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응용에 대한 연구는 또한 반대로 새로운 문제 패러다

임 하에서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 설계로 이어진다. 본 연구실에서는 최근 통계적 모

델에 기반한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대화 기반 인터랙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

구에 대해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기계 

학습 문제들에 대해 공유한다.

11:00 -

11:10
휴식

11:10 -

12:10
 시맨틱 웹

발표자 장명길 박사 (ETRI 지식마이닝팀장)

최기선

교수

발표주제 Ontology Population

발표자 이경일 CEO ((주) 솔트룩스)

발표주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및 추론 기술

12:10 -

13:00
중식

13:00 -

14:00
 컴퓨터비젼과 패턴인식

발표자 김진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신봉기

교수

발표주제 개인 필기체의 확률적 생성

발표자 김종남 교수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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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H.264 비디오 코덱 및 이의 응용

본 강연에서는 향후 비디오 응용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될 H.264의 기술 및 그 용

용 분야를 소개한다. H.264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비디오 코덱 

변천사를 살펴보고, 이들을 이용한 응용분야 그리고 비디오 코딩에 공통적으로 사용

되는 기술적 개념을 설명한다. 이어서 H.264 표준의 핵심 기술과 함께 그 응용분야

들을 소개할 것이다. 

14:00 -

15:00
 바이오헬스시스템

발표자 강병호 교수 (Univ. of Tasmania, AU)

장병탁

교수

발표주제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Decision Support System ofr Medication 

Review

The aim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pilot version of a knowledge-based 

system that can identify existing and potential medication-related problems from 

patient information. This intelligent system could directly support pharmacist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providing medication reviews. 

Methods: Rather than being based on static rules to trigger alerts, this system 

utilizes a multiple classification ripple-down rules approach, which allows the user 

to build rules incrementally and improve the accuracy of the knowledge base in 

identifying medication-related problems while the system is in use, with no outside 

assistance or training. The system contextualizes the potential drug therapy 

problem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atient’s demographics, and other 

medical condition and drugs. The system is capable of both being instructed in 

the domain of medication review through its routine use by an expert, and acting 

similarly to the expert when analysing genuine medication review cases. The 

system was handed over to an experienced clinical pharmacist (expert), with no 

knowledge or conclusions preloaded into the system. The expert was then able to 

add the case details and generate the rules required for 126 actual medication 

review cases.

Results: Over 250 rules were generated from the review cases, incorporating 

demographics, medical history, symptoms, medications and pathology results from 

these cases. At the completion of the cases, more than 80% of the potential 

medication-related problems identified by the expert were also detected by the 

system. The false positiverate, or number of incorrect medication related problems 

identified by the system, was <10% overall and was zero for the last 15 cases 

analysed. The system found significantly more potential medication-related 

problems than the expert, with the system consistently remaining at least one 

finding ahead. There was a high incidence of missed potential medication-related 

problems by the expert, which were automatically repaired by the system. 

Conclusions: The knowledge-based system has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 

technique employed is well suited to a domain of this nature and has furthermore 

demonstrated that it is capabl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that the 

medication reviewer can provide. The system will be further enhanced and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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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use in the field. It should help pharmacists in the provision of medication 

reviews, improving their clinical and tim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enhancing 

their ability to contribute to the quality use of medications.

발표자 김홍기 교수 (서울치대)

발표주제 Ontology Technologies for Semantically Interoperable EHR

The semantic interoperability between heterogeneous systems of different health 

care providers is considered as the core of high-quality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systems. Various ontologies and medical terminology systems have been 

developed to support the semantic interoperability of medical related data in EHR 

systems. Medical ontologies and standard terminology systems are the result of 

highly collaborative engineering work done by ontology and knowledge engineers 

as well as domain experts.

Although the semantic interoperability problems are solved in terms of standard 

terminology systems or ontologies, mapping or integrating distributed and 

heterogeneous terminologies is also a difficult issue. In this talk, we will present 

our tool environment for medical terminology management and services. Our tool, 

which complies with the LexGrid common terminology service model, is designed 

not only to facilitate browsing and editing terminologies from various users’ 

perspectives but also to map and link distributed and heterogeneous local and 

standard terminologies. 

We will also present two other ontology-base tools for structuring electronic health 

record that can overcome the classical free-text based information stored in a 

medical record. Our intelligent narrative information processor that is based on 

ontology and controll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ies provides an 

efficient method for capturing and recording medical narratives in a structural form. 

OntoCa that is the semantic annotatorfor medical data is designed to provide 

manual and automatic annotation mechanisms for clinical documents given a 

medical ontology.

15:00 -

15:10
휴식

15:10 -

16:40

 패널 토의

주제 : 멀티 인공지능 센터와 오픈소스

김일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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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그래픽스/UI 워크샵

▣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스트라우스

▣ 일시 : 6월 27일(수) 09:00 12:30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연구회

▣ 프로그램 

시간 사회 구분 발표자 제목

9:00
김정현 교수

(고려대)

모바일 

사용자인터페이스

양옥렬 팀장

(SK Telecom)

모바일 UI에서의 당면 이슈

와 UI 확산/정착 방안

- SKT 사례를 중심으로

10:15 Coffee Break

10:30
김동호 교수

(숭실대)
모바일 그래픽스

이환용 소장

(주식회사 휴원)

미디어 표준을 위한 표준화 

컨소시움 KHRONOS과 관련 

표준 소개

11:30
김동호 교수

(숭실대)
모바일 그래픽스

최정주 교수

(아주대)

모바일 환경을 위한 2D 애

니메이션 시스템 

12:30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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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컴퓨팅 워크샵

▣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1층 스트라우스

▣ 일시 : 6월 27(수)  13:00 - 17:00 

▣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커뮤니티 컴퓨팅 연구회 

▣ 주최 : 유비쿼터스컨버젼스연구소, 아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실

▣ 후원 : (재)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3:05 Workshop 소개 진행자

13:05-13:15 Workshop Chair 인사 김민구 (아주대)

13:20-13:45
커뮤니티 상황 기반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 및 커뮤

니티 응용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정유나, 김민구 

(아주대)

13:45-14:10 커뮤니티 컴퓨팅과 SOA
김현숙(CUS), 이정원(아

주대)

14:10-14:20 휴식　

14:20-14:45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멤버 프레임워크
김한욱, 이정태

(아주대)

14:45-15:10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컨텍스트 모델 및 컨텍스

트 브로커
윤희용 (성균관대)

15:10-15:35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강남희, 김영한

(숭실대)

15:35-15:50 휴식　

15:50-17:00 Short Paper 발표 포스터 세션 각 논문 발표자

▣ 프로그램 소개

커뮤니티 상황기반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 및 커뮤니티 응용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정유나, 김민구 (아주대학교)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컴퓨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커뮤니티 컴퓨팅은 기존에 존재하는 스마트 오브젝트들 간의 협업에 의해서 유비쿼터

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다. 본 발표에서는 커뮤니티 컴퓨팅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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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협업을 설계하고 기술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상황 기반 협업 모델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함

께 커뮤니티 컴퓨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협업 모델에 기

반한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을 살펴보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커뮤니티 컴퓨팅과 SOA

김현숙 (CUS), 이정원 (아주대학교)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 편이성 향상을 위한 아키텍처 레벨의 

패러다임으로 웹서비스, Corba, J2EE 등 다양한 구현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의 핵

심 기술로 인지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SOA의 서비스 모델과 구현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자율적 협업 컴퓨팅 모델인 커뮤니티 컴퓨팅을 접목시킨 통합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

시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첫째로 서비스들의 조합을 커뮤니티로 모델링하고 개개의 서비스를 커뮤니티

의 멤버로 모델링한다. 둘째로 런타임에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등록하고 이 디스크립션을 바탕으로 서비

스를 검색하여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동적인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하여 인지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멤버로 가입되어야 할 서비스들을 결정하고 서비스

들의 실행 값을 결정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동적으

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해체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자동화된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다.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멤버 프레임워크

김한욱, 이정태 (아주대학교)

 유비쿼터스 지능 공간(Ubiquitous Smart Space)에서 동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협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안된 커뮤니티 컴퓨팅 (Community Computing)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개

발 도구 (Community Computing Development Tool Kit : CDTK)를 사용하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된다. 이 커뮤니티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유비쿼터스 지

능 공간에 존재하는 uT-entity에 이식되어 동작하기 위해서 uT-entity의 종류에 상관없이 커뮤니티 컴퓨

팅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CDTK를 이용하여 생성된 커뮤니

티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 uT-entity에 배포(Deployment)되어 각 uT-entity가 커뮤니티의 멤버로 참여하

여 멤버간의 협업을 통해 목적(Goal)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멤버 프

레임워크(Member Framework)를 제안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컨텍스트 모델 및 컨텍스트 브로커

윤희용 (성균관대학교)

 지금까지의 분산 컴퓨팅 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시 하고 있

다. 이러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사용자 및 서비

스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황정보 관리를 위

한 모델링은 서비스 및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정보들을 컨텍스트로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가공하고 표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컨텍스트를 무엇으로 

정의하는 가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응성(Adapt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 및 협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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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bility)을 지원 가능한 모델을 가지도록 에이전트 기반의 상황정보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합 컨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통하여 사용자의 상

황에 따라 자율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서 및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되는 상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기 위한 에이전트 기반 상황정보 관리 및 컨텍스트 브로커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설명한다.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강남희, 김영한 (숭실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스페이스에서 커뮤니티 컴퓨팅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

성 요소 및 통신 기술들을 다룬다. 특히 동적으로 구성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커뮤니티 통신을 적절히 지

원할 수 있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및 무선 메쉬 네트워크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는 통신을 위한 인프라의 사전 설치 없이도 통신 노드들이 자가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

한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는 기존의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저비용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론

이면서 애드혹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최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

다 . 또한 본 발표를 통해 관련 기술들의 표준화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과제에서 제안하고 있

는 주요 기술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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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회 특강

▣ 장소 :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1층 빌더카이저B

▣ 일시 : 6월 26일(화) 13:30 16:30

▣ 주관 : 정보통신연구회

▣ 프로그램 

특강 제목

"Future Internet 과 Service Discovery"

- 이영희 교수(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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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장소

◑ 6월 25일 (월)

 구두발표 ( I )

구분 발표분야 발표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 원

O1.1 컴퓨터시스템 I 6 13:00-15:00 빌더카이 A 황선태 교수(국민 ) 유민수 교수(한양 )

O1.2 HPC&컴퓨터이론 5 13:00-14:40 빌더카이 B 이원주 교수(두원공 ) 최재  교수(숭실 )

O1.3 정보통신 I 6 13:00-15:00 제펠트 이동명 교수(동명 ) 이형근 교수( 운 )

O1.4 인공지능 I 6 13:00-15:00 세인트 안톤 정용규 교수(을지 ) 신 숙 교수(조선 )

O1.5 소 트웨어공학 I 6 13:00-15:00 인스불룩 백종문 교수(ICU) 이상운 교수(강릉 )

O1.6 컴퓨터그래픽스 6 13:00-15:00 인탈 안은  교수(한밭 ) 오경수 교수(숭실 )

O1.7 데이타베이스 I 6 13:00-15:00 오쯔탈 심규석 교수(서울 ) 유재수 교수(충북 )

 구두발표 ( II )

*휴식시간 : 16:35 - 16:45 (10분간)

구분 발표분야 발표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 원

O2.1 컴퓨터시스템 II 7 15:15-17:45 빌더카이 A 진 욱 교수(건국 ) 낭종호 교수(서강 )

O2.2 컴퓨터시스템 III 7 15:15-17:45 빌더카이 B 서효  교수(가톨릭 ) 조진성 교수(경희 )

O2.3 정보통신 II 8 15:15-18:05 제펠트 박 철 교수(백석 ) 정원호 교수(덕성여 )

O2.4 인공지능 II 7 15:15-17:45 세인트 안톤 김인철 교수(경기 ) 노상욱 교수(가톨릭 )

O2.5 정보보호 8 15:15-18:05 인스불룩 이형효 교수(원 ) 서재  교수(목포 )

O2.6 HCI/ 산교육시스템 7 15:15-17:45 인탈 김경덕 교수( 덕 ) 정한민 박사(KISTI)

O2.7 데이타베이스 II 6 15:15-17:25 오쯔탈 이우기 교수(인하 ) 심규석 교수(서울 )

◑ 6월 26일 (화)

 구두발표 ( III )

*휴식시간 : 10:20 - 10:30 (10분간)

구분 발표분야 발표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 원

O3.1 언어공학 5 09:00-11:00 빌더카이 A 김  평  박사(KISTI) 박 로 교수( 남 )

O3.2 소 트웨어 공학 II 4 09:00-10:20 빌더카이 B 오기성 교수(동원 ) 최규식 교수(건양 )

O3.3 정보통신 III 9 09:00-12:10 제펠트 서 덕 교수(연세 ) 김  원 박사(NIDA)

O3.4 정보통신 IV 9 09:00-12:10 세인트 안톤 유양우 교수(울산과학 )

O3.5
컴퓨터비  

패턴인식
9 09:00-12:10 인스불룩 오일석 교수( 북 ) 이 환 교수( 북 )

O3.6 로그래  언어 3 11:00-12:00 빌더카이 A 안 선 교수(항공 ) 한경숙 교수(한국산기 )

O3.7 바이오정보기술 4 10:40-12:00 빌더카이 B
박근  박사

(국립보건연구원)
박기정 박사(스몰소 트)

◑ 6월 27일 (수)

 구두발표 ( IV )

*휴식시간 : 10:30 - 10:40 (10분간)

구분 발표분야 발표편수 시간 장소 좌장 평가 원

O4 정보통신 V 9 09:00-12:10 제펠트 이상  교수(남서울 )　정해덕 교수(한국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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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좌장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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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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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심시간의 혼잡 방을 해 오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발표논문에 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평가 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불참시,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20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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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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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5일(월)

구두 발표

◎ 6월 25일(월)

6월 25일(월) 컴퓨터시스템 I 빌더카이 A

13:00-15:00  좌장 : 황선태 교수(국민 )   평가 원 : 유민수 교수(한양 )

O1.1-1 웹 페이지 구조 분석을 통한 효과 인 동 상 검
색용 키워드 추출 방법
이종원(청강문화산업 학),최기석·장주연·낭종

호(서강 )

O1.1-2 센서 운  체제를 한 공유 스택 기법의 성능 분석
구본철·김용태·허 ·홍지만·조유근(서울 )

O1.1-3 바이 리 조작을 통한 정  스택 보호 시 발생하
는 명령어 림 상 방지 기법
이 림·김 필·유 (고려 )

O1.1-4 타일드-디스 이 시스템에서 실시간 동 상 상
기의 설계  구

최정훈·최기석·유정수·낭종호(서강 )

O1.1-5 리 스 환경에서의 함수 단  동  커  업데이트 
시스템의 설계와 구
박 찬·김세원·유 (고려 )

O1.1-6 모바일 폰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한 인터넷 상
품 검색 시스템의 설계  구
방형진·문주선·낭종호(서강 )

6월 25일(월) HPC & 컴퓨터 이론 빌더카이 B

13:00-14:40  좌장 : 이원주 교수(두원공 )   평가 원 : 최재  교수(숭실 )

O1.2-1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센서 노드 배치
장웅진·이승구(포항공 )

O1.2-2 그리드자원의 정  정보를 활용한 복배정 스
링 알고리즘

강상성·강오한(안동 )

O1.2-3 규모 력장 다체계 산모사를 한 새로운 트
리코드

안철오·이상환(한양 )

O1.2-4 직선 에 심을 갖는 k-센터를 계산하는 알고
리즘
신찬수(한국외 ),나 숙(숭실 )

O1.2-5 STTP를 활용한 공평한 Private Matching
김이용·홍정 ·천정희·박근수(서울 )

6월 25일(월) 정보통신 I 제펠트

13:00-15:00  좌장 : 이동명 교수(동명 )   평가 원 : 이형근 교수( 운 )

O1.3-1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최
 노드 개수

이호석(호서 )

O1.3-2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송장애 감지를 이용한 끊
김 없는 스트리  미디어 서비스
한우람·허난숙·서동만·정인범(강원 )

O1.3-3 GIS 기반 텔 매틱스 POI 응용 서비스 랫폼
변환식·김동균(순천향 ), 병찬(청운 ),이상정

(순천향 )

O1.3-4 kr도메인 동 업데이트 시스템 설계  구
정한라·서 진·송 호(한국인터넷진흥원)

O1.3-5 OID 기반의 RFID 코드체계 설계에 한 연구
임 덕·나정정·김원·송 호(한국인터넷진흥원)

O1.3-6 Ad-hoc 술 통신망에서Alternate Routing 알고
리즘 합성 연구
박 철(백석 )

6월 25일(월) 인공지능 I 세인트안톤

13:00-15:00  좌장 : 정용규 교수(을지 )   평가 원 : 신 숙 교수(조선 )

O1.4-1 마크업 패턴을 이용한 웹 검색
김민수·김민구(아주 )

O1.4-2 LBS 지식 베이스 기반의 추론 시스템 구축을 
한 시뮬 이션 랫폼
김지 ·유 훈·조근식(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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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5일(월)

O1.4-3 비즈니스 로토콜을 한 룰 기반 통신모델
지동 ·양정진(가톨릭 )

O1.4-4  멀티 에이 트 환경에서 효율 인 강화 학
습을 한 정책 모델링
권기덕·김인철(경기 )

O1.4-5 모바일 기기를 한 사용자 응형 음성인식 후

처리
김 진·김은주·김명원(숭실 )

O1.4-6 진  EM 알고리즘에 의한 잠재토픽모델의 학
습속도 향상
장정호(Fraunhofer IAIS.KD), 이종우·엄재홍(서

울 )

6월 25일(월) 소 트웨어 공학 I 인스불룩

13:00-15:00  좌장 : 백종문 교수(ICU)   평가 원 : 이상운 교수(강릉 )

O1.5-1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의 클래스 간 의존성 강도 
측정을 한 커 링 척도
화지민·이숙희·권용래(KAIST)

O1.5-2 신뢰도의 정 라미터 계산
최규식(건양 )

O1.5-3 고객 가치를 반 한 HW/SW 분할 방법론
김능회·박지용·김상수·인 호(고려 )

O1.5-4 상황인식  직교배열표 응용에 기반한 응형 서
비스 지향 아키텍처

김수호·정우성(서울 ),이병정(서울시립 ),우치

수(서울 )

O1.5-5 웹 서비스 기반 e-engineering 임워크의 신뢰
성 향상을 한 회복 기법
김동욱·국승학·김 수(충남 ),이재경·박성환

(한국기계연구원)

O1.5-6 워크 로우 시스템에서의 비결정  단 업무 처리
정우진·안형진·박민재·김 훈·백수기(경기 )

6월 25일(월) 컴퓨터 그래픽스 인탈

13:00-15:00  좌장 : 안은  교수(한밭 )   평가 원 : 오경수 교수(숭실 )

O1.6-1 스 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 얼굴 애
니메이션
주은정·안소민·이제희(서울 )

O1.6-2 가상환경에서의 실세계 물리  길이 비교
정철희·임창 ·이민근·이명원(수원 )

O1.6-3 군  시뮬 이션을 한 그래 기반 모션합성에
서의 충돌감지
성만규(ETRI)

O1.6-4 실시간 스 이 페인  시뮬 이션에 한 연구
김 석·박진아(ICU)

O1.6-5 업환경에서 Sketch-Box를 이용한 Sketch Anno-
tation 입력 기법 연구
신은주(숙명여 ),최윤철(연세 ),임순범(숙명여 )

O1.6-6 2D 가상 착의 시스템 : 컬러 상 분할과 직물 텍
스쳐 매핑
이은환·곽노윤(백석 )

6월 25일(월) 데이타베이스 I 오쯔탈

13:00-15:00   좌장 : 심규석 교수(서울 )  평가 원 : 유재수 교수(충북 )

O1.7-1 XML 스트림에 한 다  연속 XPath 질의의 공
유처리 기법
이 호·이원석(연세 )

O1.7-2 IPTV 서비스를 한 셋톱박스 기반 메타데이터 
리시스템

강순종·박종 ·강지훈(충남 )

O1.7-3 시간 제약을 고려한 IRNN 질의처리 알고리즘의 
설계  성능평가
김용기( 북 ),김상미( 우정보시스템),장재우

( 북 )

O1.7-4 분산환경에 질의 재구성 기반의 XQuery 질의 최
화

박종 ·최성일·강지훈(충남 )

O1.7-5 RIA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웹 검색

박차라·임태수(성결 ),이우기(인하 )

O1.7-6 다  무선 방송채 에서의 효과 인 모바일 트랜
잭션 처리 기법
정호련·박성욱·정성원(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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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6월25일(월)

6월 25일(월) 컴퓨터시스템 II 빌더카이 A

15:15-17:45   좌장 : 진 욱 교수(건국 )   평가 원 : 낭종호 교수(서강 )

O2.1-1 Hot Data 검출기를 이용한 응형 래시 환 
계층의 설계  구
윤 식(한양 ),주 도(강남 ),이동호(한양 )

O2.1-2 MPSoC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마스터-슬
이  구조의 멀티 로세서 운 체제

김하석·서민열·맹지찬·유민수(한양 )

O2.1-3 유비쿼터스 오토노믹 커뮤니티 컴퓨  시스템에
서의 추론모델 설계와 구
이은미·이병훈·김재훈·조 덕(아주 )

O2.1-4 웨어러블 컴퓨터를 한 력 리 미들웨어 성능 
측정
황선엽·원 암·유용덕·최훈(충남 )

O2.1-5 비휘발성 램을 활용하는 래시 메모리 일시스
템의 설계  구
도인환(홍익 ),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2.1-6 결함을 고려한 CAN기반 네트워크의 Utilization 
분석
이호진·박기진(아주 )

O2.1-7 IPSiNS: 낸드 래시 메모리 기반 장 장치를 
한 입출력 성능 시뮬 이션 도구
윤경훈·정호 ·박성민·심효기·차재 ·강수용(한

양 )

6월 25일(월) 컴퓨터시스템 III 빌더카이 B

15:15-17:45  좌장 : 서효  교수(가톨릭 )   평가 원 : 조진성 교수(경희 )

O2.2-1 UDI 서비스 랫폼 설계  개발
박상 ·민수 ( 자부품연구원),고재용(데이타

코러스)

O2.2-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퍼지 기반 사용자 심 미
들웨어
안효인·윤용익(숙명여 )

O2.2-3 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의 설계
이종민· 철승·이동희(서울시립 )

O2.2-4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에 합한 스택 안정화
된 나노 운 체제 커  개발
김재 (동명 ),이 용(ETRI),이동명(동명 )

O2.2-5 NAND 래시 메모리 일 시스템의 빠른 연산
을 한 설계  성능평가
진종원·이태훈·정기동(부산 )

O2.2-6 ELSoP: 리 스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용 력소모
분석 소 트웨어 로버 설계
신동석(경북 ),남 진( 구 ),서 화(경북 ),

이종열ㆍ김성률(임베디드소 트웨어연구센터)

O2.2-7 비압축 HD 비디오 송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타일드 디스 이의 결합
박종철·채종권·최기호·김종원(GIST),조진용·곽

재승(KISTI)

6월 25일(월) 정보통신 II 제펠트

15:15-18:05  좌장 : 박 철 교수(백석 )   평가 원 : 정원호 교수(덕성여 )

O2.3-1 P2P기반 VoIP 트래픽 분석  VoIP Detection 
System
김 진·권택근(충남 )

O2.3-2 센서 네트워크를 한 그리드 기반의 에 지 효율
인 라우  로토콜

정성 ·이동욱·김재훈(아주 )

O2.3-3 로그 시  멀티미디어 스트리  서비스를 
한 기 버퍼링 시간 결정 기법
서 덕(연세 ),정순흥(ETRI)

O2.3-4 이동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집단 라우  
알고리즘
조승철·김의 ·손기원·한선 (건국 )

O2.3-5 ZigBee 계층  라우 을 개선한 효율 인 트리기
반 라우  알고리즘
김연수(세종 ),이석(KIST),김형석(세종 )

O2.3-6 QoS 보장을 한 링크 상태 갱신 알고리즘
이진주·최범곤·최승 ·정민 (성균 ),박재형

( 남 )

O2.3-7 RFID 물류 시스템을 한 계층  클러스터 기반
의 라우  로토콜의 설계  구
이치 ·이신형·유 (고려 )

O2.3-8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한 임베디
드 네트워크 엔진
아미루자만·손성옥·노재춘(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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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월) 인공지능 II 세인트안톤

15:15-17:45  좌장 : 김인철 교수(경기 )  평가 원 : 노상욱 교수(가톨릭 )

O2.4-1 심 커뮤니티 추천을 한 분석질의를 지원하는 
지능형 시맨틱 블로그 모델링
양경아( 이테크),양재동·이마검( 북 )

O2.4-2 확장된 스 트리 커 을 이용한 온톨로지 표  
검출
손정우·박성배·김상수(경북 )

O2.4-3 온톨로지 디버깅을 한 MEXS 추출  장 기법
김제민·박 택(숭실 )

O2.4-4 Event 온톨로지 기반의 의미 정보 검색
한용진·박세 ·이 화(경북 ),김권양(경일 )

O2.4-5 다 센서  데이터의 귀납  분류
정용웅․노상욱(카톨릭)

O2.4-6 다  센서  데이터의 귀납  분류
정용욱·노상욱(가톨릭 )

O2.4-7 템 릿 기반의 CDA Entry Mapper 개발
윤지 ·김일곤(경북 )

6월 25일(월) 정보보호 인스불룩

15:15-18:05   좌장 : 이형효 교수(원 )  평가 원 : 서재  교수(목포 )

O2.5-1 무선 센서 & 액터 네트워크를 한 효율 인 키
리 로토콜

김완주·남길 ·이수진(국방 )

O2.5-2 다양한 취약  검 도구를 이용한 자동화된 네트
워크 취약  통합 분석 시스템 설계
윤 ·심원태(한국정보보호진흥원)

O2.5-3 무선랜 인증시스템 보호 로 일 개발
한 택·최희 ·정지훈(국가보안기술연구소)

O2.5-4 LiveDRM 환경에서 라이센스 발  시스템의 설계 
 구

김용필·손진곤(한국방송 )

O2.5-5 래시메모리 일시스템을 한 안 한 일 삭
제 기법
선경문·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2.5-6 내부자 감사를 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네
트워크 트래픽 포 식 시스템 설계
오형 ·장성민·안 태·원유헌(홍익 )

O2.5-7 퍼지서명볼트스킴을 이용한 인증 로토콜
문 이·김애 ·이상호(이화여 )

O2.5-8 암호화된 상에서의 2차원 상 필터링
채효철·R.S.라마크리시나( 주과학기술원)

6월 25일(월) HCI & 산교육 시스템 인탈

15:15-17:45  좌장 : 김경덕 교수( 덕 )   평가 원 : 정한민 박사(KISTI)

O2.6-1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한 청소 로  알고리즘
김승용·김태형(한양 )

O2.6-2 햅틱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가상 시공간 개발
유용희·성미 (인천 )

O2.6-3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가정환
경의 상황 응  인터페이스
송인지·조성배(연세 )

O2.6-4 Computing with Words기반 SMS로부터의 사용
자 감정 추론

임성수·조성배(연세 )

O2.6-5 실시간 장소 인식 시스템의 설계  구
오수진·남양희(이화여 )

O2.6-6 선인출 기반의 모바일 사
홍순정·문양세·김혜숙·김진호·정 (강원 )

O2.6-7 개인화 학습 공간을 한 동  컨트롤 배치 기법
한성재·이 석(한양 ),조정원(제주 ),최병욱

(한양 )

6월 25일(월) 데이타베이스 II 오쯔탈

15:15-17:25  좌장 : 이우기 교수(인하 )   평가 원 : 심규석 교수(서울 )

O2.7-1 세그먼트 기반의 XML 문서 필터링
권 호(서울 ),Praveen Rao·문 기(아리조나

주립 ),이석호(서울 )

O2.7-2 센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한 새로운 연산

자 정의
이승재·김창화·김상경(강릉 )

O2.7-3 지식 기반 추론 엔진을 이용한 자동화된 데이터베
이스 튜닝 시스템
강승석,이동주(서울 ),정옥란(Univ. of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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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서울 )

O2.7-4 내용 기반 멀티미디어 검색을 한 계층  비트맵 색인
박주 ·문주선·낭종호(서강 )

O2.7-5 래시 변환 계층에 한 TPC-C 벤치마크를 통한 
성능분석

박성환·장주연·서 주·박원주·박상원(한국외 )

O2.7-6 고차원 공간 데이터를 한 연속 범  질의의 효
율 인 처리
장수민·유재수(충북 )

◎ 6월 26일(화)

6월 26일(화) 언어공학 빌더카이 A

09:00-10:40  좌장 : 김평 박사(KISTI)   평가 원 : 박 로 교수( 남 )

O3.1-1 어 별 의성 해소 규칙을 이용한 혼합형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
박희근·안 민·서 훈(충북 )

O3.1-2 복합 커 을 사용한 한국어 종속 의 의존 계 분석
김상수·박성배·이상조(경북 )

O3.1-3 온톨로지 자동 구축을 한 개념/인스턴스 분류 
시스템 개발

배 ·임지희·옥철 (울산 ),최호섭(KISTI)

O3.1-4 SMS 변형된 문자열의 자동 오류 교정 시스템
강승식(국민 ),장두성(KT미래기술연구소)

O3.1-5 동  도우와 토크나이 를 이용한 -  음차표
기 역  자동 추출
김성국·나승훈(포항공 ), 김동일( 국연변과학

기술 ),이종 (포항공 )

6월 26일(화) 소 트웨어 공학 II 빌더카이 B 

09:00-10:20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 )  평가 원 : 최규식 교수(건양 )

O3.2-1 국방 도메인에서의 시험 로세스 개선을 한 국
방 시험 성숙도 모델
박 ·류호연·최호진·백종문(ICU),김진수

(ADD)

O3.2-2 정보시스템 감리 검항목을 활용한 로젝트 조
직성숙도 평가 모델의 설계
김윤석·조은애·백두권(고려 )

O3.2-3 Aspect-Oriented 소 트웨어 개발을 한 목표와 
시나리오 기반의 횡단 심사 식별  명세화 방법
김선화·김민성·박수용(서강 )

O3.2-4 정량  식스 시그마 로젝트 리를 한 임
워크  도구 개발
박 철·류호연·백종문(ICU)

6월 26일(화) 정보통신 III 제펠트 

09:00-12:10  좌장 : 서 덕 교수(연세 )   평가 원 : 김원 박사(NIDA)

O3.3-1 DONet-P: 사설망을 지원하는 스트리  오버 이 
네트워크 로토콜
이문수·한성민·박성용(서강 )

O3.3-2 홉 수에 기반한 센서 MAC 로토콜
김주완·문성훈·김훈·이상근(고려 )

O3.3-3 데이터 분배 서비스 시스템 설계
박충범·권기정·차다함·최훈(충남 )

O3.3-4 자율  커뮤니티 컴퓨  기반 유비쿼터스 시스템 
렛폼을 한 효과 인 모니터링 방법

권성 ·이동욱·김재훈·조 덕(아주 )

O3.3-5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MAC 로토콜에서 에 지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한 기법 연구
이동호·이승형·정 수( 운 )

O3.3-6 EPON에서 우선순  큐를 고려한 가 치 기반의 
차등 역폭 할당 방법
김 철·장용석·김민 ·김승호(경북 )

O3.3-7 동기식 이더넷에서 단일 임을 이용한 그랜드
마스터 선정  시간 동기 방법
강성환(경북 ),엄종훈·권용식(KT),이정원·김승

호(경북 )

O3.3-8 장분할 EPON에서 장 배정 방법
최용도·장용석(경북 ),류상률(청운 ),김승호

(경북 )

O3.3-9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패킷 버스 을 이용
한 혼잡 해결  성능향상 기법
김 덕·양연모·이동하(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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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10  좌장 : 유양우 교수(울산과학 )   평가 원 :     

O3.4-1 RACF를 이용한 능동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
김희민·윤경로·한선 (건국 )

O3.4-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를 
한 데이터 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여명호·이미숙·박종국·이석재·유재수(충북 )

O3.4-3 무선 링크계층 재 송을 용한 네트워크 응형 
송오류제어 선택 기법의 성능 분석

배정태·문성태·김종원( 주과학기술원)

O3.4-4 균일 양자화를 이용한 센서 데이터 압축 기법
이석재·여명호·조용 ·박 호·유재수(충북 )

O3.4-5 다 경로 네트워크에서 H.264 SVC에 기반한 비
디오 스트림 추출  송 기법

류은석·이정환·유 (고려 )

O3.4-6  오류를 고려한 802.11 무선 랜에서의 VoIP 
용량 분석
정낙천·안종석(동국 )

O3.4-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소모를 고려한 다
 경로 라우  알고리즘 연구

이성훈·이형근( 운 )

O3.4-8 WLAN에서의 송신단 기반 송률 응기법
이선헌·정 수( 운 )

O3.4-9 VANET에서의 이동 매개체의 속도 정보를 이용
한 기회  송 방법

덕(엠텔 텍),김효곤(고려 )

6월 26일(화) 컴퓨터비   패턴인식 세인트안톤 

09:00-12:10  좌장 : 오일석 교수( 북 )   평가 원 : 이 환 교수( 북 )

O3.5-1 비 상을 한 자동임계  선택  퍼지 상
향상 기법
이 분·조범 (조선 )

O3.5-2 MPEG-4 시스템을 이용한 다시  비디오의 시  
스 칭 방법 제안
박경석·정민석(경북 ),이 철(부천 ),김승호

(경북 )

O3.5-3 칼라 양자화 맵의 역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조명 
응  피부색 검출

배정태·박창범·이성환(고려 )

O3.5-4 Self Quotient Image를 이용한 TFT-LCD결함 검출
박운익·이규 ·김세윤·박길흠(경북 )

O3.5-5 텍스트 정보와 시각 정보를 이용한 결정 규칙 기
반의 웹 이미지 자동 주석
박주 ·최기석·낭종호(서강 )

O3.5-6 인식기 간의 상호정보를 이용한 인식기 선택 방법
강희 (한성 )

O3.5-7 동  베이스망(Dynamic Bayesian Network)을 이
용한 양손 제스쳐 인식
석흥일·신 기(부경 )

O3.5-8 클래스 분포 변화 탐지
심홍석·박정희(충남 )

O3.5-9 상향식 근 방법을 사용한 강인한 간  인식
김지훈·이택헌·김기응·김진형(KAIST)

6월 26일(화) 로그래  언어 빌더카이 A

11:00-12:00  좌장 : 안 선 교수(항공 )  평가 원 : 한경숙 교수(한국산기 )

O3.6-1 요약해석을 이용한 버퍼오버런 분석에서 루 의 
분석결과를 정교화 하는 방법
오학주·이 근(서울 )

O3.6-2 코드에 자유변수가 있는 다단계 로그램에서 자

유변수 없애기
어 ·이 근(서울 )

O3.6-3 심볼릭 링크 공격에 취약한 코드 검출 기법
주성용·조장우(동아 )

6월 26일(화) 바이오 정보기술 빌더카이 B

10:40-12:00  좌장 : 박근  박사(국립보건연구원)  평가 원 : 박기정 박사(스몰소 트)

O3.7-1 생물학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반 유 자 군집화 
단계에서의 최  군집개수 추정방법 탐구
백교훈·김재 ·신미 (경북 )

O3.7-2 임상문서표 규격내 검사실 용어의 LOINC 매핑
을 한 LMOF 처리 도구

도형호·김일곤·이성기·곽연식․송 ․이성

․ 정훈(경북 )

O3.7-3 생태계 모방형 시스템 랫폼의 설계  구
문주선·낭종호(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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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7-4 하이퍼네트워크 에서 본 문서에서의 단어간 
긴 성과 다양성의 칭성

김 식·박찬훈·장병탁(서울 )

◎ 6월 27일

6월 27일(수) 정보통신 V 제펠트

09:00-12:10  좌장 : 이상  교수(남서울 )  평가 원 : 정해덕 교수(한국성서 )

O4-1 VoIP 네트워크간 효율 인 상호 속을 한 
Infrastructure ENUM 구축방안
김동욱·한민규·홍진표(한국외 )

O4-2 무선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이동성 
기반 경로 정보 재사용 라우  로토콜
방용환·정훈민·김지욱(충남 )

O4-3 센서 네트워크를 한 치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 방안 설계  성능평가
한왕원·박홍재·김 만(국민 )

O4-4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수명의 최 화
를 한 토폴로지 기반의 라우  로토콜
홍난경·권기석·김호진·윤 수(KAIST)

O4-5 응용 계층 멀티캐스트에서 계층형 비디오의 안정
성을 한 효율 인 Shared Learning 기법

박종민·이승익·고양우·이동만(ICU)

O4-6 구간별 충돌 확률 측정에 기반한 IEEE 802.11e 
EDCA 성능 향상
엄진 ·안종석(동국 )

O4-7 이미지 센서네트워크 환경을 한 효율 인 상
정보 송 시스템
이상신·김재호·안일엽·김태 ·송민환·원 호(

자부품연구원),김 환(한국외 )

O4-8 모바일 애드혹 환경에서 빠른 경로 복구를 지원하
는 Publish/Subscribe 기법
문상철·고양우·이동만(ICU)

O4-9 H.264/AVC를 한 기 QP 결정 알고리즘
권순 ·이상헌·이동하(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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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일정  발표자 유의사항

1. 일정  장소

◎ 포스터 발표 (I)

 ▶ 일시 : 6월 25일(월) 18:00 - 19:30

 ▶ 장소 : 호텔티롤 지하2층 질 탈

  발표자료 게시는 15시에 완료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P1.1 HPC 6

P1.2 컴퓨터그래픽스 12

P1.3 데이타베이스 I 15

P1.4 소 트웨어 공학 I 10

P1.5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1

P1.6 산교육시스템 2

P1.7 정보보호 20

P1.8 정보통신 I 46

P1.9 컴퓨터비 패턴인식 I 10

P1.10 컴퓨터시스템 I 27

P1.11 컴퓨터 이론 6

합계 165편

◎ 포스터 발표 (II)

 ▶ 일시 : 6월 26일(화) 12:30 - 14:00

 ▶ 장소 : 호텔티롤 지하2층 질 탈

  발표자료 게시는 10시에 완료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P2.1 데이타베이스 II 16

P2.2 바이오정보기술 8

P2.3 소 트웨어 공학 II 11

P2.4 언어공학 10

P2.5 인공지능 29

P2.6 정보통신 II 48

P2.7 컴퓨터비 패턴인식II 9

P2.8 컴퓨터시스템 II 19

P2.9 로그래  언어 5

합계 155편

2. 발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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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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월 25일(월) 18:00 - 19:30, 호텔티롤 지하2층 질레탈

1 고성능컴퓨팅(HPC)

P1.1-1 계산 그리드를 한 고성능 작업 스 링 정책
조지훈·김 상(한양 ),이원주(두원공 ), 창호

(한양 )

P1.1-2 BSG 구조에서 압축을 이용한 로어 랜 기법
성 태·허성우(동아 )

P1.1-3 그리드 기반의 토목공학 하이 리드 원격 실험의 
리코딩  리 이 서비스
장선·이장호(홍익 )

P1.1-4 만성질환자를 한 실시간 원격 리  웹서비스

를 이용한 분산처리 기반 상태분석 시스템
이기호·박진형(고려 )

P1.1-5 분산 시뮬 이션을 한 DEVS 특성 기반 시뮬
이션 모델 분배 방법
강원석(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김기형(아

주 )

P1.1-6 효과 인 배선 집도 드리  배치
오은경·허성우(동아 )

2 컴퓨터 그래픽스

P1.2-1 임베디드 시스템용 OpenVG 참조 구
이상윤·이경희(ETRI),김성환·정지훈( 인원),최

병욱(한양 )

P1.2-2 역  국부 기하 특성을 반 한 메쉬분할
임정훈(충북 ),하종성(우석 ),유 희(충북 )

P1.2-3 선택  주의 기법을 통한 상의 기 효과 자동생성
윤종철·이인권(연세 )

P1.2-4 라인 드로잉을 이용한 직 인 캐릭터 포즈 편집
이원규·이인권(연세 )

P1.2-5 지역  유사도를 이용한 이미지 색상 정보 추출
손정우·박성배·김상수·김구진(경북 )

P1.2-6 평균값 좌표를 이용한 빠른 2차원 형상 변형
유 석·최정주·신 (아주 )

P1.2-7 H-Anim 기반의 3차원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어

김 신·이민근·이명원(수원 )

P1.2-8 상 디스타일화
이 ·이승용(포항공 )

P1.2-9 최 화된 매개변수를 용한 응  3차 회선 보
간 기법
박 ·유재욱·김만배·정인범·김윤(강원 )

P1.2-10 응  왜곡 거리 계산을 이용한  부화소 기반 
상 확
유재욱·박 ·김윤·김만배·정인범(강원 )

P1.2-11 명암비와 3차원 좌표를 이용한 3차원 기하도형 생성
신성식·권오 ( 북 ),송주환( 주 )

P1.2-12 DMB 데이터 콘텐츠를 한 MPEG-4 BIFS GUI 
로 일 설계  구

임 정(숙명여 ),최윤철(연세 ),임순범(숙명여 )

3 데이터베이스 I

P1.3-1 유효한 XML 환경에서의 효율 인 갱신 충돌  탐
지 기법
변창우·유일국·박석(서강 )

P1.3-2 시맨틱 웹 서비스를 한 FXDB 시스템 설계 기법 
연구
홍성용(사바나주립 ),진혜진(고려 )

P1.3-3 SVM과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 의미 계 자
동 추출 기법
정진우(한양 ),주 도(강남 ),이동호(한양 )

P1.3-4 RDF 데이터에 한 경로 질의 처리
김성완(삼육 )

P1.3-5 데이터 스트림에서 다  연속질의의 선택 조건에 
한 실행 순서 결정

윤은원·이원석(연세 )

P1.3-6 효율 인 질의 처리를 한 SQL3 질의의 정규화
권 윤·이기훈·황규 (KAIST)

P1.3-7 DVR 움직임 감지 데이터 검색 시스템의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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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이상호(한국산업기술 ),지목 (㈜세도)

P1.3-8 원 의 개량형 경보처리를 한 실시간 능동 데이
터베이스 기술 도입 분석
장귀숙·박희윤· 종룡(한국원자력연구원),김

국(충남 )

P1.3-9 데이터 스트림 도우 질의를 한 다 의 연속 
MJoin 연산자 공유 처리
이헌주·박석(서강 )

P1.3-10 메타데이터 정의를 통한 키 시스템의 데이터 재
사용 방안
박재휘·공기 ·명재석·이동주·이상구(서울 )

P1.3-11 일상생활 감지용 센서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설
계  구

이상민·장신열·조승호(강남 ),조석향(이화여 )

P1.3-12 분산 환경에서 통합 XQuery 질의 처리를 한 조
인과 통신비용에 한 연구
최성일·박종 ·강지훈(충남 )

P1.3-13 RDF와 SPARQL을 이용한 PC내 상 메타데이터 
장  검색

유 진·이병래(한국방송 )

P1.3-14 낸드 래시 메모리상에서 쓰기 패턴 변환을 이용
한 효율 인 B-트리 리
최해기·박동주(숭실 )

P1.3-15 휴 용 자제품 사용자의 취향조사를 한 설문 
시스템 설계에 한 연구
김충곤·백성욱(세종 )

4 소프트웨어 공학 I

P1.4-1 블랙 박스 테스  방법들간의 결함 검출 효율성에 
한 실험  비교

문 희· 성희·김성훈( 삼성 자) , 권용래

(KAIST)

P1.4-2 재공학을 한 원시 Software와 상 Software의 
동일성에 한 연구
김세종·이문근( 북 )

P1.4-3 요구사항 비용산출을 통한 정량 인 ERRC 산출 
방안
엄정용·김상수·인호(고려 )

P1.4-4 유즈 이스 분석을 통한 효율 인 서비스 모델링 
방법
신수미·류범종·신동구(KISTI)

P1.4-5 모델 슬라이싱을 이용한 UML 메타 모델의 모듈화
배정호·이 민·박진욱·채흥석(부산 )

P1.4-6 UPnP 구조에서 규칙 기반 응형 디바이스 컨트롤
박동훈·정우성(서울 ),김희천(한국방송 ),우치

수(서울 )

P1.4-7 Cost of Quality 모델을 이용한 국방 소 트웨어 
개발에서의 테스트 로세스 개선
박동후·류호연(ICU),김진수(ADD)

P1.4-8 동 워크 로우 모델링 시스템
한수 ·성태 ·김 훈·백수기(경기 )

P1.4-9 OWL-S 기반의 시맨틱 웹 서비스를 이용한 동  
소 트웨어 재구성
이재정·김진한·이병정(서울시립 )

P1.4-10 런타임을 고려한 소 트웨어 컴포 트 메트릭스
차석기·임정은·백두권(고려 )

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P1.5-1 E-Learning을 한 아바타 기반 Annotation 인터
페이스
김재경(연세 ),손원성(경인교 ),손의성(연세

),임순범(숙명여 ),최윤철(연세 )

P1.5-2 고객불만경험이력 통합을 통한 고객응 시스템 
구조
송재문·김진형(고려 )

P1.5-3 Stereo Video-See-Through 장치를 한 버튼형 인
터페이스
최 주·서용덕(서강 )

P1.5-4 DMB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유아 상 EDUTAIN-
MENT 어 리 이션 개발
공신(연세 ),김효용(한성 ),박태진·최윤철(연

세 )

P1.5-5 가상환경에서의 디자인 품평 업
부소 ·StefanBoehm·MiguelPortela·조 제(그

래픽스연구원)

P1.5-6 무선으로 연동된 동물의 뇌 신호를 온라인 게임에 
용하기 한 사운드 도우 설계

이 주·김용범·한승훈·허 ·랑이란·김은주·송

창근·신형철(한림 )

P1.5-7 한  지화 인식에 최 화된 데이터 러  시스템
민승기·오상 ·김교령·윤태 ·임 규·YunliLee 

·정기철(숭실 )

P1.5-8 인간과의 상호보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개
체 청소 로  구조
김기덕·김태형(한양 )

P1.5-9 멀티카메라 환경에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이벤트 인식
임수정·민 기·박한샘·조성배(연세 )

P1.5-10 MusicXML 자악보를 한 K-d 트리 구조 표
김택헌·양성 (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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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11 피치 추출을 통한 베이스 기타 학습 시스템
김 규(서경 ),소아람(인하 ),양태연(홍익 ),

김정훈(항공 )

6 전산교육 시스템

P1.6-1 실시간 화상 외국어 교육 랫폼 개발에 한 연구
최석규·진근하·홍경표(KT)

P1.6-2 이러닝과 모바일 러닝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요소에 한 연구
한 주·문남미(서울벤처정보 )

7 정보보호

P1.7-1 안 한 무선 인터넷을 한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사용한 신뢰된 티가 없는 쓰 시홀드 암호시스템
성순화(충남 )

P1.7-2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한 DRM 용 방법 설계
문진규(국방과학연구소)

P1.7-3 이미지 코드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인증
김 오·서종훈(연세 )

P1.7-4 VoIP 즌스 서비스에 용 가능한 XCAP 기반 
권한 리기법 설계
이태진·원용근·임채태·원유재(한국정보보호진

흥원)

P1.7-5 ESM에서 보안이벤트 분석기술에 한 연구
최 수·이용균(이 루시큐리티)

P1.7-6 메모리 감시를 이용한 허니팟 기반의 넷 역추
박찬호·강권학·권 찬(안철수연구소),장희진·김

철호(국방과학연구소)

P1.7-7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험 리를 한 험분
석  평가 방법연구
김성원·김휘 ·권 찬(안철수연구소),윤호상·김

철호(국방과학연구소)

P1.7-8 개방형 모바일 웹 서비스를 한 OpenID를 이용
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의 설계
배 ·김상욱(경북 )

P1.7-9 PKI 기반 보안운 체제의 권한 인증 설계 
이윤희·정창성(티에스온넷㈜)

P1.7-10 효과 인 의무 분리를 용한 역할 기반 근 제
어 모델의 설계

김원일·이창훈(건국 )

P1.7-11 멀티미디어 데이터 암호화를 한 경량화된 
MIKEY기반 암호 능력 상 메커니즘
윤석웅·김 만·원유재(한국정보보호진흥원)

P1.7-12 변형 GF(2m)을 이용한 컬러 상 암호화 알고리즘
이 옥·송병호·배상 (조선 )

P1.7-13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MP-SAR 로토콜을 
이용한 악의 인 노드 검출 기법
차 종·한인성·유황빈( 운 )

P1.7-14 VoIP 서비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근 통제  인
증시스템
양호경·차 종·한인성·유황빈( 운 )

P1.7-15 인증 서버를 통한 IPTV의 VOD 콘텐츠 보호 기법
홍석형·김 원·신용태(숭실 )

P1.7-16 MS 도우 시스템에서 실행 일의 효율 인 암
호화에 한 연구
최종천·조성제(단국 )

P1.7-17 개인정보시스템에서 근제어 모델 설계
박익수·조아앵·이경효·서재 ·오병균(목포 )

P1.7-18 확률 기반 보안 투자 수익율 모델을 한 방법론 
김도훈·김능회·인호(고려 )

P1.7-19 RFID/USN 미들웨어에서의 응용S/W 보안
양석환·이기열·정목동(부경 )

P1.7-20 고 벨 Obfuscation에서 자료구조 변환  제어
흐름 변환 비교
장혜 ·조병민·조성제(단국 )

8 정보통신 I

P1.8-1 mRMCP : 이동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그룹 통신 
서비스를 한 오버 이 멀티캐스트 기법
오 석·이지 ·박 규·임경식(경북 )

P1.8-2 RFID 망과 이동통신망의 연동 구조를 기반으로 
한 치기반서비스 모델 연구
엄정 ·우시남·안순신(고려 )

P1.8-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온라인 베이지안 
학습
이호석(호서 )

P1.8-4 모델체킹을 이용한 RFID 시스템 보안분석
김 석·오정 ·최진 (고려 )

P1.8-5 WIPI 기반의 OMA Client Provisioning Library 
설계  구
서상환(고려 )

P1.8-6 동  클러스터링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물
체 추  실패시 효율 인 복구기법
임 석·박명순(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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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7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정보 인식 모바일 웨어
러블 시스템 기반의 U-헬스캐어 서비스
고은정·이형직·이 우(ETRI)

P1.8-8 타스크 임워크를 제공하는 메시징 기반 선
형 임베디드 실시간 운 체제의 개발
차정윤·안순신(고려 )

P1.8-9 Web Service를 이용한 배 계통 애 리 이션의 
통합
정남 ·조선구·유인 ·김선익·고종민(한 력

연구원)

P1.8-10 실시간·양방향 New Automatic Meter Reading 
Infrastructure 구축방안 연구
고종민( 력연구원),진성일(충남 ),유인 ·정남

·김선익( 력연구원)

P1.8-11 등산객 조난 구조 시스템 설계  분석
이동은·이구연(강원 )

P1.8-12 의미사  활용을 한 EDI 리지의 구축
정용규(을지 )

P1.8-13 USN 체감형 게임 랫폼
이병화·김태 ·이우용·이원희·엄두섭(고려 )

P1.8-14 해양 센서네트워크를 한 음  수 통신모듈 
설계  구
구 형·남흥우·안순신(고려 )

P1.8-15 ZigBee 모듈을 이용한 휴 용 인슐린 펌 의 실시
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수용·김지홍·김용 ·임화석·오명근·홍윤식(인

천 )

P1.8-16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치와 장애물을 
고려한 러딩 방법
이 정·한규호·안순신(고려 )

P1.8-17 AMI-C 기반의 텔 매틱스 단말 미들웨어  서
비스 배포 메커니즘 설계  구
박용규(㈜ 아이티),김민 (충남 ),이종후·곽남

(㈜ 아이티)

P1.8-18 Gen2 로토콜 기반 RFID시스템에서의 다  리
더 리 모듈 설계
한수·신승호(인천 )

P1.8-19 클러스터링 기반의 무선 공유기에서 SSID Hiding
을 이용한 역폭 이용률 극 화
윤 효·김명원·곽후근·권희응·고 식·김유민·

정규식(숭실 )

P1.8-20 Using Anycast for Improving Peer-to-Peer 
Overlay Networks
Le Hai Dao·JongWon Kim(GIST)

P1.8-21 이기종 센서 노드 네트워크를 한 센서용 질의처
리 향상
김민규·김태형(한양 )

P1.8-22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센서 노드 설계  네
트워크 구
민형석·이상빈·안순신(고려 )

P1.8-23 휴 단말 장착용 듀얼모드 무선 센서 랫폼

박성진(세종 ),이석(KIST),김형석(세종 )

P1.8-24 Wireless Sensor Network를 이용한 원격 진료 시
스템의 설계  구
김원 ·조재 ·안순신(고려 )

P1.8-25 의도추론의 모호성 해결을 한 온톨로지 기반 상
황해석 구조의 설계  구
이승철·김치수·임재 (공주 )

P1.8-26 메타 규칙과 번역의 혼용을 통한 규칙엔진 기반 
OWL 추론 엔진의 성능 향상 방법
장민수·손주찬·조 조(ETRI)

P1.8-27 ENUM DNS 기반의 BcN 번호이동 시스템 구
에 한 연구
나종윤·송 호(한국인터넷진흥원)

P1.8-28 센서 네트워크에서 bloom filter를 이용한 데이터 
달 방법에 한 연구

김정식·장 ·임을규(한양 )

P1.8-29 VoIP Firewall/NAT Traversal 문제 해결을 한 
구조
최경호·강부 ·노인우·임을규(한양 )

P1.8-30 IEEE 802.16 에서 ACK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서
비스 로우 스 링 기법
이임성·이선헌·이승형·정 수( 운 )

P1.8-31 다  HTTP 연결의 응답시간 지연을 활용한 에
지 효율  력 약모드 스 링
정충일(여주 ),임인택·박창윤( 앙 )

P1.8-32 무선통신기반 온라인 게임을 한 네트워크 엔진 
연구개발
손성옥·아미루자만·노재춘(세종 )

P1.8-33 6LoWPAN을 이용한 기상 측 시스템 구   결
과 분석
정석·신유섭·유승화·노병희·김기형(아주 )

P1.8-34 MCoA 기반 P-MIPv6의 핸드오  성능 개선
조재호·조진성(경희 )

P1.8-3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NAC 용
이경규·이용우(서울시립 )

P1.8-36 모바일 그리드에서 모바일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결함 포용  자원 선택 알고리즘
최숙경·이종 (고려 ),정 식(한국방송 ),유헌

창(고려 )

P1.8-37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동  트리기반의 에 지 효
율 인 라우  알고리즘
박형순·김시 ( 오공 )

P1.8-38 무선 랜 환경에서 TCP Flow의 성능향상을 한 
MAC계층과 TCP계층의 연동기법
김재훈·정규민·정 수( 운 )

P1.8-3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JMX를 이용한 모니터링 
구조 설계
이효남·이병훈·김재훈·조 덕(아주 )

P1.8-40 802.11 로토콜에서 폴링 기반의 그룹화 메커니즘
오경식·안종석(동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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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41 모바일 멀티미디어 경매 시스템
안후 (숙명여 ),유기 (충북 )박 호(숙명여

),하선태(모두스타),김목련·송혜주(숙명여 )

P1.8-42 이동 센서 네트워크에서 송신출력 제어를 이용한 
치측정 방안

김훈· ·신승호(인천 )

P1.8-43 멀티미디어 일에 한 시맨틱 어노테이션에 
한 연구
황인문·유남 ·송길종·김원 (순천 )

P1.8-44 센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싱크를 지원하는 라우
 로토콜의  void grid를 해결하기 한 방안 

조지은·최종원(숙명여 )

P1.8-45 와이 로에서의 IPv6에 한 연구
안진섭·손주항·이효 ·김민택(ETRI)

P1.8-46 IP 카메라 기반의 실시간 웹캐스  시스템
강미연(아이캔텍),주 연(폴리픽스),이선주(덕성

여 ),김도완(아이캔텍),김재훈(폴리픽스),정원

호(덕성여 )

9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I

P1.9-1 비디오에서 문자 검출을 한 강인한 방법
Viet-Cuong Dinh· 승수·류한진·설상훈(고려 )

P1.9-2 숫자 인식에 기반한 자동차 번호  추출
이득용·오일석( 북 )

P1.9-3 OCR을 한 문서 상의 자동평가
윤병훈·하진 (강원 )

P1.9-4 선 추 과 템 릿 매칭을 이용한 악보 인식 시스템
이이삭·최나 ·김인 (한동 )

P1.9-5 동  확장 가능한 다  계층 신경망에 기반한 음
성 질의의 onset 검출 기법
한병 (고려 ),노승민(아주 ),황인 (고려 )

P1.9-6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지뢰인식 시스템
이도헌·신 숙(조선 )

P1.9-7 홍채인식을 한 홍채 역 분할 특징추출 방법
은인기·이 용(한국방송 )

P1.9-8 수용체를 사용한 새로운 잡  감소 기법
이호석(호서 )

P1.9-9 흉부 X선 상에서 폐 종류 음  검출필터
김응규·이도겸(한밭 )

P1.9-10 CAD 데이터를 이용한 PCB 패턴 시각검사 시스
템에 한 연구
박병 ·한 수(국민 )

10 컴퓨터 시스템

P1.10-1 상태머신 임워크를 지원하는 멀티쓰 드 기
반 센서 네트워크 운 체제의 설계
이승근·허신(한양 )

P1.10-2 능동형 클러스터 리 시스템의 메타모델 설계
이동훈·민덕기(건국 )

P1.10-3 KHIX : 확장  재구성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 
운 체제
백용규·조진성(경희 )

P1.10-4 로세스 상태, 배터리 특성, 응용 로그램 종류
를 고려한 동  력 리 시스템
김 ·박창 ( 남 )

P1.10-5 Self-prevention: 바람직하지 못한 시스템 상태를 
피하기 한 방  응형 커  서 시스템 리
김 필·유 (고려 )

P1.10-6 유비쿼터스 환경을 한 상황인지 미들웨어의 모
니터링 시스템 설계와 구
이정아·임성화·김재훈·조 덕(아주 )

P1.10-7 실행정보를 용한 최악실행시간 분석도구
문인철·박 희·양승민(숭실 )

P1.10-8 내장형 로세서를 한 동  분기 측기의 최
화 구성
김성은·이 림·유 (고려 )

P1.10-9 웹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수  네트워크 일시
스템 임워크

김도형·박 희·양승민(숭실 )

P1.10-10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복합 결함 허용 기법
국 진·홍지만(숭실 )

P1.10-11 차등화 서비스를 한 리 스 커  스 러 설계 
 구

김다 ·송진석·이민석(한성 )

P1.10-12 P2P 환경에서 피어간 안정 인 컨텐츠 분배 지원 
미들웨어 서비스
송은혜·허신 ·김지 ·김윤희(숙명여 )

P1.10-13 낸드 래시 메모리 기반 멀티미디어 일 시스템
에서의 효율 인 페이지 할당  회수 기법
한 ·김성조( 앙 )

P1.10-14 네트워크 스토리지 상에서의 데이터 복구를 한 
스냅샷 개발
석진선·김선태·노재춘(세종 ),박성순( 루시스)

P1.10-15 일수 의 캐시기능을 통한 래시 일 시스템
의 성능 향상 기법
이 희·서민열·맹지찬·유민수(한양 )

P1.10-16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도 과 과제
유시환·유 (고려 )

P1.10-17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는 Log-Structured File 
System의 설계  구
강양욱(홍익 ),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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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18 유비쿼터스 데이터 통합 리를 한 동  명세 도
구개발
박상 ·민수 ( 자부품연구원),주 태(한국외

)

P1.10-19 KM-평 화: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벨 
기반 소거 횟수 평 화 기법
김도윤·박상원(한국외 )

P1.10-20 순환 참조 특성을 기반한 선반입 성능의 개선
이효정·도인환·노삼 (홍익 )

P1.10-21 컨테이  기반의 가상머신 시스템에서  메모리 자
원 아이솔 이션을 한 동  메모리 사용량 측정 
기법
김효진·노삼 (홍익 )

P1.10-22 웹 서비스 기반의 분산 의료 데이터 리
김지 ·김윤희(숙명여 ),윤찬 (ICU)

P1.10-23 3G-324M 환경에서 화상 임 정보에 기반한 다
비율 통신 스 링 기법

이호철·윤 ·박성용(서강 )

P1.10-24 그리드 환경에서 고장 감내를 한 효율 인 오버
이 네트워크 복구 기법

구 우·윤석호·홍 식(동국 )

P1.10-25 동치성 검사를 한 모텔 체킹의 용
안 정·송 호·최진 (고려 )

P1.10-26 시뮬 이션 데이터 공유  재 실험을 한 Glyco- 
MGrid시스템
김동 ·정갑주·이종 ·최 진·정선호(건국 ),

황선태(국민 )

P1.10-27 TMO-eCos 기반의 실시간 이족로  제어 임
워크에 한 연구
박정화·이보은·김정국(한국외 )

11 컴퓨터 이론

P1.11-1 퍼지 신경망을 이용한 공간 분류 시스템의 설계 
 구

안찬민·박상호·박태수·이주홍(인하 )

P1.11-2 비 선  역을 갖는 실시간 태스크에서 소비 
력을 고려한 태스크 스 링
이정환·김명 (충북 )

P1.11-3 안 한 센서 네트워크를 한 스트림 암호의 비교
와 구
나형 (서울 ),이문규(인하 ),박근수(서울 )

P1.11-4 gcd 연산을 이용한 조합 소수 검사 알고리즘의 분
석  최 화
서동우·조호성·박희진(한양 )

P1.11-5 O-tree 표 법을 이용한 개선된 로어 랜 알고
리즘
박재민·허성우(동아 )

P1.11-6 수도쿠 풀이를 한 새로운 SAT 인코딩
박 길·최진 (고려 )

◎ 6월 26일(화) 12:30 - 14:00, 호텔티롤 지하2층 질레탈

1 데이터베이스 II

P2.1-1 RFID 스트림 데이터를 한 효율 인 비즈니스 
이벤트 검출
노진석(충북 ),복경수(KAIST),유재수(충북 )

P2.1-2 계층  캐슁 기법을 이용한 용량 웹 검색 엔진
의 구
임성채(동덕여 )

P2.1-3 MFIU : NAND 래시 메모리상에 B+트리를 
한 효율 인 색인 버퍼 리 기법
주동수(한양 ),주 도(강남 ),이동호(한양 )

P2.1-4 모바일 환경에서의 도서  검색시스템 설계  구
김민정·이 숙·장민경·윤용익(숙명여 )

P2.1-5 그리드 기반의 하이 리드 토목 공학 실험에서의 
데이터 모델링
김동욱·이장호(홍익 )

P2.1-6 교육통계정보를 한 웹기반 OLAP시스템의 구축
이기 ·박재민·강성국(한국교육개발원),황수찬

(한국항공 )

P2.1-7 포토톡: 사용자 선호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랭
킹 시스템의 구
박알음·이진수·최송아·박 호(숙명여 )

P2.1-8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환경의 동  서비스 검색을 
한 지스트리 구성 요소 설계

임형 ·오일진·황윤 ·이규철(충남 )

P2.1-9 효율 인 Nearest Surrounder 질의 처리 방법
최정임·정재화·김종완·임석진·강상원·정순 (고

려 )

P2.1-10 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다  버  기반의 동시성 
제어 기법의 성능 평가
오주형·김재명·나갑주·이상원(성균 )

P2.1-11 멀티코어 로세서에서의 트리 기반 인덱스 성능 
실험 평가
김경화·심 호(숙명여 ),이익훈(㈜ 람트)

P2.1-12 휴 형 DMB 단말 환경에서의 시나리오 기반 데
이터 방송 부가콘텐츠 제작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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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김경록·문남미(서울벤처정보 )

P2.1-13 Jena2 기반의 효율 인 OWL Ontology 리를 
한 장 모델
신희 (고려 ),정동원(군산 ),김진형·백두권

(고려 )

P2.1-14 기 모터를 이용한 지반 굴착에서의 지반 데이터 
분석 로그램 개발
김민재·김형범·조성제(단국 ),유재근(아이티엠

개발)

P2.1-15 이동 객체의 패턴 탐사를 한 시공간 데이터 일
반화 기법
고 ·김 종·이연식(군산 )

P2.1-16 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온톨로지 생성을 
한 변환 규칙에 한 연구
XuNi·정혜경·배우정·안동언·이용석( 북 )

2 바이오정보기술

P2.2-1 벡터 매트릭스의 계산과 용
이호석(호서 )

P2.2-2 뉴런의 스 이크 응답 모델과 코딩
이호석(호서 )

P2.2-3 단백질 서열과 텍스트 정보 기반 오토마타 종 분
류기
박 형(다이퀘스트),이 정·양지훈·김선호(서강 )

P2.2-4 DNA 커 이 양한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한 온
도 조  디자인
노 균·김청택·장병탁(서울 )

P2.2-5 검사실 정보 교류를 한 임상문서표 규격의 용
송 ·김일곤·이성 ·도형호· 정훈(IHIS연구소)

P2.2-6 생물학  서열들에서 빈발한 연속 서열 패턴 마이닝
강태호·유재수(충북 )

P2.2-7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산 바이오 데이터 
통합화
류병걸·신동규(세종 )

P2.2-8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이용한 microRNA의 목
표 유 자 측  조  메커니즘 분별
이민수·남진우·장병탁(서울 )

3 소프트웨어 공학 II

P2.3-1 Record-Playback 기술 기반의 GUI 테스트 이스 
자동 생성
이정규·김 수·국승학·조 완(충남 )

P2.3-2 SOA 기반의 국가 R&D 정보시스템 설계  구
김명일·류범종(KISTI)

P2.3-3 역할 기반 워크 로우 조직 리 시스템 설계
김태욱·박민재·원재강·김 훈(경기 )

P2.3-4 테스트 로세스 심사 방법 개선 방안
이은표(서울여 ),김진수(국방과학연구소),김정

아( 동 ),이병걸(서울여 )

P2.3-5 소 트웨어 정  분석의 가시  표  모델
송승화·김윤 ·장천 (건국 )

P2.3-6 로  시스템을 통한 목표와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 
방법 연구
허상민·박수진·박수용(서강 )

P2.3-7 임베디드SW 개발을 한 제품계열 개발방법론의 
비교  평가
채종진·윤희병(국방 )

P2.3-8 임베디드 소 트웨어 설계 모델에서 비정상  행
 한 상태 이 패턴의 용

오기 ·김상순·홍장의(충북 )

P2.3-9 독립 으로 개발된 바이 리 컴포 트들의 조립
을 지원하는 컴포 트 모델
임윤선·김명(이화여 ),정안모(리버넥스)

P2.3-10 코드와 모델의 일 성을 한 코드 장소
오동은·김경민·김태웅·김태공(인제 )

P2.3-11 자가 응형 소 트웨어를 한 아키텍처 기반 소
트웨어 진단 기법

김규래·김동선·박수용(서강 )

4 언어공학

P2.4-1 동의어와 유의어 개념에 기반 한 키워드 추출기의 
설계  구
박은석·박 진·이상곤( 주 )

P2.4-2 한국 수화 아바타를 한 수화 사 의 개선 방법
오 ·박 ·변증남(KAIST)

P2.4-3 XML 기술과 스트링 매칭 기법을 이용한 구조 기
반 정보 검색 알고리즘
한기덕·권 철(부산 )

P2.4-4 세종 계획 말뭉치를 이용한 품사 태거의 성능 개선
김형 ·임동희·강승식(국민 ),은지 ·장두성

(KT미래기술연구소)

P2.4-5 WordNet과 텍스트 코퍼스에 기반한 의미 계를 
활용한 웹 텍스트 조사 기법
이호석(호서 ),김 택(서울 )

P2.4-6 단어들을 한 새로운 메트릭 공간 : 코퍼스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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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호서 ),김 택(서울 )

P2.4-7 U-WIN을 이용한 의미 유사도 측정과 활용
임지희·배 (울산 ),최호섭(KISTI),옥철 (울

산 )

P2.4-8 화형 홈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김 정·은지 ·손단 ·장두성(KT)

P2.4-9 문장 길이가 한  통계기반 기계번역에 미치는 
향 분석
조희 ·서형원·김재훈(한국해양 )

P2.4-10 계층  정보유형과 문맥정보를 사용한 항공여행
화시스템에서의 약정보 추출

김세종·나승훈·이종 (포항공 )

5 인공지능

P2.5-1 베이지안 통계 추론
이호석(호서 )

P2.5-2 지역 기반 분류기의 앙상블 학습
최성하(LG 자)

P2.5-3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화 기법을 용한 추천 서비스
김룡(우송 ),강지헌(충남 ),주원균(KISTI),김

국(충남 )

P2.5-4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자의 신호도를 반 한 베이
지안 네트워크 기반 추천 시스템
박문희·조성배(연세 )

P2.5-5 유비쿼터스 환경을 한 온톨로지기반 상황인지 
시스템
권순 ·박 택(숭실 )

P2.5-6 동  수신호 인식을 한 복합형 신경망 모델
이조셉·박진희·김호 (한동 )

P2.5-7 OntoFrame®의 추론 시스템 개선
김평·이승우·성원경(KISTI)

P2.5-8 기업 온톨로지 구축을 한 AHP기법 기반의 시
스템 우선 순 선정 방법
최병진·김진형(고려 )

P2.5-9 감독 지식을 융합하는 강화 학습 기법들에 한 
비교 연구
김성완·장형수(서강 )

P2.5-10 FSM 기반의 자율 에이 트를 이용한 시뮬 이션 
시스템의 설계  구
김동 ·김 령·우종우(국민 )

P2.5-11 CRM 한 효율 인 주소 정제 시스템 개발
박규진·송원문·김은주·김명원(숭실 )

P2.5-12 마르코  결정 로세스의 상  계산 복잡도 척도
이승 ·장병탁(서울 )

P2.5-13 비동기 웹 서비스 기반 계산 시스템의 구
박재훈·박여삼·유재규·정 식·한성국(원 )

P2.5-14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차 시뮬 이션
김태 ·손민우·신동규·신동일(세종 )

P2.5-15 웹 로  에이 트의 하이퍼링크 분석기법을  이용
한 음란메일 차단 시스템의 구
이승만·정희석·한상·송우석·이도한·홍지 ·반

의환·양 (정보통신윤리 원회)

P2.5-16 분산된 데이터마이닝을 한 임워크의 설계 
 구

PrakashKadel·최호진(ICU)

P2.5-17 온톨로지를 용한 지능형 서비스 에이 트
김제민·박 택(숭실 )

P2.5-18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의미 기반 검색을 한 유
사성 측정
조미 ·최창·김 구(조선 )

P2.5-19 강화학습을 이용한 부정  연 성 피드백
손기 ·이재안·이상조(경북 )

P2.5-20 온톨로지 추론을 통한 메타데이터 기반 개인 미디
어 검색
서은석·박 택(숭실 )

P2.5-21 802.11 무선 신호 학습 기법을 이용한 실내 치 
인식 시스템의 구
박세진·김민구(아주 )

P2.5-22 모바일 기기의 근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GPS 손실 
복구 알고리즘
민 기·조성배(연세 )

P2.5-23 개념간 유사성을 이용한 이미지 자동분류
황 수·이홍렬·김 구(조선 )

P2.5-24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온톨로지 기반 지식 평가 
기법
이건수·김민구(아주 )

P2.5-25 RBM 선행학습을 이용한 개선 MLP 학습에 한 
연구
김태훈·이일병(연세 )

P2.5-26 성능 향상을 한 제약 만족에 의한 지식베이스 
재사용

우석(한국성서 )

P2.5-27 사용자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가 치를 부여한 스
팸 메일 필터링
한아성·김 ·조근식(인하 )

P2.5-28 감성요인을 사용한 BDI 에이 트 모델의 환경
응력 확장에 한 연구
유상 (건국 ),장 철(경민 ),이창훈(건국 )

P2.5-29 주기  패턴 을 장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찾는 진화 알고리즘
김권일·장병탁(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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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 II

P2.6-1 고속 이동 환경 기반 모바일 그리드에서 응  
작업 처리 기법
조인석·이 원·박지수(고려 ),정 식(한국방송

),유헌창(고려 )

P2.6-2 다양한 OS환경(사용자 PC)에서의 IPv6 / IPv6 
DNS 설정  동작 분석
김진석·서유화·이기 ·신용태(숭실 )

P2.6-3 P2P 기반의 유비쿼터스 동 상서비스에 한 연구
정창덕·김상용·심 동(고려 )

P2.6-4 첩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통합 자원
리 방안
김권택·신충용·조진성(경희 )

P2.6-5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Context 처리를 한 패턴 
수집 모델의 설계와 구
이 ·김성조( 앙 )

P2.6-6 휴 용 멀티미디어 단말을 한 컨텐츠 메타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설계  구
박원익·이 동·김 국(충남 )

P2.6-7 감성용어  패턴을 이용한 감성기반 분산 문서분
류시스템
김명규·인주호·채수환(한국항공 )

P2.6-8 디바이스 투명성을 지원하는 AV 멀티 재생 시스
템 개발
박지윤·김상욱(경북 )

P2.6-9 RTI 통신을 이용한 개인환경기반 자동문서 분산
처리 기술
인주호·김명규·채수환(한국항공 )

P2.6-10 RDF 온톨로지로 구성한 Tapestry상의 Range 
Query
한종욱·한동윤(부산 ),유 호(신라 ),김경석

(부산 )

P2.6-11 통신서비스 비수용의 향요인에 한 연구
김문구·박종 ·지경용(ETRI)

P2.6-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병합을 한 다  
경로 라우  기법
손형서(한양 ),김 균(안산1 학),이원주(두원

공 ), 창호(한양 )

P2.6-13 효과 인 자원공유를 한 WebDAV의 확장과 그 
응용
안건태(포항산업과학연구원),정혜 (울산산업진

흥테크노 크)

P2.6-14 Service Convergence Gateway 엔진을 이용한 홈 
멀티미디어 통합 시스템
박윤정·민덕기(건국 )

P2.6-15 무선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MAC Layer 멀티
캐스트에 한 성능 분석
송유덕·성우경·김보성·장주욱(서강 )

P2.6-16 Surrogate를 이용한 계층  구조의 u-LifeCare 시

스템 설계
박상하·조진성(경희 )

P2.6-17 웹데  기반의 업 시스템을 한 Jabber 로토
콜의 확장
이홍창·박진호·신원 ·이명 (울산 )

P2.6-18 동  Content 배포를 한 모바일 RSS 시스템
심기택·정종일·신동일·신동규(세종 ),유수인·

윤정희·오 목(한국정보사회진흥원)

P2.6-19 클립보드 이미지 송을 한 VNC 서버와 클라
이언트의 확장
이태호·김정 ·이홍창·이명 (울산 )

P2.6-20 자상거래에서 개인  성향을 고려한 신뢰성 
리구조 개발
홍성 ·구태완( 한상공회의소),정연진·이성룡·

이 모(한림 )

P2.6-21 U-Healthcare 서비스를 한 홈게이트웨이 표
안 모델 연구
유진근·서 (한국산업기술 )

P2.6-22 유비쿼터스 도시정보융합 시스템을 한 리소스 
로커에 한 연구

김태 ·이용우(서울시립 )

P2.6-23 국내 력산업환경에서의 력부가서비스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양원철·김재희·김상수(한 KDN)

P2.6-24 센서 네트워크의 에 지 균형을 고려한 분산 컴퓨
 모델

김종화·최종무(단국 )

P2.6-25 CoSlide 업 시스템을 한 일정 리 도구 설계
박진호·신원 ·김성훈·이명 (울산 )

P2.6-26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치 인식 시스템에서 이동
성을 고려한 비콘 주기에 한 실험 연구
김종 ·정 수( 운 )

P2.6-27 MAEMS : 멀티 에이 트 기반 응  의료 시스템 
모델링
노선택·이근상·문석재·엄 ·정계동·최 근(

운 )

P2.6-28 크리켓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심의 동 상 서비
스 설계  구
이운기·장충수·변종길·민덕기(건국 )

P2.6-29 H.264에서의 시·공간  상 성을 고려한 이진 모
드 선택

성훈·김성민(부산 ),김기완(육군3사 학교),

정기동(부산 )

P2.6-30 실내 환경에서 RF Navigator를 이용한 자동 주행 
시스템
유재 ·신 ·서정택·김상윤·박찬 (한림 )

P2.6-31 RFID 시스템에서 개선된 충돌 추  방식을 이용
한 태그 인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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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신재동·김성권( 앙 )

P2.6-32 Passive Monitoring 기반의 P2P 트래픽 탐지  
QoS 제어기법 
김희 ·한민규·성백동·홍진표(한국외 )

P2.6-33 이동 에이 트의 응  이주 경로 기법 설계
김 종·고 ·이연식(군산 )

P2.6-34 시그 처 해싱에 기반한 고성능 침입방지 시스템
왕정석·권희웅·정윤재·곽후근·정규식(숭실 )

P2.6-35 USN 환경에서 Agilla를 이용한 Building fire 
tracking 설계
김성훈·박진호·박양수·이명 (울산 )

P2.6-36 로버스 기반의 그리드 테스트베드를 한 통합 
자원 리
김주 ·임채원·이용우(서울시립 )

P2.6-37 고성능 Queue 리를 한 NDRR 알고리즘
김지훈·민경주·권택근(충남 )

P2.6-38 WebService 방식을 이용한 mobile RFID Network 
Service Composition
김 ·한민규·홍진표(한국외 )

P2.6-39 TCP의 동  응 임워크
황재 ·김세원·유 (고려 )

P2.6-40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 응용 벨에서 에 지 소모 
계획 모델을 한 연구
조용만·이승재·김창화·김상경·강태원(강릉 )

P2.6-41 H.264에서 표 픽셀을 이용한 빠른 4x4 인트라 

모드 결정
이탁기·김성민(부산 ),김기완(육군 3사 ),정기

동(부산 )

P2.6-42 링크 정보를 활용한 확장된 웹 검색 방법론
김승(서울 ),임태수(성결 ),이우기(인하 ),강

석호(서울 )

P2.6-4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서비스 통합을 한 SCG 
엔진과 ESB 용에 한 연구
정덕원·민덕기(건국 )

P2.6-4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속하고 신뢰 인 긴
정보 송 기법에 한 연구
이한선·정 수( 운 )

P2.6-45 모바일그리드 환경에서 성능 측 기반의 작업 스
링 기법

송성진·진성호·정 용(고려 ),정 식(한국방송

),유헌창(고려 )

P2.6-46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 인 센서 배치 문제의 새
로운 근 방향
이철기·이승학·윤 수(KAIST)

P2.6-47 모바일 단말기 기반에서 H.264/AVC 디코더의 디
블록킹 필터(De-Blocking Filter) 구  방안
김송주·김 곤·유철 ·장옥배( 북 )

P2.6-48 가변블록에서의 움직임 특성을 이용한 부화소 단
 고속 움직임 측 방법

김 곤·김송주·유철 ·장옥배( 북 )

7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II

P2.7-1 상분석을 이용한 생분해성 용기의 결함검출시
스템
김성진·이석룡(한국외 )

P2.7-2 공간 인 정보 기반의 디지털 필름 스크래치 복원
김경태·고은정·김은이(건국 )

P2.7-3 특이  가 치 기반 PLSA를 이용한 객체 범주화
송 철·최 남( 앙 )

P2.7-4 사람의 움직임 추 에 의한 다  카메라의 네트워
크 상 추론
남윤 ·류정훈·조용원(아주 ),최유주(서울벤처

정보 ),조 덕(아주 )

P2.7-5 카메라 외부변수구법을 통한 다 카메라의 3차원 
치 분석

서동욱·조강 (울산 )

P2.7-6 움직이는 카메라에 의한 변화하는 환경하의 강인
한 배경 획득  유동체 검출
김태호·조강 (울산 )

P2.7-7 비  기반 청소로  시스템에 합한 로 의 이동 
추  방법
정문석·윤비에탕·이 배·최호철·백성욱(세종 )

P2.7-8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을 한 규칙 기반  확
률  근 방법
고재형·최창규(경북 ),조정 ( 남이공 학),김

승호(경북 )

P2.7-9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을 통한 긴  상황 시나
리오 해석
김 환(삼성 자),김민 ·최창규·김승호(경북 )

8 컴퓨터시스템 II

P2.8-1 TMO 커  상에서의 표  인터페이스  ORT의 
설계와 구
우창 ·김정국(한국외 )

P2.8-2 TMO-eCos 기반 클럭 동기화 설계  2족 보행 로
 제어 응용

오용석·김정국·이승연(한국외 )

P2.8-3 래시 메모리 기반 일 시스템에서 병합동작을 
이용한 조각 모음 기법

철승·이동희(서울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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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4 이 라이닝을 이용한 이산 웨이블렛 변환하드
웨어 설계  구
김석·이강(한동 )

P2.8-5 재난구조 로 을 한 목  주도의 정황인지 미들
웨어
신연균·이동 ·인호(고려 )

P2.8-6 계층  POI 정보 가시화를 한 GVP 개발
박용진·김흠·한원희·서세 ·송은하·한성국·정

식(원 )

P2.8-7 콘솔게임 운 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멀티
이 활성화 방안
송민숙·임우 ·김철(KT)

P2.8-8 YAFFS를 한 일 연산 최 화 기법
이태훈·박송화·정기동(부산 )

P2.8-9 Process의 특성을 반 한 Experiential Scheduler
오만석(홍익 )

P2.8-10 멀티 코어 시스템에서 멀티 포트 기가비트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성능 분석
진 욱·이상헌·이기 ·윤연지(건국 )

P2.8-11 하이 리드 오토마타 기반 실시간 시스템의 모니
터링 기법
심재환·김진 ·최진 (고려 )

P2.8-12 TMO기반의 실시간 다  상  원격 모니터링 시
스템의 구
정학·정갑주(건국 )

P2.8-13 NAND 래시 일 시스템을 한 응 인 가
비지 컬 션 기법
이상기·이태훈·정기동(부산 )

P2.8-14 항공 우주 e-Science에서의 실험 비교 환경
조정 ·홍미 ·조혜경·김윤희(숙명여 ),김종암

(서울 ),조 원(KISTI)

P2.8-15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 심 방법의 
설계
이태훈·정갑주·김성 (건국 )

P2.8-16 WLAN 력제어를 통한 력 객체기반 모바일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계

·최민석·남 진( 구 )

P2.8-17 NAND 래시 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demand paging 비용 분석
이 호·임성수(국민 )

P2.8-18 측정 기반 시스템 수 의 력 소모 분석
홍 ·김제웅·임성수(국민 )

P2.8-19 SCADE를 이용한 리 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송 호·심재환·안 정·최진 (고려 )

9 프로그래밍 언어

P2.9-1 스패로우: 소스 코드 분석기
오학주·정 범·진민식·김덕환·황의권·박 ·

이희종·공순호·이 근(서울 )

P2.9-2 SSA Form의 효율  용
두리단·김기택·김재민·유원희(인하 )

P2.9-3 C언어 기반 로그램의 메모리 수 검출기법

배기곤·이숙희·권용래(KAIST)

P2.9-4 다단계 로그램을 한 타입 기반의 실행흐름 분석
진민식·이 근(서울 )

P2.9-5 자바 Ahead-of-Time 컴 일러와 해석기 간의 호
출 오버헤드 평가
김익 ·정동헌·오형석·문수묵(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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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P2.8-15

이태훈 P2.8-8

이한선 P2.6-44

이헌주 P1.3-9

이 정 P1.8-16

이 정 P2.2-3

이 주 P1.5-6

이 P1.2-8

이 호 O1.7-1

이호석 O1.3-1

이호석 P1.8-3

이호석 P1.9-8

이호석 P2.2-1

이호석 P2.2-2

이호석 P2.4-5

이호석 P2.4-6

이호석 P2.5-1

이호진 O2.1-6

이홍창 P2.6-17

이효남 P1.8-39

이효정 P1.10-20

인주호 P2.6-9

임성수 O2.6-4

임성채 P2.1-2

임수정 P1.5-9

임 석 P1.8-6

임윤선 P2.3-9

임정훈 P1.2-2

임지희 P2.4-7

임 덕 O1.3-5

임 정 P1.2-12

임형 P2.1-8

장귀숙 P1.3-8

장민수 P1.8-26

장  선 P1.1-3

장수민 O2.7-6

장웅진 O1.2-1

장혜 P1.7-20

성훈 P2.6-29

덕 O3.4-9

P2.8-16

정남 P1.8-10

정남 P1.8-9

정덕원 P2.6-43

정문석 P2.7-7

정  석 P1.8-33

정성 O2.3-2

정용규 P1.8-12

정우진 O1.5-6

정진우 P1.3-3

정철희 O1.6-2

정충일 P1.8-31

정  학 P2.8-12

정한라 O1.3-4

조미 P2.5-18

조승철 O2.3-4

조용만 P2.6-40

조인석 P2.6-1

조재호 P1.8-34

조정 P2.8-14

조지은 P1.8-44

조지훈 P1.1-1

조희 P2.4-9

주동수 P2.1-3

주성용 O3.6-3

주은정 O1.6-1

지동 O1.4-3

진민식 P2.9-4

진종원 O2.2-5

진 욱 P2.8-10

차석기 P1.4-10

차정윤 P1.8-8

차 종 P1.7-13

채종진 P2.3-7

채효철 O2.5-8

최경호 P1.8-29

최규식 O1.5-2

최기석 O3.5-5

최 수 P1.7-5

최병진 P2.5-8

최석규 P1.6-1

최성일 P1.3-12

최숙경 P1.8-36

최승진 P2.6-31

최 주 P1.5-3

최용도 O3.3-8

최정임 P2.1-9

최정훈 O1.1-4

최종천 P1.7-16

최해기 P1.3-14

라카쉬 P2.5-16

한 택 O2.5-3

한 주 P1.6-2

한기덕 P2.4-3

한병 P1.9-5

한성민 O3.3-1

한성재 O2.6-7

한  수 P1.8-18

한수 P1.4-8

한아성 P2.5-27

한왕원 O4-3

한용진 O2.4-4

한우람 O1.3-2

한종욱 P2.6-10

한 P1.10-13

허상민 P2.3-6

우석 P2.5-26

홍난경 O4-4

홍 P2.8-18

홍석형 P1.7-15

홍성용 P1.3-2

홍성 P2.6-20

화지민 O1.5-1

황 수 P2.5-23

황선엽 O2.1-4

황재 P2.6-39

Amiruzzama

O2.3-8

LeHaiDao 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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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참가등록 안내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22일 - 6월 18일          ◈ 현장등록 : 6월 25일 - 27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동일) 비회원

사전등록 50,000 100,000 150,000

현장등록 70,000 120,000 170,000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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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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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튜토리얼 참가비 

 - 튜토리얼은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무료 수강 가능합니다.

 - 튜토리얼 자료집(유인물)은 강좌별 강연시간에 따라 2,000원(1시간)/3,000원(2시간)/4,000원(3시간)이

며, 사전등록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집 수록 내역 

 - Poster 발표논문은 B,C,D권으로 나눠 분야별로 게재합니다.

A 권 Oral 발표논문(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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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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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권 정보통신·정보보호

◎ 연구회행사 참가비

구분 행사명
등록 
구분

KCC2007 등록시 KCC 2007 미등록시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S1 GPU워크샵
사전 10,000 20,000 30,000 20,000 20,000 30,000 50,000 30,000

현장 20,000 30,000 40,000 30,000 30,000 40,000 60,000 40,000

S2.1
ILVB-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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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모바일그래픽
스/UI 강연회

사전 10,000 20,000 30,000 20,000 20,000 30,000 50,000 30,000

현장 20,000 30,000 40,000 30,000 30,000 40,000 60,000 40,000

S3.1
커뮤니티컴퓨
팅 워크샵

사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현장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S3.2
정보통신연구

회 특강

사전 무료

현장 무료

 

 기타안내

 논문집 구입비(현장등록) : 권당 10,000원(단, 동일 논문집 복수 구입 불가) 

           * 잔여 인쇄본에 한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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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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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최/휴게실 안내

 회의 안내

1. 제3차 이사회

   6월 26일(화) 오전 11:30 - , 호텔티롤 2층 칠봉

2. 학회지편집위원회

   6월 26일(화) 오후 2:00 - , 호텔티롤 1층 인스블룩

3. 논문지편집위원회 (제2차)

   6월 26일(화) 오후 12:00 - , 호텔티롤 2층 알베르그스투벤

4. 영문논문지 창간 추진위원회 (제5차)

   6월 26일(화) 오후 3:00 - , 호텔티롤 1층 세인트안톤

5. 컴퓨터시스템연구회 운영위원회

   6월 25일(월) 오후 6:00 - 7:00, 호텔티롤 1층 빌더카이저A 

6.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총회

   6월 25일(월) 오후 6:00 - 6:30, 호텔티롤 지하1층 인탈

7.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운영위원회

   6월 25일(월) 오후 7:00 - 8:00, 호텔티롤 지하1층 인탈 

8. 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운영위원회

   6월 26일(화) 오후 12:00 - 12:30, 호텔티롤 지하1층 오쯔탈

 휴게실 등 안내

1. 등록장소 : 호텔티롤 1층 로비

2. 진행본부 : 호텔티롤 1층 에델바이스

3. 임원휴게실 : 호텔티롤 1층 아켄제

4. 참가자 중식장소 : 만선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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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박

교통  숙박

▣ 행사장소

주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무주리조트 호텔티롤

전화 : 063 + 322 + 9000

▣ 교통안내

1. 여행사 정기노선(서울 ↔ 무주리조트)

* 소요시간 : 3시간 30분

여행사명 구분 출발시간 출발장소 전화번호

경기/대원고

속관광

서울

09 : 00 을지로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출구) 한화빌딩 주차장 앞 
02)

575-7710

2201-7710

09 : 30 반포 7호선 반포역 (6번출구) 뉴마트 1층 

09 : 50 잠실 2호선 잠실역 (4번출구) 롯데마트 앞 

무주 15 : 00 웰컴센터

2. 자가 운전

 서울

경부고속도로 → 회덕 분기점(부산방향) → 대전터널 → 무주, 판암방향 → 대진고속도로 → 무주IC통과후 좌회전 → 

적상면 삼거리에서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총연장 : 206km, 소요

시간 : 2시간 30분)

※ 호남고속도로 탔을 경우 : 유성지나서 서대전에서 남부순환도로 → 대진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탔을 경우 : 동군산IC → 전주방향 → 전주IC에서 호남고속도로 → 서대전IC에서 남부순환도로 

→ 대진고속도로

 
남대전IC → 대진고속도로 → 무주IC 통과후 좌회전 → 적상면 삼거리에서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목터

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총연장 : 63.5km, 소요시간 : 50분) 

 구미, 김천

경부고속도로 → 김천IC → 거창방면 3번국도 → 대덕면 두번째 삼거리에서 우회전 → 라제통문에서 좌회전 (총연장 

: 99.1km, 소요시간 : 1시간 20분)

 주

26번국도 → 진안 → 30번국도 → 안천 → 적상면삼거리 우회전 → 우회전후 사산 삼거리 좌회전 → 무주리조트 (총

연장 : 90km, 소요시간 : 1시간 10분)

 부산, 마산

남해고속도로 → 진주 분기점 → 대진고속도로 → 덕유산IC 통과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 우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부산 : 222km, 소요시간 : 2시간 40분, 마산 : 177.3km, 소요시간 : 2시간)

 구(지리산)

88고속도로(화원TG) → 거창TG통과후 우회전 → 창동교를 지나 주상면방면 → 주상삼거리에서 고제면방면 → 무주

방면으로 직진 → 신풍령고개를 지나 리조트삼거리에서 좌회전 → 무주리조트

(총연장 : 105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 남원, 순창

88고속도로 → 함양분기점 → 대진고속도로 → 덕유산IC 통과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 우회전 → 치목터널 → 구천

동터널 → 무주리조트 (총연장 : 182km, 소요시간 : 2시간 10분) 

※ 일부국도 이용시 : 88고속도로 → 남장수IC 통과 → 19번 국도로 장수경유 → 대진 고속도로 장수IC(대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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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행 하 행

무 주 설 천 리조트 리조트 설 천 무 주

5:00 5:20 6:00 9:30 9:55 10:15

8:00 8:20 8:45 13:00 13:25 13:45

10:30 10:50 11:15 15:30 15:55 16:15

14:00 14:20 14:45 18:20 18:45 19:05

16:30 16:50 17:15 20:30 20:55 21:15

19:20 괴목리경유 22:30 22:55 23:15

→ 덕유산IC통과 후 좌회전 

 울산, 포항, 경주

경부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88고속도로 → 함양분기점(대전방향) → 대진고속도로 → 덕유산IC통과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에서 우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울산 : 264.0km, 소요시간 : 3시간 30분, 경주 : 236.5km, 소요시간 : 3시간) 

 익산, 정읍, 논산(내장산)

호남고속도로 → 서대전에서 남부순환도로 → 대진고속도로 → 무주IC 

(익산 소요시간 : 2시간 20분, 정읍 소요시간 : 2시간 30분) 

3. 셔틀버스

* 무주 ↔ 리조트

 - 무주 운행 시 단지 內 탑승장소는 만선하우스, 설천하우스, 웰컴센터 왼쪽(설천하우스방향)입니다.

 - 무주 하행 차량은 설천방향 이용 고객 없을 시 괴목리로 운행합니다.

 상행 탑승장소

- 무 주 : 무주 할인마트 앞, 시장사거리, 반딧불 주유소 앞, 군민회관, 산림조합 앞.

          (군민회관 앞은 출,퇴근 이외에는 경유하지 않음)

- 설 천 : 사거리, 미락식당 앞, 신촌, 재궁.

 하행 탑승장소

- 만선하우스, 카니발 상가(LEE매장 앞), 티롤사거리, 설천하우스, 웰컴센터 옆(설천하우스 방향)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연 또는 결행 될 수 있사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0-7196, 7113)  

* 구천동 ↔ 리조트

상 행 하 행

구천동 리조트 리조트 구천동

5:40 5:55 9:30 9:45

8:00 8:15 11:00 11:15

8:30 8:45 13:00 13:15

10:00 10:15 14:00 14:15

11:30 11:45 15:30 15:45

13:30 13:45 17:00 17:15

14:30 14:45 18:20 18:35

16:00 16:15 19:00 19:15

17:30 17:45 20:30 20:45

18:40 18:55 22:30 22:45

19:20 19:35

20:45 21:00

■ 상행 탑승장소

- 관리공단 아래 주차장, 삼공리(창신상회 앞), 보안리(화신상회 앞), 배방리(오수처리장 입구 버스탑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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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운수회사 요금(편도) 소요시간

서울 서초동(남부터미널)

02-521-8550

금남고속 02)582-0888
12,100 2시간 30분

전북고속 02)536-8617

대전 용전동(동부터미널)

042-624-4451

(무주터미널) 042-322-2245

전북고속 042)622-7291 3,800 50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063-272-0109

전북고속 063)270-1741 7,000 2시간10분

전북고속 063)270-1741 7,000 1시간40분

전북고속 063)270-1741 7,000 2시간30분

광주 (버스터미널)

063-360-8114
전북고속 062)364-2360 12,600 3시간10분

대구(북부터미널)

053-357-1851

진안고속 053)354-7333
11,600 3시간30분

대한고속 053)351-0080

영동 (영동터미널)

043-744-1700
2,400 40분

성림택시 063-324-8000

무주군 개인택시 지부 063-322-3249

무주택시 063-322-5861/ 063-324-1452

구천동택시 063-322-9887/ 063-322-2767/ 063-322-5582

무주콜택시 063-322-9949/ 063-324-9990/ 063-322-2436/63-322-7707

모범운전자회 063-324-3020

■ 하행 탑승장소

- 만선하우스, 카니발 상가(LEE매장 앞), 티롤사거리, 설천하우스, 웰컴센터 옆(설천하우스 방향)

*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연 또는 결행 될 수 있사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0-7196, 7113)  

 

4. 시외버스

* 무주읍(공영터미널 도착)

  

* 무주리조트입구(배방삼거리 정차) 

출발지 운수회사 요금(편도) 소요시간

서울 서초동(남부터미널)

02-521-8550
전북고속 02)536-8617 14,600 3시간30분

대전 용전동(동부터미널)

042-624-4451
전북고속 042)622-7291 6,800 1시간10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063-272-0109
전북고속 063)270-1741 10,000 2시간15분

무주 (공영터미널)

063-322-2245
전북고속 063)322-2585 3,000 30분

* 도착 전 아래의 택시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예약과 사용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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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4km 영동역 27km 무주군(2시간 40분 소요)

부산 239km 영동역 무주군(3시간 10분 소요)

대구 88km 무주군(2시간 소요)

5. 기차노선  

* 기차역

역명 위치 소요거리 전화번호 비고

경부선 영동역 충북 영동군 영동읍 27km 043-743-7788 영동 ↔ 무주군

경부선 대전역 대전시 64km 042-253-9844 대전 ↔ 영동

서울역 ⇒ 영동역

(새마을호 2시간 4분 소요)

영동역 ⇒ 무주군

(버스편 30분거리)

부산역 ⇒ 영동역

(새말을호 3시간 10분 소요)

영동역 ⇒ 무주군

(버스편 30분거리)

* 무주군(버스터미널) ~ 무주리조트까지 소요시간

  택시(자가용) : 20분 / 셔틀버스(시외버스) : 50분(설천면경유)

▣ 숙박안내

장소 구분 정상요금 학회요금 비고

가족호텔(콘도)

실버(19평형) 240,000 70,000 2~4인

골드(28평형) 350,000 90,000 4~6인

로얄(39평형) 430,000 115,000 8인

호텔티롤
디럭스 302,500 95,000 2인

트윈/프리미어 338,800 115,000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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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주변 숙박시설

(무주) 하나콘도 063-322-7116, 011-9554-0927 무주리조트 입구 위치

무주 스위트콘도 063-322-0653, 017-653-7503 무주리조트 내 위치

OK콘도
무주리조트입구 위치, 2006년 신축, 스키, 보드 대여 및 렌탈, 강습 전문.
063-322-2213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87-5

라이프펜션
무주 구천동 위치 펜션, 무주리조트 인근, 객실 및 부대시설 소개, 예약안내.
011-433-6418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738-1

화이트 모텔/펜션 011-463-3861  홈페이지 : www.mujupension.co.kr

그랜드(스키)타운 063-322-4234~4235,-011-405-5688 

준스키타운 063)322-0696~7, 011-9412-3582 홈페이지 : http://www.junski.co.kr

스키와 보드콘도
무주리조트 입구 위치, 콘도, 스키샵, 강습, 숙박예약.
063-322-8558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579번지

반딧불이 펜션
무주리조트 인근 목조펜션, 구천계곡, 워크샵, 가족모임, 스키, 스노보드.
017-257-0022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8-1번지

하늘땅 펜션
무주리조트 인근위치, 분리형, 통나무, 펜션뒤 덕유산, 계곡
063-322-6660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21번지

월드하우스 063-322-2904

월드파크 063-322-3732

로얄파크 063-322-5688

그린파크 모텔 063-322-0787

장계콘도 063-322-3472

반딧불 펜션
무주호수에 위치한 펜션.
063-324-4122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318-20

반디로펜션
무주리조트 인근 목조 복층구조 펜션, 스키렌탈, 식사, 강습 서비스 제공.
011-9975-1611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327-1

무주토피아
무주리조트 인근 펜션, 주변관광지 소개, 예약 안내, 바베큐 가능.
011-1726-0223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46-21

무주전통참숯가마
용포리 위치 펜션, 찜질방, 식당 이용 가능, 단체예약 가능.
063-322-021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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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부 시설

▣ 오락거리

 사우나 & POOL

영업시간 : 09~17:00 문의전화 : 063)320-7894/6

위치 : 가족호텔 세솔동

요금 : 일반 어른-9,000원, 어린이-7,000원 / 회원 어른-7,000원 어린이-5,000원

수영복대여료-2,000원

 관광곤도라

관광곤도라 이용시간 : 월~목 10:00~16:00 / 금 10:00~16:30 / 토 09:30~16:30 / 일 09:30~16:00

요금 : 어른 왕복-11,000원 * KCC 2007 참가자 할인요금적용 - 8,000원

▣ 먹을거리

 칠봉 (호텔티롤 2층)

한식당, 9,000~45,000원, 36석, 봉사료 부가세 별도

 알베르그스투벤 (호텔티롤 2층)

부페식당(조식/석식), 15,000~32,000원, 200석, 봉사료 부가세 별도

 바&라운지 (호텔티롤 2층)

봄 향기 가득 담은 각종 건강차와 생과일 및 야채주스 각종 맥주와 Cocktail, 필리핀 피아니스트와 여성싱어  

영업시간 : 11:00~23:00  안내전화 : 063)320-7572 

 티롤커피숍 (호텔티롤2층)

맛으로 즐겁고 가격으로 더욱더 즐거운 커피숍  

영업시간 : 07:00~22:00 안내전화 : 063)320~7570-1  

조식뷔페 : 07:00~10:30(매주 일요일) Brunch : 10:30~14:00(매주 일요일)

▣ 쇼핑거리

 GS25(편의점)

위치 : 가족호텔 개나리동 영업시간 : 06:00~02:00 구내번호 : 7744  

  

 하나로마트(수퍼마켓)

위치 : 카니발상가 영업시간 : 08:00~24:00 구내번호 : 6930  

 

▣ 의무실

위치 : 호텔티롤과 만선하우스 사이(만선하우스 끝편) 영업시간 : 의무실 (09:00~18:00)

문의전화 : 063-320-7330 ※ 매주 월, 화요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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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음식

 예촌본가  * KCC 2007 참가자 식사 10% 할인(단, 고기류 제외)

주   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11-2

전   화 : (063)322-5665  HP 017-407-4832

가격정보 : 한우고기류-29,000 안창살-25,000 꽃등심-29,000 왕생갈비-25,000 양념갈비-25,000 

육회/육사시미-40,000 항정살-9,000 흙돼지삼겹살-8,000 돼지갈비-8,000

예촌정식-20,000 불고기산채정식-15,000 더덕정식-15,000 버섯전골-10,000 돌솥비빔밥-8,000

산채비빔밥/갈비탕/청국장/김치찌개-7,000 된장찌개/콩나물해장국/우거지해장국-6,000 냉면-5,000

 로그하우스

주   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558번지

전   화 : (063)322-4554 HP 011-658-7500

가격정보 : 삼겹살 바비큐-20,000 오리훈제바베큐-25,000  불고기버섯전골(중)-25,000 (대)35,000 

돈까스안주/숯불소세지구이-18,000 해물파전/오뎅탕/노가리-13,000 오징어&땅콩/마른안주-12,000 

치즈인 스테이크/두부김치-15,000 황도-10,000 시골된장지개/육개장/잔치국수-6,000  

 향  적  

주    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551-4

전    화 : (063)322-6957 HP 011-406-6956

가격정보 : 등 심/꽃 살-25,000 안창살-20,000 버섯전골/버섯생불고기/도토리묵-10,000

항정살/돼지왕갈비-9,000 생삼겹살/파전-8,000 김치,된장찌개/뚝배기불고기-6,000

 산나물비빔밥/사골갈비탕-7,000

 고구려

주    소 : 전라북도 무주군 실천면 심곡리 551-9

전    화 : (063)322-9333 HP 017-634-0025

가격정보 : 한우생등심/한우차돌박이/한우갈비살-23000 한우양념갈비-19000 육사시미(대/소)-40000,30000

 육 회-30000 항정살-8000 돼지한마리/청국장,한방갈비탕-7000 대패삼겹/돌솥비빔밥/산채비빔밥

-6000 매운갈비찜,양푼갈비(대/중)-30000,24000 고구려정식-13000 산더덕구이정식/불고기정식

-10000 토속된장찌개/가정식백반-6000 콩나물/올갱이/북어해장국/냉면-5000 

버섯전골(대/소)-35000,25000 김치전골-7000 토종백숙,닭도리탕(예약)-35000 계란찜-3000 

오가명작-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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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한식

전화번호 : 063-322-1380

메뉴, 가격 : 산채정식, 쏘가리매운탕, 메기매운탕, 흙돼지삼겹살 

찾아오는 길 : 심곡리 551번지

 명가

전화번호 : 063-322-0909 

메뉴, 가격 : 흑돼지 참나무장작구이, 흑돼지김치전골 

찾아오는 길 : 삼공리 309-0번지 무주리조트 입구(오른쪽)에서 직진->800m 직진 구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

치

 백련가든

전화번호 : 063-322-1425

메뉴, 가격 : 한방오리구이 (6천), 돼지갈비 

찾아오는 길 : 삼공리 365번지 무주리조트 설천면 쪽

 별미가든

전화번호 : 063-322-3123

메뉴, 가격 :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찾아오는 길 : 삼공리 713번지

 선아식당

전화번호 : 063-322-3190

메뉴, 가격 :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찾아오는 길 : 삼공리 723번지

 송어양식장

전화번호 : 063-322-3121

메뉴, 가격 : 송어회 

찾아오는 길 : 삼공리 산900번지 등산로

 영화식당

전화번호 : 063-324-7700

메뉴, 가격 : 산나물비빔밥, 한정식 

찾아오는 길 :  소천리 904번지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전주음식미가

전화번호 : 063-322-4993 

메뉴, 가격 :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찾아오는 길 : 삼공리 418-19번지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전주한국관 

전화번호 : 063-322-3162

메뉴, 가격 : 한정식, 산채정식 

찾아오는 길 : 삼공리 418-19번지 서울 > 무주방면 > 무주구천동방향진입 > 덕유산 국립공원안

 제일회관

전화번호 : 063-322-1178

메뉴, 가격 : 산채정식, 더덕구이정식 

찾아오는 길 : 삼공리 418-20번지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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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행사장 평면도

▣ 행사장(호텔티롤) 1층 -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빌더카이저(A,B), 제펠트, 인스불룩, 세인트안톤

▣ 행사장(호텔티롤) 지하 1층 - 스투바이탈, 인탈, 오쯔탈

▣ 행사장(호텔티롤) 지하 1층 - 질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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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무주리조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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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