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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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

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녹색성장과 지식정보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산업의 발전추세를 점검하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11개의 튜토리얼, 지식경제부 허경 정책관

의 초청강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곽덕훈 원장의 기조연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뱅킷스

피치 등 국내 저명 인사들의 유익하고 알찬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470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정보통신 

신진연구자 워크샵 등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의 전문적인 기술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교육의 활성화, Smart 사회 인프라, CT R&D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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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09 (2009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대    회    장 김 성 조 (한국정보과학회장)

조 직 위 원 장 서 정 연 (서 강 대 학 교)

프로그램위원장 권 혁 철 (부 산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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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원 장 권혁철 교수(부산대)

 ■ 부 원장 강승식 교수(국민대)

고영중 교수(동아대)

김동규 교수(한양대)

엄영익 교수(성균관대)

장병탁 교수(서울대)

최종원 교수(숙명여대)

 ■     원 김수형 교수(전남대)

김진수 교수(성균관대)

변석우 교수(경성대)

안동언 교수(전북대)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우운택 교수(GIST)

임인성 교수(서강대)

장병탁 교수(서울대)

전용희 교수(대구가톨릭대)

정창성 교수(고려대)

차성덕 교수(고려대)

최용석 교수(한양대)

최준수 교수(국민대)

홍봉희 교수(부산대)

 ■ 심사 원 강수용 교수(한양대)

강신재 교수(대구대)

강현규 교수(건국대)

고영배 교수(아주대)

고영중 교수(동아대)

권기현 교수(경기대)

권준희 교수(경기대)

김기응 박사(KISTI)

김남규 박사(KT)

김덕봉 교수(성공회대)

김동현 교수(동서대)

김문주 박사(KISTI)

김미혜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상욱 교수(한양대)

김수형 교수(전남대)

김영곤 교수(산업기술대)

김영길 박사(ETRI)

김용민 교수(전남대)

김익재 박사(KIST)

김인철 교수(경기대)

김재훈 교수(한국해양대)

김종덕 교수(부산대)

김종원 교수(GIST)

김준태 교수(동국대)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김학수 교수(강원대)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

김현수 교수(충남대)

나연묵 교수(단국대)

노상욱 교수(가톨릭대)

류근호 교수(충북대)

민경하 교수(상명대)

박  범 교수(아주대)

박상원 교수(한국외대)

박상현 교수(연세대)

박상훈 교수(동국대)

박  석 교수(서강대)

박성배 교수(경북대)

박성용 교수(서강대)

박영철 교수(경북대)

박용범 교수(단국대)

박재관 박사(LG전자기술원)

박재성 교수(수원대)

박정선 교수(전남대)

박정흠 교수(가톨릭대)

박  준 교수(홍익대)

박준상 교수(홍익대)

박진아 교수(KAIST)

반재훈 교수(고신대)

반효경 교수(이화여대)

방기석 교수(한림대)

배해영 교수(인하대)

백상헌 교수(고려대)

백은옥 교수(서울시립대)

서영정 교수(GIST)

서용덕 교수(서강대)

서의성 교수(울산과학기술대)

서재현 교수(목포대)

서효중 교수(가톨릭대)

성민영 교수(상명대)

손진현 교수(한양대)

송민석 교수(인하대)

송하주 교수(부경대)

송황준 교수(POSTECH)

신규상 박사(ETRI)

신동군 교수(성균관대)

신동일 교수(세종대)

신인식 교수(KAIST)

신찬수 교수(한국외대)

신춘성 교수(GIST)

신현정 교수(아주대)

심규석 교수(서울대)

안경환 박사(ETRI)

안준선 교수(한국항공대)

안희갑 교수(POSTECH)

양성봉 교수(연세대)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염근혁 교수(부산대)

오용철 교수(산업기술대)

오유수 교수(GIST)

오일석 교수(전북대)

조   직

대  회  장

김성조 교수(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원 장 서정연 교수(서강대)

 ■ 부 원장 박경린 교수(제주대)         이상준 교수(제주대)  

 ■     원 곽호영 교수(제주대) 김철수 교수(제주대)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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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용환승 교수(이화여대)

우  균 교수(부산대)

위규범 교수(아주대)

유관희 교수(충북대)

유민수 교수(한양대)

유영환 교수(부산대)

유재수 교수(충북대)

유  준 교수(서울시립대)

유준범 교수(건국대)

유환조 교수(POSTECH)

윤국진 교수(GIST)

윤성로 교수(고려대)

윤용익 교수(숙명여대)

윤효석 교수(GIST)

이공주 교수(충남대)

이관우 교수(한성대)

이규철 교수(충남대)

이도헌 교수(KAIST)

이도훈 교수(부산대)

이동호 교수(한양대)

이미정 교수(이화여대)

이민수 교수(서울대)

이병걸 교수(서울여대)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

이상곤 교수(전주대)

이상근 교수(고려대)

이상원 교수(성균관대)

이상준 교수(숭실대)

이상환 교수(국민대)

이상훈 교수(국방대)

이성원 교수(경희대)

이성환 교수(고려대)

이수원 교수(숭실대)

이영호 교수(GIST)

이우진 교수(경북대)

이욱세 교수(한양대)

이원석 교수(연세대)

이재진 교수(서울대)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이종원 교수(세종대)

이창건 교수(서울대)

이창우 교수(군산대)

이현아 교수(금오공대)

이형효 교수(원광대)

인  호 교수(고려대)

임덕성 교수(영진전문대)

임성수 교수(국민대)

임유진 교수(수원대)

임인성 교수(서강대)

임형석 교수(전남대)

장세이 박사(삼성전자)

전경구 교수(인천대)

전광일 교수(산업기술대)

전용희 교수(대구가톨릭대)

전태웅 교수(고려대)

정기철 교수(숭실대)

정다운 교수(KAIST)

정성원 교수(서강대)

정성환 교수(창원대)

정순영 교수(고려대)

정창성 교수(고려대)

정태선 교수(아주대)

조대수 교수(동서대)

조성배 교수(연세대)

조은숙 교수(서일대)

조장우 교수(동아대)

조정원 교수(제주대)

조진성 교수(경희대)

조환규 교수(부산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차재혁 교수(한양대)

창병모 교수(숙명여대)

채진석 교수(인천대)

채흥석 교수(부산대)

최병주 교수(이화여대)

최선웅 교수(국민대)

최아영 교수(GIST)

최용훈 교수(광운대)

최웅철 교수(광운대)

최종무 교수(단국대)

최중민 교수(한양대)

최진영 교수(고려대)

최호섭 박사(KISTI)

최호진 교수(KAIST)

하진영 교수(강원대)

한경숙 교수(인하대)

한경숙 교수(산업기술대)

한동수 교수(KAIST)

한연희 교수(한국기술교대)

한익주 교수(산업기술대)

한종현 교수(GIST)

한혁수 교수(상명대)

허재혁 교수(KAIST)

홍동표 교수(GIST)

홍봉희 교수(부산대)

홍장의 교수(충북대)

황규백 교수(숭실대)

황병연 교수(가톨릭대)

황수찬 교수(항공대)

황영섭 교수(선문대)

황인준 교수(고려대)

황재인 박사(KIST)

황호영 교수(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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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009 로그램일람표

◘ 7월 1일(수)

► 등록 :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1층 로비(12:00~17:00)

1일(수)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장소 D005 D009 D010 D012 D013 D014 D015 D210 D316 D318 D411 D415

13:00
S1.1

정보통신
신진연구자
워크샵

W1.1
(워크샵)
테스트
베드

사업발표

T1.1
SIP

커뮤니
케이션
-김병호
(경성대)

T1.2
유비
쿼터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이주환外
(포스
데이터)

O1.1
언어공학

W1.2
(패널)

IT후진국행 
급행열차
에 탄 

대한민국
생존방안
-정보교육

혁신

O1.2
인공지능

I

O1.3
컴퓨터
비젼및 
패턴인식 

 　
O1.4
데이타
베이스

I

O1.5
컴퓨터
시스템

I

O1.6
정보통신

I

S1.2
사용자
인터
페이스
국제
표준화
활동
워크샵

13:20

13:40

14:00

14:20

14:40

15:00  　  　  　  　  　  　  　  　  　

15:20 　
T2.1
GIG를 
위한

EA기반
SOA

-이태공
(아주대)

T2.2
유비
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PWW기술
-은성배
(한남대)

O2.1
바이오
정보기술

O2.2
인공지능

II

O2.3
소프트웨
어 공학

O2.4
데이타
베이스

II

O2.5
컴퓨터
시스템

II

O2.6
정보통신

II
15:40  　

W2
(워크샵)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종합설계

16:00 　

16:20  　

16:40
　 　

17:00  　
O2.7
컴퓨터
그래픽스

 　

17:20 　 　 　 　 　

17:40  　  　  　  　  　  　

18:00 　 　 　 　 　 　 　 　 　

18:20  　  　  　  　  　  　  　  　  　  　

18:40 　 　 　 　 　 　 　 　 　 　 　

19:00  　  　  　  　  　  　  　  　  　  　

19:20 　 　 　 　 　 　 　 　 　 　 　

▪ 인터넷 룸 : D417호      

▪ 임원휴게실 : D424호

▪ 도서  기기 시 : 지하1층 로비  D011호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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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009 로그램 일람표

◘ 7월 2일(목)

► 등록 : 제주그랜드호텔 2층 로비(8:20~17:00)

2일(목) 제주그랜드호텔(2층)

 시간 크리스탈 제이드 아메티스트 루비 사파이어
스카이라운지  

(16층)

9:00  　  　  　  　

9:20
P1

포스터발표1

T3.1

모바일

그래픽스

API 표준

-이환용(휴원),

백낙훈(경북대),

신현준(아주대)

T3.2

Context-aware 

spontaneous 

service provision: 

system & 

networking

-이동만(KAIST)

T3.3

Cyber-Physical 

System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신인식(KAIST) 

T3.4

모바일 웹과

모바일 SW

-김장환(성결대)

　

9;40  　

10:00 　

10:20  　

10:40 　 　

11:00  　

11:20 　 　

11:40

P2

포스터발표2　

 　

12:00 　

12:20  　  　  　  　

12:40 　 　 　 　

13:00 W3.1(초청강연)

허경 정책관

(지식경제부)

T4

IPTV 기술

-정일영(한국외대)

 　  　  　

W3.2(워크샵)

UCTA 2009
13:20 　 　 　

13:40  　  　

14:00 　

P3

포스터발표3

　 　 W4.2
(산업체세션)
김명호 이사
(한국MS)　

　

14:20  　

W4.1(패널)

Smart 사회인프라

 　

바이오정보기술

연구회 총회

 　

14:40 　

15:00  　  　

15:20 　 　 　

15:40  　  　  　

16:00 　 　 　

16:20  　  　  　  　

16:40 　
개회식

　 　

17:00  　  　  　

17:20 　 　W5(기조연설)

곽덕훈 원장(KERIS)

　 　

17:40

18:00

18:20 (뱅킷)

뱅킷스피치

-김태환 제주도지사
18:40

19:00

19:20

19:40

▪ 인터넷 사용 : 비즈니스 센터   * 1층로비(후론트 데스크  치), 무료사용

▪ 임원휴게실 : 사 이어 룸(12:20 ~ )

▪ 도서  기기 시 : 2층 로비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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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2009 로그램 일람표

◘ 7월 3일(금)

► 등록 :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1층 로비(8:20~15:00)

3일(금)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장소 D005 D009 D010 D012 D013 D014 D015 D210 D316 D318 D411 D415

9:00 　

S2.2

ILVB-2009

 　

T5.1

Secure

Coding

-오세만

(동국대)

표창우

(홍익대)

최진영

(고려대)

 

T5.2

Cloud

Computing

-이강윤

(IBM)

방영환

(KISTI)

이승윤

(ETRI)

황정식

(IBM)

 　  　  　  　  　  　

S2.1

GPU

워크샵

 　

9:20 　

O3.1

컴퓨터

시스템

III

　

W6

산업원천

기술개발

사업연구

개발성과

발표회

O3.2

데이타

베이스

III

O3.3

HCI

I

O3.4

정보통신

III

O3.5

정보통신

IV

O3.6

HPC9:40  　

10:00
서울대

글로브

사업단

워크샵

10:20

10:40 　

11:00
O3.7

전산교육

시스템　

11:20 　

11:40  　  　  　  　

12:00 　 　 　 　 　 　

12:20  　  　  　  　  　  　  　  　

12:40 　 　 　 　 　 　 　 　

13:00  　  　  　  　  　  　  　  　

13:20
O4.1

컴퓨터

시스템

IV

　 　

O4.2

정보보호

O4.3

컴퓨터

이론

O4.4

정보통신

V

O4.5

HCI

II

O4.6

프로그래밍

언어

13:40  　  　

14:00
W7(패널)

CT R&D

정책방향

　 　

14:20  　  　

14:40 　 　 　 　

15:00  　  　  　  　  　

15:20 　 　 　 　 　

15:40  　  　  　  　  　  　  　

16:00 　 　 　 　 　 　 　 　

16:20  　  　  　  　  　  　  　  　  　

16:40 　 　 　 　 　 　 　 　 　

17:00  　  　  　  　  　  　  　  　  　  　

▪ 참가자 식 : 로벌하우스(11:30 - 14:00)

▪ 인테넷 룸 : D417호      

▪ 임원휴게실 : D424호

▪ 도서  기기 시 : 지하1층 로비  D011호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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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시 : 2009년 7월 2일(목) 16:40 - 17:20

❑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2층 제이드

❑ 사회 : 김지인 부회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김성조 회장

⁍ 축사 - 최문기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시상

⁍ 공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09년 7월 2일(목) 18:20 -

  ◆ 장소 : 크리스탈(호텔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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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

1. 2009년도 공로상

1) 퇴임임원 : 2008년도 임원

 - 회  장 : 최양희(서울대)

 - 부회장 : 박  석(서강대), 성해경(한양여대), 신영길(서울대), 양현승(KAIST), 

유영민(前소프트웨어진흥원), 장천현(건국대), 정연기(경일대), 최종원(숙명여대)

최진영(고려대), 표삼수(前한국오라클), 홍의경(서울시립대), 홍충선(경희대),

 - 감  사 : 최성규(RFID/USN협회)

2) 퇴임지부장 및 학술행사 공로

- 호남제주지부장 : 고진광(순천대)

- 영남지부장 : 이재기(동아대)

- 충청지부장 : 김수홍(상명대)

- 제3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조직위원장 : 김성권(중앙대)

- 제3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학술위원장 : 용환승(이화여대)

2. 2009년도 학술상 : 충북대 유재수 교수

3. 2009 KIISE-DVP 연사위촉 : 서울대 고  건 교수,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

4. 논문 공헌상

1) GOLD : 류근호(충북대), 정진완(KAIST)

2) SILVER : 김성수(아주대), 김일곤(경북대), 문양세(강원대), 박근수(서울대), 서정연(서강대)

임해창(고려대), 장병탁(서울대), 정인범(강원대), 한태숙(KAIST)

5. 제28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시상명 성  명 소  속 분   야 지도교수 상금

최우수상 이옥환 서울대 정보통신 최성현  200만원

우 수 상
신정환,윤석호 한양대 데이타베이스 김상욱

100만원
유정수 서강대 시스템 및 이론 낭종호

장 려 상

성동욱,박준호,

김학신,박형순,노규종
충북대 데이타베이스 유재수

50만원
신승재,허준범,이한진 KAIST 정보통신 윤현수

장우혁,정석훈,현보라,정휘성 KAIST 소프트웨어 및 응용 한동수

NHN특별상
최권택 연세대 웹서비스 변혜란 50만원

백종범 숭실대 검색 이수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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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상세정보

공 통 행 사

 행사일정

7월 1일(수),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구분 행사명 시간 장소

W1.1 <워크샵> 테스트 베드 사업발표 13:00 - 15:00 D009

W1.2
<패널> IT 후진국행 급행열차에 탄 대한민국 생존방안

        - 정보교육혁신
13:00 - 15:00 D014

W2 <워크샵> 공학인증을 위한 종합설계 15:40 - 17:40 D014

7월 2일(목), 제주그랜드호텔

W3.1

<초청강연> 지식경제시대 신 성장동력

          - 우리나라 SW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허  경  신산업정책관(지식경제부)

13:20 - 14:00 제이드

W3.2 <워크샵> UCTA 2009 13:00 - 18:25 스카이라운지

W4.1 <패널> Smart 사회 인프라 14:20 - 16:20 제이드

W4.2
<산업체세션> 모델기반 개발과 오슬로 플랫폼 

- 김명호 이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14:00 - 15:00 루비

W5
<기조연설> 교육 환경의 변화와 University 2.0

- 곽덕훈 원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20 - 18:00 제이드

Banquet <Banquet Speech>                - 김태환 제주도지사  18:20 - 크리스탈

7월 3일(금),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W6 <워크샵>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엽연구개발 성과발표회 9:30 - 16:00 D014

W7 <패널> CT R&D 정책방향 14:00 - 16:00 D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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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상세정보

초청강연

W3.1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목) 13:20 - 14:0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 프로그램

▒  사회: 권혁철 교수(부산대)

지식경제시대 신 성장동력 - 우리나라 SW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허  경  신산업정책관(지식경제부)

W5 <기조연설>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목) 17:20 - 18:0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 프로그램

▒  사회: 권혁철 교수(부산대)

교육 환경의 변화와 University 2.0

- 곽 덕 훈 원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워 크 샵

W1.1 테스트 베드 사업발표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수) 13:00 - 15:00, 제주대 공대4호관 D009
► 주    최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한국정보과학회
► 주    관 : 제주대학교 텔레매틱스요소기술연구센터, 제주대학교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삼성SDS
► 프로그램
 1. FRG 기반 모바일 통방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
 2. USN기반 1차산업 융합기술 - 제주대학교 UCC 사업단장 곽호영 교수
 3. 가상화 융합에 의한 정보유출 보안성 강화기술 
     - 제주대학교 디지털콘텐츠 협동연구센터장 고성택 교수
 4. 궤적데이타를 이용한 패턴분석기술 - 제주대학교 ITRC 센터장 박경린 교수
► 소    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FRG 기반 모바일 통방융합 테스트베드 구축과업을 비롯하여 그 동
안 추진되었던 국책사업들의 연구방향과 내용을 소개한다.

W2 공학인증을 위한 종합설계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수) 15:40 - 17:40, 제주대 공대4호관 D014
► 주    최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1. 서울 어코드와 컴퓨팅 및 IT 관련 분야 인증, 김성조 교수(중앙대)
 2. 캡스톤디자인 사례 발표 1: 외국대학을 중심으로, 이강 교수(한동대)
 3. 캡스톤디자인 사례 발표 2: 산업체 제시형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사례, 신영길 교수(서울대)
 4. 캡스톤디자인 사례 발표 3, 산업체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심재창 교수(안동대)
 5. IT멘토링 프로그램의 소개, 김기철 상무(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소    개
종합설계는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대학 4년의 교과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일명 캡스톤디자인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간 배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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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상세정보

식을 완성함과 동시에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학교육인증에서도 종합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본 워크샵은 컴퓨터관련 분야에서 종합설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종합설계는 졸업하기 직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와의 연계 관계 속에서 수행
되어 과제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기업밀착형교육을 중심으로 종합설계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 한다.

W3.3 <워크샵> UCTA 2009:Workshop o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ies & Applications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목) 13:00 - 18:25, 제주그랜드호텔 스카이라운지

► 프로그램

[13:00~13:00] 개회식
사회: 나연묵 교수(단국대)

 ⊙ 개회사 - 홍 봉 희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회장/부산대 교수)

 ⊙ 축  사 - 최 성 규 (RFID/USN협회 부회장)

[13:10~14:10] 초청강연

사회: 홍봉희 교수(부산대)

 1.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 정책 추진 방향
    - 행정안전부 전략기획실 유비쿼터스 기획과장 이용석 

 2. 차세대 컴퓨팅 이슈 및 대응 방향 - 지식경제부 유비쿼터스 컴퓨팅 PD 임철수 

 3. RFID/USN R&D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 지식경제부 RFID/USN PD 강민수 

[14:10~14:40] 휴 식 

[14:40~16:45] 주제 발표 I - 비즈니스 모델

좌장 : 이윤준 교수(KAIST)
 1. 철강적용분야 RFID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 - 조병록 교수(순천대)

     ▻지정토론: 이동진사장(손텍) 

 2. Semantics for Ubiquitous Computing - 이상구 교수(서울대)

     ▻지정토론:권혁철교수(부산대) 

 3. 가스 안전 모니터링 - 이두원전문위원(물류협회)

     ▻지정토론: 나연묵교수(단국대) 
 4. Ubiquitous Security Service - 최운호(KL-Net 상무)

     ▻지정토론:김종덕교수(부산대) 

 5. 건설IT융합 도전과 대응: NEES와 KOCED 사례 중심으로 - 정갑주 교수(건국대)

     ▻지정토론: 조현민부장(쌍용정보통신) 

 6. 새만금 U-Green City 기반 Geosensor Stream Data 관리 시스템 - 이홍로 교수(군산대)

     ▻지정토론: 전종훈교수(명지대) 
[16:25~16:45] 휴 식 

[16:45~18:25] 주제 발표 II - 기술 현안 

좌장 : 윤영 교수(한국해양대)

 1. 실내외에서 사용 가능한 정밀 측위 기술 개발 - 이인옥 대표이사(나인티시스템)

     ▻지정토론: 백윤주 교수(부산대) 

 2. 무선메쉬기술과 전망 - 상화 교수(부산대)
     ▻지정토론: 손형락부사장(새한정보시스템) 

 3. SenWeaver: 이기종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자원적응형 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 김희철 교수(대구대)      ▻지정토론: 송하주교수(부경대)

 4. Global 유통/물류 구축을 위한 Ubiquitous Identification: "미들웨어 기반

     - 이석호 소장(메타비즈)    ▻지정토론: 염근혁교수(부산대)

[18:25~20:00] Ban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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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연구개발 성과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금) 9:30 - 16:00, 제주대 공대4호관 D014

► 주    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발표
순서

발표
시간

발표
과제

과제
구분

과제명
주관
기관

총괄
책임자

좌장: 김평 선임연구원 (KISTI)

1

9:30~09:40 O 총괄 객체기반의 지능형 학습관리를 위한 차세대 e러닝 통합기술개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심재영

　 booth 세부 역량모델 기반의 지능형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주)메디오피아테크 기노일

　 booth 세부 사용자 모델 기반의 지능형 학습/업무 지원 시스템 (주)위지 김향희

9:40~10:00 O 세부 2D/3D 기반 분산형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주)디유넷 차남주

10:00~10:10 　 　 질의응답 　 　

2

10:10~10:20 O 총괄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전자물류시스템 기술 개발 CJ GLS 윤희식

　 booth 세부 RFID기반 통합 전자물류시스템 응용서비스 기술개발 씨제이지엘에스주식회사권구포

　 booth 세부 통합 전자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SMART 미들웨어 기술개발 (주)이씨오 한건희

　 booth 세부 RFID기반 통합 전자물류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씨제이시스템즈㈜ 박홍천

10:20~10:40 O 세부 지능형 SNP 기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응용 인프라 기술 개발 (주)한울옵틱스 박현수

10:40~10:50 　 　 질의응답 　 　

3

10:50~11:00 O 총괄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로봇 기술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정완균

11:00~11:20 O 세부 바이오 로봇용 핵심요소 기술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임근배

　 booth 세부 진단검사 전문가 시스템 개발
씨비에스바이오사이언스
㈜

홍석주

　 booth 세부 진단 검사용 바이오 로봇 기술 (주)이디 박용후

11:20~11:30 　 　 질의응답 　 　

좌장: 이상환 교수(국민대)

4

13:10~13:20 O 총괄 RFID기반의 상품라이프 사이클 물류정보 통합관리 솔루션개발 동국대학교 이종태

13:20~13:40 O 세부 RFID 기반 상품라이프사이클 통합 정보서비스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 이용한

　 booth 세부 사업화수준 RFID 기반 지능형 Active/Passive RFID 미들웨어 개발주식회사메타비즈 이혜숙

　 booth 세부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유통시스템 및 상품추적통제시스템 개발 (주)리테일테크 안재명

13:40~13:50 　 　 질의응답 　 　

5

13:50~14:00 O 총괄 RFID기반 국제물류 통합 Platform 기술개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황익수

14:00~14:20 O 세부 RFID 기반 해상 국제물류 솔루션 개발 (주)코리아컴퓨터 석창부

　 booth 세부
RFID기반 국제물류 통합 Platform 및 국제물류 다기능/지능형 미
들웨어 기술개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김현철

　 booth 세부 RFID기반 항공 국제물류 솔루션 개발 유한테크노스㈜ 허석호

14:20~14:30 　 　 질의응답 　 　

6

14:30~14:40 O 총괄
RFID기반 지능형 Green Logistics Application에 관한 기술 제품 
개발

서울대학교 이상구

14:40~15:00 O 세부 U-Green Logistics Solution 및 Service 개발 (주)케이피씨 이두원

　 booth 세부 u-Green Logistics 네트워크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개발 (주)코리아컴퓨터 석창부

　 booth 세부
u-Green Logistics 기반의 기업물류 Application 개발 및 테스트베
드 구축

(주)프람트 전종훈

15:00~15:10 　 　 질의응답 　 　

7

15:10~15:20 O 총괄
네트워크 기반의 u-Devices 및 Robot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학습 
관리기술 개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상일

15:20~15:40 O 세부 u-Devices를 활용한 임베디드 학습 시스템 개발 크레듀 이정환

　 booth 세부
u-지능형 Robot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외국어 학습 시스템 
개발

(주)디유넷 차남주

　 booth 세부 u-학습모형을 지원하는 지능형 통합 u-러닝 학습 시스템 개발 테크빌닷컴(주) 조성현

　 booth 세부 u-러닝 환경 표준 및 표준 명세 개발 및 검증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임영철

15:40~15:50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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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W1.2 IT 후진국행 급행열차에 탄 대한민국 생존방안 - 정보교육혁신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수) 13:00 - 15:00, 제주대 공대4호관 D014

► 주    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13:00 ~ 13:10] 인사말 : 김성식 위원장 

[13:10 ~ 14:00] 주제발표 1 : 정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정인기(춘천교대)

  주제발표 2 : 절망에서 희망으로 대한민국 IT 교육 - 유헌창(고려대)

주제발표 3 : 미래사회의 핵심역량과 제8차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 김성식(교원대)

[14:00 ~ 14:10] 휴 식

[14:10 ~ 14:40] 지정토론 1 : 교육 정보화와 정보교육 - 정병호 사무관(교육부 이러닝지원과)
지정토론 2 : 절망에서 희망으로 대한민국 IT 교육에 대한 토론

                              - 송재신 소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교육정보센터)

지정토론 3 : 통계로 보는 정보교육 - 강성국 소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14:40 ~ 15:00] 종합토론 : 현장 교사들의 입장과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

W4.1 <패널> Smart 사회 인프라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목) 14:20 - 16:2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 주    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  사회: 김진형 교수(KAIST)

▪ 발제 : 이성호 수석 연구원(삼성경제연구원)
▪ 지정토론자 : 

    Smart Traffic : 남궁성 박사(도로교통연구원)

    Smart Power Grid : 홍준희 교수(경원대)

    Smart Health : 김일곤 교수(경북대)

    Smart Edu : 정성무 실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Smart Eco : 유승화 교수(아주대)

► 소개

  스마트 사회 인프라(SOC)는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보를 센서 등으로 디지탈화

하고 이를 상호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이다. 스마트 SOC는 선진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로서 생산성를 비약적으로 제고할 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고용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5대 Smart SOC 분야에서의 목표와 도전, 그리고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

진 전략 등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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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 <패널> CT R&D 정책방향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금) 14:00 - 16:00, 제주대 공대4호관 D010

► 프로그램

▒  사회: 김지인 교수(건국대)

[14:00 - 14:05] 주제 설명 및 패널리스트 소개 (김지인, 건국대)

[14:05 - 14:25] CT R&D 기본 계획 및 정부 정책 방향 소개  (김동호, 문화부 PD)

[14:25 - 14:45]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 본 CT R&D 기본 계획 (이인호, 마크로그래프)

[14:45 - 15:05] 연구 관점에서 바라 본 CT R&D 기본 계획 (최병태, ETRI)
[15:05 - 15:25]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 CT R&D 기본 계획 (한정현, 고려대)

[15:25 - 16:00] 토론

► 소개

  문화관광체육부는 콘텐츠산업을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CT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구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게임·방송·애니메이션·융합형 콘텐츠 등 문화산업의 R&D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 진행됐다. 

  차세대 융합형콘텐츠의 경우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R), 디지털가상세계, 방통융합콘텐츠, u-러

닝 콘텐츠 등 5개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문화기술개발에 6500억원을 투입해 2012년 융합형 콘텐츠 시장에서
만 7조원의 신시장과 13만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패널에서는 문화부의 CT 산업 담당자와 새로이 선임된 PD, 콘텐츠진흥원과 관련 국책연구원 간부 

및 문화기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문화기술 R&D 정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산 업 체 세 션

W4.2 <강연>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목) 14:00 - 15:00, 제주그랜드호텔 루비

► 프로그램

모델기반 개발과 오슬로 플랫폼 - 김명호 이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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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튜토리얼

 일시 : 2009년 7월 1일(수) ~ 3일(금)

 장소 :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제주그랜드호텔

 튜토리얼 일정

◕ 7월 1일 (수)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1.1 SIP 커뮤니케이션 김병호 교수(경성대) 13:00~15:00  D010

T1.2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사용자 

중심설계 방법론

이주환 책임(포스데이타)

허철준 책임(포스데이타)

이제석 선임(포스데이타)

13:00~15:00  D012

T2.1
GIG(Global Information Grid)를 위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 SOA
이태공 교수(아주대) 15:20~18:20  D010

T2.2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Person Wide 

Web 기술
은성배 교수(한남대) 15:20~17:20  D012

◕ 7월  2일 (목)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3.1 모바일 그래픽스 API 표준 

이환용 이사(휴원)

백낙훈 교수(경북대)

신현준 교수(아주대)

9:20~12:20 제이드

T3.2
Context-aware spontaneous service 

provision: system & networking
이동만 교수(KAIST) 9:20~12:20 아메티스트

T3.3
Cyber-Physical System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신인식 교수(KAIST) 9:20~12:20 루비

T3.4 모바일 웹과 모바일 S/W 김장환 교수(성결대) 9:20~12:20 사파이어

T4 IPTV 기술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13:00~14:00 아메티스트

◕ 7월  3일 (금)

구분 강좌명 강사 시간 장소

T5.1 Secure Coding

오세만 교수(동국대)

표창우 교수(홍익대)

최진영 교수(고려대)

9:00~12:00 D010

T5.2 뉴 IT 패러다임 : 클라우드 컴퓨팅

이강윤 상무(IBM)

방영환 선임(KISTI)

이승윤 팀장(ETRI)

황정식 부장(IBM)

9:00~12:00 D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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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1  GIG(Global Information Grid)를 위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 SOA

강사  이태공 교수(아주대)

일시

및 장소
 7월 1일(수) 15:20 ~ 18:2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2

소 개

  미국 국방성은 산업 사회 전쟁형태인 플랫폼중심전쟁(PCW:Platform-Centric Warfare)에

서 정보화 사회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중심전쟁(NCW:Network-Centric Warfare)

을 위한 대 변혁(Transformation)을 주도하고 있다.

NCW을 위한 수단(means) 및 방법(Ways)으로 미 국방성은 Internet(WWW), EA 및 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특성을 기반으로 "Secured WWW"인 GIG(Global Infor-

mation Grid)을 개발하고 있다. 즉 GIG은 연결된 네트워크(Network-Centric)에 의한 정보/

서비스 공유(Share)로 정보우위(Information Dominance)와 의사결정우위(Decision Dominance)

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대원의 공통된 인식(Awareness)에 의한 협력(Collaboration)

과 행동의 동기화(Synchronization)로 효과적(Effectiveness)인 작전(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이 강좌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GIG 개념 및 구성요소 등 특징을 고찰하고, EA의 개요, 

EA 도입목적 및 생명주기, 그리고 EA 접근방법을 SOA기반으로 살펴보며. 둘째, 현 인터넷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SIP 커뮤니케이션 

강사  김병호 교수(경성대)

일시

및 장소
 7월 1일(수) 13:00 ~ 15:0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0

소 개

 1998 년 VoIP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은 유선전화를 대체하

는 VoIP는 물론 4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IMS의 기본 호 제어 프로토콜로 성장했다. 본 강좌

에서는 지난 10년간의 VoIP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SIP 프로토콜의 개요, SIP을 주축으

로 가속화되고 있는 All-IP 기반 유무선 통합의 최신 동향을 살펴본다. 

T1.2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사용자 중심설계 방법론

강사  이주환 책임‧허철준 책임‧이제석 선임(포스데이타)

일시

및 장소
 7월 1일(수) 13:00 ~ 15:0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2

소 개

  유비쿼터스 서비스란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를 정보기술이 지원해 주는 사용자 서비스

를 통칭하는데,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강좌에서는 사용자가 제공받

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복잡성을 상호작용 속성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명한다. 상

호작용성은 기존 사용성 개념의 확장으로써, 사용자와 서비스의 구분보다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에 도입되었다. 평가지표와 평가모형은 사용성 측면, 대인서

비스 측면, 정신측정학 측면에서 설명하고, 강좌에는 지표(indicator)와 모델의 검증을 위해 

몇 가지 적용사례와 실험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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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시스템 관점, GIG 관점, EA 관점, 상호운용성 관점, 공유 공간 관점 및 이해당사

자 관점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본 후. 셋째, EA , SOA 및 인터넷 특성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 국방성의 GIG의 개요, 전략, 접근방법, 운영/시스템/기술 관점 

목표아키텍처 그리고 SOA를 기반으로 미래 미국 국방성의 정보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NCOW RM(Network-Centric Operation and Warfare Reference Model)의 접근방법 

및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T2.2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Person Wide Web 기술

강사  은성배 교수(한남대)

일시

및 장소
 7월 1일(수) 15:20 ~ 17:2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2

소 개

  처음에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는 WWW 

기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인데 http 프로토콜과 XML등의 표준화된 통신 기술이 다

양한 응용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플랫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마이크로프로세서, WPAN 통신기술, RFID/USN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시대로의 천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이 시작품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유비쿼터스 응용 개발에는 WWW과 같은 

응용 개발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응용 개발을 위한 개방형플랫폼을 제시한다. 본 강좌

의 내용은 아주대에서 진행하는 UCN사업단의 세부과제의 수행결과인데 현재까지의 수행

결과와 향후 개발 및 표준화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WWW과 비교하여 PWW라고 부

른다. 강좌의 내용은 크게 3부분이다. 첫째, 유비쿼터스 응용들을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한

다. 기존 연구들에서 PWW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둘

째, PWW를 위한 구체적인 통신프로토콜 및 데이터 교환 형태를 제시한다. 셋째, PWW를 

활용한 응용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시연한다.

  PWW 구조는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팅 응용 개발의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유비쿼터스 시

대를 견인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T3.1  모바일 그래픽스 API 표준 

강사  이환용 이사(휴원), 백낙훈 교수(경북대), 신현준 교수(아주대)

일시

및 장소
 7월 2일(목) 9:20 - 12:20, 제주그랜드호텔(2층) 제이드

소 개

 최근 모바일용 GPU 가 빠른 속도로 단말기에 탑재 되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과 그래픽 엔

진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그래픽 API에 관련된 산업계 동

향 및 표준화 기구인 KHRONOS Group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국내 3D 모바일 플랫

폼의 기본 엔진인 OpenGL ES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2D 벡터 그래픽스의 표준인 OpenVG 

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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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2  Context-aware spontaneous service provision: system & networking

강사  이동만 교수(KAIST)

일시

및 장소
 7월 2일(목) 9:20 - 12:20, 제주그랜드호텔(2층) 아메티스트

소 개

 현재까지의 정보통신 기술은 보다 좋은 성능, 보다 빠른 속도, 보다 많은 용량, 보다 더 작

은 크기 등의 목표를 향해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보다 인간 생활에 밀접한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져 그동안 기계 중심의 컴퓨팅에서 인간 중심의 컴퓨팅으로

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핵심은 서비스 연결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할 것인가의 network connectivity transparency에

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동적으로 재구성하는 service connec-

tivity transparency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다. 본 강좌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의 지원이 집, 사무실, 쇼핑몰 등의 공간 뿐 아니라 버스터미날,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 

장소에서 예정없이 일어나는 사용자들간의 인터액션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

퓨팅 시스템 및 네트워킹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T3.3  Cyber-Physical System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강사  신인식 교수(KAIST)

일시

및 장소
 7월 2일(목) 9:20 - 12:20, 제주그랜드호텔(2층) 루비

소 개

 Cyber-physical system(CPS)은 새롭게 떠오르는 공학 분야중 하나이다. CPS는 크게 두개

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여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보

고 만질 수 있는) physical element와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cyber에서만 존

재하는 cyber element이다. Physical element는 자동차, 로봇, 비행기, 가전기기, 의료기기, 

건물, 도로망, 전선망 등등 실제로 존재하는 physical device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physical device를 작동하는 physical environment를 수반하고 있다.

Cyber element은 주로 software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function)들, 즉, 

computation과 communication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하고 있다. CPS는 이러한 

physical device와 environment를 cyber function들과 밀접하게 융합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

로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산학에서는 computation과 communication을 위한 software를 주로 memory와 

disk등의 전통적인 computing device들을 대상으로 개발해왔다. 하지만, 이제 software가 

상대하는 device들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computing device들이 아닌, 로봇이나 의료 기

기, 건축물과 같은 새로운 device들을 만나면서, 이제 software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관점

과 방법론이 같이 바뀌어 나가야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software 방법론은 대체로 

scalability, composition, reliability, real-time,

energy-efficiency, security등의 요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CPS에 대한 소개와 

CPS가 제시하는 challenge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연구 문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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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4  모바일 웹과 모바일 S/W

강사  김장환 교수(성결대)

일시

및 장소
 7월 2일(목) 9:20 - 12:20, 제주그랜드호텔(2층) 사파이어

소 개

  모바일 환경에서 s/w를 다루고자 할 때 필요한 현장적 지식을 소개한다. 모바일 망의 구

성과 동작 과정, 망 요소 시스템에 탑재되는 s/w를 소개하고, 연동하게 되는 단말 시스템의 

s/w를 살펴본다. 단말 시스템 s/w와 관련하여 운영체제, 미들웨어, 각종 플랫폼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 mobile Web과 이를 가능하게 지원하는 무선인터넷 프로토콜의 진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모바일 웹을 이해하고자 할 때 모바일 브라우저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

게 파악할 수 있다. 모바일 브라우저의 역사는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 모바일 

브라우저는 단순한 텍스트 위주 서비스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형태이며,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위주로 하였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WAP 2.0 브라우저의 형태가 

대세를 이루었다. 디바이스는 휴대폰, SmartPhone, VoIP Phone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인터

넷 서비스뿐만아니라 이메일, 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3세대 모바일 

브라우저는 모바일과 웹이 결합된 모바일 웹 2.0 브라우저(풀브라우저)의 형태이다. 3세대

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뿐만아니라 Web application까지 확장되었으며, 사용되는 디바이스 

또한 휴대폰, SmartPhone, PMP, Navigation, IPTV, 게임기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

다. 모바일이라는 특수성과 웹이라는 보편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 둘의 결합된 형

태인 모바일 웹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웹 서비스 형태와 서비스 

제약 사항, 새로운 모바일 웹 기술 등의 고찰을 통해 진화하는 모바일 웹을 조망하고자 한

다. 강사가 한국대표단으로 참여한 ITU-R 국제 표준화 활동을 포함한 모바일 웹 분야의 국

제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4  IPTV 기술

강사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일시

및 장소
 7월 2일(목) 13:00 - 14:00, 제주그랜드호텔(2층) 아메티스트

소 개

  IPTV 서비스는 새로운 IT 서비스의 강자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IPTV 서비스 

및 주요 기술 관련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신 사업자 

3사가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비추어 IPTV 서비스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튜토리얼에서는 1시간 동안 IPTV 국내외 

주요 상황에 비추어 향후 IPTV 서비스 관련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요

구되는 주요 기술의 특성들이 무엇인지 소개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이 설명

될 것이다. 1시간 동안 발표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PTV 서비스의 주요 변화 및 요구사항

- 차세대 IPTV 기술의 주요 연구 동향

- 향후 IPTV 기술의 주요 방향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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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상세정보

T5.2   뉴 IT 패러다임 : 클라우드 컴퓨팅

강사  이강윤 상무(IBM), 방영환 선임(KISTI), 이승윤 팀장(ETRI), 황정식 부장(IBM)

일시

및 장소
 7월 3일(금) 9:00 ~ 12:0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2

소 개

  최근 IT관련 내용 중에서 최고의 화두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 이미 

유비퀴터스 컴퓨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흐름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및 표준

화 관점에서 이를 정리하고, 사회적 연관성과 사업적 관점에서 그 비전과 방향을 사전에 논

의해 보고자 한다.

  지구상의 정보 인프라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업과 개인들의 요구를 지원하는데 있어 곧 

한계 용량에 도달,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조류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꼭 필요하며,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새로운 컴퓨팅 접속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가상화, 자동화, 개방형 표준, 웹 기반 컴퓨팅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지원 기술들은 기업의 IT 환경을 인터넷과 같은 고효율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 이다. 클

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연결된 장치를 통해 어디서나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스마트 모바일 장치의 확산과 고속 무선 연결 및 기능이 풍부한 브

라우저 기반의 Web 2.0 인터페이스로 인해, 네트워크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은 실용적

일 뿐만 아니라 IT가 지니는 복잡성을 완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뉴 IT 패러다임 : 클라우

드 컴퓨팅을 통해 새로운 정보자원의 사회적 SOC로서의 변화와 정보자원이 자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T5.1  Secure Coding

강사  오세만 교수(동국대), 표창우 교수(홍익대), 최진영교수(고려대)

일시

및 장소
 7월 3일(금) 9:00 ~ 12:0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0

소 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매우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활용은 서비스의 증대, 편리성 및 새로운 기능의 확대 등 선기능도 있지

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역기능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 중의 하나

가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이다.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은 많은 경우 단순한 프로그래

밍 오류 또는 결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시큐어 코딩은 이러한 오류를 이해하여 코딩 단계

에서부터 피하면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근 10

여 년간 발전해 왔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나 정부 기관의 보안에 대한 대책은 전

형적인 네트워크 수준의 보안에 머물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결함을 타고 발생하는 취약

점에 대해서는 인식도 낮고 이렇다 할 대책도 없다. 또한 대학의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

어서도 소프트웨어 설계와 제작의 시초부터 보안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과 실제로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 튜토리얼은 개론적 강좌로서 시큐어 

코딩 개념과 필요성, 실제적 적용의 한계와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자바와 

C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문제점들과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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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과 행 사

분 과 행 사

 일자 : 2009년 7월 1일(수), 3일(금)

 장소 :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행사일정

◕ 7월 1일 (수)

구분 행사명 주관 시간 장소

S1.1 정보통신 신진연구자 워크샵 정보통신소사이어티 13:00-17:00 D005

S1.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국제표준화

활동 워크샵
HCI연구회 13:00-17:00 D415

◕ 7월 3일 (금)

구분 행사명 주관 시간 장소

S2.1 GPU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09:00-17:00 D411

S2.2 ILVB-2009 워크샵

인공지능연구회, 

언어공학연구회,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연구회,

바이오정보기술연구회

09:00-17:00 D005

분
과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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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과 행 사

시간 발표내용 / 발표자 

13:00 
-

13:10 
인사말씀 최종원(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 　

13:10 
-

13:40 

▶ Impact of Future Internet for Future Mobile Broadband Networks 

이성원 교수 (경희대) 

Abstract:In this presentation, we summarize the global Future Internet research 
movements such as GENI, ORBIT and Pouzin Society. And, we analyze its impact for 
future mobile broadband networks like LTE/Mobile-WiMAX based home and enterprise 
networks. Major key technologies from the Future Internet may enable the future 
mobile broadband networks more flexible, open and programmable. 

13:40 
-

14:10 

▶ Resource allocation for QoS enhancement in Mobile WiMAX 

박은찬 교수 (동국대) 

Abstract:In this talk, I introduce architecture and algorithms for resource allocation in 
Mobile WiMAX to support QoS. Firstly, I propose an efficient dynamic uplink 
bandwidth request-allocation algorithm for real-time services that satisfies delay 
requirement while minimizing bandwidth wastage. Secondly, I propose a framework of 
a bidirectional connection to improve TCP performance in Mobile WiMAX networks. It 
combines piggyback bandwidth request with proactive allocation so that it decreases 
delay in bandwidth allocation and increases TCP throughput. 

14:10 
-

14:40 

▶ Network codes for wireless multiple access networks 

이흥노 교수 (광주과기원) 

Abstract:In this talk, we present our recent results on network coding for multiple 
access networks. In particular, we aim to show that network code graphs can be 
formed across the spatial domain. Because a codeword is formed across the spatial 
domai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from participating nodes can be protected 
against random noise and fading effects. This spatial domain network coding requires 
cooperation among neighbor nodes. Neighbors, especially the relay nodes, can be 
breached and used as means to disable the network communications. We present a 
physical layer mechanism showing that the proposed network coding mechanism can 
withstand such attacks. 

14:40 
-

15:10 

▶ Modeling Routing Performance in Vehicular Networks 　 

유준 교수 (서울시립대) 

Abstract: In this talk, we present an analytic framework to evaluate the capacity of 
epidemic routing in vehicular networks. Using this analytic model, we derive the upper 

정보통신 신진연구자 워크샵

▣ 장소 : 제주대 공대4호관 D005

▣ 일시 : 7월 1일(수) 13:00 – 17:00

▣ 주관 : 정보통신소사이어티

▣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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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과 행 사

and lower-bound of end-to-end delay in epidemic routing. Our analytic results reveal 
that epidemic routing achieves maximum diversity gain over uni routing when the 
vehicular network is partially connected, which is in contrast to the expectation that 
epidemic routing performs better in disconnected networks. 

15:10

-

15:30 

  휴식

15:30 
-

16:00 

▶ Minimum Transmission Range with Delay Constraints in MANETs 　 

유영환 교수 (부산대)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a minimum transmission power of nodes in a 
homogeneous MANET, which can meet the delay constraint. Intuitively, the hop count 
between two nodes is proportional to the Euclidean distance between them. Finding 
the average progress with a single transmission and the relation between hop count 
and Euclidean distance, this research suggests the required hop count and the 
transmission power by which source and destination can be connected within that 
hop count. The practical transmission situation such as collision and bit error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is research. 

16:00 
-

16:30 

▶고성능 센서노드를 위한 H/W 및 S/W 아키텍쳐 

유승목 박사 (ETRI) 

Abstract: 최근 무선센서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나오면서 센서노드가 단순
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까지 여러 형태의 노드를 필요로 한다. 복잡한 application에서
는 하나의 MCU가 여러 주변장치를 가지거나, 다중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노드를 구성한
다. 센서노드를 다중프로세서로 구성할 때 크기의 제한성이나 MCU의 구조 때문에 기존
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병렬 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발표에서
는 다중프로세서로 구성된 센서노드에서 SPI를 이용하여 프로세서 간이나 프로세서와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고 서로 통신하기 위한 H/W 및 S/W 구조를 소개한다.

16:30
- 

17:00 　

▶Reliable Overlay Multi with Loosely Coupled TCP Connections 　 

권구인 교수 (인하대)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we consider the problem of architecting a reliable 
content delivery system across an overlay network using TCP connections as the 
transport primitive. The architecture we propose incorporates the use of loosely 
coupled TCP connections together with fast forward error correction techniques to 
deliver a scalable solution that better accommodates a set of heterogeneous 
receivers. The methods we develop establish chains of TCP connections, whose 
expected performance we analyze through equation-ba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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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국제표준화활동 워크샵

▣ 장소 : 제주대 공대4호관 D415

▣ 일시 : 7월 1일(수) 13:00 – 17:00

▣ 주관 : HCI연구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 - 13:05 개회

제 1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활동

13:05 - 13:35 국내외 사용자인터페이스 표준화 활동 소개 (김지인, 건국대)

13:35 - 14:05 ETRI 표준화 활동 소개 (정혁, ETRI)

14:05 - 14:35 Microsoft 표준화 활동 소개 (김명호, Microsoft)

14:35 - 14:45 휴식

제 2부 새로운 인터페이스 연구 개발 현황 - 테이블 탑 인터페이스

14:45 - 15:15 KIST 연구 현황 소개 (박지형, KIST)

15:15 - 15:45 GIST 연구 현황 소개 (우운택, 광주과기원)

15:45 - 16:15 전남대 연구 현황 소개 (이칠우, 전남대)

16:15 - 16:45 건국대 연구 현황 소개 (김지인, 건국대)

16:45 - 17:00 토론

▣ 소  개

  HCI 분야 중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ser Interface) 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과 현재 국내외

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새로운 UI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에

서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최신 연구 개발 동향 및 정책에 관하여 자

세히 알아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워크샵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UI 표준화를 주제로 IOC JTC1-SC35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문 위원회의 주관으로 국제 UI 

표준화 과정에 대한 안내와 사례 발표, 국제 표준화 추진 사례, 기업에서의 표준화 전략, 등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한다.

  2부에서는 최신 UI 연구 개발 동향과 UI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국내 연구

팀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하고 토론한다.

  UI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서 표준화 및 미래 기술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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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워크샵

▣ 장소 : 제주대 공대4호관 D411

▣ 일시 : 7월 3일(금) 9:00 – 17:00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9:00-9:30 GPU workshop 소개 - 김영준(이화여대)

9:30-10:30 High performance computing using CUDA - 이주석(nVIDIA)

10:30-10:45 Q&A

10:45-11:00 Break

11:00-12:00 Larabee architecture 소개 - 최병원(Intel)

12:00-12:15 Q&A

12:15-2:00 점심 break

2:00-2:30 
실시간 ray tracing을 위한 멀티코어 연구동향 및 ray tracer 하드웨어 설계 
소개 - 박우찬(세종대)

2:30-3:00 Parallel articulated-body dynamics using CUDA - 김영준(이화여대)

3:00-3:30 
GPU기반 rendering 및 CUDA를 활용한 parallel continuous collision 
detection - 윤성의(KAIST)

3:30-3:45 Break

3:45-4:15
GPU에서의 고속 영상 컴퓨팅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구현 사례 소개

- 박인규(인하대)

4:15-4:45 DX11의 주요 특징과 전망 - 한정현(고려대)

4:45-5:00 Closing - 김영준(이화여대)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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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처리 장치이다. 본 워크샵은 nVIDIA의 CUDA 기술과 Intel의 Larabee 기술 및 국내에서 GPU 관련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화여대, 카이스트, 고려대, 인하대, 세종대 등의 연구 사례 발표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본 워크샵은 국내 GPU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는 뜻 깊은 자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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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B-2009

▣ 장소 : 제주대 공대4호관 D005

▣ 일시 : 7월 3일(금) 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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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연구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Tutorial

10:00-12:00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Techniques, Ap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 장병탁(서울대학교)

12:00-13:30 점심식사

초청강연1

13:30-14:10

Approximate Inference: Decomposition Method with Applications to 
Computer Vision - 정교민(KAIST)

초청강연2

14:10-14:50
Biologically-Inspired Robots - 김대은 (연세대학교) 

14:50-15:10 Break

초청강연3

15:10-15:50
마음의 이론 - 로봇공학적 접근 - 김경중 (세종대)

초청강연4

15:50-16:30

생체분자를 이용한 기계학습 및 논리문제 풀이 (Using DNA Molecules for 
Machine Learning and Theorem Proving) 

- 양경애 (서울대학교 바이오지능기술연구센터) 

초청강연5

16:30-17:10

Top-down preparation in human perceptual processing

- 민병경 (연세대학교) 

17:10 - 18:00 Discussion

1. Tutorial:ProbabilisticGraphical Models: Techniques, Ap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 발표자: 장병탁, 서울대학교

- 개요: 1980년대의 신경망 연구를 시작으로 그 동안 기계학습 기술은 계산이론, 베이지안 확률론, 

정보이론, 통계물리 등과 결합되면서 이론적인 기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 정보검색, 정보추천,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의 분야에서 기계학습 기술은 필수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자연언어처리, 음성인식, 컴퓨

터비젼, 패턴인식, 지능형 에이전트 및 로보틱스 등의 연구에 있어서 이제 기계학습은 핵심

적인 요소기술의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특히 확률그래프모델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계열의 기계학습 기술은 학습 결과의 해석 가능성, 데이터 

생성 능력, 확률적 추론 가능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특히 연구가 활발한 분야

이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확률그래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와기반 이론 및 대표적인 응용 

사례들을 살펴본다. 현재 많이 활용되는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Bayesian 

Networks, Markov Random Fields, Conditional Random Fields, Dynamic Bay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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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Latent Variable Models 등) 그 아키텍쳐와 학습 알고리즘 및 추론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한 뇌의 자기조직 기반 연상기억 메카니즘을모사하는 새로운 

확률그래프모델의 예로서 Hypernetwork Model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언어학습 및 문장

생성, 음악학습 및 작곡, 멀티모달데이터의 학습 및 교차 추천 등에 대한 새로운 활용 사례

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계학습 연구의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

다. 본 튜토리얼은 기계학습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연구자들에게는 이 분야에 대한 기반 

이론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미 기계학습 관련 연구를 수행하

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확률그래프모델의 최신 기술과 향후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Talk 1: Approximate Inference: Decomposition Method with Applications to Computer Vision

- 발표자: 정교민, 한국과학기술원

- 개요: Markov Random Field (MRF) provides an elegant and succinct abstraction to capture 

inter-dependency between a large number of random variables - applications abound in 

signal processing, computer vision, statistical physics, combinatorics, biology, etc. In 

most of these applications, the key task pertains inferring the most likely assignment (aka 

MAP). This problem is computationally hard in general. Therefore, various approximations 

have been developed that utilize graph structures of the MRF for efficient computation. 

For example, popular approaches like Belief Propagation (and its variants) work well when 

the underlying graph has large girth. In the application of MRF to computer vision, graphs 

do have lots of short cycles, but they naturally posses some  “geometry”. We develop a 

new class of approximation algorithms that utilize “geometry” of the underlying graph to 

obtain efficient approximation with provable guarantees for the MAP inference problem. In 

this talk, I will describe our algorithm based on simple local updates that run in 

essentially linear time in the size of the MRF. Then I will describe its applications to 

image denoising and image segmentation. 

This is a joint work with Pushmeet Kohli and Devavrat Shah.

3. Talk 2: Biologically-Inspired Robots 

- 발표자: 김대은, 연세대학교

- 개요: 최근 여러 분야의 융합과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적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동물생태학, 뉴로사이언스, 로보틱스 분야의 융합 분야인 바이오 로보틱스가 

그 중 하나이다. 동물 행동 생태, 센서 메카니즘, 지능을 이해하고 이를 모델링하며, 

나아가서는 행동 기반 관점에서 로봇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는 로봇 시스템을 이룰 수 있고, 생물의 신경학습 이론이나 신경 메카니즘을 

로봇의 움직임에 응용하여 지능적인 행동 양식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로봇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다. 역으로 이러한 로봇 시스템의 연구가 생명 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대 

한 적합한 모델, 가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바이오로보틱스 분야의 특징과 

사례를 소개한다.

4. Talk 3: 마음의 이론-로봇공학적 접근 

- 발표자: 김경중, 세종대학교

- 개요: 마음의 이론은 상대방의 표정, 행동을 보고 내부의 마음상태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다. 심리학 및 뇌 과학연구를 통해 인간의 마음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작동과정이나 뇌의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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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선, 로봇을 이용하여 마음의 이론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테스트 

해본다.  로봇의 움직임을 토대로 상대방 로봇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작동 원리를 자동으로 

발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테스트 해보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을 대상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로봇에게도 기초적인 마음의 이론을 실현할 수 있음

을 보였다.

5. Talk 4: 생체분자를 이용한 기계학습 및 논리문제 풀이 (Using DNA Molecules for Machine Learning 

and Theorem Proving)

- 발표자: 양경애, 서울대학교 바이오지능기술연구센터

- 개요: 최근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DNA, 단백질 등의 생체물질을 연산매체

로 이용하는 분자컴퓨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팅 기술은 컴퓨

팅 기술 개발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체분자를 활용한 나노기술 분야에도 큰 파급효과

를 낳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1) 생체분자를 활용한 컴퓨팅 기술에 관한 개요 및 최근 연구 

동향과  2) 생체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의 특성을 반영한 분자컴퓨팅 모델인 ‘하이퍼네트

워크’ 모델 소개하고, 3) 분자 컴퓨팅을 적용한 다양한 패턴인식 문제 풀이 활용 예 (ex. 실

리콘 기계학습 모사 분자 패턴인식, 논리문제 풀이, 신경망 모사 가중치를 활용한 질병 패

턴인식 등) 를 다루고자 한다. 가까운 미래에 생체분자를 활용하는 컴퓨팅 기술은 정보기

술, 나노기술, 다양한 생체 소자의 합성 및 밝혀지는 생명의 원리들과 응용한 기술과 접목

하여, 다양한 의학적 응용과 정보기술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흥미로운 분야임을 전망해 

본다.

6. Talk 5: Top-down preparation in human perceptual processing

- 발표자: 민병경, 연세대학교 BK사업단

- 개요: It has been convincingly demonstrated that analyzing specific oscillations recorded from 

the brain can often yield insights into the functional cognitive correlations of the signals. 

Through the following three studies, the functional dynamics of prestimulus EEG 

oscillatory activity and its relation to mental events were investigated. EEG was recorded 

from normal subjects performing a color and a shape discrimination task. Study 1 

proposed that prestimulus alpha activity probably reflects top-down inhibitory processing 

in advance of stimulation and modulates subsequent perceptual processing. Based on 

both behavioral and electrophysiological results, the difficult task (shape task), which 

requires more inhibition of the competing color feature, was preceded by significantly 

higher alpha power as compared to the easy task (color task). Moreover, Study 2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stimulus alpha activity in the constant inter-stimulus interval (ISI) 

condition than in the variable ISI condition. Such a reflection of temporal expectancy in 

the prestimulus alpha activity corroborates that the prestimulus top-down mental state for 

preparing upcoming task-performance is considerably reflected in the prestimulus 

ongoing alpha activity. Through Study 3, we investigated whether EEG theta activity also 

reflects top-down cognitive preparation for a stimulus. We observed a relationship 

between both frontal theta and occipital alpha power in the prestimulus period and the 

type of subsequent task. Since such task-differences were reflected in both alpha and 

theta activities prior to stimulus onset, not only prestimulus alpha but also prestimulus 

theta activity may reflect top-down preparation for the performance of subseque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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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일정  장소

◑ 7월 1일 (수)

◉ 구두발표 ( I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1.1 언어공학 6 13:00-15:00 D013 장두성 박사(KT) 강승식 교수(국민대)

O1.2 인공지능 I 6 13:00-15:00 D015 황규백 교수(숭실대)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O1.3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6 13:00-15:00 D210 김인중 교수(한동대) 김응규 교수(한밭대)

O1.4 데이타베이스 I 6 13:00-15:00 D316 홍성용 교수(KAIST) 이우기 교수(인하대)

O1.5 컴퓨터시스템 I 6 13:00-15:00 D318 이  강 교수(한동대) 송민석 교수(인하대)

O1.6 정보통신 I 6 13:00-15:00 D411 변태영 교수(대구가대) 이천희 교수(청주대)

◉ 구두발표 ( II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2.1 바이오정보기술 4 15:20-16:40 D013 김일곤 교수(경북대)  황규백 교수(숭실대) 

O2.2 인공지능 II 6 15:20-17:20 D015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김경중 교수(세종대) 

O2.3 소프트웨어 공학 8 15:20-18:00 D210 오기성 교수(동원대학)

O2.4 데이타베이스 II 7 15:20-17:40 D316 채진석 교수(인천대) 김재훈 교수(서일대학)

O2.5 컴퓨터시스템 II 8 15:20-18:00 D318 이윤석 교수(한국외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O2.6 정보통신 II 7 15:20-17:40 D411 한재일 교수(국민대) 임유진 교수(수원대)

O2.7 컴퓨터 그래픽스 4 17:00-18:20 D013 박경주 교수(중앙대) 임인성 교수(서강대)

◑ 7월 3일 (금)

◉ 구두발표 ( III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3.1 컴퓨터시스템 III 9 9:20-12:20 D009 서의성 교수(UNIST)

O3.2 데이타베이스 III 7 9:20-11:40 D015 김동현 교수(동서대) 황인준 교수(고려대)

O3.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I 6 9:20-11:20 D210 정한민 박사(KISTI)  

O3.4 정보통신 III 7 9:20-11:40 D316 이상환 교수(국민대) 임화정 박사(강산넷)

O3.5 정보통신 IV 7 9:20-11:40 D318 황호영 교수(한성대) 김영안 교수(국방대)

O3.6 HPC 4 9:20-10:40 D415 김명호 교수(숭실대)

O3.7 전산교육시스템 4 11:00-12:20 D415 최용석 교수(한양대)   

◉ 구두발표 ( IV )

색인 발표분야 발표편수 발표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4.1 컴퓨터시스템 IV 9 13:20-16:20 D009 임성수 교수(국민대) 이상호 박사(서울대)

O4.2 정보보호 7 13:20-15:40 D015 이천희 교수(청주대) 변태영 교수(대구가대)

O4.3 컴퓨터이론 4 13:20-14:40 D210 신찬수 교수(한국외대) 서대영 교수(산업기술대)

O4.4 정보통신 V 7 13:20-15:40 D316 유영환 교수(부산대)

O4.5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II 5 13:20-15:00 D318 김명관 교수(을지대)  

O4.6 프로그래밍 언어 4 13:20-14:40 D415 안준선 교수(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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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구두발표 좌장  발표자 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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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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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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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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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 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불참시,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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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빔 로젝터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논문발표시간은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이므로, 이에 맞는 일

(ppt 는 pdf)을 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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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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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일(수)

구두 발표

◎ 7월 1일(수)

7월 1일(수) O1.1 언어공학 공 4호  D013

13:00-15:00  장두성 박사(KT)       평가 원 : 강승식 교수(국민 )

O1.1-1 TextRank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서 범주화
배원식·차정원(창원 )

O1.1-2 혼합 커 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 용어간 계 추출
최성필·최윤수·정창후(KISTI),

맹성 (KAIST-ICC)

O1.1-3 음  통계를 이용한 경량화된 철자 오류 교정 모델
이세희·김학수(강원 )

O1.1-4 한국어 운율구 경계 측을 한 효율 인 학습 
자질 선별

김민호(부산 ),정 임(KISTI),권 철(부산 )

O1.1-5 일  통계기계번역에서 의존문법 문장 구조와 품
사 정보를 사용한 클러스터링 기법
김한경·나휘동·이 희·이종 (POSTECH)

O1.1-6 정보검색 기법을 이용한 부분 문서 재사용 탐색 
시스템의 탐색 과정 개선
조명래·이미주·배원식·차정원(창원 )

7월 1일(수) O1.2 인공지능 I 공 4호  D015

13:00-15:00  좌장 : 황규백 교수(숭실 )  평가 원 : 이재호 교수(서울시립 )

O1.2-1 주거공간에서 수면 후의 행동 유형에 한 사례 
연구
김우열·임창훈·조승호(강남 ),

문 희(숙명여 )

O1.2-2 하이퍼망 메모리 기반 유아 언어학습  생성 모델
이지훈·이은석·장병탁(서울 )

O1.2-3 온톨로지 구조 지식을 활용한 키워드 기반 질의 
변환 시스템
송 제·노태길·박성배·박세 ·이상조(경북 )

O1.2-4 모바일 지능형 합성 캐릭터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목표 추론형 행동 네트워크 구조
윤종원·조성배(연세 )

O1.2-5 진화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음악 학습  크로
스오버 음악 생성
김 우·김병희·장병탁(서울 )

O1.2-6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사용자 컨텍
스트의 확률추론
민 기·장수형·조성배(연세 )

7월 1일(수) O1.3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공 4호  D210

13:00-15:00  좌장 : 김인  교수(한동 )   평가 원 : 김응규 교수(한밭 )

O1.3-1 객체 특징  모델링을 이용한 Semantic Cue 기반 
상 분류 알고리즘

박상 ·변혜란(연세 )

O1.3-2 다  차량 연  추 에서 치 평균값을 이용한 
겹침 제거 
임 식·김수형·이칠우( 남 )

O1.3-3 인식기반 해상도 상복원
박규로·김인 (한동 )

O1.3-4 퍼지 로직을 이용한 화재 불꽃 감지
황 재·고병철·남재열(계명 )

O1.3-5 오래된 화에서 손상된 역 자동검출
김경태·김병근·김은이(건국 )

O1.3-6 동작센서를 통한 사용자 행동인식을 한 HMM 
기반 앙상블 방법
임성수·조성배(연세 )

구
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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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일(수)

7월 1일(수) O1.4 데이타베이스 I 공 4호  D316

13:00-15:00  좌장 : 홍성용 교수(KAIST)   평가 원 : 이우기 교수(인하 )

O1.4-1 도메인 용어의 시맨틱 네트워크 자동구축을 한 
WSD 방법
황명권·윤병수·김 구(조선 )

O1.4-2 인스턴스 간 유효한 계 리를 한 XMDR 확
장 모델
김정동(고려 ),정동원(군산 ),

김장원·손지성·백두권(고려 )

O1.4-3 확장된 질의 처리를 해 경로간 의미  유사도를 
고려한 XML 문서 순 화 기법
김 주·박소미·박석(서강 )

O1.4-4 용량 XML 문서에서 효율 인 갱신을 한 비
트-패턴 기반의 XML 이블링 기법
서동민(KAIST),박용훈(충북 ),

임종태·김명호(KAIST),유재수(충북 )

O1.4-5 공간 네트워크에서 이동객체를 한 동  분산 그
리드 기법
김 창·홍승태·조경진·장재우( 북 )

O1.4-6 효율 인 k-최근  질의 처리를 한 색인 구조
박용훈·박형순(충북 ),서동민(KAIST), 

유재수(충북 )

7월 1일(수) O1.5 컴퓨터시스템 I 공 4호  D318

13:00-15:00  좌장 : 이  강 교수(한동 )   평가 원 : 송민석 교수(인하 )

O1.5-1 모바일 기기를 한 고 수  난독처리 기법의 구
  력 소모량 분석

이진 ·장혜 ·조성제(단국 )

O1.5-2  에 지 Sleep-Wake Cycle로 작동하는 무선 센
서 네트워크 노드들을 한 시간 동기화
윤호 ·윤주성·이승구(POSTECH)

O1.5-3 자원 제약하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쓰 드 스
택 리 기법들의 성능 분석
이상호·김 재·민홍·조유근(서울 ),

홍지만(숭실 )

O1.5-4 CIC 기반 병렬 임베디드 소 트웨어 설계를 한 
제어 응용 명세 기법
김진우·박해우·윤덕용·정은진·하순회(서울 )

O1.5-5 FlexRay 네트워크 이용률 개선을 한 메시지 스
링 메커니즘

강민구·박기진(아주 )

O1.5-6 리 스기반 차량용 MOST-CAN 네트워크 게이트
웨이 설계  구
이무열·정성문·진 욱(건국 )

7월 1일(수) O1.6 정보통신 I 공 4호  D411

13:00-15:00   좌장 : 변태  교수( 구가 )  평가 원 : 이천희 교수(청주 )

O1.6-1 무선 네트워크에서 효율 인 IP 멀티캐스트 그룹 
리 기법

이지훈·서 호·권태경·최양희(서울 )

O1.6-2 IEEE 802.11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이트 분산을 한 트리 기반 채  할당
김석형·김동욱·서 주(POSTECH)

O1.6-3 멀티채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 로드
를 고려하는 라우  알고리즘
박숙 ·이상규(숙명여 )

O1.6-4 Utility Function을 용한 서비스별 네트워크 

역폭 최  할당
김진국·김동일·NguyenAnhHuy·이보 ·최덕재

( 남 )

O1.6-5 6LoWPAN의 이동성 지원을 한 MIPv6와 NEMO 
Protocol의 최 화 압축 기법
하민근·홍성민·김 주·김 (KAIST)

O1.6-6 인터넷 혼잡 상황에서 SVC 스트리  미디어의 품
질향상을 한 동  큐 리 알고리즘
구자헌·정 수( 운 )

7월 1일(수) O2.1 바이오정보기술 공 4호  D013

15:20-16:40    좌장 : 김일곤 교수(경북 )   평가 원 : 황규백 교수(숭실 )

O2.1-1 u-병원 정보 시스템을 한 멀티에이 트 시스템 
기반 분산 임워크 구축  응용

정창원(원 ),신창선(순천 ),주수종(원 )

O2.1-2 유 체 특징과 유 체 조각 길이의 상 계에 한 
올리고뉴클 오티드 빈도에 기반을 둔 비교 연구

여윤구·김우철·문명진·박상 (연세 )



34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구두발표 - 7월 1일(수)

O2.1-3 하이퍼망을 이용한 신생 마이크로리드 어셈블리 
알고리즘
정원형·박성배(경북 )

O2.1-4 SNP 조합 인자들의 진화  학습 방법 기반 질병 
련 복합  험 요인 추출

이제근·하정우(서울 ),배설희(질병 리본부),

김수진·이민수(서울 ),박근 (질병 리본부),

장병탁(서울 )

7월 1일(수) O2.2 인공지능 II 공 4호  D015

15:20-17:20    좌장 : 이재호 교수(서울시립 )   평가 원 : 김경  교수(세종 )

O2.2-1 부분 으로 측가능하고 비결정 인 계획문제를 
풀기 한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
김 식·김인철(경기 )

O2.2-2 Case-based 결정 이론을 융합한 Potential 강화 학습
김은선·장형수(서강 )

O2.2-3 래퍼 기반의 자질 선정  과 표집을 통한 불균
형 간경변증 데이터 분류
김찬주(숭실 ),정재연·박래웅(아주 ),

신수용(서울 ),조성원(아주 ),황규백(숭실 )

O2.2-4 그룹 선호도 집계 방법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에서
의 음식  추천 서비스
김희택·조성배(연세 )

O2.2-5 Latent Semantic Analysis를 이용한 Naïve Bayes 
텍스트 분류
김도겸·엄재홍·장병탁(서울 )

O2.2-6 상황 기반의 행동인식을 한 시멘틱 네트워크와 
동  베이지안 네트워크 혼합
양성익·홍진 ·조성배(연세 )

7월 1일(수) O2.3 소 트웨어 공학 공 4호  D210

15:20-18:00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 학)

O2.3-1 병원원가계산시스템 환경에서의 규칙기반 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설계  구
임철호·손진곤(한국방송 )

O2.3-2 맥락 인식 기반 서비스 지향 응형 시스템 개발 
임워크

심재근·유찬우·한종 ·박 기·정우성(서울 ),

김희천(한국방송 ),이병정(서울시립 ),

우치수(서울 )

O2.3-3 디자인 패턴 참여 객체 도출을 한 Two-Pass 추
상화
고형호·김능회·이동 ·인호(고려 )

O2.3-4 자발  컴퓨터 환경에서 복작업 분배를 한 
P2P 기반 지역  매치메이킹 기법
천은 ·김미경·국승학·김 수(충남 )

O2.3-5 웹 애 리 이션 재사용 향상을 한 이아웃 기
반 리팩토링 기법
최동섭·정기원(숭실 )

O2.3-6 서비스 컴포 트를 이용한 지능로  시뮬 이션 
시스템 설계  구

홍성용·박진아·최호진(KAIST)

O2.3-7 소규모 로젝트를 한 애자일 임워크 설계 
 평가

이세 ·용환승(이화여 )

O2.3-8 객체지향 메트릭을 이용한 결함 측 모형의 임계
치 선정에 한 실험
김윤규·채흥석(부산 )

7월 1일(수) O2.4 데이타베이스 II 공 4호  D316

15:20-18:00  좌장 : 채진석 교수(인천 )   평가 원 : 김재훈 교수(서일 학)

O2.4-1 C-rank: 기여도 기반의 웹 문서 랭킹

이상철(한양 ),김동진(NHN),김상욱(한양 ),

이재범(NHN)

O2.4-2 모바일 웹2.0 방식의 실시간 여행정보서비스
조운형·김 국(충남 )

O2.4-3 효과 인 부분그래  탐색을 한 랭킹 매
이우기·최 호·조태창(인하 )

O2.4-4 정보 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연결망의 구성
강규황·임승환·김상욱(한양 )

O2.4-5 확장된 나이  베이즈 분류기를 활용한 질문-답변 
커뮤니티의 질문 분류

연종흠(서울 ),심 호(숙명여 ),

이상구(서울 )

O2.4-6 효율 인 한-  병렬 말뭉치 검색을 한 웹 기반 
검색 시스템의 구
신종훈·권순호·권 철(부산 )

O2.4-7 동  XML 환경에서 고정 크기 소수 이블링 기법
변창우(인하공 ),안동찬·배주호·박석(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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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1일(수)

7월 1일(수) O2.5 컴퓨터시스템 II 공 4호  D318

15:20-18:00  좌장 : 이윤석 교수(한국외 )   평가 원 : 진 욱 교수(건국 )

O2.5-1 리 스의 실시간 성능 향상을 한 응  커  
쓰 드 제어 기법
김 곤·김성진·박찬익(POSTECH)

O2.5-2 실시간 응답 향상을 한 첩 인터럽트 구조의 
설계  구
김 재·민홍·이상호·김석 ·조유근(서울 ),

홍지만(숭실 )

O2.5-3 uPC player: Windows 운 체제에서의 OS가상화 
기반 Stateless Computing 실행 환경 지원 기술
성백재·박찬익(POSTECH)

O2.5-4 세그먼트 공간 재활용 기법을 이용한 LFS의 쓰기 
성능 최 화 연구
오용석(서울시립 ),김은삼(홍익 ),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2.5-5 이기종 일시스템을 한 스냅샷 라이 러리
김선태·석진선·노재춘(세종 )

O2.5-6 효과 인 이미지 라우징을 한 M-tree기반의 
인덱싱 방법
유정수·낭종호(서강 )

O2.5-7 ARM 기반 랫폼에서의 사운드 효과 알고리즘의 
구
배장호·문용규·낭종호(서강 )

O2.5-8 MPEG-7 칼라 스트럭쳐 기술자와 도미 트 칼라 
기술자 추출의 최 화 방법
유정수·낭종호(서강 )

7월 1일(수) O2.6 정보통신 II 공 4호  D411

15:20-17:40  좌장 : 한재일 교수(국민 )  평가 원 : 임유진 교수(수원 )

O2.6-1 IEEE 802.15.4기반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에 지 
효율 인 데이터 병합을 한 동  타임아웃 스

링

백장운(경북 ),남 진( 구 ),서 화(경북 )

O2.6-2 센서데이터에 한 연속 인 스카이라인 질의 처
리의 효율 인 필터링기법
장수민·강 구·유재수(충북 )

O2.6-3 무선 센서 망에서 이동 싱크 지원을 한 치기
반 멀티캐스  방안
이정철·박호성·오승민·정주 ·김상하(충남 )

O2.6-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 크기 결정을 
한 데이터 병합율의 임계값 분석
김창 (한양 ),이원주(인하공 ),

창호(한양 )

O2.6-5 센서 망에서 Publish/Subscribe 패러다임을 이용
한 데이터 달 모델

진민숙·이의신·박수창·김상하(충남 )

O2.6-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을 개선하기 한 
라우  메트릭
이정욱·이동호( 운 ),원 호( 자부품연구원),

정 수( 운 )

O2.6-7 결함이 발생하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높은 정
확도를 갖는 다  트리 기반 라우  로토콜
박 호·성동욱·여명호·김학신·유재수(충북 )

7월 1일(수) O2.7 컴퓨터그래픽스 공 4호  D013

17:00-18:20  좌장 : 박경주 교수( 앙 )  평가 원 : 임인성 교수(서강 )

O2.7-1 한장의 2-D 이미지를 이용한 동양화  비실사  
랜더링
방승주·박경주( 앙 )

O2.7-2 2차원  데이터의 다 스 일 곡면 재구성
윤성민(동국 ),이문배(서강 ),박상훈(동국 )

O2.7-3 게임 인공지능 향상을 한 최 최소 알고리즘의 
GPU 기반 병렬처리 기법
이규환·박인규(인하 )

O2.7-4 응형 KD 트리를 이용한 정  클러스터링
김 ·김종원·이혜 (홍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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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3일(금)

◎ 7월  3일(금)

7월 3일( ) O3.1 컴퓨터시스템 III 공 4호  D009

09:20-12:20   좌장 : 서의성 교수(UNIST)

O3.1-1 다  비동기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시
스템 설계
서경진·이은정(경기 )

O3.1-2 분산시스템에서 데이터 압축이 장시스템의 성
능과 결함에 미치는 향 분석
민 혜·이병훈·김재훈(아주 )

O3.1-3 실시간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 에이 트와 스마트 객체 간의 부하 분산 기법

정홍규·이동욱·김재훈(아주 )

O3.1-4 온도 인지 마이크로 로세서에서 동  연산 이
을 한 유닛 선택 기법에 한 비교 분석
이병석(조선 ),김철홍( 남 ),이정아(조선 )

O3.1-5 력 DRAM을 한 리 시 주기 설정 기법
김 구·신동군(성균 )

O3.1-6 효율 인 센서 운 체제를 한 실시간 인터럽트 

처리 기법
안재훈·최규호·김태형(숭실 ),민홍·이상호·김

재(서울 ),홍지만(숭실 )

O3.1-7 트랜잭션 단  쓰기를 보장하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쓰기 버퍼캐시의 설계  구
김 진·도인환·김은삼(홍익 ),최종무(단국 ),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3.1-8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활용한 즉각 구동 시스
템의 개발
문 제·도인환·박정수·노삼 (홍익 )

O3.1-9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활용한 선택  로세
스 속성의 설계  구
김효진·김은삼(홍익 ),최종무(단국 ),이동희

(서울시립 ),노삼 (홍익 )

7월 3일( ) O3.2 데이타베이스 III 공 4호  D015 

09:20-11:40   좌장 : 김동  교수(동서 )  평가 원 : 황인  교수(고려 )

O3.2-1 시계열 데이터의 라이버시 보호 클러스터링에
서의 노이즈 평 화 효과
문양세·김혜숙(강원 )

O3.2-2 클러스터링과 특성분석을 이용한 구간 데이터에
서 다차원 연  규칙 마이닝
임승환·권용석·김상욱(한양 )

O3.2-3 스 일링 불변 지원 윤곽선 이미지 매칭

김범수·문양세·길명선(강원 )

O3.2-4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효율  상품평 검
색 기법

윤홍 ·김한 (서울시립 ),장재 (한성 )

O3.2-5 센서 데이터의 압축을 한 시간 슬롯 할당 기법
여명호·김학신·박형순·유재수(충북 )

O3.2-6 FlaSim : 리 스 커  모듈을 이용한 FTL 에뮬
이터

최화 ·김상 ·이승원·박상원(한국외 )

O3.2-7 센서 네트워크에서 지리 인 라우 과 데이터 핫
스팟을 고려한 인코딩 기반 데이터 심 장 기법
여명호·성동욱·노규종(충북 ),송석일(충주 ),

유재수(충북 )

7월 3일( ) O3.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공 4호  D210

09:20-11:20   좌장 : 정한민 박사(KISTI)

O3.3-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황인지 기반 자원 공유 
시스템
홍성범(충남 ),박종 (거제 학),김 국·강지훈

(충남 )

O3.3-2 모바일 상황정보를 이용한 개인 블로그 자동 생성

이 설·조성배(연세 )

O3.3-3 확률기반 상 수  컨텍스트 인식기를 활용한 라
이 로그 태깅 인터페이스
황주원·이 설·조성배(연세 )

O3.3-4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 안내 시스템을 한 문
제상황 정의  응 방안 설계
신승재·박주경·한만철·김건희·박세형(KISTI)

O3.3-5 모바일 게임 콘텐츠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자
동 생성 기법
고석훈·손윤식·박지우·오세만(동국 )

O3.3-6 시맨틱 서비스 랫폼 상에서의 신뢰성 비교 평가
정한민·이미경·류범종(KISTI),김도완(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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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3일(금)

7월 3일( ) O3.4 정보통신 III 공 4호  D316

09:20-11:40  좌장 : 이상환 교수(국민 )   평가 원 : 임화정 박사(강산넷)

O3.4-1 Zigbee환경에서의 효율 인 Cluster Header 선출
기법
이주 ·이경화·이 복·신용태(숭실 )

O3.4-2 치-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도착지 치 
추 을 어렵게 하는 라우
김다 (상지 ),신성(INS모바일),박상주(상지

),임화정(강산넷),차 환(상지 )

O3.4-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상 회로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 방안
박호성·이정철·오승민·정주 ·김상하(충남 )

O3.4-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듀티사이클을 고려한 혼
잡 제어 기법

이동호·정 수( 운 )

O3.4-5 력 이동용 측정기기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
이철호·임화석·홍윤식(인천 )

O3.4-6 비컨주기와 채  탐색기간을 고려한 력 CSD
의 설계  구
김택 ·박세 ·최훈·백윤주(부산 )

O3.4-7 라스트 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TFRC의 성능향상
을 한 손실 구별 기법
정규민·구자헌·정 수( 운 )

7월 3일( ) O3.5 정보통신 IV 공 4호  D318

09:20-11:40  좌장 : 황호  교수(한성 )   평가 원 : 김 안 교수(국방 )

O3.5-1 치 측정 정확도의 향상을 한 RTLS 의 이동형 
리더 선택에 한 연구
김잠제·손상 ·최훈·백윤주(부산 )

O3.5-2 음 지역 극복을 한 실시간 치 측정 시스템의 
설계  구
손상 ·김잠제·최훈·백윤주(부산 )

O3.5-3 다  방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분산형 RTLS 시스템
장 성·최훈·정연수·백윤주(부산 )

O3.5-4 한약재 이력 정보 추 을 한 RFID 코드체계에 
한 연구

김철·김상균·김진 ·송미 (한국한의학연구원)

O3.5-5 가형 RFID 태그에 합한 카운터를 활용하는 
해쉬기반 보안 로토콜
염동 ·김윤호·윤희용(성균 )

O3.5-6 력 컨테이  보안장치(CSD)의 설계  구
박세 ·김택 ·최훈·백윤주(부산 )

O3.5-7 P2P 멀티미디어 스트리 에서의 효율 인 분산된 
인증과 암호화키 분배 방법
정민선·차선민·임일우·이상환(국민 ) 

7월 3일( ) O3.6 HPC 공 4호  D415

09:20-10:40   좌장 : 김명호 교수(숭실 )

O3.6-1 데스크톱 그리드를 활용한 한국형 외계지성탐색 
응용
윤 원·최장원·김형진·안 언(KISTI),변용익·이

명 ·유키토시칸야·이한(연세 )

O3.6-2 그리드컴퓨  환경에서 분산 자원 탐색을 한 
Content-Addressable Network
김석 ·박근 ·이상호·민홍·이재흥·조유근(서울

),홍지만(숭실 )

O3.6-3 그리드를 한 가상 자원
허 ·황선태(국민 ),이종 ·정갑주(건국 )

O3.6-4 멀티 코어 특성을 고려한 통신 로세스의 동  
스 링
장혜천·진 욱(건국 )

7월 3일( ) O3.7 산교육시스템 공 4호  D415

11:00-12:20   좌장 : 최용석 교수(한양 )

O3.7-1 다양한 이러닝콘텐츠 형식을 확장성 있게 지원하
는 LCMS 설계  구
박규 ·차재 (한양 )

O3.7-2 멀티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웹기반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구
김지선·박진아(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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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7월 3일(금)

O3.7-3 컨텐츠 응화를 한 장치 표 의 추상화  계
층화 
도 오·이윤수·장병철·차재 (한양 )

O3.7-4 사용자 환경을 한 가 치 기반 콘텐츠 선택 기법
강 상·이윤수·도 오·차재 (한양 )

7월 3일( ) O4.1 컴퓨터시스템 IV 공 4호  D009

13:20-16:20    좌장 : 임성수 교수(국민 )  평가 원 : 이상호 박사(서울 )

O4.1-1 페이지 삭제정보를 장  활용하는 래시 장
장치의 내부구조와 효과에 한 연구 
정호 ·박성민·심효기·강수용·차재 (한양 )

O4.1-2 참조 패턴에 따라 페이지 사상 역과 블록 사상 
역의 크기를 조 하는 Janus-FTL

권훈기(서울시립 ),김은삼(홍익 ),최종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4.1-3 SSD 캐시를 이용한 RAID 에 지 감 기법
이효정·김은삼·노삼 (홍익 )

O4.1-4 페이지 단  변환 방식에 기반한 용량 NAND 
래시에서의 FTL

서 민·권오훈·박 석·고건(서울 )

O4.1-5 WWCLOCK: 래시 메모리의 비 칭  입출력 
비용을 고려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박 석·이은지·서 민·고건(서울 )

O4.1-6 래시 메모리 장 장치에서 효율 인 M-tree 기
반의 인덱싱 구
유정수·낭종호(서강 )

O4.1-7 SSD(Solid State Drive)에 최 화된 입출력 스 러

김재호·오용석(서울시립 ),김은삼(홍익 ),최종

무(단국 ),이동희(서울시립 ),노삼 (홍익 )

O4.1-8 다수 로  시스템에서 업을 한 로  클러스터 
구성
정 호·구 우·홍 식(동국 )

O4.1-9 거시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디바이스화를 지원
하는 임워크의 설계  구
박세진·강상우·박찬익(POSTECH)

7월 3일( ) O4.2 정보보호 공 4호  D015

13:20-15:40   좌장 : 이천희 교수(청주 )  평가 원 : 변태  교수( 구가 )

O4.2-1 치기반서비스에서 NewCasper를 확장한 Cloaking 
역기반 k-NN 질의 처리 알고리즘

장미 ·엄정호·김형일·장재우( 북 )

O4.2-2 음  센서 기반의 개선된 사용자 인증 로토콜
윤민·한태윤·이문규(인하 )

O4.2-3 사용자 인증시스템의 인증결과 측을 한 바이
오정보의 품질평가기법
김애 ·이상호(이화여 )

O4.2-4 IPTV 속망에서의 IGMP 러딩 공격 효과 감소 
기법

김성진·김유나·김종(POSTECH)

O4.2-5 High interaction 클라이언트 허니팟을 이용한 실
행 기반의 악성 웹 페이지 탐지  성능 분석
김민재·장혜 ·조성제(단국 )

O4.2-6 USN 미들웨어 보안 임워크에 한 연구
김미주·윤미연·정 철(KISA)

O4.2-7 Symmetric Discharge Logic의 차분 력 분석
김경은·최병덕·김동규(한양 )

7월 3일( ) O4.3 컴퓨터이론 공 4호  D210

13:20-14:40   좌장 : 신찬수 교수(한국외 )  평가 원 : 서  교수(산업기술 )

O4.3-1 최  개수의 을 포함하는 두 개의 겹치지 않는 
단  정사각형
황윤호·배상원·안희갑(POSTECH)

O4.3-2 을 포함하지 않는 최  유사삼각형
배상원·IrisReinbacher·안희갑(POSTECH)

O4.3-3 병목 스타이  트리의 정확한 해를 찾는 알고리즘
배상원(POSTECH),이춘석·최성희(KAIST)

O4.3-4 이차원 선형화 미사 트리
이선호(한양 ),나 채(세종 ),김동규(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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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 O4.4 정보통신 V 공 4호  D316

13:20-15:40   좌장 : 유 환 교수(부산 )

O4.4-1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기 한 역경로 활용 
슈퍼 피어 시스템
김지훈·강소 ·이 조·양성 (연세 )

O4.4-2 슈퍼 피어 P2P시스템을 한 효율 인 러딩 알
고리즘
강소 ·이 조·양성 (연세 )

O4.4-3 피어의 연결 수를 고려한 Bittorrent 일 공유 시
스템
이 조·김지훈·양성 (연세 )

O4.4-4 사용자의 심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모바일 멀
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기법

심우제·박원익·김 국(충남 )

O4.4-5 IEEE 802.1 AVB 표 을 지원하는 10G EPON에
서의 Intra-스 링 방법

즈빈·박경석·이정원·강성환·김승호(경북 )

O4.4-6 10G EPON에서 OLT와 ONU들 사이에 QoS를 보
장하는 스 링방법

재 (경북 ),정민석(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김민 ·고재형·최용도·김승호(경북 )

O4.4-7 컨텐트 심 네트워크에서의 캐싱 기법
최재 ·조은상·한진 ·권태경·최양희(서울 )

7월 3일( ) O4.5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II 공 4호  D318

13:20-15:00   좌장 : 김명  교수(을지 )

O4.5-1 규모 앰비언트 디스 이에서의 멀티터치 인
터랙션 시스템
윤창옥·박정필·강맹 ·윤태수·이동훈(동서 )

O4.5-2 비몰입형 과학  가시화 소 트웨어에 한 연동
성을 지원하는 가상 실 임워크에 한 연구

복희·허 주(KISTI)

O4.5-3 KT IPTV 사용자의 시청이력을 이용한 VOD 추천 

시스템의 성능분석
정하용·김문식(KT)

O4.5-4 메모리  DBMS 기반의 하이 리드 Rete 추론
이승우·류범종(KISTI)

O4.5-5 음악의 특성에 따른 피아노 솔로 음악으로부터의 
멜로디 추출
최윤재·박종철(KAIST)

7월 3일( ) O4.6 로그래  언어 공 4호  D415

13:20-14:40    좌장 : 안 선 교수(항공 )

O4.6-1 Esterel에서 근사-제어흐름그래 의 효율 인 생성
김철주·윤정한(KAIST),서선애(삼성종합기술원),

최 무·한태숙(KAIST)

O4.6-2 제어 흐름 그래  매칭 기반 자바 버스마크
박희완·임 일·최석우·한태숙(KAIST)

O4.6-3 실제 웹 기반 벤치마크에 의한 자바스크립트 엔진
의 성능 평가
정원기·이성원·오형석·문수묵(서울 )

O4.6-4 가시성 원칙을 반하는 연산 검출 기법
주성용·조장우(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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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일정  발표자 유의사항

1. 일정  장소

◑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

◎ 포스터발표(I) 9:20-10:4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1.1 데이타베이스 I 16

P1.2 소프트웨어 공학 I 11

P1.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10

P1.4 인공지능 I 15

P1.5 전산교육시스템 1

P1.6 정보통신 I 25

P1.7 컴퓨터시스템 I 18

합계 96편

◎ 포스터발표(II) 11:40-13:0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2.1 데이타베이스 II 15

P2.2 바이오정보기술 10

P2.3 언어공학 15

P2.4 인공지능 II 11

P2.5 정보통신 II 23

P2.6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14

P2.7 컴퓨터시스템 II 20

P2.8 프로그래밍언어 7

합계 115편

◎ 포스터발표(III) 14:00-15:2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3.1 데이터베이스 III 14

P3.2 소프트웨어 공학 II 8

P3.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9

P3.4 정보보호 14

P3.5 정보통신 III 26

P3.6 컴퓨터그래픽스 5

P3.7 컴퓨터시스템 III 17

P3.8 컴퓨터이론 4

P3.9 HPC 3

합계 100편

2. 발표자 유의사항

① 포스터 발표에 제공될 패 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20cm, 체높이 200cm의 이동식 칠 입니

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세로기 ) 9매의 발

표자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첫번째 장

에는 논문제목, 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 명

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까지 발표 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시간은 80분입니다.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 착테이  등)는 발표자

께서 비하시기 바랍니다.  

‣ 양면테이  사용불가

③ 각 패  상단에 발표논문색인  분야명이 기재된 

용지가 부착됩니다. 본 책자에 기재된 ‘논문발표자 

색인’(52쪽～)에서 본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④ 발표자는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정 치에서 질문

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발표시간 종료후 1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

시오.

포
스
터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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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7월 2일(목) 9:20 - 10:40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

1 데이타베이스 I

P1.1-01 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한 표 특허기술의 유사
도 측정방법
안정은(한국정보통신기술 회)

P1.1-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BD 활성화를 한 기술
가치평가  AHP 기법을 이용한 연구성과 평가
모형 설계
김주호·정경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1.1-03 오디세우스/Parallel-OOSQL 병렬 DBMS/검색엔
진을 한 SQL-Data Change Statement 처리 기법
여연미·권 윤·이기훈·황규 (KAIST)

P1.1-04 계층  재구성을 통한 워드문서의 효율 인 검색
과 라우징
정창후·최윤수·최성필·류범종(KISTI)

P1.1-05 USN 환경에서 이종 센서를 한 메타데이터 
리 시스템
한병엽(충남 ),박종 (거제 ),임문섭·홍성범·

김 국·강지훈(충남 )

P1.1-06 PREPARED-STATEMENT 기법을 이용한 SPARQL 
질의 처리 성능 개선
김재한·이승우·김평(KISTI)

P1.1-07 도메인 용어의 시맨틱 네트워크 자동구축방안
윤병수·황명권·김동철·김 구(조선 )

P1.1-08 오디세우스/Mobile DBMS를 한 데이터 동기화 
모듈의 설계  구
정주연·김택윤·윤태섭·황규 (KAIST)

P1.1-09 Message Dispatch Gathering 시스템의 효율 인 
운 에 한 연구
권 우·정성우(고려 )

P1.1-10 3-tier환경에서 최  속 사용자의 식별을 한 
로깅 시스템 설계
신 호·박민우·한성근·김규석·김주 ·허태상

(KISTI)

P1.1-11 모바일 장치를 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래시 메
모리 일 시스템

문명진·노홍찬·박상 (연세 )

P1.1-12 센서네트워크에서 이벤트 검출을 통한 역간의 
연 성 분석
송임 (홍익 ),석상기(서울산업 ),김경창(홍익 )

P1.1-13 특허맵 시스템을 응용한 한의약 논문맵 시스템 서
비스 시나리오 개발

상 ·한정민·이 주·송미 (한국한의학연구원)

P1.1-14 용량 분산 일 시스템 상에서의 메타데이터 서
버 분석
김소연·노홍찬·박치 ·박상 (연세 )

P1.1-15 s-uniformity: 데이터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고른 
분포를 보장하는 익명화 기법
고한 ·정강수·박석(서강 )

P1.1-16 온톨로지를 활용한 검색 결과 분석 시스템
손정우·노태길·송 제·박성배·박세 (경북 )

2 소 트웨어 공학 I

P1.2-01 행정정보DB구축사업 성과 리모델의 신뢰성에 
한 실증  분석

유시형·최문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P1.2-02 OSGI 기반의 실시간 확장 가능한 AIDC 미들웨어 
아키텍쳐
황 석·이 동·황성일·강호 ·서 교(코리아컴

퓨터)

P1.2-03 품질기반의 소 트웨어 비용 상충 계 분석 방법
이명재·이동 ·김능회·인호(고려 )

P1.2-04 온톨로지를 이용한 로세스 정보 뷰어시스템 개발
김윤섭·김태균·유정연·이규철(충남 )

P1.2-05 멀티 도우 기반에서 시나리오 자동 생성을 통한 
GUI 테스트 이스 생성
최창민·이정규·김 수(충남 )

P1.2-06 정형기법 Z를 활용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정형검증
신지훈·박 길·강미 ·최진 (고려 )

P1.2-07 MAPPING TABLE을 이용한 융 PRODUCT 
FACTORY 분석기법
박진희(고려 ),유 범(건국 ),차성덕(고려 )

P1.2-08 U-Health 응용을 한 력 휴 폰 클라이언트 
연구
신재완·강원 ·신동규·신동일(세종 ),허성민

(세 코아)

P1.2-09 모바일 3D 이싱 게임을 한 물리 엔진  상황
인식 아키텍처 설계
김회창·신동규·신동일(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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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0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에 용된 유 알고리즘
에 한 비교
이선열·배정호·채흥석(부산 )

P1.2-11 소 트웨어 Instrumentation 기법을 활용한 빠른 
임베디드 시스템 검증 기법
김창무·송지석·김지홍(서울 )

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P1.3-01 합성 피드백을 이용한 신문 기사 요약 시스템
정형일(서강 ),고 (동아 ),서정연(서강 )

P1.3-02 P2P 환경에서 온톨로지  규칙 기반 자원 추론 
시스템의 성능 평가  분석
박종 (거재 학),강지훈(충남 )

P1.3-03 Keypad Navigator: Rendering Web Pages in 
Mobile Devices
GuilhermeFischerDreossi·설상훈(고려 )

P1.3-04 OntoURI: DB-to-OWL 자동 변환 시스템 개발
김평(KISTI),강인수(경성 ),김문석( 이포엠),

성원경·류범종(KISTI)

P1.3-05 어휘지능망과 추론을 이용한 주제어 심 시맨틱 
서비스 설계
이미경·정한민·류범종(KISTI)

P1.3-06 다  목  역별 부분 측 마르코  의사결정을 

활용한 통계  화 추론 정책
성주원·은지 ·김 정·장두성(KT)

P1.3-07 장애인의 웹 근성 향상을 한 한의학술논문검
색(OASIS) 시스템 분석
한정민·김철·김하 ·송미 (한국한의학연구원)

P1.3-08 로그 기반의 로세스 마이닝을 통한 BPMN 로
세스 모델 추출
이승훈·김건우·주진웅·이동훈·김학수·손진 (한

양 )

P1.3-09 인터넷 웹 게시  분석을 통한 논쟁지수 계산 모
델과 가시화
박규태·심정민·송주원·조환규·우균(부산 )

P1.3-10 상황인식서비스 정의를 한 서비스명세언어 설
계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개발
정강 ·박정규·이 해(항공 ) 

4 인공지능 I

P1.4-01 SVM을 이용한 신노년층의 생활 만족도 측 모형

유재학·임 희·이한성·박 희(고려 ),장진경

(숙명여 )

P1.4-02 가시 역 그래 와 가변-셀-분할을 이용한 새로운 
경로계획
김정태·김 진(POSTECH)

P1.4-03 유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한 새로운 응 
교배 기법
임동 ·김 태·안창욱(성균 )

P1.4-04 IPTV를 한 개인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김은주·송성렬·김 진·송원문·김명원(숭실 )

P1.4-05 치 추정을 한 공통된 특성 계 기반 트랜스
퍼 학습
석호식·장병탁(서울 )

P1.4-06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신경윤리학  측면에서
의 문제  분석  개선방향

공창진(고려 )

P1.4-07 홈 네트워크 상에서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한 
장치들 간의 연 성 생성 방법
강경진·김성조( 앙 )

P1.4-08 온톨로지(ontology)기반의 복합  상황인식을 

한 표  방법 모델링

배노철·박종희(경북 )

P1.4-09 가상 실에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물리 객체
의 공간 계  모델링
김태균·박종희(경북 )

P1.4-10 모바일 환경에서 행동이론의 계층 구조와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행동 인식
이 설·조성배(연세 )

P1.4-11 인공생명 기법을 이용한 로  최 화 행동 학습
장수형·조성배(연세 )

P1.4-12 CUDA 기반의 효율 인 통 다차원 척도법 구
박성인·황규백(숭실 )

P1.4-13 상황인지 기반의 Robot Grouping에 한 연구
서주희·우종우(국민 )

P1.4-14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진화 주식 데이터의 
측에서 모델 차수의 검증

이성배·장병탁(서울 )

P1.4-15 육아보조로 의 서비스 제공을 한 베이지안 네
트워크 기반 아기상태추론
이승 ·홍진 ·조성배(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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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교육시스템

P1.5-01 컴퓨터교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한 연구
김효진(조선 )

6 정보통신 I

P1.6-01 배 의 방식  감시/제어를 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 라 개발
오정석·박장식·권정락(한국가스안 공사)

P1.6-02 EDSD 기법을 용한 U-Health 시스템 개발
김재인·김 인·황부 ( 남 )

P1.6-03 무선 신호 세기를 활용한 Access Point 탐색 로
이 조·김지훈·양성 (연세 )

P1.6-04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 치 추정 시스템 분석
임철우·유춘근·김종근·강병욱( 남 )

P1.6-05 한국군 술데이터링크 표  용 실태분석  표
화 방향

주진천·허환·서민우·김 희·임 용(국방기술품

질원)

P1.6-06 Fresnal Lens  PIR 센서 기반 장거리 인체 감지 
센서노드 설계  구
김 만·김진태·강정은·오정헌(국민 )

P1.6-07 USN 기반의 독거노인 안 망 시스템
윤 한(코어테크놀로지)

P1.6-08 XML을 이용한 TFT-LCD 제조 시스템 통합 방안
황병 ·박기진(아주 ),임은성(Vessel)

P1.6-09 임베디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한 효율 인 네
트워크 모델의 설계와 구
김진우·엄 철·노재춘(세종 )

P1.6-10 치 기반의 에 지 효율 인 라우  로토콜 설계
장유진·김용기·최 호·장재우( 북 )

P1.6-11 LLRP 기반 능동형 RFID 리더 로토콜의 구
문 식(동아 ),정상화(부산 ),최형림(동아 )

P1.6-12 단방향 링크(Unidirectional link)환경에서의 동  
요구 기반 라우  로토콜(DYMO) 확장
최문국(UST/ETRI),김형 (ETRI)

P1.6-13 Tele-Monitoring: 그리드를 활용한 원격지 장치 
리

한 ·정형수·김신규·염헌 (서울 )

P1.6-14 802.16e 네트워크에서의 빠른 핸드오버 비를 통
한 고속 핸드오버 기법

박용·정보일·윤희용(성균 )

P1.6-15 근거리 치 추  오차 보정을 한 배타  Anchor 
그룹 스 링 알고리즘
국 진(숭실 ),권 길(KETI),홍지만(숭실 )

P1.6-16 SensorML 기반 센서 메타데이터 정의  작성 도
구 개발
임문섭·한병엽·김 국·강지훈(충남 )

P1.6-17 데이터 수집능력 향상을 한 이동 싱크 노드의 
움직임 리 기법
조지은·최종원(숙명여 )

P1.6-18 Mobile WiMAX 환경에서 ARIMA 측 방법을 
이용한 핸드오버 지연 단축 기법
이 희·김 우·최용훈( 운 )

P1.6-19 OPC UA를 이용한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을 한 임워크
유 승·부반단·이명재(울산 )

P1.6-20 RL-MAC :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리시버 랜
덤 액세스 력 MAC 로토콜
윤주성·윤호 ·이승구(POSTECH)

P1.6-21 A Novel Publish/Subscribe Tree Construction 
Algorithm for Wireless Ad-hoc Networks
HieuTrungNguyen·SangyoounOh(아주 )

P1.6-22 모바일 디바이스를 한 컴포 트 실행환경
윤민홍·김익순·김선자(ETRI)

P1.6-23 RFID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 로세싱과 
통신 시간의 자원 할당 비율
고혜자(고려 )

P1.6-24 크로스 랫폼 기반 환경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
한 애 리 이션 서비스 시스템
이도 ·강병길· 일·이보경(산업기술 )

P1.6-25 ESMTP 자메일서버에서 다국어 자메일주소
를 지원하는 UEMA 모델 제안

양지수·한동윤·김경석(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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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컴퓨터시스템 I

P1.7-01 국가R&D보고서 담 리를 한 등록시스템 설
계  구축
허태상·최기석·김재수·박민우·신 호(KISTI)

P1.7-02 로우-엔드 솔루션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 비행 시
뮬 이터의 설계
오 환·유홍진·채진석(인천 )

P1.7-03 계층 인 실시간 공유시스템의 설계  구
엄 철·김진우·노재춘(세종 )

P1.7-04 분산 처리를 통한 실시간 NCW 시스템

박상 ·김재훈(아주 )

P1.7-05 유비쿼터스 지능형 가 을 한 다 인터페이스 
통합 어 터 개발
조규남·박창규·조 덕·이정원(아주 )

P1.7-06 유비쿼터스 지능형 공간을 한 공간 리기 개발
최은아·박창규(아주 ),김순동(아주  유비쿼터

스연구소),이정원(아주 )

P1.7-07 Context-aware Media Player System 설계
이민경·박유리·조동섭(이화여 )

P1.7-08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 지 약을 한 유비쿼터
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응  분산 냉각 략
박성우·이동욱·오상윤·김재훈(아주 )

P1.7-09 실시간 운 체제 MicroC/OS-II에서 능동객체 기
반 컴퓨  모델에 기반한 임워크 설계에 한 
연구

식·허신(한양 )

P1.7-10 멀티 채  SDR 시스템에서의 확장 가능한 모뎀 

아답터
문성 ·박종규·이성호(LIGNex1)

P1.7-11 3-타임 슬롯을 이용한 태그 인식 알고리즘
김태희(경북 ),김선경( 구 )

P1.7-12 자원 제약하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함수 인라
이닝 기법 연구
김 재·이상호·민홍·김석 ·조유근(서울 ),

홍지만(숭실 )

P1.7-13 Hybrid 일 시스템 : 설계  구
석진선·노재춘(세종 )

P1.7-14 경량 실시간 운 체제 eCos 3.0 기반 차량용 임
베디드 소 트웨어 랫폼
주 태·박상 ·김연주( 자부품연구원)

P1.7-15 지능형자동차를 한 스마트 센서네트워크 
임워크 설계
박상 ·민수 ( 자부품연구원)

P1.7-16 비휘발성램을 사용하는 래시 일 시스템의 효
율 인 메타데이터 리기법
여해동·원유집(한양 )

P1.7-17 MOC : 다  오 젝트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한 
FreeBSD의 페이지 아웃 성능 향상
양종철·안우 ( 운 )

P1.7-18 효율 인 정보 달을 한 바이 리 XML PULL 
서의 구

김범수·곽동규·유재우(숭실 )

◎ 7월 2일(목) 11:40 - 13:00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

1 데이타베이스 II

P2.1-01 시간속성을 갖는 데이터스트림의 정 계에 
기반한 인과 계 규칙 탐사 기법
한 ·김 인·황부 ( 남 )

P2.1-02 한  텍스트의 오피니언 분류 자동화 기법
김진옥·용환승(이화여 )

P2.1-03 RFID태그를 사용한 물류창고의 화물 치 식별 
기법
최미경·김기홍·홍 희(부산 )

P2.1-04 인터벌이벤트의 향력 계에 기반한 연 규칙 
탐사기법
송명진·김 인·황부 ( 남 )

P2.1-05 한의학 연구개발과제 리 시스템의 설계  구

김상균·장 철·김진 ·송미 (한국한의학연구원)

P2.1-06 디지털콘텐츠 작권 리를 한 메타데이터  
시스템 설계

나철수·김 인·황부 ( 남 )

P2.1-07 한·  약재 데이터베이스에 한 고찰
배순희·김진 ·신명기·송미 (한국한의학연구원)

P2.1-08 한의학 로젝트 분석 시스템의 설계  구
장 철· 상 · 병욱·송미 (한국한의학연구원)

P2.1-09 시간 상황 정보를 고려한 업 필터링을 이용한 
음악 추천
이동주·이상근·이상구(서울 )

P2.1-10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장  질의처리를 
한 효율 인 분산 색인 기법

성동욱·여명호·유재수(충북 )

P2.1-11 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온톨로지 데이터 
장  SQL을 이용한 질의 처리 방법

김석 .이상원(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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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12 WBAN 환경에서 압데이터의 PSO기반 분류화 
시스템 설계
맹보연·최옥주·이민수(이화여 )

P2.1-13 상품 특징에 한 고객의 극성 정보를 이용한 개
인화된 추천 시스템의 설계
명재석·양정연·이상구(서울 )

P2.1-14 CST+ 트리 인덱스에서 데이터 노드 채움률이 성
능에 미치는 향 
이재원·강민석·이익훈·이상구(서울 )

P2.1-15 용량 데이터 환경을 한 링크 기반 클러스터링
의 성능 개선 방안
윤석호·송석순·김상욱(한양 )

2 바이오정보기술

P2.2-01 동자 치 정보 추출에 의한 얼굴 인식 성능 향
상 기법
신용녀·한병진· 인경(KISA)

P2.2-02 골수 액 세포 상의 색상 환
김유선·원성철·박상 (연세 )

P2.2-04 확률  지역 구조 학습을 이용한 암 특이  micro-
RNA 네트워크 구축 
김수진·장병탁(서울 )

P2.2-05 오류가 주입된 함수 변환 기반 취소가능 지문에 
한 개선된 공격

신상욱·이문규(인하 ),문 성·문기 (ETRI)

P2.2-06 분산 시스템에서의 바이오 데이터의 통합  클러
스터링을 한 K-means 활용
남세종·신동규·신동일(세종 )

P2.2-07 유 자 보존 정보 기반 이분 그래 의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한 microRNA 기능 측 방법

이제근·장병탁(서울 )

P2.2-08 유 자 발  패턴을 이용한 RNAi 기반 피드백 루
 측

양경애·이제근(서울 ),정제균(코넬 ),장병탁

(서울 )

P2.2-09 불임 여성을 한 유헬스 어 서비스 설계  구
유진근(산업기술 ),한주 (휴마시스),김 곤(아

엠아이테크),남정 (휴마시스),정진 (아엠아이

테크),이양희·서 (산업기술 )

P2.2-10 RDBMS 기반의 효율 인 MAGE-ML 데이터의 
장 기법

윤종한·신동규·신동일(세종 )

3 언어공학

P2.3-01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유형 고 정보 추출 
양정아·이형규(고려 )

P2.3-02 특허 문서 분류를 한 역-자질 선택 방법
강민규(국민 ),정인상(한성 ),강승식(국민 )

P2.3-03 가 치가 부여된 패턴 을 이용한 is-a/part-of 
계 추출

김세종·이용훈·이종 (POSTECH)

P2.3-04 의존 계를 이용한 단일문서의 키워드 추출
이주호·김학수(강원 )

P2.3-05 확장된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개체개념 인식 
근방법
은지 ·장두성(KT)

P2.3-06 언어 모델을 이용한 유해 문서 분류
임석향·이원휘·안동언·정성종( 북 )

P2.3-07 사용자 모델을 이용한 화 략의 효과 인 학습
최원석·강상우·서정연(서강 )

P2.3-08 TextRank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요 문장 
추출
홍진표·차정원(창원 )

P2.3-09 수화 자동 생성을 한 한국어 동음이의어 분석과 

처리
정상윤·장은 ·박종철(KAIST)

P2.3-10 유사 SMS 말뭉치 구축 시스템
송 길·김학수(강원 )

P2.3-11 한국어 형태소 유형에 따른 한국어- 국어 단어정
렬 결과분석
김장호·이 희·나휘동·이종 (POSTECH)

P2.3-12 기계 학습을 이용한 인용문헌 추출
신규민(창원 ),한요섭(연세 ),김래 (KIST),

차정원(창원 )

P2.3-13 음  발생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음  추천 시스템
최용하·이일병(연세 )

P2.3-14 의견의 주체를 찾기 한 후보어휘의 의견주체
수 부여방법과 Self-training
정헌 ·김 기·이 하·이종 (POSTECH)

P2.3-15 하 범주, 첨가소, 의미 속성을 활용한 한국어 구
문 분석
이호석(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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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 II

P2.4-01 자기 조직화 지도를 이용한 생활 패턴 요약
정태민·이 설·조성배(연세 )

P2.4-02 상황인지에 기반한 인공지능 주행 분석시스템
김태 ·신동일·신동규(세종 )

P2.4-03 재 가치를 이용한 효율 인 력  여과 기법
김은주·송원문·김명원(숭실 )

P2.4-04 로  시스템 통합 임워크의 로우 페이지 서
비스 에이 트

강성규·이재호(서울시립 )

P2.4-05 클러스터 기반 가 치 부여를 통해 희소성을 제거
한 력  여과
신원진·김선·장병탁(서울 )

P2.4-06 데모-기반 학습을 한 행동정책 일반화

박찬 ·김동 ·김인철(경기 )

P2.4-07 구간을 가진 로버스트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문제 
해결을 한 개미 알고리즘
강신녀·장형수(서강 )

P2.4-08 향상된 아이템 기반의 동  필터링
김청송·이진승·강재우(고려 )

P2.4-09 실시간 웹 검색 결과 클러스터링

신 철·옥철 (울산 )

P2.4-10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 규칙 유도 방법
오병화·양지훈(서강 )

P2.4-11 구문 분석기를 이용한 기업 업무기술 분석
박지 ·배재학(울산 )

5 정보통신 II

P2.5-01 작은 버퍼 네트워크 환경을 한 손실 구분 알고
리즘
황재 ·유시환·유 (고려 )

P2.5-02 트리탐색 기반의 력 노드선정 네트워크 리
로그래  로토콜 기법
정태 ·홍원기( 구 )

P2.5-03 무선통신 MAC 검증  개발 환경을 한 NS-3와 
SystemC의 통합 시뮬 이터 설계
이호응·박수진·박 주(한밭 )

P2.5-04 TPM과 Authenticated Boot를 활용한 VANET의 
보안 향상 기법

강상우·박세진(POSTECH)

P2.5-05 마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DDS 서비스 게이트웨이 
설계
김용연·강민균·박충범·최훈(충남 ),김 수(국

방과학연구소)

P2.5-06 3GPP 망에서의 응용계층 기반 QoS 제어
한민규·홍진표·정성호(한국외 ),구기종(ETRI)

P2.5-07 Hierarchical 구조를 가지는 MANET을 한 효율
인 SIP 등록방안

이동근(LIG넥스원)

P2.5-08 다  홉 WPAN에서 PAN 코디네이터수의 향 
분석
박찬흠·니첸·김종근( 남 )

P2.5-09 동  CFP 할당과 기회 경쟁 기반 WBAN MAC 
로토콜

서 선·조진성(경희 )

P2.5-10 PMIPv6 로토콜 시험을 한 핸드오버 에뮬
이터 개발
이진호·김 한(숭실 )

P2.5-11 Handling Multi-Channel Hidden Terminals 

Using a Single Interface in Cognitive Radio 
Networks
ShanLiang(울산 ),김명균·엄윤성(울산 )

P2.5-12 IP-USN을 한 서비스 리 로토콜
정 ·이동호( 운 ),신 호(KETI),정 수(

운 )

P2.5-1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Bounded Delay를 보장
하는 Adaptive Back-off 기법
강경 ( 운 ),송병훈(KETI),정 수( 운 )

P2.5-14 WCDMA/HSDPA 망 기반의 Mobile Router의 
구
변태 ( 구가톨릭 ), 용 (아크로엠)

P2.5-15 이동통신망과 이더넷 연동을 한 연동장치 로
토타입 구
변태 ·김병창( 구가톨릭 )

P2.5-16 IEEE 802.11e EDCA 기반 모바일 IPTV QoS 보장
을 한 Multimedia Smart Dispatcher Algorithm
정정아·백경욱·윤희용(성균 )

P2.5-17 능동문서 설문 흐름제어
장선아·양재군·배재학(울산 )

P2.5-18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를 한 효율 이고 응
성 있는 러딩 방법
정진만·김 재·이상호·민홍·김석 ·조유근(서울

),홍지만(숭실 )

P2.5-19 트러스트 센터 기반의 ZigBee 센서네트워크에서 
마스터키 송을 한 노드 인증 방안 연구
임휘빈·박종일·신용태(숭실 )

P2.5-20 멀티미디어 스트리 을 한 무선 멀티 홉 네트워
크데이터 달 기법
이신형·이정환·유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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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21 RFID/USN기반 농산물 창고 리 시스템 설계  구
김요한·한미자·정창렬·이성근·고진 (순천 ),

이 창(원 ),최 호(순천제일 학)

P2.5-22 CoDAV: 효과 인 공동작업을 지원하는 웹데  

기반의 업 환경
이홍창·박종문·김보 ·이명 (울산 )

P2.5-23 웹 라우 에서 러그인으로 동작하는 JXTA 서비스
박종문·김진석·박양수·이명 (울산 )

6 컴퓨터비젼  패턴인식

P2.6-01 주석 코드 배열을 이용한 효과 인 의료 상 자동
주석 알고리즘
박기희·김자원·김성훈·고병철·남재열(계명 )

P2.6-02 맞춤형 해상도 조 을 통한 텍스처 역 분석 기
술에 한 연구
우경덕·최호철·김성국·문승빈(세종 ),이철환

(Novauris Inc),백성욱(세종 )

P2.6-03 입력 상 크기 정보를 이용한 하 배열 기억용량 
할당과 회 각 범  지정
조보호·정성환(창원 )

P2.6-04 이  Adaboost Classifier를 이용한  역 검출 
시스템
이창정·김정규(인천 )

P2.6-05 코  기반 모션 추정을 한 빠르고 정확한 알고
리즘
김 호·오일석( 북 )

P2.6-06 객체의 크기 추정과 상 매 을 결합한 단일 뷰
에서의 객체 삽입
조선 ·변혜란(연세 )

P2.6-07 비디오 배역명 추출을 이용한 자동 어노테이션

이진활·박승보·김유원·조근식(인하 )

P2.6-08 상획득 환경에 응한 강인한 입술움직임 상
역 추출

김응규(한밭 ),이수종(ETRI)

P2.6-09 첩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다  신경망 기반 필기 
한  인식
류상진·김인 ·박규로(한동 )

P2.6-10 고 압 지  배선 부분방  패턴인식의 처리
박정태·강동수(충남 ),박상수(선문 ),장경선

(충남 )

P2.6-11 티클 필터와 특징 기반의 실시간 3차원 얼굴 추
성하천·변혜란(연세 )

P2.6-12 FCC 환경에 합한 지문 인식 분류기 설계  분석
이은정·한근식(한신 )

P2.6-13 사용자 입력 기반의 다  시  상 생성
최민석·박민우·장경호·정순기(경북 )

P2.6-14 실시간 3축 가속도 기반 제스처 인식을 한 증
 동 시간왜곡

최보환·홍진 ·조성배(연세 )

7 컴퓨터시스템 II

P2.7-01 nVidia GPU 상에서의 경로 분 몬테 카를로 시
뮬 이션 병렬화

이화 ·임은진(국민 )

P2.7-02 멀티코어 시스템을 한 캐시 시뮬 이터의 설계
와 구
김정 ·서상민·이재진(서울 ),박미경·이종 ·

고태경(삼성 자)

P2.7-03 가상화 시스템의 모니터링 라이 러리 설계
남 우·박능수(건국 ),이강우(동국 ),안인석

( 덕 )

P2.7-04 필터 캐쉬 복을 이용한 온도 로세서 설계 기법
양나라·최홍 ·김철홍( 남 ),이정아(조선 )

P2.7-05 무선장치를 이용한 이동 로 의 경로탐색 알고리즘
김학수·조진성(경희 )

P2.7-06 다수의 정보서비스를 한 인 라지원시스템 설
계에 한 연구
박민우·한성근·신 호·김규석·김주 ·허태상

(KISTI)

P2.7-07 사용자 행동 측을 이용한 개인화 기반 검색결과 
순  재조정

이 ·신동욱·최 민(한양 )

P2.7-08 m-MediNet: WBAN 기반 u-Healthcare System 
응용을 한 소 트웨어 랫폼의 설계
김의연·김 ·조진성(경희 )

P2.7-09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업 수행을 한 의존성 기
반 역할 할당 방법
박상 ·이건수·김민구(아주 )

P2.7-10 On Feasibility of Enterprise Cloud for Scientific 
Computing
Mikael Fernandus Simalango·Sangyoon Oh

(아주 )

P2.7-11 URC 로 에 서비스 제공을 한 SOMAR 미들웨
어의 구조 설계
김수연·곽동규·최재 (숭실 )

P2.7-12 스 링 임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공유 심의 
온라인 서재 시스템 설계  구

박윤 (성신여 ),박해철(경남 ),변혜원(성신여 )

P2.7-13 임베디드 가상화 환경에서의 우선 순  기반 선택
 라이 타임 보장

이치 ·유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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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14 실린더 그룹 기반의 다 일 쓰기 기법 연구
이경재·안우 ( 운 )

P2.7-15 유동 데드라인을 지닌 로  태스크 스 쥴링 략
경수·박수환·이창건(서울 ),하은용(안양 )

P2.7-16 MobiVMM: 임베디드 장치를 한 가상머신 모니터
유시환·유 (고려 )

P2.7-17 멀티 태스크 환경에서의 페이지 교체 정책
이두희·이창건(서울 )·하은용(안양 )

P2.7-18 스 일러블 멀티코어 SMP환경을 한 가상 머신 
스 러 연구
홍철호·유시환·유 (고려 )

P2.7-19 SLB를 통한 변동섹터 방식 FTL의 성능 최 화
김상 ·최화 ·박상원(한국외 )

P2.7-20 가방형 장 진동 분석시스템 구축
함기석·최 덕·염상길·노 주(산업기술 )

8 로그래  언어

P2.8-01 에 지-효율 인 하이 리드 가상 기계 기술 언어
의 설계
김성진·고 만(상지 )

P2.8-02 자바 클래스 일 암호화를 이용한 자바 역컴 일 
방지기법
김 기·윤희용(성균 )

P2.8-03 임베디드 로세서를 한 자동 최 화 기법에 
한 연구
이종화·고방원·유재우(숭실 )

P2.8-04 랫폼 독립  모바일 게임 솔루션을 한 PC 기
반 개발 환경 구축
권지용·이인권(연세 ),한성복·이명원·황선규

(지앤씨인터 티 )

P2.8-05 C언어를 JAVA언어로 변환하기 한 클러스터링 
기법
김 자·박지우·손윤식·오세만(동국 )

P2.8-06 안 한 자바 코딩 규약에 기반한 취약성 분석기의 
설계
김우연·박지우·손윤식·이창환·구 우·김 자·

오세만(동국 )

P2.8-07 TraceMonkey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재귀함수의 
시 컴 일

오형석·문수묵·이성원(서울 )

◎ 7월 2일(목) 14:00 - 15:20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

1 데이타베이스 III

P3.1-01 RFID 미들웨어 검증을 한 가상 리더 에뮬 이
션 도구
박 규·류우석·홍 희(부산 )

P3.1-02 다  기지국을 가진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간 
요소를 고려한 연속 질의 할당 기법
김학신·여명호(충북 ),서동민(KAIST),박 호

(충북 ),송석일(충주 ),유재수(충북 )

P3.1-03 블로그 연결망의 특성 분석
하지운·배덕호·김상욱(한양 )

P3.1-05 센서, 치, 식별자를 한 통합 연속 질의 처리 
기법
김경주·안성우·홍 희(부산 )

P3.1-06 개인화 서비스를 한 TMO기반 GALIS 구조 응용
이 우·정혜진·나연묵(단국 )

P3.1-07 능동형 센서 태그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랫폼 설계
김 우·류우석·홍 희(부산 )

P3.1-08 상황 정보에 기반한 라이 로그 시스템
공기 ·이상근·이상구(서울 )

P3.1-09 래시메모리 DBMS를 한 페이지 합병 기술  

조혜원·이 구(경희 )

P3.1-10 개인화 웹 검색을 한 개념 네트워크 기반 사용
자 로 일 구성 기법
이성직·김한 ·이병정(서울시립 ),강수용(한양 )

P3.1-11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에서 스트
림 데이터에 한 사용자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의 색인 구조 설계
최옥주·맹보연·이민수(이화여 )

P3.1-12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이기종 장장치 활용을 
통한 성능향상 기법
최재훈·이진승·강재우(고려 )

P3.1-13 경로 모니터링 응용을 한 부하 제거 기법의 설계
김 규·강우람·김명호(KAIST)

P3.1-14 유비쿼터스 서비스 조합을 한 공간정보 온톨로
지 개발
류동호·황윤 ·이규철(충남 )

P3.1-15 용량 교통이력자료의 처리를 한 설계  응
용 로그램 최 화

세길·남궁성·정형섭(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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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트웨어공학 II

P3.2-01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서비스 운 을 한 UBI 
랫폼 설계
한려빈·최우정·최재 (숭실 ),장서 (메타빌

드),이남용(숭실 )

P3.2-02 공공기 을 한 ITSM도입방안 사례연구
이구범·박제원·이재성·이남용(숭실 )

P3.2-03 건설CALS시스템과 연계를 한 용지도면 납품 
 리 로세스 개선방안

서명배·김남곤(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2-04 건설CALS 성과 리시스템의 요구기능
정인수·김진욱·김남곤(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2-05 Network Diagram 작성을 한 XML 기반 Appli-
cation 개발 방법론 연구
이혜련·최경희·정기 ·박승규(아주 )

P3.2-06 버 그래 와 태깅 기법을 이용한 산출물 추 성 
리방안

김 엽·윤청(충남 )

P3.2-07 요구사항 기반 테스 의 유효한 테스트 이스 
별 략
박 상·최경희·정기 (아주 )

P3.2-08 네트워크 독립성 확보를 한 TMF 기능 개선

신 주·이재호(서울시립 )

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P3.3-01 스캐치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웹3D 가상환경 
탐색항해 보조도구 개발
송특섭·곽내정(목원 )

P3.3-02 모바일 환경에서의 큰 규모의 음악 일 탐색 방법

유민 ·이인권(연세 )

P3.3-03 감정 모델을 통해 휴 폰의 벨소리를 추천하는 상
황 인식 추천 시스템
김용 ·조성배(연세 )

P3.3-04 MusicXML 자악보를 한 좌표 표  방법
김택헌·양성 (연세 )

P3.3-05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약복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최재훈·임명은·방선리·김 희·박수 (ETRI)

P3.3-06 치 인식 기반 서울시 문화명소 안내 시스템

김지은·유 주·이승희·창병모(숙명여 )

P3.3-07 음성 기반 연령  성별 특징의 실험 분석
김혜진·윤호섭·이재연(ETRI)

P3.3-08 개인화 서비스를 한 상황정보 기반 사용자 로
일

문애경·박주 (ETRI)

P3.3-09 시맨틱 네트워크의 연 탐색을 통한 모바일 라이
로그 검색 인터페이스

오근 ·김용 ·조성배(연세 )

4 정보보호

P3.4-01 이미지의 불법 배포 방지를 한 웹 기반 정보 삽
입 시스템
박수빈·유승희·조동섭(이화여 )

P3.4-02 TPM에 기반한 iSCSI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안
한 근방안
최종욱·박우람·박찬익(POSTECH)

P3.4-03 계층  ID를 통한 OpenID 보안 기능 강화 연구

신동휘· 인경·정 철(KISA)

P3.4-04 강화된 익명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드 사용자 인
증 기법
이은경·신수복·왕희돈· 홍진(아주 )

P3.4-05 경량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개발 동향 분석
강연정·이향진· 인경·정 철(KISA),한동국(국

민 )

P3.4-06 센서 네트워크 보안을 한 인증 로토콜 비교 
분석
이 건·이경화(숭실 ),김재호(KETI),신용태(숭

실 )

P3.4-07 센서 네트워크 보안을 한 키 리 기술 비교 분석
박민수·이경화(숭실 ),김재호(KETI),신용태(숭

실 )

P3.4-08 RAS(RFID Authtication for Serverless) 로토콜  
검증 
정장 ·홍 식(동국 )

P3.4-09 정형기법을 이용한 3-D Secure의 정형명세  취
약성 분석
정연오·김 수·김 석·최진 (고려 )

P3.4-10 트리 기반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보안 견고성 연구
김향미·한재일·서 곤(한라 )

P3.4-11 방통 융합 환경에서 생명주기 단계별 개인정보 이
용 황
이 복·이재성·이경화·신용태(숭실 )

P3.4-12 모바일 소 트웨어 지 재산권 보호를 한 수
 언어 기반 정  워터마킹

김동진·장혜 ·조성제(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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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14 SMB 로토콜 기반의 일 공유 환경에서 문서
보안을 한 후킹 클라이언트 설계  구
안철수·손진곤(한국방송 )

P3.4-15 지그비 환경에서 공개키를 이용한 신뢰 인 키 분
배 기법
이경화·이 건(숭실 ),김재호(KETI),신용태(숭

실 )

5 정보통신 III

P3.5-01 단말  콘텐츠 인지형 스트리  기법

이성희·구자헌( 운 ),이선헌(국방기술품질원),

오승 ( 운 ),김동훈(KT),정 수( 운 )

P3.5-02 컨텐츠 심 네트워크에서의 심 기반 컨텐츠 라
우
이문 ·조기덕·권태경·최양희(서울 )

P3.5-03 무선 자기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차량 검지 시
스템의 설계  구
유재 ·성경복·김도 (ETRI)

P3.5-04 실시간 P2P 스트리  서비스 사용자 행동 분석
임 선(성신여 ),박건우(서울 )

P3.5-05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 인 스트리  서비
스를 한 Cross-Layer 기반의 TFRC 성능 향상 
기법
김동칠·구자헌·오승 ( 운 ),연승호(KT),정

수( 운 )

P3.5-06 핸드오버 환경에서 MIH를 이용한 스트리  품질 
응 기법 연구

고상기·정 수( 운 )

P3.5-0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우선순  기반의 다  경
로 라우  로토콜
옥병욱( 운 ),김재호( 자부품연구원),정 수

( 운 )

P3.5-08 SS 다 반송  변조방식을 이용한 차량간 통신 거
리측정 기법
김 안(국방 )

P3.5-10 변경 히스토리 분석을 통한 VOD 카테고리 정보 
동기화 방법
권여울·김능회·이동 ·인호(고려 )

P3.5-11 지그비 네트워크의 실시간 스트리  통신 분석
안수정·김병호·김진천(경성 )

P3.5-12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비에 지 균등화
를 한 라우  기법

우경·정슬기·이일병(연세 )

P3.5-13 IPTV 환경에서 신뢰 인 멀티캐스트 라우 을 
한 랑데부 포인터 치 선정 알고리즘
이재성·이 복·함 옥·신용태(숭실 )

P3.5-14 다시  비디오 부호화를 한 변이맵 기반의 빠른 
모드 측
천성환·신 무·정기동(부산 )

P3.5-15 2계층 모바일 P2P 시스템에서 IEEE 802.11의 
PSM을 한 효과 인 력 감 방법

이주희·김택헌·양성 (연세 )

P3.5-16 A Service Quality Enhancement through Enhanced 
Service Selection and Timeliness of Communi-
cation
Aziz Nasridinov·Kyoung Wook Kim·Jeong 

Yong Byun(동국 )

P3.5-17 라이  미디어 스트리  서비스를 한 P2P 기반
의 그룹트리 오버 이 구조  기법
최순·변해선·이미정(이화여 )

P3.5-18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주소 역 할당을 이
용한 주소 설정
박인 ·안상 ·유 (서울시립 )

P3.5-19 사용자의 인 정보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활성
화 방안
김민수·유홍진·채진석(인천 )

P3.5-20 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한 클러스터 기반
의 네트워크 로토콜 설계

이상신·김태 ·김재호·원 호( 자부품연구원),

김 환(한국외 )

P3.5-21 802.11e 기반의 무선 멀티 홉 메쉬 네트워크에서
의 단  단 Flow Fairness 
구혜림·노병희(아주 ),진종삼(KT)

P3.5-22 이웃 매크로블록의 상 계를 이용한 SVC의 빠
른 인트라 측 모드 선택 기법
조미숙·강진미·정기동(부산 )

P3.5-23 IP-USN을 한 SNTP 기반의 다  홉 시각동기 
기법
박상 ·홍성민·하민근·김 주·김 (KAIST)

P3.5-24 VANET 환경의 서비스 제공을 한 순환 경로의 
노드를 이용한 라우  기법
김종 ·조미 ·유 범·김종완·김기천(건국 )

P3.5-25 VANET환경에서의 지역 기반 GPSR 기법

손사민·김연·김종완·유 범·김기천(건국 )

P3.5-26 임피던스 측정 센서 노드를 이용한 배  구조물 
진단
최승연·장인환·송병훈( 자부품연구원)

P3.5-27 USN을 통한 원격 디지털 유량 측정
하상은·선 규·송병훈( 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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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 그래픽스

P3.6-01 인터랙티  콘텐츠 제작을 한 직 인 작 기
술 개발 
우정근·지수미·김성국·우경덕·최호철·구재호·

이정 (세종 ),이철환(NovaurisInc.),백성욱(세

종 )

P3.6-02 n차원의 quadtree 분해에 한 연구

이재 (청주 ),홍용인(부산정보 학),이천희(청

주 )

P3.6-03 픽셀 데이터 패턴 실험  픽셀 캐쉬 효용성에 
한 연구
박진홍·한탁돈(연세 )

P3.6-04 상기반 모델링을 이용한 사실 인 동 상 편집 
도구
황규 ·박상훈(동국 )

P3.6-05 밝기-채도 결합을 이용한 특징 보존 흑백화
김용진·장철훈·이승용(POSTECH)

7 컴퓨터시스템 III

P3.7-01 임베디드 환경에서 커  크래쉬 핸들링 분석을 
한 단순 커  모델
김 필·유 (고려 )

P3.7-02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을 한 소 트웨어의 계
층  성능 분석 도구의 설계  구
곽상헌·이남승·이호림·임성수(국민 )

P3.7-03 HotSpot-Sched: 운 체제의 스 러를 이용한 
개선된 마이크로 로세서 온도 시뮬 이션 방법
김세원·박 찬·정성우·유 (고려 )

P3.7-04 실시간 분산 동기화 로토콜을 한 통신 API 
확장
이상헌·진 욱(건국 )

P3.7-05 실시간 객체 TMO 응용 모니터링 도구 설계
서한석·유휘재·김 주(한국외 ),손재기(KETI),

김정국(한국외 )

P3.7-06 다  에이 트 시스템을 한 의미 기반의 메시지 
달 에이 트

남상구·류기열(아주 )

P3.7-07 FTL을 한 블록 연 성 기반 로그 블록 리 기법
옥동석·이태훈·정기동(부산 )

P3.7-08 홈 네트워크 상에서의 오류 탐지  분석을 한 
DEVS 기반 홈시뮬 이터의 설계  구
유수진·김성조( 앙 )

P3.7-09 데이터 패턴 분석 기반 응  래시 변환 계층 
윤창배·이태훈·정기동(부산 )

P3.7-10 타임 스탬 와 샷 검출을 이용한 타일드 디스
이 기록기의 병합 알고리즘
최기석·낭종호(서강 )

P3.7-11 도우즈 운 체제에서 보안 로그램의 설계  
구
김남수·편기 ·조 희·백두성·윤 ( 북 )

P3.7-12 코드 장소로서의 NAND 래시 메모리로 확장 
용된 최악수행시간 분석기법과 그 응용 가능성

조 윤·이창건(서울 ),하은용(안양 )

P3.7-13 력 시스템을 한 태스크 분할 스 링
이재경·김성조( 앙 )

P3.7-14 WPF의 상호운용성 더링 문제를 해결하기 한 
라이 러리
김태경(고려 ), 상(건국 ),유 (고려 )

P3.7-15 무인항공기를 한 다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개발
이종 ·조 우·조으뜸·김형신(충남 )

P3.7-16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한 유 자 알고리즘 기반 동
 차량 경로 탐색 알고리즘

오병화·배 성·양지훈·낭종호(서강 )

P3.7-17 TinyOS를 한 실시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조 우(충남 ),류민희(M3모바일),홍민녀·김형

신(충남 )

8 컴퓨터 이론

P3.8-01 제한된 조건에서 최소 합을 보장하는 센서네트워
크 커버리지 알고리즘
신찬수(한국외 ),나 숙(숭실 )

P3.8-02 빈발 경로 패턴을 이용한 차량경로문제의 발견  
해법
이 진·김원택·유 훈·조근식(인하 )

P3.8-03 2바이트 유니코드 문자열을 한 퀵 서치 알고리즘
안융기·김은상·박근수(서울 )

P3.8-04 도로 환경에서 Skyline을 계산하는 기하 알고리즘
손완빈·안희갑(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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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PC

P3.9-01 BitTorrent 기반 콘텐트 분배  동  서비스 기법
이용주·김학 (ETRI),이철훈(충남 )

P3.9-02 클라우드 컴퓨 을 한 실험  클러스터 구축  
성능 분석
김세회· 태훈·김건우(한양 ),이원주(인하공

), 창호(한양 )

P3.9-03 의사소통을 한 상황인식 기반의 디지털카드 시
스템
박 철·김소령·한만철·박세형·김건희(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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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헌영 P1.6-13

예상준 P1.1-13

오근현 P3.3-09

오병화 P2.4-10

오용석 O2.5-4

오정석 P1.6-01

오준환 P1.7-02

오형석 P2.8-07

옥동석 P3.7-07

옥병욱 P3.5-07

위경수 P2.7-15

위즈빈 O4.4-5

유대승 P1.6-19

유민준 P3.3-02

유수진 P3.7-08

유시형 P1.2-01

유시환 P2.7-16

유재준 P3.5-03

유재학 P1.4-01

유정수 O2.5-6

유정수 O2.5-8

유정수 O4.1-6

유진근 P2.2-09

유현주 P3.3-06

윤  민 O4.2-2

윤민홍 P1.6-22

윤병수 P1.1-07

윤성민 O2.7-2

윤영한 P1.6-07

윤종원 O1.2-4

윤종한 P2.2-10

윤주성 P1.6-20

윤준원 O3.6-1

윤창배 P3.7-09

윤창옥 O4.5-1

윤호중 O1.5-2

윤홍준 O3.2-4

은지현 P2.3-05

이경재 P2.7-14

이경화 P3.4-15

이광조 O4.4-3

이광조 P1.6-03

이구범 P3.2-02

이규환 O2.7-3

이도광 P1.6-24

이동근 P2.5-07

이동주 P2.1-09

이동호 O3.4-4

이두희 P2.7-17

이명재 P1.2-03

이문영 P3.5-02

이미경 P1.3-05

이민경 P1.7-07

이병석 O3.1-4

이상신 P3.5-20

이상호 O1.5-3

이선열 P1.2-10

이선호 O4.3-4

이성배 P1.4-14

이성직 P3.1-10

이성희 P3.5-01

이세영 O2.3-7

이세희 O1.1-3

이승우 O4.5-4

이승현 P1.4-15

이승훈 P1.3-08

이신형 P2.5-20

이영설 O3.3-2

이영설 P1.4-10

이용주 P3.9-01

이원주 O2.6-4

이원주 P3.9-02

이은정 P2.6-12

이재경 P3.7-13

이재성 P3.5-13

이재원 P2.1-14

이재호 P2.4-04

이재호 P3.2-08

이정욱 O2.6-6

이정철 O2.6-3

이제근 O2.1-4

이제근 P2.2-08

이제근 P2.2-07

이종혁 P3.7-15

이종화 P2.8-03

이주현 O3.4-1

이주호 P2.3-04

이주희 P3.5-15

이  준 P2.7-07

이준복 P3.4-11

이준우 P3.1-06

이준희 P1.6-18

이지훈 O1.6-1

이지훈 O1.2-2

이진승 P3.1-12

이진승 P2.4-08

이진영 O1.5-1

이진호 P2.5-10

이진활 P2.6-07

이창정 P2.6-04

이천희 P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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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욱 P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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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영 O3.2-6

하민근 O1.6-5

하상은 P3.5-27

한대영 P2.1-01

한려빈 P3.2-01

한민규 P2.5-06

한병엽 P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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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26일- 6월 19일          ◈ 현장등록 : 7월 1일-3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동일) 비회원

사전등록 60,000 120,000 180,000

현장등록 80,000 140,000 210,000

** 안내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 1매(금요일 사용)가 제공됩니다. * 논문집 구입은 별도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 튜토리얼 참가비 

 - 튜토리얼은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가능하며 강좌당 5,000원(유인물비)입니다.

◎ 논문집 수록 내역 

 - Poster 발표논문은 B,C,D권으로 나눠 분야별로 게재합니다. 권당 10,000원(동일논문집 복수구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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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언어

D 권  정보보호/정보통신

◎ 분과/워크샵 참가비

구분 행사명
등록 
구분

KCC2009 등록시 KCC 2009 미등록시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S1.1
정보통신 

신진연구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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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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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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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
ILVB-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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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3 UCTA2009
사전 60,000 100,000 130,000 50,000 100,000 200,000 250,000 150,000

현장 80,000 120,000 150,000 70,000 120,000 220,000 270,000 170,000

 

S1.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국제표준화활동 워크샵 : 무료

◉ 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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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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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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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박

교통  숙박

 약도 : 제주국제공항, 제주그랜드호텔외 Sub Hotel, 제주 학교

 약도 : 제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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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박

구분 운행노선

직통 : 30~50분 소요

500 제주대입구->제주시청->남문로터리->제주국제공항->MBC방송국->은남동 : 그랜드호텔 도보까지 148.2m

502 제주대입구->제주시청->MBC방송국->은남동 : 그랜드호텔까지 도보 148.2m

6 제주대입구->제주시청->제주북초교->MBC방송국->삼무공원 : 그랜드호텔까지 도보 471.6m

37 제주대입구->제주시청->남문로터리->제주국제공항->MBC방송국->삼무공원 : 그랜드호텔 도보 471.6m

887
제주대입구->제주시청->남문로터리->제주국제공항->MBC방송국->삼무공원 : 그랜드호텔까지 도보 

471.6m

환승 : 30분 소요

 48 제주대입구->중앙여고(46번환승)->은남동 ; 그랜드호텔까지 도보 148.2m

10 제주대입구->중앙여고(46번환승)->은남동 ; 그랜드호텔까지 도보 148.2m

 약도 : 제주그랜드호텔

 교통편 

► 제주그랜드호텔<->공항

구분 운행노선 운행간격 소요시간 이용요금 이용방법

공항버스
공항 ~ 신제주 ~ 

제주시내 일원

첫 차 :06:20 경 

막 차 :22:20 경 

운행간격 :5~10 분

10~15 분
1,000 원

( 성인요금 )

200 번 , 한라대방면 500 

번 이용 → 신제주 

제원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 한라산 방향으로 약 2 

분 도보로 이동

셔틀버스 공항 ~ 호텔 사전 예약시 운행 10분 무료
공항 7 번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탑승

택시 공항 ~ 호텔 10분 약 3,500 원

▶ 제주대<->제주그랜드호텔 <->공항

* 제주그랜드호텔<->제주대학교 : 택시 → 소요시간 약 15분, 소요금액 약 1만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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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명 유형 학회요금 전화 주소

아로마호텔
더블(2인 조식 포함) ￦60,000

064-743-8000 제주시 연동 274-37
트윈(2인 조식 포함) ￦60,000

하와이관광호텔 트윈(2인조식포함) ￦70,000 064-742-0061 제주시 연동 278-2 

뉴크라운호텔 트윈(2인조식포함) ￦80,000 064-742-1001 제주시 연동 274-12

뉴아일랜드호텔 트윈(2인조식포함) ￦60,000 064-743-0300 제주시 연동 263-12

밀라노크라운 트윈(2인조식포함) ￦60,000 064-746-7800 제주시 연동 293-43

아모렉스펜션

18평형원룸형 ￦85,000

064-711-0125 제주시 도두1동1724-212평형원룸형 ￦75,000

24평형 ￦110,000

 숙 박

▣ Main Hotel : 제주그랜드호텔(www.grand.co.kr)

* 아래 요금은 1박 기준이며, KCC 2009 참가자께서는 행사기간 중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 예약 및 문의 : 호텔 064-747-5000, 골프장 064-747-5100, 서울영업소 02-2278-2100

구분 Type 투숙인원 정상가 학회요금 기타

제주

그랜드

호텔 

Standard Room 2인 1실 191,120

100,000

조식 포함시

(130,000원)

조식 : 한,일,양조식 및 

뷔페 중 선택

Superior Room 3인 1실 278,300 120,000

▣ Sub Hotel

* 예약 및 문의 : 보람21C트레블 02-2248-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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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볼거리

주변볼거리

1. 관덕정

주 소 :제주시 삼도2동 / 연락처 :064-750-7224 /관람시간 :20분

교통편:공항에서 중앙로방면 좌석버스이용.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귀방면 시내버스 이용.관덕정에서 하차.

관덕정은 제주시내 중심지인 중앙로터리에서 서쪽 공항 방면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

로서 보물 제322호입니다. 관덕정은 1448년 안무사 신숙청이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하였습니다. 

`관덕`이란 명칭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라는 뜻이며.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명칭을 지었던 것입니다. 관덕정의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작자 미상이나. 상당히 격조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보의 취과양주귤만헌. 상산사호. 적벽대첩도. 대수렵도. 진중서성탄금도. 홍문연. 십장생도 

등입니다.

2. 관음사

관음사

주 소 :제주시 아라동 / 연락처 :064-755-6830 / 관람시간 :1시간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고대에는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어우러져서 제주 특유의 섬문화해양문화를 형성하였

을 것이다. 제주도에 불교가 유입 된 시기는 제주도가 한반도에 귀속되기전인 탐라국 시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관음

사는 고려시대 이전. 탐라국시대의 절이라고 구전되고 있으나 명확하지는 아니하며 예로부터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

진 고찰인 것만은 확실한듯 하다. 1700년대 초에 유교국시의 방침에 따라 당시 제주 관아에서 모든 사찰을 폐쇄 할

때 철거되거나 소실된듯 하다.1900년대 초에 비구니 안봉려관 스님에 의하여 현재 위치에 관음사를 중창하므로써 제

주불교 부흥의 근본도량이 되었다.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관음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적인 명소. 성지가 되

고 문화관광지가 될 것이다. 

3. 국립제주박물관

주 소 :제주시 건입동 / 연락처 :064-720-8100 / 관람시간 :60분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 6월 15일에 개관하였으며 아름다운 섬 제주에 위치한 고고·역사 박물관입니다. 제주는 한

반도 남단의 가장 큰 섬으로서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성숙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중 국. 일본. 오키나와 등을 잇는 동북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렇게 형성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전개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시는 제주의 여러 유적에

서 출토된 유물과 여러지역에서 수집해 온 역사적 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

록 하였으며. 선사고고실. 탐라실. 조선시대실. 기증유물실.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4. 목관아지

주 소 :제주시 삼도2동 / 연락처 :064-750-7224 / 관람시간 :20분

교통편: 공항에서 중앙로방면 좌석버스 이용.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귀방향 시내버스이용. 관덕정에서 하차.

이곳은 관덕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탐라순력도' '홍화각기'등 문헌기록이 전하듯 제주의 정치. 행정. 문

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탐라군(耽羅郡)의 중심지역이었고. 조선시대에는 대촌현(大村

縣)으로 제주목의 중심지였던 곳. 탐라국 시대에는 성주청(星主廳). 고려후기 원(元)의 지배하에서는 탐라총관부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관덕정을 중심으로 동헌. 정무청. 홍화각. 애매천. 귤림당. 청심당. 향사당 등의 건물들이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있고. 옛모습을 되찾은 지금은 역사교육장 및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제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

는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5. 별도봉

주 소 :제주시 화북1동

화산 쇄설성 퇴적암과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벼랑 밑 해안단에는 고래굴과 애기업은돌이라 불리우는 기암이 있

습니다. 아름다운 산책로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봉을 감아도는 해발 136m의 해안 절벽을 끼고 단장해 놓은 산책로를 

장수로라 하는데. 이곳에선 높은 봉우리와 제주항 입출항 선박 및 푸른바다 등 해안절경 조망이 가능합니다. 연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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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혹은 가족끼리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6. 사라봉

주 소 :제주시 건입동 / 연락처 : 064-722-8053

제주항 동쪽으로 바닷가를 접해 위치한 오름으로 제주시를 대표하는 오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우리에 오르면 

북쪽으로 망망한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남쪽으로 웅장한 한라산이 바라다 보이며. 특히 저녁 붉은노을이 온 바

다를 물들이는 광경은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꼽힙니다. 전체적으로 해송이 조림되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오

름 전체가 제주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사라봉공원)으로 으로 조성되어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야외시설이 설치되어 있

고. 시민들이 산림욕 코스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에는 망양정(望洋亭)이라는 팔각정이 서있고. 북쪽에는 

제주도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된 봉수대가 원형에 가깝게 보호되고 있으며. 순환도로변에는 사라사(紗羅寺 - 태고종)

라는 절이 바다쪽으로 자리잡고 있고. 바닷가쪽 벼랑위에는 제주도 최초의 유인등대(1917년 신축)인 산지등대가 있

습니다.

7. 산천단

주 소 :제주시 아라1동

한라산신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는 산천단은 한 여름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16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곰솔이 있는데 무려 키가 19m에서 23m정도이며. 수령이 500에

서 600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목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무 숲 터널을 지나면 솔잎 사이를 스

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로 솟아오르다 가지를 늘어뜨린 곰솔 나무 아래의 이끼먹은 제단은 정적 속에서도 

수백 년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나무 사이에 앉으면 신제를 올렸던 선인들처럼 깨끗한 마음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8. 삼성혈

주 소 :제주시 이도1동 / 연락처 :064-722-3315

제주시 중심에 위치한 삼성혈이며 제주도의 시조인 삼신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이곳에서 동시에 태어나 수렵생

활을 하다가 우마(牛馬)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 벽랑국 3공주를 맞이하면서부터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전하

여집니다. 또한 이곳에는 세개의 지혈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려도 일년내내 고이거나 쌓이

는 일이 없다는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답니다. 흔적만 남아 있는 위쪽 구멍은 고을나. 왼쪽 구멍은 양을나. 오른쪽 구

멍은 부을나가 솟아난 곳입니다. 5백년도 더 묵은 곰솔. 팽나무. 구실잣 밤나무. 녹나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9. 삼양해수욕장

주 소 :제주시 삼양1동 / 연락처 :064-756-7059

철분이 함유된 검은 모래로 유명한 곳으로 제주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찜질하면 신경통·관절염·비

만증·피부염·감기예방·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사람들로 붐빕니다. 해변에서 솟는 차가운 용천수가 있어 모래

찜질로 뜨겁게 달궈진 몸을 식힐 수도 있습니다.

10. 신비의도로

주 소 :제주시 노형동 / 연락처 :064-750-7544

자동차가 오르막을 거꾸로 올라가는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도로’가 위치한 곳은 제주시내에서 서귀포로 향하는 

1100도로와 이 곳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이어진 산록도로 두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

지만 두 곳에 가보면 환호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신비의 도로

를 우회시켜서 도깨비도로의 신기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1. 신산공원

주 소 :제주시 일도2동 / 연락처 : 064-750-7512

신산공원은 올림픽 성화의 국내도착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 88 서울 올림픽 상징 공원이며. 현재는 시민

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문예회관과 민속관광타운. 자연사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62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주변볼거리

12. 용두암

주 소 :제주시 용담1동 / 연락처 : 064-710-6594

대표적인 제주의 자연관광지로 용암 분출 당시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진 용두암은 높이 30m. 길이 10m에 이르는 거

대한 기암형석으로 가히 바다에서 솟구쳐 하늘을 향하는 모양이 그럴 듯하게 장관을 연출합니다. 공항에서 아주 가

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13. 이호해수욕장

주 소 :제주시 이호2동 / 교통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귀행 시내버스 이용. 이호해수욕장입구에서 하차.

제주시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야경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해서 야간방문객들도 많고 드라이브 코스

로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백사장의 경사가 완만하여 특히 야영하기에 안성맞춤인 솔숲을 끼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 일대는 '모살치'라는 물고기가 잘 낚이기 때문에 낚시꾼들의 발길 역시 잦다.

14. 제주 오일시장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의 제일의 민속토속시장.. 볼거리.즐거움.먹거리를 제겅하고 예전의 제주의 모습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현

장입니다. 5일마다(2, 7, 12, 17, 22, 27일) 열리는데, 이곳에서 제주만의 향과 멋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5. 한라수목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 연락처 : 064-746-4423

정상의 빼어난 전망과 빼곡하게 들어선 나무와 꽃들로 가득찬 교목원. 관목원.약ㆍ식용원. 희귀특산수종원. 만목원. 

화목원. 죽림원.초본원. 수생식물원 등과 온실. 양묘전시포. 산림욕장. 시청각실 및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어 간단한 소풍이나 자연학습지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별도의 요금이 없이 자유

롭게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16. 어리목코스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연락처 : 064-713-9950

북서쪽의 어리목코스는 4.7킬로미터의 그리 길지 않은 코스로 경관이 빼어난 코스입니다. 등산로는 성판악 코스와 

반대편에 위치하고 버스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리목 산장이 나오며, 국립공원 사무

소와 경찰 파출소가 있습니다.이곳을 조금 지나면 계곡이 나오는데 이 계곡 앞과 건너편에 대피소 2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소를 지나 계속 오르다 보면 사제비동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안개가 짙게 깔리는 곳이라 지형에 밝은 사람

일지라도 종종 길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사제비동산을 지나 만세동산을 거쳐 윗세오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리목코스는 정상까지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 어리목코스의 정상은 윗세오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 용연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 연락처 :064-750-7544

용연은 비를 내리는 용이 살고 있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 용연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선비들

이 절경의 용연에서 낚시배를 띄워 한가로움을 즐기거나. 풍류를 노래하는 묵객들이 여름 밤에 여유로운 시흥을 열

었던 곳으로 조선시대까지 해마다 7월 16일이면 관내 목사나 판관들이 지역 선비들과 한데 모여 시연회를 베풀던 모

습은 ‘용연야범’이라 합니다. 굽어진 채 흐르는 물줄기는 영주 12경에 꼽을 정도로 빼어나며 해마다 5월이면 ‘용연야

범재현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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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호텔 주변 맛집

1. 고래등 / 자연산 활어 전문점 / 064-742-2008 / 제주시 도두1동 2541

► 메뉴 : 다금바리, 갓돔, 참동, 돔모듬회, 갈치회, 전복회, 전복구이, 갈치구이,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등

2. 앞뱅디 식당 / 한식(채식정식 전문) / 수용인원 : 30명 / 전화 : 064-744-7942

가격대: 10,000원 이하/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4-90 / 주차 : 불가능 .

제주 도청 뒷편,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허름한 앞뱅디 식당은 제주도 향토음식인 각재기(전갱이)와 멜(멸

치) 전문 식당입니다. 식당이 좁지만 제주도 특유의 멜국, 깔끔하고 시원한 흔치않은 국물맛의 뚝배기 요리, 강

된장도 시골된장맛이고 반찬으로 나오는 고등어 구이도 생선구이 전문점 수준입니다. 1인분에 단돈 5천원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식당입니다. 제주 향토음식으로는 싸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 메뉴 : 각재기국 5,000원, 멜국 5,000원 

3. 삼성혈 해물탕 / 오픈시간 : 오전 11시30분~오후 10시30분 / 휴무일 : 월요일/ 전화번호 : 064-745-3000

가격대: 10,000~20,000원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45 / 주차 : 가능 

 살아 있는 해물만을 이용하는 해물탕 전문점입니다. 원래는 삼성혈에 있어서, 삼성혈 해물탕이라고 이름 지었

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제주로 이사와서 제주도민들의 애용하는 식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해물탕의 특징

은 살아 있는 해물만을 넣은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조미료는 일절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서울의 고

추가루 베이스의 국물맛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와는 다른 국물맛으로 당황할 수 있을 듯. 해물들을 건

져먹고나면 칼국수를 넣어서 끓여주고 구수한 된장베이스의 해물탕에 칼국수를 끓여먹는 맛도 좋으나 평소 자

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선호도가 떨어지나 하지만 담백함을 선호한다 면 괜찮은 곳이라고 합니

다.시간이 지나서 국물이 우러날수록 해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 메뉴 : 해물탕 小 33,000원 中 43,000원

4. 장춘 식당 /오픈시간 : 오전 8시40분~오후 9시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1-6 / 전화번호 : 

064-742-8556 / 가격대 : 대부분10,000원 이하

4대째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제주도의 향토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진짜 제주도의 맛을 내는 음식점이라

고 하네요.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갈치국, 성게국 골고루 있으나 이집은 조림요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회도 갈치회, 한치물회, 자리물회, 한치갈회, 자리강회를 갖추고 있으며 식사류는 보말국정식, 갈치국정식, 해

물뚝배기, 성개국정식, 전복뚝배기, 옥돔미역국, 고등어구이정식 갈치구이정식, 옥돔구이정식 등을 내놓고 있

다. 

► 메뉴 : 보말국정식 6,000원 성게국정식 8,000원, 갈치조림 小 20,000원, 전복구이 50,000원 

5. 시골길 /오픈시간 : 오전 11시~오후 8시30분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2-36 / 전화번호 : 

064-743-1196 / 가격대 : 대부분20,000원 이하 / 주차:불가능

17년간 낙지볶음 전문식당으로 한우물만 파온 시골길은 매콤한 소스와 소면으로 잘 버무려진 낙지와 식당 전

체에 퍼진 냄새의 주인공인 구수한 청국장은 밥 한그릇을 금세 비우게 하지요. 한접시에 10,000원이라는 저렴

한 가격도 인기요인중 하나. 신제주에 위치한 시골길 주변은 낙지골목으로도 유명하답니다. 골목에 허름하니 

방에 자리도 테이블도 몇개 없어 성수기 때 식사를 하려면 기다려야할 각오를 하고 가야할 곳입니다..

► 메뉴 : 옥동미역국, 성게국, 갈치국

6. 올래국수 /오픈시간 : 오전 9시30분~새벽 2시 / 휴무일 : 일요일, 명절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61-16 

/ 전화번호 : 064-742-7355 / 가격대 : 10,000원 이하

고기국수는 돼지 고기를 넣고 끓여 만든 국수로, 부산의 돼지국밥, 일본의 돈코츠 라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기는 좋은편이고 진한 사골 국물에 돼지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그 맛이 진국이라고 하네요. 여름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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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국수와 냉국수도 판매합니다. 콩국수와 냉국수는 여름만 하는 메뉴로 면은 소면 국물이 멸치로 우려낸 육수

를 얼려서 만든건데 살얼음도 동동 멸치의 진한 잔향이 독특합니다. 냉멸치국수는 육수가 차갑지 않으면 주문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주도 토속 음식 중에 여행객들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메뉴이며 꼭 먹어

봐야할 메뉴가 이 고기국수라는 평판이 많습니다.

► 메뉴 : 고기국수 5,000원, 멸치국수 4,000원, 비빔국수 4,500원 

▣ 제주대학교 주변 맛집

1. 아라골가든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4-85 / 전화번호 : 064-724-5056

► 메뉴 :한식한정식

2. 진이식당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395-3 / 전화번호 : 064-702-0214

► 메뉴 :한식한정식

3. 목장원 / 주소 :제주시 아라1동 1810-6 번지/ 전화번호 : 064-702-2822/ 수용인원: 100명

► 메뉴 : 제주말고기, 토종흑돼지, 샤브샤브, 바비큐

4. 아라토담골 / 주소 :제주시 아라1동 2425번지/ 전화번호 : 064-755-5233 / 주차: 가능

 제주 특산물인 오분작을 이용한 오분작삼계탕을 메뉴로한 업소입니다. 해산물과 육류는 일반적으로 음식 궁

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전복이나 오분작은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옛날 궁중에서도 전복을 이용한 삼계탕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 메뉴 : 삼계탕

공항 약6분(6.3km) - 공항입구삼거리 - 신제주입구 - 마리나호텔사거리(좌회전) - 잠수교 - 보건소사거리 - 8

호광장사거리(우회전) - 소방서앞 - 중앙여고삼거리 - 제주여중고입구 - 아라토담골

-간단한 식사 가능한 대학 주변 식당-

바른생활제주대점 064-724-1700 

제주공원 064-726-7733 

천지향 064-726-7122 

제주대김가네 064-726-0035 

제주감귤돈까스 064-726-3382 

김밥천국 제주대학점 064-702-6009 

호봉토스트제주대점 064-724-4959 

캠퍼스푸드 064-753-7755 

삼삼냉면삼삼돈까스 064-757-3379 

지혁이네 064-72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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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 제주그랜드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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