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2010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30일 (수)
► 등록 :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1층 로비(12:00~17:00)

30일(수)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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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13:20

O1.1

바이오

정보기술

　

O1.2

전산교육

시스템

　

O1.3

데이타

베이스

I　

　

　

O1.4

인공지능

I

　

　　

　

　

O1.5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O1.6

정보보호

I

O1.7

정보통신

I

　

　

O1.8

컴퓨터

시스템

I　

　

　

　 　 　13:20-13:40

13:40-14:00 　 　 　

14:00-14:20

S1.1

국산DB

솔루션 

경쟁력과

대학활용

　

　

　

　

　

　

　

S1.2

GPU

워크샵

　

　

　

　

　

　

　

　

　

　

14:20-14:40 　 　 　 T1.3

시큐어 

소프트웨어,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최진영 

교수

(고려대)

-강인혜 

교수

(서울시립대)

-서동수 

교수

(성신여대)

　

14:40-15:00

T1.1

Prediction 
with 
SVM: 

Classifi-
cation, 
Regres-

sion, and 
Ranking

-유환조 

교수

(포스텍)

　

　

　

T1.2

인터넷의
Cash
-Cow, 
인터넷 
광고 

시장과 
이에 
대한 
부정 
수익 
발생

탐지기술
-김철연 

교수

(경원대)

　　

　

15:00-15:20 　 　 　

15:20-15:40 　 　 　

15:40-16:00

O2.1

컴퓨터

이론

　

O2.2

인공지능

II

　

　

　

　

O2.3

정보보호

II

　

O2.4

정보통신

II

　

　

　

16:00-16:20

O2.5

언어공학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20 　 　 　 　 　 　 　 　 　 　 　

▪ 인터넷 룸 : D417호 ▪ 임원휴게실 : D424호

▪ 셔틀버스 운행 : 6/30(수) 오후6:00, 제주대 공대4호관->제주그랜드호텔

⦁ 제주그랜드호텔 조식할인(15,000원) - 호텔프론트에서 할인쿠폰구입후 이용.



KCC2010 프로그램 일정표

◘ 7월 1일 (목)
► 등록 : 제주그랜드호텔 2층 로비(8:30~17:00)

1일(목) 제주그랜드호텔

시간 크리스탈 제이드 아메티스트 루비
스카이라운지

(16층)
09:00-09:30 　 　 　 　 　

P1
포스터세션

W1.1워크샵
제주 ICT의
현황과 미래

　

　 　

T2
스마트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박상원 교수
(한국외대)

　

09:30-09:40
09:40-10:00 　 　
10:00-10:20

W1.2워크샵
컴퓨터정보
기술인증
확산방안

　

　W1.3워크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현재와미래

　

10:20-10:40
10:40-11:00
11:00-11:30 　
11:30-11:40 　

제주지부창립총회
11:40-12:00 　
12:00-12:30 　 　 　 　
12:30-12:40

P2
포스터세션

　

　 　 　 　
12:40-13:00 　 　 　
13:00-13:30 W2.1Best Paper

-장수민(충북대)
-조성배(연세대)
-이상준(숭실대)
-김영철(홍익대)

W2.2워크샵
UCTA 2010

　 　
13:30-13:40 W2.3패널

사물지능통신의 
실환경 적용과 

대규모망 연동 실험 
몰래 보기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4:50 　 　 　
14:50-15:20 　 W3특별초청세션

-김광회(건국대&UCI)
-손상혁(서강대&버지

니아대)
-민상렬(서울대)

　
15:20-15:40 　 　 　
15:40-16:00 　 　 　

16:00-16:20 　 　학회지편집회의 　

16:20-16:40 　 　 　 　
16:40-17:00 　

개회식
　

17:00-17:10 　 　 　
17:10-17:20 　 W4기조연설

-오해석IT특보
　 　
　 　　17:20-17:40

W5초청강연
-정경원 원장(NIPA)

　 　　17:40-18:00
18:00-18:10 　 　 　 　
18:10-18:20 　 　 　 　 　
18:20-18:40

뱅킷

연구재단지원소개
-홍성제 PM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 인터넷사용 : 비즈니스 센터   * 1층로비(후론트 데스크 옆 위치), 무료

▪ 임원휴게실 : 사파이어 룸(호텔 2층)

▪ 셔틀버스 운행 : 7/2(금) 오전 8:00, 제주그랜드호텔->제주대 공대4호관

⦁ 제주그랜드호텔 조식할인(15,000원) - 호텔프론트에서 할인쿠폰구입후 이용



KCC2010 프로그램 일정표

◘ 7월 2일 (금)
► 등록 :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1층 로비(12:00~17:00)

2일(금)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장소 D005 D010 D012 D013 D014 D015 D210 D318 D411

09:00-09:30 　 　 　 　 　 　 　 　 　

09:30-09:40

T3
Effective 

Data 
Management 
Techniques- 
In the view 
of Stream 
Data and 
Sensor  
Data

-민준기 
교수

(한기대)　

O3.1
HPC

　

O3.2
정보통신

III
　
　
　
　
　

　

O3.3
소프트

웨어공학
I

　
　
　

O3.4
컴퓨터
시스템

II
　
　
　
　

O3.5
데이타
베이스

II
　
　
　
　

O3.6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09:40-10:00 　 　

10:00-10:20

S2.2
정보통신
워크샵

10:20-10:40

S2.1
ILVB
2010
　
　

　

10:40-11:00 　

11:00-11:20
O3.7
프로

그래밍
언어

11:20-11:40 　

11:40-12:00 　

12:00-12:30 　 　 　

12:30-12:40 　 　 　 　 　 　 　

12:40-13:00 　 　 　 　 　

13:00-13:20

W6워크샵
스마트
이동

단말기
의미래와
산업응용

　

　 　 　 　 　 　

13:20-13:40

T4
엔터테인먼
트  컴퓨팅: 

컴퓨터
게임과 

인공지능
-김경중 
교수

(세종대)
　
　

O4.1
정보통신

IV
　

O4.2
소프트

웨어공학
II
　

O4.3
컴퓨터
시스템

III
　
　
　

O4.4
데이터
베이스

III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17:00-17:20 　 　 　 　 　 　 　 　 　

▪ 참가자 중식 : 글로벌하우스(11:30 - 14:00)

▪ 인테넷 룸 : D417호 ▪ 임원휴게실 : D424호

▪ 셔틀버스 운행 : 7/2(금) 오전 8:00, 제주그랜드호텔->제주대 공대4호관

⦁ 제주그랜드호텔 조식할인(15,000원) - 호텔프론트에서 할인쿠폰구입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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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한국정보과학회 KCC 2010 1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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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마트 모바일 컴퓨팅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

련산업의 발전추세를 점검하며, 관련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11개의 튜토리얼, 오해석 대통령IT특보의 기조연설, 정보통

신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의 초청강연, 건국대&UCI 김광회 교수, 서강대&버지니아대 손

상혁 교수, 서울대 민상렬 교수의 특별초청세션 등 국내 저명 인사들의 유익하고 알찬 강

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성과를 소개하는 460여편의 논문 발표와 상위 1%로 

구성된 Best Paper 세션이 있으며, 국산 DB 솔루션 경쟁력과 대학활용 등의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의 전문적인 기술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제주 ICT의 현황과 미래, 컴퓨터 정보 

기술인증 확산방안, 사물지능통신의 실환경 적용과 대규모망 연동 실험 몰래 보기, 임베

디드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 스마트 이동단말의 미래와 산업응용을 주제로한 다양한 

워크샵이 준비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연구 개발 현황과 최신 학문을 접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10년 6월

Korea Computer Congress 2010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대    회    장  홍 진 표 (한국정보과학회장)

                                   조 직 위 원 장  정 광 수 (광운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김    종 (POSTECH)



대회 조직

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0❚대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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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교수(전남대)

김동규 교수(한양대)

김민구 교수(아주대)

김상욱 교수(한양대)

김승욱 교수(서강대)

김영길 박사(ETRI)

김영철 교수(홍익대)

김용민 교수(전남대)

김유섭 교수(한림대)

김유성 교수(인하대)

김익순 박사(ETRI)

김인철 교수(경기대)

김재훈 교수(해양대)

김정아 교수(관동대)

김준태 교수(동국대)

김진수 교수(성균관대)

김태석 교수(광운대)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

김판구 교수(조선대)

김학수 교수(강원대)

김한일 교수(제주대)

김형식 교수(충남대)

김휘강 교수(고려대)

노상욱 교수(가톨릭대)

노웅기 교수(성결대)

도경구 교수(한양대)

류석영 교수(KAIST)

민미경 교수(서경대)

박경주 교수(중앙대)

박성용 교수(서강대)

박성우 교수(POSTECH)

박수진 교수(서강대)

박영택 교수(숭실대)

박영호 교수(숙명여대)

박재성 교수(수원대)

박정선 교수(전남대)

박정희 교수(중앙대)

박혁로 교수(전남대)

박현석 교수(이화여대)

박현주 교수(한밭대)

박희진 교수(한양대)

반효경 교수(이화여대)

방기석 교수(한림대)

백상헌 교수(고려대)

백은옥 교수(서울시립대)

변석우 교수(경성대)

서영정 교수(GIST)

서의성 교수(울산과기대)

서진석 교수(동의대)

성민영 교수(상명대)

손화정 교수(전남대)

송민석 교수(인하대)

송석일 교수(충주대)

송하주 교수(부경대)

신승철 교수(한기대)

신영숙 교수(조선대)

신일훈 교수(서울산대)

신찬수 교수(한국외대)

신춘성 교수(GIST)

안상철 박사(KIST)

안은영 교수(한밭대)

안준선 교수(항공대)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양지훈 교수(서강대)

엄현영 교수(서울대)

예홍진 교수(아주대)

오성희 교수(서울대)

오세진 교수(GIST)

오유수 교수(GIST)

대회 조직

대  회  장
홍진표 교수(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 직 위 원 회
 ■ 위 원 장 정광수 교수(광운대)

 ■ 부위원장 곽호영 교수(제주대)

 ■ 위 원 김철수 교수(제주대) 박경린 교수(제주대) 이상준 교수(제주대)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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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교수(전북대)

원유집 교수(한양대)

유영환 교수(부산대)

유환조 교수(POSTECH)

윤성로 교수(고려대)

이 건 박사(ETRI)

이경옥 교수(한신대)

이공주 교수(충남대)

이관우 교수(한성대)

이규웅 교수(상지대)

이도헌 교수(KAIST)

이동훈 교수(고려대)

이명은 교수(전남대)

이민수 교수(서울대)

이병걸 교수(서울어대)

이병엽 교수(배재대)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

이상곤 교수(전주대)

이상근 교수(고려대)

이상돈 교수(목표대)

이상웅 교수(조선대)

이상환 교수(국민대)

이석룡 교수(한국외대)

이성원 교수(경희대)

이수원 교수(숭실대)

이수현 교수(창원대)

이영구 교수(경희대)

이욱세 교수(한양대)

이원석 교수(연세대)

이원유 교수(GIST)

이은서 교수(안동대)

이은영 교수(동덕여대)

이은정 교수(경기대)

이재진 교수(서울대)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이창건 교수(서울대)

이춘화 교수(한양대)

이현숙 교수(고려대)

이형묵 교수(GIST)

이홍로 교수(군산대)

임인성 교수(서강대)

장명길 박사(ETRI)

장세이 박사(삼성전자)

장재우 교수(전북대)

전성찬 교수(GIST)

전용희 교수(대구카톨릭대)

정광수 교수(광운대)

정석원 교수(목포대)

정선화 교수(ETRI)

정성우 교수(고려대)

정성원 교수(서강대)

정성환 교수(창원대)

정영애 교수(선문대)

정태선 교수(아주대)

조성배 교수(연세대)

조은선 교수(충남대)

조은숙 교수(서일대)

조장우 교수(동아대)

조진성 교수(경희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차정원 교수(창원대)

창병모 교수(숙명여대)

채진석 교수(인천대)

최승진 교수(POSTECH)

최아영 교수(GIST)

최용석 교수(한양대)

최용훈 교수(광운대)

최종무 교수(단국대)

최준수 교수(국민대)

하재철 교수(호서대)

하진영 교수(강원대)

하태진 교수(GIST)

한경숙 교수(인하대)

한동국 교수(국민대)

한연희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한욱신 교수(경북대)

한 혁 교수(서울대)

한환수 교수(성균관대)

홍진표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황규백 교수(숭실대)

황영섭 교수(선문대)

황재인 박사(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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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시 : 2010년 7월 1일(목) 16:40 - 17:10

❑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2층 제이드

❑ 사회 : 임순범 부회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  홍 진 표 회장

⁍ 축  사 - 제주대학교      허 향 진 총장

⁍ 시상

KCC 2010 Best Paper

2010년도 학술상

논문공헌상

제29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 공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10년 7월 1일(목) 18:20 -

  ◆ 장소 : 크리스탈(호텔2층)

 한국연구재단 지원정책 소개 - 홍성제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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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1. KCC2010 Best Paper

1) [데이터베이스] Top-n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기법 

- 포미미･장수민･유재수(충북대)

2) [소프트웨어공학] Fillmore의 Case Grammar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부터 객체 추출 및 모

델링 방법 - 안성빈･김동호･서채연･김영철(홍익대)

3) [인공지능] 확률기반 계층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인식 및 분석 시스템 

- 황주원･이영설･조성배(연세대)

4) [정보보호] 신뢰적인 ARP Table의 운영을 통한 ARP Spoofing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기법 

- 홍승표(숭실대), 오명진(고려대), 이수연(동덕여대), 이상준(숭실대)

2. 2010년도 학술상 : 백두권(고려대)

3. 2010년도 논문공헌상

1) GOLD : 유재수(충북대)

2) SILVER : 김종권(서울대), 박수용(서강대), 박영택(숭실대), 양현승(KAIST), 정기동(부산대),

최종무(단국대)

4 제29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최수우상]

1) Proxy Mobile IPv6를 적용한 저전력 무선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 설계 및 구현 - 김진호･허림･조응준(경희대)

[우수상]

1) 플래시 메모리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정적 분석 기법의 응용

- 백준영(충남대)

2)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배포를 위한 모델-성민경(고려대)

[장려상]

1) 서열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가 패턴 탐색 시스템 개발-김형준(부산대)

2) 행동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정형 제스쳐 기반 대화 관리 시스템-윤종원(연세대)

3) 퍼지 유한상태 오토마타를 이용한 화재 불꽂 감지-함선재(계명대)

[NHN특별상]

▪ 검색부문 / 제한된 한글 입력환경을 위한 음소기반 근사 문자열 검색 시스템 구현-윤태진, 정우

근(부산대)

▪ 게임부문 / 모바일 게임을 위한 번역 기법-박지우(동국대)

5. KCC2010 정보통신소사이어티 논문상

* 정보통신워크샵(7.2, 제주대)에서 시상할 예정임.

[최우수상]

1) IEEE 802.11e 기반 멀티 홉 네트워크에서의 Flow Fairness 향상을 위한 새로운 MAC 프로토콜 

- 김재범･고영배(아주대)

[우수상] 

1) Intra-MARIO: 6LoWPAN에서 Intra-PAN Handover를 최적화된 경로로 지원하기 위한 이동성 프로

토콜 - 하민근･김성훈･홍성민･김대영(KAIST),여현(순천대)

2) SVC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체감 품질 보장을 위한 품질 적응 기법 

- 고상기･정광수(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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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0❚공통행사 일정

시간 장소 프로그램 구분

09:30~11:30
제이드

<워크샵> 제주 ICT의 현황과 미래
W1.1

11:30~12:00 <총회> 제주지부 창립총회

10:00~12:00
아메티스트 <워크샵> 컴퓨터정보 기술인증 확산방안 W1.2

루비 <워크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현재와미래 W1.3

13:00~14:40 제이드 <논문발표> Best Paper Session W2.1

13:00~18:00 아메티스트
<워크샵> 2010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및 응용 
          워크샵(UCTA2010)

W2.2

13:30~15:30 루비
<패널> 사물지능통신의 실환경 적용과 대규모망 
        연동 실험 몰래 보기

W2.3

14:50~16:20 제이드
<특별초청세션> 김광회 교수(건국대&UCI) 
                손상혁 교수(서강대&버지니아대) 
                민상렬 교수(서울대)

W3

17:10~17:40 제이드
<기조연설> “IT 강국에서 IT 선도국으로”
            - 오해석 대통령IT특보

W4

17:40~18:10 제이드
<초청강연> “IT 융합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방안”
             - 정경원 원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W5

 18:20~ 크리스탈 <뱅킷> 연구재단 지원정책 소개 - 홍성제 PM Banquet

공통행사

◘ 7월 1일(목) 제주그랜드 호텔

◘ 7월 2일(금)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시간 장소 프로그램 구분

13:30~17:00 D005 <워크샵> 스마트 이동단말의 미래와 산업응용 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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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목) 13:00~14:4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Best Paper Session

사회 : 김   종 교수(프로그램위원장)

1. [데이터베이스] Top-n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기법 
   - 포미미· 장수민· 유재수(충북대)
[요약]Top-n 스카이라인 질의는 다차원 데이터 중에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구하

워크샵 (W1.1)

7. 1(목) 9:30~12:0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제주 ICT의 현황과 미래

워크샵 (W1.2)

7. 1(목) 10:00~12:00, 제주그랜드호텔 아메티스트

컴퓨터정보 기술인증 확산방안

1. 서울 어코드 진행 경과 - 김성조 공학교육인증원 부원장, 중앙대 교수

2. KCC2010 인증기준(CAC/KCC2005 포함) - 이강우 공학교육인증원 CAC위원장, 동국대 교수 

3.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 적용 로드맵 - 김은미 공학교육인증원 CAC부위원장, 호원대 교수

4.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교과목 사례 - 김차종 공학교육인증원 EAC부위원장, 한밭대 교수

5. IT분야 전문 인력양성 정책 방향 - 권장우 NIPA 인력양성사업단장

워크샵 (W1.3)

7. 1(목) 10:00~12:00, 제주그랜드호텔 루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

Best Paper (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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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스카이라인 중에서 보다 의미가 있는 n개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질의이다. 이처럼 스카이
라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k-dominant 스카이라인 기법이 제시되었다. 
k-dominant 스카이라인은 k 개의 차원에서 다른 어떤 데이터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때 k 값이 작을수록 보다 의미가 있는 스카이라인이 된다. 그래서 k-dominant 스카
이라인을 이용한 top-n 스카이라인 질의처리는 k의 값을 1부터 증가 시키면서 원하는 n개를 구
할 때 까지 k-dominant 스카이라인의 처리를 반복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top-n 스카이라인 질
의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데이터에서 top-n 스카이라
인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부분차원들에 해당하
는 스카이라인들과 k-dominant 스카이라인들 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한다. 다양한 성능 평가
를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2. [인공지능] 확률기반 계층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인식 및 분석 
시스템 - 황주원 · 이영설 · 조성배(연세대)

[요약]매년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도로의 혼잡도와 사고 발생률 또
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 설계 및 신호 체계 등이 발전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에
서 뿐만 아니라 주 이동 수단이 차량인 국가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발생된 사고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이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후속사고를 예방하고 사
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시간 사고 인식 및 분석 시스템(RIIDAS)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특정 교차로에서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이 다르고, 교차로 모양이 다른 여러 교차로에서 발
생한 사고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각기 다른 교차로에서 기록된 사고 발생 동영상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교차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사고 발생에 
쓰이는 데이터는 서로 유기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인식을 위해 확률기
반 연산을 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 추론된 결과는 제안하는 알람 시스템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신속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발생한 사고의 원
인을 기록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험 결과 90%이상의 인식률을 보임을 확인하
였다.

3. [정보보호] 신뢰적인 ARP Table의 운영을 통한 ARP Spoofing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기법 - 홍승표(숭실대), 오명진(고려대), 이수연(동덕여대), 이상준(숭실대)

[요약]ARP Spoofing 공격은 다양하게 악용되는 해킹 기법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혀왔
다. ARP Spoofing 공격을 이용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기존 프로
토콜의 수정이나 고가의 장비 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ARP Spoofing 공격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알아보고, 현재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변경 없이 쉽게 적용 가능한 ARP Spoofing 방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를 ARP Spoofing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MAC 주소 정보를 ARP 
Table에 자동적으로 갱신한다.

4. [소프트웨어공학] Fillmore의 Case Grammar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부터 객체 
추출 및 모델링 방법 - 안성빈 · 김동호 · 서채연 · 김영철(홍익대)

[요약]미래의 스마트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 시스템은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할 것 이다. 사용자 요구(Needs)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자 
중심의 개발보다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전 논문에서는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요구 추출방법(User Behavior Analysis Based Needs 
Extraction Method)을 제안하였다[1].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Fillmore의 
Case Grammar을 이용하여 객체 추출 및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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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W2.2)

7. 1(목) 13:00-18:00, 제주그랜드호텔 아메티스트
2010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및 응용 워크샵(UCTA2010)

주 최 : 한국정보과학회

주 관 : UCTA Steering Committee

후 원 : RFID/USN협회, ETRI, CJGLS, 한미IT, LG히타치, 현대유엔아이, 차세대물류IT사업단

공동조직위원장   표철식(ETRI RFID/USN 연구부장), 정상화(부산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최종원(LG히타치 대표이사), 남궁광(한미IT 대표이사), 윤희식(CJGLS 이사), 

                    신상철(RFID/USN 센터장)
위     원          최동남(아시아나IDT 상무), 최창수(LS산전 이사), 윤현기(삼성테스코),

                김지용(미네르바시스템즈 이사), 이휘원(현대유엔아이 부장), 장윤석(항공대 교수), 

                김현수(경기대 교수), 김호원(부산대 교수), 황재각(ETRI 팀장), 

                방효찬(ETRI 선임연구원), 이형섭 (ETRI 팀장), 박준석(국민대 교수) 

UCTA Steering Committee : 홍봉희(부산대)/위원장, 김희철(대구대), 조병록(순천대), 권구포(CJGLS) , 

                     최창수(LS산전), 이상구(서울대), 이석호(메타비즈)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3:00~13:10 등 록

13:10~13:20 사회: 이상구교수(서울대)
⊙ 개회사      표철식 (ETRI RFID/USN연구부장)

13:20~13:40
사회: 홍봉희 교수(부산대)
⊙ 초청강연 I
“RFID/USN R&D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 강민수 (지식경제부 RFID/USN PD)

13:40~14:00 사회: 황재각 팀장(ETRI)
⊙ 초청강연 II “RFID/USN 센터”- 신상철 (RFID/USN 센터장)

14:00~14:20 휴 식

  주제 발표 I - RFID/USN 산업 기술
좌장 : 정상화 교수(부산대) 

14:20~14:40 ▶ RFID 산업 현황 - 임성우 실장 (RFID/USN협회)
14:40~15:00 ▶ 글로벌 물류 정보 동기화 기술 - 이두원 상무 (LG 히다치)
15:00~15:20 ▶ 스마트 콜드 체인 시스템 - 권구포 부장 (CJGLS 사업부장)
15:20~15:40 ▶ RFID 기반 의약품 생산 유통 효율화 - 한재종 팀장 (한미IT RFID/USN)
15:40~1600 ▶ RFID/센서 기반 U-Food 시스템 - 김병삼 단장 (한국식품연구원)
16:00~16:20 ▶ 개별물품단위 RFID 적용 기술 - 박찬원 팀장 (ETRI)
16:20~16:35 휴 식

  주제 발표 II - RFID/USN 보안 기술 
좌장 : 김희철 교수 (대구대)

16:35~16:55 ▶ 수동형 RFID 태그 보안 기술 - 이형섭 팀장 (ETRI)
16:55~17:15 ▶ RFID 보안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 최용제 선임 (ETRI)
17:15~17:35 ▶ RFID 기반 서비스 정보보호 사전 진단 - 유동영 책임 (KISA)
17:35~17:55 ▶ AMI/스마트그리드 보안 기술  - 김호원 교수 (부산대)
18:20~20:00 Ban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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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W2.3)

7. 1(목) 13:30~15:30, 제주그랜드호텔 루비
사물지능통신의 실환경 적용과 대규모망 연동 실험 몰래 보기

사회 : 유승화 교수(아주대)

▶ 발제 : 

        1. 여수 EXPO 센서 기술 요구사항 -  여수EXPO 이정배 CIO/기획관

        2.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검증을 위한 연구 - RFID/USN센터 이승민 단장

        3. In-Door 실시간 위치추척 시스템 및 uSAMI 기술소개 - 경북대 강순주 교수

        4. 사물정보통신과 M2M 플랫폼 - 삼성종합기술원 강병창 전무

▶ 패널 : 주인넷 박현제 사장,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사장, 정보화진흥원 류광택 단장, 

         인터넷진흥원 원유재 단장, 한라대 김형수 교수, RFID/USN센터 신상철 센터장

[소개] 지금 상해EXPO에는 수많은 인파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 과거 대전EXPO의 경우 출입관리
를 종이티켓으로 관리했지만, 상해EXPO는 RFID 태그를 적용하고 있다. 더 나은 기술을 과시하고 
이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2년후 여수EXPO에서는 지금의 상해 솔루션 기술수준을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하루 입장객만 
수만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로서 관람객의 출입, 통제, 대기예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안 등
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존 기술로 가능한 방안은 스마트 RFID, 사물지능통신인 센서네트워크 등이다. 관람객 개인별로 
센서노드를 지급하고 입장부터 퇴장까지 경로, 부스별 설명 등이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100개 내외의 노드로 동작시켜본 경험만으로는 실 상황에 적용하기에 상당
한 위험이 따른다. 과연 1만개 이상의 노드가 주파수간섭, 노드간 통신장애 없이 동시에 정확히 
동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산학연 패널에서는 이쪽 분야의 저명한 교수,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를 이슈
로 제기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가지 기술을 나열, 제시하고, 가장 최적의 시뮬레이션 환경 및 
테스트 그리고 공통과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책상위에서의 가설에서 벗어나 
현장에 적용되는 대규모 사물지능통신의 진수를 엿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사료된다.

특별초청세션 (W3)

7. 1(목) 14:50~16:2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사회 : 정갑주 교수(프로그램부위원장)

1. 김광회 교수(건국대&UCI), CSE의 부침에 대한 고찰
2. 손상혁 교수(서강대&버지니아대), Robust Event Services in Cyber Physical Systems
3. 민상렬 교수(서울대), 플래시메모리 HW/SW 신뢰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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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1:30 ~ 1:40 인사말 및 워크샵 취지 설명 

1:40 ~ 3:10 Session I : 스마트 단말의 미래기술 (3분 발표 및 토론) 

3:10 ~ 3:30 휴식시간 

3:30 ~ 5:00 Session II : 스마트 단말의 산업응용 (3분 발표 및 토론) 

7. 2(금) 13:30~17:0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05
스마트 이동단말의 미래와 산업응용

▶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조직

워크샵 준비위원장 POSTECH 김 종 교수

준비위원: 전남대학교 차세대 휴대폰 인터페이스 연구센터 이칠우 센터장 

이동단말내장형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서영주 교수 

성균관대학교 휴대폰학과 엄영익 교수 

ETRI 스마트단말 연구팀 김선자 팀장 

ETRI 임베디드소프트웨어플랫폼 연구팀 임채덕 팀장 

▶ 프로그램 

[소개] 요즈음 IT 분야의 큰 변화 중 이동단말에 관련된 부분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이동
단말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입니다. 모바일 이동 단말은 단순한 이동전화기 수준을 넘어서 모
바일 오피스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거래되게 함으로
서 다양한 응용 앱들이 나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이폰의 독점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안드로이드폰 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넓어지고 응용분야도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본 워크샵에서
는 이러한 스마트 이동단말의 미래 방향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들을 조명해 보고, 특히 스마트 
단말들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으며 응용이 활발하게 되기 위하여 무슨 기술들이 필
요할 것이며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지를 토론해 보는 장입니다.

기조연설 (W4)

7. 1(목) 17:10~17:4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사회 : 김   종 교수(프로그램위원장)

“IT 강국에서 IT 선도국으로”
- 오해석 대통령IT특보

초청강연 (W5)

7. 1(목) 17:40~18:10,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
사회 : 김   종 교수(프로그램위원장)

“IT 융합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방안”

- 정경원 원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워크샵(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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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수)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시간 장소 강좌명 강사 구분

14:40~17:40 D005
Prediction with SVM: Classification, 

Regression,and Ranking
유환조 교수 (포항공대) T1.1

14:40~17:40 D009
인터넷의 Cash-Cow, 인터넷 광고 시장과 

이에 대한 부정수익 발생 탐지 기술
김철연 교수 (경원대) T1.2

14:40~17:40 D411
시큐어 소프트웨어,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최진영 교수 (고려대) 

강인혜 교수 (서울시립대)

서동수 교수 (성신여대)

T1.3

◘ 7월 1일(목) 제주그랜드 호텔
시간 장소 강좌명 강사 구분

9:30~12:30 사파이어 스마트 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박상원 교수 (외국어대) T2

◘ 7월 2일(금)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시간 장소 강좌명 강사 구분

9:30~12:30 D005
Effective Data Management Techniques -

In the view of Stream Data and Sensor Data
민준기 교수 (한기대) T3

13:20~16:20 D010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컴퓨터게임과 

인공지능
김경중 교수 (세종대)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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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3 / 6.30(수) 14:40 - 17:4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411

시큐어 소프트웨어,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최진영 교수 (고려대), 강인혜 교수 (서울시립대), 서동수 교수 (성신여대)

[소개] 인터넷기반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하며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의 컴퓨터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요구사항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컴퓨
터기반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고가 
나면 항공기 소프트웨어처럼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지고, 원자력 소프트웨어처럼 환경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등 실 세계에서의 사고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능성이 보장되는 고급기술이 연구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에 연결이 되면서 정보보호사고, 보안사고등 사이버 세계의 사고가 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
보보호에 관한 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데, 해킹의 약 80%정도가 응용 소프트웨어
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트너사는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는 기능성뿐만이 아니라 보안성이 강조가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
고, 요즈음 미국 등지에서는 시큐어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개념이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다. 시큐
어 소프트웨어는 기능 신뢰성, 보안 신뢰성, 유연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계속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시큐어 소프트

◕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 6.30(수) 14:40 - 17:4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05 

Prediction with SVM: Classification, Regression,and Ranking - 유환조 교수 (포항공대)
[소개] Support Vector Machines (SVMs) have been popularly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in a 
variety of domains including pattern recognition, text mining, and bioinformatics. SVMs are 
typically used for learning classification, regression, or ranking functions, for which they are 
called (classifying) SVM,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or ranking SVM (or RankSVM), 
respectively. Two special properties of SVMs are that they (1) achieve high generalization by 
maximizing the margin and (2) support an efficient learning of nonlinear functions by kernel 
trick. This tutorial introduces these general concepts and techniques of SVMs and popularly 
used tools for learning classification, regression, and ranking functions of SVM.

T1.2 / 6.30(수) 14:40 - 17:4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09

 인터넷의 Cash-Cow, 인터넷 광고 시장과 이에 대한 부정 수익 발생 탐지 기술 

 - 김철연 교수 (경원대)  
[소개] 90년대 후반 거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탄생한 인터넷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회사들과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과 실패의 시행 착오를 거처 점차 가능성이 현실로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인터넷 시장의 여러 가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중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는 바로 광고 시장이
다. 예들 들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터넷 기업인 Google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2008
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7%를 광고수익으로 얻고 있다. 이러한 Google은 광고시장의 Web 2.0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광고 모델을 2003년에 인수하여 AdSense라는 광고시장의 새
로운 수익원의 창출을 이루어 가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참여형 광고 모델의 
국외 및 국내 현황과 기술적 구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부
정 수익의 발생과 이에 대한 탐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튜토리얼은 기본적인 광고 모델과 
공격 및 탐지 모델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기술적 고찰과 사회적 입장에서의 자세한 분
석 등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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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는 대학교의 컴퓨터 과정으로 포함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지
원사업에 시큐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연구가 국내 처음으로 진행 중에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이 된다. 첫부분에서는 시큐어 소프트웨어의 역사와 
활용 등에 대해 그리고 시큐어 코딩 및 시큐어 SDLC 관계 등을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MS 
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활용하는 MS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한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Seven Touchpoints 에서 소개하는 SDLC 와 소프트웨어 보증을 위
한 메트릭 (SwA Matric) 등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T2 / 7.1(목) 9:30 - 12:30 제주그랜드호텔 스카이라운지

스마트 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 박상원 교수 (외국외대)
[소개] 최근 iPhone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 정보통신분야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본 강좌에서는 대
표적인 스마트폰인 iPhone, Android 및 바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T3 / 7.2(금) 9:30 - 12:30 제주대학교공대 4호관 D005

Effective Data Management Techniques- In the view of Stream Data and Sensor Data

- 민준기 교수(한기대)
[소개]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와 다른 스트림 데이타(stream data)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응용들이 등
장하였다. 이러한 스트림 데이터는 1)지속적으로 생성되며 2) 대량으로 발생되며 3)안정적인 저장
소에 저장되어 있는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스트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DSMS: Data Stream Management System)과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의 주요 근원(source)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이다. 센서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센서들은 제한된 배터리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
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센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습득, 집단함수의 처리, 질의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는 달리 에너지 소비 최소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기법들
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기법들에 
대한 기법들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T4 / 7.2(금) 13:20 - 16:20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D010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컴퓨터게임과 인공지능 - 김경종 교수(세종대)

[소개] 교육과 연구에서 엔터테인먼트 컴퓨팅을 고려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들과 교육자들에게 모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컴퓨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컴퓨터 게임을 교육과 연구에 손쉽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몇몇 인공지능 관련 국제학회를 중심으로 컴퓨터게임을 이용한 경진대회 행사가 시작되
었고, 초창기에는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최근에는 화려한 그래픽을 지닌 비디오 
게임과 전략게임 대상으로 바뀌어 왔다. 주요 게임 종목으로 FPS (First Person Shooter), 자동차 
경주, 팩맨, 슈퍼 마리오, 스타크래프트 등이 있다. 해당 경진대회에서는 게임의 기본 플랫폼과 프
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참가자들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도록 한 후, 성
능을 평가하여 우승자를 가린다. 경진대회의 자료를 활용하면 게임 자체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컴퓨터게임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선 최근
에 개최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 인공지능 경진대회와 이를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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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 6월 30일(수)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시간 장소 행사명 주관 구분

14:00-18:00 D012
국산 DB 솔루션 경쟁력과 대학활용 

워크샵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S1.1

14:00-18:00 D014 GPU 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

연구회
S1.2

◘ 7월 2일(금)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시간 장소 행사명 주관 구분

10:30-17:00 D012 ILVB-2010 ILVB 연구회 연합 S2.1

10:00-15:00 D014 정보통신 워크샵 정보통신소사이어티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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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DB 솔루션 경쟁력과 대학활용 워크샵

S1.1 / 6.30(수) 14:00 - 18:00,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D012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주관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후원 : 알티베이스, 큐브리드, 티맥스, 리얼타임테크, 엔코아컨설팅

 ▶ 조직

  조직위원장: 정병수교수(경희대)
  조직 위원: 심규석교수(서울대), 전종훈교수(명지대), 채진석교수(인천대), 최원익(인하대), 
             이민수(이화여대), 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 박영호(숙명여대)

 ▶ 프로그램

시간 발표내용 / 발표자 

14:00 - 14:30 

  정기총회
사회 : 이민수 교수(이화여대)

  유재수(충북대),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회무보고
  홍봉희(부산대), 차기회장 선출 인준

14:30 - 14:40   Coffee Break

14:40 - 14:50

  개회식
  사회: 심규석 교수(서울대)

  개회사: 홍봉희(DB소사이어티 회장)
  축사: 한응수(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원 원장)
  축사: 이윤준(한국정보과학회 수석부회장)

14:50 - 16:40 

  Session 1  국산DB솔루션 경쟁력
  좌장 : 채진석 교수(인천대)

  알티베이스(양형모 책임),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Hybrid 
          DBMS:  Altibase
  큐브리드(정병주사장), 오픈소스 DBMS를 활용한 대학교육
  티맥스데이타(김정원 책임컨설턴트),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 
          클러스터 DB 구축 사례
  리얼타임테크(진성일사장), In-memory spatial DBMS 소개
  엔코아컨설팅(명재호상무), 데이터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Data Framework 

16:40 - 17:00    Coffee Break 

17:00 - 18:00 

  Session 2 국산DB솔루션의 대학 활용방안 패널토의
좌장: 민준기교수(한국기술교육대)

  주제발표: 박민식(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원 실장), DB인력/솔루션 
          산학 상생 협력방안
  대학의 DB솔루션 활용 현황 및 패널토론: 
          강현철(중앙대), 이원석(연세대), 이민수(이화여대), 
          신효섭(건국대), 민준기(한국기술교육대), 김유성(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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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 6.30(수) 14:00 - 18:00,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D014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후원 및 협찬 : NVIDIA, AMD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 – 14:00 등록 및 전시

14:00 - 14:10 워크샵 소개 

14:10 - 15:00 Fermi Architecture 및 CUDA의 응용 (NVIDIA Korea 이주석 이사/유현곤 과장)

15:00 - 15:50 GPU computing – ATI stream computing (AMD Korea 안광태 이사)

15:50 - 16:10 휴식

16:10 - 17:00 Handheld GPU 및 휴대폰 응용 (삼성전자 조성대 수석/홍태화 책임)

17:00 - 17:50 OpenCL을 이용한 대용량 병렬 컴퓨팅 (인하대 박인규 교수)

17:50 - 18:00 경품 추첨 및 워크샵 폐회

 ▶ 소  개

  최근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대용량 병렬 컴퓨팅은 컴퓨터그래픽스 뿐 아니라 
컴퓨터게임,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대용량 시뮬레이션 등 많은 분야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GPU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는 뜻 깊은 자리인 GPU 워크샵은 지난 2년의 성공적인 개최
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는 NVIDIA, AMD, 삼성전자, 인하대학교에서 차세대 CUDA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Fermi 
architecture, ATI stream computing, 휴대단말기에서의 handheld GPU 응용, 표준 GPU 컴퓨팅 언
어인 OpenCL등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샵 종료후 NVIDIA, AMD의 협찬으로 CPU, 그래픽카드, i-pod등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
를 준비하였다.

GPU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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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1 / 7.2(금) 10:30 - 17:00,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D012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주관 : ILVB 연구회 연합 (인공지능, 언어공학,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바이오정보기술)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 10:30 등록 및 다과

Session   I 좌장: 김수형 교수, 전남대학교, SIG CVPR 운영위원장

10:30 - 11:00
Active Learning for Ranking SVM 

(유환조 교수, 포항공대)

11:00 - 11:30

Using Topic Models to Compare Minstream News and Online Disscussion 

Forums 

(오혜연 교수, 카이스트)

11:30 - 12:10
모바일 플랫폼 기반 인지모델 프레임 워크 

(박영택 교수, 숭실대)

12:10 - 13:30 점심시간

Session   II 좌장: 양정진 교수, 가톨릭대학교, SIG AI 운영위원장

13:30 - 14:00
A Neural Net Learning Rule Derived from Adaptively Damped Oscillators

(김준식 박사, 서울대학교)

14:00 - 14:30
Variational Approxiamate Bayesian Inference 

(성재모 박사, ETRI)

14:30 - 15:00 휴식 및 다과

Session   III 좌장: 안동언 교수, 전북대학교, SIG NLP 운영위원장

15:00 - 15:30
의료영상 분할 및 정합 

(이명은 박사, 전남대학교)

15:30 - 16:00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박선 박사, 전북대학교)

16:00 - 16:30
Computational Challenges in Next-Generation Bioinformatics 

(정원형 박사, 경북대학교, 아주대학교)

Session   IV 좌장: 장병탁 교수, 서울대학교, SIG BIT 운영위원장

16:30 - 17:00 토론

ILVB-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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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소개

Talk 1: Active Learning for Ranking SVM
-발표자 : 유환조 교수, 포항공대
-개요 : The goal of active learning or selective sampling is to minimize the labeling effort by 
selecting only the most informative instances to be labeled. This talk will start by introducing 
an application for active learning, i.e., relevance feedback data retrieval system, and present 
selective sampling techniques for RankSVM.

Talk 2: Using Topic Models to Compare Minstream News and Online Disscussion Forums 
-발표자 : 오혜연 교수, KAIST
-개요 : Topic models are useful for discovering an unknown set of topics hidden within a large 
corpus in an unsupervised fashion. We use the author-topic model (AT model), a variant of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 discover the relationships among authors, topics, and documents. We 
apply the AT model to two corpora to compare the author-topic and document-topic 
distributions. The first corpus consists of over 200,000 online articles of mainstream news in 
Korea such as Hankyoreh and Yeonhap News, and the second corpus consists of over 200,000 
posts in an online discussion forum, Daum Agora. Our results will show how the two large 
information sources differ in terms of the topics discussed over a period of nine months.

Talk 3: 모바일 플랫폼 기반 인지모델 프레임워크 
-발표자 : 박영택 교수, 숭실대학교 
-개요 : 근래에 들어서 개방형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는 추세이다. 스마트폰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개인 상황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수집된 개인 상황 정보로 부터 행위 인지를 하여 개인화된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센싱된 상황정보를 모바일 프레임워크에서 추론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 상황에 따서 계획하는 기술은 지능형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상에 추론, 계획, 학습 모듈로 구
성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Talk 4: A Neural Net Learning Rule Derived from Adaptively Damped Oscillators
-발표자 : 김준식 박사, 서울대학교
-개요 : 뉴럴네트워크 학습은 cost function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cost function은 
multi-minima potential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목적은 potential의 global minimum의 weight 
좌표를 얻는 것이다. Attouch et al.(2000)은 damped oscillator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Qian(1999)는 critically damped oscillator를 통한 steepest descent rule의 momentum과 learning 
parameter를 유도하였다. 우리는 두 연구를 참고로 하여 Newton 역학의 manifold 상에서 최단 경
로인 geodesic을 구하여 adaptive steepest descent rule을 얻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방법을 
Rosenbrock과 Griewank potential 함수들에 적용하여 global minimum 탐색 성능을 알아보았다

Talk 5: Variational Approximate Bayesian Inference
-발표자 : 성재모 박사, ETRI
-개요 : Bayesian approaches have drawn attention in machine learning and statistical analysis 
in recent decades since they have advantages compared with maximum likelihood (ML) 
approaches; Bayesian methods do not suffer from overfitting, a problem in ML, and provide a 
coherent approach to averaging over as well as comparing models. In this talk, I will give the 
concept of the Bayesian inference for learning a statistical model and introduce the method of 
variational approximation for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Especially, I will present the 
Variational Bayesian Expectation Maximization (VBEM) and Latent Space Variational Bayes 
(LSVB) approaches for learning a latent variable model, and demonstrate them through an 
example of finite mixture model. The latent variable model is one of the important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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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and it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ny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such 
as data mining, search engines, medical diagnosis, object recognition, cluster analysis, stock 
market analysis, and bioinformatics. Therefore, the talk would be also useful for those involved 
in machine learning application areas.

Talk 6: 의료영상 분할 및 정합 
-발표자 : 이명은 박사, 전남대학교
-개요 : This tutorial i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modern medical image processing. 
Image processing is the manipulation and analysis of image-based digital data to enhance and 
illuminate information within the data stream. But, the computer is more capable of both 
quantitative measurement of the medical condition(such as tumor volume or the length of a 
bone fracture) and the preprocessing tasks of filtering, sharpening, and focusing image detail. 
The natural partnership of humans and machines in medicine is to provide the clinician with 
powerful tools for image analysis and measurement, while relying on the magnificent 
capabilities of the human visual system to detect and screen for the primary findings. I divide 
the problems inherent in medical image processing into two basic categories:
Segmentation: This is the task of partitioning an image(2D array or volume) into contiguous 
regions with cohesive properties.
Registration: This is the task of aligning multiple data streams or images, permitting the fusion 
of different information creation a more powerful diagnostic tool than any single image alone.
These two basic divisions represent the organization of this tutorial.

Talk 7: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발표자 : 박선 박사, 전북대학교
-개요 : 자료의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가 있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4년 
Paatero와 Tapper는 초기의 연구들을 확장하여서 양수 행렬 인수분해(positive matrix 
factorization)를 발표하였다. 특히 Lee와 Seung이 1999년 Nature에 발표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알고리즘에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 비
음수 행렬 인수분해는 패턴인식, 텍스트 마이닝,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금융 분석, 생체 정보 분석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1)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동
향과 2) Lee와 Seung이 제안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얼굴인식 예를 알
아보고, 3)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적용방법의 예를 다루고자 한다.

Talk 8: Computational Challenges in Next-Generation Bioinformatics
-발표자 : 정원형 박사, 경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개요 : 포스트게놈 시대를 지나 개인 유전체시대를 맞이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열정보의 처
리는 정보과학 분야에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Next-Generation Sequencing이라 칭해지는 대규모 시퀀싱 기술을 중심으로 mapping assembly와 
de novo assembly와 같은 시퀀스 어셈블리 기술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Protein-DNA interaction을 분석하는 ChIP-seq, Gene expression 등을 분석하는 RNA-seq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시퀀싱을 바탕으로 기존의 생물학적 방법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역설적으로 생물정보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중의 하나인 sequence alignment의 필요성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Sequence alignment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중 spaced seed를 이
용한 알고리즘의 개선은 BLAST등 기존의 alignment tool들의 성능향상을 이루었고, 대규모 시퀀싱 
결과의 assembly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시퀀싱 기술이 에러가 포
함되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spaced seed를 이용한 
생물정보학적 알고리즘 개선은 그 적용범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발표는 대규모 시퀀싱 기
술에 직면한 새로운 생물정보학적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보과학 측면에서의 접근경향을 개
괄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spaced seed를 이용한 시퀀싱 기술의 개선에 대한 현재 연구경향과 향
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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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2 / 6.30(수) 10:00 - 15:00,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 D014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주관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 10:00 등 록   

  세션 I (10:00 ~ 12:00) 좌장 : 

10:00 ~ 10:40 아이폰을 통해 바라본 스마트폰이 바꾸는 세상 전종홍 선임(ETRI)

10:40 ~ 11:20 Web Squared: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의 기회 조산구 상무(KT)

11:20 ~ 12:00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동향 류중희 교수(KAIST)

12:00 ~ 13:00 점심식사   

  세션 II (13:00 ~ 15:00) 좌장 : 

13:00 ~ 13:30 안드로이드와 소셜 게임의 미래 황병선 부장(LG전자)

13:30 ~ 14:00 모바일웹 플랫폼 표준화 현황 및 전략 이승윤 팀장(ETRI)

14:00 ~ 14:30 사물통신(M2M) 구조, 플랫폼 그리고 응용 사례 김미점 박사(KT)

14:30 ~ 15:00 모바일 RFID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김형준 팀장(ETRI)

▶ 프로그램 소개
 
♣ 전종홍 선임:
지난해 12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로 불과 몇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이폰이 등장한 몇 달 만에 10년
간의 노력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는 2010년은 스마트폰 
활성화의 원년이 되고, 2014년이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데스크톱 인터넷 사용자를 추월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과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 모바일 환경과 기
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조산구 상무:
아이폰은 혁명이고 혼돈이다. 이는 아이폰이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여는 메신저이고 아이폰의 가
치와 이를 둘러싼 기술적, 문화적, 사업적 파장의 의미를 대중들이 깨닳았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전화이자 더욱 똑똑해진 컴퓨터이다.
역사적으로 10~20여년 주기로 새롭게 나타난 컴퓨팅은 산업과 경제적 영향을 시작으로 우리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불기 시작하는 모
바일 인터넷 컴퓨팅 시대는 사용대상이나 이용형태에서나 기존의 그 어느 컴퓨팅 시대보다 큰 파
장을 몰고올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웹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센싱 기능으로 많은 데이타들이 

정보통신 워크샵
 



분과 워크샵

2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0❚분과 워크샵-정보통신 워크샵

모여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가능성을 "웹과 세상이 만나다"라는 측면에서 팀 오랄리는 "웹스퀘
어드"로 설명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웹스퀘어드를 화두로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 시대의 기회요
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 류중희 교수:
올해는 모바일 증강현실(Mobile Augmented Reality; MAR)의 원년으로 불릴 정도로, 봇물 터지듯 
MAR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동안 시험적인 기술 영역으로 학교나 연구실
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증강현실이 스마트폰 환경과 만나 MAR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으며, MAR은 기존의 검색이나 지역 정보,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
화를 가져올 혁신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MAR의 역사, 기반 기술 및 시
장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MAR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한다.
  
♣ 황병선 부장:
모바일 시장의 화두는 현재 안드로이드와 Social Media라고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이외에도 TV와 스마트북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양하게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Social Media는 
단순히 개인간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가 Social Media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의 
근본 개념이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특히 Social Game 분야에 어떠한 변
화가 있고, 앞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현황
과 미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이승윤 팀장:
지난 몇 년간 웹의 확산은 현 IT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또 
한번의 새로운 큰 변혁을 만들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아이폰OS, 윈도모바일, 블랙베리 림, 팜
OS 등 1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열 경쟁 현상은 자연스럽게 상호 공
존을 위한 표준화 노력으로 이어고 있으며, 실제로 공통 플랫폼 환경 내지는 공통 개발환경 구축
을 통해 응용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새로운 표준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 웹 기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과 국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김미점 박사:
국내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사람간 통신을 넘어 사물간 통신을 새
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M2M 이라고 불리는 사물통신 개념은 아
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 통신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 실정
이다. 사물간 통신은 크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시각에서 접근한 셀룰라 M2M과 USN 진영에서 생
각하고 있는 M2M 영역이 차이가 있는데, 넒은 의미의 M2M은 이 둘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
업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M2M 사업을 위해 가져가야 하는 end-to-end 구조와 플
랫폼, 그리고 이를 활용한 여러 사업모델들 (MVNO, MVNE, 등을 포함한)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김형준 팀장:
이동통신사업자의 연단위 매출 보고서를 보면, 이미 음성 통화를 통한 매출은 통화 단위 시간당 
비용 측면에서 감소 추세를 격고 있으며, 따라서 각 이동통신사업자 별로 휴대폰을 통한 무선 인
터넷 이용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휴대폰과 RFID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RFID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보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 발표에서는 13.56 MHz 기
반 및 900 MHz 기반의 모바일 RFID 서비스 시장 전망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모바일 RFID 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이통사의 대응 방향과 모바일 RFID 포럼을 통한 국내 포럼 표준 개발/모
바일 RFID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나아가 국제 표준화 추진 동향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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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일정표

 

◘ 6월 30일(수)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색인 분야 논문편수 진행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1.1 바이오정보기술 4 13:00-14:20 D005 황규백 교수(숭실대) 정원형 교수(경북대)

O1.2 전산교육시스템 4 13:00-14:20 D009 김한일 교수(제주대) 차재혁 교수(한양대)

O1.3 데이타베이스 I 6 13:00-15:00 D010 송석일 교수(충주대) 변창우 교수(인하공전)

O1.4 인공지능 I 7 13:00-15:20 D013 강대기 교수(동서대)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O1.5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9 13:00-16:00 D015 김인중 교수(한동대) 이우기 교수(인하대) 

O1.6 정보보호 I 4 13:00-14:20 D210 이상준 교수(숭실대)  정현철 박사(KISA) 

O1.7 정보통신 I 7 13:00-15:20 D316 고응남 교수(백석대)  

O1.8 컴퓨터시스템 I 8 13:00-15:40 D318 이민석 교수(한성대) 김덕환 교수(인하대)

색인 분야 논문편수 진행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2.1 컴퓨터이론 4 15:40-17:00 D010 박정흠 교수(가톨릭대) 김수환 교수(부산외대)

O2.2 인공지능 II 7 15:40-18:00 D013 김경중 교수(세종대)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O2.3 정보보호 II 4 15:40-17:00 D210 김호원 교수(부산대)  이정현 교수(숭실대) 

O2.4 정보통신 II 7 15:40-18:00 D316 이병선 박사(ETRI)  

O2.5 언어공학 5 16:00-17:40 D318 김  평 박사(KISTI) 박순철 교수(전북대)

◘ 7월 2일(금)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색인 분야 논문편수 진행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3.1 HPC 3 09:30-10:30 D010 임승호 교수(한국외대)  염헌영 교수(서울대) 

O3.2 정보통신 III 8 09:30-12:10 D013 이상환 교수(국민대) 김윤희 교수(숙명여대)

O3.3 소프트웨어공학 I 7 09:30-11:50 D015 박수진 교수(서강대) 김영철 교수(홍익대)

O3.4 컴퓨터시스템 II 8 09:30-12:10 D210 이  강 교수(한동대) 허준영 교수(한성대)

O3.5 데이타베이스 II 6 09:30-11:30 D318 홍성용 교수(KAIST) 이상준 교수(숭실대)

O3.6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9 09:30-12:30 D411 정한민 박사(KISTI) 채진석 교수(인천대)

O3.7 프로그래밍언어 4 11:00-12:20 D010 김도형 교수(성신여대) 변석우 교수(경성대)

색인 분야 논문편수 진행시간 장소 좌장 평가위원

O4.1 정보통신 IV 6 13:20-15:20 D013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O4.2 소프트웨어공학 II 6 13:20-15:20 D015 현창문 교수(탐라대) 변상용 교수(제주대)

O4.3 컴퓨터시스템 III 8 13:20-16:00 D210 최  민 교수(원광대)

O4.4 데이타베이스 III 6 13:20-15:20 D318 유재수 교수(충북대) 김재훈 교수(서일대)



Oral Session

24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0❚Oral Session

Oral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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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대로 발표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심시간의 혼잡예방을 위해 오전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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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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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ppt 또는 pdf)을 준비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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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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수)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O1.1 바이오 정보기술 6.30(수) 13:00-14:20 / 공대4호관 D005

▸좌장 : 황규백 교수(숭실대) ▸평가위원 : 정원형 교수(경북대)

[O1.1-01] 진화연산 기반 계층적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 의한 암 특이적 microRNA-mRNA 

상호작용 탐색 - 김수진･하정우･장병탁(서울대)
[O1.1-02] 수면 전후한 행동유형의 특징벡터 추출에 관한 실험적 연구 

- 김진태･손선동･조승호(강남대), 문봉희(숙명여대)
[O1.1-03] 수직 프로파일을 이용한 젤 영상의 기울기 보정

- 김승일･김종대･이완연･송혜정･박찬영･김유섭(한림대)
[O1.1-04] 신경세포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신경세포 영상의 트리 구조화 방법 

- 송예슬･임동섭･백두원(숭실대)

O1.2 전산교육 시스템 6.30(수) 13:00-14:20 / 공대4호관 D009

▸좌장 : 김한일 교수(제주대) ▸ 평가위원 : 차재혁 교수(한양대)

[O1.2-01] 정보보안 훈련 시스템에서 미션 성취도 평가를 위한 마코브 체인 모델 기반의 학습자 

행위 패턴 분석 - 이택･김도훈･이명락･인호(고려대)
[O1.2-02] RDS를 이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 홍성용(KAIST)
[O1.2-03] KCEC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 김대호･김상규･조영태･정인범(강원대)
[O1.2-04] 컴퓨터 교과 학습을 위한 기능성 게임에 관한 연구 - 전주현(동덕여대), 서혜원(충남대)

 O1.3 데이타베이스 I  6.30(수) 13:00-15:00 / 공대4호관 D010

▸좌장 : 송석일 교수(충주대) ▸ 평가위원 : 변창우 교수(인하공전)

[O1.3-01] RDF/S 스토리지 상에서 키워드 검색을 위한 SPARQL 변환기법 

- 이동훈･김학수･김보경･이동호(한양대)
[O1.3-02] 모바일 웹 검색을 위한 루티드 최단 트리 알고리즘 - 이우기･이정훈･송종수(인하대)
[O1.3-03] 통계 배경 지식을 이용한 추론 공격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익명화 기법 

- 류영하･정강수･박석(서강대)
[O1.3-04] 거리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연속 리버스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 임종태･박용훈(충북대), 서동민(KISTI), 유재수(충북대)
[O1.3-05] 이동 객체 환경에서 이웃 노드 정보를 활용한 2계층 공간 색인 기법

- 이진주･박용훈(충북대), 서동민(KIST), 유재수(충북대)
[O1.3-06]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를 위한 연속질의와 쿼리 로그 익명화 기법 

- 박소미･배주호･박석(서강대)



Oral Session

26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0❚Oral Session

 O1.4 인공지능 I  6.30(수) 13:00-15:00 / 공대4호관 D013

▸ 좌장 : 강대기 교수(동서대) ▸ 평가위원 :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

[O1.4-01] 강건한 음성 대화 시스템을 위한 담화분석 기술 

- 이충희･오효정･장명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영훈(충북대)
[O1.4-02] 잡지기사 관련 상품 연계 추천 서비스를 위한 하이퍼네트워크 기반의 상품이미지 자동 

태깅 기법 - 하정우･김병희･이바도･장병탁(서울대)
[O1.4-03] n차원 구면상에서의 실수 코딩 유전 알고리즘 - 김진현･문병로(서울대)
[O1.4-04]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자기-적응형 교배 기법 

- 이종현･임동현･안창욱(성균관대)
[O1.4-05] IPTV환경에서 메뉴 선호 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VOD 추천 방법 

- 오종수･이성진･이수원(숭실대)
[O1.4-07] 상품평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한 긍정/부정 사전 자동 구축 

- 송종석･백종범･이수원(숭실대)

 O1.5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6.30(수) 13:00-16:00 / 공대4호관 D015

▸ 좌장 : 김인중 교수(한동대) ▸ 평가위원 : 이우기 교수(인하대) 

[O1.5-01] 양방향 필터를 이용한 부호화 결함 감소 - LegesseZerubabel･이윤진･위영철(아주대)
[O1.5-02] MR 영상에서 중간형상정보 생성을 통한 활성형상모델 기반 반월상 연골 자동 분할

- 김민정･유지현･홍헬렌(서울여대)
[O1.5-03] 모션 속도와 다양한 초기의 중앙적 예측에 기반한 빠른 비디오 모션 추정

- 팽소호･뮤잠멜･윤병춘･김덕환(인하대)
[O1.5-04] 비모수적 확률 모델과 질감 정보를 이용한 백혈구 분할 

- 김자원･정은혜･고병철･남재열(계명대)
[O1.5-05] SIFT와 MOPS를 사용한 물체의 3차원 윤곽선 구성 

- 박상현(고려대), 이정욱･임성규(건국대), 백두권(고려대)
[O1.5-06] 이동로봇 전송영상 내에서 효율적인 직선검출을 위한 전처리와 마스크 설계 

- 조보호･정성환(창원대)
[O1.5-07] 효과적인 손 제스처 인식을 위한 Self-Organizing Map 기반 Mixture-of-Experts 모델

- 윤종원･민준기･조성배(연세대)
[O1.5-08] 단일 카메라와 평면거울을 이용한 하지운동상태 추정 

- 이성수･이석준･강선호･정순기(경북대)
[O1.5-09] 관심 영역을 고려한 사진 관리 시스템 - 류동성･정우근･조환규(부산대)

 O1.6 정보보호 I  6.30(수) 13:00-14:20 / 공대4호관 D210

 ▸ 좌장 : 이상준 교수(숭실대) ▸ 평가위원 : 정현철 교수(KISA)

[O1.6-01]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집계를 위한 힐버트 커브 기반 데이터 보호 기법 

- 윤민･김용기･장재우(전북대)
[O1.6-02] Walsh 함수를 이용한 RFID 보안 알고리즘 - 황구연･최진욱･신동규･신동일(세종대)
[O1.6-03] 도로 네트워크에서 연속적인 질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용자 위치 정보 보호 기법

- 나소라･유혜겸･장재우(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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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6-04] Bilinear map 기반 센서네트워크 보안프로토콜을 위한 Pairing용 곱셈 최적화 기법

- 서화정･이동건･김호원(부산대)

 O1.7 정보통신 I  6.30(수) 13:00-15:20 / 공대4호관 D316

 ▸ 좌장 : 고응남 교수(백석대) 

[O1.7-01] IEEE 802.11e 기반 멀티 홉 네트워크에서의 Flow Fairness 향상을 위한 MAC 프로토콜 

- 김재범･고영배(아주대)
[O1.7-02]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홀 문제를 위한 동적 샘플링 간격을 이용한 비동기식 MAC 

프로토콜 - 신동훈･최성희(KAIST)
[O1.7-03]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IEEE P1901 MAC의 개선방안 연구 및 성능 분석

- 박재용･이성원･홍충선(경희대)
[O1.7-04] ITU-T G.hn 매체접근제어 부계층의 성능분석 - 김진혁･이성원･홍충선(경희대)
[O1.7-0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링크 품질 기반의 협업 MAC 프로토콜

- 정광현･정광수(광운대)
[O1.7-06] 와이맥스 망에서 스케일러블 비디오 멀티캐스트 전송을 위한 적응적 변조 및 코딩 

적용과 성능 분석 - 한민규･홍진표(한국외대)
[O1.7-07] 모바일 와이맥스에서 채널 적응적인 미디어 품질 보장 기법 - 김동칠･정광수(광운대)

 O1.8 컴퓨터시스템 I  6.30(수) 13:00-15:40 / 공대4호관 D318

 ▸ 좌장 : 이민석 교수(한성대) ▸ 평가위원 : 김덕환 교수(인하대)

[O1.8-01]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 에서의 블록 파편화 문제에 관한 연구

- 하병민･조현진･엄영익(성균관대)
[O1.8-02] 가상화 환경에서 페이지 컬러링 동기화를 이용한 캐시 성능 향상 기법에 관한 연구

- 김정훈･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O1.8-03] Regulation Pool을 활용한 플래시 메모리 마모평준화 기법 - 박정수･민상렬(서울대)
[O1.8-04]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동적 해상도 자동전환을 위한 프레임버퍼 구조 개발

- 김주성･권오철･이창건(서울대)
[O1.8-05] 다중 섹터 사이즈를 지원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의 FTL 매핑 관리 기법

- 임승호(한국외대), 최민(원광대)
[O1.8-06]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모바일 장치의 저전력 관리기술

- 신재완･신동규･신동일(세종대), 김수한･이명수(삼성전자)
[O1.8-07]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에서의 효율적 스케줄링 기법 

- 위경수･이창건(서울대), 박수환(현대모비스)
[O1.8-08] 에너지 효율을 위한 멀티코어의 동적 온칩캐쉬 스케일링

- 조정욱･서의성(울산과학기술대학교)

 O2.1 컴퓨터 이론  6.30(수) 15:40-17:00 / 공대4호관 D010

 ▸ 좌장 : 박정흠 교수(가톨릭대) ▸ 평가위원 : 김수환 교수(부산외대)

[O2.1-01] EUC-KR 텍스트에서 오검색을 제거한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 

- 김은상(서울대), 김진욱(인하대), 박근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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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02] 익명성을 제공하는 공평한 그룹 복호화 기법 

- 김진일･서정주(서울대), 홍정대(국방부), 박근수(서울대)
[O2.1-03] 도로 네트워크에서의 지배받지 않는 점 집합의 계산 

- 김상섭･손완빈･안희갑･유환조(POSTECH)
[O2.1-04] 구들과 교집합을 가지는 가장 작은 구 - 김상섭･안희갑(POSTECH)

 O2.2 인공지능 II  6.30(수) 15:40-18:00 / 공대4호관 D013

 ▸ 좌장 : 김경중 교수(세종대) ▸ 평가위원 : 양정진 교수(가톨릭대)    

[O2.2-01] 확장 키워드 매칭을 이용한 영화 장르 별 광고 카테고리 추천 - 서인식･황규백(숭실대)
[O2.2-02] 조건부 계획문제를 풀기 위한 계획 그래프 기반의 휴리스틱 - 김현식･김인철(경기대)
[O2.2-03] 병렬말뭉치를 이용한 대체어 자동 추출 방법 - 백종범･이수원(숭실대)
[O2.2-04] 대용량 기록 데이터를 위한 점진적 연관규칙 추출기법 

- 송성렬･송원문･김은주･김명원(숭실대)
[O2.2-05] 장치장 점유율을 고려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 위치 결정 전략 최적화

- 손민제･박태진･류광렬(부산대)
[O2.2-06] 랜덤 하이퍼그래프 메모리 모델에서 순차적 단서를 활용한 문장 생성 

- 남진석･장병탁(서울대)
[O2.2-07] 콘텐츠 속성을 활용한 협력 추천 - 한기태･이의혁･최용석(한양대)

 O2.3 정보보호 II  6.30일(수) 15:40-17:00 / 공대4호관 D210

 ▸ 좌장 : 김호원 교수(부산대) ▸ 평가위원 : 이정현 교수(숭실대) 

[O2.3-01] 수동형 태그를 활용한 경량 모바일 RFID 인증 프로토콜 설계

- 엄태양(숭실대), 김춘수･박용석(ETRI), 이정현(숭실대)
[O2.3-02] 시한폭탄 기반의 악성 웹 콘텐츠들의 효율적인 탐지 방법 

- 김동진･조성제(단국대), 김홍근(한국인터넷진흥원)
[O2.3-03] VoIP 서비스에서 상호인증을 통한 안전한 SIP 인증 기법 - 한민기･전문석(숭실대학원)
[O2.3-04] 신호 인증서버를 통한 허가되지 않은 WOL 보안 - 이우기･박순형･임차성(인하대)

 O2.4 정보통신 II  6.30(수) 15:40-18:00 / 공대4호관 D316

 ▸ 좌장 : 이병선(ETRI)

[O2.4-01] Intra-MARIO: 6LoWPAN에서 Intra-PAN Handover를 최적화된 경로로 지원하기 위한 

이동성 프로토콜 - 하민근･김성훈･홍성민･김대영(KAIST), 여현(순천대)
[O2.4-02]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트래픽 적응형 라우팅 프로토콜 

- 홍기섭･이상훈･최린(고려대)
[O2.4-0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변 주기를 이용한 적응적인 전송파워 제어 기법 

- 이정욱･정광수(광운대)
[O2.4-0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혼잡 패턴을 고려한 전송률 조절 기법 - 강경현･정광수(광운대)
[O2.4-05]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그리드 기반 다중 질의 처리 기법 

- 강광구･성동욱･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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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4-06] 무선 애드혹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굴곡 최소 경계 다각형을 이용한 최단경로 

네트워크-홀 회피 라우팅 - 성동욱･김미경･유재수(충북대)
[O2.4-07] 초음파신호의 반사를 고려한 실시간 실내 위치 추적 기법 

- 김강욱･박명곤･이창건(서울대)

 O2.5 언어공학  6.30(수) 16:00-17:40 / 공대4호관 D318

 ▸ 김  평 교수(KISTI) ▸ 평가위원 : 박순철 교수(전북대)

[O2.5-01] 꼬꼬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세종 말뭉치 활용 도구 

- 이동주･연종흠･황인범･이상구(서울대)
[O2.5-02]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블로그 피드 검색을 위한 위키피디아 기반 질의 확장 방법

- 송우상･이예하･이종혁(POSTECH)
[O2.5-03] 웹의 협업 환경을 이용한 확장 형태소 사전 관리 - 황인범･이동주･연종흠･이상구(서울대)
[O2.5-04] 단어의 문맥적 위치와 문장 유사도를 이용한 상품 특성 추출 및 계층화 

- 김세종･이용훈･이종혁(POSTECH)
[O2.5-05] LHMM기반 영어 형태소 품사 태거의 도메인 적응 방법 

- 권오욱･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7월 2일(금) 제주대학교 공대4호관
 O3.1 HPC  7.2(금) 09:30-10:20 / 공대4호관 D010

 ▸ 좌장 : 임승호 교수(한국외대 ) ▸ 평가위원 : 염헌영 교수(서울대)

[O3.1-01] 대규모 HPC 클러스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조혜영･홍태영(KISTI), 임용관(Narinet), 김성호･이식(KISTI)
[O3.1-02] 대규모 클러스터 서버의 성능 모델링 및 예측 방법론 

- 장혜천･진현욱(건국대), 김학영(ETRI)
[O3.1-03] 멀티코어 아키텍처에서 전구 대기화학 시뮬레이션의 성능분석 

- 최정식･한환수(성균관대)

 O3.2 정보통신 III  7.2(금) 09:30-10:20 / 공대4호관 D013 

 ▸ 좌장 : 이상환 교수(국민대) ▸ 평가위원 : 김윤희 교수(숙명여대)

[O3.2-01] SVC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체감 품질 보장을 위한 품질 적응 기법 

- 고상기･정광수(광운대)
[O3.2-02] IEEE 802.11e U-APSD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적응적인 스트리밍 시스템

- 이성희･정광수(광운대)
[O3.2-03]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연한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전송률 제어 기법 

- 구자헌･정광수(광운대)
[O3.2-04] 모바일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강화된 슈퍼 피어 시스템 

- 김선겸･이광조･김택헌･양성봉(연세대)
[O3.2-05] 에너지와 신뢰성을 고려한 2계층 모바일 P2P 시스템과 라우팅 스킴

- 한정석(LIGNex1), 금종주(국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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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2-06] 무선 환경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상화를 통한 SVC 비디오의 다중 스트리밍 

- 안성원･유혁(고려대)
[O3.2-07] 와이브로 네트워크에서 BitTorrent 성능 평가 

- 김승배･왕효비･김현철･권태경･최양희(서울대)
[O3.2-08] 비동기식 스케줄링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반응형 클록 동기화 기법 

- 이상훈･최린(고려대)

 O3.3 소프트웨어공학 I  7.2(금) 09:30-11:40 / 공대4호관 D015

 ▸ 좌장 : 박수진 교수(서강대) ▸ 평가위원 : 김영철 교수(홍익대)

[O3.3-01]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서비스 관리를 위한 온톨로지 표현 방법 

- 김정한･윤상현･염근혁(부산대)
[O3.3-02] AUTOSAR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유닛 테스트 방법 

- 금대현･이성훈･박광민･손병점(대구경북과학기술원)
[O3.3-03] SPIN을 이용한 차량용 MOST Network Service 프로토콜 스택 정형검증

- 이동아･윤상현･이무열･진현욱･유준범(건국대)
[O3.3-04] 패턴 중심의 웹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의 구현 - 나종채･정희수･유석문(NHN)
[O3.3-05] 국내 전자 상거래 기업의 외주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한 스크럼 방법론 사례 연구

- 홍나영･유준범(건국대), 차성덕(고려대)
[O3.3-06] TMO 기반의 실시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원 도구 설계

- 오철･신원(건국대), 김태완(명지대), 장천현(건국대)
[O3.3-07]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잠재 고객의 니즈 파악 및 고객 요구사항 추출 방법

- 이윤규･김능회･이동현･인호(고려대)

 O3.4 컴퓨터시스템 II  7.2(금) 09:30-12:00 / 공대4호관 D210

 ▸ 좌장 : 이  강 교수(한동대) ▸ 평가위원 : 허준영 교수(한성대)

[O3.4-01] 데이터 보호를 위한 파일시스템 기반의 스냅샷 - 엄현철･장한을･노재춘(세종대)
[O3.4-02] 소프트웨어 라디오 시스템을 위한 전력 관리 기법

- 구본철･박학봉(서울대), 허준영(한성대), 전광일(산기대), 조유근(서울대)
[O3.4-03] 사이클 정확도를 반영하는 멀티코어기반 전체 시스템 시뮬레이터

- 김홍준･김정현･이주환･이재진(서울대), 최재영･임선영(삼성전자)
[O3.4-04] Xen-ARM에서 물리시간 기반 실시간 운영체제 스케줄링 - 정재우･유시환･유혁(고려대)
[O3.4-05] 대칭형 멀티 코어 아키텍처를 위한 효율적인 부하 분산 알고리즘 

- 홍석일･국중진･안양근･홍지만(숭실대)
[O3.4-06] PowerPC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자체고장진단 기능 구현

- 박은철･이동현･조성일(LIG넥스원)
[O3.4-07] 무인항공기 소프트웨어를 위한 리눅스 기반의 ARINC 653 프로세스 모델 

- 한상현･이상헌･진현욱(건국대)
[O3.4-08] 소프트 리얼타임 지원을 위한 가상 머신 스케줄러 연구 - 홍철호･유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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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5 데이타베이스 II  7.2(금) 09:30-11:20 / 공대4호관 D318

 ▸ 좌장 : 홍성용 교수(KAIST) ▸ 평가위원 : 이상준 교수(숭실대)

[O3.5-01] 데이터 방송 환경에서 Sweep SFC를 활용한 효율적인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 하종우･최재호･이정현･이상근(고려대)
[O3.5-02] 분산환경에서 스카이라인 질의를 처리하는 다차원 그리드 기법 

- LIHE･장수민･유재수(충북대)
[O3.5-03] 맵리듀스를 이용한 빙산 큐브 병렬 계산 - 이수안･김진호･문양세(강원대), 노웅기(성결대)
[O3.5-04] 다차원 센싱 데이터 스트리밍의 연속 질의 차리 - 박영욱･류우석･장해붕･홍봉희(부산대)
[O3.5-05] RFID 미들웨어 평가를 위한 테스트 데이타 생성기의 설계 및 구현 

- 장해붕･박중규･류우석･홍봉희(부산대)
[O3.5-06] USN Middleware에서 센서데이터 패턴분석을 위한 센서데이터 관리 계층 

- 조운형･김영국(충남대)

 O3.6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7.2(금) 09:30-12:30 / 공대4호관 D411

 ▸ 좌장 : 정한민 박사(KISTI) ▸ 평가위원 : 채진석 교수(인천대)

[O3.6-01] 협동적 필터링 기반 고도화된 추천 시스템 - 김택헌･박석인･양성봉(연세대)
[O3.6-02] 실시간 사용자 프로파일을 반영한 Context Aware DVB 방송 추천 시스템 

- 박영민･조성배(연세대)
[O3.6-03] 다중 생체신호를 이용한 감정 인식 분석 및 비교 - 차원영･신동규･신동일(세종대)
[O3.6-04] 생체신호 연동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박근혜･신동규･신동일(세종대), 김수한･이명수(삼성전자)
[O3.6-05] 모바일 기반 생체신호를 이용한 지능형 주행시스템 

          - 김태현(세종대), 김수한･이명수(삼성전자), 신동일･신동규(세종대)
[O3.6-06] SmarTVi:효과적인 IPTV 사용자 인터페이스 

- 김은주･이규희･송성렬･송원문･김명원(숭실대)
[O3.6-07]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기반 RealBook - 송대현･양희경･이칠우(전남대)
[O3.6-08] 윈도우즈 운영체제 기반의 3D 가상 데스크톱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홍승표(숭실대), 오명진(고려대), 신정훈･이상준(숭실대)
[O3.6-09] 웹 문서 내장형 컷아웃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 손의성･최윤철(연세대)

 O3.7 프로그래밍 언어  7.2(금) 11:00-12:30 / 공대4호관 D010

 ▸ 좌장 : 김도형 교수(성신여대) ▸ 평가위원 : 변석우 교수(경성대)

[O3.7-01] 정적 실행시간 분석을 위한 외부 요인의 예측 방안 

- 김윤관･신원(건국대), 김태완(명지대), 장천현(건국대)
[O3.7-02] Esterel 문법구조 바탕의 오토마타 생성 

- 이철우(KAIST), 김철주(삼성전자), 윤정한･한태숙･최광무(KAIST)
[O3.7-03] 타입 한정자를 이용한 메모리 해제 오류 검출 기법 - 김연어･주성용･조장우(동아대)
[O3.7-04] union 멤버의 부적절한 사용 오류 검출 기법 - 이성원･주성용･조장우(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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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4.1 정보통신 IV  7.2(금) 13:20-15:20 / 공대4호관 D013

 ▸ 좌장 :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O4.1-01] 분산 물류정보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EPCglobal 네트워크 구조 

- 김지호･신기원･박대원･권혁철(부산대)
[O4.1-02] 메시지 수신 성공률을 이용한 클러스터 기반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 장유진･장재우(전북대)
[O4.1-0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인-네트워크 밀도 질의 처리

- 이지희･성동욱･강광구･유재수(충북대)
[O4.1-04] 2.4GHz 능동형 RFID 태그의 전력소비개선을 위한 수집명령도달 예측기법

- 조봉래･박세영･최훈･백윤주(부산대)
[O4.1-05]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커뮤니티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어 기능 모델

- 남병우･김응규･정일영(한국외대)
[O4.1-06]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알고리즘 비교 분석

- 유승학･이경화･신용태(숭실대)

 O4.2 소프트웨어 공학 II  7.2(금) 13:20-15:40 / 공대4호관 D015

 ▸ 좌장 : 현창문 교수(탐라대) ▸ 평가위원 : 변상용 교수(제주대)

[O4.2-01]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BPEL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 곽동규･최재영･유재우(숭실대)
[O4.2-02] 모델 변환을 이용한 윈도우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손현승･김우열･김재승･김영철(홍익대)
[O4.2-03] 서비스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MVC 아키텍쳐 - 이호중･라현정･김수동(숭실대)
[O4.2-04] SaaS의 설정 요구사항 추출을 위한 분류 기법

- 한종대･심재근(서울대), 이병정(서울시립대), 오재원(가톨릭대), 우치수(서울대)
[O4.2-05]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프로젝트 비용 산정 보정 기법

- 양희문(고려대), 유준범(건국대), 차성덕(고려대)
[O4.2-06] 효율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가능한 서비스 설계 기법 

- 이현민･김수동(숭실대)

 O4.3 컴퓨터시스템 III  7.2(금) 13:20-16:00 / 공대4호관 D210

 ▸ 좌장 : 최  민 교수(원광대)

[O4.3-0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그룹 기반 가쉽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임종범･이종혁･진성호･유헌창(고려대),이화민(순천향대)
[O4.3-02] 모바일 싱크로 정보 수집되는 센서네트워크에서의 전송 지연 감소를 위한 최소 정지 

지점 - 문경진･이승구(포항공대)
[O4.3-03] 다중 무선 네트워크 휴대 장치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기법

- 김봉재･민홍･구본철･정진만･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허준영(한성대)
[O4.3-04]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헤드 오류 감지 기법

- 정진만･어상일･민홍･김봉재･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허준영(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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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3-05] 이동체를 위한 가상화 기반의 안전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 정성문･이무열･진현욱(건국대)
[O4.3-06] 휴대폰 상에서 개인용 사진 컬렉션에 대한 자동 이벤트 군집화 방법 

- 유정수･낭종호(서강대)
[O4.3-07] 오픈소스 분산처리 플랫폼 Coord를 활용한 검색 시스템의 설계 

- 한재화･최종식･황원근･이창건(서울대)
[O4.3-08] MapReduce 프레임워크를 위한 JobTracker 결함허용 메커니즘 - 황병현･박기진(아주대)

 O4.4 데이타베이스 III  7.2(금) 13:20-15:20 / 공대4호관 D318

 ▸ 좌장 : 유재수 교수(충북대) ▸ 평가위원 : 김재훈 교수(서일대)

[O4.4-01] 동적 Hilbert Curve 색인을 이용한 효율적인 k - NN 질의 처리 

- 서동민･이승우･김평･정한민(KISTI), 박용훈･유재수(충북대)
[O4.4-02] 대용량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근 패턴 탐사 - 박종수(성신여대)
[O4.4-03]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연속적인 질의 처리를 지원하는 분산 그리드 기반 Cloaking 영역 

설정 기법 - 김형일･이아름･장재우(전북대)
[O4.4-04] 카테고리 상관도 기반 콘텐츠 추천 기법 - 최상민･한요섭(연세대)
[O4.4-05] 쓰기 지연을 활용한 플래시 SSD 기반 DBMS의 저장 장치 관리 기법 

- 김강년･강운학･이상원(성균관대)
[O4.4-06] SOA를 활용한 Key / Value 방식의 분산 데이터스토어 시스템의 관리도구 설계 및 구현

- 최욱환･오지현･신정훈･이상준(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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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정 및 진행유의사항

 

◘ 7월 1일(목)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룸(2층)

▣ 7월 1일(목) 9:30-10:40

색인 분야 논문편수

P1.1 데이타베이스 I  19

P1.2 바이오정보기술   8

P1.3 소프트웨어 공학 I   15

P1.4 언어공학 I   6

P1.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10

P1.6 인공지능 I   13

P1.7 정보보호 I   15

P1.8 정보통신 I   34

P1.9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10

P1.10 컴퓨터시스템 I   20

P1.11 컴퓨터이론   5

합계 155

▣ 7월 1일(목) 12:30-13:40

색인 분야 발표편수

P2.1 데이타베이스 II   24

P2.2 소프트웨어 공학 II   16

P2.3 언어공학 II   6

P2.4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7

P2.5 인공지능 II   13

P2.6 전산교육시스템   7

P2.7 정보보호 II   12

P2.8 정보통신 II   32

P2.9 컴퓨터 그래픽스   6

P2.10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9

P2.11 컴퓨터시스템 II   19

P2.12 프로그래밍 언어   7

P2.13 HPC   3

합계   161

▣ 발표자 유의사항

① 포스터 발표에 제공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20cm, 전체높이 200cm의 이동식 칠판

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세로기준) 9매의 발표자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첫

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발표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시간은 80분입니다. 발표

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접착테이프 등)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양면테이프 사용불가

③ 각 패널 상단에 발표논문색인 및 분야명이 기재된 용지가 부착됩니다. 본 책자에 기재된 ‘논문발

표자 색인’에서 본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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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표시간 종료 후 1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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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 7월 1일(목) 09:30-10:40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 룸(2층)

P1.1 데이타베이스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1-01]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지식베이스 개념 확장 방법 - 황명권･최동진･김판구(조선대)
[P1.1-02] 모바일 추천 서비스를 위한 센서 데이터 추상화 - 정영진･안부영･조금원(KISTI)
[P1.1-03] 환경･생태분야 e-Science 게이트웨이 설계-하천 및 호수 중심으로 

- 안부영･정영진･조금원(KISTI), 김범철･정충교(강원대)
[P1.1-04] 의미 확산을 이용한 잠재 의미 색인 방법 - 김진화･김용혁(광운대)
[P1.1-05] 부분 범위 처리를 통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성능 향상 - 박경민(고려대)
[P1.1-06] 연구자 중심의 학술 정보 분석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이미경･김평･정한민(KISTI)
[P1.1-07] 태그간 의미관계를 이용한 효율적인 이미지 태그 랭킹 기법 

- 홍현기･허지욱･정진우･이동호(한양대)
[P1.1-08] 전자 거래 표준 참조 시스템을 위한 레지스트리 정보 모델에 관한 연구 

- 정혜진･황인탁(군산대), 백양섭･이경록(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동원(군산대)
[P1.1-09]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GPS로그 관리 - 정혜진･나연묵(단국대)
[P1.1-10] 엔빌로프 기반의 하한을 사용한 윤곽선 이미지 매칭 - 김상필･문양세･김범수(강원대)
[P1.1-11] 키워드 관련도를 이용한 뉴스기사의 연관검색 기법 

- 김지혜･장재영(한성대), 윤홍준･김한준(서울시립대)
[P1.1-12] 센서 정보의 시맨틱 처리를 위한 Android 기반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 설계

- 송원용･두미경(군산대), 하수욱(ETRI), 정동원(군산대)
[P1.1-13] 이미지 브라우징 처리를 위한 전형적인 의미 주석 결합 방법 

- 주철화･왕령･이양구･류근호(충북대)
[P1.1-14] 프로세스 마이닝에서의 효율적인 적합성 판단 기법 - 김광복･허신(한양대)
[P1.1-15] 시맨틱 웹 어플리케이션의 빠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 김탁은･김명호(KAIST)
[P1.1-16] 객체지향 개념 기반의 SELECT 쿼리의 정의 및 구현 - 신형기･김장원･백두권(고려대)
[P1.1-17]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의 컨텍스트 추출을 통한 라이프로그 자동 태깅 기법

- 김병준･김탁은･이기용･김명호(KAIST)
[P1.1-18] 동일 개체를 위한 owl:sameAs 관리 서버 - 김평･이승우･서동민･정한민(KISTI)
[P1.1-19]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에 기반을 둔 지휘통제체계 시각화 

- 전진태･박건우･김영안･이상훈(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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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바이오정보기술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2-01] Greedy Emsemble Selection을 이용한 심장병 데이터 분석 - 남세종･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2-02] EMR 시스템을 위한 그리드 기술 기반의 보안성 및 데이터 접근성 향상 기법

- 신동민･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2-03] RFID를 이용한 이용자 별 PCR 프로토콜 관리

- 김상윤･최광원･구자훈･나종훈･송혜정･김종대･김유섭･박찬영(한림대)
[P1.2-04] NTC thermistor를 사용한 voltage divider 회로에서 divider resistance결정

- 구자훈･김종대･이완연･박찬영･김유섭･송혜정(한림대)
[P1.2-05] Density Profile 추출 방법에 따른 염색체 분류정확도 비교분석

- 최광원･송혜정･김종대･김유섭･이완연･박찬영(한림대)
[P1.2-06] ECG 신호에 기반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의 연구 - 이현주･신동일･신동규(세종대)
[P1.2-07] 하이퍼망 모델을 이용한 MicroRNA Strand 선택 예측 

- 이지훈･하정우･이제근･장병탁(서울대)
[P1.2-08]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 기반의 단백질 간 상호작용 식별 

- 정창후･전홍우･최윤수･최성필(KISTI)

P1.3 소프트웨어 공학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3-01]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렬 알고리즘의 최악의 인스턴스 탐색 - 전소영･김용혁(광운대)
[P1.3-02] 유서문서 및 관련연구자 검색 방법 - 한희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1.3-03] Timed CARDMI의 Real-time Java Virtual Machine 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온진호･우수정･이문근(전북대)
[P1.3-04] 이동 프로세스 대수에서 행위의 의미 분석을 위한 정형기법 

- 우수정･온진호･이문근(전북대)
[P1.3-05] 이기종 분산 시스템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국승학･최훈･김현수(충남대), 정인상(한성대), 김점수(ADD)
[P1.3-06]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능형 물리엔진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김회창･신동규･신동일(세종대), 김수한･이명수(삼성전자)
[P1.3-07] 보안 취약점 검사를 위한 AOP 기반의 정적/동적 분석의 통합 - 서광익･최은만(동국대)
[P1.3-08] 개인화 검색시스템 평가에 관한 연구 - 김광영･최호섭･진두석･김진숙(KISTI)
[P1.3-09]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인간-로봇 상호작용 

- 최병기･곽별샘･박춘성･이재호(서울시립대)
[P1.3-10]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라인트레이서의 물리적 측정오류 패턴분석과 예측기법 

- 김덕환･이종욱･이찬근(중앙대)
[P1.3-11]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코드 난독화에서의 효율적 함수 호출 인라인 기법 

- 김정일･이은주(경북대)
[P1.3-12] AOP를 이용한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변환과 적응 방안 - 이선미･서광익･최은만(동국대)
[P1.3-13] 소프트웨어 산출물들간 변경 추적을 위한 버전 링크 식별기법 - 김대엽･윤청(충남대)
[P1.3-14] 서울 도심 도로의 상호 영향력 분석 - 김진규･최성운･박승현･윤성로(고려대)
[P1.3-15]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입력유효성 검사기법제안 - 오준석･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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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언어공학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4-01] 문장 표면 분석에 의한 한국어 문장 처리기 개발 - 이호석(호서대)
[P1.4-02] 영한기계번역에서의 전처리에 관한 연구 - 김성동(한성대)
[P1.4-03]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 오류 교정 기법 - 강민규･강승식(국민대)
[P1.4-04] PMI를 이용한 우리말 어휘의 의미 극성 판단 - 송상일･이동주･이상구(서울대)
[P1.4-05] 비형식적인 문서에 강건한 문장 경계 인식 - 김주희･서정연(서강대)
[P1.4-06] 근사 단어 검색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준 Pivot 선택방법 실험적 연구 

- 윤태진･정우근･조환규(부산대)

P1.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5-01] 자동 띄어쓰기 기반의 효율적인 영문 휴대폰 키패드 설계 - 김현민･김용혁(광운대)
[P1.5-02]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지능형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 시스템 구현 

- 조용곤･이승훈･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5-03] 사실적 3D 손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 양시점화 기법 - 배동희･김진모･조형제(동국대)
[P1.5-04] 대형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입력된 마커의 좌표 값을 이용한 인터랙션 방법 

- 박선화･한탁돈(연세대)
[P1.5-05] 상황인식 기술을 적용한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현 

- 이승훈･조용곤･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5-06] 빔포밍을 이용한 다방향 동시 음성인식 

- 김혜진･윤호섭･이재연･윤영우･김재홍(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5-07]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적인 터치 제스처 정의 및 인식 

- 박재완･김종구･이칠우(전남대)
[P1.5-08] 제스처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구현 - 이광조･양성봉(연세대)
[P1.5-09] 증강현실 개발 툴킷 프로세스 및 성능 분석 - 심진욱･한탁돈(연세대)
[P1.5-10] 사용자 정보를 반영한 객체 기반 오디오 재생 기술 

- 문재원･정종진･김경원･임태범･이석필(전자부품연구원)

P1.6 인공지능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6-01] 진화 에이전트와 게임이론 기반 국제무역현상 모델링 - 이승현･조성배(연세대)
[P1.6-02]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의 서비스 온톨로지

- 이미연(이화여대), 이정원(아주대), 박승수(이화여대), 김경아(명지전문대), 조위덕(아주대)
[P1.6-03] 온톨로지를 이용한 의약품 정보 지식의 구축 사례 - 손종수･김도형･정인정(고려대)
[P1.6-04] 병렬 처리 구조를 이용한 차분 진화 알고리즘 - 임동현･이종현･안창욱(성균관대)
[P1.6-05]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섬기반 Real-Valued Genetic Algorithm의 체계적 

평가 - 박현수･김경중(세종대)
[P1.6-06] 웹 구조 마이닝에 초점을 둔 웹 마이닝의 조사 - 이석민･박대명･유대훈･최웅철(광운대)
[P1.6-07] LSA 유사도 비교를 통한 트랙백 스팸 탐지 - 전혁수･김태환･최중민(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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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08] Isomap을 이용한 향상된 기능의 오존 경보 예측기 구현 

- 이태훈･김한주･전용권･윤성로(고려대)
[P1.6-09] 연관 관계와 TF*IDF를 이용한 검색 결과 Re-Ranking - 이정훈･전서현(동국대)
[P1.6-10]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 대용량 온톨로지 저장을 위한 저장 구조 

- 민영근･이복주(단국대)
[P1.6-11] 지도 생성과 위치 인식을 적용한 가정용 청소로봇의 경로 탐색 기법

- 양시현･이정현･정덕원･민덕기(건국대)
[P1.6-12] 뉴스 텍스트 마이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주가예측 - 안성원･조성배(연세대)
[P1.6-13] 육하원칙 온톨로지 기반의 뉴스 필터링 방법 

- 이석훈･이종현･김장원(고려대), 정동원(군산대), 백두권(고려대)

P1.7 정보보호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7-01] 비실시간 IPTV를 위한 IDAM-AS 기반의 인증 프로토콜

- 서대희(ETRI), 백장미(순천향대), 문용혁･남택용･나재훈(ETRI)
[P1.7-02] 실시간 트래픽 분석을 통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한재성･김효곤(고려대)
[P1.7-03] 2차 차분전력분석 공격을 위한 새로운 전처리 기법 

- 이철희･황아름･이동건･김호원(부산대)
[P1.7-04] RFID/USN에서 내부자공격에 대항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토콜 설계 

- 주태우･홍영식(동국대)
[P1.7-05] 항공기반시설의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네트워크 모델에 관한 연구 

- 정창화･신동렬(성균관대)
[P1.7-06] Admission Control 기반 웹 서비스 부하 유발 형 DDoS 공격대응 메커니즘

- 이태진･임채수･임채태･정현철(KISA)
[P1.7-07] 무선랜 침입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무선기기 정보 자동 수집, 관리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 박종훈･김효곤(고려대)
[P1.7-08] 악성코드 수집을 위한 허니팟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허종오･조시행(안철수연구소)
[P1.7-09] 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위한 사용자 인증 기법 연구 

- 김영곤･김효종･전문석(숭실대)
[P1.7-10] AVISPA를 이용한 3GPP 네트워크의 EAP-AKA 프로토콜 명세 및 검증 

- 김현수･최진영(고려대)
[P1.7-11] u-Healthcare 서비스의 정보보호 위협 분석 - 신동훈･한병진･이환진･정현철(KISA)
[P1.7-12] Unpacking 알고리즘 특징 기반의 Packer 탐지 시그니처 생성 방안 

- 신동휘･임채태･정현철(KISA)
[P1.7-13] 신뢰와 평판 기반의 소프트웨어 보증 시스템 구현 

- 박대명･이석민･유대훈･최웅철(광운대)
[P1.7-14] 아이디 기반 대리 Signcryption 기법들에 대한 연구 - 윤여정･박찬일･윤현수(KAIST)
[P1.7-15] 봇넷 탐지 연구 조사 - 허선동･이민수･윤현수(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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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정보통신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8-01] 자기 센서 노드 기반 차량 검지 및 속도 계산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 유재준･김도현･박종현(ETRI)
[P1.8-02] WS-DAIR 표준 기반 그리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인터페이스 구현 

- 안선일･김남규･황순욱･허태상(KISTI)
[P1.8-03] 무선센서노드를 이용한 다중객체 추적 감시 시스템 - 최락현･홍원기(대구대)
[P1.8-04] 실세계에서 소셜 웹 콘텐츠를 운반하는 Moving Interests의 설계 - 이태호･안건태(RIST)
[P1.8-05]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GUI 툴 설계 

- 허태상･안선일･김한기･이상도･이세훈･유상수･황순욱(KISTI)
[P1.8-06] WPNs에서 센서노드의 위치 기반 비컨 스케줄링 기법 

- 조영준･안세영･남흥우･안순신(고려대)
[P1.8-07]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중 파워 비콘신호의 SCORE 이용한 위치추정 알고리즘

- 안홍범･이평재･홍진표(한국외대)
[P1.8-08] WinMacSim: 인체이식 가능한 극저전력의 WBAN MAC 시뮬레이터 개발

- 김태형･정하중･김영환(전자부품연구원), 홍지만(숭실대)
[P1.8-09] u-응용 서비스 지원 멀티 자원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장형근･정창원･주수종(원광대)
[P1.8-10] Hybrid UWB 무선측위기법을 이용한 리더기 개수 최소화 방법 

- 최진욱･황구연･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8-11] ZigBee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Inter-PAN 통신을 위한 비컨 간격 및 슈퍼프레임 

시간의 분석 - 김민정･심준호(숙명여대)
[P1.8-12] VANETs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분산 구조 설계 

- 타미나카니즈･이미정(이화여대)
[P1.8-13] DVR 시스템의 녹화 데이터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한 파일 포맷에 관한 연구 

- 이현석･김효곤(고려대)
[P1.8-14] 네트워크 분리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지식행정시스템 모델 

- 조성호･손지성･백두권(고려대)
[P1.8-15] 그룹 내 협업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인스턴트 메신저 시스템 

- 손동환･박경･배승조(ETRI), 최훈(충남대)
[P1.8-16] 스마트폰을 사용한 수배송 차량 관제 시스템의 설계 

- 김민수･오준환･이영준･채진석(인천대)
[P1.8-17]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이동노드간 비동기 메시지 전송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미들웨어 

설계 - 김우정･정설영･조형곤･강순주(경북대)
[P1.8-18]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실내 위치 측위 고도화 기술 

- 양원석(상명대),이광조･김선겸(연세대)
[P1.8-19] 웨어러블컴퓨팅 지원 백그라운드 전송 방법

- 이태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명숙(부천대), 정기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8-20] 실시간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IEEE 802.15.4 클러스터 트리 기반의 토폴로지 최적화에 

관한 연구 - 박명곤･김강욱･이창건(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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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21] 슈퍼 피어를 이용한 모바일 P2P 시스템에서 중요 이동 피어의 신뢰성을 고려한 라우팅 

프로토콜 - 이호성･양성봉(연세대)
[P1.8-22] 산업 안전 서비스를 위한 IP-USN 기반의 오류 공유 시스템 - 고응남(백석대)
[P1.8-23] 운송 안전 서비스를 위한 IP-USN 소프트웨어 스택에서의 오류 동기화 - 고응남(백석대)
[P1.8-24] 스마트폰을 위한 웹콘텐츠의 효율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 김승리･양정진(가톨릭대)
[P1.8-25]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AP를 이용한 확장된 단말 탐색 방법

- 박석인･김택헌･이광조･양성봉(연세대)
[P1.8-26] 차량간 무선 멀티홉 브로드캐스팅에서 긴급메시지 전송을 위한 효과적인 중계노드 선정 

기법 - 김현숙(대구대)
[P1.8-27] 홈 네트워크를 위한 홉 기반 우선순위 스트리밍 기법 - 이신형･유혁(고려대)
[P1.8-28] 온라인 가상 세계를 위한 확장성 있는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 

- 이영준･정민선･이상환(국민대)
[P1.8-29] MANETs 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분산 라우팅 프로토콜

- 장준혁･정진만･민홍･조유근(서울대),김봉찬･홍지만(숭실대)
[P1.8-30]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노드디스조인트 경로 탐색 알고리즘

- 이동호(광운대), 송병훈(KETI), 정광수(광운대)
[P1.8-31] 위치정보제공자와 연계한 인터넷전화 긴급전화 시스템 - 박준수･김희동(한국외대)
[P1.8-32] 3차원 공간에서의 능동형 위치 추적 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 조현태･김동현･이장길･박재화(중앙대)
[P1.8-33] 스마트폰의 가속도계 및 자세계를 활용한 위치예측기 성능 향상 방안

- 오준환･김민수･이영준･채진석(인천대)
[P1.8-34] CCN에서 계층화된 비디오 컨텐츠 기반 패킷 스케줄링 모델 

- 이정환･안성원･유혁(고려대)

P1.9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9-01] 증강현실에서 빛 정보를 이용한 색상 보정기법 - 박자람･윤희용(성균관대)
[P1.9-02] 거리변환을 이용한 fiducial 마크 정렬 알고리즘 

- 최학남･박은수(인하대), 최효훈(삼성전기), 김학일(인하대)
[P1.9-03] 흉부 CT 영상에서 폐기종질환진단을 위한 폐기종영역 사전 탐지 기법 

- 뮤잠멜･팽소호･박민욱･김덕환(인하대)
[P1.9-04]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의 분석과 성능 개선 - 신용준･박정희(충남대)
[P1.9-05]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기울기 정보와 최대 빈도수를 이용한 카테터 자동 분할

- 백정아･이민진･홍헬렌(서울여대)
[P1.9-06]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한 비정상 행동 분석 알고리즘

- 강원준･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9-07] 위치 보정 및 강체 정합을 통한 전립선 병리 영상의 자동 스티칭 

- 이지언･정주립･홍헬렌(서울여대)
[P1.9-08] 확률론적 상황 예측을 위한 개선 기법들 - 박수영･김용혁(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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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09] 폐기종 질환 판별을 위한 명암도와 CS-LBP를 결합한 질감특징 추출 

- 박민욱･팽소호･뮤잠멜･김덕환(인하대)
[P1.9-10] 컬러 영상의 스킨컬러 정보 값 기반 손 제스처 인식 기술 개발 

- 신나라･허범근･홍기천(수원대)

P1.10 컴퓨터시스템 I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10-01] 슈퍼컴퓨터의 이벤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화된 후처리 시스템의 개발

- 이승민･김호윤･김명일･정희석･김재성･이상민(KISTI)
[P1.10-02] 홈 게이트웨이 기반 보안 시스템 개발 - 조수형･이상학(전자부품연구원)
[P1.10-03] DDS 시스템에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 윤종관･김용연･박충범･최훈(충남대)
[P1.10-04]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휴대폰 전력 분석

- 최홍준･손동오･김철홍(전남대)
[P1.10-05] 고성능 프로세서에서의 냉각 기법의 효율성 분석 - 최홍준･안진우･김철홍(전남대)
[P1.10-06] u-병원환경에서 위치기반 가이드 시스템 구축 - 최재형･정창원･주수종(원광대)
[P1.10-07] SOC 센서 발열 분석을 통한 시스템 발열 제어 기법 - 김지현･정성우(고려대)
[P1.10-08] 정숙 운전 지수 표시기 개발 - 김선호･유준희･이민석(한성대)
[P1.10-09] 플랫폼 독립적인 스마트폰 응용 개발을 위한 SOA 기반구조

- 최민･정영식･이용주･정성태(원광대), 임승호(한국외대)
[P1.10-10] Eclipse GMF를 이용한 AUTOSAR 적합성 테스트 아키텍처 설계 도구 개발 

- 조나연･경민기･민덕기(건국대)
[P1.10-11] 원격 컴파일 서비스를 위한 분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 - 구민오･조나연･민덕기(건국대)
[P1.10-12] SSD 기반의 칩 단위 복구를 위한 Erasure 코드 성능 비교 

- 양유석･허준무･송재석･김덕환(인하대)
[P1.10-13] 가상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 김성진･김민석･최재영(숭실대)
[P1.10-14] 저비용 실시간 VGA 비디오 영상 무선 전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홍동표･차성현･이강(한동대)
[P1.10-15]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 머신 확장을 위한 메모리 압축의 필요성 

- 이치영･홍철호･유혁(고려대)
[P1.10-16] SSD에 대한 리눅스 페이지 캐시의 성능 평가

- 이주환･김정현･김홍준･이재진(서울대), 최재영･임선영(삼성전자)
[P1.10-17] 모바일 단말기 및 CSS PHY를 이용한 실내 위치안내와 원격관제 서비스의 설계

- 남영진･박영균･강신재(대구대), 김범준(계명대)
[P1.10-18] 하드웨어 구조에 적합한 2차원 회선처리 기법

- 정윤혜･박용진･박진홍･변혜란･한탁돈(연세대)
[P1.10-19] CCrash: 시스템 복잡도 기반 커널 크래쉬 모델 - 김영필･유혁(고려대)
[P1.10-20] 유효 시간 범위에서의 응답성 향상을 위한 실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 

- 박도현･장민우･홍지만(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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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 컴퓨터이론 7.1(목) 09:30-10: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1.11-01] 서로소인 경로 커버의 일반화 - 박정흠(가톨릭대)
[P1.11-02] 지배되지 않는 점을 찾는 GPU기반 병렬 알고리즘 

- 황윤호･손완빈･안희갑(POSTECH)
[P1.11-03] 조합형 실시간 스케줄링과 양자화 문제 - 유시환･유혁(고려대)
[P1.11-04] R-트리를 이용한 직선상의 공간 객체 검색 - 김유진･편동현･표창우(홍익대)
[P1.11-05] 정칙 이진 행렬을 이용한 메타 유전 알고리즘 설계 방안 

- 박하얀･김용혁(광운대), 윤유림(서울대)

◘ 7월 1일(목) 12:30-13:40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 룸(2층)

P2.1 데이타베이스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1-01] 국가R&D사업의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AHP 기법의 핵심 지원방안 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 김주호･배상태･김영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2.1-02] 텍스트/비텍스트 특성기반 질의답변문서의 품질지수 알고리즘 

- 김덕주･박건우･이상훈(국방대)
[P2.1-03] 브랜드 블로그를 위한 온라인 콘텐트 분석 시스템 

- 인주호(항공대), 이성렬(이엠넷), 김명규･채수환(항공대)
[P2.1-04] AJAX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맞춤 인터페이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이돈수･NguyenThiNhung･신정훈･이상준(숭실대)
[P2.1-05] The impact of inter host links in crawling important pages early

- Md.HijbulAlam･하종우･심규선･이상근(고려대)
[P2.1-06] 유사 취향 사용자의 시간 상황에 따른 선호 아이템에 가중치를 둔 음악 추천

- 박성은･이동주･강민석･이상구(서울대)
[P2.1-07] 분산 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례중심 - 양진혁･최희석･김태현･김윤정･신성호･이병희･김재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2.1-08]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Demand Response시스템 구현

- 허병문･고종민･김영일･송재주(한전전력연구원), 류근호(충북대)
[P2.1-09] SQL BNF 문법 기반의 자동 질의 생성기를 이용한 DBMS 테스트 

- 김정겸･황민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권숙연(공주대), 임종혁(울산대), 
배유진(삼성SISO), 하만재(농심NDS)

[P2.1-10] 국가R&D정보의 실시간 연계체계 확대에 관한 연구

- 최희석･김태현･이병희(KISTI), 정옥남(교육과학기술부), 김재수(KISTI)
[P2.1-1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적 바인딩을 지원하는 태스크 기반 프레임워크 

- 황윤영･이규철(충남대)
[P2.1-12] 다차원 스트림 데이터 요약 및 인과 관계 탐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

- 송명진･김대인･황부현(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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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13] vp tree에서 효과적인 k-Nearest Neighbor 검색 방법 - 김민욱･윤경로(건국대)
[P2.1-14] USN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한병엽･박종현･강지훈(충남대)
[P2.1-15] Farey Labeling : 계층적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XML 데이터 레이블링 기법 

- 배주호･김학인･박석(서강대)
[P2.1-16] 프로필을 고려한 위치 기반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자 식별 위협을 막는 익명화 기법 

- 정승주･박석(서강대)
[P2.1-17] 정지점의 활용을 극대화한 스카이라인 계산법 - 고철우･이윤준(KAIST)
[P2.1-18] 지오센서 태그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색인 기법 

- 전승우･김기홍･홍봉희(부산대)
[P2.1-19]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가상 셀 기반 B+-tree 이동객체 색인 기법

- 박용훈(충추대), 서동민(KISTI), 송석일･유재수(충추대)
[P2.1-20] 형태학적 특성 기반의 유사문헌 검증기법을 이용한 표준특허 사례연구

- 안정은･윤종민(TTA)
[P2.1-21] 국가 심층 웹기록물 보존 포맷과 OAIS 참조모델 간의 데이터 맵핑 

- 박병주･차승준･이규철(충남대)
[P2.1-22] MapReduce Model에 기반한 도서 추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임찬식･이원재(숭실대), 이하나･이세화(광운대), 이상준(숭실대)

P2.2 소프트웨어 공학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2-01] 조합된 서비스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에스펙 기반의 WS-BPEL 확장 

- 성동혁･김종필･홍장의(충북대)
[P2.2-02]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의 Virtual Wearing System 구현 - 이강민･양정진(가톨릭대)
[P2.2-03] 동영상에서 이미지와 음성신호를 이용한 검색 알고리즘 구현 - 신인경･이상범(단국대)
[P2.2-04] 역공학 기반 금융VAN 연동 서비스 모델링을 통한 시스템 구현 연구

- 김규원･박보경･장우성･문소영(홍익대), 김영철(액트원자력기술본부)
[P2.2-05] 이클립스 플러그인 기반의 확장성 있는 서버 프레임워크 

- 이동호(연세대), 김창수(고려대), 박정은(광운대)
[P2.2-06] Static 테스트를 통한 소프트웨어 결함기회 감소에 대한 연구 

- 이동현･이주병･박은철(LIG넥스원)
[P2.2-07] SOA와 융합된 BI의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 

- 강동우･이승학･박희권･나호진･최종무･유해영(단국대)
[P2.2-08] EEPROM Abstraction Simulation Module을 이용한 차량전장용 BSW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연구 - 경민기･조나연･민덕기(건국대)
[P2.2-09] 정형기법을 적용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명세 및 검증 

- 정금택･이진호･서석･최진영(고려대)
[P2.2-10]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식성 테스트 평가 모델 설계 

- 박해윤･김성철･최병하･최종무･유해영(단국대)
[P2.2-11] AHP를 통한 SOA와 WOA 서비스 구현 복잡도 평가 

- 윤광열･박소현･김성철･최종무･유해영(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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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2] DSM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선 

- 김준환･이민순(인천대), 윤승준(ezMARC), 이병수(인천대)
[P2.2-13] TMO기반의 코드 자동 생성기 설계를 위한 실시간 시스템 모델링의 기법

- 석미희･신영술･류호동･이우진(경북대)
[P2.2-14] 역공학 기반 모델간 변경분석 및 시각화 도구의 설계 

- 권진욱･이정선･카오티리･이우진(경북대)
[P2.2-15] 건설CALS 완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보상자료 공유방안 연구

- 서명배･김남곤(한국건설기술연구원)
[P2.2-16] 안전 필수 시스템 설계를 위한 디자인 패턴 

- 이진호･이혁(고려대), 윤용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최진영(고려대)

P2.3 언어공학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3-01] 대용량 문서 집합에서 유사문서 탐색을 위한 후보 문서 쌍 검색 실험 

- 박선영･정우근･조환규(부산대)
[P2.3-02] “재미” 감성 주제 온톨로지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시스템 구현

- 이정송･변동률･박순철(전북대)
[P2.3-03] 어미변화를 고려한 감성 구문 패턴을 이용한 상품평 의견 분류

- 김정호･차명훈･김명규･채수환(항공대)
[P2.3-04] 의견의 발안자를 찾기 위한 어휘점수의 부여와 확장 

- 정헌영･김준기･이예하･이종혁(POSTECH)
[P2.3-05] 고성능 비어휘정보 한국어 구문분석 - 오진영･차정원(창원대)
[P2.3-06] 온라인 학습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구문분석 - 이용훈･이종혁(POSTECH)

P2.4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4-01]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의 멀티성경 소프트웨어 구현 - 강성모･김종면(울산대)
[P2.4-02] 원격 약복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최재훈･임명은･방선리･김대희･박수준(ETRI)
[P2.4-03] 손동작을 이용한 가상 물체 증강 - 김일목･정경부･최병욱(한양대)
[P2.4-04] 다중 입출력 컨텐츠 제작 환경을 위한 범용 멀티 터치 인터렉션 시스템

- 남병철(KGIT), 나인식(ig솔루션즈), 배기태(KGIT)
[P2.4-05]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황 공유 시스템 - 오근현･박한샘･조성배(연세대)
[P2.4-06] Mean-Shift Belief Propagation과 역기구학 제약을 사용한 스테레오 기반의 휴먼 상체 

추적 - 유민선･이성환(고려대)

P2.5 인공지능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5-01]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순차적 멀티모달 데이터에서의 문장 생성

- 윤웅창･장병탁(서울대)
[P2.5-02] 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 연구

- 최선화(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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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Labeled LDA를 이용한 저자 주제어 추천 - 봉성용･황규백(숭실대)
[P2.5-04] SIFT와 부분공간분석법을 활용한 얼굴인식 - 김동현･박혜영(경북대)
[P2.5-05] HITS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어 연관 관계 링크 제어 - 문성천･이정훈･전서현(동국대)
[P2.5-06] 인간-로봇 지능형 상호작용 지원을 위한 스마트폰 응용 인터페이스

- 곽별샘･이재호(서울시립대)
[P2.5-07] IPTV 시청자의 시청이력에 기반한 협력필터링 모델 분석 - 정하용･김문식(KT)
[P2.5-08] 의료데이터마이닝에서 클러스터링 기반의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

- 한송이･정용규(을지대)
[P2.5-09]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동영상 기반 라이프 로그의 분석 및 의미정보 추출

- 정태민･조성배(연세대)
[P2.5-10] 대화기반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파라메터 학습

- 임성수･이승현･조성배(연세대)
[P2.5-11] Sequential Information Bottleneck을 이용한 음식점 추천 웹사이트를 위한 메뉴 기반 

클러스터링 - 윤두밈･도해용･김경중(세종대)
[P2.5-12] 주차장 차량사고 음향분류 DVR시스템 - 윤재민(얄리주식회사)
[P2.5-13] 계층 구조와 클래스 상속에 기반한 인간의 다양한 행동의 효율적인 표현

- 김유신･박종희(경북대)

P2.6 전산교육시스템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6-01] e-Science 기반 계산화학 교육환경(e-Chem) 설계 

- 안부영･서정현･김지영･조금원(KISTI), 차지영(한남대)
[P2.6-02] u-러닝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연구 - 오정삼･김효곤(고려대)
[P2.6-03] e-Pub 표준 기반 e-교과서의 구조 설계 - 김소영(숙명여대), 남동선(한글과컴퓨터), 

손원성(경인교대), 이경호(연세대), 임순범(숙명여대)
[P2.6-04] .NET Framework를 이용한 영어 교육용 컨텐츠 설계 및 구현

- 전수빈･김종우･양효종･정인범(강원대)
[P2.6-05] 온톨로지 확장을 이용한 교육자료 관리 기능의 개선

- 최한웅･도현오･이윤수･강현상･차재혁(한양대)
[P2.6-06] SWT를 이용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도구 개발

- 조용균･권예진･마승훈･박용범(단국대)
[P2.6-07] 정보과학기술 영재교육을 위한 학생 참여도 분석시스템 연구 - 주지영･홍성용(KAIST)

P2.7 정보보호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7-01]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속성에 따른 적절한 암호화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신영호(KISTI), 류재철(충남대)
[P2.7-02] 향상된 인증기법을 통한 안전한 모바일 테더링 기법 - 박태성･김성윤･전문석(숭실대)
[P2.7-03] CC V3.1 기반의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보안기능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이현정(한국시스템보증)
[P2.7-04] 메신저의 통신 구조 분석 및 사용 차단 방식의 제안 - 안규성･최진구(한국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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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05] 모바일 지갑 세션보호를 위한 디바이스 페어링 기술 성능평가

- 마건일･이형찬(숭실대), 기현식(삼성전자), 최대선･진승헌(ETRI), 이정현(숭실대)
[P2.7-06] 원의 넓이에 근거한 서브 이미지 기반 CAPTCHA 시스템 효율 개선

- 정우근･조환규(부산대)
[P2.7-07]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오류가능성 및 보안취약점 비교분석 연구

- 이성민･오준석･최진영(고려대)
[P2.7-08]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TCA 및 MAC 프레임 구조 설계

- 이협건･이경화･원광호･신용태(숭실대)
[P2.7-09] Mashed Login Access Control System 설계 및 구현

- 한재일･NguyenHoanAn･임승용･정기용･김영만(국민대)
[P2.7-10] 검색 엔진 기반의 안티 피싱 기법 - 이민수･이형규･윤현수(KAIST)
[P2.7-11] 모바일 환경에서의 원격 파일접근을 위한 인증 시스템 설계

- 이윤호･김형주･전문석(숭실대)
[P2.7-12] Windows 상에서 소프트웨어 역공학 방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현

- 박영웅･장혜영･조성제(단국대)

P2.8 정보통신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8-01] 끊김 없는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적응적인 스트리밍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김형준･이성희･구자헌･오승준･정광수(광운대)
[P2.8-02] Long Polling을 지원하는 자바기반의 Push Engine 

- 박종은･권오진･이홍창･이명준(울산대)
[P2.8-03] 추가 노드 배포에 의한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수명 연장 - 김윤중･김태형(한양대)
[P2.8-04] TwitNet : 트위터 사용자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Cytoscape 플러그인 개발

- 박지혜･김보현･이명준･권영근(울산대)
[P2.8-06]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의미있는 데이터 합산 방법 - 서민호･김태형(한양대)
[P2.8-07] VANET환경에서 도로의 차량 밀도를 이용한 라우팅 기법 

- 유현･안상현･조권희(서울시립대)
[P2.8-08] u-Health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심전도 전송 기법

- 김봉찬･,김영환(KETI),홍지만(숭실대)
[P2.8-09] 데이터 중심 저장 환경에서 소실 데이터 보정 기법을 이용한 인-네트워크 질의 처리

- 이효준･박준호･성동욱･유재수(충북대)
[P2.8-10]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무선 손실률을 고려한 equation 기반의 멀티캐스트 기법

- 박수현･안홍범･홍진표(한국외대)
[P2.8-11] 모바일 RFID 프라이버시를 위한 프락시 시스템 설계 - 송민근･전문석(숭실대)
[P2.8-12] 센서 네트워크에서 최소 경계 다각형(MBP: Minimum Boundary Polygon)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군집 이벤트 탐지 기법 - 성동욱･권현호･유재수(충북대)
[P2.8-13] 역동적 이벤트 영역 탐색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분산 알고리즘 - 녀뚜안안･나현숙(숭실대)
[P2.8-14] 미래 인터넷 테스트베드에 대한 연구 - 권윤주(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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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15] VANET 환경에서 신뢰적인 에이전트 선출을 이용한 Safe-Tunneling Zone

- 오하나･김아란･신용태(숭실대)
[P2.8-16] DTN과 MANET이 혼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뢰성있는 메시지 전송 기법

- 박종권･이준･홍충선(경희대)
[P2.8-17] 사용자 요구에 의한 Dynamic Circuit Network 구현 및 검증

- 강형규(경희대), 송왕철(제주대), 홍충선(경희대)
[P2.8-18] 개방형 혼합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전력 멀티-홉 네트워크 프로토콜

- 강정훈･유준재･임호정･박용국･이민구･고원식･김동익(KETI)
[P2.8-19] 배관안전진단을 위한 임피던스 USN 노드 시스템 연구 - 권영민･이형수･윤홍구(KETI)
[P2.8-20] Smart Cold Chain을 위한 이동 컨테이너 관리 기법 연구 - 박진희(KETI), 김영찬(LS산전)
[P2.8-21] 스마트 탄소 미터링 시스템 하드웨어 개발 - 신준호･김진선･송병훈(KETI)
[P2.8-22] Beacon-enabled 센서네트워크에서의 beacon routing

- 안일엽･김재호･이상신･문연국･송민환･원광호(KETI)
[P2.8-23] 액체용기 부착을 위한 소형 플렉시블 특수태그 설계

- 윤정미(KETI), 지성환(홍익대), 이상학(KETI)
[P2.8-24]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첨단주택의 스마트 플러그 설계 및 구현

- 이민구･박용국･정경권･유준재･성하경(KETI)
[P2.8-25] MAF 값을 이용한 주행 연비 분석 - 이민구･박용국･정경권･유준재･성하경(KETI)
[P2.8-26] USN노드의 효율적 에너지획득에 관한 연구 및 설계 - 이형수･권영민･신준호(KETI)
[P2.8-27] USN 기반의 지능형 안전 교량 Pole 시스템 개발 - 정지은･김은지･송병훈(KETI)
[P2.8-28] 다분할 LED 백라이트를 이용한 LCD TV의  화질 왜곡 개선 및 전력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 정혜동(KETI,경희대), 최범석･서덕영(경희대)
[P2.8-29] 대기전력 지원 홈게이트웨이 시스템 개발 - 조수형･이상학･김대환(KETI)
[P2.8-30] USN기반의 스마트 플랜트안전 프레임워크 기술 - 최석원･송병훈･정지은(KETI)
[P2.8-31] 풍력터빈의 제어 - 함경선･김용호(KETI)
[P2.8-32]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계

- 정대교･이근철･오재영･한종훈･김윤기(KT)
[P2.8-33] 와이브로망 기반의 그룹 통신 단말 설계 및 구현 - 최유희･김형주･오문균(ETRI)
[P2.8-34] 단말을 활용한 실시간 IPTV 서비스 감시 방법 - 전재규･민경배･정병덕(KT)

P2.9 컴퓨터 그래픽스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9-01] Sketch기법을 이용한 Map Level에 따른 여행경로 시각화 방법

- 최준탁･최윤철(연세대)
[P2.9-02]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로터 동역학 데이터 가시화를 제어하는 가상현실 

프레임워크 - 허영주･김민아･이중연(KISTI)
[P2.9-03] 폰트 데이터 기반의 동양적 붓글씨 필적 생성 - 안정호･이인권(연세대)
[P2.9-04] 단일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수치지도를 이용한 3차원 영상 생성

- 박현주･신성식･권오봉(전북대)
[P2.9-05] VTK를 이용한 무릎 MRI의 3차원 가시화

- 이성철･최학남･홍성욱･너칫투준･김학일(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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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06] 3차원 GIS를 이용한 생태지도의 설계 및 구현

- 양수영･정인성･송길종(엘시스),유남현･김원중(순천대)

P2.10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10-01] 다중 특징을 이용한 견고한 손추적 및 인식 시스템

- 천성용･박신원･장호진･이찬수(영남대), 손명규･이상헌(DGIST)
[P2.10-02] SIFT 서술자를 이용한 오프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 특징 추출 기법 

- 박정국･김경중(세종대)
[P2.10-03] 온/오프라인 통합 문자 인식 시스템 - 이장길･김동현･조현태･박재화(중앙대)
[P2.10-04] 핵심-포즈 분포 기반 다중 시점에서의 휴먼 행동 인식 - 김선우･석흥일･이성환(고려대)
[P2.10-05] 비전 인식 기술을 이용한 아토피 진단 검사 시스템 개발 - 권순민･김정래･정인범(강원대)
[P2.10-06] 칼만 필터와 특징 정보를 이용한 손 움직임 추정 개선 - 서보경･이장희･유석인(서울대)
[P2.10-07] 양안시차와 깊이 정보를 이용한 애너그리프 영상 생성

- 목승준･정경부･김일목･최병욱(한양대)
[P2.10-08] SIFT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성능 실험 및 분석 - 어영정･박진홍･한탁돈･변혜란(연세대)
[P2.10-09] 기준 화면을 이용한 다시점 영상 부호화의 빠른 모드 결정 방법

- 정충현･신광무･정기동(부산대)

P2.11 컴퓨터시스템 II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11-01] u-홈 서비스 관리를 위한 이동형 커뮤니티 서비스 단말기 설계

- 장현웅･박창규･이정원･조위덕(아주대)
[P2.11-02] TCP/IP 소켓을 이용한 원격 측정 장치의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김선영･조환규(부산대)
[P2.11-03] 정보서비스 요구 지원 시스템 개발

- 한성근･김규석･신영호･김중백･박민우･김주영(과학기술정보연구원)
[P2.11-04] Xen credit 스케줄러에서의 동적 가중치 할당을 위한 성능 측정 방식 제안

- 이태훈･홍철호･유혁(고려대)
[P2.11-05] 경량 동적 코드 변환 기법의 설계 및 구현 - 김지홍･이동우･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P2.11-06] Testing을 위한 Simulink mdl파일의 파싱과 C# 자료구조

- 최용재･최경희･정기현(아주대)
[P2.11-07]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패턴을 고려한 적응적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관리 기법 - 정상원･이태훈･정기동(부산대)
[P2.11-08] 멀티코어 항공기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 - 구금서･전용기(경상대)
[P2.11-09] CRM 활성화를 위한 고객 멤버십 사이트 설계 및 구현 : C신문사 사례 중심으로

- 윤원진(고려대)
[P2.11-10] 상황인지 다중 워크플로우 처리기 - 정재훈･김범수･최종선･최재영(숭실대)
[P2.11-11] DMX512 프로토콜을 이용한 LED 무선 제어 시스템 설계

- 서복일･김재인･황부현(전남대)
[P2.11-12] 항만 환경의 음영지역 극복을 위한 동선 정보 기반의 측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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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우･손상현･최훈･백윤주(부산대)
[P2.11-13] 데이터 페이지를 고려한 실시간 멀티 태스크 환경에서의 페이지 교체정책

- 이두희･이창건(서울대)･김강희(숭실대)
[P2.11-14] 효율적인 ECO-Driving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

- 백지훈･이원곡･황해중･최진구･최종필(한국산업기술대학교)
[P2.11-15] 리눅스 I/O 스케줄러에 대한 SSD 성능 분석 - 박현찬･유혁(고려대)
[P2.11-16]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위한 미들웨어 구조 및 제어 메시지 설계 

- 이형수･김성조(중앙대)
[P2.11-17] 모바일 장치를 위한 미래 적응형 장치 인터페이싱 기술의 개발

- 권오철･김주성･이창건(서울대)
[P2.11-18] CPU 독립적인 리눅스 패키지의 설계 및 구현 - 남현우･김수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P2.11-19] 구조화된 예외 처리를 위한 continuation 구현 기법 - 김세원･김영필･유혁(고려대)

P2.12 프로그래밍 언어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12-01] OpenMP 프로그램을 위한 효율적 병행성 정보의 생성기법

- 하옥균･김선숙･전용기(경상대)
[P2.12-02] 자바스크립트 적시 컴파일러를 위한 생성 코드 재사용 - 오형석･문수묵(서울대)
[P2.12-03] LLVM의 해석기 가속을 위한 명령어 셋 디자인 - 정동헌･이석영･김재진･문수묵(서울대)
[P2.12-04] 힙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데이터 포인터 인코딩 - 김경태･표창우(홍익대)
[P2.12-05] 자율무인잠수정을 위한 임무 언어 개발

- 김방현･이필엽･심형원･전봉환･이판묵(한국해양연구원)
[P2.12-06] 가상 머신간 성능 비교 - 김재진･정동헌(서울대), 김수현(KIST), 문수묵(서울대)
[P2.12-07] 이벤트 구동 방식 프로그램을 위한 동적 테스트 도구의 설계

- 박지우･손윤식･오세만(동국대)

P2.13 HPC 7.1(목) 12:30-13:40 /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2층)

[P2.13-01] 그리드 기반의 가상 스크리닝 클라이언트(DrugScreenr-G) 설계 및 구현

- 이상도･이세훈･황순욱･김진철(KISTI)
[P2.13-02] 그리드 기반 대규모 신약후보물질탐색환경의 성능 개선

- 이세훈･황순욱(KISTI)
[P2.13-03] 원격 SGE(Sun Grid Engine) 연동을 위한 Ganga 플러그인 설계 및 구현

- 김한기･황순욱(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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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O1.1-03

김연어 O3.7-03

김영곤 P1.7-09

김영만 P2.7-09

김영필 P1.10-19

김용혁 P1.9-08

김용혁 P1.3-01

김용혁 P1.5-01

김용혁 P1.11-05

김용혁 P1.1-04

김우정 P1.8-17

김유신 P2.5-13

김유진 P1.11-04

김윤관 O3.7-01

김윤중 P2.8-03

김은상 O2.1-01

김일목 P2.4-03

김자원 O1.5-04

김재범 O1.7-01

김재진 P2.12-06

김정겸 P2.1-09

김정일 P1.3-11

김정한 O3.3-01

김정호 P2.3-03

김정훈 O1.8-02

김종면 P2.4-01

김주성 O1.8-04

김주호 P2.1-01

김주희 P1.4-05

김준환 P2.2-12

김지현 P1.10-07

김지호 O4.1-01

김지홍 P2.11-05

김진규 P1.3-14

김진일 O2.1-02

김진태 O1.1-02

김진혁 O1.7-04

김진현 O1.4-03

김창수 P2.2-05

김철홍 P1.10-05

김철홍 P1.10-04

김탁은 P1.1-15

김태현 O3.6-05

김태형 P1.8-08

김택헌 O3.6-01

김평 P1.1-18

김학인 P2.1-15

김한기 P2.13-03

김현수 P1.7-10

김현숙 P1.8-26

김현식 O2.2-02

김형일 O4.4-03

김형준 P2.8-01

김혜진 P1.5-06

김홍준 O3.4-03

김회창 P1.3-06

나소라 O1.6-03

나종채 O3.3-04

남병우 O4.1-05

남병철 P2.4-04

남세종 P1.2-01

남영진 P1.10-17

남진석 O2.2-06

남현우 P2.11-18

녀뚜안안 P2.8-13

레게세제루바

O1.5-01

류동성 O1.5-09

마건일 P2.7-05

목승준 P2.10-07

문경진 O4.3-02

문성천 P2.5-05

문재원 P1.5-10

뮤잠멜 P1.9-03

민영근 P1.6-10

박경민 P1.1-05

박근혜 O3.6-04

박대명 P1.6-06

박대명 P1.7-13

박도현 P1.10-20

박명곤 P1.8-20

박민욱 P1.9-09

박병주 P2.1-21

박상현 O1.5-05

박석인 P1.8-25

박선영 P2.3-01

박선화 P1.5-04

박성은 P2.1-06

박수현 P2.8-10

박영민 O3.6-02

박영욱 O3.5-04

박영웅 P2.7-12

박용훈 P2.1-19

박은철 O3.4-06

박자람 P1.9-01

박재완 P1.5-07

박재용 O1.7-03

박정국 P2.10-02

박정수 O1.8-03

박정흠 P1.11-01

박종권 P2.8-16

박종수 O4.4-02

박종은 P2.8-02

박종훈 P1.7-07

박준수 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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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P2.12-07

박지혜 P2.8-04

박진희 P2.8-20

박태성 P2.7-02

박해윤 P2.2-10

박현수 P1.6-05

박현주 P2.9-04

박현찬 P2.11-15

배동희 P1.5-03

배주호 O1.3-06

백승규 P2.11-14

백정아 P1.9-05

백종범 O2.2-03

봉성용 P2.5-03

서광익 P1.3-07

서대희 P1.7-01

서동민 O4.4-01

서명배 P2.2-15

서민호 P2.8-06

서보경 P2.10-06

서복일 P2.11-11

서인식 O2.2-01

서화정 O1.6-04

석미희 P2.2-13

석흥일 P2.10-04

석흥일 P2.4-06

성동욱 O2.4-06

성동혁 P2.2-01

손동환 P1.8-15

손민제 O2.2-05

손완빈 O2.1-03

손의성 O3.6-09

손종수 P1.6-03

손현승 O4.2-02

송대현 O3.6-07

송명진 P2.1-12

송민근 P2.8-11

송상일 P1.4-04

송성렬 O2.2-04

송성렬 O3.6-06

송예슬 O1.1-04

송우상 O2.5-02

송원용 P1.1-12

송종석 O1.4-06

송종수 O1.3-02

신나라 P1.9-10

신동민 P1.2-02

신동훈 P1.7-11

신동훈 O1.7-02

신동휘 P1.7-12

신영호 P2.7-01

신용준 P1.9-04

신인경 P2.2-03

신재완 O1.8-06

신준호 P2.8-21

신형기 P1.1-16

심진욱 P1.5-09

안규성 P2.7-04

안부영 P2.6-01

안부영 P1.1-03

안선일 P1.8-02

안성빈 BP2

안성원 P1.6-12

안성원 O3.2-06

안일엽 P2.8-22

안정은 P2.1-20

안정호 P2.9-03

안홍범 P1.8-07

알람히즈불

P2.1-05

양수영 P2.9-06

양시현 P1.6-11

양원석 P1.8-18

양유석 P1.10-12

양진혁 P2.1-07

양희문 O4.2-05

어영정 P2.10-08

엄태양 O2.3-01

엄현철 O3.4-01

오근현 P2.4-05

오정삼 P2.6-02

오종수 O1.4-05

오준석 P1.3-15

오준환 P1.8-33

오진영 P2.3-05

오철 O3.3-06

오하나 P2.8-15

오형석 P2.12-02

온진호 P1.3-03

우수정 P1.3-04

위경수 O1.8-07

유승학 O4.1-06

유시환 P1.11-03

유재준 P1.8-01

유정수 O4.3-06

유  현 P2.8-07

윤경로 P2.1-13

윤광열 P2.2-11

윤두밈 P2.5-11

윤  민 O1.6-01

윤여정 P1.7-14

윤웅창 P2.5-01

윤원진 P2.11-09

윤재민 P2.5-12

윤정미 P2.8-23

윤종관 P1.10-03

윤종원 O1.5-07

윤태진 P1.4-06

이  강 P1.10-14

이강민 P2.2-02

이광조 P1.5-08

이동아 O3.3-03

이동주 O2.5-01

이동현 P2.2-06

이동호 P1.8-30

이동훈 O1.3-01

이두희 P2.11-13

이미경 P1.1-06

이미연 P1.6-02

이민구 P2.8-25

이민구 P2.8-24

이민수 P2.7-10

이상도 P2.13-01

이상준 O4.4-06

이상준 BP4

이상준 O3.6-08

이상준 P2.1-22

이상준 P2.1-04

이상훈 O3.2-08

이석훈 P1.6-13

이성민 P2.7-07

이성수 O1.5-08

이성원 O3.7-04

이성철 P2.9-05

이성희 O3.2-02

이세훈 P2.13-02

이수안 O3.5-03

이승민 P1.10-01

이승현 P1.6-01

이승훈 P1.5-05

이신형 P1.8-27

이영준 P1.8-28

이용훈 P2.3-06

이우기 O2.3-04

이윤규 O3.3-07

이윤호 P2.7-11

이장길 P2.10-03

이정송 P2.3-02

이정욱 O2.4-03

이정환 P1.8-34

이정훈 P1.6-09

이주환 P1.10-16

이지언 P1.9-07

이지훈 P1.2-07

이지희 O4.1-03

이진주 O1.3-05

이진호 P2.2-16

이찬수 P2.10-01

이철우 O3.7-02

이철희 P1.7-03

이충희 O1.4-01

이치영 P1.10-15

이태규 P1.8-19

이태진 P1.7-06

이태호 P1.8-04

이태훈 P2.11-04

이태훈 P1.6-08

이  택 O1.2-01

이  하 O3.5-02

이현민 O4.2-06

이현석 P1.8-13

이현정 P2.7-03

이현주 P1.2-06

이협건 P2.7-08

이형수 P2.8-26

이형수 P2.11-16

이호석 P1.4-01

이호성 P1.8-21

이호중 O4.2-03

이효준 P2.8-09

인주호 P2.1-03

임동현 P1.6-04

임동현 O1.4-04

임성수 P2.5-10

임승호 O1.8-05

임종범 O4.3-01

임종태 O1.3-04

장수민 B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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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O4.1-02

장재영 P1.1-11

장준혁 P1.8-29

장해붕 O3.5-05

장현웅 P2.11-01

장형근 P1.8-09

전수빈 P2.6-04

전승우 P2.1-18

전재규 P2.8-34

전주현 O1.2-04

전진태 P1.1-19

전혁수 P1.6-07

정강수 O1.3-03

정광현 O1.7-05

정금택 P2.2-09

정대교 P2.8-32

정동헌 P2.12-03

정상원 P2.11-07

정승주 P2.1-16

정영진 P1.1-02

정용규 P2.5-08

정우근 P2.7-06

정윤혜 P1.10-18

정재우 O3.4-04

정재훈 P2.11-10

정지은 P2.8-27

정진만 O4.3-04

정창화 P1.7-05

정창후 P1.2-08

정충현 P2.10-09

정태민 P2.5-09

정하용 P2.5-07

정헌영 P2.3-04

정혜동 P2.8-28

정혜진 P1.1-09

정혜진 P1.1-08

조나연 P1.10-10

조보호 O1.5-06

조봉래 O4.1-04

조성호 P1.8-14

조수형 P1.10-02

조수형 P2.8-29

조영준 P1.8-06

조용곤 P1.5-02

조용균 P2.6-06

조운형 O3.5-06

조정욱 O1.8-08

조현태 P1.8-32

조혜영 O3.1-01

주철화 P1.1-13

주태우 P1.7-04

진영우 P2.11-12

진현욱 O3.4-07

진현욱 O4.3-05

진현욱 O3.1-02

차원영 O3.6-03

최광원 P1.2-05

최락현 P1.8-03

최  민 P1.10-09

최병기 P1.3-09

최상민 O4.4-04

최석원 P2.8-30

최선화 P2.5-02

최용재 P2.11-06

최유희 P2.8-33

최은만 P1.3-12

최재형 P1.10-06

최재훈 P2.4-02

최정식 O3.1-03

최준탁 P2.9-01

최진욱 P1.8-10

최학남 P1.9-02

최한웅 P2.6-05

최희석 P2.1-10

타미나카니즈

P1.8-12

팽소호 O1.5-03

하민근 O2.4-01

하병민 O1.8-01

하정우 O1.4-02

하종우 O3.5-01

한기태 O2.2-07

한민규 O1.7-06

한민기 O2.3-03

한병엽 P2.1-14

한성근 P2.11-03

한재성 P1.7-02

한재화 O4.3-07

한정석 O3.2-05

한종대 O4.2-04

한희준 P1.3-02

함경선 P2.8-31

허병문 P2.1-08

허선동 P1.7-15

허영주 P2.9-02

허종오 P1.7-08

허태상 P1.8-05

홍기섭 O2.4-02

홍나영 O3.3-05

홍석일 O3.4-05

홍성용 P2.6-07

홍성용 O1.2-02

홍철호 O3.4-08

홍현기 P1.1-07

황구연 O1.6-02

황명권 P1.1-01

황병현 O4.3-08

황윤영 P2.1-11

황윤호 P1.11-02

황인범 O2.5-03

황주원 B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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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5월 27일-6월 16일          ◈ 현장등록 : 6월 30일-7월 2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동일) 비회원

사전등록 70,000 150,000 200,000

현장등록 90,000 170,000 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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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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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2010 등록시 KCC 2010 미등록시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S1.1

국산DB 
솔루션 

경쟁력과 
대학활용

사전 30,000 50,000 60,000 40,000 60,000 100,000 110,000 70,000

현장 40,000 60,000 70,000 50,000 70,000 110,000 120,000 80,000

S1.1 GPU워크샵
사전 10,000 20,000 30,000 20,000 20,000 30,000 40,000 30,000

현장 20,000 30,000 40,000 30,000 30,000 40,000 50,000 40,000

S2.1
ILVB-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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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정보통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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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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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2 UCTA2010
사전 30,000 50,000 60,000 40,000 60,000 80,000 90,000 70,000

현장 40,000 60,000 7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80,000

 

◉ 기타안내

• 학회 사무국 : T.1588-2728  F.02-521-1352
                E-mail :kiise@kiise.or.kr      http://www.ki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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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숙박

 약도 : 제주국제공항, 제주그랜드호텔외 Sub Hotel, 제주대학교

 약도 :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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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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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번, 한라대방면 

500번 이용 → 신제주

제원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 한라산 방향으로

약 2분 도보로 이동

셔틀버스 공항 ~ 호텔 사전 예약시 운행 10분 무료
공항 7번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탑승

택시 공항 ~ 호텔 10분 약 3,500 원

▶ 제주대<->제주그랜드호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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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그랜드호텔<->제주대학교 : 택시 → 소요시간 약 15분, 소요금액 약 1만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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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박

▣ Main Hotel : 제주그랜드호텔(www.grand.co.kr)

* 아래 요금은 1박 기준이며, KCC 2010 참가자께서는 행사기간 중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 예약 및 문의 : 호텔 064-747-5000, 골프장 064-747-5100, 서울영업소 02-2278-2100

Type 투숙인원 정상가 학회요금 기타

Standard Room 2인 1실 191,120 100,000 3인 1실(온돌 등) 및 

주말(금,토) 3만원 추가Superior Room 3인 1실 278,300 120,000

▣ Sub Hotel

* 예약 및 문의 : 보람21C트레블 02-2248-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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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팔레스호텔 트윈(2인조식포함) 60,000 064-753-8811 제주시 삼도2동 1192-18

금호훼미리관광호텔 트윈(2인조식포함) 55,000 064-745-2020 제주시 연동 261-37

오리엔탈호텔 트윈(조식미포함) 95,000 064-752-0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197번지

아모렉스펜션

12평형원룸형 75,000

064-711-0125 제주시 도두1동1724-218평형원룸형 85,000

24평형 95,000

노벨리조트펜션
15평형원룸형 60,000

064-713-6181
제주도 제주시 이호1동 

325-3번지23평형투룸형 110,000

 항공 및 렌트
* 예약 및 문의 : 보람21C트레블 02-2248-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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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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로서 보물 제322호입니다. 관덕정은 1448년 안무사 신숙청이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하였

습니다. ‘관덕’이란 명칭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라는 뜻이며.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

받기 위하여 명칭을 지었던 것입니다. 관덕정의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작자 미상이나. 상당히 격조 높

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보의 취과양주귤만헌. 상산사호. 적벽대첩도. 대수렵도. 진중서성탄금

도. 홍문연. 십장생도 등입니다.

2. 관음사

주 소 : 제주시 아라동 / 연락처 : 064-755-6830 / 관람시간 : 1시간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고대에는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어우러져서 제주 특유의 섬문화해양문화를 형성

하였을 것이다. 제주도에 불교가 유입 된 시기는 제주도가 한반도에 귀속되기전인 탐라국 시대였을 가능성이 높

다. 관음사는 고려시대 이전. 탐라국시대의 절이라고 구전되고 있으나 명확하지는 아니하며 예로부터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고찰인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1700년대 초에 유교국시의 방침에 따라 당시 제주 관아에서 모든 사

찰을 폐쇄 할때 철거되거나 소실된 듯하다. 1900년대 초에 비구니 안봉려관 스님에 의하여 현재 위치에 관음사

를 중창함으로써 제주불교 부흥의 근본도량이 되었다.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관음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적인 명소. 성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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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는 한반도 남단의 가장 큰 섬으로서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성숙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오키나와 등을 잇는 동북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렇게 형성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전개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시는 제주의 여러 유적

에서 출토된 유물과 여러지역에서 수집해 온 역사적 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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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탐라군(耽羅郡)의 중심지역이었고, 조선시대에는 대

촌현(大村縣)으로 제주목의 중심지였던 곳. 탐라국 시대에는 성주청(星主廳). 고려후기 원(元)의 지배하에서는 탐

라총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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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5. 별도봉

주 소 : 제주시 화북1동

화산 쇄설성 퇴적암과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벼랑 밑 해안단에는 고래굴과 애기업은돌이라 불리우는 기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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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책로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봉을 감아도는 해발 136m의 해안 절벽을 끼고 단장해 놓은 산

책로를 장수로라 하는데. 이곳에선 높은 봉우리와 제주항 입출항 선박 및 푸른바다 등 해안절경 조망이 가능합니

다. 연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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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면 북쪽으로 망망한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남쪽으로 웅장한 한라산이 바라다 보이며. 특히 저녁 붉은노을이 

온 바다를 물들이는 광경은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꼽힙니다. 전체적으로 해송이 조림되어 숲을 이루고 있

으며. 오름 전체가 제주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사라봉공원)으로 조성되어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야외시설이 설치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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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7. 산천단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한라산신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는 산천단은 한 여름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16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곰솔이 있는데 무려 키가 19m에서 23m정도이며. 수령

이 500에서 600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숲 터널을 지나면 

솔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로 솟아오르다 가지를 늘어뜨린 곰솔 나무 아래의 이끼먹은 제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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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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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증･피부염･감기예방･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사람들로 붐빕니다. 해변에서 솟는 차가운 용천수가 있

어 모래찜질로 뜨겁게 달궈진 몸을 식힐 수도 있습니다.

10. 신비의 도로

주 소 : 제주시 노형동 / 연락처 : 064-750-7544

자동차가 오르막을 거꾸로 올라가는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도로’가 위치한 곳은 제주시내에서 서귀포로 향하

는 1100도로와 이곳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이어진 산록도로 두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착시현상에 의

한 것이지만 두 곳에 가보면 환호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신비의 도로를 우회시켜서 도깨비도로의 신기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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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산공원

주 소 : 제주시 일도2동 / 연락처 : 064-750-7512

신산공원은 올림픽 성화의 국내도착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 88 서울 올림픽 상징 공원이며, 현재는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문예회관과 민속관광타운. 자연사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12. 용두암

주 소 : 제주시 용담1동 / 연락처 : 064-710-6594

대표적인 제주의 자연관광지로 용암 분출 당시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진 용두암은 높이 30m, 길이 10m에 이르

는 거대한 기암형석으로 가히 바다에서 솟구쳐 하늘을 향하는 모양이 그럴 듯하게 장관을 연출합니다.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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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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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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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목

원, 화목원, 죽림원, 초본원, 수생식물원 등과 온실, 양묘전시포, 산림욕장, 시청각실 및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편

익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어 간단한 소풍이나 자연학습지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별도의 요금이 

없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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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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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람일지라도 종종 길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제비동산을 지나 만세동산을 거쳐 윗세오름에 다다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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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

들이 절경의 용연에서 낚시배를 띄워 한가로움을 즐기거나. 풍류를 노래하는 묵객들이 여름 밤에 여유로운 시흥

을 열었던 곳으로 조선시대까지 해마다 7월 16일이면 관내 목사나 판관들이 지역 선비들과 한데 모여 시연회를 

베풀던 모습은 ‘용연야범’이라 합니다. 굽어진 채 흐르는 물줄기는 영주 12경에 꼽을 정도로 빼어나며 해마다 5

월이면 ‘용연야범재현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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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호텔 주변 맛집

▼ 삼성혈 해물탕 
   살아 있는 해물만을 이용하는 해물탕 전문점입니다. 원래는 삼성혈에 있어서, 삼성혈 해물탕이라고 이  
   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제주로 이사와서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 집의 해  
   물탕의 특징은 신선함과 푸짐함에 있는데요, 해물의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해 조미료는 일절 넣지 않  
   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다소 국물이 싱거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물에서 시원한 국물이 우  
   러나와 해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45 / 전화번호: 064-745-3000
   인기메뉴 : 해물탕 小 40,000원 中 50,000원 大 60,000원

 ▼ 물항식당 
    제주도를 대표하는 생선, 갈치전문점. 갈치회, 갈치구이, 갈치조림, 갈치국까지 다양한 갈치요리들을   
    맛 볼 수 있습니다. 갈치는 급한 성질로 인해 잡는 즉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좀처럼 회로는 먹을  
    수 없는 생선이니만큼, 회가 아주 싱싱하다고 하네요. 물항식당은 탑동과 노형동, 두 곳에 위치해 있  
    습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17-7 / 전화번호: 064-753-2731 
    인기메뉴 : 갈치회 30,000원, 갈치조림 35,000원

 ▼ 올레국수
    제주도 토속 음식 중에 여행객들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메뉴가 아마도 이 고기국수가 아닐까 싶네

요. 고기국수는 돼지 고기를 넣고 끓여 만든 국수로, 부산의 돼지국밥, 일본의 돈코츠 라멘과 많이 닮
아 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돼지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그 맛이 진국이라고 하네요. 메뉴는 
고기국수, 시원한 멸치국수, 매콤새콤한 비빔국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콩국수와 냉국수도 판매합
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61-16 / 전화번호:064-742-7355 
    인기메뉴 : 고기국수 5,000원, 멸치국수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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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춘식당
   4대째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제주도의 향토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진짜 제주도의 맛을 내는 음 
   식점이라고 하네요.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갈치국, 성게국 골고루 인기가 있습니다.
   주소:제주도 제주시 연동 281-6 / 전화번호:064-742-8556   
   인기메뉴 : 성게국정식 8,000원, 갈치조림 小 20,000원 

▼ 선우영
   제주도 향토 음식을 팔고 있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싱싱한 깻잎을 가득 넣어 향긋한 고등어와 갈치조  
   림. 여타 식당에 비해 깔끔한 맛과 청결한 실내가 만족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291-16 / 전화번호:064-748-8114 
   인기메뉴 : 고등어조림(소) 15,000원, 갈치조림(소) 22,000원 

▼ 앞뱅디 식당
   제주 도청 뒷편,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허름한 앞뱅디 식당은 제주도 향토음식인 각재기(전갱이)  
   와 멜(멸치) 전문 식당입니다. '뱅디'는 제주도 방언으로 '넓은 들'을 의미하지요. 칼칼하고 시원한      
   맛의 맑은 각재기국과 멜국은 이곳의 대표 메뉴. 국과 함께 나오는 소박한 밑반찬은 주메뉴만큼이나   
   맛이 좋아 관광객보다는 제주도민들에게 더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주소:제주도 제주시 연동 314-90 / 전화번호:064-744-7942 
   예산 : 10,000원 이하    인기메뉴 : 각재기국 5,000원, 멜국 5,000원

▼ 해오름식당
   농장 직영으로 다양한 흑돼지 요리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살이 푸짐하게 붙어 있는 통갈비와 항정살,  
   호박, 피망 등이 꿰어 있는 모둠 꼬치가 특히 인기. 좁착뼈국이라 불리는 진한 뼈국탕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고 하네요.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047-2 / 전화번호:064-744-0367 
   인기메뉴 : 모듬꼬치(1kg) 50,000원, 통갈비(1인분-500g) 15,000원, 접짝뼈국 5,000원

▼ 시골길
   17년간 낙지볶음 전문식당으로 한우물만 파온 시골길은 제주에서 줄서서 식사를 해야하는 몇 안되는  
   식당중 하나입니다. 매콤한 소스와 소면으로 잘 버무려진 낙지와 식당 전체에 퍼진 냄새의 주인공인   
   구수한 청국장은 밥 한그릇을 금세 비우게 하지요. 한접시에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인기요인  
   중 하나. 신제주에 위치한 시골길 주변은 낙지골목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2-36 / 전화번호:064-743-1196

▼ 황금어장
   제주 향토 음식들을 다루지만 갈치 요리로 특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매일 새벽에 공수해오는 갈치로   
   회, 국, 조림 등을 조리해 내놓고 있지요. 밑반찬으로 나오는 자리조림, 흑돼지 돔베구이, 자리 젓갈도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4-114 / 전화번호:064-748-8989 
   인기메뉴 : 갈치국 8,000원, 갈치조림小 30,000원, 中 40,000원, (特) 50,000원

▼ 어장군
   제주 앞바다에서 잡히는 갈치와 고등어로 만든 조림 요리가 특히 인기인 식당입니다. 이전 후 한결 깔  
   끔하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일반 조림보다는 양념 국물이 많은 편으로, 조리  
   시 골고루 배도록 물을 두 배로 하여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소:제주도 제주시 연동 290-48 / 전화번호:064-744-2258 
   인기메뉴:고등어조림 小 18,000원, 大 25,000원, 성게미역국 8,000원

▼ 모이세
   전국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는 해장국집. 제주도에만 5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점  
   이 가장 맛있다는 평입니다. 메뉴는 들어간 재료에 따라, 소고기, 선지, 콩나물, 순두부, 야채 해장국으  
   로 나뉘는데, 소고기해장국이 대표메뉴이지요. 보글보글 끓은 해장국이 나오면 식탁에 있는 생계란을  
   두 개정도 넣고 풀어 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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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34 / 전화번호:064-746-5128  
   인기메뉴 : 소고기해장국 4,500원, 콩나물해장국 4,500원

▼ 황가네제주뚝배기
   깔끔한 맛의 해물 뚝배기가 인상적인 곳. 다른 재료는 일절 넣지 않고, 오분자기, 조개, 새우로만 맛을  
   내는 것이 깔끔한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성게국도 인기메뉴지요. 운이 좋으면, 주인 아저씨가 직접  
   따온 한라산 고사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61-26 / 전화번호:064-713-8887
   인기메뉴 : 해물뚝배기 小 9,000원, 성게국 10,000원

▼ 용꿈돼지꿈
    저렴하고 푸짐하게 제주도식 한정식을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메뉴는 용꿈 해물정식과 돼지꿈 돔베  
    정식 두 가지.해물을 좋아한다면 용꿈 정식을, 고기를 좋아한다면 돼지꿈 정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  
    주도에서 선정한 친절우수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40-7 / 전화번호:064-711-9911 
    인기메뉴 : 용꿈정식(해물정식) 10,000원, 돼지꿈정식(훈제돼지고기정식)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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