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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컴퓨터-인터넷-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KCC 2008)에 여러분을 초 합니다. 

이번 학술 회는 기술 융합의 시 를 맞이하여 ‘IT 기술의 창조적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IT 기술이 다양한 산업 기술 분야와 융합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삼성전자 이호수 부사장의 기조 연설, 이화여  이인

화 교수의 초청 강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문기 원장의 연회 연설 등 국내 저명 인사들

의 유익하고 알찬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커뮤니티컴

퓨팅 워크샵 등 분과연구회의 전문적인 기술 워크샵이 함께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컴퓨

터교육의 활성화, 컴퓨터 분야에서의 공학인증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시 의 IT 이슈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을 다루는 패널이 준비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연구 개발의 현황과 최신 학문을 접하고, 회

원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6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08(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

◈     회    장 최 양 희 (한국정보과학회장)

◈ 조 직 원 장 박    석 (서 강 학 교)

◈ 로그램 원장 김 지 인 (건 국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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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원 장 김지인 교수(건국 )

 ■ 부 원장 박수용 교수(서강 )

임순범(숙명여 )

신병석 교수(인하 )

장병탁 교수(서울 )

용환승 교수(이화여 )

한정  교수(고려 )

 ■     원 김  명 교수(이화여 )

김인철 교수(경기 )

김정  교수(고려 )

낭종호 교수(서강 )

서재  교수(목포 )

신 기 교수(부경 )

신용태 교수(숭실 )

옥철  교수(울산 )

이병정 교수(서울시립 )

정창성 교수(고려 )

조환규 교수(부산 ) 

차재  교수(한양 ) 

최진  교수(고려

 ■ 심사 원 강동  교수(부산 ) 

강수용 교수(한양 ) 

강승식 교수(국민 )  

강신재 교수( 구 ) 

강유훈 박사(NHN) 

강 규 교수(건국 )  

강 철 교수( 앙 ) 

고  교수(동아 ) 

고진  교수(순천 ) 

권 희 교수(경기 ) 

권태경 교수(서울 )  

권 철 교수(부산 ) 

김경석 교수(부산 ) 

김경환 교수(서강 ) 

김권양 교수(경일 ) 

김기응 교수(KAIST)  

김기천 교수(건국 ) 

김남규 박사(KT)  

김 원 교수( 앙 ) 

김 진 교수(포항공 ) 

김덕  교수(성공회 )

김동규 교수(한양 ), 

김동균 교수(경북 ), 

김동호 교수(숭실 ),

김명주 교수(서울여 ),

김민구 교수(아주 ) 

김민수 교수(목포 ) 

김병호 교수(경성 ) 

김상욱 교수(한양 ) 

김수형 교수( 남 )  

김수환 교수(부산외 ) 

김 길 박사(ETRI) 

김 용 교수(연세 )  

김 한 교수(숭실 ) 

김용민 교수( 남 ) 

김유섭 교수(한림 ) 

김응모 교수(성균 ) 

김재훈 교수(아주 ) 

김정기 박사(ETRI) 

김종율 교수(동서 ) 

김태  교수(서울시립 ) 

김태환 교수(서울 ) 

김한일 교수(제주 ) 

김 곤 교수(목포 ) 

김형신 교수(충남 ) 

김호원 교수(부산 ) 

나동열 교수(연세 ) 

나연묵 교수(단국 ) 

김 호 교수(동의 )  

김진덕 교수(동의 ) 

김진수 교수(KAIST) 

김진형 교수(KAIST)

나 채 교수(세종 ) 

노삼  교수(홍익 )

노상욱 교수(가톨릭 ) 

노정규 교수(서경 )  

도경구 교수(한양 ) 

류 희 교수(충북 ) 

류제철 교수(충남 ) 

문 식 교수(한양 ) 

박근덕 교수(호서 ) 

박상  교수(연세 ) 

박성배 교수(경북 )

박성순 교수(안양 ) 

박성용 교수(서강 ) 

박성우 교수(포항공 )  

박 태 교수(경희 ) 

박 택 교수(숭실 ) 

박재화 교수( 앙 ) 

박정흠 교수(가톨릭 )  

박정희 교수(충남 )

박종승 교수(인천 )

조   직

대  회  장

최양희 교수(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원 장 박  석 교수(서강 )

 ■ 부 원장 석정  교수(연세 )            차 환 교수(상지 )  

 ■     원 고 웅 교수(한림 )

고진  교수(순천 ) 

권기  교수(삼척 ) 

김성호 교수(상지 ) 

김수홍 교수(상명 )

김  윤 교수(강원 ) 

김진호 교수(강원 )

문양세 교수(강원 )

이규웅 교수(상지 )

이재기 교수(동아 )

정  교수(강원 )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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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심사 원

 
박종철 교수(KAIST)

박주  교수(고려 )

박   교수(홍익 )

박찬익 교수(포항공 )

박 로 교수( 남 )

박 석 교수(이화여 )

박 주 교수(한밭 ) 

박혜  교수(경북 )  

반효경 교수(이화여 ) 

배유석 교수(한국산업기술 )

백상헌 교수(고려 ) 

서 화 교수(경북 )  

서 훈 교수(충북 ) 

서진석 교수(동의 ) 

서효  교수(가톨릭 )  

소선섭 교수(공주 ) 

손진  교수(한양 ) 

송민석 교수(인하 ) 

신수용 교수(서울 )  

신승철 교수(한국기술교 )

신 숙 교수(조선 ) 

신우창 교수(서경 ) 

심 섭 교수(성신여 ) 

심규석 교수(서울 ) 

심 호 교수(숙명여 ) 

안 선 교수(경북 ) 

안동언 교수( 북 ) 

안상  교수(서울시립 )  

안의재 박사(SA Technology) 

안 선 교수(한국항공 ) 

안희갑 교수(포항공 )  

양웅연 박사(ETRI) 

양정진 교수(가톨릭 ) 

양지훈 교수(서강 ) 

양태천 교수(경성 )

염익  교수(KAIST)   

홍진 교수(아주 ) 

오일석 교수( 북 )  

오재원 교수(가톨릭 ) 

원유집 교수(한양 ) 

규범 교수(아주 ) 

유민수 교수(한양 )  

유재우 교수(숭실 ) 

윤성로 교수(고려 )  

윤용익 교수(숙명여 ) 

은성배 교수(한남 ) 

이  강 교수(한동 )  

이  건 박사(ETRI) 

이경  교수(부경 )  

이공주 교수(충남 ) 

이규웅 교수(상지 )

이근배 교수(포항공 ) 

이도훈 교수(부산 ) 

이동훈 교수(고려 ) 

이동희 교수(서울시립 ) 

이문규 교수(인하 )

이미  박사(ETRI) 

이미정 교수(이화여 ) 

이민석 교수(한성 ) 

이민수 교수(서울 )  

이민수 교수(이화여 ) 

이상곤 교수( 주 ) 

이상구 교수(서울 )  

이상근 교수(고려 ) 

이상돈 교수(목포 ) 

이상정 교수(순천향 ) 

이상훈 교수(연세 ) 

이석룡 교수(한국외 ) 

이성환 교수(고려 ) 

이승형 교수( 운 )  

이우기 교수(인하 ) 

이욱세 교수(한양 ) 

이원  교수(고려 ) 

이은  교수(동덕여 ) 

이은주 교수(경북 ) 

이인권 교수(연세 ) 

이재성 교수(충북 ) 

이재원 교수(성신여 ) 

이재하 교수(고려 ) 

이재호 교수(서울시립 ) 

이재훈 교수(동국 )  

이정욱 교수(건국 ) 

이종원 교수(서울시립 )

이주홍 교수(인하 ) 

이지형 교수(성균 ) 

이창건 교수(서울 ) 

이창우 교수(군산 ) 

이춘화 교수(한양 ) 

이한구 교수(건국 ) 

이  교수( 운 )

이 아 교수( 오공 ) 

이형근 교수( 운 ) 

이형효 교수(원 ) 

이호석 교수(호서 )

이홍로 교수(군산 ) 

임성수 교수(국민 )

임은진 교수(국민 ) 

임인성 교수(서강 ) 

임지  교수(한국성서 ) 

임형석 교수( 남 )  

장병탁 교수(서울 ) 

장 민 교수(국민 )

장용석 박사(삼성 자) 

경구 교수(인천 ) 

용희 교수( 구카톨릭 ) 

종훈 교수(명지 )

정기동 교수(부산 ) 

정기철 교수(숭실 ) 

정석원 교수(목포 ) 

정성우 교수(고려 )  

정성호 교수(한국외 ) 

정성환 교수(창원 ) 

정창성 교수(고려 )  

정한민 박사(KISTI) 

조동식 박사(ETRI) 

조성배 교수(연세 ) 

조 덕 교수(아주)  

조은선 교수(충남 ) 

조진성 교수(경희 ) 

조행래 교수( 남 ) 

조환규 교수(부산 )  

진 욱 교수(건국 ) 

차정원 교수(창원 ) 

창병모 교수(숙명여 )   

채진석 교수(인천 ) 

최  린 교수(고려 ) 

최승진 교수(포항공 ) 

최용석 교수(한양 ) 

최용훈 교수( 운 ) 

최유주 교수(서울벤쳐정보 학원 ) 

최재  교수(숭실 ) 

최정주 교수(아주 ) 

최종무 교수(단국 ) 

최종원 교수(숙명여 ) 

최 민 교수(한양 ) 

최호섭 박사(KISTI) 

추 승 교수(성균 ) 

하은용 교수(안양 ) 

하재철 교수(호서 학) 

하진  교수(강원 ) 

한경숙 교수(인하 ) 

한동수 교수(ICU) 

허  신 교수(한양 ) 

허의남 교수(경희 )  

홍기융 박사(시큐 ) 

홍진표 교수(한국기술교 ) 

홍충선 교수(경희 ) 

황규백 교수(숭실 ) 

황규백 교수(숭실 ) 

황도삼 교수( 남 )

황수찬 교수(한국항공 ) 

황 섭 교수(선문 ) 

황재인 박사(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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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월) 호텔 스키하우스

시간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몬드 I 다이아몬드 II
에머랄
드

루비 I 루비 II 토파즈 I 토파즈 II 토파즈 III 실내체육관

12:00

12:40
T1.1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 프로토 
타이핑을 위한

아키텍쳐 
시뮬레이션 
기법 -

이재진 교수
(서울 )

T1.2
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분산파일 

시스템 기술- 
김진수 교수
(KAIST)/

이태웅 박사
(NHN)

T1.3 
컴퓨터 과학과 
게임이론 - 
공은배 교수
(충남 )

13:00

O1.1
데이타
베이스 I

O1.2
정보통신 

I

O1.3
컴퓨터
시스템 I

O1.4
소프트웨
어공학 I

O1.5
컴퓨터
이론 

O1.6
정보보호

 

O1.7
프로그래
밍 언어

O1.8
인간과 컴
퓨터 상호

작용

13:20

13:40

14:00

14:20

14:40 휴식

15:00 포스터게시

15:30 O2.1
정보통
신 II

O2.2
정보통신 

III

O2.3
컴퓨터
시스템 II

O2.4
컴퓨터비
젼 및 패턴
인식 I

O2.5
인공지
능I

15:40

T2.1
무선네트워크

에서의 
네트워크 코딩
의 활용 -
박준상 교수
(홍익 )

T2.2
진화알고리즘
의 이해와 
응용 -

안창욱 교수
(성균관 )

16:00

16:20

16:40 휴식 휴식

17:00

17:20

17:40

18:00

P1
Poster

18:30

18:40

19:00

19:20

KCC 2008 로그램일람표

◕ 6월 30일 (월)

☞ 등록장소 : 호텔 2층 로비 (12: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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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호텔 스키하우스

시간 볼룸 I 볼룸 II 볼룸 III 다이아몬드 I 다이아몬드 II 에머랄드 루비 I 루비 II 토파즈 I 토파즈 II 토파즈 III 실내체육관

9:00

T3.1
RFID/RTLS
센서 미들웨어 

기술 
홍봉희 교수
(부산 )

S1
커뮤티니
컴퓨팅 
워크샵

O3.1
데이타
베이스 II

O3.2
정보통신 

IV

O3.3
컴퓨터
시스템 

III

O3.4
인공지능 

II

O3.5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
식 II

O3.6
소프트
웨어공
학 II

O3.7
언어공학 

9:20

9:40

10:00
T3.2 
Major 
Issues 
in C4I 

김종해 준장
(육군본부)

T3.3 
패션산업에 
IT 적용 - 
박창규 교수

포스터게시

10:20

10:40 휴식

11:00

O3.8
컴퓨터
그래픽
스

O3.9
바이오 

정보기술

11:20

11:30

12:00

12:20 바이오정보
기술 총회12:40

P2
Poster

13:00
W1.1패널
컴퓨터교
육활성화

W1.2강연
SW의 미래
김명호(MS)

T4.2 
IT 기반 
기술융합 

교육 및 연구 
사례 분석
- 정갑주 

교수 (건국 )

W1.3패널
컴퓨터분야

공학인증 문제점 
및 해결방안

S2
정보통신
산학연
워크샵

13:20
W1.4패널

이 시 의 IT 이슈
13:40

14:00 T4.1 
차세  웹 
기술 동향 -
이강찬(ETRI)

14:20

14:40

15:00

15:20 W2 초청강연
이인화 소설가/교수

(이화여 )
15:40

16:00

16:20

16:40
개회식&임시총회

17:00

17:20 W3 기조연설
이호수 부사장
(삼성전자)17:40

18:00

뱅킷
강연-최문기 원장(ETRI)

18:20

18:40

19:00

19:20

19:40

KCC 2008 로그램 일람표

◕ 7월 1일 (화)

☞ 등록장소 : 호텔 2층 로비 (08:2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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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008 로그램 일람표

◕ 7월 2일(수)

☞ 등록장소 : 호텔 2층 로비 (08:20 ~ 14:00)

2(수) 호텔 스키하우스

시간 볼룸 I 볼룸 III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I 루비 II 토파즈 I 토파즈 II 실내체육관

9:00

S3.1
GPU
워크샵

S3.3
ILVB-2008

O4.1
정보통신

V

O4.2
정보통신

VI

O4.3
정보통신

VII

O4.4
데이타
베이스

III

O4.5
컴퓨터
시스템

IV

9:20

9:40

10:00
S3.2

테이블탑
인터페이
스워크샵

포스터게시

10:20 휴식

10:40

11:00

11:20

11:40

12:00

12:20

12:40

P3
Poster

13:00

13:20

13:40

14:00

14:20

14:40

15:00

15:20

15:40

16:00

16:20

16:4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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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임 시 총 회

❑ 일시 : 2008년 7월 1일(화) 16:40 - 17:20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2층 다이아몬드

❑ 사회 : 최종원 부회장  

⁍ 국민의례

⁍ 개회사 -최양희 회장

⁍ 시상

⁍ 성원보고

⁍ 의안심의 

   - 정관 개정(안)

⁍ 공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8년 7월 1일(화) 18:00 -

  ◆ 장소 : 휘닉스 볼룸(호텔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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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1. 2008년도 공로 포상

1) 퇴임 임원 : 2007년도 임원

- 회  장 : 황규영 교수(KAIST)

- 부회장 : 곽덕훈 교수(방송 ), 김명희 교수(이화여 ), 김종권 교수(서울 ), 백두권 교수(고려 ),

양승민 교수(숭실 ), 오세영 교수(재능 학), 이상조 교수(경북 ), 최광무 교수(KAIST),

한성국 교수(원광 )

- 감  사 : 유재우 교수(숭실 )

2) 퇴임 지부장 및 행사 공로

- 제18  영남지부장 : 정연기 교수(경일 ) 

- 제34회 정기총회 조직위원장 : 정기동 교수(부산 ) 

- 제34회 추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 김  종 교수(포항공 )  

- 제25회 정보산업 리뷰 심포지움 조직위원장 : 고현진 부사장(LGCNS) 

2. 2008년도 학술상  경북  김상욱 교수 

3. 2008 KIISE-DVP 연사위촉  황규영 교수(KAIST), 유인경 부사장(LG전자)

4. 논문 공헌상

1) DIAMOND - 김형주(서울 )

2) GOLD - 김명호(KAIST), 김수동(숭실 ), 우치수(서울 ), 이석호(서울 ), 조성배(연세 ), 

    조유근(서울 ), 황규영(KAIST), 황종선(고려 )

3) SILVER - 고  건(서울 ), 권용래(KAIST), 김상욱(경북 ), 김상욱(한양 ), 김성조(중앙 ), 

    김성천(서강 ), 김승호(경북 ), 김영찬(중앙 ), 김영택(서울 ), 김종상(서울 ),낭종호(서강 ), 

    노삼혁(홍익 ), 류근호(충북 ), 맹승렬(KAIST), 민상렬(서울 ), 박상현(연세 ), 박  석(서강 ), 

    박용진(한양 ), 방승양(포항공 ), 백두권(고려 ), 변혜란(연세 ), 신영길(서울 ), 신현식(서울 ), 

    안순신(고려 ), 양재동(전북 ), 유기영(경북 ), 유석인(서울 ), 유재수(충북 ), 유철중(전북 ),

    윤현수(KAIST), 이기호(이화여 ), 이미정(이화여 ), 이상구(서울 ), 이상호(이화여 ), 

    이상호(충북 ), 이성환(고려 ), 이승룡(경희 ), 이윤준(KAIST), 이종혁(포항공 ), 이준원(KAIST),

    장성태(수원 ), 장옥배(전북 ), 장재우(전북 ), 전주식(서울 ), 정광수(광운 ), 정규식(숭실 ),

    정상화(부산 ), 정연돈(고려 ), 정진완(KAIST),, 조정완(KAIST), 좌경룡(KAIST), 차성덕(고려 ),

    최병주(이화여 ), 최양희(서울 ), 최윤철(연세 ), 최재영(숭실 ), 최형일(숭실 ), 한기준(경북 ),

    한상영(서울 ), 한탁돈(연세 ), 홍만표(아주 ), 홍봉희(부산 )

5. 제27회 한국정보과학회 학생논문경진 회 입상 

시상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상 금

최우수 이혜정 이화여 시스템 및 이론 반효경 100만원

우 수

김영수 ICU 정보통신 김 영

50만원배덕호 한양 데이타베이스 김상욱

이재호 KAIST 소프트웨어 및 응용 한태숙

장 려

강민구 아주 시스템 및 이론 박기진

20만원

김범수 강원 데이타베이스 문양세

유창건 부산 소프트웨어 및 응용 조환규

정광호 계명 소프트웨어 및 응용 고병철

허준범 KAIST 정보통신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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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일정표

공 통 행 사

 일시 : 2008년 7월 1일(화)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공통행사 일정

구분 행사명 시간 장소

W1.1 <패널> 컴퓨터 교육 활성화 13:00 - 15:00 볼룸 I

W1.2
<강연> IT 현장의 소프트웨어 핵심 난제와 해결 노력

- 김명호 박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13:00 - 13:50 볼룸 II

W1.3 <패널> 컴퓨터 분야 공학인증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00 - 15:00 다이아몬드

W1.4 <패널> 이 시 의 IT 이슈 13:20 - 15:20 루비

W2
<초청강연> Digital Storytelling in WWS

 - 이인화 소설가/교수(이화여 )
15:20 - 16:20 다이아몬드

W3
<기조연설> IT 기술의 창조적 융합

 - 이호수 부사장(삼성전자)
17:20 - 18:00 다이아몬드

Banquet
<Banquet Speech> IT 융합

- 최문기 원장(ETRI)
18:00 - 볼룸

 공통행사 상세정보

W1.1 <패 > 컴퓨터 교육 활성화

일시및장소 7월 1일(화) 13:00 - 15:00, 호텔2층 볼룸 I

프로그램

사회 : 김성식 교수(한국교원 )

1. 초중고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 유헌창 교수(고려 ), 정인기 교수(춘천교 )

2. "정보교육기본법"의 필요성 및 입법 방안 - 최현종 교수(서원 )

3. 초중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 - 유관희 교수(충북 ), 전우천 교수(서울교 )

4.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 이채영 교사(부산 충렬중학교), 조성경 교사(춘천 성원초등학교),

                  류지민 교사( 구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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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일정표

W1.2 <강연>

일시및장소 7월 1일(화) 13:00 - 13:50, 볼룸 II

프로그램
IT 현장의 소프트웨어 핵심 난제와 해결 노력

- 김명호 박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소개

  과거에는 하드웨어의 여러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 근래 하드웨어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거에 문제시되었던 성능, 용량 등의 

문제는 부분 해결되었다. 그 신 유휴 컴퓨팅 능력을 어떻게 병행적으로 활용할 것인

가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새로운 난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

도로 복잡한 문제까지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본 강연은 병행성과 복

잡성으로 표되는 오늘 날 소프트웨어 핵심 난제에 처하기 위한 IT 현장에서의 여러 

노력을 조명해 본다. 특히 병행성 활용을 위해 예측 실행, HPC, 소프트웨어+서비스(클라

우드 컴퓨팅),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

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W1.3 <패 > 컴퓨터 분야 공학인증 문제   해결방안

일시및장소 7월 1일(화) 13:00 - 15:00, 호텔2층 다이아몬드

프로그램

   사회 : 장준호 교수(상명 )

1. 컴퓨터/정보기술 분야 공학인증을 위한 준비 - 김종화 교수(목포 ) 

2. 공학인증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 권장우 단장(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CAC 공학인증 사례 발표 - 김 원 교수(중앙 ) 

4. Seoul Accord 추진 현황 - 김성조 교수(중앙 ) 

5. 패널토론 : 컴퓨터 분야 공학인증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주제발표 : 표창우 교수(홍익 )

   - 패널리스트 : 김종화 교수(목포 ), 권장우 단장(정보통신연구진흥원),

         김 원 교수(중앙 ), 김성조 교수(중앙 ), 표창우 교수(홍익 ),

         이재진 교수(서울 )

W1.4 <패 > 이 시 의 IT 이슈

일시및장소 7월 1일(화) 13:20 - 15:20, 호텔2층 루비

프로그램

사회 : 김형주 교수(서울 )

13:20 - 14:20  소프트웨어링 코리아 - 김채규 부문장(ETRI)

14:20 - 15:20  (패널토론) 기업과 SW프로젝트를 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중소기업인 4인

소개

  정보과학회 정책기획위원회는 2008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된 주요 잇슈들을 토론하여 미래지향적 의견을 정리발표하는 포럼성격의 모임입니다. 이

번 KCC2008에서는 "이 시 의 IT 이슈"라는 제목의 세션으로 아래 두가지 주제에 관해

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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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일정표

W2 < 청강연> 

일시및장소 7월 1일(화) 15:20 - 16:20, 호텔2층 다이아몬드

프로그램

사회 : 김지인 교수(건국 학교/프로그램위원장)

Digital Storytelling in WWS

- 이인화 소설가/교수(이화여자 학교)

소개

  네트워크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스노우 크

래쉬>와 <뉴로맨서>를 통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가상세계는 웹 3.0시 에 뉴 미디

어로 각광받고 있다. 오늘날 가상세계는 관심경제 시 에 집객력이 검증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다. 가상세계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며 게임, SNS, 커뮤니티서비스, E-comerce

등 기존 Biz영역을 통합한다. 

  이러한 가상세계는 아바타, 3D 그래픽, 공유공간, 영속성, 즉시성, 상호작용성, 사회적 

행동, 커뮤니티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기존 2D웹에 비해 Telepresence, Expression, 

Affordance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가상세계는 현재 <World of Warcraft>, 

<Secondlife>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험, 발전되고 있는데 이는 목적, 구조, 사용자 경

험의 3가지 층위에서 유형화할 수 있다. 

  Internet은 현재 Web 2.0을 지나 Web 3.0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며, Web 3.0 단계에

서는 기존 가상세계(Metaverse)가 확장된 형태의 3D Internet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세계 산업은 최근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진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2년 내에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 들 것으로 예측되며 웹 3.0시 에는 사용자의 

identity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가상세계에 

한 의미심장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분야들은 원하는 가상세계 경험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Server, Client, Storage의 기 치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가상세계는 1995년 <바람의 나라>를 통해 게임형 가상세계로 최초 출현했다. <퐁>에

서 <Space Invader>로, 다시 <머드게임>과 <바람의 나라>, <리니지>로 발전해온 

Quantum Jump는 신 매체와의 융합을 통한 가치혁신의 결과였으며 뉴 미디어로서 가상

세계의 발전 역시 이의 수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어야 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가상세계의 스토리텔링이다. 현재의 가상세계는 T.Todorov의 환상이론에 따라 스토

리의 차원에서 볼 때 Real, Supplementary, Fantastic, Wonder로 유형화될 수 있다. 각각

의 유형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나뉘어지지만 사용자의 경험과 활동, 몰입을 극

화하도록 디자인되어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가상세계 속 드라마의 주인

공이라고 느끼며 모든 서비스에서 Dramatic Agency를 느껴야 한다. 또한 A.J.Greimas의 

드라마(서사)를 만드는 인간행동의 3가지 의미축인 ‘바란다’, ‘말한다’, ‘싸운다’중 최초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는 Henry Jenkins가 제시한 Environmental 

Storytelling 이론에 따른 4E Story의 디자인과 연결된다. Background Story, Tutorial 

Story, Mission, Free Quest로 각각의 스토리가 사용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상

세계 집갭력의 핵심적 요소인 Story자원의 확보를 위한 UGS환경의 조성 또한 중요하다. 

UGS는 관심 획득의 새롭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3차원 브라우저를 통해 현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

도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최근 Infra환경의 발전에 따라 가상세계에 한 인

식이 급격히 재조명 되며 가상세계 확산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가상세계에 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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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일정표

-   가상세계의 출현과 두

-   가상세계의 특징과 유형

-   가상세계의 발전방향

-   가상세계 스토리텔링

W3 <기조연설>

일시및장소 7월 1일(화) 17:20 - 18:00, 호텔2층 다이아몬드

프로그램

사회 : 김지인 교수(건국 학교/프로그램위원장)

IT 기술의 창조적 융합 

- 이호수 부사장(삼성전자)

소개

  2000년 초반에 등장한 '컨버전스(융합)'라는 키워드는 이제 더 이상 IT 산업 內 융합만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IT 컨버전스'는 기기 間 기능 융합에서 서비스 및 환경과의 융합

을 거쳐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

술의 발전, 유무선 통합 및 브로드밴드의 확산, 웹 2.0의 등장 및 콘텐트의 폭발적 생성 

등을 바탕으로 IT 기술이 모든 인간 생활, 산업과 환경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며 인간 생활 중심의 IT Mega Convergence가 급속히 다가올 것이다. 본 강연에서

는 향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IT 기술의 창조적 융합 사례를 융합의 형태별로 살펴보고,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 필수적인 IT 기술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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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일시 :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일(화)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튜토리얼 일정

◕ 6월 30일 (월)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1.1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아키텍쳐 시뮬레이션 기법 
이재진 교수(서울 ) 12:40~15:30 볼룸 I

T1.2
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김진수 교수(KAIST),

김태웅 박사(NHN)
12:40~15:30 볼룸 II

T1.3 컴퓨터 과학과 게임이론 공은배 교수(충남 ) 12:40~15:30 볼룸 III

T2.1
무선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코딩의 

활용
박준상 교수(홍익 ) 15:40~18:30 볼룸 I

T2.2 진화알고리즘의 이해와 응용 안창욱 교수(성균관 ) 15:40~18:30 볼룸 II

◕ 7월  1일 (화)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3.1 RFID/RTLS/센서 미들웨어 기술 홍봉희 교수(부산 ) 9:00~12:00 볼룸 I

T3.2 Major Issues in C4I 김종해 준장(육군본부) 10:00~11:30 볼룸 III

T3.3 패션산업에 IT 적용 박창규 교수(건국 ) 10:00~11:00 다이아몬드 I

T4.1 차세  웹 기술 동향 이강찬 박사(ETRI) 14:00~15:00 볼룸 II

T4.2

기반 기술융합 교육 및 연구 사례 분석: 

건국  BK21 신기술융합학과 사례 중심

으로

정갑주 교수(건국 ) 13:00~15:00 볼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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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상세정보

T1.2  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강사  김진수 교수(KAIST) / 김태웅 박사( NHN)

일시

및 장소
 6.30(월) 12:40 - 15:30, 호텔2층 볼룸 II

소 개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들이 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

정 인터넷 서비스에 특화된 규모 분산 파일 시스템들이 출현하고 있다. 특화된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개발, 사용하는 것은 용량 저장 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본 튜토리얼에서는 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

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특성과 최신 동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으로 사용

되어 온 스토리지 아키텍쳐와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소개한 후, Google, Amazon, Yahoo 

등의 회사가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KAIST 전산학과 컴퓨터구조연구실과 NHN 분산시스템TF가 최근 공

동으로 개발한 분산 파일 시스템 OwFS의 구조와 기능 및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에 해 살

펴본다.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아키텍쳐 시뮬레이션 기법

강사  이재진 교수(서울 )

일시

및 장소
 6.30(월) 12:40 - 15:30, 호텔2층 볼룸 I

소 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어려 운 점의 하나가 시장 출시시간 때문에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완성된 임베디드 하드웨어 플

랫폼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므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에 한 디

버깅이 매우 힘들다. 또, 디지털 융합의 결과로 임베디드 시스템이 점점 고성능화 되는 추

세이다. 이에 따라, 개발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한 디버깅이 중요해 질 것이

며, 하드웨어 플 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성능 디버깅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드웨어 플랫폼이 없더라도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의 개발과 디버깅을 용이하게 하고 사이클 단위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전체 시 스템 시

뮬레이션 (full system simulation) 기법이 앞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강좌는 전체 임베디드 시스템 시뮬레이 션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정확 한 

성능 예측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 프로토타

이핑에 쓰일 수 있고 현재 이용 가능한 open source로 개방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 시 뮬레

이터들의 장단점에 하여 살펴본다. 특히 open source ARM 아키텍쳐 시뮬레이터 인 

FaCSim의 구조에 하여 살펴보고 그 사용법과 수정법에 하여 강의 하여, 임베디드 시스

템의 개발에 있어 아키텍쳐 디자인 공간 탐색,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체제의 프로파일링과 

내부 관찰, 프로그램의 성능 및 기능 디버깅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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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상세정보

T1.3  컴퓨터 과학과 게임이론 

강사  공은배 교수(충남 )

일시

및 장소
 6.30(월) 12:40 - 15:30, 호텔2층 볼룸 III

소 개

  인터넷의 확산으로 여러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팅 플랫폼

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소유주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수행할 수 있었

던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설계자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나 목표를 고려하여 이

를 최적화하는 결정을 내린 후 이 결정을 관련 시스템 컴포넌트에 지시한다. 기존 방식에서

는 관련 컴포넌트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에 순종하리라고 기

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야기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서는 관련 컴퓨터들의 순종을 더 이

상 기 할 수 없다. 인터넷은 분권적인 분산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시스

템 전체적으로 최선인 결정도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은 각

자 자신만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따로 갖고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이익보

다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더 좇을 것이다.

  분권적인 분산시스템 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토콜을 설계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참여자들의 행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게임이론

과 mechanism design 이론은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 전략적인 게임에 참여한 이기적인 

참여자들의 행동을 고려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임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새로운 컴퓨터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이론과 mechanism 

design 이론을 소개하고 경매, 검색광고 시장의 설계, 인터넷 라우팅의 예를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의 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T2.1  무선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코딩의 활용

강사  박준상 교수(홍익 )

일시

및 장소
 6.30(월) 15:40 - 18:30, 호텔2층 볼룸 I

소 개

  급속한 정보화 및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가져왔지만, 연구자 측면

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출현을 야기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수학적 접

근을 통한 문제 해결 기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

기에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산 기법의 출현은 새로운 해결법에 한 가

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진화 알고리즘에 한 연구 자원 및 기관에 

한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이러한 시

적 변화와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전기, 전자 및 컴퓨터 공학 연구

자들에게 진화 알고리즘에 있어 다음 세가지 주제에 해 강의한다. 

  첫째, 진화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및 동작 원리를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진화 알고

리즘 연구로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둘째,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양한 응용 예

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괴리감을 좁히고, 동

시에 응용 분야 적용에 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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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진화 알고리즘의 최근 연구 동향 및 고급 기술들에 해 자세히 언급함으로

써, 연구자들이 진화 알고리즘 연구에 한 시 적 감각을 배양하고 동시에 향후 연구 흐름

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T2.2  진화알고리즘의 이해와 응용

강사  안창욱 교수(성균관 )

일시

및 장소
 6.30(월) 15:40 - 18:30, 호텔2층 볼룸 II

소 개

  급속한 정보화 및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가져왔지만, 연구자 측면

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출현을 야기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수학적 접

근을 통한 문제 해결 기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

기에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산 기법의 출현은 새

로운 해결법에 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진화 알고리즘에 

한 연구 자원 및 기관에 한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이러한 시 적 변화와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전기, 전자 및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에게 진화 알고리즘에 있어 다음 세가지 주제에 해 

강의한다. 첫째, 진화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및 동작 원리를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진화 알고리즘 연구로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둘째,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양한 

응용 예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괴리감을 좁

히고, 동시에 응용 분야 적용에 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화 알고리즘

의 최근 연구 동향 및 고급 기술들에 해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진화 알고리즘 

연구에 한 시 적 감각을 배양하고 동시에 향후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T3.1  RFID/RTLS/센서 미들웨어 기술

강사  홍봉희 교수(부산 )

일시

및 장소
 7.1(화) 9:00 - 12:00, 호텔2층 볼룸 I

소 개

  RFID 무선전파 인식기술이 물류 및 유통 등 여러 환경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인식 장비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수동형/능동형 RFID 기술을 활용한 제품 

인식으로부터, RTLS(Real-Time Location System)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 Sensor 태그

를 이용한 데이터 센싱 및 저장까지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가 증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biquitous Computing 환경에서의 미들웨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Ubiquitous Computing 환경을 위한 미들웨어 개념과 Architecture를 소개

한다. 먼저, RFID 미들웨어에 관련된 국제표준인 EPCglobal Networking을 위한 edgeware, 

정보공유와 유통을 위한 EPC IS, ONS 및 Discovery service를 소개한다. 그리고, 다양한 

RFID 리더기를 지원하기 위한 리더 프로토콜, 그리고 현장에 설치된 RFID 리더기와 미들웨

어를 진단 모니터링하기 위한 리더 관리 및 미들웨어 관리 기술을 다룬다. 

  또한 본 강좌는 물류 응용에 중요한 요소인 실시간 위치 확인시스템인RTLS 미들웨어와 

냉동식품 및 위험물 추적 관리를 위한 센서 태그를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을 포함한

다. 그리고, 이러한 미들웨어에서 중요한 요소인 스트림 데이타 처리 기술과 연속질의

(Continuous Query) 처리 기술에 관련된 open problem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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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2  Major Issues in C4I

강사  김종해 준장(육군본부)

일시

및 장소
 7.1(화) 10:00 - 11:30, 호텔2층 볼룸 III

소 개

C4I의 개념 및 사업특성을 소개하고, IT기술을 적용하여 지상전술C4I 체계를 개발하는 사

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기술적/운용적 측면의 경험 요소를 강의함으로써 국방 IT분야가 발전

하는 연구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의내용 요약 

      1. C4I 개념 / 특성 

      2. 서버운용 구조 

      3. Major Issues 

        (지휘소 이동, 지휘관계변경, 탐지레이다 연동, 서버 행, 자료일치 등)

T3.3  T3.3 패션산업에 IT 적용

강사  박창규 교수(건국 )

일시

및 장소
 7.1(화) 10:00 - 11:00, 호텔2층 다이아몬드 I

소 개

  ‘i-Fashion’은 섬유패션과 IT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 에 걸 맞는 ‘유비

쿼터스(ubiquitous)' 개념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변하는 ’개성화

(personalization)'를 핵심 모델로 삼아, 옷에도 서비스의 개념을 접목시키며, 패션 쇼핑을 

하나의 퓨전문화로 이어나갈 비전을 갖고 있다. 또한 맞춤주문형 양산(mass customization) 

패션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동 문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인프라를 극 화하

고, 이를 통하여 의류패션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i-Fashion 의

류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부에서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건국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06년 6월부터 5년간 총 80억원 규모로 지원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거울, 소비자 중심의 전자 카탈로그, 스마트 카드와 RFID 전자태그 등이 

설치된 기존 의류 매장의 디지털화, 3차원 바디 스캐닝을 통한 유비쿼터스 아바타(어디든 

존재하는 가상공간의 실제 나), 가상착용, 가상피팅 등을 이용한 맞춤 주문형 디지털 쇼핑, 

오프라인 매장처럼 착용 후 주문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TP)를 

이용한 맞춤형 생산 등이 등장하게 되어 다소 침체되어있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이 활기를 

찾게 될 전망이다. 

  ‘i-Fashion 의류기술센터’는 건국 학교 섬유공학과 박창규 교수를 센터장으로 하고 섬유

패션 분야 및 IT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거 참여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 

Concept의 상용화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유한킴벌리, FnC 코오롱, 제일모직, CJ 홈쇼핑, 

신세계, 유한킴벌리 등 총 16개 의류패션 관련 업체가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IT

기술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K C&C, SK 텔레콤 등으로 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 

기술은 www.ifashionmall.co.kr과 오프라인 디지털 매장 등 기업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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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1  차세  웹 기술 동향

강사  이강찬 박사(ETRI)

일시

및 장소
 7.1(화) 14:00 - 15:00, 호텔2층 볼룸 II

소 개

  웹이 이용이 초기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점차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

재 W3C의 유비쿼터스 웹 도메인에서는 모바일 웹, 유비쿼터스 웹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

행중에 있다. 또한, 웹 2.0이 가시화 됨에 따라 웹 2.0의 표준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관련하

여 AJAX, 위젯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웹 2.0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이러한 차세  웹의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해서 설명하도록 한다.관

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T4.2  IT 기반 기술융합 교육 및 연구 사례 분석: 건국  BK21 신기술융합학과 사례 중심으로

강사  정갑주 교수(건국 )

일시

및 장소
 7.1(화) 13:00 - 15:00, 호텔2층 볼룸 III

소 개

  IT 기반 기술융합에 한 엄청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IT 기반 

기술융합에 한 충분한 이해와 효과적 추진방법에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강의에서는 건국 학교 신기술융합학과 (기술융합분야 BK21 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IT 

기반 기술융합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개념 정의, 국내외 현황, 도전과제들, 이에 한 효과적 

극복과정들을 논의한다. 본 강의에서는 신기술융합학과 경험을 토 로 그 동안 기술융합에 

한 일반적 상식 중 상당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 추진방법을 논

의한다.

  건국 학교 신기술융합학과는 2004년 IT와NT, BT, ET간 기술융합 인력양성을 목표로 

학원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었고, 2006년 기술융합분야에 BK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본 학

과는 2007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으로 한국행정학회에서 수행한 “융합연구 활성화

를 위한 교육혁신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내 표적 학제간 교육프로그램으로 소

개되었고, 현재 년 100억 수준의 규모 IT 기반 기술융합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2007년 국내 최초로 노벨화학상 수상자Roger Kornberg 교수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08년 18세 천재소녀 Alia Sabur 교수영입 (기네스 기록) 등을 통해서 IT 기반 기술융합 교

육 및 연구 분야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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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행사

연 구 회 행 사

❑ 일자 : 2008년 7월 1일(화) ~ 2일(수)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 연구회행사 일정

◕ 7월 1일 (화)

구분 행사명 주관 시간 장소

S1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샵 커뮤니티컴퓨팅연구회 09:00-12:30 볼룸 II

S2 정보통신산학연 워크샵 정보통신소사이어티 13:00-16:40 에머랄드

◕ 7월 2일 (수)

구분 행사명 주관 시간 장소

S3.1 GPU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09:00-17:00 볼룸 I

S3.2 테이블탑 인터페이스 워크샵 HCI연구회, 한국HCI학회 10:00-13:00 볼룸 III

S3.3 ILVB-2008 워크샵

인공지능연구회, 

언어공학연구회,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연구회,

바이오정보기술연구회

09:00-17:00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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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샵

커뮤니티 컴퓨팅 워크샵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볼룸 II

▣ 일시 : 7월1일(화) 09:00 – 12:30

▣ 주관 : 커뮤니티컴퓨팅연구회

▣ 소개 

  커뮤니티 컴퓨팅은 커뮤니티 개념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협업하는 분산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는 방법에 한 연구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커뮤니티는 스마트 오브젝트들 간의 협업에 의해서 사

용자에게 제공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를 나타내는 메타포어로 정의된다. 이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일

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커뮤니티와 유사하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생성, 운영,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커뮤니티 컴퓨팅에서는 멤버,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스마트 오브젝트와 서비

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을 표현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자연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을 설

계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컴퓨팅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이 보다 동적이며 자율적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본 워크샵에서는 커뮤니티 컴퓨팅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슈 사항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 관련 주제

  ･ Models or Studies for cooperation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

  ･ Smart Object Designs and implementations for Community Computing

  ･ Middleware or infrastructure for Community Computing

  ･ Context Modeling for Community Computing

  ･ Security and Privacy issues in Community Computing

  ･ Case Studies with Community Computing Systems

  ･ Communication issues in Community Computing

  ･ Collaboration with Multi-Agent System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09:00~09:10 개회사 김민구(아주 학교)

09:10~10:50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컴퓨팅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시상논문 

발표(4편)

► 최우수상(정보과학회장상) : 경북 학교 Laxmisha Rai 

► 우 수 상(유비쿼터스사업단장상) : 한양 학교 남진규 

► 장 려 상(커뮤니티컴퓨팅연구회 운영위원장상) : 서울 학교 강영명, 임상순

           이화여자 학교 이미연, 아주 학교 이정원

10:50~11:00 휴식

11:00~11:20 에이전트 기반 커뮤니티 컴퓨팅 김희수(아주 학교)

11:20~11:40 SOA 기반의 커뮤니티 컴퓨팅 조규찬(UCN)

11:40~11:50 휴식

11:50~12:30 Post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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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학연 워크샵

정보통신산학연 워크샵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2층 에머랄드

▣ 일시 : 7월 1일(화) 13:00 – 16:40

▣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3:40  6LOWPAN and its Current Status  김은숙 박사(ETRI)

13:40-14:20  4G Mobile Communications  최진성 상무(LG전자)

14:20-14:40  Coffee Break

14:40-15:20  Wireless Communications in Cooperative Robotics  김성륜 교수(연세 )

15:20-16:00  GENI : Status and its Prospect  강선무 팀장(NIA)

16:00-16:40  WIBro : Now and its Future  이한섭 박사(KT)

  18:00 -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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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워크샵

GPU 워크샵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2층 볼룸 I

▣ 일시 : 7월 2일(수) 9:00 – 17:00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 소개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PC, 게임 콘솔,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병렬구조의 고성능 그래픽

스 처리 장치이다. 본 워크샵은 GPU기반의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소개 및 Cache optimization 기술, 

nVIDIA의 CUDA 기술에 관한 튜토리얼과 국내에서 GPU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화여 , 서울 , 

숭실 , 카이스트, 고려  등의 연구 사례 발표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본 

워크샵은 국내 GPU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는 뜻 깊은 자리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nVIDIA에서 제공

되는 경품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9:00-9:30 Workshop welcome and GPU intro 이화여  김영준 교수

9:30-10:20 gDebugger: GPU Profiling, Debugging and Optimization tutorial HUONE 이환용 소장

10:20-10:30 Break 

10:30-12:30 Parallel Computing with CUDA nVIDIA, Eric Young   

12:30-2:00 점심식사  

2:00-2:30 GPU-based volume rendering 서울  강성태 

2:30-3:00 Image-space Collision Detection accelerated by DirectX10 고려  한정현 교수 

3:00-3:30 Real-time, approximate light-source clustering using GPU 숭실  오경수 교수

3:30-3:40 Break 

3:40-4:10 Low Power 3D Graphics Processor for Mobile Entertainments KAIST 우정호 

4:10-4:40  Optimized Rendering Performance KAIST 문보창 

4:40-5:00 김영준 (Workshop Closing), nVIDIA (GPU Give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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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탑 인터페이스 워크샵

테이블탑 인터페이스 워크샵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볼룸 III

▣ 일시 : 7월 2일(수)  10:00 - 13:00 

▣ 주관 : HCI연구회, 한국HCI학회 

▣ 소개

  테이블을 컴퓨터 입출력 장치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손 동작 및 멀티 터치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새

로운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urface Computing 

및 미쓰비시의 다이어몬드 터치 (DiamondTouch)와 같은 테이블탑 (Tabletop) 인터페이스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였다. 테이블탑 인터페이스는 국내에서 많은 연구 그룹들이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최근 국내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정보 교환 및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본 워크샵

에서는 테이블탑 인터페이스 개발 및 응용에 하여 국내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전문가들

과 테이블탑 인터페이스 연구자들의 현재 연구 진행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련된 경험 및 성과에 

하여 알아보고 토론하고자 한다.



KIISE KCC 2008 25

ILVB-2008

ILVB-2008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다이아몬드 

▣ 일시 : 7월 2일(수) 9:00 – 17:00

▣ 주관 : 인공지능연구회, 언어공학연구회,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연구회, 바이오 

정보기술연구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표자

09:00 - 10:00 마음을 읽는 기술 - 뇌영상 자동 분석 및 판독 이성환 교수(고려 )

10:00 - 11:00 상황인지 휴 폰의 지능 인터랙션 기술 조성배 교수(연세 )

11:00 - 12:00 한영/영한 기술논문 자동번역 시스템 김영길 박사(ETRI)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00 Linked Data and Data Portability on the Web 김학래 박사(DERI 연구소)

14:00 - 14:30 
Integrated approaches to non-rigid biomedical image 

registration
김민정 박사(이화여 )

14:30 - 14:50 Break

14:50 - 15:20 HTML 문서 중 의미 있는 표에 한 정보 추출 정성원 박사(네이버)

15:20 - 15:50 
A Semi-Dynamic Bayesian Network for Human Gesture 

Recognition
노명철 교수(고려 )

15:50 - 16:00 장내정리

16:00 - 16:40 ILVB 통합 Society 추진  - 패널리스트 : ILVB 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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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8

▣ 프로그램 개요

Talk 1: 마음을 읽는 기술 - 뇌영상 자동 분석 및 판독 

발표자 이성환 (고려 학교 교수)

개요 

최근들어 fMRI, PET, EEG, MEG 등 고성능 뇌 영상 측정 장치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인

간의 뇌 영상을 자동 분석하여 뇌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 및 진단

하고, 인간의 마음이 뇌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뇌 영상 자동 분석 및 판독 기술은 뇌신경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의 다양

한 학문이 융합된 최신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컴퓨터(또는 로봇)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인간을 닮은 로봇의 자율 지능 성장 및 인지 기능 향상에 핵심 기술

로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 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뇌 영상 신호를 사람이 쉽게 분석 및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 영상 가

시화 기술, 뇌 고차 기능의 통계적 분석 및 모델링 기술, 저해상도의 뇌 영상을 고해상도로 

자동 복원하는 기술, 뇌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에 의환 뇌 질환 및 장애에 한 원인 규명

과 이의 진단, 치료, 예방 기술, 그리고 인간이 특정 시간에 떠올리는 시각적 경험을 알아낼 

수 있는 Mind-Reading 기술의 첨단 연구 현황 및 기술적 한계에 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자 한다.  

Talk 2: 상황인지 휴 폰의 지능 인터랙션 기술 

발표자 조성배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개요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에 따라 디지털 장비들이 융합되어 하나

의 장비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 에 접어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

도 전화기능이 주를 이루던 휴 폰이 이제는 카메라, MP3 플레이어, 게임기, 개인용 컴퓨

터의 기능을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 특히, 휴 폰으로 변되는 모바일 장비는 사용자가 언

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디지털 문화를 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상황을 인식하는 

지능적 휴 폰의 연구동향을 유럽과 북미, 아시아 지역별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

형 휴 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본다.  

Talk 3: 한영/영한 기술논문 자동번역 시스템 

발표자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언어정보연구부) 

개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자동 번역하는 자동번역 기술의 발전 과정 및 응용사례를 살펴본

다. 그리고 자동번역 기술의 어려운 문제들, 통사적 모호성, 의미 모호성, 화용론적 모호성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까지의 자동번역 방법론들을 설명한다. 자

동번역 기술의 표적인 사례로, ETRI 음성언어정보연구부에서 현재 수행중인 응용특화 한

중영 자동번역 기술 개발 과제의 내용과 그 결과물들을 소개하면서, 상용 서비스 예정인 한

영/영한 기술논문 자동번역 시스템에 해 시연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동번역 기술 발전 

전망에 해 설명한다.  

 



KIISE KCC 2008 27

ILVB-2008

Talk 4: Linked Data and Data Portability on the Web 

발표자 김학래 (DERI 연구소 연구원)

개요

웹의 주창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웹은 기술적-사회적 진화를 거듭한다고 설명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웹의 진화는 링크의 진

화(evolution of links)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의 웹은 문서 중심의 데이터가 HTML로 연결되

는 형태였으나, 구조적인 데이터를 거쳐 현재는 인간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연

결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링크를 통한 데이터의 연결성(connectivity)은 

웹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발표에서는 거 한 데이터 공간 (Web 

of Data)으로 인식되는 웹에서 데이터 연결성에 한 포괄적 접근에 해 논의한다. 웹의 

연결성은 데이터의 연결성(connectivity of data)과 사람의 연결성(connectivity of people)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Linked Data와 Data Portability에 해 살펴

본다.

    

Talk 5: Integrated approaches to non-rigid biomedical image registration 

발표자 김민정 (이화여자 학교)

개요

    

Talk 6: HTML 문서 중 의미 있는 표에 한 정보 추출 

발표자 정성원 (네이버)

개요

  

Talk 7: A Semi-Dynamic Bayesian Network for Human Gesture Recognition 

발표자 노명철 (고려 학교 인공시각연구센터)

개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각 기반의 제스처 인식 기술은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편리한 방법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감시 시스템, 스마트 홈 등의 다

양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는 복잡한 사람의 제스처를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모델링 수 있는 Dynamic Bayesian Network와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Semi-Dynamic Bayesian Network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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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장소

◑ 6월 30일 (월)

◉ 구두발표 ( I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1.1 데이터베이스 I 6 13:00-15:00 다이아몬드 I 이우기 교수(인하 ) 황인준 교수(고려 )

O1.2 정보통신 I 6 13:00-15:00 다이아몬드 II 박준상 교수(홍익 ) 　

O1.3 컴퓨터시스템 I 6 13:00-15:00 에머랄드 전경구 교수(인천 ) 강수용 교수(한양 )

O1.4 소프트웨어 공학 I 6 13:00-15:00 루비 I 백종문 교수(ICU) 이상운 교수(강릉 )

O1.5 컴퓨터 이론 4 13:00-14:20 루비 II 조환규 교수(부산 ) 　

O1.6 정보보호 9 13:00-16:20 토파즈 I 변창우 교수(인하공전) 　

O1.7 프로그래밍 언어 9 13:00-16:20 토파즈 II 이욱세 교수(한양 ) 이은영 교수(동덕여 )

O1.8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5 13:00-14:40 토파즈 III 임 근 교수(을지 ) 정한민 박사(KISTI)

◉ 구두발표 ( II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2.1 정보통신 II 8 15:20-18:20 다이아몬드 I 하은용 교수(안양 ) 　

O2.2 정보통신 III 7 15:20-18:00 다이아몬드 II 김영덕 교수(우송 ) 　

O2.3 컴퓨터시스템 II 7 15:20-18:00 에머랄드 진현욱 교수(건국 ) 이창건 교수(서울 )

O2.4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 6 15:20-17:20 루비 I 김응규 교수(한밭 ) 신영숙 교수(조선 )

O2.5 인공지능 I 7 15:20-18:00 루비 II 김인철 교수(경기 ) 현우석 교수(한국성서 )

◑ 7월 1일 (화)

◉ 구두발표 ( III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3.1 데이터베이스 II 6 9:00-11:00 다이아몬드 II 유재수 교수(충북 ) 박영호 교수(숙명여 )

O3.2 정보통신 IV 9 9:00-12:20 에머랄드
이상윤 박사(모바일단

말상용화센터)
　

O3.3 컴퓨터시스템 III 5 9:00-10:40 루비 I 임성수 교수(국민 ) 윤성로 교수(고려 )

O3.4 인공지능 II 6 9:00-11:00 루비 II 황규백 교수(숭실 ) 김인철 교수(경기 )

O3.5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II 6 9:00-11:00 토파즈 I 김인중 교수(한동 ) 하진영 교수(강원 )

O3.6 소프트웨어 공학 II 5 9:00-10:40 토파즈 II 오기성 교수(동원 학) 오재원 교수(가톨릭 )

O3.7 언어공학 5 9:00-10:40 토파즈 III 정한민 박사(KISTI) 이상곤 교수(전주 )

O3.8 컴퓨터그래픽스 5 11:00-12:40 토파즈 II 변혜원 교수(성신여 ) 김영봉 교수(부경 )

O3.9 바이오정보기술 4 11:00-12:20 토파즈 III 이도훈 교수(부산 ) 박상현 교수(연세 )

◑ 7월 2일 (수)

◉ 구두발표 ( IV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4.1 정보통신 V 8 9:00-12:00 에머랄드 이상환 교수(국민 ) 　

O4.2 정보통신 VI 7 9:00-11:40 루비 I 김장환 교수(성결 ) 　

O4.3 정보통신 VII 8 9:00-12:00 루비 II 서광덕 교수(연세 ) 　

O4.4 데이터베이스 III 5 9:00-10:40 토파즈 I 이규웅 교수(상지 ) 채진석 교수(인천 )

O4.5 컴퓨터시스템 IV 6 9:00-11:00 토파즈 II 이한구 교수(건국 ) 조진성 교수(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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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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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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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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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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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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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 6월 30일(월)

6월 30일(월) O1.1 데이타베이스 I 다이아몬드 I

13:00-15:00  이우기 교수(인하 )   평가 원 : 황인  교수(고려 )

O1.1-1 주제 추 을 한 뉴스 키워드 추출 기법
이성직·김한 (서울시립 ) 

O1.1-2 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 인 압축 데
이터 리기법 
황진호·이정화·김건우·김재형·이승미·손진 (한

양 )

O1.1-3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 지 효율 인 연
속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성동욱·여명호·유재수(충북 ) 

O1.1-4 데이터 축소와 군집화를 사용하는 시공간 데이터

의 이산화 기법
강주 ·용환승(이화여 )

O1.1-5 유사 쉐이더 검색을 한 인지감 특성 추출
장민희·김두열·김상욱(한양 ),이재호·최진성

(ETRI)

O1.1-6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상 갱신 시간을 기반으
로 하는 데이터 클러스터링
박세미(한양 ),장지웅(한국산업기술 ),배덕호·

김상욱(한양 ) 

6월 30일(월) O1.2 정보통신 I 다이아몬드 II

13:00-15:00    좌장 : 박 상 교수(홍익 )

O1.2-1 효율 인 쓰 드간 통신 알고리즘
김용덕·민성기(고려 ) 

O1.2-2 센서 네트워크를 한 Gradient 치인식 알고리
즘의 성능개선 방안
한왕원·안정환·이승제·김 만(국민 ) 

O1.2-3 USN을 한 외선 센서 디지털 신호처리 알고
리즘 제안  성능평가
박홍재·박장호(국민 ),김이형(국방과학연구소),

김 만(국민 ) 

O1.2-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Max k-Cut 기반의 클
러스터링 알고리즘
김재환·장형수(서강 ) 

O1.2-5 리 스 상에서의 다  WiBro 장치 통합 리/분
석 툴 개발
김형석·이문섭·김익환·김태 (서울시립 )

O1.2-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을 한 다  
경로 라우  기법
이원주(인하공 ),손형서(LG 자), 창호(한양 )

6월 30일(월) O1.3 컴퓨터시스템 I 에메랄드

13:00-15:00  좌장 : 경구 교수(인천 )   평가 원 : 강수용 교수(한양 )

O1.3-1 링 연결구조 기반의 멀티코어 로세서를 한 캐
시 일 성 유지 기법
박진 ·최린(고려 ) 

O1.3-2 성능 모니터링 카운터를 이용한 모바일 로세서
의 력 측
윤희성·심재원·이상정(순천향 )

O1.3-3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최  네트워크 수명을 
한 에 지 동  리 라우  기법
정회태·서효 ·김지성(가톨릭 ) 

O1.3-4 동 상 재생기를 한 도우 기반 동  압조  
알고리즘 
서 선·박경환·백용규·조진성(경희 ) 

O1.3-5 센서투명성을 지원하는 센서노드 운 체제 구조
은성배(한남 ),소선섭(공주 ),김병호(경성 )

O1.3-6 실시간 센서 운 체제를 한 함수 아웃라이닝 기법
이상호·민홍·김 재·김석 ·조유근(서울 ),홍

지만(숭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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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월) O1.4 소 트웨어 공학 I 루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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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4-1 트리 구조 기반의 컴포 트 모델 제안
허제민·김지홍(경원 ) 

O1.4-2 MDA 기반의 커뮤니티 에디터 설계  구
최요한·이정원·조 덕(아주 ) 

O1.4-3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한 유연한 유닛 테스트 도
구 설계 기법

석환·김정동·백두권(고려 ) 

O1.4-4 A Representation Model for Reusable Assets To 

Support User Context
Hend Ben Hadji·Ho-Jin Choi (ICU) 

O1.4-5 시 스 다이어그램 기반 상태머신 다이어그램 시
뮬 이션
곽휘·이우진(경북 ) 

O1.4-6 시나리오의 자동 생성을 통한 GUI 테스트 이스 
생성
이정규·국승학·김 수(충남 ) 

6월 30일(월) O1.5 컴퓨터 이론  루비 II

13:00-14:20     좌장 : 조환규 교수(부산 ) 

O1.5-1 허니컴  메쉬를 피터슨-토러스(PT) 네트워크에 
임베딩
서정 ·이형옥·장문석(순천 ) 

O1.5-2 재귀원형군과 토러스에서 형 다 다 서로소인 
경로 커버
김유상·박정흠(가톨릭 ) 

O1.5-3 두사 그래  모델을 이용한 최장공통비상 문
자열 찾기

최시원(인하 ),이도경(서울 ),김동규(한양 ),

심정섭(인하 ) 

O1.5-4 폴디드 하이퍼스타 FHS(2n,n)그래 의 확장성과 
연결도 분석
심 (순천 ),이규수(한려 ),기우서·이형옥·오

재철(순천 )

6월 30일(월) O1.6 정보보호 토 즈 I

13:00-16:20    좌장 : 변창우 교수(인하공 )

O1.6-1 SVDD 와 SNMP MIB을 이용한 트래픽 폭주 공격
의 탐지
유재학·박 상·이한성·김명섭·박 희(고려 ) 

O1.6-2 라이버시 증진형 역할기반 근통제를 한 정
책결정  설계  구
김지혜·이 록( 남 ),이형효(원 ),노 남

( 남 )

O1.6-3 ARM 로세서에서 고 수  난독처리의 성능분석
장혜 ·조성제(단국 ) 

O1.6-4 Windows 악성코드 탐지를 한 Native API 빈도
에 기반한 근 방법에 한 연구
배성재·권오철·문종섭·임종인(고려 ) 

O1.6-5 IP 기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침입 탐지

시드 아민 오베이드·홍충선(경희 ) 

O1.6-6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패스워드 기반 인증시스템 
정형분석
김 석·김주배·정연오·최진 (고려 ) 

O1.6-7 Serverless 환경에서 RFID 인증 로토콜 검증
정장 ·홍 식(동국 ) 

O1.6-8 블로그 포스트의 내용 유사도 분석을 이용한 스팸 
블로그 분류
최승진·김성권( 앙 )  

O1.6-9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링크 품질 지표에 
기반한 라우 에 한 싱크홀 공격 탐지 기법
최병구·조응 ·홍충선(경희 )  

6월 30일(월) O1.7 로그래  언어 토 즈 II

13:00-16:20   이욱세 교수(한양 )   평가 원 : 이은  교수(동덕여 )

O1.7-1 로그래  언어의 메타이론의 정형화에 한 
locally nameless 방식과 두 종류의 변수를 사용하
는 nominal 방식의 비교 분석
이계식(AIST)

O1.7-2 Tiny IML에서 보안 정보 흐름 분석
김제민·김기태·유원희(인하 ) 

O1.7-3 구조  제어흐름에 따른 객체지향 소 트웨어의 
표  유사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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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노희 (강원 )

O1.7-4 Cell BroadBand Engine을 한 소스  소스 변환
보성·이 ·이재진(서울 ) 

O1.7-5 정  API 트 이스 버스마크를 이용한 자바 클래
스 도용 탐지
박희완·최석우·임 일·한태숙(KAIST)

O1.7-6 유비쿼터스환경에서MRF/RFID 기술을 활용한
Tracking system Modeling 에 한연구
정창덕· 혜정(고려 )

O1.7-7 ECA 시스템 구 을 한 자바 언어 확장
민 목·박 홍·조은선(충남 )

O1.7-8 부분순서 계에 기반한 LD-IL변환 방법
권민 ·신승철(한국기술교육 )

O1.7-9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동향과 교육  용 방안
김수환·김교 ·김승범·이원규·김 철(고려 )

6월 30일(월) O1.8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토 즈 III

13:00-14:40  좌장 : 임  근 교수(을지 )   평가 원 : 정한민 박사(KISTI)

O1.8-1 컴퓨터 비젼 기술 기반의 인터랙티  아트 제작 
툴에 한 연구
김기락·윤성주·정기철(숭실 )  

O1.8-2 사용자 컨텍스트 공유를 한 상황인지 메신
홍진 ·양성익·조성배(연세 ) 

O1.8-3 고령자 약복용 지원을 한 선행  지식 기반 시
스템
최재훈·임명은·김 희·박수 (ETRI)  

O1.8-4 3축 가속도를 이용한 SVM기반의 인간 행동인식
조용원·남윤 ·조 덕(아주 ) 

O1.8-5 Sliding-FFT 를 이용한 특정사운드 감지 알고리즘
지동주·조동 · 경구·성미 (인천 )) 

6월 30일(월) O2.1 정보통신 II 다이아몬드 I

15:20-18:20     좌장 : 하은용 교수(안양 )

O2.1-1 이기종 무선망을 한 효율 인 통합자원 리방안
이경원·김권택·조진성(경희 ) 

O2.1-2 휴면 소오스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치 보호 
라우
양기원·신성·김다 ·박상주(상지 ),임화정(강

원 ),차 환(상지 ) 

O2.1-3 센서의 상  치정보를 이용한 무선 센서 네트
워크에서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정우 ·장형수(서강 ) 

O2.1-4 합도 함수를 이용한 GORGFM 알고리즘에 
한 연구 
김용구·이민호·박수홍·황철주 (삼성 자)

O2.1-5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  서비스를 한 가용 
역폭 측정 기법

김희규·인호(고려 )

O2.1-6 계층  다  클래스 SVM을 이용한 인터넷 애
리 이션 트래픽 분류
유재학·김성윤·이한성·김명섭·박 희(고려 ) 

O2.1-7 두 센서 노드간 클럭 표류율과 기  신호를 이용
한 시간 동기 알고리즘
김 수·김열상· 남(충북 ) 

O2.1-8 UPnP와 GIS 기반 텔 매틱스 서비스 
변환식·김동균(순천향 ), 병찬(청운 ),이상정

(순천향 )  

6월 30일(월) O2.2 정보통신 III 다이아몬드 II

15:20-18:00     좌장 : 김 덕 교수(우송 )

O2.2-1 클러스터 센서 네트워크에서 유비쿼터스 로 을 
사용한 불균형상태를 해소하는 동  경로 설정 
방법 
이동훈·Vishnu Kumar Kaliappan·정덕원·민덕

기(건국 ) 

O2.2-2 실제 RFID 시스템을 고려한 태그인식 충돌방지 
알고리즘 성능비교
정승민·신재동·김성권( 앙 ) 

O2.2-3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치 기반 라우 에서 

로컬 싱크의 운
이의신·박수창·진민숙·박호성·김태희·김상하(충

남 ) 

O2.2-4 센서 네트워크에서 분산 다  경로 워 스 쥴링
주 ·김명호(KAIST) 

O2.2-5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실내 치인식 시스템에서 
효율 인 비콘 리 기법
김종 ( 운 ),신 호( 자부품연구원),정 수

(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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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2-6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의 작업 이주 기법
정 용·최숙경·박지수(고려 ),정 식(방송 ),

유헌창(고려 ) 

O2.2-7 커스텀 XML을 이용한 RSS 피드 생성기의 설계 
 구

김재환·유홍진·김민수·채진석(인천 )

6월 30일(월) O2.3 컴퓨터시스템 II 에메랄드

15:20-18:00  좌장 : 진 욱 교수(건국 )   평가 원 : 이창건 교수(서울 )

O2.3-1 Open ROW Snapshot 일 시스템
석진선·김문경·노재춘(세종 ),박성순(안양 )

O2.3-2 그리드 환경에서 가상 일시스템을 이용한 응용
로그램 스트리  시스템

김형석·이진복·최재 (숭실 ) 

O2.3-3 FAT 일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성능과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 링 기법의 설계

철승(서울시립 ),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

시립 ),노삼 (홍익 ) 

O2.3-4 용량 분산 일 시스템을 한 비공유 메타데이
터 서버 클러스터의 설계  구
윤종 ·박용훈·이석재·장수민·유재수(충북 ),

김홍연·김 균(ETRI)

O2.3-5 Wireless u-PC: 무선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이용한 
개인 컴퓨  환경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성백재·황민경·김인정·이우 ·박찬익(포항공

과 )

O2.3-6 PMS : 다단계 장장치를 고려한 효율 인 선반
입 정책
이규형·이효정·노삼 (홍익 )

O2.3-7 학 장 매체상에 LDPC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의 분산 기록 방법

학 장 매체상에 LDPC 코드를 이용한 데이

터의 분산 기록 방법

6월 30일(월) O2.4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 루비 I

15:20-17:20  좌장 : 김응규 교수(한밭 )   평가 원 : 신 숙 교수(조선 )

O2.4-1 상의 밝기값과 기울기 정보를 이용한 MR 상
에서 립선 자동 분할
장유진·조 희·홍헬 (서울여 ) 

O2.4-2 Mean Shift 분석을 이용한 그래  컷 기반의 자동 
칼라 상 분할
김정환·박안진·정기철(숭실 ) 

O2.4-3 분산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필름 복원
김병근·김경태·김은이(건국 )

O2.4-4 도로 상에서 그림자를 제거한 차량 추
정성환·박은종·이 환( 북 )

O2.4-5 Mean-Separate를 이용한 역별 WTHE
김매리·정민교(서울여 )

O2.4-6  CUDA와 OpenMP를 이용한 신경망 구
장홍훈·정기철(숭실 ) 

6월 30일(월) O2.5 인공지능 I 루비 II

15:20-18:00  좌장 : 김인철 교수(경기 )  평가 원 : 우석 교수(한국성서 )

O2.5-1 개인미디어 리를 한 온톨로지 표
최정화·김성찬·박 택(숭실 ) 

O2.5-2 비디오 이벤트 검색을 한 온톨로지 기반 자동 
주석 시스템 
임수민·정진우(한양 ),주 도(강남 ),

이동호(한양 )

O2.5-3 테이블로 알고리즘 기반 OWL 온톨로지 추론 엔진
김제민·권순 ·최정화·박 택(숭실 )

O2.5-4 구조  의미 정보를 활용한 스 트리 커  기반
의 온톨로지 정렬 방법

손정우·박성배(경북 ) 

O2.5-5 온톨로지 포함 계 추론을 한 최 화된 검색방
법
권순 ·김제민·박 택(숭실 ) 

O2.5-6 개인화된 토픽 맵의 확장을 통한 연  토픽의 효
과 인 순 화 방법
강형구·윤성웅·박정우·이상훈(국방 ) 

O2.5-7 지능화된 그룹 에이 트 생성을 한 AI 시뮬
이터
장수형·조성배(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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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화) O3.1 데이타베이스 II 다이아몬드 II

09:00-11:00  좌장 : 유재수 교수(충북 )  평가 원 : 박 호 교수(숙명여 )

O3.1-1 웹 2.0 기반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 
솔루션의 설계  구
신정훈·홍승표·이상 (숭실 ) 

O3.1-2 동  XML 환경에서의 원형 이블링 방법
김진 ·박석(서강 )

O3.1-3 다 선 최근  객체 질의
정재화·장홍 ·정경호(고려 ),김성석(서경 ),

길 민( 구카톨릭 ),정순 (고려 ) 

O3.1-4 웹 그래 에서 제곱법칙을 이용한 최단 subtree의 
추정
이우기·최 호·임차성(인하 ),김승(서울 )

O3.1-5 연  웹 페이지 검색을 한 코헤시  아크 메
이우기·이병수·니디·이원희(인하 )

O3.1-6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컨테이  기반 코드 
리 방법

배덕호·김상욱(한양 ),장지웅(한국산업기술 ) 

7월 1일(화) O3.2 정보통신 IV 에머랄드 

09:00-12:20   좌장 : 이상윤 박사(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O3.2-1 RTP 패킷 기반의 정 한 오디오/비디오 동기화 
기법
서 덕·지원섭(연세 ),정순흥(ETRI)

O3.2-2 모바일 환경을 한 리액티  Chord
윤 효·곽후근(숭실 ),김정길(남서울 ),정규식

(숭실 )

O3.2-3 재난 구조 로 을 한 멀티 홉 기반의 상 송 
시스템 개발 
황세욱·이성훈·이형근( 운 ) )

O3.2-4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다  경로를 이용한 에
지 인지 라우  로토콜

임용진·임화석·오명근·왕호민·홍윤식(인천 ) 

O3.2-5 SVC 비디오 스트리 을 한 복합형 오류 제어 

기법
서 덕·문철욱(연세 ),정순흥(ETRI)

O3.2-6 이동성 정보를 이용한 DTN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
장덕 ·심윤보·김길수·최낙 ·류지호·권태경·

최양희(서울 ) 

O3.2-7 오버 이 네트워크 상에서의 컨텐츠 심의 라우
이문 ·고동일·조기덕·권태경·최양희(서울 ) 

O3.2-8 CoSlide 업시스템을 지원하는 CoSpace클라이언
트의 원격버 리
박종문·김성훈·박양수·이명 (울산 ) 

O3.2-9 모바일 IPv6 바인딩 업데이트의 보안 향상 기법
송세화·최형기(성균 )

7월 1일(화) O3.3 컴퓨터시스템 III 루비 I 

09:00-10:40  좌장 : 임성수 교수(국민 )   평가 원 : 윤성로 교수(고려 )

O3.3-1 비 휘발성 메모리를 내장시킨 낸드 래시 메모리
에서 래시 환 계층에 입력 버퍼의 활용
조은 ·김학수·김종진·최윤호·이승미·손진 (한

양 ) 

O3.3-2 Wear-Leveling Queue를 이용한 효율 인 래시 
메모리 균등화 정책
이승환·옥동석·이태훈·정기동(부산 )

O3.3-3 래시 메모리 상에서 고차원 데이터의 색인을 
한 효율 인 입출력 방법
유정수·낭종호(서강 )

O3.3-4 On-Chip SRAM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메모
리 계층 최 화
김정원·김승균·이재진(서울 ),정창희·우덕균

(ETRI) 

O3.3-5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메모리 서 시스템 라
미터의 자동 검출 기법 
하태 (티맥스소 트),서상민· 보성·이재진(서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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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일(화)

7월 1일(화) O3.4 인공지능 II 루비 II 

09:00-11:00  좌장 : 황규백 교수(숭실 )   평가 원 : 김인철 교수(경기 )

O3.4-1 동  연결 그래 를 이용한 자동 문서 요약 시스
템
송원문·김 진·김은주·김명원(숭실 )

O3.4-2 동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멀티모달센서
기반 사용자 행동인식
양성익·홍진 ·조성배(연세 )

O3.4-3 역  알고리즘을 이용한 양방향 역  신경회
로망 제안
권상규·최용석(한양 )

O3.4-4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능형 서비스를 한 베이지
안 추론과 컨텍스트 트리 매칭방법
김희택·민 기·조성배(연세 )

O3.4-5 지역 문가의 앙상블 학습 
이병우·양지훈(서강 ) 

O3.4-6 이산화 과정을 배재한 실수 값 인자 데이터의 고
차 패턴 분석을 한 진화연산 기반 하이퍼네트워
크 모델
하정우·장병탁(서울 )

7월 1일(화) O3.5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I 토 즈 I 

09:00-11:00  좌장 : 김인  교수(한동 )   평가 원 : 하진  교수(강원 )

O3.5-1 심장 CT 상에서 응  기울기 로 일을 이
용한 좌심실 내외벽 경계 자동 분할 
이민진·홍헬 (서울여 ) 

O3.5-2 상보정  다단계 정합을 통한 립선 MR 상
과 병리 상간 융합
정주립·조 희·홍헬 (서울여 )

O3.5-3 단 블록의 색공간 내용비교 기반 2차원 블록정
렬을 이용한 이미지 매칭방법
장철진·조환규(부산 ) 

O3.5-4 치아 측정 기반 개인 식별
표우델 산토스·신 숙(조선 ) 

O3.5-5 얼굴과 입 모양 인식을 이용한 지능형 휠체어 시
스템
주진선·신윤희·김은이(건국 ) 

O3.5-6 명시 인 3차원 물체 재구성 과정이 생략된 실시
간 3차원 특징값 추출 방법
홍 진·이철한·정기철·오경수(숭실 ) 

7월 1일(화) O3.6 소 트웨어 공학 II 토 즈 II

09:00-10:40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 학)  평가 원 : 오재원 교수(가톨릭 )

O3.6-1 모델 체킹을 이용한 JUnit 기반 테스트 드라이버 
자동 생성
이태훈·권기 (경기 ) )

O3.6-2 임베디드 소 트웨어 력분석 기법의 비교 
임워크
김상순·김두환·홍장의(충북 )

O3.6-3 함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 된 PLC 로그램

에 한 정형검증
지은경(KAIST), 승재(삼성 자),차성덕(고려 ) 

O3.6-4 매쉬업을 사용한 SOA 기반 동  서비스 합성 
임워크

김진한·이재정·이병정(서울시립 )

O3.6-5 SMT 를 이용한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션
이태훈·권기 (경기 )

7월 1일(화) O3.7 언어공학 토 즈 III

09:00-10:40  좌장 : 정한민 박사(KISTI)   평가 원 : 이상곤 교수( 주 )

O3.7-1 일반화된 정렬 가 치 모델을 이용한 내용 기반 
문서 검색 시스템
류창건·조환규(부산 )

O3.7-2 일  통계기계번역에서 먼 거리 의존 계를 이용
한 일본어 어순 조정
나휘동·이 희·이종 (포항공 )  

O3.7-3 문화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화 추천 시스템
안신 ·시정곤(KAIST) 

O3.7-4 Topic signature를 이용한 댓  분류 시스템
배민 ·차정원(창원 )   

O3.7-5 인명 검색 결과의 동  클러스터링 방법
김형 ·강승식(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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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2일(수)

7월 1일(화) O3.8 컴퓨터그래픽스 토 즈 II

11:00-12:40  좌장 : 변혜원 교수(성신여 )   평가 원 : 김  교수(부경 )

O3.8-1 아바타의 기하 상정보를 이용한 가상세계 커뮤
니 이션 임워크
박수 ·지승 ·류동성·조환규(부산 )

O3.8-2 HSV 색상 모델과 역 확장 기법을 이용한 동
상 임 이미지의 흑백 만화 카투닝 알고리즘
류동성·조환규(부산 ) 

O3.8-3 웹3D 에서의 물리  측정 단  컴포 트 명세

김수 ·이명원(수원 ) 

O3.8-4 외 면에서의 기하학 정보를 이용한 3차원 모델 
특징 추출
김아미( 북 ),송주환( 주 ),권오 ( 북 )

O3.8-5 산란 이미지를 이용한 효율 인 옷감 더링  
사실 인 그림자 표  기법
박선용· 재·오경수(숭실 )  

7월 1일(화) O3.9 바이오정보기술 토 즈 III 

11:00-12:20   좌장 : 이도훈 교수(부산 )   평가 원 : 박상  교수(연세 )

O3.9-1 uPetCare : 웹2.0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펫 어 시
스템의 설계  구
박 성·이귀로·조진성(경희 )

O3.9-2 유 자 온톨로지와 연계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
워크 시각화 시스템에 한 연구
최윤규·김석·이 수·박진아(ICU) 

O3.9-3 정량  구조-활성 계(QSAR) 모델에 한 연구 
동향 
김길한·류기곤·김연주·김 철(고려 ) 

O3.9-4 올리고뉴클 오타이드 제작을 해 효율 이고 
차별 인 씨드를 고르는 방법에 한 고찰
정원형·윤희근·박성배(경북 ) 

◎ 7월 2일(수)

7월 2일(수) O4.1 정보통신 V 에머랄드

09:00-12:00    좌장 : 이상환 교수(국민 )

O4.1-1 수퍼 피어 기반 동  모바일 P2P 시스템에 한 
비용 분석
김지훈·한정석·송진우·이 조·이주희·양성 (연

세 ) 

O4.1-2 IEEE 802.16/WiBro 시스템에서의 UGS 클래스 
역폭 할당 주기 조정 알고리즘
백주 (포항공 ),윤종필(LG 자),이정윤·서

주(포항공 ))

O4.1-3 IEEE 802.16/WiBro 시스템에서의 rtPS 클래스 지
연을 고려한 두 단계 드롭 기법
백주 (포항공 ),윤종필(LG 자),김석형·서

주(포항공 )  

O4.1-4 X-Hyper320TKU 임베디드 디바이스 상에서의 
CVM 성능비교 분석
박윤정·민덕기(건국 ) 

O4.1-5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에이
트

권성 ·이병훈·김재훈·조 덕(아주 ) 

O4.1-6 메쉬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선 통합망 성능 평가
한진 ·정희동·임 빈·이정근·류지호·권태경·

최양희(서울 )  

O4.1-7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동상 암호체계 기반의 
안 한 데이터 병합 기법
뽀노마르추크 율리아(경북 ),남 진( 구 ),서

화(경북 )   

O4.1-8 모드 생략 기법을 이용한 빠른 다시  상의 부
호화 방법
이서 ·신 무(부산 ),김기완(육군3사 학교),

정기동(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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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2일(수)

7월 2일(수) O4.2 정보통신 VI  루비 I

09:00-11:40     좌장 : 김장환 교수(성결 )

O4.2-1 즌스 모델 기반의 RFID 리 시스템
김동욱·한민규·홍진표 ( 한국외 ) , 손상목

(SKTelecom)

O4.2-2 H.264/AVC 스 일러블 비디오 코딩에서 빠른 부
호화를 한 단계  모드 선택 기법
고경은·강진미·조미숙·정기동(부산 ) 

O4.2-3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를 한 사회  계 인식 
라우  로토콜 
안지선·고양우·이동만(ICU) 

O4.2-4 제한 인 시  간 측을 이용한 다시  비디오 
부호화 방법
천성환·신 무(부산 ),김기완(육군3사 ),정기

동(부산 )

O4.2-6 무선 센서 망에서 치 정보를 이용한 에 지 효
율 인 통신 로토콜
진민숙·박호성·이의신·김태희·삼부바트 릭·김

상하(충남 )

O4.2-7 센서 망의 에 지 소모 분산을 한 동  멀티캐
스트 라우  로토콜
김태희·박수창·최 환·진민숙·박호성·김상하(충

남 ) 

O4.2-8 멀티 서 네트워크 환경을 한 DDS Discovery 
메커니즘
차다함·강민균·김용연(충남 ),권기정·이균정

(국방과학연구소),최훈(충남 ) 

7월 2일(수) O4.3 정보통신 VII 루비 II 

09:00-12:00     좌장 : 서 덕 교수(연세 )

O4.3-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기반의 응형 라
우  기법
김진환·김병 ·이 모(한림 ) 

O4.3-2 이종 속 망간의 단말 이동성 지원을 한 이원
 터  기법

최 환·김연정·우부재·박수창·김상하(충남 ) 

O4.3-3 IEEE 802.11s 기반 무선랜 메쉬 네트워크 구   
성능 평가
이성희·정우성·고 배(아주 ) 

O4.3-4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Busy tone을 이용한 
긴  메시지 로드캐스트
박윤환·박재복( 북 ),김승해(KISTI),조기환(

북 ) 

O4.3-5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효율 인 에 지와 커
버리지 클러스터링 방법 
공지·장개( 북 ),김승해(KISTI),조기환( 북

) 

O4.3-6 2-Tier 공 술네트워크 설계시 주요이슈에 한 
고찰 
윤선 ·고 배(아주 )

O4.3-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물체 감지를 한 
센서 배치 알고리즘
권석면·김진석(서울시립 ) 

O4.3-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  경로 라우 을 한 
혼잡 제어 로토콜 
엠디 마문-오아-라시드·홍충선(경희 )

7월 2일(수) O4.4 데이타베이스 III 토 즈 I

09:00-10:40   좌장 : 이규웅 교수(상지 )   평가 원 : 채진석 교수(인천 )

O4.4-1 분석 목 별 분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포 식 모
델
김성혜·김장원·백두권(고려 ) 

O4.4-2 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장을 한 블록 단  
삽입 트랜잭션 처리 기법과 압축-합병 장 기법 
김 기·백성하·이동욱(인하 ),정원일(호서 ),

배해 (인하 ) 

O4.4-3 Flash SSD 상에서 인덱스 기반 질의처리

김성탄·김상우·이상원(성균 ) 

O4.4-4 온톨로지 장  활용을 한 트리  지토리 
개발에 한 연구
오원석·김성 ·강 ·정승한(탑쿼드란트코리아) 

O4.4-5 질의어 패턴 자동분석을 통한 커뮤니티 기반 개인
화 검색
박건우(국방 ),정재학(항공 ),이상훈(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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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2일(수)

7월 2일(수) O4.5 컴퓨터시스템 IV 토 즈 II 

09:00-11:00  좌장 : 이한구 교수(건국 )   평가 원 : 조진성 교수(경희 )

O4.5-1 부분 캐슁을 지원하는 트랜스코딩 록시에서의 
이벤트 모델 설계 
최민석(부산 ),박유 (ETRI),유 호·김경석(부

산 ) 

O4.5-2 타일드 디스 이 기록기를 한 병합 알고리즘
최기석·낭종호(서강 ) 

O4.5-3 함수 단  동  커  업데이트를 한 보안 정책 
 기법의 설계

박 찬·유 (고려 )  

O4.5-4 고차원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내용기반 검색
을 한 인덱싱 방법들의 성능 평가
문주선·최정훈·낭종호(서강 ) 

O4.5-5 고성능/ 력 3D Geometry 연산을 한 
CORDIC 기반 off-line 벡터회  알고리즘
김은옥(조선 ),이정근(한림 ),이정아(조선 ) 

O4.5-6 가상화 환경에서 부하균형을 한 가상머신 동  
재배치
사성일·하창수·박찬익(포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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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일정  발표자 유의사항

1. 일정  장소

◎ 포스터발표(I) 

 ▶ 일시 : 6월 30일(월) 18:00 - 19:20

 ▶ 장소 : 스키하우스 체육

 ➤ 발표자료 게시는 15:00 - 15:2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1.1 데이타베이스 I 11

P1.2 소 트웨어 공학 I 14

P1.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8

P1.4 인공지능 I 13

P1.5 정보보호 I 13

P1.6 정보통신 I 17

P1.7 컴퓨터 비젼  패턴인식 I 15

P1.8 컴퓨터시스템 I 19

P1.9 컴퓨터 이론 5

P1.10 HPC 1

합계 116편

◎ 포스터발표(III)

 ▶ 일시 : 7월 2일(수) 12:40 - 14:00

 ▶ 장소 : 스키하우스 체육

 ➤ 발표자료 게시는 10:00-10:2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3.1 데이타베이스 III 19

P3.2 정보통신 III 41

P3.3 컴퓨터시스템 III 25

합계 85 편

◎ 포스터발표(II)

 ▶ 일시 : 7월 1일(화) 12:40 - 14:00

 ▶ 장소 : 스키하우스 체육

 ➤ 발표자료 게시는 10:00 - 10:2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2.1 데이타베이스 II 9

P2.2 바이오정보기술 9

P2.3 소 트웨어 공학 II 10

P2.4 언어공학 11

P2.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8

P2.6 인공지능 II 16

P2.7 산교육 시스템 6

P2.8 정보보호 II 9

P2.9 정보통신 II 21

P2.10 컴퓨터 그래픽스 11

P2.11 컴퓨터 비젼  패턴인식 II 11

P2.12 컴퓨터시스템 II 14

합계 135편

2. 발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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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는 A4 용지(세로기 ) 9매의 발표자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 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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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도구(비닐 착테이  등)는 발표자께서 비하시기 바랍니다.  ‣ 양면테이  사용불가

③ 각 패  상단에 발표논문색인  분야명이 기재된 용지가 부착됩니다. 본 책자에 기재된 ‘논문발표자 색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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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월) 18:00 - 19:20 스키하우스 체육관

1 데이타베이스 I

P1.1-01 연속 데이터 스트림에서 효율 인 이벤트 필터링 기법
김 규·강우람·김명호(KAIST) 

P1.1-02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효율 인 
라우징의 구

천수덕·신정훈·이상 (숭실 ) 

P1.1-03  규모 데이타의 효율 인 송을 한 물리  
정보망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법
주상욱·이상 (숭실 )

P1.1-04 유효한 XML 환경에서 유효성과 병행수행의 결합
을 한 낙  기법
윤일국·고한 ·박석(서강 )

P1.1-05 OLAP 환경에서 스 드시트와 피벗 테이블을 
다루기 한 SQL의 확장
신성 (한양 ),김진호·문양세(강원 ),김상욱

(한양 ) 

P1.1-06 력 부하 패턴 자동 측을 한 분류 기법
Piao Minghao·박진형·이헌규·류근호(충북 ) 

P1.1-08 Social Networks 사용자간의 친 도 산정
오정운·윤성웅·이상훈(국방 )

P1.1-09 지역정보 리 환경을 지원하기 한 효율 인 질
의 언어의 설계
강성 ·이필규(인하 ) 

P1.1-10 그룹쓰기: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효율 인 코
드 리 방법
배덕호(한양 ),장지웅(한국산업기술 ),김상욱

(한양 ) 

P1.1-11 패턴 디자인 업 시스템 모델
김미진·박우창·이은옥(덕성여 )

2 소 트웨어 공학 I

P1.2-01 솔루션간 차이에 기반한 응형 소 트웨어 솔루
션의 분리
유찬우·정우성(서울 ),이병정(서울시립 ),김희

천(방송 ),우치수(서울 ) 

P1.2-02 재사용 SW Component에 한 Test 자동화
김종석(삼성 자) 

P1.2-03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 설계
성재석·강동수(고려 ),송치양(경북 ),백두권

(고려 ) 

P1.2-04 Rollup에 의한 사업비 배분모델에 한 연구
우상희(고려 )

P1.2-05 자원 공유 이스의 계행렬을 이용한 효율
인 교착상태 확인 정책 
김종욱·차정원·이종근(창원 ) 

P1.2-06 Function Block Diagram을 이용한 PLC 하드웨어 
입출력 장치 테스트 방안
장승연·최병주(이화여 ),성아 (Univ. of 

Nebraska-Lincoln) 

P1.2-07 가정용로  서비스 시험평가에 한 연구
황선명·채 철·김상수( ) 

P1.2-08 JESS 시스템을 이용한 특성 모델링 도구 구

지은미·정혜숙·곽미선·최승훈(덕성여 ) 

P1.2-09 메타 로그래  기법을 이용한 설정 가능한 분산
객체 통신 모듈 설계
심 용·진정훈·김세환(LIG넥스원)

P1.2-10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서의 효율 인 데이터 
임 워크 구축 

노홍찬·여윤구·이동 ·박상 (연세 ) 

P1.2-11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테스트 조직 개선
을 한 메트릭 개발 
권효진·이진호·최진 (고려 )

P1.2-12 웹 어 리 이션의 통합 테스트에서 인터페이스 
분석
장진아·서주 ·최병주(이화여 ),박종빈(삼성

SDS) 

P1.2-13 응  의료 시스템의 자동 제어를 한 CARDMI 
로세스 알제 라 기반 스 러에 한 연구

우수정·온진호( 북 ),최정란(고려 ),이문근

( 북 )

P1.2-14 OPC UA 용 클라이언트 개발을 한 C# 컨트
롤의 설계  구
신 철·유 승·이명재(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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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P1.3-01 스마트 홈 센서와 3축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실시
간 실내 기본생활행  인식
방선리·김민호·송사 ·박수 (ETRI) 

P1.3-02 사용자 참여를 한 웹 기반 애니메이션 인터페이
스
손의성(연세 ),손원성(경인교 ),임순범(숙명여

),최윤철(연세 ) 

P1.3-03 제기반 방식을 이용한 자동 음악분수 시나리오 
생성
유민 ·이인권(연세 ) 

P1.3-04 모바일 단말을 한 다운로드 가능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윤민홍·이재호·김선자(ETRI) 

P1.3-05 동  재구성 가능한 다  피드백 인터페이스 
임워크 설계
정 태·조일연·이철훈(ETRI)

P1.3-06 웹 기반 한 자동 환 모델  구
김태상·박정 ·정강 ·이 해(항공 ) 

P1.3-07 RFID 를 용한 돌발 상황 회피를 한 교통 정보 
제공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한 연구
이동훈·임일우(국민 ) 

P1.3-08 상황인식 시스템을 용한 홈 오토메이션 구
김태 ·신동규·신동일(세종 ) 

4 인공지능 I

P1.4-01 물리엔진으로 구 한 지능형 주행 시스템
김태 ·김동 ·신동일·신동규(세종 ) 

P1.4-02 시맨틱 웹 서비스 기반 커뮤니티 정보 검색 시스템
김태환· 호철·최 민(한양 )

P1.4-03 도메인 온톨로지 구축을 한 개념 자동 추출  
클러스터링
정 기·김유섭(한림 )

P1.4-04 온톨로지 활용도를 높이기 한 분산 온톨로지 
장소의 사용의 필요성
이기원·양정진(가톨릭 ) 

P1.4-05 웹 서비스를 이용한 계층  분산 온톨로지 모델
남호 ·양정진(가톨릭 ) 

P1.4-06 웹 검색 결과의 단계별 시각화 제어
손석 ·신효섭·서지 (건국 )

P1.4-07 의미추론규칙을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스팸방
지 시스템
허정환·정진우(한양 ),주 도(강남 ),이동호

(한양 )

P1.4-08 시멘틱 검색 엔진 설계  구
허선 ·김은경(한국기술교 ) 

P1.4-09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을 한 온톨로지 모델링과 
추론
김연호·양정진(가톨릭 )

P1.4-10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평가 방법 
이건수·김민구(아주 )

P1.4-11 가정 내 약복용 지원을 한 상황인식  상황
리 방법 
임명은·최재훈·김 희·박수 (ETRI) 

P1.4-12 향상된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온톨로
지 기반 의미  정보 추출 
신동욱· 호철·정찬백·김태환·최 민(한양 ) 

P1.4-13 스마트 홈을 한 상황기반 오류 복구 시스템 설계 
유수진·김성조( 앙 ) 

5 정보보호 I

P1.5-01 공간 효율 인 블룸 필터링 방법의 소개
강부 ·노인우·임을규(한양 ) 

P1.5-02 U-Defense에서의 RFID 보안 과 책
장공수·이홍진·윤주승·박용수(한양 ) 

P1.5-03 디지털/소 트웨어 워터마킹 기술동향  망
장공수·이홍진·윤주승·박용수(한양 ) 

P1.5-04 GIM에서 사회  계 속성을 이용한 ABAC에 
한 연구
서형 (ETRI부설연구소),고희동(KIST),최윤철

(연세 )

P1.5-05 임베디드 운 체제에서의 근제어기법
송승호·허신(한양 ) 

P1.5-06 제 3자 사용자 정책을 용한 ACL설계
이경효·오병균(목포 ),이상국(ICU)

P1.5-07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일한 이동 노드를 사용
한 트리 구조의 효율 인 그룹 키 리
성순화(충남 ) 

P1.5-08 AVISPA를 이용한 자상거래 시스템의 보안 
로토콜 명세  검증
정연오·김주배·김 석·최진 (고려 )  

P1.5-09 쿠키를 이용한 HTML 문서의 암호화 제안
한소희·조동섭(이화여 )

P1.5-10 첩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일한 네트
워크에 속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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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근·임상섭· 홍진(아주 ) 

P1.5-1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해쉬 함수와 식별자를 
이용한 인증방안
이은경·신수복· 홍진(아주 ) 

 P1.5-12 복원 로그램의 동작분석  삭제된 인터넷 

속기록의 효율 인 복원에 한 연구

최운 ·이희조(고려 ) 

P1.5-13 웜이나 DDoS 공격에 한 패킷 검사 부하를 이
는 간편 필터링 기법
류진형·이재국·김상민·김형식(충남 ) 

6 정보통신 I

P1.6-01 과학계산용 클러스터 일시스템에서의 인터럽트 
통합효과 분석
박석 (충남 ),우 (KISTI),이재국·김형식(충남

) 

P1.6-02 SIP Call Signaling을 한 사용자 인증 기법
최경호·임을규(한양 ) 

P1.6-03 지니와 웹서비스간의 상호운용지원을 한 어
터 설계
오일진·임형 ·황윤 ·이규철(충남 ) 

P1.6-04 OpenCable™ 수신기의 이블 네트워크를 이용
한 센서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김창훈·권재홍·신상일(고려 ),김인문(LG 자),

주병권(고려 ) 

P1.6-05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간 핸드오버를 한 교차계
층 최 화 방안
김학수·김의연·조재호·조진성(경희 ) 

P1.6-06 와이 로 네크워크에서 Proxy Mobile IPv6 용
방안
김종선·정민 (성균 ) 

P1.6-07 유무선 망에서의 TCP Westwood 의 성능 향상 기
법
이재형·조인휘(한양 ) 

P1.6-08 이동노드의 속도를 고려한 선택  MAP 등록 기
법
이우엽·조인휘(한양 )

P1.6-09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과 인 데이터 보 을 한 

계층  라우  로토콜 
조지은·최종원(숙명여 ) 

P1.6-10 컨텐츠 메타데이터 통합 수집 장치에서의 복 컨
텐츠 필터링 기능 구
조상욱·이민호(삼성 자) 

P1.6-11 QoS 보장을 한 Cognitive Radio 기반의 동 인 
스펙트럼 할당 MAC 로토콜
손선 ·조인휘(한양 ) 

P1.6-12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충돌과 송지연
을 감소시키는 MAC 로토콜 
정운표·엄두섭(고려 ) 

P1.6-13 IEEE 802.16 시스템에서 ARQ 타이머가 TCP 성능
에 미치는 향
이지훈·박소 ·박철 ·권태경·최양희(서울 )

P1.6-14 Overlay 구조의 Network에서 Multi-Hour를 이용
한 안정  역폭 확보 기법
안성원·유 (고려 ) 

P1.6-15 무선 메쉬 네트워크 환경에서 부하의 효율  분산
을 한 라우  메트릭 기법
조정훈·김선형(고려 ) 

P1.6-16 모바일 싱크 노드를 가진 센서 네트워크를 한 
에 지 효율 인 라우  기법
이치 ·이신형·유 (고려 ) 

P1.6-17 동기식 이더넷에서 트래픽 송방법
최용도·김민 (경북 ),엄종훈·권용식(KT),류상

률(청운 ),김승호(경북 )

7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

P1.7-01  한  혼용 문서에서의 효과 인 문자 분할을 
한 언어 인식에 한 연구
최원효·양병석·성기 ·강재우(NHN),하진 (강

원 ) 

P1.7-02 다  카메라를 이용한 겹침 상황에서의 사람 추
류정훈·남윤 ·조 덕(아주 )

P1.7-03 유동 인 카메라 환경에서 복성을 고려한 다시
 동 상 획득 방법

고재형·이정원·강성환·박경석(경북 ),이 철

(부천 ),김승호(경북 )

P1.7-04 k 근방 원형상에 있어서 최근방 결정법에 의한 패
턴식별
김응규(한밭 ),이수종(ETRI)

P1.7-05 표 색상 정보를 이용한 역 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설계  구
김목련·박 호(숙명여 ) 

P1.7-06 어안 즈 카메라 상과 투시 상을 이용한 기
동작 인식
소인미·김 운·강선경·한 경·정성태(원 ) 

P1.7-07 용량 온라인 필기 한자 인식을 한 구조 코드 
 HMM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

김 섭·하진 (강원 )

P1.7-08 벤딩 핑거에 강인한 개선된 핑거  치측정 방법
연구
김용훈·남미 ·강성 ·이필규(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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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09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하드 디스크 결함 
분포의 패턴 분류

재 ·김정헌·문운철·최 남( 앙 )

P1.7-10 상처리를 이용한 물체추  알고리즘
강해용·김용태·이군석(LG DAC연구소) 

P1.7-11 모바일 환경에 응용 가능한 빠른  검색 테이블기
반 특징 추출 알고리즘
박상 ·양 ·성하천·변혜란(연세 ),임 규

(LG 자) 

P1.7-12 계층  지식기반 잡음제거를 이용한 스 치 특징

 검출 
조선 ·변혜란(연세 ) 

P1.7-13 모션캡쳐 시스템에서 3차원 데이터 획득의 정확
도 개선을 한 연구 
한창호·서평원·김순철·유 기·오춘석(선문 )

P1.7-14 비  기반 제스처 인식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구
고민삼·이 희·김창우·안 호·김인 (한동 )

P1.7-15 N-tuple을 이용한 고속 상 등록 방법
고민삼·김인 (한동 )

8 컴퓨터시스템 I 

P1.8-01 FPGA 기반 설계의 온도 센서 최  배치 알고리즘 
철환·남형욱(과학 재학교),김용주(KAIST),김

태환(서울 ) 

P1.8-02 FPGA 기반 시스템에서의 열 감지 센서 구  기법
김선규(과학 재교),김용주(KAIST),김태환(서울 ) 

P1.8-03 임베디드 기기에 장된 사용자 로그 데이터 자동 
분석 로세스
김 ·김성숙·김종철·박기진(아주 )

P1.8-04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운 체제 가상화 
설계  구
양종철( 운 ),김한빛(KAIST),조상 (NHN),조

재일( 성 자),안우 ( 운 )

P1.8-05 TinyOS에 선 형 EDF 스 링 용 3차원 역
유종선·허신(한양 )

P1.8-06 TMO 모델을 지원하는 MicroC/OS-II상의 RMMC 
구조의 설계
이성근·허신(한양 )

P1.8-07 NAND 래시 일 시스템 시뮬 이터 구
옥동석·이승환·이태훈·정기동 (부산 ) 

P1.8-08 임베디드 멀티코어 랫폼을 한 운 체제 연구
홍철호·유 (고려 ) )

P1.8-09 메타 데이터 백업을 통한 NAND 래시 일 시
스템의 빠른 마운트 기법
윤창배·이태훈·정기동(부산 ) 

P1.8-10 병렬 내장형 소 트웨어 개발환경을 한 데이터 
로우 블록 클러스터링

조용우·권성남·하순회(서울 )  

P1.8-11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동  업그 이드 임
워크에 한 연구
경주 ·이민석(한성 )

P1.8-12 NUMA 환경에서 메모리 친화력을 고려한 부하 
균등 모델 
윤 석·박희권·최종무(단국 )

P1.8-13 가상 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페
이지 교체 정책에 한 연구
김종찬·이창건(서울 ),하은용(안양 ) 

P1.8-14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보안 데이터 송의 력 사
용량  오버헤드 분석
이무열·이상헌·진 욱(건국 )

P1.8-15 낸드 래시 메모리의 가비지 컬 션을 한 응
인 정책

한규태·김성조( 앙 )

P1.8-16 NAND 래시 메모리 기반 일시스템을 한 
더블 캐시 정책 설계
박명규·김성조( 앙 ) 

P1.8-17 웹 서버 성능 향상을 한 링크 맵 웹 시스템 구
문일형·조동섭(이화여 ) 

P1.8-18 Web Page Fingerprinting을 한 Web Server 구

박수빈·조동섭(이화여 )  

P1.8-19 분산멀티미디어 원격제어 시스템 구
이민경·조동섭(이화여 ) 

9 컴퓨터 이론

P1.9-01 정이진트리를 피터슨-토러스(PT) 네트워크에 임베딩
서정 ·이형옥·장문석(순천 ),한순희( 남 ) 

P1.9-02 매크로-스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간의 노드 
사상 알고리즘
서정 ·이형옥·장문석(순천 ) 

P1.9-03 Spatial Skyline을 계산하는 기하 알고리즘
손완빈·안희갑· 황승원(포항공 )

P1.9-04 VOD 시스템에서 최 의 서비스 허용을 한 콘
텐츠 장 알고리즘
정지찬·고재두·송민석·심정섭(인하 )

P1.9-05 Sequence-Pair 모델 기반의 블록 배치에서 압축과 
배치 역변환을 이용한 Simulated-Annealing 개선 
기법
성 태·허성우(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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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PC

P1.10-01 동 계획법을 한 계산 그리드 작업 스 링 정책
조지훈(코리아와이즈넛) ,이원주(인하공 ) ,     

창호(한양 )

◎ 7월 1일(화) 12:40 - 14:00 스키하우스 체육관

1 데이타베이스 II

P2.1-01 질의문 자동생성방식의 질의응답시스템의 설계 
 구축

김민경·김한 (서울시립 ) 

P2.1-02 교통정보 이력자료 분석을 한 통합 교통 데이터
베이스의 설계  구축과 자료처리 이용자 인터페
이스
이윤경·이민수(이화여 ),남궁성(한국도로공사)  

P2.1-03 바이오칩 데이터의 군집화를 한 Particle Swarm 
Optimization Clustering 알고리즘
맹보연·최옥주·이윤경·이민수(이화여 ),윤경

오·최혜연·김 ·이근일(마크로젠)

P2.1-04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의 
DNA Chip 데이터 Classification
최옥주·맹보연·이윤경·이민수(이화여 ),윤경

오·최혜연·김 ·이근일(마크로젠) 

P2.1-05 사용자 패턴 기반의 부정오류(FN) 수  평가를 활

용한 스팸메일 분류
남명국·이상훈(국방 )

P2.1-06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하이 리드 랭킹매트릭 제
안
이은정·이민주·이승희·박 호(숙명여 ) 

P2.1-07 DSMS에서 역을 포함하는 공간 연속질의 처리
를 한 R-tree기반의 집계기법
김상기·이연·이동욱(인하 ),오 환(나사렛 ),

배해 (인하 )

P2.1-08 거리 계 패턴을 기반한 k-최근  질의 처리 기
법
박용훈(충북 ),서동민(KAIST),복경수·유재수

(충북 ) 

P2.1-09 확장된 태그 기반 력  필터링
신동민·이재원·이경종·이상구(서울 )

2 바이오정보기술

P2.2-01 서열정렬을 이용한 유 체 서열클러스터의 압축 
방법
유남희·정 수·류근호(충북 ) 

P2.2-02 유 자 진화 분석을 한 유 체 가시화 
Component Ware 개발
조치 ·박수 ·김 수·하홍석·안궁·김희수·조

환규(부산 )

P2.2-03 진단검사코드 표 화를 한 LOCAL-LOINC 코
드 매핑 시스템의 설계  구
송혜주·안후 ·박 호(숙명여 ),김신 ·김형회

(부산 )

P2.2-04 유 체 단  반복 변이(CNV) 발견을 한 개선된 
SW-ARRAY
문명진·안재균(연세 ),윤 미(가천의과학 ),박

치 ·박상 (연세 )

P2.2-05 학습을 한 네거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의 microRNA 타겟 측 방법
이제근·김수진·장병탁(서울 ) 

P2.2-06 다염기변이 유 체에 한 서열 정렬 툴 분석
김유선·김종 ·여윤구·김우철·박상 (연세 )

P2.2-07 다  시냅스가 뉴런의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컴퓨터 시뮬 이션 연구
구본웅·장병탁(서울 )

P2.2-08 끌개를 가지지 않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방  
선택성 모델링
김훈희·구본웅·장병탁(서울 ) 

P2.2-09 구조  유사성을 이용한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
의 효율 인 장을 한 기법의 설계  구
윤종한·신동규·신동일(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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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트웨어 공학 II

P2.3-01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에 통합하기 한 연구
김동욱·국승학·김 수(충남 ),이재경·박성환

(한국기계연구원) 

P2.3-02 Promela 모델에서 C 코드를 끼워서 추상화하기
박사천·이건수·권기 (경기 )

P2.3-03 Voice sensor based PSP timelog collection
Ahmad Ibrahim·Ho-Jin Choi(ICU)

P2.3-04 국방기술품질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황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제품 동향
이호균·김정수·김재우·이 선(국방기술품질원) 

P2.3-05 워크스페이스 기반 소 트웨어 형상 리 시스템
윤청·김 엽(충남 )

P2.3-06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를 한 통합
업환경 구축에 한 연구

이승훈·손민우·신동일·신동규(세종 ) 

P2.3-07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고려한 QoS 기반 웹 서비스 
조합
이재경·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국승학·김 수

(충남 )

P2.3-08 시스템 안 성을 한 복잡도 메트릭스 고찰
이진호·황 연·심재환·최진 (고려 )

P2.3-09 상태차트를 이용한 철도제어시스템 요구사항 명세
이 ·황 연(고려 ),윤용기·황종규·조 정(한

국철도기술연구원),최진 (고려 )

P2.3-10 임베디드 시스템의 자동 테스 을 한 테스트 수
행기 스 링
정성욱·최경희·정기 (아주 )

4 언어공학

P2.4-01 표  패턴에 의한 한국어- 어 기계번역을 한 
개념 구성
이호석(호서 )

P2.4-02 하 범주화에 의한 새로운 한국어 싱 설계
이호석(호서 )

P2.4-03 정렬을 이용한 내용기반 문서탐색 시스템의 처
리 과정 개선
김형 ·조환규(부산 ) 

P2.4-04 수정된 Active Learning을 이용한 고정키어구 추
출
이 우(창원 ),은지 ·장두성(KT미래기술연구

소),차정원(창원 )

P2.4-05 한 기계번역에서 문장 다시 쓰기에 한 연구
김성동(한성 ) 

P2.4-06 Topic Signature와 동시 출  단어 을 이용한 
문서 범주화

배원식(창원 ),한요섭(KIST),차정원(창원 )

P2.4-07 의견 어구 추출을 한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을 
결합한 부분 지도 학습 방법
남상 ·나승훈·이 하·이용훈·김 기·이종 (포

항공 ) 

P2.4-08 사 을 사용한 주 성 어휘 번역 방법
김 기·남상 ·이 하·이종 (포항공 )

P2.4-09 어 패턴 사 을 이용한 새로운 한국어 형태소 분
석기
홍진표·차정원(창원 ) 

P2.4-10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구문분석
이용훈·이종 (포항공 ) 

P2.4-11 Semantic Hypernetwork 학습에 의한 자연언어 
텍스트의 의미 구분
이은석·김 식·신원진·박찬훈·장병탁(서울 )

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P2.5-01 웹 2.0 기반 동기식 웹 라우  화면 분할
이우기·윤선주·최 호·장용(인하 ) )

P2.5-02 다 기기 제어를 한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
이스
임성수·조성배(연세 ) 

P2.5-03 Maya를 이용한 3D 콘텐츠 제작에서 효과 표  
방법에 한 연구
김 우·송특섭(목원 )

P2.5-04 지역정보 Open API의 개발  활용 방안
조민정·변성원·김철(KT) 

P2.5-05 사용자 로그분석을 이용한 멀티 카메라 사무실 이
벤트 요약
박한샘·조성배(연세 ))

P2.5-06 웹 2.0 기반의 RSS를 활용한 데이터 방송 콘텐츠 
생성 시스템의 구
장윤용(숙명여 ),최윤철(연세 ),임순범(숙명여

) )

P2.5-07  CalmMessage: 수신자, 시간, 치 기반의 메시지 
서비스
윤성 ·김동철(연세 ),신승철(삼성 자),서종

훈·이세인·한탁돈(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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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8 사용자 질의패턴 기반 에이 트에 의한 맞춤형 질
의추천
임요한·박건우·이상훈(국방 )

6 인공지능 II

P2.6-01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인터넷 독 진단
김은주·송원문·김명원(숭실 )

P2.6-02 콤팩트 엘리트 개미 최 화
조진선·장형수(서강 ) 

P2.6-03 놈(Norm)에 따른 k-최근  이웃 학습의 성능 변
화
김두 ·김찬주·황규백(숭실 )

P2.6-04 규모 데이터를 한 k-최근  이웃 학습 기반의 
효율 인 력  여과 기법

성·황규백(숭실 ) 

P2.6-05 한국형 헬기의 다 센서  시뮬 이터 설계  
구
박헌우·정용웅·정성훈·노상욱(가톨릭 ),고은

경·김숙경(국방과학연구소)  

P2.6-06 교육용 소형 로 을 이용한 군집로  시스템구
유 ·장선아·양재군·박지 ·배재학(울산 )

P2.6-07 사례기  수치화와 트리구조 리를 이용한 서비
스 컴포지션의 속도 향상 연구
이승훈·김건수·윤태복·박두경·이지형(성균 )

P2.6-08 다  속성 기반 다단계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이웃 
선정 방법
김택헌·양성 (연세 )

P2.6-09 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티키토 구성 최 화
김세기·강태원(강릉 )

P2.6-10 음악 무드 분류에서 음향 특성과 차원 감쇄 기법
의 효과 연구
한병 (고려 ),노승민(아주 ),황인 (고려 )

P2.6-11 기상자료 군집화를 통한 지형  특성 연구
김민진·이일병(연세 ) 

P2.6-12 단문 메시지 서비스의 자동 응답을 한 비지도
학습  추론 방법
최 환·조성배(연세 ) 

P2.6-13 웹 검색을 활용한 기사 표  탐지 시스템
조정 ·김유섭(한림 )

P2.6-14 모바일기기 사용자의 컨텍스트와 이미지 주석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기반 사진 자동요약
민 기·조성배(연세 ) 

P2.6-15 TSP을 이용한 효율 인 군집화 기법
리마진·정혜진·김용성( 북 )

P2.6-16 기업 온톨로지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컨설턴
트 시스템 설계
박지 ·양재군·유 ·배재학(울산 )

7 산교육 시스템

P2.7-01 지상  데이터 방송을 한 t-learning 콘텐츠 
근 동기화 방법
고수아·차재 (한양 )

P2.7-02 SCORM 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이가 ·최용석(한양 ) 

P2.7-03 우편 물류 환경에 새주소 체계 도입에 따른 향
과 응
박정 ·김호연·박종흥(ETRI) 

P2.7-04 역량 기반 학습을 한 온톨로지 기반 e-러닝 콘
텐츠 검색 서비스
이윤수·장병철·차재 (한양 ) 

P2.7-05 ePortfolio를 활용한 역량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박규 ·장병철·차재 (한양 ) 

P2.7-06 디지털교과서개발 략  발 방향에 한 연구
정의석·송윤희(KERIS),채정병(고려 )

8 정보보호 II

P2.8-01 무선 오버 이 네트워크에서 Mobile IPv6를 한 
커버로스 기반의 안 한 바인딩 업데이트
정회윤·송세화·최형기(성균 )

P2.8-02 확장된 증거수집  사건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포 식
정일옥(고려 )

P2.8-03 피싱 방지를 한 OTP 이용 서버 인증 기법 제안
이 섭·이민수(KAIST),조상 (NHN) 

P2.8-04 비인증서 공개키를 사용하는 보안키 생성  장비
인증 메커니즘
허 ·조응 ·홍충선(경희 ) 

P2.8-05 침해감내 락시 서버 임워크에 한 연구
박찬호·권 찬(안철수연구소),윤호상·장희진·이

성기(국방과학연구소)

P2.8-06 정보보호 시스템간 보안메시지 교환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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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김성원·권 찬(안철수연구소),윤호상·장

희진·이성기(국방과학연구소)

P2.8-07 모바일 콘텐츠의 안 한 부분암호화 방법에 한 
연구
유경인·김민재·이진 ·조성제·김 모(단국 )

P2.8-0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PDoS 공격에서의 Com-

promised Node 탐지
윤 직·이 ·홍충선(경희 ) 

P2.8-09 스마트 카드에서 향상된 비 번호 인증 암호해독
기법
알-사킵 칸 탄· 홍충선(경희 )

9 정보통신 II

P2.9-01 속성 기반의 USN 센서 노드 동  재구성 기법
정 ·김주일·길아라·정기원·이우진(숭실 ) 

P2.9-02 모바일 RFID 네트워크에서 세션기반 서비스 실행 
모델
한민규·홍진표(한국외 )·손상목(SKTelecom)

P2.9-03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응형 동  S-MAC 
로토콜

유 석·박수성·최승식(인천 ) 

P2.9-04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지원 포틀릿 개
발
이홍창·김성훈·이태호·이명 (울산 )

P2.9-05 자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CoSlide 업시스
템의 Awareness 지원 설계
김성훈·이홍창·박종문·이명 (울산 ) 

P2.9-06 무선랜 환경에서 IPv6기반의 이동성을 고려한 사
용자 인증 로토콜에 한 연구
김이강·김태섭·오룡·이상 ·조충호(고려 )

P2.9-07 사용자 단말 응 스트리  서비스를 한 혼합 
세그먼트 기반의 트랜스코딩 록시
염 (부산 ),박유 (ETRI),유 호·김경석(부

산 ) 

P2.9-08 WDS 환경에서 송계층 로토콜의 성능 평가 
 분석

김태섭·김승연·김명섭·이형우·조충호(고려 )

P2.9-09 다자간 UCC  실시간 공유시스템에 한 설계와 
구
손성옥·노재춘(세종 )

P2.9-10 VNC를 이용한 디스 이 공유
이태호·이기훈(울산 ),안건태(포항산업과학연

구원),이명 (울산 )

P2.9-11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에 지 효율 인 하이
리드 MAC 로토콜

이한선( 운 ),이형수( 자부품연구원),정 수

( 운 )

P2.9-12 SVC 공간  향상 계층에서 빠른 인트라 측 모
드 결정 방법
조미숙·강진미·정기동(부산 )

P2.9-13 과  데이터를 이용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특성 
연구
김 호·권종욱·최형기(성균 )

P2.9-14 임베디드 기기의 S/W 와 H/W 연동성 분석을 
한 로그데이터 포맷
김성숙·박기진(아주 ),최재 ·김윤희(유투시스

템) 

P2.9-15 TFT-LCD 단  공정 시스템 통합을 한 데이터 
임 포맷

임은성·황병 ·박기진(아주 ) 

P2.9-16 H.264/SVC를 기반으로 한 ROI 화질 개선 방법
이정환·유 (고려 )

P2.9-17 TCP의 수동  네트워크 용량 측정을 한 지연 
패킷 페어 기법
황재 ·유시환·유 (고려 )

P2.9-1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효율성과 낮은 지
연을 한 RTS Aggregation 기법
이동호·송병훈·정 수( 운 ) 

P2.9-19 GPS와 Open API를 이용한 모바일 일정 리 매쉬
업 서비스 구
고윤미·오기남·권경희(단국 )

P2.9-20 ad hoc 네트워크에서 Peer 사이의 자료 분배의 효
율성에 한 연구
장은실·강승석(서울여 ) 

P2.9-21 무선 센서-엑터 네트워크에서 주기  메시지의 실
시간 송
Dao Quan Ngo·이상진·김명균(울산 )

10 컴퓨터 그래픽스

P2.10-01 요도 확산을 이용한 상 리타겟
조성 (포항공 ),Yasuyuki Matsushita(MSR 

Asia),이승용(포항공 )

P2.10-02 다 원 문제를 한 원 기여도 기반의 요도 
샘 링

김효원(숭실 ),기 우(SK Innoace),오경수(숭

실 )

P2.10-03 Web-GIS 기반 폭풍해일 시각화 기법 연구
김진아·박 순·권재일(한국해양연구원),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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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 

P2.10-04 스 치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키 임 애니
메이션 생성
양경용(육사),이제희(서울 )

P2.10-05 최 의 GIS 기반자료 확보를 한 성 상 융합
기법 연구
김수철·한정 (고려 )

P2.10-06 특징 기반의 상 묘화 기법
김동연·손민정(포항공 ),이윤진(아주 ),강형우

(UMSL),이승용(포항공 )

P2.10-07 스 치 기반 메쉬 객체 결합 기법

권지용·김나리·이인권·최윤철(연세 ) 

P2.10-08 입자 물리 시뮬 이션을 한 3차원 오 젝트 생
성
신성식·권오 ( 북 ),송주환( 주 ) 

P2.10-09 한  트루타입폰트  손 씨의 자동 획 분할 알
고리즘
곽윤석·구상옥·정순기(경북 ) 

P2.10-10 직선용 경로를 이용한 3D 얼굴 모핑 알고리즘
이재윤·정철희·이명원(수원 )

P2.10-11 3차원 얼굴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얼굴 측
구본 ·정철희·이명원(수원 )

11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II

P2.11-01 Gamma-Dirichlet 분포에 의한 HMM의 역  
지역 시간지속 모델
신 기(부경 )

P2.11-02 Normalized Cuts을 이용한 그래  기반의 모션 
분할
윤성주·박안진·정기철(숭실 )

P2.11-03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한  자막 추출
정제희·이승훈·김재 ·이지형(성균 )고한석

(고려 )

P2.11-04 CUDA를 이용한 다시  거리 상 정합
최성인·박순용(경북 ),김 ·박용운(국방과학연

구소)

P2.11-05 크기에 강인한 인공물 축출 방법
손길호·김상희·이용웅(국방과학연구소)

P2.11-06 자외선  미경 상에서 도 기반의 피지 부
 검출 방법

김경록·탁윤식·황인 (고려 ) 

P2.11-07 성 상을 이용한 건물 모델링  지형 정합 시
스템
오선호·정순기(경북 ),김상희(국방과학연구소),

김정환(에이알비 )

P2.11-08 다  방향성 Greedy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테 오 
정합
백승해·정순기·박순용(경북 ),김상희(국방과학

연구소),김정환(에이알비 ) 

P2.11-09 감성 기반의 자동 텍스타일 상 분류 시스템
김 래·신윤희·김은이(건국 )

P2.11-10 피부색상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정
 얼굴감지

최유주(서울벤처정보 학원 ),변재희(덕성여

)

P2.11-11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를 통하여 인식기의 집
합을 결정하는 방법
강희 (한성 )

12 컴퓨터시스템 II

P2.12-01 VRender3D 로세서를 한 Mobile 3D Engine 
포
정일동·Alexander O. Fedorov·김용태·이군석

(LG 자)

P2.12-0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황 인지  우선순  기
반의 실시간 스 링 기법
이효남·임성화·김재훈(아주 ))

P2.12-03 유비쿼터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연 분석을 
활용한 다  상황 응  데이터 감시 략
장 원·이동욱·김재훈·조 덕(아주 )

P2.12-04 실시간 공  모니터링을 한 다 센서 데이터 처
리 컴퓨터의 설계
조 우·이종 ·김형신(충남 )

P2.12-05 멀티코어 로세서를 한 확장성 있는 온 칩 연
결 망 구조 연구
이만희·박인규(인하 )

P2.12-06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진 부호화된 XML 문서를 
한 복호기 설계  구

유정수·낭종호(서강 )

P2.12-07 네트워크 임베디드 Self-adaptive 소 트웨어의 
상호작용 비용에 기반한 구조 분석
김 필·유 (고려 )

P2.12-08 홈 네트워킹 다  사용자간 디바이스 잠
신근태·김윤삼·조은선(충남 ) 

P2.12-09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부분 인 경로 수정을 이용
한 라우  로토콜 설계
김지성·서효 (가톨릭 )

P2.12-10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다기능 IPTV 리모컨 Nter
의 설계  개요
오상철·노승기·안 임·이정 (한국산업기술 ) 

P2.12-11 AUTOSAR 기반 차량용 소 트웨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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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AM Manager  시스템 서비스 구조 설계
류 기·조성래·정우 (DGIST) 

P2.12-12 이기종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한 원격 모듈 개
자
민홍·이상호·김 재·김석 ·조유근(서울 ),홍

지만(숭실 )

P2.12-13 가상화 방법의 비교
안창용·유 (고려 ) 

P2.12-14 VMM의 USB 2.0 API 사용을 한 모듈제안
서 철·이민순·김 환·이병수(인천 ) 

◎ 7월 2일(수) 12:40 - 14:00 스키하우스 체육관

1 데이타베이스 II

P3.1-01 유비쿼터스 환경에 상황 인지 기반 개인화 자원 
추천 시스템
박종 ·강선희·강지훈(충남 )

P3.1-02 교육용 게임에서의 학습 데이터 동기화 처리
성식(고려 ) 

P3.1-03 GML을 이용하는 Mobile GIS에서 무선통신을 
한 데이터 변환
최정훈·박명순(고려 )

P3.1-04 Altibase에서의 Date 연산 개선 방법
정동인·김상우·이상원(성균 )

P3.1-05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사용자 선호도 기반 상황
인지 시스템 설계
안후 ·박 호(숙명여 ) 

P3.1-06 XMDR을 이용한 멀티데이터베이스 통합 검색 시
스템
허욱·문석재·엄 ·정계동·최 근( 운 )

P3.1-07 ETL상에서 일시스템을 이용한 용량 데이터 
처리 기법
정윤철(고려 )

P3.1-08 KPU 가치투자 지원 시스템(KPU-VISS)의 설계  
구
함진헌·백 기·유제욱·이정 (한국산업기술 )

P3.1-09 센서 태그 데이터의 필터링을 한 Edge 
Manager의 설계
이 호·류우석·홍 희(부산 )

P3.1-10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데이타베이스 응용을 
한 표  성능평가
한송이·이규웅(상지 )

P3.1-11 Alliver: 실용  상황 인식 서비스 달 임워
크
이상근·이동주·이재원·강승석·이상구(서울 )

P3.1-12 한의학 약재 온톨로지 뷰어 시스템 개발
류동호·차승 ·유정연(충남 ),송미 (한국한의

학연구원),이규철(충남 )

P3.1-13 키워드를 이용한 효율 인 웹서비스  openAPI 
검색 엔진 개발
천동석·차승 (충남 ),김경옥(ETRI),이규철(충

남 ) 

P3.1-14 RBAC기반의 메타데이타 지스트리 근제어 모
델
황선홍·김진형(고려 ),정동원(군산 ),김희석

(삼성 자),백두권(고려 ) 

P3.1-15 커뮤니티 기반 효율 인 웹 검색 시스템 설계
박상 ·박건우·이상훈(국방 ) 

P3.1-16 도로 네트워크에서 효율  궤  리 방법
이원철·신성 ·이상민(강원 ) 

P3.1-17 데이터 스트림에서 연속질의 처리를 한 큐 메모
리 리 기법
신재완·신숭선·이동욱(인하 ),김경배(서원 ),

배해 (인하 )

P3.1-18 Staging 역을 활용한 분산 의료정보시스템 통합
희·박건우·이상훈(국방 )

P3.1-19 블로그 환경을 한 포스트 랭킹 알고리즘
황원석·도 주·배덕호·김상욱(한양 )

2 정보통신 III

P3.2-01 Afreeca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행동 
분석
박용덕·박건우·권태경·최양희(서울 ) 

P3.2-02 u-헬스 어를 한 실내 치인식 시스템의 설계 
 구

최재호·김 ( 운 ),이종언(삼성탈 스),차시

호(세종 ),조국 ( 운 )

P3.2-03 멀티에이 트 기반의 지능형 력 정보시스템 구
축 기술
김지 ·김상태·유남철·이동철(한 KDN) 

P3.2-04 유비쿼터스 센싱 인 라 구축을 한 최 센서 배
치 방법
김정은·윤만기(서울 ),한정희(삼성 자),이창건

(서울 ),하은용(안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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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5 SDL을 이용한 802.11 Legacy MAC 로토콜 설
계  구
이진호·이성훈·이형근( 운 ) 

P3.2-06 Ultra-Large-Scale 시스템을 한 자율 응형 기술 
연구
정덕원·이동훈·민덕기(건국 )

P3.2-07 Nios II 임베디드 로세서와 μClinux를 이용한 
웹기반 임베디드 디지털 액자 구
정문수·양희환·정제명(한양 ) 

P3.2-08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 맞춤형 디바이스 
업 시스템
박원익·이용 ·김 국(충남 )

P3.2-09 상황 인식 기반의 의료 상 송 시스템 미들웨어
이재은·윤용익(숙명여 )

P3.2-10 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게이트웨이 배
치와 연결성
김우승·김진석(서울시립 )

P3.2-11 에 지 효율 인 센서 네트워크를 한 분리된 방
향성 메시징 기법
양창우·길아라(숭실 ) 

P3.2-12 Proxy MIPv6의 고속 핸드오 를 한 Context 
Transfer 기법 제안
백재종·송주석(연세 )

P3.2-13 이동 에이 트의 하이 리드 이주 기법 설계
이연식·김 종(군산 )

P3.2-14 최  경로 탐색을 이용한 이동 에이 트의 응  
이주
이연식·김 종·최 춘(군산 )

P3.2-15 최  빈발 2-시 스를 이용한 최  이동 패턴 추출
이연식·고 ·김 종(군산 )

P3.2-16 자원 가상화 기반의 미래네트워크 구조
권순종·최은호(KT)

P3.2-17 임 드로핑을 이용한 MPEG-4 미디어 송시
의 디지털 작권 리를 한 암호화 기법연구
양승미·신동규·신동일·박세 (세종 )

P3.2-18 지형에 따른 센서 탐지 역 감소율 분석을 한 
시뮬 이터 모듈 설계 
류민우·김 ( 운 ),차시호(세종 ),이종언

(삼성탈 스),조국 ( 운 ) 

P3.2-19 무선망에서 싱크의 치정보 획득을 한 제한된 
선형 러딩 방안
박호성·김태희·진민숙·이의신·삼부바트 릭·김

상하(충남 ) 

P3.2-20 인터넷 주소자원 련 IETF WG 연구동향
김건웅(목포해양 ),송병권(서경 ),박찬기·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P3.2-21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RF 송 벨 기반의 계
층  클러스터링 기법
김병 ·김진환·이 모(한림 )

P3.2-22 지리  정보를 응용한 라우  테이블 리  라

우  기법
박철 ·권태경·최양희(서울 )

P3.2-23 MAC 수  멀티캐스 을 이용한 IEEE 802.11 
ACK-less 유니캐스 의 성능  력 약
오 석·양 ·박창윤( 앙 )

P3.2-24 분산 OSGi 임워크들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에
서 P2P을 이용한 RSP 번들 설계  구
윤기 ·김은회·최재 (숭실 ) 

P3.2-25 IEEE 802.11에서 MAC 수  멀티캐스 을 이용한 
에 지 효율 인 ACK-less 유니캐스  기법 개발
윤진석·양 ·박창윤( 앙 )

P3.2-26 RTLS를 용한 산업용 로 의 치 제어 기술
이 희·송병훈·최학수( 자부품연구원)

P3.2-27 차량과 노변장치의 통신에서 처리율 향상을 한 
송 스 쥴링 방안

임연섭·황재룡·김종권(서울 )

P3.2-28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압축 기법을 이용한 다운
로드 속도 개선에 한 연구
오교환·정성우(고려 )

P3.2-29 멀티호  환경에서 가용 역폭 측정을 이용한 최
 경로 설정 연구

김 선·홍충선(경희 )

P3.2-30 WCDMA 시스템에서 RLC 상태 보고 리포트 향
상 방안에 한 연구
오진 (성균 ) 

P3.2-31 유비쿼터스 스마트 홈을 한 치와 모션인식 기
반의 실시간 휴먼 트랙커
박세 ·신동규·신동일·Nguyen Quoc Cuong

(세종 ) 

P3.2-32 애드 혹 퍼베이시  환경에서 자원 모니터링을 
한 환경에 응 인 고 기법
곽경만·Gonzalo Huerta-Canepa·이동만(ICU)

P3.2-33 USN 연동성을 고려한 실시간 국토모니터링 테스
트베드 구축 방안
이종욱·서석빈·김 주·박상 (ICU),김 은(한국

지질자원연구원),김 (ICU)

P3.2-34 모바일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 리 
시스템
심우제·황 ·김 국(충남 )

P3.2-35 지도기반의 모바일 업 자동화 시스템
임문섭·홍성범·김 국(충남 )

P3.2-36 Proxy Mobile IPv6 기반 6LoWPAN 노드의 이동
성 지원 기법
김진호·이혜찬·홍충선(경희 )

P3.2-37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 트래픽에 
한 비트율 제어 기법
모하마드 무스타  모노워·엠디 오베이둘 라

만·홍충선(경희 )

P3.2-38 DPA(DNP3.0 Protocol Analyzer) 랫폼 개발
송병권·이상훈·정태의(서경 ),김건웅(목포해양

),김진철·김 억(한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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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39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  트래픽 분류 기법 연구
이성진(한양 ),송종우(이화여 ),안수한(서울시

립 ),원유집(한양 ),장재성(SK Telecom)

P3.2-40 HDLC 로토콜 기반 DLMS 트래픽 모니터링 시
스템

송병권·김새벽·김경헌·정태의(서경 ),김진철·

김 억(한 KDN)

P3.2-41 다국어 자메일 주소를 지원하는 EEMS 모델 제안
최민석·한동윤·김경석(부산 )

3 컴퓨터시스템 III

P3.3-01 공정 변이 조건 하의 수율 인식 캐시 설계를 한 
캐시 메모리 내로우 밸류 검색
장형범·정성우·윤성로(고려 )

P3.3-02 일의 의미기반분할을 한 효율 인 진형 
Modulo-K 알고리즘
반종명·원유집·민재홍(한양 )

P3.3-03 H.264/AVC의 CAVLC  디코더를 한 
Coef_Token 블록의 면  력 설계
정 진·이강(한동 )

P3.3-04 환경 리를 고려한 건설CALS시스템의 개선방향
정인수·김진욱(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찬식(인

천 )

P3.3-05 XML 웹서비스를 이용한 력시스템 MIB 설계
정남 ·양일권·송재주·고종민·오도은(한  

력연구원)

P3.3-06 국내 환경에 합한 력부가서비스 BM 개발  
시스템 구축 방안
양원철·김재희·김상수(한 KDN)

P3.3-07 AHU 서버의 병목 상을 해소하기 한 부하분산 
방법
안 호·김성수·조 덕(아주 )

P3.3-08 iSCSI 로토콜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지원을 한 클러스터링 장시스템
김문경·김선태·노재춘(세종 ),박성순(안양 )

P3.3-09 효율 이고 확장성 있는 다 - 로세서 시스템 시
뮬 이터
김희경·박해우·양회석·하순회(서울 )

P3.3-10 분산 컴포 트 시스템에서 동기화된 시간의 정
도를 높일 수 있는 기법
박수환·이창건(서울 ),하은용(안양 )

P3.3-11 OSGi 기반의 확장형 소 트웨어 랫폼
주 태·김정국·김 주·서한석 (한국외 ) 

P3.3-12 동  력 리 기법의 실시간 태스크 스  가
능 검사 향 분석
유시환·유 (고려 ) 

P3.3-13  지향 로그래 (AOP) 기법을 용한 워크

로우 서비스 시스템
손인선·최종선·조용윤·손은미·최재 (숭실 ) 

P3.3-14 시뮬링크를 활용한 SCA 웨이 폼의 자동 생성 방
법론
김선희·심효택·설진호·맹승렬(KAIST)

P3.3-15 병렬처리 기반의 경제  계산
이상 (고려 )

P3.3-16 AspectHPJ: 자바기반의 심 지향  병렬 로그
래  모델
김명진·이한구·이동근·이원사(건국 )

P3.3-17 단편화 해소를 한 자동 인 이아웃 스코어링 
기법
이 석·박 찬·유 (고려 ) 

P3.3-18 원격 디버깅을 이용한 명령어 단  로 일링 기
법
김승균·김정원·이재진(서울 ) 

P3.3-19 비행체 설계를 한 PSE 포탈 구축
김주환·이호 ·이정욱(건국 )

P3.3-20 언어 변환을 한 설계 방법
박주열·곽동규·고방원·유재우(숭실 )

P3.3-21 동  GUI 생성을 한 코드 생성 시스템
안 진(숭실 ),최종명(목포 ),조용윤·유재유

(숭실 )

P3.3-22 의미 분석과 부호화된 구조 분석을 이용한 XML 
자동 변환
양홍 ·곽동규·문 주·유재우(숭실 )

P3.3-23 동치성 검사를 한 모델 체킹의 용
안 정·송 호·최진 (고려 )

P3.3-24 core 일을 이용한 로세스 수행 흐름 분석 도
구의 설계  구
홍석일·국 진·홍지만(숭실 )

P3.3-25 NAND 래시 메모리 상에서 페이지 공유를 통
한  용량 멀티미디어 일 고속 편집 장 기법
고석 ·정승완(경북 ),남 진( 구 ),서 화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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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은 P1.6-09

조진선 P2.6-02

조치영 P2.2-02

주현태 P3.3-11

지동주 O1.8-5

지은경 O3.6-3

진민숙 O4.2-6

진현욱 P1.8-14

차다함 O4.2-8

차영환 O2.1-2

천동석 P3.1-13

천성환 O4.2-4

최경호 P1.6-02

최기석 O4.5-2

최민석 P3.2-41

최민석 O4.5-1

최봉환 P2.6-12

최석우 O1.7-5

최성인 P2.11-04

최승진 O1.6-8

최승훈 P1.2-08

최시원 O1.5-3

최영환 O4.3-2

최옥주 P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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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O4.5-4

최중호 O3.1-4

하정우 O3.4-6

하창수 O4.5-6

하태준 O3.3-5

한규태 P1.8-15

한민규 P2.9-02

한병준 P2.6-10

한소희 P1.5-09

한진영 O4.1-6

한창호 P1.7-13

함진헌 P3.1-08

허선영 P1.4-08

허  욱 P3.1-06

허정환 P1.4-07

허제민 O1.4-1

허  준 P2.8-04

현철승 O2.3-3

현철환 P1.8-01

홍광진 O3.5-6

홍석일 P3.3-24

홍진표 P2.4-09

홍진혁 O1.8-2

홍철호 P1.8-08

황규백 P2.6-03

황규백 P2.6-04

황선명 P1.2-07

황선홍 P3.1-14

황세욱 O3.2-3

황재현 P2.9-17

황진호 O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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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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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BenHa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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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edObaid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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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 학술 회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27일 - 6월 23일          ◈ 현장등록 : 6월 30일 -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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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가능하며 강좌당 5,000원입니다.

◎ 논문집 수록 내역 

 - Poster 발표논문은 B,C,D권으로 나눠 분야별로 게재합니다.

A 권 Oral 발표논문(전분야)

B 권
 소프트웨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전산교육시스템/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HPC

C 권  데이타베이스/바이오정보기술/언어공학/인공지능/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D 권  정보보호/정보통신

◎ 연구회행사 참가비

구분 행사명
등록 
구분

KCC2008 등록시 KCC 2008 미등록시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S1
커뮤니티컴퓨
팅 워크샵

사전 10,000 15,000 20,000 15,000 10,000 15,000 20,000 15,000

현장 15,000 25,000 30,000 20,000 15,000 25,000 30,000 20,000

S2
정보통신산학
연 워크샵

사전 50,000 50,000

현장 50,000 50,000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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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테이블탑 

인터페이스 
워크샵

사전 10,000 20,000 30,000 10,000 10,000 20,000 30,000 10,000

현장 10,000 20,000 30,000 10,000 10,000 20,000 30,000 10,000

S3.3
ILVB-2008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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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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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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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ise@kiise.or.kr      http://www.ki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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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휴게실 안내

회의개최/휴게실 안내

◉ 회의안내

1. 국문 및 영문 논문지 전체편집위원회 

   7월 1일(화) 오전 11:30 - , 호텔 1층 자스미나

2. 제4차 학회지편집위원회  

    7월 1일(화)

3. 바이오정보기술연구회 총회

   7월 1일(화) 오전 12:20 - , 호텔 3층 토파즈 III

4.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운영위원회  

    1차회의 - 7월 1일(화) 오후 7시, 호텔 1층 캐슬파인(033-330-6038)

    2차회의 - 7월 2일(수) 오전 7시, 호텔 1층 캐슬파인(033-330-6038)

◉ 휴게실 등 안내

◈ 임원 휴게실 - 호텔 3층 오팔 룸

◈ 진행본부 - 호텔2층 비즈니스센터

◈ 등록데스크 - 호텔2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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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숙박

 서울에서 오시는 방법: 

► 서울 중교통

동서울터미널 → 장평행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무료셔틀버스이용)

휘닉스파크(무료 셔틀버스 이용) → 장평터미널 → 동서울.상봉 터미널 버스탑승

► 승용차

서울 ↔ 면온IC : 141.4KM(소요시간 : 2시간)

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 (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 직통셔틀버스 이용

1) 44인승 최고급 버스

구 분

셔틀운행안내 

서울 -> 휘닉스 파크 휘닉스파크 -> 서울

시간 장소 (출발지 기준) 시 간 장소 (도착지 기준) 

매 일 10:00 글라스타워 후문 15:00 잠실 / 삼성

* 구매한 승차권을 당일 출발 30분전까지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왕복권의 경우 1회 편도 이용 후 (하행 또는 상행) 나머지 1회 편도요금만의 환불은 불가능하며, 소지하신 잔여 승차

권은 추후 이용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약은 이용일 1일전 17시에 마감됩니다.

* 사전예약자가 없을 경우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반드시 http://www.goodbus.co.kr에서 온라인 사전예약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1588-9722

* 요금 :  일반 - (왕복) 26,000원 (편도) 14,000원 / 회원 및 소인 - (왕복) 24,000원 (편도) 13,000원

► 무료셔틀버스 이용

* 휘닉스파크 출발 → 장평시외버스터미널 도착 : 08:30부터 2시간 간격 운행

* 장평시외버스터미널 출발 → 휘닉스파크 도착 : 09:00부터 2시간 간격 운행

* 운행사 : 휘닉스파크 (033-330-6805,6777,6852) 



58 한국정보과학회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교통 및 숙박

 전에서 오시는 방법: 

► 전 중교통

전버스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 장평행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무료셔틀이용)

휘닉스파크 (무료셔틀버스이용) → 장평터미널 → 원주행버스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 전행버스탑승 → 전버스터미널

► 승용차

전 ↔ 면온IC : 208Km(소요시간 2시간10분)

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강릉방향)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구에서 오시는 방법: 

► 구 중교통

구버스터미널 → 원주행버스탑승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 장평행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무료셔

틀이용)

휘닉스파크 (무료셔틀이용) → 장평터미널 → 원주행버스탑승 → 원주버스터미널 → 구행버스탑승 → 구

► 승용차

구 ↔ 면온 IC : 279.8KM (소요시간 : 2시간 50분)

중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춘천/홍천에서 오시는 방법: 

► 춘천/홍천 중교통

춘천/홍천시외버스터미널 → 장평행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무료셔틀버스이용)

휘닉스파크 (무료셔틀이용) → 장평터미널 → 춘천/홍천행버스탑승 → 춘천/홍천

► 승용차

춘천 ↔ 면온IC : 108Km(소요시간: 1시간15분)

홍천 ↔ 면온IC : 97Km(소요시간: 1시간5분)

중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부산에서 오시는 방법: 

► 부산 중교통

부산버스터미널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 장평행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무료셔틀이용)

휘닉스파크(무료셔틀버스이용) → 장평터미널 → 원주행버스탑승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 부산

► 승용차

부산 ↔ 면온IC : 402.5KM (소요시간 : 4시간)

경부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원주행) →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면온IC → 휘닉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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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오시는 방법: 

► 광주 중교통

광주시외버스터미널 → 전,전주, 구행탑승 → 전,전주, 구 시외버스터미널 → 원주행 버스탑승 → 원주시외버

스터미널 → 장평행버스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 승용차

광주 ↔ 면온IC : 371.3.KM(소요시간 : 3시간 40분)

호남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파크

 

 강릉에서 오시는 방법: 

► 강릉 중교통

강릉시외버스터미널 → 장평행탑승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무료셔틀이용)

► 승용차

강릉 ↔ 면온IC : 60.3KM (소요시간 : 35분)

강릉 → 영동고속도로 → 면온 IC → 휘닉스 파크 

 

 울산에서 오시는 방법: 

► 울산 중교통

울산버스터미널 → 원주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무료셔틀이용)

울산 → 원주 (1일 4회 4시간소요)

► 승용차

울산 ↔ 면온IC : 376.79KM (소요시간 : 3시간 36분)

울산 → 언양IC → 금호분기점 → 만종분기점 → 면온 IC → 휘닉스파크 

 

 전주에서 오시는 방법: 

► 전주 중교통

전주버스터미널 → 원주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 (무료셔틀이용 4시간 30분소요)

전주 → 원주 (1일8회 3시간 30분소요)

► 승용차

전주 ↔ 면온 IC : 295KM (소요시간 : 2시간 57분)

전주 → 논산 IC → 회덕분기점 → 남이분기점 → 호법분기점 → 면온IC- 휘닉스파크 

 

 청주에서 오시는 방법: 

► 청주 중교통

청주버스터미널 → 원주 → 장평터미널 → 휘닉스파크(무료셔틀이용)

청주 → 원주 (1일 34회 3시간 소요)

► 승용차

서청주 ↔ 면온 IC : 173.79KM(소요시간 : 1시간 45분)

서청주 → 호법분기점 → 면온IC → 휘닉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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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명 유형 전화 소요시간 숙박업소명 유형 전화 소요시간

겨울산장 개인민박집 033-332-7770 3 핀란디아펜션 펜션 033-333-3036 5

겨울여행 빌라/아파트 033-332-3999 3 필라투스펜션 펜션 033-334-2622 5

너랑나랑펜션 펜션 033-334-8821 3 하얀민박 개인민박집 033-332-0948 5

부성파크 장급이상여관 033-333-0933~ 3 하이눈펜션 펜션 033-332-0045 5

스키아이 콘도 빌라/아파트 033-333-8888 3 함초롬 펜션 펜션 033-333-2552 5

▣ 휘닉스 파크 숙박안내

* 아래 요금은 1박 기준이며, KCC 2008 참가자께서는 학회 요금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 및 문의 : 1577-0069

구분 Type 투숙인원 정상가 학회요금 

호텔 

온돌 3 240,000

127,000
온돌더블 3

280,000양실더블 2

양실트윈 2

콘도 

스탠다드(20평형) 4 240,000 80,000

스위트(30평형) 5 360,000 110,000

로얄(40평형) 6 480,000 140,000

로얄스위트(50평형) 7 600,000 170,000

▣ 리조트 주변 숙박시설

* 아래 소요시간은 승용차 이용시 휘닉스파크에 도착하는 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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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콜 산장 콘도형 033-332-1908 3 해뜰참 펜션 펜션 033-334-3523 5

펜션우리집 콘도형 033-333-8886 3 해피투데이 펜션 016-260-2612 5

해피밸리 빌라/아파트 033-333-3444 3 가람황토민박 펜션 033-335-0516 10

화이트캐빈 펜션 033-333-7444 3 겨울연가 펜션 033-334-3306 10

휘닉스그린텔 장급이상여관 033-333-0091~3 3 나무와펜션 펜션 033-333-7553 10

강냉이일기 펜션 033-332-7717 5 사랑이야기펜션 펜션 033-336-5251 10

겨울풍경 펜션 033-334-4500 5 산밑에 전원 펜션 펜션 033-335-0325 10

꼬마성 콘도형 033-333-3377 5 새이모퉁이 펜션 033-335-0453 10

나드리펜션 펜션 033-333-4766 5 솔내음 펜션 펜션 033-336-5525 10

동원스위트펜션 펜션 033-334-5777 5 숲속민박 개인민박집 033-335-5048 10

로미오와쥴리엣 펜션 033-332-3999 5 숲속황토마을 펜션 033-335-2454 10

산수정 개인민박집 033-332-1055 5 아르보펜션 펜션 033-335-5515 10

샘골펜션 펜션 033-335-3914 5 앤하우스 펜션 033-334-4301 10

숲속의아침 펜션 033-334-1650 5 여우별펜션 펜션 033-336-4455 10

시나브로 펜션 033-333-8668 5 테라로사 펜션 펜션 033-330-3308 10

아침이슬 펜션 033-332-2023 5 파인트리 펜션 033-332-3259 10

안젤라펜션 펜션 033-333-6479 5 하얀천국펜션 펜션 033-336-0605 10

즐거운펜션락 펜션 033-334-8102 5 하이디하우스 펜션 펜션 033-335-1383 10

펜션 힐하우스 펜션 033-332-4517 5 휘닉스랜드 펜션 018-251-9887 10

펜션데이지(C동) 펜션 033-333-0306 5 흙,공기와 물 펜션 033-332-0002 10

펜션심포니 펜션 033-333-7306 5 소나무황토펜션 콘도형 033-333-7997 20

푸른소리솔바람 펜션 033-332-1526 5 피닉스펜션 펜션 033-334-246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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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닉스파크 지역별 추천코스 

► 평창군

1) 허브나라>(5분)>봉평일 >(10분)>휘닉스파크>(40분)>오 산국립공원

2)한국앵무새학교>(10분)>신약수, 방아다리약수>(40분)>휘닉스파크>(10분)>허브나라

3)한국자생식물원>(40분)>휘닉스파크>(50분)> 관령양떼목장

► 횡성군

1)강원참숯(40분)>휘닉스파크>(50분)>안응찐빵

2)한얼문화예술과(40분)휘닉스파크(40분)강원참숯

3)횡성테마랜드>(30분)>휘닉스파크>(10분)>청태산자연휴양림

► 영월군

1) 휘닉스파크>(1시간)>웰컴투동막골촬영지>(20분>선돌>(30분)>김삿갓문학관>(15분)>고씨동굴

2) 휘닉스파크>(1시간 30분)>선돌>(5분)>장릉>(5분)>청령포>(20분)>고씨동둘>(40분)>한반도지형

► 정선군

1) 휘닉스파크>(1시간 30분)> 아우라지>(15분)> 정선5일장>(20분)> 화암동굴

2) 휘닉스파크>(90분)>민둥산>화암8경>소금강

3) 휘닉스파크>(40분)>아우라지>(1시간)>화암동굴>(5분)> 화암8경

강릉시

1) 휘닉스파크>(60분)> 경포 일 >(5분)> 참소리박물관

▣ 계절별 여름추천코스 

1) 오 산국립공원>(10분)>한국자생식물원>(40분)>휘닉스파크

2) 허브나라>(10분)>홍정계곡>(10분)>휘닉스파크>(50분)>삼양 관령목장/ 관령양떼목장

3) 고씨동굴>(30분)>별마로천문 >(80분)>휘닉스파크>(10분)>봉평일

4) 민둥산 >소금강>화암8경>휘닉스파크

▣ 가족추천코스

1) 한얼문화예술관 >(40분)>봉평일 >(10분)> 휘닉스파크<(40분)>오 산국립공원

2) 한국앵무새학교 >(20분) 한국자생식물원 >(30분)> 휘닉스파크 >(40분)> 안흥찐빵마을

3) 강원참숯/횡성온천>(40분)>휘닉스파크>(10분)>허브나라

4) 고씨동굴>(20분)>장릉>(5분)>청령포>(5분)>선돌>(60분)>휘닉스파크>>(10분)>본평일

5) 휘닉스파크>(40분)>아우라지>(40분)>화암동굴>(20분)>정선5일장

▣ 친구추천코스

1) 삼양 관령목장/ 관령양떼목장 >(30분)> 경포일 >(60분)>휘닉스파크>(10분)>허브나라

2) 김삿갓문학관 >(35분)>동강사진박물관> (20분)>한반도지형>(20분)>휘닉스파크>(60분)>선돌

3) 휘닉스파크 >(50분)>웰컴투동막골촬영지>(20분)> 선돌>(20분)>한반도지형> 동강사진박물관

4) 휘닉스파크>(40분)> 아우라지>(40분)> 화암약수>(5분)> 화암동굴

▣ 여름휴가추천코스

1) 휘닉스파크>(30분)만동계곡

2) 휘닉스파크>(1시간) 소돓해수욕장

3) 오 산(10분)> 한국자생식물원>40분)>휘닉스파크

▣ 드라마 영화 추천코스

1) 드라마 토지 촬영세트장> 삼양 관령 목장 > 월컴투동막골 촬영장

2) 병아다리약수터> 한국자생식물원 > 삼양 관령목장

3) 아우라지>민둥산>가수리> 가수리 동강변> 정선 새비재> 연포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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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추천코스

1) 경포일 > 소금강> 휘닉스파크

2) 김삿갓문학관>고씨동굴>청량포>장릉>선돌>휘닉스파크

3) 휘닉스파크>숙암계곡>백석폭포

▣ 일출코스

1) 삼양 관령목장/ 관령양떼목장 >소금강

2) 경포일 > 강원참숯>횡성온천

3) 백석폭포 > 경포일

▣ 교육추천코스

1) 허브나라>(1O분)> 휘닉스파크>(40분)>한국자생식물원

2) 한국앵무새학교>30분>휘닉스파크>(50분)>삼양 관령목장/ 관령양떼목장

3) 이승복기념관>(30분)>상원사>(20분)>월정사>(40분)>휘닉스파크

4) 김삿갓문학관>(40분)>장릉>(5분)>청량포>(5분)>동강사진박물관>(5분)>영월곤충박물관>(60분)>휘닉스파

크>(10분)>봉평일

5) 고씨동굴>(30분)>별마로천문 >(80분)>휘닉스파크>(30분)>한얼문화예술관

6)휘닉스파크>(40분)> 아우라지>(20분)>정선5일장>(20분)>화암동굴

 횡성온천

2002년 3월에 개장한 횡성온천은 횡성의 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는 어답산 기슭에 위치한 중탄산 온천

으로 약알칼리성에 타 온천에 비해 중탄산과 물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유리탄산 성분이 월등히 높아 피로회복, 

만성피부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가능시설 : 목욕탕, 노천탕(남,여), 숯찜질방(남,여), 황토방, 옥이슬사우나, 휴면실, 체육시설운영 (온천장 

뒷뜰:족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줄넘기,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지기 ) 민속품 등

이용시간 : 07:00~21:00 (금액과 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가능/ 20인이상단체시 할인가능)

찾아가는길 : 횡성IC -> 횡성방향 4번국도 -> 섬강유원지 -> 삼거저수지 -> 횡성온천 

문의 : 033-344-4200  홈페이지 : http://www.silkroadspa.co.kr

 강원참숯

전국 100여개의 참숯공장 가운데 유독 횡성군 포동리 강원참숯 가마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35년 경력의 숯

의 1인자가 숯을 굽는 숯가마의 원조일 뿐만 아니라 숯을 구워내고 난 가마의 열기를 활용한 숯찜질방, 삼겹살 

숯불구이 등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생활 구석구석 숯을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공기정화에서부터 살균, 해독, 탈취효과에 이르기까지 숯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숯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법들이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찾아가는길 : 영동고속도로 문막IC-만종분기점-중앙고속도로-북원주IC또는 횡성IC-고산초등학교-500m 직진

-삼거리우회전-샘골낚시터-2km직진-우측

문의 : 1588-1558  홈페이지 : http://www.charmsoot.com/

 고씨동굴

임진왜란 때 고씨일가가 왜군을 피해 은거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의 표적 석회암 동굴로써 

4-5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종유석의 생성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동굴의 표지역에는 섬세한 형성물체들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묘한 형상을 하고 있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 동굴은 현재 내부 1km까지 관광용동굴로 개

발 공개되고 있다.

위치 : 하동면 진별리 산 262 

이용시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9시간) / *동절기는 변경됨

문의 : 동굴관리소 033-370-2621,영월군청 문화관광과 033-37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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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삿갓 문학관

난고 김삿갓문학관은 강원도 시책 사업인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하나로 2003년 10월 개관했다. 김삿갓 선생

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주의적인 감정과 평민 사상에 기초하여 지배층에 해

서 강한 반항 정신을 나타낸 그의 시는 서민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관람시간 : 09:00~18:00 (매년 1월1일은 휴무)

 민둥산

민둥산(1117.8m)은 10월 중순이면 정상부근 20여 만평의 평원은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억세 천국으로, 경

사가 완만하여 가족산행에도 알맞다. 또한 여름 민둥산에도 꽤나 볼거리들이 있다. 동북쪽에 있는 기암괴석은 

금강산의 축소판이라 하여 소금강이라 불리워진다. 

산자락에는 삼내약수와 화암약수가 있어 산행의 묘미를 더해주고,  산 7부 능선은 8군데의 석회암 지역의 돌리

네가 형성된 특이한 지형이다.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산행지이기도 하며, 북쪽으로는 화암관광지가 조성

되어있다.

※ 등산코스

제1코스 : 증산초교-발구덕 갈림길 (50)-정상(40) / 총 1시간 30분 

제2코스 : 삼내약수-갈림길(50)-정상(70) / 총 2시간 

제3코스 : 화암약수-구슬동(10)-갈림길(150)-정상(70) / 총 3시간 50분

 백석폭포

진부IC에서 59번 국도를 따라 숙암계곡을 지나 정선으로 오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다 보면, 창밖으로 청

년기 산들의 굳건한 장관과 하천의 크로 작은 바위들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이 눈길을 잡아 끈다. 그러다가 갑

자기 산꼭 기에서 폴포가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는 보는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할 것이다. 늦은 봄에

는 주변의 연분홍빛 철쭉과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청량음료수를 마신 것처럼 

온 몸이 상쾌함을 느낄 것이다. 

 별마로천문

별마로란 "별(star)"과 "마루(정상)" 그리고 "로(고요할 로)"의 합성어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을 지

니고 있다. 최상의 관측 조건인 해발 800m에 자리한 별마로천문 는 연간 관측일수 190일로 최고의 관측조건

과 최  구경(800mm)의 천체망원경 보유 및 최다 보조망원경 보유(반사, 굴절 총 14 )를 자랑하는 시민천문

다. 

관람시간 : 하계(5월~8월) 15:00 ~ 23: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명절휴관 

(공휴일이 금요일일시 금,토,일요일은 정상개관하고 월,화요일에 휴관) 

문의 : 033-374-7463  홈페이지 : http://www.yao.or.kr/

 방아다리 약수

방아다리약수매표소 : 033-336-3145 

매표소에서 약수터까지 이어지는 약 300m의 전나무 숲길은 오염되지 않는 숲의 냄새가 좋아 삼림욕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춘 곳으로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박달나무 등 수많은 활엽수림이 

울창하게 어우러진 곳이다. 

또한 여기에서 나는 약수는 철분과 탄산이 주성분으로 위장병,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으며 인근에 소재하고 있

는 신약수도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 한다. 옛날 경상도 이씨 노인이 신병으로 고생하다가 꿈에 계시받은 곳을 

파헤쳐 생긴 곳이다. 그 물을 마셨더니 병이 나았으며 이후 산신단을 모셔 크게 제사하였다 한다.

 삼양 관령목장 / 관령양떼목장)

동양 최 규모의 삼양 관령 목장은 해발 850~1,470m의 강원도 관령일  600만평의 고산유휴지를 개척하

여 초지로 일구어 우리나라 산지축산을 선도하였다. 목장의 정상인 황병산은 동쪽으로 강릉 경포 , 주문진, 

연곡천, 청학동, 소금강 계곡을 볼 수 있다. 가족단위의 교육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음과 동시에 레포츠 활

동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치고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영화 (중독),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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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며), (연애소설), (바람의 파이터) 등을 촬영했으며, 드라마로는 (가을동화), (선녀와 사기꾼) 등을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고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곳곳에 잘 정비해 놓고 있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2리 산 1-103번지

홈페이지 : www.samyangranch.co.kr  

연 락 처 : 삼양목장 033-335-5045

관람시간 : 09:00 ~ 18:00  

길 안 내 : 경부(중부)고속도로 - 호법(신갈)IC - 영동고속도로 - 횡계톨게이트 - 매표소 통과 후 우회전(100m

전방) 시내방향 사거리 직진 - 횡계시내 로터리까지 직진 - 로터리에서 좌회 전 또는 직진 후 좌회전 - 다리건

너좌회전 (우측 횡계초교) - 직진 후 의야지 마을 회관을 지나 직진 - 관령목장/한일목장 삼거리에서 왼쪽길 

- 관령삼양목장 도착 

 상원사

오 산의 상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세웠으며 1946년에 불타 1947년에 새로 지은 절이다. 우리나

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제36호)이 보존되어 있고 또한 세조가 직접 보았다고 하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한 문수동자상, 상원사를 중창하기 위해 세조가 쓴 친필어첩인 중창권선문이 있다. 

도로안내 : 영동고속도로 - 진부IC 출 - 6번 국도 - 4km - 월정 3거리 (456지방도분기점) -좌회전 - 4km 북

상 - 간평교 - 삼거리 (446번 지방도 분기점) - 좌회전 - 446번 지방도로 진행 - 4km - 월정사 앞 주차장 - 

8.3km 북상 - 상원사 앞 주차장

현지교통 : 진부 - 월정사 경유 상원사행 시내버스 이용 /9회 운행/ 40분 소요

 선돌

날골과 남애마을 사이에 높이 70m 정도의 큰바위가 서있는데 이 바위를 선돌이라 한다. 선돌은 영월읍 방절리 

서강 안에 절벽을 이룬 곳에 위치해 있는데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 내리다 그친 듯한 형상을 이룬 입석을 

말한다 서강의 푸른물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져 마치 한국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하여 신선암(神仙岩)이라고

도 한다.

 소돌 해수욕장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으며 마을 전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으로 되어있다 하여 소돌이라고 부르고 띄타원형으

로 되어 있는 길이 500m, 3만5천㎡의 곱고 하얀 모래밭과 얕은 바닷물에서 가족단위로 피서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또한 항구가 있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가자미낚시를 즐길 수 있고 연안에서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을 맛 볼 

수 있늠 횟집이 많이 있고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해안도로가 있다. 찾아가는 길 (pp에서 1시간 20분)  영동고

속도로 → 현남 IC(2km) → 주문3거리 좌회전 → 도착지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표적인 가사유래지로서 송천강과 골지천이 합류되어 "어우러진다" 

하여 아우라지라 불리우고 있다. 특히 뗏목과 행상을 위하여 객지로 떠난 님을 애닯게 기다리는 남녀의 애절한 

마음을 적어 읊은 것이 지금이 정선아리랑 가사로 남아 있다.

위치 : 강원 정선군 북면 구절1리  

홈페이지 : 정선군청 문화관광  http://jstour.jeongseon.go.kr   

개요 : 철길따라 자전거를 타고 흐르는 풍경을 감상하는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는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는 네바퀴 자전거로 유럽의 산악관광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철

도((Rail)와 자전거의 약칭(bike)을 합친 말이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아름다운 송천계곡을 지나가면 철길과 강의 양쪽에 늘어선 기암절벽과 정겨운 농촌풍경이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 문의 안내 : 033-563-8787 (전화예약불가, 인터넷예약) 

※ 단체는 10 이상 적용됩니다. (2인용, 4인용 구분없음) 

※ 성수기 및 주말은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사전확인필요. 

이용시간 : 하절기 (09:00 ~ 18:00, 1일 5회 운행)

           동절기 (09:00 ~ 15:00, 1일 4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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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틀버스 (아우라지역 ↔ 구절리역) 무료 운행

 -구절리 (08:20-19:30, 6회 운행) 

 안흥찐빵마을

마을에 98년부터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한 찐빵 업소는 현재 17개 업소에 달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과 신용, 

택배 서비스 등을 통해 안흥의 안흥의 표 먹거리인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흥 찐빵의 특징은 팥의 

단맛이 적당하여 물리지 않고 빵맛의 쫄깃함이 독특하다.  

위치 : 강원 횡성군 안흥면  

문의 및 안내 : 횡성군청 관광경제과 033-340-2544

               안흥면사무소 033-340-2603

-자가운전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원주를 지나 새말 IC에 진입해 안흥․ 평창방향으로 우회전 한다.42번 

국도를 이용해 약 10분가량 소요된다. - 중교통 횡성터미널에 도착 후 "횡성축협"앞에서 시내버스 2-3번(안

흥찐빵마을행)을 이용하면 된다.

 영월곤충박물관

영월 곤충박물관은 2002년 5월에 개관했다. 나비와 나방 1,000여점과 갑충류 1,000점, 동강유역 서식하는 곤

충 1,000점등 총 3,000점이 전시되었다. 곤충박물관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해준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관람하기 좋은 곳이다. 

이용시간 : 10:00 ~ 18:00 (동절기 10:00 ~ 17:00) 

문의 : 033-374-5888 

홈페이지 : www.insectarium.co.kr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진 세트장은 미탄면 율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무 것도 없던 

산을 깎아 완성한 인공마을인데 무료로 구경할 수 있어 부담없이 마을에 들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가는길 : 영동고속도로-장평IC-평창방면-미탄-율치삼거리-영월방면(2km)-우회전-비포장길(2km)-세트장입구

-150m정도 걸어감. 

위치 :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50-2번지

 이승복 기념관

이승복 소년의 반공정신을 기리고 반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2년 3월에 오 산 남서부, 계방산 

자락을 휘감고 도는 운두령이 있는  36,000평의 지 위에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이승복 소년의 생애를 기록한 유화 13점과 장비 106점, 유품 33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자연학습전시장과 연계

되어 있다.

가는길 : 휘닉스파크 → 운두령 고개 → 한국앵무새학교 → 이승복기념관 → 방아다리약수 → 방아다리산방(토

굴한증)

홈페이지 : http://www.leesb-memorial.or.kr

연락처 : 033-333-8249

 장릉(단종역사관)

장릉은 조선 제6  임금인 단종의 능이다. 수양 군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이 17세 

되던 해에 죽음을 당하여, 암장되었던 곳으로 숙종 때 왕릉으로 정비 하였다.

개관시간 : 09:00~18:00  

위치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1086번지 

홈페이지 : www.ywtour.com/kor

안내 및 문의 : 단종역사관 033-370-2619

영월군청문화관광과 033-370-2531

현지교통 : 영월~장릉(주천, 북면방향) 시내버스 07:00~20:00

20분 간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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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중부고속국도 - 신갈.호법분기점(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중앙고속도로) - 신림- I.C(88번국도) - 

주천(영월방향) - 북쌍삼거리(좌회전) - 영월삼거리 - 장릉

 참소리 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edison.kr/   

소재지 : 강릉시 저동 35-1번지    

문의처 : (033)655-1130

개관시간 : 09:10~16:30 까지입장

참소리 축음기·오디오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 손성목 관장이 평소 축음기에 한 깊은 관심과 꾸준한 수집으

로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축음기 틴호일을 비롯한 최근의 오디오시스템까지 오디오 1백년사를 한눈

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축음기 박물관이다.

소장작품은 1,000여점의 원통축음기, 포터볼, 뮤직박스 등의 유물과 10만여장의 각종 레코드를 소장하고 있다. 

전시관에는 관람과 함께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청렴포

세조는 단종을 삼면이 깊은 강이고 뒤는 깍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청령포에 유배시켰다. 귀양왔을 당

시 머물던 어소터에 당시 건축양식으로 어소를 재연해 단종을 기리고 있다. 단종은 이곳에서 2개월 정도 지내

다 홍수로 인해 관풍헌으로 거소를 옮겼다. 청령포는 영월군 남면 광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영워읍에서 남서

쪽으로 2km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용시간 : 3월~10월 09:00~17:00  / 11월~2월 09:00 16:00 

 청태산 자연 휴양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청태산 기슭에 위치한 청태산자연휴양림은 숙박동인 숲속의 집과 산악자전거 코

스 그리고 등산로, 체험코스 등 여러 시설과 함께 각종 단체 수련활동, 레저활동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더 기업체 연수나 M.T에 적합하다. 가족 단위 여행 시에 알맞은 숲체험코스는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걷다보면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다.

연락처 관리사무소 : (033)343-9709 ,  

예약문의 : (033)743-8066~8 

주차시설 있음 : 주차장 3개소/70 , 간이주차장 4개소

< 자가운전 > 영동고속도로 면온I.C-보광휘닉스파크행 408번 지방도로-청태산자연휴양림이라는 이정표삼거리

- 좌회전-구영동고속도로-영동1터널-길 좌측-청태산자연휴양림 입간판-좌회전

< 중교통 > 청태산자연휴양림은 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어디에서든지 원주행 버스를 타고 원주에

서 하차한다. 그다음 원주에서 둔내까지 시내버스편으로 이동하고 둔내에서 택시를 이용한다. 

 한국앵무세힉교

휘닉스파크 → 운두령 고개 → 한국앵무새학교 → 이승복기념관 → 방아다리약수 → 방아다리산방(토굴한증)

홈페이지 : http://www.birdhouse.co.kr 

연락처 : 033-333-8249

평창군 계방산 자락에 위치한 버드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앵무새쇼 만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방

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록 적은 수의 분들이 오시더라도 전화를 통해 도착시간에 맞추어 공연시간을 조정

한다. '자전거 타기, 밧줄타기, 애교부리기, 뽀뽀하기' 등 앵무새들이 펼치는 공연으로 1교시, 2교시 수업이 진

행된다. 짧은 여행일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겐 언제가더라도 공연을 볼 수 있다.

 한국자생식물원

월정사 입구에 자리한 한국자생식물원은 한국자생식물협회 회장인 김창렬 씨가 오 산 자락 3만여 평에 조성

한 식물원이다. 이곳에는 약 8백여 종의 자생식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각시취, 둥굴레, 쑥부쟁이, 벌개미취, 매

발톱꽃, 옥잠화, 원추리, 기린초, 깽깽이풀, 비비추 등 정겨운 이름의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자생식물원은 크게 실내전시장과 야생화군락지, 생태식물원으로 구분된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먼저 닿는 곳이 실내전시장이다. 실내전시장에는 재배중인 야생초와 분재, 생태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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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볼거리 안내

다. 실내전시장을 나와 산비탈을 따라 오르는 길을 걷다보면 만나는 곳이 야생화군락지이다. 계절에 따라 무리

지어 피는 야생화를 보며 산책로는 돌게 되어 있다. 

마지막 생태식물원은 실내전시장에서 개울을 건너면 만나게 되는 카페 비안 뒤쪽으로 있다. 야산에 산책로를 

만들고 산책로 주변에 자생화를 심어 놓았다. 약 1.2km의 산길을 돌게 되어 있다. 

 한반도 지형

맑고 청명한 서강의 물줄기는 서면 선암마을변에 우리땅을 그 로 복원하듯 한반도 지형을 만들어 놓았다. 영

월군 서면 옹정리 선암마을 앞에 위치한 옹정리 산 180번지는 한반도의 모형과 흡사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

이 해마다 늘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 남해안에는 서강물이 감싸고 돌아 한반도의 형상과 똑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소재지 : 서면 옹정리 산 180번지 

문의처 : 서면사무소 : 033)372-6001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033)370-2542

 한얼문화예술관

한얼문화예술관은 우천면 용둔리 폐교된 용둔초등학교를 이용하여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예술공

간이다. 교실을 이용한 창작실과 전시시설, 야외공원,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일반인도 관

람 및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하였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가족나들이 및 단체 여행객들의 테마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새말 T.G에서 횡성방면으로 좌회전 -> 우천면 소재지에서 정금방향으로 우회전 직진 -> 6번 국

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좌회전 -> 한얼문화예술회관

위치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426-3번지 한얼문화예술관 

전화 : 033-345-0151 관람료는 무료.

 허브나라

http://www.herbnara.com/

100여종이 넘는 허브를 7개의 테마로 구분해 놓앗다. 각각의 종류마다 원산지와 효능, 특징을 팻말로 달아 놓

아 문외한도 쉽게 다가설 수 있다. 

평일/주말 AM 8:30 ~ PM 6:00 농원최종입장은 PM5:00입니다. 

식당, 찻집, 기념품점은 PM 6:00 까지 오픈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편면 홍정리 303번지

전화 033-335-2902 팩스 033-336-4437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성수기 입장료

*식당, 찻집, 기념품점은 PM 6:00까지 오픈

 홍정계곡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흥정산 계곡을 말한다. 원래는 주민들이나 알던 이렇다할 특징이 없는 평범하고 

조용한 곳이었는데 허브나라 농원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계곡이 되었다. 더불어 주변으로 깨끗한 펜

션형 민박들이 많이 들어서 봉평일 의 최고의 숙박촌이 되었다. 계곡 상류 쪽으로 더 올라가면 물놀이하기에 

적당한 곳들이 몇 곳 나오고 지금은 폐교가 된 염평초등학교 무이분교가 있는데 이곳이 흥정계곡의 상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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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부 시설

◕ 무선랜서비스

이용지역  :  블루동 및 호텔 전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 스키하우스 실내, 휘닉스빌(유스호스텔)로비, 연회장 

이용방법  :  체크인시 블루동 프론트에서 랜카드를 여하여 사용 

1일사용료 :  10,000원 

문의전화  : 033-330-6200, 6001 (블루동, 호텔 프론트) 

◕ 블루캐니언(워터파크)

- 깊고 푸른 지중해풍의 고품격 물놀이 공간을 테마로 다양한 휴게/놀이시설을 배치

- 국내최초의 업힐형 슬라이드와 국내 최장/최 폭의 훼미리 슬라이드 도입

- 총 22,000m² 규모의 공간에 동시에 4500명 이상 수용

영업시간 : 주중 - 09:00 ~ 20:00 / 주말 - 09:00 ~ 21:00 

이용요금 : 주간(종일) 인 50,000원, 소인 38,000원 / 오후(15시 이후입장) 인 43,000원, 소인 32,000원

* 학술 회 참가자 할인적용

◕ 사우나

위치 : 블루동 3층 /  시설개요 : 204평

영업시간 : 주중 07:00 ~ 20:00 / 금 07:00 ~ 21:00 / 토 06:00 ~ 21:00 /  공휴일,일요일 06:00 ~ 20:00

이용요금 : 인 10,000원 소인 8,000원 * 학술 회 참가자 할인 적용 : 8,000원

전화번호 : 033 - 330 - 6237, 6238 * 매주 월요일 휴장

◕ 실내수영장

위    치 : 블루동 2층 

영업시간 : [주중] 실내수영장 - 07:00 ~ 20:00 / [주말] 실내수영장 - 06:00 ~ 21:00

   (단, 금,토,공휴일전일 07:00 ~21:00, 공휴일,일요일 06:00 ~ 20:00)

이용요금 : 수영장 - 인 10,000원 / 소인 8,000원  * 매주 월요일은 휴장

시설개요 : 853평 (실내)  / 문의전화 : 033-330-6234 

◕ 볼링센터

위    치 : 센터프라자 지하1층 

영업시간 : 주중(월~목) 13:00 ~ 23:00 / 주말(금,토,공휴일전일) 13:00 ~ 24:00 / 

           공휴일/일요일 10:00 ~ 23:00 / 성수기 : 11:00 ~ 02:00 

이용요금 :  화료 1,000원 / 게임비 3,000원 (회원10%할인)

시설개요 : 259평 (12레인) / 문의전화 : 033-330-6320 

 

◕ 조이넷 PC방

위    치 : 블루동 1층 

영업시간 : 주중(월~목) 13:00~23:00 / 금 13:00~24:00 /토 10:00~02:00 ＊공휴일/일요일 10:00 ~ 23:00

성수기 : 24시간 운영 

이용요금 :  30분 1,500원 / 1시간 3,000원

시설개요 :  42평 (PC 40 ) / 문의전화 : 033-330-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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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음식점

주변음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흔들바위 / 한식(채식정식 전문) / 수용인원 : 90명 / 전화 : 033-334-6788

소요시간 : 휘닉스파크에서 차량으로 3분 소요

눈녹는 삼월부터 태기산 깊은 산속에 서만 자생하는 신선하고 향긋한 나물을 가장 알맞은 시기에 채취하여 삶

은것, 말린것, 염장한것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눈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꽃이 너무나 예뻐 야생화 로 

더욱 많이 알려진 얼레디자물, 볼로장생 한다하여 붙여진 불로초, 절름발이가 너무 맛있어서 뜯어다 먹었다는 

전설이 있는 절뚝바리 나물들은 흔들바위에서만 드셔보실 수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름도 생소한 나물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 메뉴 : 더덕산채정식 15,000원, 황태산채정식 15,000원, 산태정식 10,000원, 토종한방백숙 30,000원,

감자전 5,000원, 오삼불고기 7,000원, 황태 해장국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토종닭도리탕 30,000원

2. 산촌순두부 / 수용인원 : 120명 / 전화번호 : 033-33-5661 / 핸드폰 : 017-506-5661

소요시간 :휘닉스파크에서 4분소요

간수로 끓여서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신촌순두부 전통의 독특한 맛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양식으로 추천

해봅니다. 순두부외에 생고기, 황태전골, 황태찜, 생태찌개, 더덕술도 인기 메뉴입니다.

► 메뉴 : 생등심 27,000원, 순두부 6,000원, 황태구이정식 6,000원, 황태해장식 5,000원, 황태전골, 황태찜,

생태찌개, 더덕술



KIISE KCC 2008 71

주변음식점

3. 그린한우고기집 / 전화 033-333-0091~4 * 휘닉스그린텔 부설식당

최상의 한우만을 고집하며 식자재 또한 우리농산물만 고집합니다. 직접 담근 된장을 비롯해 화학조미료 사용을 

자제하여 식품의 고유한 맛을 선사해드립니다. 곤드레나물밥은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객석은 약 120석과 

형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 메뉴 : 특수 부위 (200g) 살치, 안창, 갈비살 39,000원 / 등심, 안심, 차돌(200g) 32,000원/ 한우고집(200g) 

22,000원 / 불고기 15,000원, 한우고집샤브샤브 10,000원, 참숯불삼겹살(200g) 9,000원, 된장전골 8,000원,

설렁탕 7,000원, 된장김치찌개 5,000원, 황태해장국 6,000원, 물, 비빔냉면 5000원, 열무국수 5,000원,

곤드레나물밥(예약제) 5,000원

4. 설원가든 / 전화번호 : 033-334-1830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33번지

설원(눈마을)가든에서는 평창ㆍ횡성의 특산물로 잘 알려진 한우를 맛보실 수 있는데, 휘팍부근에서도 쉽게 찾

아 볼 수 없는 한우 전문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 외의 일반 고기들도 생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1석 2조로 봉

평의 꽃인 메밀을 이용해 만든 메밀묵, 묵사발을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 메뉴 : 육사시미(1접시) 30,000원, 육회(1접시) 35,000원, 생등심 A++ 38,000원 A 33,000원, 살치살(1인분) 

40,000원, 갈비살(1인분) 40,000원, 안창살(1인분) 38,000원, 치마살 35,000원, 토시살 35,000원, 소불고기(1인

분) 20,000원, 오삼불고기(1인분:겨울메뉴) 8,000원, 가브리살 9,000원, 항정살 9,000원, 생삼겹 8,000원, 목삽

겹 8,000원, 동치미국수(계절메뉴) 4,000원, 열무국수 4,000원, 비빔국수 4,000원, 묵사발 5,000원, 메밀묵 

6,000원, 감자전 5,000원

5. 고향가든 / 업체분류 :  생고기/오삼불고기 전문 / 수용인원 :  120명(차량운행가능) 

전화번호 :  033-332-3866 / 핸드폰:011-9795-2676 / 소요시간 : 휘닉스파크에서 2분 소요 

고향가든은 주메뉴를 평창 한우 생등심. 오삼불고기 곤드레버섯 솥밥등 이지역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

습니다. 질좋은 국내산 평창한우를 참숯과 함께 구어내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씀으로서 맛과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가든만의 독특한 곤드레 버섯솥밥은 약효로 효염이 높

은 방아다리 약수로 밥을 짓습니다.

► 메뉴 : 생등심 200g 32,000원, 생삼겹살 200g 8,000원, 목생삽겹살 200g 8,000원, 오삼불고기 200g       

 8,000원, 더덕오삼불고기 200g  12,000원, 곤드레솥밥 8,000원, 냉면 5,000원, 황태해장국 5,000원

6. 일송정 / 033-333-7043

휘닉스 파크 골프장, 스키장에 오시면 일송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집 주인은 택호를 정직과 장수의 뜻으로 일

송정 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객석 약 120석과 형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백년 이상 자란 소나무로 장

인정신이 살아 있는 백발이 된 도편수님의 섬세한 손길이 지은 일송정의 중후한 실내 분위기와 함께 일송정의 

특유한 솔 향기가 고객님의 식사와 휴식을 만족 시켜 드릴 것입니다. 평창 관령 한우 생등심, 평창 토종 흑돼

지, 평창 돌 송어회, 메밀막국수 등이 가격 가 높지만 추천메뉴입니다.

► 메뉴 : 평창 토종 흑돼지(1인분:200g) 9.000원, 송어회 1kg 25,000 (매운탕 포함), 송어회무침 1kg 20,000원 

(매운탕 포함), 송어튀김 한접시 20,000원, 관령한우, 메밀 막국수

7. 산수정 / 업체분류 :  황태전문 / 수용인원 :  60명 / 전화번호 :  033-332-1055 

소요시간 : 휘닉스파크에서 10분 소요 

인근 횡계황태덕장에서 겨우 내내 얼었다 녹았다 하기를 수십번을 거친 황태들이 이곳 산수정의 진미로 음식

상에서 오른다. 누릿누릿한 황태가 울어난 산수정의 황태해장국은 휘닉스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맛당기

는 겨울 별미로 자리잡고 있다. 자신있게 선보이는 음식은 황태해장국을 비롯한 황태구이, 황태찜 등 평창 특

산물인 황태의 모든것 물론 닭도리탕, 된장, 김치찌개 등도 다 오래 전 할머니의 손 맛 그 로다.  

► 메뉴 : 닭도리탕 25,000원, 황태구이정식 8,000원, 황태해장국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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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산생가 이효석 메밀꽃 필무렵 / 전화번호 : 033-335-4594 / 휴 폰 : 016-379-206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81 / 예약시간 :AM 09:00~PM 20:00

일체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농사지은 메밀과 강원도 시골 할머니의 정성을 담아 내어 놓는 소박하고 

가식없는 상차림에 둘러 앉아 보세요.(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 메뉴 : 메밀정식(1인분) 10,000원, 메밀싹국수 5,000원, 메밀싹 비빔국수 5,000원, 메밀전 6,000원, 메밀싹 

묵무침 7,000원, 메밀간장묵 6,000원, 메밀싹 묵사발6,000원 *사전예약필요 - 메밀싹 비빔밥 6,000원, 엄나무 

수육 15,000원, 엄나무 닭백숙 30,000원

9. 고향막국수 / 전화번호 : 033-336-1211 / 휴 폰 : 017-376-0154

순메밀국수, 메밀막국수 메밀비빔국수, 메밀묵사발, 메밀부침, 메밀전병, 메밀묵, 메밀묵무침, 수육 등의 메뉴

가 있습니다. 

► 메뉴 : 순메밀국수 6,000원, 메밀막국수 4,000원, 메밀비빔국수 5,000원, 메밀묵사발 5,000원, 메밀부침 

5,000원, 메밀전병 5,000원, 메밀묵 5,000원, 메밀묵무침 7,000원, 수육(중)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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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사장 안내

▣ 행사장소 안내

▣ 호텔 평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