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2011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9일 (수), 경주교육문화회관

► 등록 : 본관 2층 로비(12:00~17:00)

장소 거문고A 거문고B 거문고C 가야금A 가야금B 가야금C 가야금D 향비파A 장미홀

층 2 2 2 2 2 2 2 2 1

13:00-13:20

S1.1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용
모바일
GPU

워크샵

O1.1
모바일
응용 

및시스템
I

O1.3
인공지능

I
T1

SnuCL: 
An OpenCL
Framework
and Unified

Programming 
Model for

Heterogene
ous

CPU/GPU 
-이재진
(서울대)

O1.2
데이타
베이스

I

O1.4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I

O1.5
컴퓨터
시스템

I

　
13:20-13:40 　
13:40-14:00 　
14:00-14:20

S1.2
정보통신
워크샵

S1.3
자연어
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동향
워크샵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O2.1
모바일
응용

및시스템
II

W1 패널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기술적
이슈

　

O2.2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II

O2.3
컴퓨터
시스템

II

15:40-16:00 　
16:00-16:20 　

Closed
Meeting

　

16:20-16:40 　
16:4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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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휴게실 : 향비파 B(2층)

▹TTA 차세대UI 산업표준화 위원회 4차 정기회의 및 워크숍 : 16:00~17:30, 가야금B



KCC2011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30일 (목), 경주교육문화회관

► 등록 : 본관 2층 로비(8:20~17:00) 

장소 거문고A 거문고B 거문고C 가야금A 가야금B 가야금C 가야금D 장미홀
층 2 2 2 2 2 2 2 1

09:00-09:20

O3.1
인공지능

II

Poster 1

S4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움직이는
표준화
기술

워크샵

T2.1
Android
에서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박상원
(한국외대)

T2.2
OpenSSD
플랫폼을

통한
SSD의 이해

-김진수,
이상원

(성균관대)

　O3.2
정보통신

I

O3.3
컴퓨터
시스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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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3
Virtualization
Technologies

for Cloud
Computing

-유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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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2
11:40-12:00 　 　 　
12:00-12:30 　 　 　 　
12:20-12:40 　 　 　 　 　 　
12:40-13:00 　 　 　 　 　 　 　
13:00-13:20 W3 패널

CT, 융합
교육과

융합연구,
그리고

융합산업
으로서의
가능성

　
T3.1

제어시스템
보안

-임종인
(고려대)

T3.2
LinkedData

: 
시맨틱웹의
구현방법
-한성국
(원광대)

O4.1
데이타
베이스

II

O4.2
바이오

정보기술
O4.3

언어공학

13:20-13:40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W4초청강연

정광수(광운대)
류경동(IBM)

　 　
15:40-16:00 　 　
16:00-16:20 　 　
16:20-16:40

개회식
　 　

16:40-17:00 　 　
17:00-17:20 　 　
17:20-17:40 W5기조연설

이준호(NHN)
　 　

17:40-18:00 　 　
18:00-18:20 　 　 　
18:20-18:40 　 　 뱅킷

*뱅킷스피치
이각범
위원장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참가자 중식 : 서라벌-단체식당(1층)

▹임원 휴게실 : 향비파 B(2층)

▹LG전자 AE연구소 BMS분야 채용설명회 : 향비파 A(2층)



KCC2011 프로그램 일정표

◘ 7월 1일 (금), 경주교육문화회관

► 등록 : 본관 2층 로비(8:20~16:00)

장소 거문고A 거문고B 거문고C 가야금A 가야금B 가야금C 가야금D 향비파A 장미홀
층 2 2 2 2 2 2 2 2 1

09:00-09:20 　 　 　

W6
u-Health

care
워크샵

　

O5.1
데이타
베이스

III

O5.2
소프트웨어

공학
I

O5.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O5.4
정보통신

II

09:20-09:30 　 　
09:30-10:00

Poster3
데모시연

S2
컴퓨터지능
심포지엄

　
10:00-10:20 T4

Social
Media

Analytics
and Data 
Intelligen

ce
-이경일

(솔트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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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S3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기술

워크샵

　
T5

라이프케어
지원 휴먼
행위인지

기술
-김태성
(경희대)

O6.5
컴퓨터

그래픽스

O6.1
정보
보호

O6.2
소프트웨어

공학
II

O6.3
국방SW

O6.4
정보통신

III

13:2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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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17:40 　 　 　 　 　 　 　 　
17:40-18:00 　 　 　 　 　 　 　 　

▹참가자 중식 : 서라벌-단체식당(1층)

▹임원 휴게실 : 향비파 B(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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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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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에 대한 8개의 튜토리얼과 NHN 이준호 COO의 기조연설, 광운

대 정광수 교수와 IBM 류경동 박사의 초창강연 등 국내 저명 인사들의 유익하고 알찬 강

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성과를 소개하는 510여편의 논문 발표와 데모세션이 

있으며, 워크샵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움직이는 표준화 기술, u-Healthcare, 정보통신, 

스마트 폰/스마트 패드용 모바일 GPU,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동향, 클라우드 컴퓨

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기술, 컴퓨터지능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며, 소셜미

디어의 사회적, 기술적 이슈에 대한 패널, CT, 융합교육과 융합연구, 그리고 융합산업으로

서의 가능성에 대한 패널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연구 개발 현황과 최신 학문을 접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11년 6월

2011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11

                      대    회    장   이 윤 준 (한국정보과학회장)

                      조 직 위 원 장   최 진 영 (고려대학교), 변 정 용 (동국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홍 충 선 (경희대학교), 박 세 영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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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주 교수(KAIST)
김민구 교수(아주대학교)
김병창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상범 박사(SK텔레콤)
김상진 교수(한국기술교대)
김상철 교수(국민대학교)
김성필 교수(고려대학교)
김수동 교수(숭실대학교)
김수환 교수(부산외국어대)
김승천 교수(한성대학교)
김영식 교수(조선대학교)
김영철 교수(전남대학교)
김유섭 교수(한림대학교)
김유성 교수(인하대학교)
김윤희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김응모 교수(성균관대학교)
김익재 박사(KIST)
김인중 교수(한동대학교)
김인철 교수(경기대학교)
김일곤 교수(경북대학교)
김재훈 교수(부산외국어대)
김정아 교수(관동대학교)

김정태 교수(목원대학교)
김정현 교수(고려대학교)
김종덕 교수(부산대학교)
김준태 교수(동국대학교)
김준호 교수(동의대학교)
김진수 교수(성균관대학교)
김태석 교수(광운대학교)
김태영 교수(서경대학교)
김태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판구 교수(조선대학교)
김한일 교수(제주대학교)
김항찬 박사(삼성전자)
김혁만 교수(국민대학교)
김형석 교수(서울대학교)
김형신 교수(충남대학교)
김호원 교수(부산대학교)
김환구 교수(호서대학교)
나중찬 박사(ETRI)
나중채 교수(세종대학교)
남범석 교수(UNIST)
남양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남택진 교수(KAIST)
낭종호 교수(서강대학교)
노삼혁 교수(홍익대학교)
노상욱 교수(가톨릭대학교)

대회 조직

대  회  장

 ■ 대 회 장 이윤준 교수(KAIST,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최진영 교수(고려대학교) 변정용 교수(동국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대회 조직

4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대회 조직

노웅기 교수(안양대학교)
노종혁 박사(ETRI)
도경구 교수(한양대학교)
류광렬 교수(부산대학교)
류석영 교수(KAIST)
류연승 교수(명지대학교)
류재철 교수(충남대학교)
류제하 교수(광주과학기술원)
민미경 교수(서경대학교)
박경주 교수(중앙대학교)
박근덕 교수(호서대학교)
박동규 교수(순천향대학교)
박문주 교수(인천대학교)
박민규 교수(건국대학교)
박상철 교수(전남대학교)
박상훈 교수(동국대학교)
박성배 교수(경북대학교)
박성우 교수(POSTECH)
박소영 교수(상명대학교)
박수진 교수(서강대학교)
박영택 교수(숭실대학교)
박용범 교수(단국대학교)
박재성 교수(수원대학교)
박정선 교수(전남대학교)
박정흠 교수(가톨릭대학교)
박정희 교수(충남대학교)
박종일 교수(한양대학교)
박찬진 박사(LG전자)
박태순 교수(세종대학교)
박혜영 교수(경북대학교)
박희진 교수(한양대학교)
반효경 교수(서울대학교)
백상헌 교수(고려대학교)
백은옥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백종문 교수(KAIST)
서동수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서용덕 교수(서강대학교)
서의성 교수(UNIST)
서진석 교수(동의대학교)
서효중 교수(가톨릭대학교)
성민영 교수(상명대학교)
성수학 교수(배재대학교)
손화정 박사(삼성)
송민석 교수(인하대학교)
송왕철 교수(제주대학교)
송준화 교수(KAIST)
송하윤 교수(홍익대학교)
신규상 박사(ETRI)
신동군 교수(성균관대학교)
신병석 교수(인하대학교)
신봉기 교수(부경대학교)
신상욱 교수(부경대학교)
신수용 박사(삼성SDS)
신영길 교수(서울대학교)
신영숙 교수(조선대학교)
신인식 교수(KAIST)

신일훈 교수(서울산업대학교)
신찬수 교수(한국외국어대)
신효섭 교수(건국대학교)
안상철 박사(KIST)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안의재 박사(에스에이티)
안희갑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양웅연 박사(ETRI)
양정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양지훈 교수(서강대학교)
양희덕 교수(조선대학교)
염근혁 교수(부산대학교)
오경수 교수(숭실대학교)
오상윤 교수(아주대학교)
오성회 교수(서울대학교)
오일석 교수(전북대학교)
오재원 교수(가톨릭대학교)
원유집 교수(한양대학교)
유관희 교수(충북대학교)
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유수영 박사(분당서울대병원)
유영환 교수(부산대학교)
유준범 교수(건국대학교)
유환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윤명근 교수(국민대학교)
윤보현 교수(목원대학교)
윤성로 교수(고려대학교)
윤현수 교수(KAIST)
윤회진 교수(협성대학교)
윤효석 교수(광주과학기술원)
이  건 박사(ETRI)
이경미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이경순 교수(전북대학교)
이관우 교수(한성대학교)
이규웅 교수(상지대학교)
이규철 교수(충남대학교)
이근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이긍해 교수(한국항공대학교)
이도헌 교수(KAIST)
이도훈 교수(부산대학교)
이동영 박사(LG전자)
이동희 교수(서울시립대)
이명은 교수(전남대학교)
이명호 교수(명지대학교)
이미영 박사(ETRI)
이미정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민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병걸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이병기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상곤 교수(전주대학교)
이상국 교수(카톨릭대학교)
이상근 교수(고려대학교)
이상웅 교수(조선대학교)
이상환 교수(국민대학교)
이성기 교수(경북대학교)

이성원 교수(경희대학교)
이세영 박사(NIPA)
이수원 교수(숭실대학교)
이  슬 교수(퍼듀대학교)
이영구 교수(경희대학교)
이영호 교수(목포대학교)
이옥연 교수(국민대학교)
이우기 교수(인하대학교)
이은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은영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이임영 교수(순천향대학교)
이재영 박사(삼성SDS)
이재하 교수(건국대학교)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정원 교수(아주대학교)
이정현 교수(숭실대학교)
이종원 교수(서울대학교)
이주홍 교수(인하대학교)
이지형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찬근 교수(중앙대학교)
이창건 교수(서울대학교)
이창기 박사(ETRI)
이창우 교수(군산대학교)
이창환 교수(동국대학교)
이춘화 교수(한양대학교)
이칠우 교수(전남대학교)
이한구 교수(건국대학교)
이형근 교수(광운대학교)
이형묵 교수(GIST)
임성수 교수(국민대학교)
임유진 교수(수원대학교)
임은진 교수(국민대학교)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장세이 박사(삼성전자)
장재우 교수(전북대학교)
전경구 교수(인천대학교)
전문구 교수(광주과학기술원)
전성찬 교수(광주과학기술원)
정교일 박사(ETRI)
정석원 교수(목포대학교)
정성우 교수(고려대학교)
정성호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성환 교수(창원대학교)
정순기 교수(경북대학교)
정용규 교수(을지대학교)
정임영 교수(서울대학교)
정창성 교수(고려대학교)
정한민 박사(KISTI)
정해덕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조동식 박사(ETRI)
조성배 교수(연세대학교)
조성정 박사(Google)
조은숙 교수(서일대학)
조인숙 교수(인하대학교)
진승헌 박사(ETRI)
진현욱 교수(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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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옥 교수(한성대학교)
차정원 교수(창원대학교)
창병모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채흥석 교수(부산대학교)
최광훈 교수(연세대학교)
최대선 박사(ETRI)
최민규 교수(광운대학교)
최선웅 교수(국민대학교)
최성곤 교수(충북대)
최승진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최용석 교수(한양대학교)
최용훈 교수(광운대학교)
최은만 교수(동국대학교)
최정주 교수(아주대학교)

최종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최중민 교수(한양대학교)
최형식 박사(메디컬스탠다드)
최호섭 박사(KISTI)
하경주 교수(대구한의대학교)
하재철 교수(호서대학교)
하진영 교수(강원대학교)
한동수 교수(KAIST)
한연희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한요섭 교수(연세대학교)
한태화 박사(생산기술연구원)
한  혁 교수(서울대학교)
한혁수 교수(상명대학교)
허재혁 교수(KAIST)

허준영 교수(한성대학교)
홍도원 박사(ETRI)
홍동표 교수(광주과학기술원)
홍장의 교수(충북대학교)
홍충선 교수(경희대학교)
황규백 교수(숭실대학교)
황선태 교수(국민대학교)
황수찬 교수(한국항공대학교)
황영섭 교수(선문대학교)
황인극 교수(공주대학교)
황인준 교수(고려대학교)
황재인 박사(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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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시 : 2011년 6월 30일(목) 16:20 - 17:20

❑ 장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거문고A (본관 2층)

❑ 사회 : 성균관대 엄영익 교수(총무부회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장  이 윤 준

⁍ 축  사 - 경주시장 최 양 식

⁍ 시  상

공로상

2011년도 학술상

논문공헌상

제30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KCC 2011 우수논문상

⁍ 공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시 : 2011년 6월 30일(목) 18:20 -

  ◆ 장소 : 본관2층 거문고C

  Banquet Speech

   - 이 각 범 위원장(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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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1. 공로상

홍진표(한국외국어대학교)
민경오(LG 전자)
신상철(RFID/USN 센터)
신용태(숭실대학교)
용환승(이화여자대학교)

유관종(충남대학교)
이명성(SK텔레콤)
이성환(고려대학교)
임순범(숙명여자대학교)
임차식(방송통신위원회)

정광수(광운대학교)
한태숙(KAIST)
양승원(우석대학교)
우용태(창원대학교)
류기한(충주대학교)

2. 2011년도 학술상 : 정광수(광운대학교)

3. 2011년도 논문공헌상

【GOLD】 정광수(광운대학교)
【SILVER】 류광렬(부산대학교), 박정흠(가톨릭대학교), 양성봉(연세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염근혁(부산대학교), 이상조(경북대학교), 조환규(부산대학교)

4. 제30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구분 분야 수상자 논문제목 지도
교수

최우수 시스템 및
이론

임상필
(성균관대)

FastCheck: 하이브리드 사상 FTL을 위한 
고장 회복 기법 이상원

우수 데이타베이스 배덕호ᐧ황세미
(한양대) 핵심 논문 계보 탐색 김상욱

우수 소프트웨어
및 응용

주진선
(건국대)

얼굴 특징과 상황 인식을 이용한 지능형 
휠체어 시스템 김은이

장려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박제관ᐧ류우석
(부산대)

RFID 미들웨어 검증을 위한 온라인 가상 
리더 도구의 설계 및 구현 홍봉희

장려 정보통신 장미영
(전북대)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정보보호를 지원하는 
새로운 근사 K-최근접점 질의 처리 알고리즘 장재우

장려 소프트웨어
및 응용

석흥일
(고려대)

휴먼 상호 행동 분석을 위한 동적 확률 모델 
네트워크 이성환

NHN특별상
(검색)

소프트웨어
및 응용

김민호ᐧ권순호
(부산대)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비감독 
어의 중의성 해소 권혁철

NHN특별상
(게임)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남병철
(한독미디어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기반한 게임 
몰입도에 대한 정략적 연구 배기태

NHN특별상
(웹)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하동훈
(KAIST)

키워드 유사도 평가에 기반한 블로그 추천 
시스템 이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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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발표
인덱스 제목 저자

고신뢰
컴퓨팅 P2.3-01 SSD를 위한 SMART 기반 신뢰성 분석 

방법론 및 도구
김세욱ᐧ이상엽ᐧ전정호ᐧ최종무
(단국대), 양중섭ᐧ모연진ᐧ신영균
(하이닉스)

국방소프
트웨어 O6.3-3 비행표적에 대한 대공포 위협도 분석 연구 양창덕ᐧ홍영석ᐧ양지연ᐧ김천영ᐧ

류태규(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
베이스

O1.2-1 질의 객체가 이동하는 환경에서 연속적인 
리버스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임종태ᐧ박용훈ᐧ복경수ᐧ김현주ᐧ
유재수(충북대)

O1.2-2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시스템을 
위한 하이브리드 해시 인덱스 유민희ᐧ김보경ᐧ이동호(한양대)

O4.1-1 RNA-Seq 데이터를 이용한 선택 스플라이싱 
유형 분석

공진화ᐧ이종근ᐧ이은주ᐧ윤지희
(한림대)

O4.1-2 시간대별 밀도 통계정보 기반의 
Cloaking영역 생성 기법 이병규ᐧ박  석(서강대)

O5.1-1
도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질의영역에 대한 k최근접점 질의 
처리 알고리즘

김형일ᐧ유혜겸ᐧ장재우(전북대)

O5.1-2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지연 갱신을 이용한 
B-트리의 효율적인 구현 김보경ᐧ유민희ᐧ이동호(한양대)

O5.1-3 왜곡 제거 시계열 서브시퀀스 매칭에서 빠른 
인덱스 구성법

길명선ᐧ김범수ᐧ문양세ᐧ김진호
(강원대)

모바일
응용및 
시스템

O1.1-2 스마트폰 환경에서 퍼지 추론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용자 감성 추출 엔진 이성호ᐧ방재훈ᐧ이승룡(경희대)

O1.1-4 모바일 컨텍스트 Visualizer 설계
김완기ᐧ김문권ᐧ천두완(숭실대),
배금주ᐧ금창섭(ETRI),
김수동(숭실대)

O2.1-4
권한에 따른 차등적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규칙기반 컨텍스트 
모델링

김미화ᐧ최정화ᐧ박영택(숭실대)

O2.1-5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적시 컴파일러의 함수 
호출 코드 최적화 정원기ᐧ문수묵(서울대)

바이오
정보기술

O4.2-1 SAGE 기반 가이드라인 실행 지식 엔진 구현 김정아(관동대), 조인숙(인하대)

O4.2-2 뇌전도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 비교 연구

조호현ᐧ안민규ᐧ전성찬
(광주과학기술원)

소프트웨
어공학

O5.2-1 키워드기반 웹서비스 UI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웍 소개 황영석ᐧ정상문ᐧ화창득(NHN)

O5.2-2 900MHz RFID 태그를 이용한 실시간 
이벤트의 수량 확인 기법

김구ᐧ류우석ᐧ박수현ᐧ홍봉희ᐧ권준호
(부산대)

O5.2-3 안전성이 중요한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 
제약성 검증에 관한 사례 연구

최진호(KAISTᐧADD),
지은경ᐧ김현정ᐧ배두환(KAIST)

O6.2-1 동시 테스팅을 이용한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 기석ᐧ김능회ᐧ이동현ᐧ인호
(고려대)

O6.2-2 CE환경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ADD방법론

강승준(NIPA), 이근(삼성전자),
시정희ᐧ이상은(NIPA)

5. KCC2011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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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공학 O4.3-1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관계에 대한 
자연어 표현 자동 수집 방법 한용진ᐧ박세영ᐧ박성배(경북대)

O4.3-2 비교 문장으로부터 비교 요소 자동 추출 양선ᐧ고영중(동아대)

인간과컴
퓨터상호
작용

O5.3-2 프로파일을 활용한 감성 기반 e-러닝 콘텐츠 
타입 추천

신민철ᐧ정경석ᐧ최용석
(한양대)

O5.3-5 Emotion recognition from speech using 
Gammatone auditory filterbank

Ba-VuiLeᐧYoung-Koo Leeᐧ
Sungyoung Lee
(Kyung Hee Univ.)

O5.3-8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한 
스케치기반 스마트 객체 인터페이스 손의성ᐧ최윤철(연세대)

인공지능

O3.1-1 제약을 갖는 POMDP를 위한 점-기반 가치 
반복 알고리즘

김동호ᐧ이재송ᐧ김기응(KAIST),
Pascal Poupart
(Univ. of Waterloo)

O3.1-2
복수 차량기지에 대한 열차 입출고 제약을 
만족시키는 도시철도 열차 운행계획 자동 
수립 방법

이훈석ᐧ박기역ᐧ박태진ᐧ류광렬
(부산대)

전산교육
시스템 P1.4-01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적용한 컴퓨터 적응적 

평가 나선웅ᐧ최용석(한양대)

정보보호

O6.1-1 저 CPU 부하를 갖는 행위 기반 스마트폰 
악성 앱 탐지 기법 이정민ᐧ안우현(광운대)

O6.1-2 신뢰구간을 이용한 키 결합 방식의 
바이오-암호 기법 김애영ᐧ이상호(이화여대)

O6.1-3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망분리 방안 
연구 이상지ᐧ지정은ᐧ신용태(숭실대)

정보통신

O3.2-1 네트워크 상 멀티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평가 
프레임워크

이춘호ᐧ김명철ᐧ윤요한(KAIST),
이일범(Oregon State Univ.),
현순주(KAIST), 이경희(ETRI),
이수용(KAIST)

O3.2-2
Power Control for Cognitive Radio 
Networks: Monotonic Optimization 
Approach

TranQuang Nguyenᐧ
Choong Seon Hong
(Kyung Hee Univ.)

O3.2-3 무선네트워크 테스트베드의 이론적 플로우별 
최대 쓰루풋 자동 계산 툴 유재용ᐧ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O5.4-1
멀티 채널 멀티 라디오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위한 요구 기반 채널 할당 및 라우팅 
프로토콜

나형원ᐧ김석형ᐧ서영주(포항공대)

O5.4-2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무선랜의 주파수 간섭을 
고려한 채널 호핑 기법 손종인ᐧ정광수(광운대)

O5.4-3 IEEE 802.11e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QoS 지원을 위한 동적 TXOP 할당 기법 주광성ᐧ정광수(광운대)

O5.4-4 라우터 가상화 환경에서의 10G 이더넷 
카드를 위한 네트워크 성능 분석

이치영ᐧ김도중(고려대),
이종원(한동대), 유혁(고려대)

O6.4-1 Ad-hoc 네트워크에서 경로 복구 지연시간 
개선 방법 이정욱ᐧ정광수(광운대)

컴퓨터
그래픽스 O6.5-1 실시간 시스템에 적합한 인터렉티브 나무 

모델링 기법 김진모ᐧ조형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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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5-2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스키마 정의

박종현ᐧ정철희(수원대), 박창섭
(동덕여대), 이명원(수원대)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O1.4-1 축구 비디오에서 ULBP와 SRC를 이용한 
얼굴인식기반의 선수 식별

정호석(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종욱(고려대), 이한성(ETRI),
박대희(고려대)

O1.4-2 도로 상 차량 번호판 검출을 위한 효율적인 
윈도우 슬라이딩 기법 모홍철ᐧ낭종호(서강대)

O2.2-1 비 동질 공간 필터 최적화 기반의 동작 
상상 EEG 신호 분류 감태의ᐧ이성환(고려대)

O2.2-2 단계적 조명변화에 강인한 지역적 스테레오 
매칭 기법 김대근ᐧ신광무ᐧ정기동(부산대)

컴퓨터
시스템

O1.5-1 이중 함수 복귀 스택의 활용을 통한 간접 
분기 명령어의 예측 정확도 향상 기법

곽종욱(영남대),
김주환(삼성전자)

O1.5-2 휴대단말용 이벤트-기반 사진 경계 분할 및 
브라우징 방법 김상철ᐧ낭종호(서강대)

O2.3-1 Xen-ARM의 모바일폰 적용을 위한 실시간 
인터럽트 처리 필요성 및 해결방안

조재현ᐧ유시환ᐧ곽근환ᐧ유혁
(고려대)

O2.3-2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고성능 네트워크 I/O 
가상화를 위한 프로세스 스케줄링 김종서ᐧ진현욱(건국대)

O2.3-3 안드로이드 달빅 가상 머신을 위한 널 포인터 
검사 제거

김범준ᐧ오형석ᐧ최형규ᐧ문수묵
(서울대)

O3.3-1 SSD의 마모도 감소를 위한 복합적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이승규ᐧ양유석ᐧ김덕환(인하대)

O3.3-2 데이터 접근 패턴을 고려한 요구 기반 FTL 
내 캐시의 동적 관리 기법 이빛나ᐧ송내영ᐧ고건(서울대)

컴퓨터
이론 P3.8-01 Hitting Set 문제를 이용한 Next Generation 

Sequencing Read의 효율적인 처리
박태원ᐧ김소라ᐧ최석문ᐧ조환규ᐧ
이도훈(부산대)

프로그래
밍언어

P3.9-01 분석 경보 주위에만 관계 분석을 적용하여 
거짓경보를 줄이는 방법

이우석ᐧ오학주ᐧ김유일ᐧ이광근
(서울대)

P3.9-02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필요한 지점만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

고윤석ᐧ오학주ᐧ허기홍ᐧ이광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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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프로그램 일자 시간 장소

[패널]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술적 이슈 6.29(수) 15:20~17:20 거문고C

[패널] CT, 융합교육과 융합연구, 그리고 융합산업으로서의 
가능성

6.30(목)

13:00~15:00 거문고A

[초청강연] 정광수(광운대), 류경동(IBM) 15:20~16:20 거문고A

[기조연설] 이준호(NHN) 17:20~18:00 거문고A

[뱅킷] *뱅킷스피치 - 이각범(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8:20~20:00 거문고C

[워크샵] u-Healthcare 워크샵 7.1(금) 09:00~12:00 가야금A

❚기조연설 사회: 고려대 최진영 교수(조직위원장)

6.30(목) 17:20~18:00, 거문고A

검색 기술 - NHN 이준호 COO

[소개] 1999년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현재 국내에서 질의 빈도수 기준으로 약 70%의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 적합한 문서들을 검색하기 
위해 네이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 및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에 대하여 소개한다.

❚초청강연 사회: 경희대 홍충선 교수(프로그램위원장)

6.30(목) 15:20~16:20, 거문고A

 1. 스마트 TV 기술동향 - 광운대 정광수 교수

 2.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Emerging Cloud Computing Paradigm - IBM 류경동 박사

[소개] The world is on the verge of a large transition to a new computing paradigm: cloud 
computing. However, various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can introduce confusion with 
respect to this paradigm. Considering the history of computing, this talk will confirm that the 
cloud computing revolution is a natural evolution motivated by needs of users and enabled by 
supporting technologies. To make this cloud less cloudy, I will provide a common definition 
and key enabling technologies. I will enumerate and discuss the challenges of cloud 
computing from both technical and business perspectives. The talk will also briefly introduce a 
novel memory overcommitment (MOC) solution that optimizes use of the scarce memory 
resources in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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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I 좌장: 한상기 대표(소셜컴퓨팅연구소)

6.29(수) 15:20~17:20, 거문고C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술적 이슈”

패널리스트: 정재기 교수(숭실대), 김종래 이사(KPR), 
박수만 이사(NHN, 미투데이 센터장), 김재연 칼럼니스트(블로터닷넷)

[소개]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성장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변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소셜미디
어는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성장하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동시
에 우리에게 풀어야 할 여러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학자, 마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담당 
임원,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이 패널에서는 사회과학의 시각, 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글로벌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포지셔닝, 향후 나타날 기술적 과제 등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를 토의하고
자 한다.

❚패널 II 좌장: 우운택 교수(광주과학기술원)

6.30(목) 13:00~15:00, 거문고A (본관2층)

“CT, 융합교육과 융합연구, 그리고 융합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패널리스트: 이동만 교수(KAIST), 김형수 교수(연세대학교), 최보근 과장(문화부),
이용규 교수(중앙대학교), 임명환 박사(ETRI)

[소개] 융합과 통섭의 시대, 문화기술(CT)이 21세기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산업전반을 견인할 신성
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CT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공연전시, 관광, 디자인, 영화, 게임 등 과학기술과는 다소 이
질적으로 여겨왔던 분야를 과학기술영역에서 재해석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가고 있
다. 이 패널에서는 교육, 연구, 산업 등의 관점에서 CT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미래 방향을 
토의해보고자 한다. 

❚워크샵

7.1(금) 09:00~12:00, 가야금A (본관2층)

“u-Healthcare 워크샵”

주관: 경희대학교 ITRC   주최: 한국정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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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주제 및 강사 일자 시간 장소

T1. SnuCL: An OpenCL Framework and Unified 
Programming Model for Heterogeneous
CPU/GPU Clusters Open CL - 이재진(서울대)

6.29(수) 13:00~16:00 가야금A

T2.1 Android에서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 박상원(한국외대)

6.30(목)

09:00~12:00 가야금A

T2.2 OpenSSD 플랫폼을 통한 SSD의 이해
- 김진수, 이상원(성균관대)

09:00~12:00 가야금B

T2.3 Virtualization Technologies for Cloud 
Computing - 유혁(고려대)

10:30~12:30 장미홀

T3.1 제어시스템 보안-임종인(고려대) 13:00~15:00 가야금A

T3.2 Linked Data: 시맨틱웹의 구현방법
- 한성국(원광대)

13:00~15:00 가야금B

T4 Social Media Analytics and Data Intelligence
   - 이경일(솔트룩스)

7.1(금)

10:00~12:00 가야금B

T5 라이프 케어 지원 휴먼 행위인지기술 
   - 김태성(경희대)

13:00~15:00 가야금A

T1 / 6월 29일(수) 13:00 - 16:00, 가야금A

SnuCL: An OpenCL Framework and Unified Programming Model for Heterogeneous 
CPU/GPU Clusters

이재진(서울대학교)
[소개] OpenCL is a programming model for heterogeneous parallel computing systems. 
OpenCL provides a common abstraction layer across different multicore architectures, such as 
CPUs, GPUs, DSPs, and Cell BE processors. However, current OpenCL is restricted to a single 
heterogeneous system. To target heterogenous CPU/GPU clusters, programmers must use an 
OpenCL framework combining with a communication library, such as MPI. The same thing is 
true for CUDA. This tutorial will cover usages and internals of an OpenCL framework, called 
SnuCL. SnuCL naturally extends the original OpenCL semantics to the heterogeneous
Cluster environment. It is a freely available, open-source software develop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arget cluster consists of a single host node and multiple compute nodes 
connected by an interconnection network, such as Gigabit and InfiniBand switches. Each node 
contains multiple CPU cores and multiple GPUs. A GPU or a set of CPU cores becomes an 
OpenCL compute device. For such clusters, SnuCL provides an illusion of a single 
heterogeneous system for the programmer. SnuCL allows the application to utilize compute 
devices in a compute node as if they were in the host node. SnuCL achieves both high 
performance and ease of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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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2 / 6월 30일(목) 09:00 - 12:00, 가야금B

OpenSSD 플랫폼을 통한 SSD의 이해

김진수 & 이상원 교수(성균관대)

[소개] 최근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Solid State Drive) 제품들
이 삼성전자, Intel, OCZ, SanDisk 등의 업체들에 의해 속속 등장하고 있다. SSD는 기존의 하드디
스크(HDD)에 비해 읽기/쓰기 시간이 짧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작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충격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SSD 내부의 구조와 펌웨어가 개선됨에 따라 SSD의 성능은 더욱 높아지
고 있으며,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 향상에 따라 대용량 SSD가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SSD의 저장매체로 사용되는 NAND 플래시 메모리는 HDD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
이기 때문에 단순히 HDD를 SSD로 교체하는 것 만으로는 기대하는 성능 향상을 이루기 어렵다.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덮어쓰기(overwrite)가 불가능하고, 새로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는 128KB~512KB의 영역을 한꺼번에 소거(erase)해야 한다. SSD 에서는 펌웨어 내부에 
FTL(Flash Translation Layer)이라 불리는 계층을 두어 NAND 플래시 메모리 고유의 특성을 숨기고, 
SSD가 HDD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FTL은 SSD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그동안 SSD의 성능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FTL 기법들이 국내외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SSD는 수십 개의 NAND 플래시 메모리 칩을 여러 개
의 내부 버스에 연결하여 병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SSD의 성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SSD 컨트롤러 제조업체인 인디링스(Indilinx) 
사와 공동으로 최근 OpenSSD 프로젝트(http://www.openssd-project.org)를 진행하고 있다. OpenSSD 
프로젝트는 누구나 펌웨어를 개발,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SSD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SSD 관련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인디링스의 Barefoot 컨트롤러를 기
반으로 하는 Jasmine OpenSSD 보드가 제작되어 SSD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15 개 연구실에
서 사용 중에 있으며, FTL 개발에 필요한 펌웨어의 소스 코드 등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
어 있는 상태이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먼저 NAND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 및 SSD 관련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Jasmine OpenSSD 플랫폼의 하드웨어 및 펌웨어 구조, SSD 컨트롤러의 기능 등
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OpenSSD 플랫폼 상에서 FTL 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과 구현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본다.

T2.1 / 6월 30일(목) 09:00 - 12:00, 가야금A

Android에서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소개] iPhone과 Android의 등장으로 스마트 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
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 안드로이드에서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알아본다. 특
히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과 센서와 GPS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알아본다. 이러한 기법을 이
용하여 LBS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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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2 / 6월 30일(목) 13:00 - 15:00, 가야금B

 Linked Data: 시맨틱웹의 구현 방법

한성국 교수(원광대)

[소개] 2000년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에 의해 웹 기술의 궁극적 비젼으로 시맨틱웹 (Semantic 
Web)이 제시된 이래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 개발이 수행되었다. 시맨틱웹의 계층 구조가 제시되
었고, 온톨로지 기술을 위한 RDF/RDFS와 OWL, 질의어 SPARQL, 규칙 기술을 우한 RIF 등에 표준
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맨틱웹 응용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Semantic 
MediaWiki, SIOC등 의미처리가 가능한 많은 응용 사례가 개발되어 차세대 웹 기술을 선도하여 왔
다. 그러나, Web 2.0 등장과 시맨틱웹의 killer application에 대한 논쟁으로 시맨틱웹에 대한 회의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시맨틱웹의 가시화된 실체 정의가 요구되었으며, Linked Data가 
시맨틱웹의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제시되었다. DBpedia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nked Data는 의미웹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차세대 웹의 원형으로 급속
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의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Data.gov 등에 
Linked Data를 활용하면서, Linked Data는 차세대 웹기술의 실체로 인식되고 있다. BBC, New 
York Times, Google 등에서 Linked Data을 활발하게 응용하고 있으며, 웹 기술의 초창기처럼 다양
한 분야로 급속하게 파급되어 새로운 웹 기술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DBPedia을 중심으로 25
억 트리플과 3억9천 의미 링크를 갖는 Linked Data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웹이 형성되어, Linked 
Data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Linked Data 개발과 응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T2.3 / 6월 30일(목) 09:30 - 12:30, 장미홀

Virtualization technologies for Cloud computing

유혁 교수(고려대학교)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상화 기술은 computing infrastructure의 provisioning과 migration
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로써, infrastructure의 service 개념인 IaaS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
이다. 본 튜터리얼에서는 가상화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상화 
기술의 핵심인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 
방향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망한다. 다루는 주제는 크게 virtual machine provisioning and 
manageability, capacity 조율을 위한 scheduling technique들이 되며, Amazon 의 EC2, OpenStack 
등 대표적인 상용 및 공개소스 기반의 시스템들의 사례를 함께 다룬다.

T3.1 / 6월 30일(목) 13:00 - 15:00, 가야금A

제어시스템 보안

임종인 교수(고려대)
[소개] 최근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발생한 7.7 DDoS 사건이
나 최근 발생한 농협 사건에서와 같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고는 사회전반에 걸쳐 큰 문제를 야
기시킬 수 있다. 특히, 영화 다이하드4에서와 같이 사회 기반시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
어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제어시스템은 
타 분야에 비해 늦게 IT와 융합되어 최근 급속하게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의 문
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해 등장한 Stuxnet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실
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제어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제어시스템의 보안 현황을 살펴보고, 제어시스템과 관련된 스마트그리드, 산업기반제어시스템, 
BEMS 등에서의 보안 이슈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어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법/제도/기술적 측면의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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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에서는 Linked Data의 원리, 핵심 기술, Linked Data 설계 및 생성, Linked Data 응용 방법 
등에 대하여 핵심 이론과 실무 사례를 습득하여, Linked Data를 개발하고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강좌는 Linked Data의 핵심 이론을 설명하는 핵심 기술과, 
Linked Data을 개발 응용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생성 및 응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Linked Data 핵심 기술에서는 웹 기술의 동향을 요약하고 Linked Data의 출현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Linked Data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기반 기술인 URI, RDF/RDFS, OWL, SPARQL을 요약 정리하
여 Linked Data의 핵심 이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Linked Data 생성 및 응용에서는 Linked 
Data 생성을 실무적 관점에서 9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설계 및 개발 내용을 예시하고 응용 서
비스 개발 방법론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Linked Data 생성과 응용에 관한 이론
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T4 / 7월 1일(금) 10:00 - 12:00, 가야금B

Social Media Analytics and Data Intelligence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소개] 본 튜토리얼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소셜 미
디어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법과 그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 관련 기술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튜토리얼 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양한 소셜 미
디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과,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소셜 트랜드 및 이슈를 분석하는 기술, 
감성 분석과 의미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위치 기반의 소셜 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
에 대해 다룰 것 입니다. 특히, 최근 연구가 시작된 실시간 스트림 형 소셜 데이터에 대한 기계 학습과 
하이브리드 추론 기술을 소개 함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T5 / 7월 1일(금) 13:00 - 15:00, 가야금A

라이프케어지원 휴먼 행위인지 기술

김태성 교수(경희대)
[소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스마트 환경에서의 u-라이프케어 및 e-헬스케어 서비스 
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
트 환경에서의 라이프/헬스케어 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휴먼 행위 인식 기술은 라이프
케어 상황인지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여 인식하는 기술이며, 사용자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사용자의 니즈에 반응하는 프로액티브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라이프케어 기술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라이프케어 기술의 핵심 
요소 기술인 휴먼 행위인지 기술을 소개하며, 비디오센서 및 모션 센서 기반의 행위 인지 기술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한다.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휴먼 행위 인식은 인간의 특정한 행동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스마트 휴먼 서비스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분과 워크샵

분과 워크샵❚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 17

분과 워크샵

❚행사일정

프로그램 일자 시간 장소

S1.1 스마트폰/스마트패드용 모바일 GPU워크샵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

6.29(수)

13:00-18:00 거문고A

S1.2 정보통신 워크샵

▹주관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14:00-18:00 가야금C

S1.3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동향 워크샵
▹주관 : 언어공학연구회

14:00-18:00 장미홀

S4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움직이는 표준화 기술 

워크샵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

6.30(목) 19:00-15:00 거문고C

S2 컴퓨터지능 심포지엄

▹주관 :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7.1(금)

9:40-18:00 거문고C

S3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기술 

워크샵 ▹주관 :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13:00-17:00 거문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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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스마트패드용 모바일 GPU 워크샵

S1.1 / 6.29(수) 13:00 - 18:00, 거문고A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후원 및 전시 : NVIDIA

 기념품 및 경품 협찬 : ARM, HUONE

최근 개인용 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에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의 열풍이 불고 있다. 현
재 출시된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는 대부분 고성능 모바일 GPU를 창착하고 있으며, OpenGL 
ES 기반의 고속 3차원 렌더링 뿐 아니라 영상처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GPGPU로 활용될 수 
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본 워크샵에서는 스마트폰/스마트패드용 모바일 GPU로 특화된 프로
그램을 준비하였다. ARM, NVIDIA, Imagination Technologies등 주요 기업의 모바일 GPU에 
채택된 설계 기술 및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GPGPU 기술을 소개한다.

▶ 프로그램

시간 주제 연사

13:00 - 13:30 축사 및 워크샵 소개
송창근(CG&I Society)
박인규(인하대)

13:30 - 14:20
Introduction to ARM Mali GPU and Visual 
Computing with Mali

최상익(ARM)

14:20 - 15:00
Tegra GPU Evolution & Contents Enhancement 
Strategy

차정훈(NVIDIA)

15:00 - 15:30 GPU Cloud Computing 및 Tegra Thin Client 이주석(NVIDIA)

15:30 - 15:50 Coffee Break

15:50 - 16:30
Imagination POWERVR SGX architecture 및 
기술동향

이주엽
(Imagination Technologies)

16:30 - 17:10 모바일 GPU를 활용하는 App과 Web 인터페이스 이환용(휴원)

17:10 - 17:50 Handheld GPU에서의 고속 영상처리 사례 소개 박인규(인하대)

17:50 - 18:00 경품 추첨 및 워크샵 폐회

※ 모든 등록자에게는 ARM에서 제공하는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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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워크샵

S1.2 / 6.29(수) 14:00 - 18:00, 가야금C

 주관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시간 주제 연사

13:30 - 14:00 등록

14:00 - 14:40 스마트그리드 AMI 기술 박창민(ETRI)

14:40 - 15:20 M2M 표준화 현황 안재영(ETRI)

15:20 - 16:00 M2M의 시대 전망과 이슈
남동규 매니저
(KT M2M 사업팀)

16:00 - 16:30 휴식

16:30 - 17:10 산업용 센서네트워크 기술 현황 주성순(ETRI)

17:10 - 17:50 무선네트워크 기반 DLNA 기술 최영준(아주대)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동향 워크샵 

S1.3 / 6.29(수) 14:00 - 18:00, 장미홀

  주관 : 언어공학연구회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시간 주제 연사

14:00 - 14:50 구문분석 기반의 자동번역 기술의 연구동향 SK 황영숙 박사

15:00 - 15:50
사용자 작업 성능 향상을 위한 정보검색에서

분석으로의 점진적 진화 동향
KISTI 정한민 박사

16:00 - 16:50
자연어 분석 - 도메인 적응(domain adapation) 

기술 동향
ETRI 이창기 박사

17:00 -17:50
자연어 처리 기반 사회망 분석 및 자동 구축에 

관한 연구 동향
강원대 김학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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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움직이는 표준화 기술 워크샵 

S4 / 6.30(목) 09:00 - 15:00, 거문고C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후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최근 ICT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미디어 및 HCI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
다. 국내에서 기술표준원의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는 ISO, W3C, Web 3D 등 각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준전문가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주제별로는 차세대 웹, 전자출판, e-러닝, 스마
트TV, HCI,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는데, 이 들 분야의 표준화 작업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표준화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준화 작업에 관심이 있는 교수나 학생
들에게 표준절차 및 표준화작업 현황을 이해시키고, 스마트미디어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표준
기술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워크샵의 목표이다.

▶ 프로그램

- 제1부 : 워크샵 개요 소개 (사회: 숙명여대 임순범)

시간 주제 연사

09:00 - 09:10 개회 및 워크샵 안내 임순범(숙명여대)

09:10 - 09:30 국제표준과 표준화활동 이명원(수원대)

09:30 - 10:00 스마트 미디어가 보여주는 IT 서비스의 미래 조용상(기술표준원)

10:00 - 10:20 휴식

- 제2부 :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표준화 (사회: 수원대 이명원)

시간 주제 연사

10:20 - 10:45 차세대 웹 및 모바일 웹 표준 김성한(ETRI)

10:45 - 11:10 전자책 및 전자문서 표준화 동향 임순범(숙명여대)

11:10 - 11:35 미래교육 환경을 위한 이러닝 표준화 신성욱(KERIS)

11:35 - 12:00 스마트TV 기술 및 관련 표준화 현황 홍진우(ETRI)

12:00 - 13:10 점심식사

- 제3부 : 스마트 미디어 인터페이스 표준화 (사회: 건국대 김지인)

시간 주제 연사

13:10 - 13:30 UI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 소개 김지인(건국대)

13:30 - 14:00 차세대 UI 표준화 로드맵 오성준(고려대)

14:00 - 14:30 제스쳐 기반 UI 표준화 정  혁(ETRI)

14:30 - 15:00 터치 기반 입력 기기 표준화 송광빈(성결대)

프로그램위원 : 임순범(숙명여대), 김지인(건국대), 이명원(수원대), 송창근(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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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좌장 / 발표자

09:00 - 09:40 등록 및 다과

Session I Opening Remarks 좌장: 김인철 교수(경기대학교)

09:40 - 10:00
정보과학회 회장 축사 이윤준 교수

소사이어티 회장 인사말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Session II Robot Intelligence 좌장: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10:00 - 10:30
Artificial Emotion Based on Cognitive Models 

for Emotional HRI
권동수 교수(KAIST)

10:30 - 11:00 지능형 로봇을 위한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서정연 교수(서강대학교)

11:00 - 11:30 로봇 지능 체계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11:30 - 13:30 점심시간 및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이사회

Session III Mobile Intelligence 좌장: 조성배 교수(연세대학교)

13:30 - 14:00 GPS 데이터에 기반한 장소 및 경로 학습 황규백 교수(숭실대학교)

14:00 - 14:30 Geo-Social Media Analytics and Mobile Services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14:30 - 15:00
Ego-Centric Social Network Discovery and 
Management

정재은 교수(영남대학교)

15:00 - 15:30 휴식 및 다과

Session IV Bio and Health Intelligence 좌장: 김일곤 교수(경북대학교)

15:30 - 16:00
Introduction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Data Analysis 
신수용 박사(삼성 SDS)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심포지엄(CIS-2011)

S2 / 7.1(금) 09:40 - 18:00, 거문고C

주관 : 컴퓨터지능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 산하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심포지엄(CIS-2011)에 여러분을 초대합
니다. 이번 행사는 Robot, Mobile, Bio & Health 등의 Real-life intelligence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 지능기술이 학문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기성학문세대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후속학문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
하는 좋은 토론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지능소사이어티
회장: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프로그램 위원장: 김인철 교수(경기대학교)
프로그램 위원: 강승식(국민대학교), 박정희(충남대학교), 신봉기(부경대학교), 오일석(전북대학교), 

이수원(숭실대학교), 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 정한민(KISTI), 조성배(연세대학교),
최승진(포항공과대학교), 최용석(한양대학교)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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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30 원격진료(원격판독 중심으로) 최형식 박사(메디컬스탠다드)

16:30 - 17:00 통합 지향적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현 유병일 상무(현대정보기술)

Session V 패널 토론

17:00 - 18:00 패널 토론자

▶ 프로그램 소개

Talk 1: Artificial Emotion Based on Cognitive Models for Emotional Human-Robot  Interaction
발표자: 권동수 교수, KAIST
개요: 인간과 로봇의 감정 상호작용은 서비스 로봇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로봇과 사람간의 정서관계를 형성한다. 로봇에게 이러한 감성 지능을 부여하기 위하
여, 로봇은 감정 인식, 감정 생성, 감정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 발표는 감정 상호작용 로
봇의 이 세 가지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인지 모델에 기반한 로봇의 인공 감정 생성 
기술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사람의 음성, 얼굴표정, 터치패턴에 기반한 사용자 감정 인식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외부자극과 로봇의 동기에 의한 Reactive 감정과 인지 모델에 기반하여, 상황 정
보, 정서관계, 로봇의 성격에 따른 Deliberative 감정을 생성하는 Hybrid 감정 생성 시스템에 대
해 알아본다. 또한 얼굴 표정, 감정 TTS, 제스쳐, 음향을 통한 멀티모달 감정 표현 시스템에 대
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러한 로봇에서의 감정 상호작용 기술은 휴대폰이나 가전기기 등의 기존 
장치들에 적용되어, 기능 수행 중심 및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넘어 사람과의 정서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Affective device로 진화하는 중요기술이 될 것이다.

Talk 2: 지능형 로봇을 위한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발표자: 서정연 교수, 서강대학교
개요: 지능형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대화 인터페이스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리
한 방법니다. 그러나 현재의 음성인식의 기술의 인식률이 충분히 높지 못해서 실제 로봇에 적
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능형 로봇에서의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 프론티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능형 로봇 연구에서의 현황과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Talk 3: 로봇 지능 체계
발표자: 이재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개요: 인식, 지식 및 추론, 행위 기능의 포괄적 집합체인 로봇의 지능화는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법의 지식화와 체계화는 로봇의 지능화라는 도전
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로봇 지능 통합 프레임웍을 제시하고 프레임웍에 사용된 
모델과 구조의 필요성과 활용 현황을 소개한다.

Talk 4: GPS 데이터에 기반한 장소 및 경로 학습
발표자: 황규백 교수, 숭실대학교
개요: 본 발표에서는 GPS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혹은 장시간 머무르는 장
소 및 그 장소들 사이의 경로를 학습하는 방법을 다룬다. 장소 학습에는 간단한 규칙과 함께 
군집화 기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Gaussian mixture model 등도 적용될 수 있다. 장소들 사이의 
경로 학습에는 GPS 데이터로부터 경로를 추출 및 여과하고 도출된 경로들 사이의 유사도를 기
반으로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대표 경로를 인식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학습된 경로는 사용자
의 현재 이동 경로와 비교되어,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대한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얻어진 실제 GPS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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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5: Geo-Social Media Analytics and Mobile Services
발표자: 이경일 대표, 평가위원 :
개요: 스마트폰 대중화와 태블릿 등의 Post-PC 시장의 성장은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소셜 데이터로부터 소셜 이슈와 트랜드를 분석하고, 위
치 정보를 추출, 분석함으로 미래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다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위치기반 서비
스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Talk 6: Ego-Centric Social Network Discovery and Management
발표자: 정재은 교수, 영남대학교
개요: It is important for mobile service providers to be aware of user contexts and to provide 
contextually relevant mobile services to users. Thereby, in this talk, a novel mechanism for 
integrating online social networks will be explained. This process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hannel for exchanging and propagating contexts. To efficiently discover personal contexts of 
certain users, the contexts of their neighbors can be fused to provide mobile recommendation 
services to mobile subscribers. However, since the social network of each user is distributed 
across several systems, it has been difficult to integrate contexts from distributed social 
networks. Thereby, we can mobilize all possible on- and off-line social networks to build an 
ego-centric social network.

Talk 7: Introduction of Next-Generation Sequencing Data Analysis
발표자: 신수용 박사, 삼성SDS
개요: 최근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의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NGS data가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간 유전체에 대해서 NGS를 하였을때 대략 1TB 정도의 raw data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대용량 NGS data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IT infra 및 Informatics 
분야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전산전공자들에게 기본적인 NGS 
data의 특성과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computational challenge를 소
개하고자 한다.

Talk 8: 원격진료(원격판독 중심으로)
발표자: 최형식 박사, 메디컬스탠다드
개요: 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진료(Telemedicine)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대에 따라 원격진료의 도입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공급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다. 원격진료는 대화식 원격통신을 이용해 진단, 치료, 
각종검사 등의 환자진료행위, 의료진간의 자문행위, 의학교육, 의료정보나 환자정보의 전송 등을 행
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진료는 화상회의(teleconferencing), 원격판독 (teleradiology), 의료장비 연
결 등 여러 기술이 복합되어 사용되며, 전자차트로서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에 국내에 PACS가 도입되고, 1999년도에 의료보험 수가 책정이 되면서 2000년대
에 급속도로 병의원에 보급되었으며 그 보급율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PACS는 의료기관
내의 X-ray 영상, 초음파영상, CT, MR 및 핵의학 영상 같은 디지탈 의료 영상들을 컴퓨터와 근거
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 및 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반면에 원격판독은 2km이상의 원거
리에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 간에 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탈 의료 영상들을 전송하여 협의 진료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2005년도부터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격판독 (teleradiology)를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팀들이 등장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보편화 되었다. 원격판독은 원격진료의 
한 부문이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임상의사에 대한 판독 자문 형태를 취한다. 앞으로는 원격통
신을 이용한 의사-환자간의 진료 및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
한 사회적 공감과 법률적 정비 및 의료보험 수가 등의 정책적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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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9: 통합 지향적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현
발표자: 유병일 상무, 현대정보기술
개요: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에는 많은 의사결정이 수반되며 그 의사결정에는 정확한 임상 정보
들이 잘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이 보편화 됨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의사들에게 멘토
링을 해줄 수 있는 단계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나 의사결정지원 측면에서는 아직 초보 단
계에 머물러 있고 각 진료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임상의사결정지원은 진단과 처
방의 전후 단계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시도될 수 있으며, 그것들의 순차적인 조합으로까지 확
대될 수 있어야 하고, 진료행위의 결과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사 분석해서 다시 임상의사
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진료의 전문 영역이 매우 많은 만큼 
의사결정 과정도 다양할 수 밖에 없으나 산발적으로 시도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사
들의 임상지식을 효과적으로 자산화, 활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와 재사용이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현재 시도되고 있는 임상의사결정시스템들을 사례
별로 고찰해보고 그것들을 단일 관리 체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다. 또한 임상지식의 공유와 확대 재생산을 위한 상호운용성의 문제에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기술 워크샵

S3 / 7.1(금) 13:00 - 17:00, 거문고A

주관 :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시간 주제 연사

13:00 - 13:30 개회식

13:30 - 14:20 Personal Cloud와 Personal Storage 이동휘(SK텔레콤)

14:20 - 14:30 Coffee Break

14:30 - 15:20 uCloud 구현 기술 이인수(KT)

15:20 - 16:10 페타급 컴퓨팅 플랫폼
한재선(NexR)

박진영(나눔기술)

16:10 - 16:30 Coffee Break

16:30 - 17:00 DB소사이어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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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Session

7.1(금) 09:30 - 11:30, 거문고AB (본관 2층)

1. 대규모 디지털 학술자원 기반 Virtual Science Brain 활용을 위한 검색 시스템 연구
- 전홍우·정창후·송사광·최윤수·정도헌·최성필·성원경(KISTI)

2. 기술개체 관리용 지식맵 생성 시스템 - 정도헌·황미녕·조민희·황명권·성원경(KISTI)

3. InSciTe: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서비스
- 이미경·정한민·이승우·김평·서동민·김태홍·이진희·성원경(KISTI)
[소개] 연구자들이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InSciTe(Intelligence Science &technology)를 개발
하였다. InSciTe는 연구자들이 신규 유망기술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정책 수립 및 연구 방향을 결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였으며, 대용량 문헌의 서지 정
보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내재적 정보를 결합하여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기 위해 시
맨틱 웹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였다.

4. 대용량 천문 응용 분석을 위한 사이언스 클라우드 시연
- 윤준원·곽재혁·정용환·김주현·함재균(KISTI)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지원할 수 있
는 분산컴퓨팅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특히 사이언스 클라우드는 특정 목적의 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자원 제공 서비스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본 시연에서는 이런 사이언스 분야의 응용 중 대용량의 천문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가상 인프라 자원
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시연을 위해 천
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천문학 분야 거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독립된 계산 자원을 활용하기 보
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연구 상황과 목적에 맞게 최적화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가
능하며 또한 일시적으로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계산 자원을 유연하게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5. HMD용 차세대 비 접촉식 인터페이스 기술 - 윤종민(포항공대)

6. A Large-scale High-performance SSD Platform with PCI Express Interface
- Sanghyuk Jung, Youngjin Jo, Jaehyeong Jeong, and Yong Ho Song(Hanyang University)
[소개] 본 데모는고성능, 고용량 solid state drive(SSD)의 개발플랫폼과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개발에 대한 것이다. PCI express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제작된 호스트-디바이스 통신메커
니즘을 통해 500 MB/s 이상의 bandwidth를 구현하고, 32개의 NAND flash memory 디바이스를
내장하여 256 GB 이상의 대용량을 구현한다. 64개의 NAND flash die는 16-channel, 4-way로 구
성하여 디바이스간 파이프라인, 인터리빙기법을 사용하고, FTL과 버퍼관리기법 등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7. 가상현실 기반 치과 훈련 시뮬레이터
- 김기민·조재현(KAIST), 김익태ᐧ이성호ᐧ송영호(프림포(주)), 김재현(서경대), 박진아(KAIST)
[소개] 햅틱 장치를 통해 충치 치료 및 스케일링 훈련을 위한 가상훈련 기반 치과 훈련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충치치료 및 스케일링 시술의 단계별 영상과 햅틱 시뮬레이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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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햅틱 시뮬레이션을 위해 디스턴스 필드와 포인트 쉘을 사용하는 치아와 도구의 충돌모
델, 치아 삭제에 따른 충돌 모델의 갱신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치석 제거 훈련을 위해 치아와 스
케일러 사이의 각도를 고려한 치석의 결속력 감쇠 모델을 개발해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8. RFID 미들웨어 테스트를 위한 리더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툴
- 류우석·이경민·이지완·권준호·홍봉희(부산대)
[소개] 리더시뮬레이션네트워크툴은 RFID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RFID 미들웨어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생성 도구이다. 본 시스템은 다수의리더가설치된RFID 응용현장을가상으로모델링
하고이환경에서가상태그이벤트스트림을생성하는프로그램으로서, 단순한개별 리더의 에뮬레이션
이아닌RFID 장비가 설치된 응용 현장 자체를가상화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양한 RFID 태그이
동패턴 및 RFID 리더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와 유사한 태그 이벤트 스트림을 생성함으
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미들웨어 검증을 지원한다.

9. 실물 컴퓨팅 개발 환경(IDE for Physical Computing) 및 개발 사례 시연
- 박성호·정설영·김동훈·박유진·전상호·강순주(경북대)
[소개] 물리 환경과 강하게 연동되는 임베디드 실시간 시스템 (이족 보행 로봇, segway 로봇, 곤
충 또는 새형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합 개발 환경(IDE)을 개발하였다. 선점형 
우선순위 기반의 스케줄링을 하며, 자원 제약이 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스택 최적
화 기법을 사용하여 수 kbyte의 메모리량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Ubinos (KNU RTLab 
RTOS)와 다양한 실물 컴퓨팅 관련 컴포넌트들 (BSP, 다양한 센서 및 액츄에이터에 대한 API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합한 툴킷인 Ubitools를 제공하여 개발자의 접근 
및 편의를 향상시켰다. 향후 다양한 실물 컴퓨팅 응용분야(군집형 이동로봇, 실물 또는 사물 간
의 통신 운용)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으로 사용될 것이다.

10. 스크린 스크래핑 기반 전자저널 이용 통계 자동 수집 시스템 개발
- 정영임·김정환·류범종(KISTI)
[소개] 온라인 정보자원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보자원 이용량에 대한 일관적이고 표준
화된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 컨소시엄 주관 
운영기관에서 출판사로부터 다수의 참여기관의 이용통계를 수작업으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여 
서비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저널 이용통계 자동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자동수집된 이용통계 데이터의 신뢰
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본 시스템이 컨소시엄 전체 기관의 대규모 이용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11. Next Generation Voice Search - 김경덕·이동현·최준휘,이인재·이근배(포항공과대학교)

12. POMY: 가상 환경 영어 몰입교육 대화 시스템
- 노형종·이규송·서홍석·이성진·이근배(포항공과대학교)

13. 인터넷공격탐지를 위한 시각화 - 서일주·이희조(고려대학교)

14. 배회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 이승진·나상호·허의남(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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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일정표

 

◘ 6.29(수) 경주교육문화회관 본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1.1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 6 거문고B 13:00-15:00 김영국(충남대) 

O1.2 데이터베이스 I 5 가야금B 13:00-14:40 유재수(충북대) 정병수(경희대)

O1.3 인공지능 I 4 거문고C 13:00-14:20 김인철(경기대) 김일곤(경북대)

O1.4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6 가야금D 13:00-15:00 김응규(한밭대)  

O1.5 컴퓨터시스템 I 6 향비파A 13:00-15:00 진현욱(건국대) 이민석(한성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2.1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I 5 거문고B 15:20-17:00 채진석(인천대) 박상원(한국외대)

O2.2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7 가야금D 15:20-17:40 이명은(전남대) 정성환(창원대) 

O2.3 컴퓨터시스템 II 7 향비파A 15:20-17:40 곽종욱(영남대) 이종은(UNIST)

◘ 6.30(목) 경주교육문화회관 본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3.1 인공지능 II 5 거문고A 09:00-10:40 최용석(한양대) 정재은(영남대)

O3.2 정보통신 I 8 가야금C 09:00-11:40 이동명(동명대) 이상환(국민대) 

O3.3 컴퓨터시스템 III 8 가야금D 09:00-11:40 윤성로(고려대) 김형신(충남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4.1 데이터베이스 II 7 가야금C 13:00-15:20 황승원(포항공대) 심규석(서울대)

O4.2 바이오정보기술 5 가야금D 13:00-14:40 김일곤(경북대) 김응규(한밭대)

O4.3 언어공학 5 장미홀 13:00-14:40 강인수(경성대)  정한민(KISTI) 

◘ 7.1(금) 경주교육문화회관 본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5.1 데이터베이스 III 8 가야금C 09:00-11:40 김진호(강원대) 김영국(충남대)

O5.2 소프트웨어공학 I 8 가야금D 09:00-11:40 오기성(동원대학) 유준범(건국대)

O5.3 인간과컴퓨터 상호작용 8 향비파A 09:00-11:40 정한민(KISTI)  송창근(한림대)

O5.4 정보통신 II 8 장미홀 09:00-11:40 이상환(국민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6.1 정보보호 9 가야금C 13:00-16:00 서창호(공주대)  

O6.2 소프트웨어공학 II 8 가야금D 13:00-15:40 김수동(숭실대) 이찬근(중앙대)

O6.3 국방소프트웨어 4 향비파A 13:00-14:20 이형근(광운대)  유준범(건국대) 

O6.4 정보통신 III 9 장미홀 13:00-16:00 안상현(서울시립대)   

O6.5 컴퓨터그래픽스 5 가야금B 13:00-15:00 이환용(휴원) 안은영(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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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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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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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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usb메모리에 저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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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Oral Session

Oral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 29

Oral Session

O1.1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 6.29(수) 13:00~15:00 / 거문고B 

▸좌장 : 김영국(충남대) ▸평가위원 : 

[O1.1-1]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데이터 추출을 위한 정의 언어 설계 및 라이브러리 구현

장병국･최원익(인하대)
[O1.1-2] 【우수논문】스마트폰 환경에서 퍼지 추론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용자 감성 

추출 엔진

이성호･방재훈･이승룡(경희대)
[O1.1-3]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타서비스

최화영･박상원(한국외대)
[O1.1-4] 【우수논문】모바일 컨텍스트 Visualizer 설계

김완기･김문권･천두완(숭실대), 배금주･금창섭(ETRI), 김수동(숭실대)
[O1.1-5] Cloud Computing for Healthcare IT Infrastructure

Muhammad Bilal Amin･Wajahat Ali Khan･Sungyoung Lee･Young-Koo Lee
(Kyung Hee Univ.)

[O1.1-6] An Intelligent Name-Card Exchange Technique in Context-aware Smart Phone

탕지아메이･김상욱(경북대)

O1.2  데이터베이스 I 6.29(수) 13:00~14:40 / 가야금B 

▸좌장 : 유재수(충북대) ▸평가위원 : 정병수(경희대)

[O1.2-1] 【우수논문】질의 객체가 이동하는 환경에서 연속적인 리버스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임종태･박용훈･복경수･김현주･유재수(충북대)
[O1.2-2] 【우수논문】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시스템을 위한 하이브리드 해시 인덱스

유민희･김보경･이동호(한양대)
[O1.2-3]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상식 기반 후처리 기법

이인기･용환승(이화여대)
[O1.2-4] 대용량 공간 데이터에 대한 그리드 기반 분산 색인 기법

장홍준･정재화･Gromyko Diana･정순영(고려대)
[O1.2-5] 고차원 대규모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K-means 클러스터링

윤태식･심규석(서울대)

O1.3  인공지능 I 6.29(수) 13:00~14:20 / 거문고C 

▸좌장 : 김인철(경기대) ▸평가위원 : 김일곤(경북대)

[O1.3-1]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 그룹별 모델을 활용한 사용자 장소 추론

김영호･강영길･이수원(숭실대)
[O1.3-2] 헨 데이터 기반 주제 학습을 통한 모바일폰 사용자 방문 목적 분석

강명구･장병탁(서울대)



Oral Session

30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Oral Session

[O1.3-3] Prediction of Routes between Significant Locations Based on Personal GPS Data

Phuong T. H. Vo･Kyu-Baek Hwang(Soongsil Univ.)
[O1.3-4] 지능형 에이전트 구성을 위한 서술논리 기반 온톨로지 모델링

양승국･서은석･박영택(숭실대)

O1.4  컴퓨터비젼 및패턴인식 I 6.29(수) 13:00~15:00 / 가야금D 

▸좌장 : 김응규(한밭대) ▸평가위원 : 

[O1.4-1] 【우수논문】축구 비디오에서 ULBP와 SRC를 이용한 얼굴인식기반의 선수 식별

정호석(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종욱(고려대), 이한성(ETRI), 박대희(고려대)
[O1.4-2] 【우수논문】도로 상 차량 번호판 검출을 위한 효율적인 윈도우 슬라이딩 기법

모홍철･낭종호(서강대)
[O1.4-3]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Rolling Shutter 왜곡 안정화 방법

최현철･김동철･박영민･우운택(광주과기원)
[O1.4-4] SRC 기반의 실시간 정면 얼굴 탐지

강봉수･오승근･이종욱･박대희(고려대)
[O1.4-5] 스마트폰을 이용한 꽃 자동 인식 시스템

홍순원･최린(고려대)
[O1.4-6] 번호판 영역 검출을 위한 지역특징 분류 방법

홍원주･김민우･오일석(전북대)

O1.5  컴퓨터시스템 I 6.29(수) 13:00~15:00 / 향비파A 

▸좌장 : 진현욱(건국대) ▸평가위원 : 이민석(한성대)

[O1.5-1] 【우수논문】이중 함수 복귀 스택의 활용을 통한 간접 분기 명령어의 예측 정확도 향상 

기법

곽종욱(영남대), 김주환(삼성전자)
[O1.5-2] 【우수논문】휴대단말용 이벤트-기반 사진 경계 분할 및 브라우징 방법

김상철･낭종호(서강대)
[O1.5-3] 분산 실시간 객체 TMO를 위한 분산 공유 객체 모델의 설계 및 구현

최영환･김정국･한승연(한국외대)
[O1.5-4] JVM 기반 스마트폰의 실시간성 지원 구조

우영주･조정욱･서의성(UNIST)
[O1.5-5]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의 전력 절감을 위한 OS-Based Request 분배 기법

김용헌･이 진･김정선(한양대)
[O1.5-6] 스마트폰의 실시간 전력 측정을 위한 내부장치 활용 기법

정경진･차호정(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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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I 6.29(수) 15:20~17:00 / 거문고B 

▸좌장 : 채진석(인천대) ▸평가위원 : 박상원(한국외대) 

[O2.1-1]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UIFrame 설계

박상석･김정동･백두권(고려대)
[O2.1-2] 모바일 컨텍스트의 가변성 모델

이재유･김수동(숭실대)
[O2.1-3] 모바일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터 비디오 플레이어의 설계 및 구현

이돈수･홍승표･신정훈･이상준(숭실대)
[O2.1-4] 【우수논문】권한에 따른 차등적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규칙기반 

컨텍스트 모델링

김미화･최정화･박영택(숭실대)
[O2.1-5] 【우수논문】V8 자바스크립트 엔진 적시 컴파일러의 함수 호출 코드 최적화

정원기･문수묵(서울대)

O2.2  컴퓨터비젼 및패턴인식 II 6.29(수) 15:20~17:40 / 가야금D 

▸좌장 : 이명은(전남대) ▸평가위원 : 정성환(창원대) 

[O2.2-1] 【우수논문】비 동질 공간 필터 최적화 기반의 동작 상상 EEG 신호 분류 

감태의･이성환(고려대)
[O2.2-2] 【우수논문】단계적 조명변화에 강인한 지역적 스테레오 매칭 기법

김대근･신광무･정기동(부산대)
[O2.2-3] 영상분할을 위한 2차원 무한 은닉 마코프 모형의 비모수적 베이스 추정

김선월･조완현(전남대)
[O2.2-4] 적외선 영상에서의 밝은 눈동자 효과 보정

최인호･김대진(포항공대)
[O2.2-5] 이진 영상 복잡도를 이용한 무선 이동 로봇의 영상 식별

조보호･정성환(창원대)
[O2.2-6] SIFT를 이용한 문서 영상에서의 단어 검색 알고리즘

이득용･전효종･오일석(전북대)
[O2.2-7] K-means Clustering 기법과 신경망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 표지판의 위치 인식

박정국･김경중(세종대)

O2.3  컴퓨터시스템 II 6.29(수) 15:20~17:40 / 향비파A 

▸좌장 : 곽종욱(영남대) ▸평가위원 : 이종은(UNIST)

[O2.3-1] 【우수논문】Xen-ARM의 모바일폰 적용을 위한 실시간 인터럽트 처리 필요성 및 

해결방안

조재현･유시환･곽근환･유혁(고려대)
[O2.3-2] 【우수논문】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고성능 네트워크 I/O 가상화를 위한 프로세스 스케줄링

김종서･진현욱(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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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3] 【우수논문】안드로이드 달빅 가상 머신을 위한 널 포인터 검사 제거

김범준･오형석･최형규･문수묵(서울대)
[O2.3-4] Xen 가상머신에서 실시간 게스트 도메인들의 효율적인 자원할당 기법

김병기･장재혁･허경우･고영웅(한림대)
[O2.3-5] Xen-ARM에서 게스트 운영체제의 I/O 지연 시간 분석

곽근환･조재현･유시환･유혁(고려대)
[O2.3-6] SFX의 ARM 적시 컴파일러를 위한 레지스터 프로모션

오진석･문수묵(서울대)
[O2.3-7] 중복제거 TAR 기법을 적용한 백업 시스템

강성운･정호민･이정근･고영웅(한림대)

O3.1  인공지능 II 6.30(목) 09:00~10:40 / 거문고A 

▸좌장 : 최용석(한양대) ▸평가위원 : 정재은(영남대)

[O3.1-1] 【우수논문】제약을 갖는 POMDP를 위한 점-기반 가치 반복 알고리즘

김동호･이재송･김기응(KAIST), Pascal Poupart(Univ. of Waterloo)
[O3.1-2] 【우수논문】복수 차량기지에 대한 열차 입출고 제약을 만족시키는 도시철도 열차 

운행계획 자동 수립 방법

이훈석･박기역･박태진･류광렬(부산대)
[O3.1-3] 최적 계획수립을 위한 확장된 그래프 기반의 휴리스틱

김현식(서일대학), 김인철(경기대)
[O3.1-4] 모바일 라이프로그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Non-Euclidean 데이터의 유사도 계산

이영설･조성배(연세대)
[O3.1-5] An improvement of LEM2 algorithm

Anh Pham The･Young-Koo Lee･Sungyoung Lee(Kyung Hee Univ.)

O3.2  정보통신 I 6.30(목) 09:00~11:40 / 가야금C 

▸좌장 : 이동명(동명대) ▸평가위원 : 이상환(국민대) 

[O3.2-1] 【우수논문】네트워크 상 멀티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평가 프레임워크

이춘호･김명철･윤요한(KAIST), 이일범(Oregon State University), 현순주(KAIST),
이경희(ETRI), 이수용(KAIST)

[O3.2-2] 【우수논문】Power Control for Cognitive Radio Networks: Monotonic Optimization 

Approach

Tran Quang Nguye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3.2-3] 무선네트워크 테스트베드의 이론적 플로우별 최대 쓰루풋 자동 계산 툴

유재용･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O3.2-4] The Impact of Heterogeneous Propagation Delays on Multipath TCP Performance

Tuan-AnhLe･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3.2-5] Interference-limited Resource Allocation in Cognitive radio Networks with Primary 

User Protection

NguyenVan Mui･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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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2-6] TORA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 경로 선택 기법

서재현･김용혁(광운대)
[O3.2-7] Receiver-driven Channel Rendezvous for Multi-channel Wireless Sensor Networks

MD.OBAIDUR RAHMA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3.2-8] 동적 타이머를 이용한 기지국의 무선 자원 제어론

윤태호･최진영(고려대)

O3.3  컴퓨터시스템 III 6.30(목) 09:00~11:40 / 가야금D

▸좌장 : 윤성로(고려대) ▸평가위원 : 김형신(충남대)

[O3.3-1] 【우수논문】SSD의 마모도 감소를 위한 복합적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이승규･양유석･김덕환(인하대)
[O3.3-2] 【우수논문】데이터 접근 패턴을 고려한 요구 기반 FTL 내 캐시의 동적 관리 기법

이빛나･송내영･고건(서울대)
[O3.3-3] 플래시 메모리에서 쓰기 증폭 인자 분석 모델

이상엽･김세욱･전정호･최종무(단국대), 양중섭･모연진･신영균(하이닉스)
[O3.3-4] 메모리 접근 성능 향상을 위한 계층적 비트맵 기반 TLB 표현 기법

민창우(삼성전자), 김태형･엄영익(성균관대)
[O3.3-5] 연속할당 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lock-free 메모리 할당자 설계 및 구현

김인혁･김태형･엄영익(성균관대)
[O3.3-6] 메타 데이터 영역의 직접 접근을 활용한 고속 파일 검색 기법

김예성･최종욱･이성진･김지홍(서울대)
[O3.3-7] 이원적인 요구페이지 기반 FTL 기법

이세환･이빛나･고건(서울대), 반효경(이화여대)
[O3.3-8] Dalvik 가상 머신 레지스터 할당 기법

김지홍･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O4.1  데이터베이스 II 6.30(목) 13:00~15:20 / 가야금C

▸좌장 : 황승원(포항공대) ▸평가위원 : 심규석(서울대)

[O4.1-1] 【우수논문】RNA-Seq 데이터를 이용한 선택 스플라이싱 유형 분석

공진화･이종근･이은주･윤지희(한림대)
[O4.1-2] 【우수논문】시간대별 밀도 통계정보 기반의 Cloaking영역 생성 기법

이병규･박석(서강대)
[O4.1-3] 태그 클러스터를 이용한 다중문서요약 기법

허지욱･정진우･홍현기･이동호(한양대)
[O4.1-4] 소셜 미디어 검색을 위한 Flickr Note의 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정진우･홍현기･이동호(한양대)
[O4.1-5] MapReduce 프레임워크에서 균등한 작업 부하 분산을 위한 키 분배 기법에 대한 연구

손지훈･최현식･정연돈(고려대)
[O4.1-6] 도로 환경에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효율적인 양방향 선형 브로드캐스트 색인 기법 

강수･황동교(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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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1-7] 대용량 비디오 보존 정보 패키지 설계

이명주･박소라･선동한･황수찬(항공대)

O4.2  바이오정보기술 6.30(목) 13:00~14:40 / 가야금D 

▸좌장 : 김일곤(경북대) ▸평가위원 : 김응규(한밭대)

[O4.2-1] 【우수논문】SAGE 기반 가이드라인 실행 지식 엔진 구현

김정아(관동대), 조인숙(인하대)
[O4.2-2] 【우수논문】뇌전도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 비교 연구

조호현･안민규･전성찬(광주과학기술원)
[O4.2-3] u-DailyCare :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의 설계

유병식･김대훈･조건륜･김성현･오승준･조진성(경희대)
[O4.2-4] 대규모 디지털 학술자원 기반 Virtual Science Brain 활용을 위한 검색 시스템 연구

전홍우･정창후･송사광･최윤수･정도헌･최성필･성원경(KISTI)
[O4.2-5] 의료 문헌에서의 절차적 지식 추출을 위한 단위 절차 추출 연구

송사광(KISTI), 오흥선･최윤정･장혜주･맹성현(KAIST), 최성필･최윤수(KISTI)

O4.3  언어공학 6.30(목) 13:00~14:40 / 장미홀 

▸좌장 : 강인수(경성대) ▸평가위원 : 정한민(KISTI) 

[O4.3-1] 【우수논문】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관계에 대한 자연어 표현 자동 수집 방법

한용진･박세영･박성배(경북대)
[O4.3-2] 【우수논문】비교 문장으로부터 비교 요소 자동 추출

양선･고영중(동아대)
[O4.3-3] 트윗 분류를 위한 효과적인 자질 추출

홍초희･김학수(강원대)
[O4.3-4] 한글화된 수식 패턴을 이용한 수학식 검색 시스템

김신일･양선･고영중(동아대)
[O4.3-5] 한국어 문장의 띄어 쓰기 오류 교정과 최적 형태소 분석을 위한 통합 확률 모델

이동주･연종흠･이상구(서울대)

O5.1  데이터베이스 III 7.1(금) 09:00~11:40 / 가야금C 

▸좌장 : 김진호(강원대) ▸평가위원 : 김영국(충남대)

[O5.1-1] 【우수논문】도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질의영역에 대한 k최근접점 

질의 처리 알고리즘

김형일･유혜겸･장재우(전북대)
[O5.1-2] 【우수논문】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지연 갱신을 이용한 B-트리의 효율적인 구현

김보경･유민희･이동호(한양대)
[O5.1-3] 【우수논문】왜곡 제거 시계열 서브시퀀스 매칭에서 빠른 인덱스 구성법

길명선･김범수･문양세･김진호(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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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1-4]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분석을 위한 질의 언어

박성찬･이상구(서울대)
[O5.1-5] SURF 특징점을 이용한 유사 비디오 스트림 검색

김태석･심규석･이정훈(서울대)
[O5.1-6] 주변사용자를 고려한 상황인식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

조민지･박석(서강대)
[O5.1-7] 오라클을 이용한 ISO/IEC 13249-8 구현

주영민･이석훈･김장원(고려대), 정동원(군산대), 백두권(고려대)
[O5.1-8] 위치기반 서비스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ummy Mix-zone 기법

정강수･박석(서강대)

O5.2  소프트웨어공학 I 7.1(금) 09:00~11:40 / 가야금D 

▸좌장 : 오기성(동원대학) ▸평가위원 : 유준범(건국대)

[O5.2-1] 【우수논문】키워드기반 웹서비스 UI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웍 소개

황영석･정상문･화창득(NHN)
[O5.2-2] 【우수논문】900MHz RFID 태그를 이용한 실시간 이벤트의 수량 확인 기법

김구･류우석･박수현･홍봉희･권준호(부산대)
[O5.2-3] 【우수논문】안전성이 중요한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 제약성 검증에 관한 사례 연구

최진호(KAIST･ADD), 지은경･김현정･배두환(KAIST)
[O5.2-4]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유지보수성 향상에 대한 사례 연구

김우목(삼성전자/KAIST), 권재환(삼성전자), 배두환(KAIST)
[O5.2-5] 공개 Software 개발 도구들의 단계적 활용

안일수(정보통신산업진흥원)
[O5.2-6] 지능적 식품 저장고 관리를 위한 온톨로지 기반 상황인지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김기환･남태우･염근혁(부산대)
[O5.2-7] 클라우드 서비스의 재사용성 평가 모델

오상헌･라현정(숭실대), 서주형･선요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수동(숭실대)
[O5.2-8] 서비스 기반 모바일 컴퓨팅을 위한 자율 안정 에코시스템

장정란･라현정･김수동(숭실대)

O5.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7.1(금) 09:00~11:40 / 향비파A 

▸좌장 : 정한민(KISTI) ▸평가위원 : 송창근(한림대) 

[O5.3-1]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에서의 코너 탐지 기법

박광효･차호정(연세대)
[O5.3-2] 【우수논문】프로파일을 활용한 감성 기반 e-러닝 콘텐츠 타입 추천

신민철･정경석･최용석(한양대)
[O5.3-3] 단일 문서 기반의 인지적 지식구조 자동 생성 기법 제안 및 검증

김형우･이문용(KAIST)
[O5.3-4]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위한 협업 필터링 기반 개인화 추천서비스

정희정･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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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3-5] 【우수논문】Emotion recognition from speech using Gammatone auditory filterbank

Ba-VuiLe･Young-Koo Lee･Sungyoung Lee(Kyung Hee Univ.)
[O5.3-6] 멀티 모달 음악 무드 분류 기법

최홍구･전상훈･황인준(고려대)
[O5.3-7] 터치스크린 기반 스마트폰에서의 한글 입력 기법

김호식･전재웅･최윤철(연세대)
[O5.3-8] 【우수논문】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한 스케치기반 스마트 객체 인터페이스

손의성･최윤철(연세대)

O5.4  정보통신 II 7.1(금) 09:00~11:40 / 장미홀 

▸좌장 : 이상환(국민대) ▸평가위원 : 

[O5.4-1] 【우수논문】멀티 채널 멀티 라디오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위한 요구 기반 채널 할당 및 

라우팅 프로토콜

나형원･김석형･서영주(포항공대)
[O5.4-2] 【우수논문】지그비 네트워크에서 무선랜의 주파수 간섭을 고려한 채널 호핑 기법

손종인･정광수(광운대)
[O5.4-3] 【우수논문】IEEE 802.11e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QoS 지원을 위한 동적 TXOP 할당 기법

주광성･정광수(광운대)
[O5.4-4] 【우수논문】라우터 가상화 환경에서의 10G 이더넷 카드를 위한 네트워크 성능 분석

이치영･김도중(고려대), 이종원(한동대), 유혁(고려대)
[O5.4-5]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상황 인지 데이터 중심 저장 기법

김현주･이충희(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5.4-6] 이기종 무선망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품질 적응 기법

고상기･정광수(광운대)
[O5.4-7] 가상 네트워크를 위한 채널 본딩 기술

이신형･김도중･유혁(고려대)
[O5.4-8] A Cost-efficient IPTV Strategy of Replica Placement for 3rd Party Content Service

MariaElizabeth Aldana Diaz･Young-Rok Shin･Eui Nam Huh(경희대)

O6.1  정보보호 7.1(금) 13:00~16:00 / 가야금C 

▸좌장 : 서창호(공주대) ▸평가위원 : 

[O6.1-1] 【우수논문】저 CPU 부하를 갖는 행위 기반 스마트폰 악성 앱 탐지 기법

이정민･안우현(광운대)
[O6.1-2] 【우수논문】신뢰구간을 이용한 키 결합 방식의 바이오-암호 기법

김애영･이상호(이화여대)
[O6.1-3] 【우수논문】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망분리 방안 연구

이상지･지정은･신용태(숭실대)
[O6.1-4] 비대칭 동적 그룹 방식에 기반한 키 교환 프로토콜

윤영빈･홍만표･김종욱･강석인(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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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1-5] Gerber 포맷에 기반한 PCB객체의 디지털 이미지 권한 관리

주태우･홍영식(동국대)
[O6.1-6]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퍼징 기반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취약점 분석

김동진･문재찬･박영웅･조성제(단국대)
[O6.1-7] 퍼징 도구들의 비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웹 브라우저 퍼징 전략

박영웅･이준혁･조성제(단국대)
[O6.1-8] 정형기법을 이용한 M2M 보안 프로토콜의 안전성 검증

김영진･강미영･이신재･최진영(고려대)
[O6.1-9] An Enhanced Description Assistant for SOAP Message Exchange in SOA

PhamPhuoc Hung･JeongYong Byun (Dongguk Univ.)

O6.2  소프트웨어공학 II 7.1(금) 13:00~15:40 / 가야금D 

▸좌장 : 김수동(숭실대) ▸평가위원 : 이찬근(중앙대)

[O6.2-1] 【우수논문】동시 테스팅을 이용한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

기석･김능회･이동현･인호(고려대)
[O6.2-2] 【우수논문】CE환경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ADD방법론

강승준(NIPA), 이근(삼성전자), 시정희･이상은(NIPA)
[O6.2-3]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자동 생성 방안

신원･박정민(건국대), 김태완(명지대), 장천현(건국대)
[O6.2-4]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체계

신원･석종수(건국대), 김태완(명지대), 장천현(건국대)
[O6.2-5] 유지보수 향상을 위한 Pain Chain 요구사항 추적테이블

김경환･김능회･이동현･인호(고려대)
[O6.2-6] UML 기반의 프로덕트 라인 아키텍처 모델링

이관우･이지원(한성대)
[O6.2-7] SC/ACSR : ACSR과 Statechart를 조합한 정형 명세

황대연･김진현･최진영(고려대)
[O6.2-8] LTL Synthesis와 그래프 커버리지를 이용한 GUI 테스트 경로 생성

김태균･조민택･권기현(경기대)

O6.3  국방소프트웨어 7.1(금) 13:00~14:20 / 향비파A 

▸좌장 : 이형근(광운대) ▸평가위원 : 유준범(건국대) 

[O6.3-1] LISI 기반의 국방 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장재덕･최상택･김명호･박동주･최상욱(LIG Nex1)
[O6.3-2] 가상목업의 정비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통합 아키텍쳐

이준규･김천영･김문열･홍영석(국방과학연구소)
[O6.3-3] 【우수논문】비행표적에 대한 대공포 위협도 분석 연구

양창덕･홍영석･양지연･김천영･류태규(국방과학연구소)
[O6.3-4] Arms Value Algorithm: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반 C2 체계 핵심노드 식별

원종현･박건우･이상훈(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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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4  정보통신 III 7.1(금) 13:00~16:00 / 장미홀 

▸좌장 : 안상현(서울시립대) ▸평가위원 : 

[O6.4-1] 【우수논문】Ad-hoc 네트워크에서 경로 복구 지연시간 개선 방법

이정욱･정광수(광운대)
[O6.4-2] 스트리밍 이동 서비스의 QoS 보장을 위한 적응적인 스트리밍 기법

윤두열･정광수(광운대)
[O6.4-3] 해저보행로봇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설계

김방현･박성우･이판묵･전봉환(해양연구원)
[O6.4-4] 무선 센서 네크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최적의 범위를 조절하기

디애고 아스투리아스･이승룡(경희대)
[O6.4-5] Transmission Rate Setting for the Gray Zone Problem in IEEE802.11 based MANETs

Nhy Nguyen Tu PHAM･YumiTAKAKI･Chikara OHTA(Kobe University)
[O6.4-6] 동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의 노드 이동성 예측을 융합한 에너지 효율기반 클러스트링 기법

장우현･장형수(서강대)
[O6.4-7] 불균일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단 거리 홉 카운트 기반의 균형 멀티-홉 

클러스터링

김은주･김동주(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6.4-8] Power control with QoS and Interference Temperature Constraints in Cognitive Radio 

Networks

Cuong The Do･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O6.4-9] 스케일러블 비디오 서비스의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한 스트리밍 기법

김형준･정광수(광운대)

O6.5  컴퓨터그래픽스 7.1(금) 13:00~15:00 / 가야금B 

▸좌장 : 이환용(휴원) ▸평가위원 : 안은영(한밭대)

[O6.5-1] 【우수논문】실시간 시스템에 적합한 인터렉티브 나무 모델링 기법

김진모･조형제(동국대)
[O6.5-2] 【우수논문】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스키마 정의

박종현･정철희(수원대), 박창섭(동덕여대), 이명원(수원대)
[O6.5-3] 워핑 기반의 감정 적응형 실시간 캐릭터 표정변환 기법

배동희･김진모･윤도경･조형제(동국대)
[O6.5-4] 치아 형성의 햅틱 시뮬레이션을 위한 충돌 모델

김기민(KAIST), 김재현(서경대), 박진아(KAIST)
[O6.5-5] 스테레오 일관성을 고려한 입체 영상 리타겟팅

윤여진･신일규･최수미(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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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일정표

◘ 6.30(목) 9:00 - 10:20, 본관2층 거문고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1.1 데이터베이스 I 27 황인준(고려대)

P1.2 모바일응용및시스템 24 오재철(순천대)

P1.3 바이오정보기술 12 김일곤(경북대)

P1.4 전산교육시스템 5 홍성용(KAIST)  차재혁(한양대)

P1.5 정보통신 I 19 조진성(경희대)   

P1.6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14 김수형(전남대)  

P1.7 컴퓨터시스템 I 23 서의성(UNIST) 김장우(포항공대)

◘ 6.30(목) 11:20 - 12:40, 본관2층 거문고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2.1 건설환경IT융합 4 김정선(한양대)  

P2.2 고성능컴퓨팅 8 염헌영(서울대)   

P2.3 고신뢰컴퓨팅 7 박민규(건국대) 전광일(산업기술대)

P2.4 데이터베이스 II 16 문양세(강원대) 이우기(인하대)

P2.5 소프트웨어공학 I 19 이찬근(중앙대)   

P2.6 언어공학 12 이근배(포항공대)  이창기(ETRI) 

P2.7 인공지능 22 김기응(KAIST) 황규백(숭실대)

P2.8 정보통신 II 21 이성원(경희대)   

P2.9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14 정순기(경북대)  

◘ 7.1(금) 9:30 - 11:30, 본관2층 거문고A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3.1 국방소프트웨어 9 진현욱(건국대)  이우기(인하대)

P3.2 소프트웨어공학 II 13 윤회진(협성대)   

P3.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15 이종원(세종대)   

P3.4 정보보호 16 김대은(연세대)  

P3.5 정보통신 III 18 안상현(서울시립대)   

P3.6 컴퓨터그래픽스 7 박인규(인하대) 박희민(숙명여대)

P3.7 컴퓨터시스템 II 25 유준혁(대구대)

P3.8 컴퓨터이론 8 김수환(부산외대)  양태천(경성대) 

P3.9 프로그래밍언어 8 최광훈(연세대) 방기석(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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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100cm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를 

세워서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또는 전지출력물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첫번째 장(또는 해당위치)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락처(e-mail),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닐

접착테이프 등, 양면접착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번호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본 책자 ‘논문발표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⑤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발표시간이 종료후 2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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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1.1  데이터베이스 I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황인준(고려대) ▸평가위원B : 

[P1.1-01] 웹 캐스트와 연관규칙 마이닝을 이용한 축구 경기의 심층 분석

정호석(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종욱(고려대), 유재학(ETRI), 박대희(고려대)
[P1.1-02] 데이터 큐브를 이용한 축구 비디오의 다차원 분석

정호석(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종욱(고려대), 이한성(ETRI), 박대희(고려대)
[P1.1-03] 트리 구조로 된 강의노트 사이의 유사도 측정 기법

임선규･김명호(KAIST)
[P1.1-04]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사건 처리 과정 설계

정영진(KISTI), 이양구･이동규(충북대), 남광우(군산대),
김규진･진두석･이종숙･조금원(KISTI)

[P1.1-06]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후기 분석

윤광민･임지연･김이준･김응모(성균관대)
[P1.1-07] GPU를 이용한 R-tree의 질의처리 병렬화

김민철･최원익(인하대)
[P1.1-08] 사용자 청취 로그의 음악 청취 순서를 이용한  다음 음악 추천

박성은･이동주･이상근･이상구(서울대)
[P1.1-09] m-유형 공간객체를 위한 Rm-tree기반의 mk-최근접질의처리기법

장동주･안수연･정성원(서강대)
[P1.1-10]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그림자 페이지 기반 지연 갱신 기법

박재관･박기용･김영기(한국원자력연구원)
[P1.1-11] 개인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철훈･신정훈･이상준(숭실대)
[P1.1-12] 웹 마이닝을 활용한 의학 용어 추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욱환･신정훈･이상준(숭실대)
[P1.1-13] Open API를 이용한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이돈수･김은혜･박종연･이상준(숭실대)
[P1.1-14] 메신저 환경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파일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신구･신정훈･이상준(숭실대)
[P1.1-15] 수치 데이터 분포에 적응적 유클리드 거리 측정 기법

최유환･조범준･정성원(서강대)
[P1.1-16] 웹 상에서의 구조 질의

김탁은･김명호(KAIST)
[P1.1-17] YAFFS2 플래시 파일시스템 상에서 효율적인 마운트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기법

서형운･신명섭･박동주(숭실대)
[P1.1-18] NAND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 와이프에 의한 삭제 파일 복구 기법

임윤빈･신명섭･박동주(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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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9] 실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익명화 방법 제시

권용진･연종흠･이상구(서울대)
[P1.1-20]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의미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

정동원(군산대), 이석훈･김장원･백두권(고려대)
[P1.1-21]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 B+트리를 위한 효율적인 고장회복 관리기법

이현섭･김보경･이동호(한양대)
[P1.1-22]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 개발 및 적용사례

안정은･윤종민(TTA), 우훈식(대전대)
[P1.1-23] Interoperability between Heterogeneous Process Workflows using Interaction 

Ontology

WajahatAli Khan･Muhammad Bilal Amin･Sungyoung Lee･Young Koo Lee
(Kyung Hee Univ.)

[P1.1-24] 코호트 연구를 위한 식사조사기록 생성 시스템

이명주･박소라･신현두･선동한･이지훈･황수찬(한국항공대)
[P1.1-25] 자동분류와 사용자업데이트를 이용한 스키마 매칭

이명주･신현두･박소라･황수찬(한국항공대)
[P1.1-26] 기록물 패키지를 위한 신경망 회로 기반 자동 스키마 매칭

이명주･박소라･조만기･이지훈･황수찬(한국항공대)
[P1.1-27] 동시 발생 빈발 부분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 분류

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P1.2  모바일응용및시스템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오재철(순천대) ▸평가위원B : 

[P1.2-01] 모바일 시스템 가상화를 위한 블록 입출력 장치 가상화 구현 

정영우･김강호･오수철･안창원(ETRI)
[P1.2-02]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능형 물류 관리 시스템

김민수･이영준･김인우･채진석(인천대)
[P1.2-0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성능 분석

김형찬･홍승표･주신홍(삼성SDS)
[P1.2-04] 동적 방송을 위한 Batching기법으로 Network Coding 기법 제안

유진수･이성우･윤희용(성균관대)
[P1.2-05] 모바일 환경에서의 스마트러닝 시스템 개발 전략 

민성기･양승빈(WIZI)
[P1.2-06] 스마트폰 기반 가상 데스크탑과 주변 레거시 디바이스 사이의 연결 중계 소프트웨어

박세진･박찬익(포항공대)
[P1.2-07] 내장 프로세서 기반 고성능 시스템에서의 내부 버스 병목에 의한 시스템 성능 영향 

분석

임홍열･박기호(세종대)
[P1.2-08] Smart Devices에서 LTI(Learning Tool Interoperability)를 활용한 협력학습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장근원･박상윤(크레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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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9] iOS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다중연결 처리에 대한 연구 

이정국･김종대･박찬영･송혜정･김유섭(한림대)
[P1.2-10] 스마트폰 기반 저전력 셀 타워 아이디 모니터링 방법

유완창･차호정(연세대)
[P1.2-11] 애플리케이션 사용정보와 상황정보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추천 시스템 

신재명･김종현･최화영･박상원(한국외대)
[P1.2-12]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로봇 학습시스템 개발

김대현･김창수(디유넷)
[P1.2-13] 스마트폰 동기화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모델

맹호규･오태원(고려대)
[P1.2-14]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RFID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 연구 

김상일･김화성(광운대)
[P1.2-15]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실내 측위와 QR code를 이용한 오차 보정 방안 연구

김환기･김화성(광운대)
[P1.2-16]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을 위한 실내외 좌표변환 기법 연구

이권우･김화성(광운대)
[P1.2-17] 패턴 기반 디지털 잠금에서 지능형 보안성 강화 방안

정다희･최현식･정연돈(고려대)
[P1.2-18] 택시 탑승자 안전을 위한 위험 알람 시스템

박은해･김정선(한양대)
[P1.2-19]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분산 콘텐츠 공유 및 동기화 방안 연구

안후영(KAIST), 이상민･김영균(ETRI), 이윤준(KAIST)
[P1.2-20]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황인지 기반의 스마트 홈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허태호･김현우･이창현･이승룡(경희대)
[P1.2-21] M2M 환경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상 모델

이석훈･김장원･이종현(고려대), 정동원(군산대), 백두권(고려대)
[P1.2-22] 유비쿼터스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서버 디바이스 구현

김태균･황윤영･임형준･이규철(충남대)
[P1.2-23] 안드로이드 기반의 장치 간 원격메시지 전송을 위한 프레임워크

백광일･박상원(한국외대)
[P1.2-24] PC와 스마트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클립보드 공유

여세환･김정선(한양대)

P1.3  바이오정보기술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김일곤(경북대) ▸평가위원B : 

[P1.3-01] 템플릿 정합법을 이용한 면역 검사 스트립 스캔 신호의 피크 검출

조상연･김종대･김유섭･박찬영･송혜정(한림대)
[P1.3-02] 난소암 조기진단을 위한 다중 바이오마커 선택 알고리즘 성능 비교

최광원･김승일･조상연･송혜정･김종대･김유섭･박찬영･신규성･경민선(한림대),
김영목･박형기･이은영･이명선(안국약품), 김종원(바이오매드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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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3] MATLAB 기반 다중마커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김승일･최광원･조상연･김종대･김유섭･박찬영･송혜정(한림대), 
김영목･박형기･이은영･이명선(안국약품), 신규성･경민선(한림의대), 김종원(바이오매드렙)

[P1.3-04] 오목 정점을 이용한 셀 및 클러스터 구분과 계수

조미경(동명대), 심재술(영남대), 김진석(KIST), 문상준(대구경북과학기술원)
[P1.3-05] Comparison of Error and Enhancement: Effect of Image Interpolation

Muhammad Hameed Siddiqi･Iram Fatima･Young-Koo Lee･Sungyoung Lee
(Kyung Hee Univ.)

[P1.3-06] fMRI 데이터에 적용한 인디언 뷔페 프로세스 닮은 성분 분석법

김준식･김은솔･임병권･이충연･장병탁(서울대)
[P1.3-07]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자율학습을 통한 잠재적 간 질환 환자의 분류를 위한 

계층 정의

김준범･오교중･오근휘･최호진(KAIST)
[P1.3-08] SNS 환경에서 양방향 헬스케어 질의응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용자 질문 추출 및 

분류 방법 연구

오교중･김승석･최호진(KAIST)
[P1.3-09] DNA 분석 과정을 연속 촬영하는 바이오 IT 장치 구현

임호정･구자훈･김승일･김종대(한림대), 이완연(동덕여대)
[P1.3-10] BLAST 성능 향상을 위한 SSD/멀티코어 적용 및 최적화 방안 탐색

서범준･전용권･윤성로(고려대)
[P1.3-11] EEG 기반 뇌기능 분석을 이용한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에서의 인지 학습 특성

이충연･김은솔･이상우･고봉경･김준식･장병탁(서울대)
[P1.3-12] 의료용 스마트폰 실험과 평가

박샛별･김일곤(경북대), 이병기(삼성서울병원)

P1.4  전산교육시스템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홍성용(KAIST) ▸평가위원B : 차재혁(한양대) 

[P1.4-01] 【우수논문】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적용한 컴퓨터 적응적 평가

나선웅･최용석(한양대)
[P1.4-02] IMS LD 표준에 기반한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실행 엔진의 구현

이창훈(테크빌닷컴(주))
[P1.4-03] IMS 학습설계(Learning Design) 표준 확장에 관한 연구

노진홍((주)엔트러스트파트너), 박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P1.4-04] 소수를 찾는 원리 학습을 위한 게임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김한태･홍명표･최용석(한양대)
[P1.4-05] 컴퓨터 실습 중심형 e-book 컨텐츠 설계 및 구현

박진영･홍선경･문양세･김진호(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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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정보통신 I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조진성(경희대) ▸평가위원B :  

[P1.5-01] LTE-Advanced 시스템에 릴레이 기법 도입 시 동적 자원 할당 방법

김승수･김현성･신봉걸･김영일･장주욱(서강대)
[P1.5-02] ANPA : LTE-Advanced 망을 위한 L3 프로토콜 분석기

피준일･이락규(두두원), 복경수･유재수(충북대)
[P1.5-03] 도시 차량 애드 혹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윤요한･김명철(KAIST)
[P1.5-04]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H.264 비디오 전송 품질 향상을 위한 Early Drop 기법

이수용･양기원･윤요한･김명철(KAIST)
[P1.5-05] 감성 기반 음악 검색 및 추천 시스템 설계

윤보국(단국대), 홍성용(KAIST)
[P1.5-06] 유비쿼터스 가상공간을 이용한 가족유대감 극대화 방안 연구

이기원(단국대), 홍성용(KAIST)
[P1.5-07] 스마트그리드 환경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시설관제시스템

이지훈･최성진･배대극･최부영(KTDS)
[P1.5-08]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분산 저장 기법

최성진･전대석･배대극･최부영(KTDS)
[P1.5-09]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임의 배치된 참조노드의 다중 세기 비콘신호 기반 측위 

알고리즘

안홍범･김동욱･홍진표(한국외대)
[P1.5-10]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반발력 기반 고-신뢰 데이터 라우팅 기법

성동욱(KAIST), 이윤정･박준호･유재수(충북대)
[P1.5-11]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간 통합 자원관리 구조 연구

신충용･조진성(경희대)
[P1.5-12] MIM 기반 동시전송가능 무선 메시망 배치전략

강영명･김종권(서울대)
[P1.5-13] IMS에서 호 세션 제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Gateway 구조

임나석･김강석･예홍진･김학범(아주대)
[P1.5-14] 수치지도 제품 사양 관리 및 서비스 모델

하수욱･유재준･이소연(ETRI)
[P1.5-15] 트위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그룹 채팅 시스템

박종은･권오진･이홍창･이명준(울산대)
[P1.5-16] SR-IOV에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한 Performance Isolation의 구현

안성원･박대영(고려대), 이종원(한동대), 유혁(고려대)
[P1.5-17] 오감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여행체험 증강현실 설계

정경희(단국대), 홍성용(KAIST)
[P1.5-18]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 IT 서비스 품질 개선 모형 개발

서성웅(단국대), 홍성용(KAIST)
[P1.5-19] 개방형 혁신을 위한 R&D 협업시스템 설계 및 구현

강응호(단국대), 홍성용(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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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김수형(전남대) ▸평가위원B : 

[P1.6-01]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비정상 집단행동 탐지

박승진･오승근･강봉수･박대희(고려대)
[P1.6-02] Random Forest를 이용한 산불연기 감지

곽준영･김덕연･고병철･남재열(계명대)
[P1.6-03] Incremental Local Outlier Factor를 이용한 Support Vector Machine의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김민규･손수일･유석인(서울대) 
[P1.6-04] SVDD 기반의 실시간 정면 얼굴 탐지

강봉수･오승근･박승진･박대희(고려대)
[P1.6-05] 증강현실을 이용한 네일 샵 적용 방안 연구

전형배(단국대), 홍성용(KAIST)
[P1.6-06] 영상 세그멘테이션 및 특성 분석을 통한 흉부 CT 영상에서의 관심 영역 탐지

박수민･이석룡(한국외대)
[P1.6-07] CUDA기반의 인터랙티브 얼굴인식 시스템

김중식･김종윤･김진모･조형제(동국대)
[P1.6-08] Sparse Logistic Regression 기반 비음수 행렬 분석을 통한 성별 인식

허동철･Christian Wallraven･이성환(고려대)
[P1.6-09] 효과적인 뇌기능 영상 분석을 위한 유효 연결성을 이용한 대규모 네트워크 분석

박기희･이성환(고려대)
[P1.6-10] 본인의 얼굴 영상에 반응하는 뇌전도 신호 기반 개인 인증

염슬기･석흥일･이성환(고려대)
[P1.6-11] 시각 영상 복원을 위한 비음수 행렬 분해 기반의 영상 기저 추출

박영묘･조성식(고려대), 신봉기(부경대), 이성환(고려대)
[P1.6-12] 색상 특징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시각 주의 탐색 시스템

최병근･최경주(충북대)
[P1.6-13] 3차원 인체 포즈 추적을 위한 가려짐에 강인한 관측치 모델

조남규･이성환(고려대)
[P1.6-14] 단일 대상의 fMRI 데이터에서 제약적 교차 최소 제곱 비음수 행렬 분해 알고리즘에 

의한 활성화 뇌 영역검출

XiaoyuDing･이종환･이성환(고려대)

P1.7  컴퓨터시스템 I 6.30(목) 09:00~10:2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서의성(UNIST) ▸평가위원B : 김장우(포항공대)

[P1.7-01] SSD 컨트롤러의 하드웨어 레벨 검증 플랫폼 비교 분석

이세일･이명현･윤성로(고려대)
[P1.7-02] XML 기반의 이기종 센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와카스 나와즈･무하머디 파힘･이승룡･이영구(경희대)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 47

[P1.7-03] SMART Service를 위한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의 체계화

이원구･이민호･신성호･김광영･이상환･윤화묵･성원경(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회)
[P1.7-04]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의 전력 소비량 추정을 위한 프로세서 전력 모델링

강철구･차호정(연세대)
[P1.7-05] 삼중화된 회로에서의 결함 감지를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

강동수･이종길･장경선(충남대)
[P1.7-06] PCM을 위한 쓰기 절감 저널링 파일시스템 설계

이은지･장지은･유승훈･고건(서울대)
[P1.7-07] BPRAM을 이용한 NAND Flash 기반 파일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기법

유진수･전태종･원유집(한양대)
[P1.7-08] SSD를 위한 파일시스템의 벤치마크

이성진･원유집(한양대)
[P1.7-09] CDSP16V2 프로세서용 디버거 성능 향상

남평열･김선욱(고려대)
[P1.7-10] 플래시 메모리 기반 파일 시스템을 위한 버퍼 관리 기법 연구

김봉재･정진만･민홍･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P1.7-11] 쿨링다운 노드를 사용한 TPR*-트리 효율화 기법

임성채(동덕여대)
[P1.7-12] CPU-GPGPU를 기반으로 멀티스레드 파일청킹 시스템

단지･원유집(한양대)
[P1.7-13] 복수 로드/스토어 명령어 생성 개선을 위한 변수 복사 기법

조두산･김찬혁(순천대), 백윤흥(서울대)
[P1.7-14] 그린 IDC를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김인우･김민수･이영준･채진석(인천대)
[P1.7-15]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버를 위한 SSD와 HDD 혼합 스토리지 구조

김선우･문지성･기안호･강수용(한양대)
[P1.7-16] 인텔 네할렘 프로세서에서 퍼포먼스카운터를 이용한 성능분석기법

홍철호･유혁(고려대)
[P1.7-17] 객체 기반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를 위한 서비스 관리 모듈 설계

최정도･김성조(중앙대)
[P1.7-18] 대용량 소셜 데이터의 의미 분석을 위한 MapReduce 기반의 분석 모듈 설계 및 구현

이혁주･김명진･이한구･윤효근(건국대)
[P1.7-19] 인공위성 탑재 컴퓨터를 위한 가상머신의 개발

정현아･조현우･빈센트(충남대), 천이진･강수연(항공우주연구원), 김형신(충남대)
[P1.7-20] FeRAM 기반의 주기억장치 및 스토리지 시스템 설계

이후웅･원유집(한양대)
[P1.7-21] ssd 전력 소모 분석 도구

조석희･원유집(한양대)
[P1.7-22] 입출력 스케줄링을 위한 캐시 적중 예측 기법

황태호･김종민･원유집(한양대)
[P1.7-23]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위한 동적 제어 미들웨어에서 효율적인 장치 검색 방법

이형수･김성조(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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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건설환경IT융합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김정선(한양대) ▸평가위원B : 

[P2.1-01] OpenMP를 이용한 CALPUFF 모듈 가속화

유숙현･양진욱･김경호･윤희영･구윤서･권희용(안양대)
[P2.1-02] 스마트 홈 환경에서 통합적 환경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최지혜･정윤혜･이송희･서종훈･한탁돈(연세대)
[P2.1-03] 원자력시설 해체작업에 필요한 유닛생산성 산출 시스템

박승국･조운형･문제권(한국원자력연구원)
[P2.1-04] 능동적 사고대처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실시간 대기확산시스템 개발

오정석･손충연･현지이･성종규(한국가스안전공사)

P2.2  고성능컴퓨팅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염헌영(서울대) ▸평가위원B : 

[P2.2-01] GPU를 사용한 병렬 정렬 알고리즘의 설계 조건

이호석(호서대)
[P2.2-02] TLB 구조에 따른 3차원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성능, 온도 분석

손동오･최홍준･김철홍(전남대)
[P2.2-03] 가상화 클러스터를 위한 Hotspot 원인 정보 기반 Live migration Algorithm

강문영･오상윤(아주대)
[P2.2-04] 하둡 기반 천문 응용 분야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곽재혁･윤준원･정용환･함재균･박동인(KISTI)
[P2.2-05] 라이프 케어 위해서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 기계 스케쥴

NguyenTrung Hieu･Hassan Abid･YoungKoo Lee･Sungyoung Lee(Kyung Hee Univ.)
[P2.2-06] 병렬 분산 메타-휴리스틱 프레임워크

김진우(서울대), 오현옥(한양대), 하순회(서울대)
[P2.2-07] 대용량 천문 응용 수행을 위한 사이언스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

김주현･권오경･정용환･곽재혁･김상완･윤준원･함재균(KISTI)
[P2.2-08] 사이언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밝은 변광 천체 검출 응용 수행을 위한 시스템 설계

윤준원･곽재혁･정용환･김주현･함재균(KISTI)

P2.3  고신뢰컴퓨팅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박민규(건국대) ▸평가위원B : 전광일(산업기술대)

[P2.3-01] 【우수논문】SSD를 위한 SMART 기반 신뢰성 분석 방법론 및 도구

김세욱･이상엽･전정호･최종무(단국대), 양중섭･모연진･신영균(하이닉스)
[P2.3-02] RT 패치 적용 리눅스를 위한 Priority Ceiling 기반 동기화 프로토콜의 구현

김명균･박문주(인천대)
[P2.3-03] 사이버 물리 컴퓨팅: 유비쿼터스 건강 관리 응용에 대한 레버리징 클라우드 컴퓨팅

하산아비드･왕진･이승룡･이영구(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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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04]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가용성 향상을 위한 빠른 마운트 기법

정진만･김봉재･장준혁･민홍･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P2.3-05] LTE 계측 장비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기법

최규진･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정진만･장준혁(서울대)
[P2.3-06]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위한 보안 기법 연구

박지연･민홍･장준혁･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P2.3-07] 경성 실시간 제어 시스템을 위한 실물 프로토타이핑 모델 기반 개발 환경

김동훈･전상호･강순주(경북대)

P2.4  데이터베이스 II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문양세(강원대) ▸평가위원B : 이우기(인하대)

[P2.4-01] Vantage Point Metric Index Improvement for Multimedia Databases

Uch Chanpisey･Samuel Sangkon Lee･In-hong Lee(Jeonju Univ.)
[P2.4-02] SaaS기반 식사조사 프로그램을 위한 스키마 매핑 기술 비교

박소라･이명주･오지혜･황수찬(한국항공대)
[P2.4-03] 강의 동영상에서 슬라이드 추출을 통한동영상 브라우징 기법

김탁은･임선규･김명호(KAIST)
[P2.4-04] 효율적인 DDS 토픽 저장을 위한 메타 모델 변환 방법

이현우･임형준･최훈(충남대), 김점수(국방과학연구소), 이규철(충남대)
[P2.4-05] 맵리듀스를 이용한 멀티웨이 조인 알고리즘의 비교

명재석･이상구(서울대)
[P2.4-06]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금융권 통합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김태원･김현준･최원석･나연묵(단국대)
[P2.4-07] 오피니언 마이닝에서의 텍스트 신뢰도 측정 방법

김이준･임지연(성균관대)
[P2.4-08] 기술 용어의 용어지배값을 이용한 활용주기 모델링 방법

황미녕･조민희･황명권･정도헌･성원경(KISTI)
[P2.4-09] 있는 Map-Reduce구조에 대한 RDF/OWL 데이터 관리 : 접근 사이에 비교사이에 비교

크로케르기예르모･이영구･이승룡(경희대)
[P2.4-10] 국가연구개발 우수유망기술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주원균･최기석･김재수(KISTI)
[P2.4-11] 차등 k-지배 스카이라인 질의

김용성･정하림･성민경･정연돈(고려대)
[P2.4-12] 시야각으로 한정된 최근접 질의

이성민･정하림･박준표･정연돈(고려대)
[P2.4-13]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의 대표 컨텐츠 선택 기법 

김준수･김명호(KAIST)
[P2.4-14] PMI-IR을 이용한 국내 소셜커머스 상품 평가

임지연･김이준(성균관대)
[P2.4-15] 유사 문서 병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우리･권인택･김종익(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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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16] 온톨로지 학습을 위한 Affinity Propagation 기반의 도메인 컨셉 자동 획득 기법에 관한 

연구

이크발카심･정진우･이동호(한양대)

P2.5  소프트웨어공학 I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이찬근(중앙대) ▸평가위원B :  

[P2.5-01] 프로젝트 리스크관리의 프로세스 개선 사례

박종모･시정희･이상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P2.5-02] 지능형 바이오피드백 기반의 종합 운동관리 시스템 개발

유성재･노연식･남영광･윤형로(연세대)
[P2.5-03] XML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GUI 테스트 자동화 방안

마영철･최은만(동국대) 
[P2.5-04]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접근 용이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의 개발

김태진･하 란(홍익대)
[P2.5-05] 비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 패턴의 연구

정현호･박가영･이상범(단국대)
[P2.5-06] CDSS: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성호작용과 지능 공간의 통합

IramFatima･Muhammad Fahim･Young-Koo Lee･Sungyoung Lee(경희대)
[P2.5-07] iO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UML 프로파일

서용진･문대건･국승학･김현수(충남대)
[P2.5-08] 윈도우폰7 플랫폼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의 모델링을 위한 UML 프로파일

민법기･국승학･김현수(충남대)
[P2.5-09] SOA 기반 소프트웨어를 위한 품질평가 설계

한용만･유해영(단국대)
[P2.5-10] 기능점수를 통한 SOA 기반의 시스템 기능 평가

윤재영･윤광열･최종무･유해영(단국대)
[P2.5-11] XML 웹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최병하･최종무(단국대)
[P2.5-12] SW공학수준과 품질비용 관계 분석

김승권･고병선･이상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P2.5-13] 매쉬업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

방태호･양정진(가톨릭대)
[P2.5-14] 리팩토링 재사용을 위한 조립 메커니즘

김경민･김태공(인제대)
[P2.5-15]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UML 프로파일

고민혁･국승학･윤상필･김현수(충남대)
[P2.5-16] 웹 기반 게임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를 위한 모델

이환･박해윤･최종무･유해영(단국대)
[P2.5-17] 오픈소스를 이용한 SI 프로젝트 테스트 자동화 툴 적용 연구

신선우(단국대), 홍성용(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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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8] 재사용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과 컴포넌트간의 Gap 분석

신정환･김능회･이동현･인호(고려대)
[P2.5-19] 네트워크 시스템 명세를 위한 Z 기반 프레임워크

신지훈･최진영(고려대)

P2.6  언어공학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이근배(포항공대) ▸평가위원B : 이창기(ETRI) 

[P2.6-01] 사회망 자동 구축을 위한 사회 관계 포함 문장 추출

최맹식･김학수(강원대)
[P2.6-02] 의미기반 한국어 복합명사 분석

이용훈･옥철영(울산대)
[P2.6-03] 음성 기반 챗봇을 위한 중복 발화 회피 기법

전원표･김학수(강원대)
[P2.6-04] 성분 정렬을 이용한 한글 유사 문서 탐색 방법

박선영･조환규(부산대)
[P2.6-05] 의미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색채정보의 수집과 정량적 분석

류기곤･선동언･김현철(고려대)
[P2.6-06] 태깅 오류 간 중요도 차별화에 기반한 비용 의존 품사 태깅

손정우･노태길･박성배･고준호(경북대)
[P2.6-07] 잠재 토픽을 이용한 문서 요약문 추출

정영섭･최호진(KAIST)
[P2.6-08] 언어 장애 진단을 위한 그림 설명글의 언어학적 특성 분석

이용재･민혜진･박종철(KAIST)
[P2.6-09] 휴먼 오피니언 자동 분류 시스템 구현을 위한 비결정 오피니언 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

안애림(한국외대), 한용진(경북대), 박세영(경북대), 남지순(한국외대)
[P2.6-10] 오피니언 질의문의 초점 분석을 위한 언어자원 구축

심승혜･백혜연･남지순(한국외대), 박세영(경북대)
[P2.6-11] 회의공지에서 회의장소를 나타내는 문자열의 지도상 실제 위치 추정 시스템

김경렬･최동현･최기선(KAIST)
[P2.6-12] Extracting meeting location from seminar and conference announcement in English

AnatoliyKim･최동현･김은경･최기선(KAIST)

P2.7  인공지능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김기응(KAIST) ▸평가위원B : 황규백(숭실대)

[P2.7-01] 정보 검색에서 분석으로의 시맨틱 웹 기술 동향 및 이슈

정한민･김태홍･이진희(KISTI)
[P2.7-02] 모바일 라이프로그 검색을 위한 시맨틱 네트워크 자동 생성

오근현(KAIST), 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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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03] 맞춤형 광고를 위한 내용기반 영화 추천기법

봉성용･서인식(숭실대), 김문식(KT), 황규백(숭실대)
[P2.7-04] 교통사고 자동탐지를 위한 다중시점 협업기반 상황인식 시스템

이시혁･민준기･조성배(연세대)
[P2.7-05] 술어-논항 구조의 패턴 유사도를 활용한 혼합 커널 기반 관계 추출

정창후･전홍우･최윤수･송사광･최성필(KISTI)
[P2.7-06] 특수 문자 및 단어 빈도 비율을 이용한 스팸 필터링 방법

이성진･백종범･한정석･이수원(숭실대)
[P2.7-07] 언어 독립적인 자질을 이용한 다국어 스플로그 분류

홍성학(고려대)
[P2.7-08] 음악 장르 분류법에 따른 자동판별 성능분석

송민균･문창배･김현수･김병만(금오공대)
[P2.7-09] 전기자동차의 대용량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위한 진화 신경망 기반 셀 밸런싱 시스템

오근현･김종우･서동관(KAIST)
[P2.7-10] SIFT 특성 분포를 이용한 비디오 스트림의 장소 변화 예측

유준희･석호식･장병탁(서울대)
[P2.7-11] 지하철 승무일정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 다이아 생성 방안

김태성･박기역･박태진･류광렬(부산대)
[P2.7-12]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WiFi 기반의 실내 위치 추정

오휘경･김인철(경기대)
[P2.7-13] 인간의 생득적 능력에 기반한 이미지의 의미정보 추출방법

박형근･이일병(연세대)
[P2.7-14] 실시간 트랙 정보 모델링 및 고수준 센서 정보를 이용한 3차원 자동차 경주 제어기 설계 

윤경오(연세대), 김경중(세종대)
[P2.7-15] 행동 네트워크를 이용한 계층적 사용자 의도대응 모델

윤종원･조성배(연세대)
[P2.7-16]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이미지의 효율적인 표현방법

이바도･장병탁(서울대)
[P2.7-17] 모바일 클라우드를 사용한 의료용 앱의 CDSS 서비스

윤여훈･김일곤(경북대), 이병기(삼성서울병원)
[P2.7-18] Author-Topic 모델 기반 대본 학습을 통한 비디오 등장인물 인식

임병권･허민오･장병탁(서울대)
[P2.7-19]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EEG 신호의 시공간적 패턴 탐색

김은솔･이충연･이기석･이현민･김준식･장병탁(서울대)
[P2.7-20] 실패 및 오류 상황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스템 개발 방법론

곽별샘(서울시립대), 박춘성(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재호(서울시립대)
[P2.7-21] 사용자 모델링을 통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방안

최병기･곽별샘･이재호(서울시립대)
[P2.7-22] 퍼즐 게임 환경에서 그래프 기법을 이용한 교착상태의 발견

박문경･최용석(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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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  정보통신II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이성원(경희대) ▸평가위원B : 

[P2.8-01] SEM기반 융합형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설계

이경호(단국대), 홍성용(KAIST)
[P2.8-02] Distributed Relay Selection Algorithm for Cooperative Communication

ThantZin Oo･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8-03] SIP을 이용한 VoIP 서비스에서의 Invite Flooding 공격 탐지 및 방어 기법 설계

윤상준･김기천(건국대)
[P2.8-04] LTE-Advanced 망에서 디바이스간 직접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 메커니즘

이종민･홍충선(경희대)
[P2.8-05] 중첩된 WBAN 환경에서 내쉬중재를 이용한 비경쟁구간 할당 방안

신상배･조진성(경희대)
[P2.8-06] Revisiting Fragment Marking Scheme

NgoTien Dung･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8-07] AODV 기반 코어 노드와 다중경로를 이용한 경로 복구 개선 방안 

김진선･최종원(숙명여대)
[P2.8-08] Rendezvous in Cognitive Radio Networks without Common Control Channel

ZawHtike･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8-09] Distributed Scheduling Scheme for Optimal Performance in Wireless Networks

Nguyen H. Tran･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8-10] 스트리밍 서비스의 QoE 향상을 위한 적응적인 전송률 조절 기법

이성희･정광수(광운대)
[P2.8-11] MANET 네트워크에서 Geocast 기반의 멀티캐스트 라우팅 최적화 기법에 대한 연구

김연･김기천(건국대)
[P2.8-12] SRC 프로토콜의 성능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

송태일･홍충선(경희대)
[P2.8-13] PMIPv6 환경에서 버퍼링을 이용한 패킷 손실 최소화 전송 기법 연구

김환기･김화성(광운대)
[P2.8-14] VANET 환경에서 차량 간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기법

황정희･최종원(숙명여대)
[P2.8-1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선택적 전송 공격 탐지 기법

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P2.8-16] 다중 사용자를 위한 Hadoop 기반 트래픽 분석 시스템 구조

강원철･이연희･이영석(충남대)
[P2.8-17]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 향상을 위한 적응적인 스트리밍 시스템

박정현(광운대), 김태범(KETI), 정광수(광운대)
[P2.8-18] KOREN을 이용한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정연서･김태원(ETRI), 조일권･정희창(한국정보화진흥원)
[P2.8-19] 근접도 레벨링에 따른 디바이스간 직접 통신 의사결정 메커니즘

최진영･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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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20]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한 방법 고찰

심병렬･이연희･강원철･이영석(충남대)
[P2.8-21] Energy-Efficient Cooperative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MohammadHelal Uddin Ahmed･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9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6.30(목) 11:20~12:40 / 거문고B 

▸평가위원A : 정순기(경북대) ▸평가위원B : 

[P2.9-01] 구조 텐서 기반의 상품 라벨 검출

진연연･이명은･김수형(전남대)
[P2.9-02] 유방 MR 영상에서 비등방성 확산 방법과 구조텐서를 이용한 흉근 자동 분할

이명은･진연연･김수형(전남대), 김종효(서울의대)
[P2.9-03] 입 추적을 이용한 로봇 원격 제어 시스템

왕량･서영철･민하즈･이필규(인하대)
[P2.9-04] 흉부 X선 영상을 이용한 다중해상도 폐 종류 검출필터의 평가

김응규(한밭대), 안계선(대덕대)
[P2.9-05]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시간 드로잉을 위한 윤곽선의 궤적 좌표 집합 추출 알고리즘

김바울･송명진･이근주･김용덕･김상욱(경북대), 김경덕(위덕대)
[P2.9-06] 다양한 환경속에서도 영상의 인식률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제안

최진용･이춘영･백승대･서성준(경북대)
[P2.9-07] 모바일 환경 영상인식을 위한 신경망기반 Speeded Up Robust Features 차원 감소

윤두밈･김경중(세종대)
[P2.9-08] 음식재료성분 분석을 통한 음식이미지 표현

진소영･최호진(KAIST)
[P2.9-09] 인간의 활동 인정 가보 필터 기반의 특징 추출

NguyenAnh Tu･Young Koo Lee･Sungyoung Lee(경희대)
[P2.9-10] 다빈치프로세서 기반 영상 보안 통화 시스템 구현

김준철(서남대), 기미레디팍･이준환(전북대)
[P2.9-11]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인체 추적 및 전송 시스템

곽내정･송특섭(목원대)
[P2.9-12] 지면가정을 활용한 스테레오 시차영상 정합

원광희･정순기(경북대)
[P2.9-13]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에서의 치열궁 자동 검출 기법

강호철･김계현･신영길(서울대)
[P2.9-14] CT 영상 기반 피하지방 및 내장지방 자동 분할 기법 

곽서현･신영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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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국방소프트웨어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진현욱(건국대) ▸평가위원B : 이우기(인하대)

[P3.1-01]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해군 함정 컴퓨팅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김홍재･오상윤(아주대)
[P3.1-02] 하이브리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전장 모델링

한영훈(고려대), 이해영(ETRI), 최진영(고려대)
[P3.1-03]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을 위한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 개발

이은정(고려대)
[P3.1-04] 전술데이터링크에서의 루핑방지 알고리즘

이정철･박인혜･이형근(광운대)
[P3.1-05] 비디오 스트리밍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실시간 고장 감내 기법의 연구

류복희･전동운･김두현(건국대)
[P3.1-06] 무인기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위한 경합탐지 사례연구

이병귀･강문혜･전용기(경상대)
[P3.1-07] 협력사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획득 사례 소개

이혜진･김상기･정현철･최상택(LIG넥스원)
[P3.1-08] 수중 네트워크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협업 통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인혜･이형근(광운대), 김태곤(고려대)
[P3.1-09] 항공 소프트웨어를 위한 가상화 기반의 ARINC 653 파티셔닝

한상현･진현욱(건국대)

P3.2  소프트웨어공학 II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윤회진(협성대) ▸평가위원B : 

[P3.2-01] 문제조회용 앱의 개발

이재연･김정선(한양대)
[P3.2-02] Record-PlayBack 기반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안

박두호･신원(건국대), 김태완(명지대), 장천현(건국대) 
[P3.2-03] 시맨틱 기반의 Open API 정보제공을 위한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법 연구 

김상일･김화성(광운대)
[P3.2-04]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ATAM 기반 디자인

ElbashirAbbas･Sou-Young Jin･Henry Senyondo･Ho-Jin Choi(KAIST)
[P3.2-05] 알려진 취약점 정보를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퍼징 및 검증

김기연･조성제(단국대)
[P3.2-06]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비교 및 평가

이강민･양정진(가톨릭대)
[P3.2-07] BPEL의 모델 체킹을 위한 BPEL의  Onion Visual Language 변환 

우수정･최재홍･온진호･이문근(전북대)
[P3.2-08] 프로세스 대수를 위한 시각화 명세 언어

온진호･우수정･이문근(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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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9] 고장수목을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의 안전성 측정

윤상현･조재연･유준범(건국대)
[P3.2-10] 시나리오 기반 명세 모델로부터 반응형 시스템 개발

권령구･김성회･권기현(경기대)
[P3.2-11] 연결형 통신 환경에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디자인 패턴

김정영･백두권･김정동(고려대)
[P3.2-12] 하드웨어와 결합도가 높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단위 테스팅 기법

심재환･이진호･최진영(고려대)
[P3.2-1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의 개발

이진호･심재환･최진영･고병령(고려대)

P3.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이종원(세종대) ▸평가위원B :  

[P3.3-01] ConceptNet기반 장르별 감정분류를 적용한 협업 필터링 추천시스템

최형탁･조성배(연세대)
[P3.3-02] 휴대전화에서의 한글 모음 입력 방식의 고찰 및 개선 방법의 제안

정혁(ETRI)
[P3.3-03] EM(Expectation Maximization) 군집화(Clustering)을 통한 인간의 이동 패턴 연구

김현욱･송하윤(홍익대)
[P3.3-04] 국내 음성도서 서비스를 위한 수식의 음성변환 기법에 대한 연구

이재화･이종우･임순범(숙명여대)
[P3.3-05]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안정훈･남은영(고려대)
[P3.3-06] 인간의 언어와 얼굴 표정에 통하여 자동적으로 감정 인식 시스템 새로운 접근법

DinhDong Luong･Young-Koo Lee･and Sungyoung Lee(경희대)
[P3.3-07]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 맞춤형 메뉴 인터페이스 제공 기법 연구

김소영･심수연･안지영･임순범(숙명여대)
[P3.3-08] 피아노 롤 표기법을 개선한 모바일 기기용 음표 입력 인터페이스

김민우･전재웅･손의성･최윤철(연세대)
[P3.3-09] 멀티모달 비주얼 인터페이스의 데이터형

일리야 말랴노프･브라이언 도리알･이승룡･이영구(경희대)
[P3.3-10] 능동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SLA 관리 시스템 UI 구현

이광일･김상락･배재학･장길상(울산대)
[P3.3-11] 능동형 서비스 수준 계약의 표현

김상락･이광일･배재학･장길상(울산대)
[P3.3-12]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의 다중 시점 영상 가시화

강선호･정순기(경북대)
[P3.3-13] 모바일 기기에서 효과적 웹 브라우징을 위한 컷아웃 기반의 인터페이스

김효우･전재웅･최윤철(연세대)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1 57

[P3.3-14] 약복용 순응률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최재훈･임명은･박수준(ETRI)
[P3.3-15] 포털(Portal) 기반 핵융합에너지 지식관리시스템 설계

박준형･황성하･윤정식(국가핵융합연구소)

P3.4  정보보호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김대은(연세대) ▸평가위원B : 

[P3.4-01] 한붓그리기를 이용한 그래픽 패스워드 인증 기법

문건영･김종욱･홍만표(아주대)
[P3.4-02] MPEG 카오스 암호화 과정의 새로운 접근방법

이동훈･윤병춘･김덕환(인하대)
[P3.4-03] 전자신분증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문종호･이창환･권근･이광우･원동호(성균관대)
[P3.4-04]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코드 작성기 개발

방기석･공진산(한림대)
[P3.4-05] 금융부문 제휴사업자 안전성 합동점검 프레임워크 구축 개발

신동일･김영태･성재모(금융보안연구원)
[P3.4-06] QR 코드의 XSS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반기봉･정재욱･원동호(성균관대)
[P3.4-07] 보안이 향상된 OLSR 프로토콜

전민철･강석인･김종욱･홍만표(아주대)
[P3.4-08] Taint Analysis 기반 악성코드 탐지방안

이태진･오주형･정현철(KISA)
[P3.4-09] 프라이버시-인지 역할기반 접근 제어의 산술연산 구현 전략

나현혜･이지윤･이하영(서울여대), 김윤정(포항공대)
[P3.4-10] 분산 탐지 시스템을 위한 협업적 의사 결정

AshfaqHussain Farooqi･Wang Jin･Farrukh Aslam Khan･Sungyoung Lee(경희대)
[P3.4-11] 신규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정보 수준측정 점검모델

김명섭･노봉남･김용민(전남대)
[P3.4-12] 바이너리 파일의 코드 패칭을 통한 버퍼 오버플로우 탐지 기법

이정민･김현욱･안우현(광운대)
[P3.4-13] 소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애드혹 네트워크 키 관리 기법

김가린･홍충선(경희대)
[P3.4-14] 스트리밍 영상을 위한 효율적 스크램블링 방법 연구

최종석･김보승･신용태(숭실대학교)
[P3.4-15] An Ontology Based Security Protection of SOAP Messages

AzizNasridinov･Byun JeongYong(Dongguk Univ.)
[P3.4-16] VoIP-RBL을 이용한 SIP기반 VoIP스팸 차단 방법

윤석웅･정현철･박해룡･원유재(한국인터넷진흥원), 유형선(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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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  정보통신 III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안상현(서울시립대) ▸평가위원B : 

[P3.5-01] 컨텐츠 중심 네트워크 연구의  컨텐츠 이름 정의와 이름 분석 조사 

이정환･유혁(고려대)
[P3.5-02] FIR에서의 실제적인 Link Cost를 고려한 효율적인 로드 밸런싱

김형진･이영준･이상환(국민대)
[P3.5-03] Adaptive Pacing: Paced TCP의 공평성 향상기법

김도중･이신형･유혁(고려대)
[P3.5-04] 운영체제가 없는 고속 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경량 IP 구현

장준혁･정진만･조유근(서울대), 최규진･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홍지만(숭실대)
[P3.5-05]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동적 우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한 클래스별 지연 시간 예측 기법

이동호･정광수(광운대)
[P3.5-06] 모바일 피어 클러스터링 이용한 계층적 P2P 구조

이하･복경수･박용훈･유재수(충북대)
[P3.5-07] SNS을 활용한 스마트 채널 구축방안

김지영･황대연･최진영(고려대)
[P3.5-08] 이기종 망간의 핸드오버 결정기법

김린･이성원(경희대)
[P3.5-09] IEEE 802.21 Media Independent Handover 프로토콜의 설계 및 구현

송인재･이성원(경희대)
[P3.5-10]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파운틴 코드 기반 응용계층 순방향 오류 정정

황영학･Brwonson O. Obele･임혁(광주과학기술원)
[P3.5-11] 지진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정형기법의 활용

이혁･정금택･최진영(고려대)
[P3.5-12] ANSI-C 동시 프로그램 내 경합 상황 탐지

안소진･심재환(고려대), 남원홍(건국대), 최진영(고려대)
[P3.5-13] 센서 네트워크에서 fingerprint 중첩을 이용한  위치인식 정밀도 향상 방법

조형곤･정설영･강순주(경북대)
[P3.5-14] 다중 채널 다중 라디오 Wi-Fi 메쉬 네트워크에서 스케줄링 MAC 프로토콜

무악단･정한유(부산대)
[P3.5-15] Virtual Network for IPTV Service

Biao Song･Mohammad Mehedi Hassan･Eui-Nam Huh(경희대)
[P3.5-1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on-demand 방식의 클러스터링 기법

김환･안상현(서울시립대)
[P3.5-17] 전술환경을 고려한 OSPF 적용방안 연구

이승환･신동욱･이승형(광운대)
[P3.5-18] Minimizing the Co-channel Interference in WLAN Systems

주봉･김정호･최용훈･박수원･이승형(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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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컴퓨터그래픽스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박인규(인하대) ▸평가위원B : 박희민(숙명여대)

[P3.6-01] 특징형상 모델링 연혁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집합 연산

이상헌(국민대)
[P3.6-02] 컴퓨터 기반 수술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정량적 절개 숙련도 평가 기법 

김석열･박진아(KAIST)
[P3.6-03] VTK와 OSG를 이용한 병렬 가시화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이중연(KISTI)
[P3.6-04] 치아 스케일링 훈련을 위한 햅틱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조재현(KAIST), 김재현(서경대), 박진아(KAIST)
[P3.6-05] 스마트폰에서의 3차원 형상 취득을 위한 카메라와 플래시의 보정 기법

원재현･박인규(인하대)
[P3.6-06] 세포영상에서의 기하정보를 이용한 인접객체 분할 방법

은성종･황보택근(경원대)
[P3.6-07] LBP와 Top-N 블록 매칭을 통한 얼굴 인식 방법

이진석･김대진(POSTECH)

P3.7  컴퓨터시스템 II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유준혁(대구대) ▸평가위원B : 

[P3.7-01] 파일 유사도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파일 전송 기법 

정호민･강성운･이정근･고영웅(한림대)
[P3.7-02] 하둡을 이용한 내용기반 음악 검색 시스템 설계

정형용･김준형･박현민･이정준(한국산기대)
[P3.7-03] Xen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동적 워크로드 핸들링을 위한 사용자 수준의 스케쥴링

이현주(고려대), 고영웅(한림대)
[P3.7-04] 철강 공정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로그서버 설계

최자영･김도훈(포스코 기술연구원)
[P3.7-05] 멀티코어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위한 태스크 특성 측정 방법

안득현･김지홍･엄영익(성균관대)
[P3.7-06] Specialization을 이용한 확장된 널 포인터 검사 제거

최형규･문수묵(서울대)
[P3.7-07] 경성 실시간 운영체제 RT-eCos3.0을 위한 LLF 스케줄러의 구현 

유휘재･김정국(한국외대)
[P3.7-08] TraceMonkey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인터프리터에서 루프 수행 최적화 방안

박혁우･문수묵(서울대)
[P3.7-09] 드라이버 고장 분리를 위한 바이너리 수준 동적 컴파일러

이동우･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P3.7-10] Query By Humming 응용을 위한 MIDI 파일에서의 자동 멜로디 트랙 선택 방법

김무정･낭종호(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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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11] Xen-ARM 하이퍼바이저와 실시간 인터럽트 처리

유시환･곽근환･조재현･유혁(고려대)
[P3.7-12] 스마트폰기반의 태양광발전소 원격관리시스템

이민･최한석(목포대)
[P3.7-13] XILINX 설계 데이터로부터 Verilog 네트리스트의 생성 방법에 관한 연구

이종길(충남대), 황수연･조한진(ETRI), 장경선(충남대)
[P3.7-14] GPS와 가속도 센서 기반 정숙 운전 유도 시스템

장영준･이재원･김선호･이민석(한성대)
[P3.7-15] CFQ 스케줄러의 튜닝 변수 설정에 따른 SSD 성능 분석

박현찬･유혁(고려대)
[P3.7-16] 효율적인 DVS를 위한 워크로드 분석 기법

김세원･유혁(고려대)
[P3.7-17] HTML5의 Web Storge 활용에 대한 연구

이강근･최진영(고려대)
[P3.7-18]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를 위한 유닛 레벨 주소 변환 기법

김혁중･신동군(성균관대)
[P3.7-19] SSD 기반의 가상메모리 시스템을 위한 상태기반 페이지 할당 기법

김현욱･안우현(광운대)
[P3.7-20]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센서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조현우･윤상윤･홍정우(KISTI), 김형신(충남대)
[P3.7-21]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에서 서비스 자동화를 위한 UPnP기반의 디바이스 매칭 방법

최운･김명진･이한구･윤효근･윤뢰(건국대)
[P3.7-22] 실제 멀티코어 프로세서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의 전력 소모 및 온도 비교

전형규･강승구･안진우･김철홍(전남대)
[P3.7-23] 데이터 패턴을 고려한 uflip 기반 성능 측정 도구

배상희･차재혁(한양대)
[P3.7-24] 리눅스 사용자 공간에서 FTL 개발 플랫폼 설계 및 구현

최명순･차재혁(한양대)
[P3.7-25] 압축/비압축 파일과 명령 큐 깊이에 따른 SSD 성능 변화

이수연･차재혁(한양대)

P3.8  컴퓨터이론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김수환(부산외대) ▸평가위원B : 양태천(경성대) 

[P3.8-01] 【우수논문】Hitting Set 문제를 이용한 Next Generation Sequencing Read의 효율적인 처리

박태원･김소라･최석문･조환규･이도훈(부산대)
[P3.8-02] 순차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파티셔닝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최적화 프레임워크

이수정(서강대), 장형수(서강대)
[P3.8-03] L1 메트릭 공간에서 Skyline을 계산하는 기하 알고리즘

손완빈･황승원･안희갑(포항공과대학교)
[P3.8-04] 패턴매칭을 위한 오토마타의 상태복잡도

엄해성･한요섭(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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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05] 두개의 구로 구들을 포함하기

김상섭･안희갑(POSTECH)
[P3.8-06] 육각 셀룰러 오토마타 모델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고상기･한요섭(연세대)
[P3.8-07] A Simpler Algorithm of Generation Biconnected Rooted Outerplanar Graphs

Bingbing Zhuang(포항공대)
[P3.8-08] 하나의 고장을 가진 2-차원 이분 토러스에서 다대다 서로소인 경로 커버

김호동･박정흠(가톨릭대)

P3.9  프로그래밍언어 7.1(금) 09:30~11:30 / 거문고 AB 

▸평가위원A : 최광훈(연세대) ▸평가위원B : 방기석(한림대)

[P3.9-01] 【우수논문】분석 경보 주위에만 관계 분석을 적용하여 거짓경보를 줄이는 방법

이우석･오학주･김유일･이광근(서울대)
[P3.9-02] 【우수논문】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필요한 지점만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

고윤석･오학주･허기홍･이광근(서울대)
[P3.9-03] Fortress 언어를 이용한 DPLL 알고리듬의 구현

황준형(KAIST), 이철우(ETRI), 류석영･한태숙(KAIST)
[P3.9-04]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한 별칭 분석

조강원･김홍준･이주환･나정호･이재진(서울대)
[P3.9-05] 열린 코드를 갖는 다단계 프로그램을 타입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생성하기

정영범･이원찬･이광근(서울대)
[P3.9-06] 정적 분석 경보 사이의 종속 관계를 이용한 대표 경보 찾기

이우석･김유일･이광근(서울대)
[P3.9-07] 함수 호출을 구별하는 분석에서 가짜 경로를 없애는 한 방법

허기홍･오학주･이광근(서울대)
[P3.9-08] 정적으로 2단계 언어의 불필요한 식 찾기

조성근･이광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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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 P3.8-01
박혁우 P3.7-08
박현찬 P3.7-15
박형근 P2.7-13
반기봉 P3.4-06
방기석 P3.4-04
방태호 P2.5-13
배동희 O6.5-3
배상희 P3.7-23
백광일 P1.2-23
보티홍푸옹

O1.3-3
봉성용 P2.7-03
서범준 P1.3-10
서용진 P2.5-07
서재현 O3.2-6
서형운 P1.1-17
석종수 O6.2-4
성동욱 P1.5-10
손동오 P2.2-02
손완빈 P3.8-03
손의성 O5.3-8
손정우 P2.6-06
손종인 O5.4-2
손지훈 O4.1-5
손충연 P2.1-04
송민균 P2.7-08
송사광 O4.2-5
송인재 P3.5-09
송태일 P2.8-12
송  표 P3.5-15
신동일 P3.4-05
신민철 O5.3-2
신상배 P2.8-05
신재명 P1.2-11
신정환 P2.5-18
신지훈 P2.5-19
신충용 P1.5-11
심병렬 P2.8-20
심승혜 P2.6-10
심재환 P3.2-12
안득현 P3.7-05
안성원 P1.5-16

안소진 P3.5-12
안수연 P1.1-09
안애림 P2.6-09
안일수 O5.2-5
안정은 P1.1-22
안정훈 P3.3-05
안홍범 P1.5-09
안후영 P1.2-19
양  선 O4.3-2
양승국 O1.3-4
양창덕 O6.3-3
엄해성 P3.8-04
여세환 P1.2-24
염슬기 P1.6-10
오교중 P1.3-08
오근현 P2.7-02
오근현 P2.7-09
오상헌 O5.2-7
오진석 O2.3-6
오휘경 P2.7-12
온진호 P3.2-08
왕  량 P2.9-03
우수정 P3.2-07
우영주 O1.5-4
우짠피사이

P2.4-01
원광희 P2.9-12
원재현 P3.6-05
원종현 O6.3-4
유민희 O1.2-2
유병식 O4.2-3
유성재 P2.5-02
유시환 P3.7-11
유완창 P1.2-10
유재용 O3.2-3
유준희 P2.7-10
유진수 P1.2-04
유진수 P1.7-07
유휘재 P3.7-07
윤경오 P2.7-14
윤광민 P1.1-06
윤두밈 P2.9-07
윤두열 O6.4-2
윤상준 P2.8-03
윤상현 P3.2-09
윤석웅 P3.4-16
윤여진 O6.5-5
윤여훈 P2.7-17
윤영빈 O6.1-4
윤요한 O3.2-1
윤요한 P1.5-03
윤재영 P2.5-10
윤종원 P2.7-15

윤준원 P2.2-08
윤태식 O1.2-5
윤태호 O3.2-8
은성종 P3.6-06
이강근 P3.7-17
이강민 P3.2-06
이광일 P3.3-10
이권우 P1.2-16
이동우 P3.7-09
이동주 O4.3-5
이동호 P3.5-05
이득용 O2.2-6
이명은 P2.9-02
이명주 O4.1-7
이명주 P1.1-24
이명주 P1.1-25
이명주 P1.1-26
이  민 P3.7-12
이민석 P3.7-14
이바도 P2.7-16
이병귀 P3.1-06
이병규 O4.1-2
이빛나 O3.3-2
이상엽 O3.3-3
이상준 O2.1-3
이상준 P1.1-11
이상준 P1.1-12
이상준 P1.1-13
이상준 P1.1-14
이상지 O6.1-3
이상헌 P3.6-01
이석훈 P1.2-21
이성민 P2.4-12
이성진 P1.7-08
이성진 P2.7-06
이성호 O1.1-2
이성희 P2.8-10
이세일 P1.7-01
이세환 O3.3-7
이수연 P3.7-25
이수용 P1.5-04
이수정 P3.8-02
이승규 O3.3-1
이승환 P3.5-17
이시혁 P2.7-04
이신형 O5.4-7
이영설 O3.1-4
이용재 P2.6-08
이용훈 P2.6-02
이우석 P3.9-01
이우석 P3.9-06
이원구 P1.7-03
이은정 P3.1-03

이은지 P1.7-06
이인기 O1.2-3
이재연 P3.2-01
이재유 O2.1-2
이재화 P3.3-04
이정국 P1.2-09
이정민 O6.1-1
이정민 P3.4-12
이정욱 O6.4-1
이정철 P3.1-04
이정환 P3.5-01
이종길 P3.7-13
이종민 P2.8-04
이준규 O6.3-2
이중연 P3.6-03
이지원 O6.2-6
이지훈 P1.5-07
이진석 P3.6-07
이진호 P3.2-13
이창훈 P1.4-02
이충연 P1.3-11
이치영 O5.4-4
이크발카심

P2.4-16
이태진 P3.4-08
이  하 P3.5-06
이  혁 P3.5-11
이혁주 P1.7-18
이현섭 P1.1-21
이현우 P2.4-04
이현주 P3.7-03
이형수 P1.7-23
이혜진 P3.1-07
이호석 P2.2-01
이  환 P2.5-16
이후웅 P1.7-20
이훈석 O3.1-2
임나석 P1.5-13
임병권 P2.7-18
임선규 P1.1-03
임성채 P1.7-11
임윤빈 P1.1-18
임종태 O1.2-1
임지연 P2.4-14
임호정 P1.3-09
임홍열 P1.2-07
장근원 P1.2-08
장병국 O1.1-1
장빙빙 P3.8-07
장우현 O6.4-6
장재덕 O6.3-1
장정란 O5.2-8
장준혁 P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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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준 O1.2-4
전동운 P3.1-05
전민철 P3.4-07
전원표 P2.6-03
전형규 P3.7-22
전홍우 O4.2-4
정강수 O5.1-8
정경진 O1.5-6
정다희 P1.2-17
정동원 P1.1-20
정연서 P2.8-18
정영범 P3.9-05
정영섭 P2.6-07
정영우 P1.2-01
정영진 P1.1-04
정원기 O2.1-5
정진만 P2.3-04
정진우 O4.1-4
정창후 P2.7-05
정한민 P2.7-01
정  혁 P3.3-02
정현호 P2.5-05
정형용 P3.7-02
정호민 P3.7-01
정호석 O1.4-1
정호석 P1.1-01
정호석 P1.1-02
정희정 O5.3-4
조강원 P3.9-04
조남규 P1.6-13
조두산 P1.7-13
조미경 P1.3-04
조민지 O5.1-6
조범준 P1.1-15
조보호 O2.2-5
조상연 P1.3-01
조석희 P1.7-21
조성근 P3.9-08
조재현 O2.3-1
조재현 P3.6-04
조형곤 P3.5-13
조호현 O4.2-2
주광성 O5.4-3
주  봉 P3.5-18
주영민 O5.1-7
주원균 P2.4-10
주태우 O6.1-5
진소영 P2.9-08
진연연 P2.9-01
최광원 P1.3-02
최규진 P2.3-05
최명순 P3.7-24
최병근 P1.6-12

최병기 P2.7-21
최병하 P2.5-11
최성진 P1.5-08
최  운 P3.7-21
최인호 O2.2-4
최자영 P3.7-04
최재훈 P3.3-14
최정도 P1.7-17
최종석 P3.4-14
최종욱 O3.3-6
최지혜 P2.1-02
최진영 P2.8-19
최진용 P2.9-06
최진호 O5.2-3
최현철 O1.4-3
최형규 P3.7-06
최형탁 P3.3-01
최홍구 O5.3-6
최화영 O1.1-3
탕지아메이

O1.1-6
피준일 P1.5-02
하수욱 P1.5-14
한상현 P3.1-09
한영훈 P3.1-02
한용만 P2.5-09
한용진 O4.3-1
허기홍 P3.9-07
허동철 P1.6-08
허지욱 O4.1-3
허태호 P1.2-20
홍선경 P1.4-05
홍성용 P1.5-05
홍성용 P1.5-06
홍성용 P1.5-17
홍성용 P1.5-18
홍성용 P1.5-19
홍성용 P1.6-05
홍성용 P2.5-17
홍성용 P2.8-01
홍성학 P2.7-07
홍순원 O1.4-5
홍원주 O1.4-6
홍철호 P1.7-16
홍초희 O4.3-3
황대연 O6.2-7
황미녕 P2.4-08
황영석 O5.2-1
황영학 P3.5-10
황정희 P2.8-14
황준형 P3.9-03
황태호 P1.7-22
AnatoliyKim

P2.6-12
AshfaqFaro

P3.4-10
AzizNasridin

P3.4-15
BilalAmin

O1.1-5
DiegoJ.Astu

O6.4-4
DinhDongLu

P3.3-06
DOTHECUO

O6.4-8
DungNgoTien

P2.8-06
ElbashirAbb

P3.2-04
FatimaIram

P2.5-06
GuillermoCr

P2.4-09
HassanAbid

P2.3-03
IlyaMalyanov

P3.3-09
lebavui O5.3-5
LeTuanAnh

O3.2-4
MD.OBAIDU

O3.2-7
Mohammad

P2.8-21
Muhammad

P1.3-05
NguyenAnh

P2.9-09
NguyenTrun

P2.2-05
NguyenVan

O3.2-5
NhyNguyen

O6.4-5
PhamPhuoc

O6.1-9
PhamTheAnh

O3.1-5
ThantZinOo

P2.8-02
TranHoangN

P2.8-09
TranQuang

O3.2-2
WajahatAliK

P1.1-23
WAQASNA

P1.7-02
XiaoyuDing

P1.6-14
ZawHtike

P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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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6월 1일(수) - 15일(수)          ◈ 현장등록 : 6월 29일 - 7월 1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동일)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70,000 150,000 120,000 220,000

현장등록 90,000 170,000 140,000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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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3. 논문 및 데모 작품 발표자는 1편당 1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논문집 수록 내역

 - Poster 발표논문은 B,C,D권으로 나눠 분야별로 게재합니다. 권당 10,000원(동일논문집 복수 구입불가)

A 권 Oral Session 전체논문(전분야)

B 권
 고성능컴퓨팅/고신뢰컴퓨팅/국방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전산교육시스템/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컴퓨터 이론/

C 권
 건설환경IT융합/데이타베이스/바이오정보기술/언어공학/인공지능/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프로그래밍언어

D 권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정보보호/정보통신

◎ 튜토리얼 참가비

1. 튜토리얼 프로그램

2.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며, 강좌당 5,000원입니다.

◎ 전문분과워크샵 참가비

▷ S1.1 Handheld GPU워크샵/ 6월 29일(수)
학술대회 참가 등록시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20,000 30,000 30,000 40,000

현장등록 30,000 40,000 40,000 50,000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30,000 40,000 40,000 60,000

현장등록 40,000 50,000 50,000 70,000

▷ S1.2 정보통신워크샵/ 6월 29일(수)
학술대회 참가 등록시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30,000 50,000 40,000 60,000

현장등록 40,000 60,000 50,000 70,000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50,000 70,000 60,000 80,000

현장등록 60,000 80,000 7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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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자연어처리 및 정보검색 최근동향 워크샵/ 6월 29일(수)
학술대회 참가 등록시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10,000 20,000 20,000 30,000

현장등록 20,000 30,000 30,000 40,000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10,000 20,000 20,000 30,000

현장등록 20,000 30,000 30,000 40,000

▷ S2 컴퓨터지능 심포지엄/ 7월 1일(금)
학술대회 참가 등록시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20,000 50,000 30,000 60,000

현장등록 40,000 60,000 50,000 70,000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40,000 70,000 50,000 80,000

현장등록 50,000 80,000 60,000 90,000

▷ S3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기술 워크샵/ 7월 1일(금)
학술대회 참가 등록시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30,000 50,000 40,000 60,000

현장등록 40,000 60,000 50,000 70,000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60,000 100,000 70,000 110,000

현장등록 70,000 110,000 80,000 120,000

◎ 참가비 등 납부방법

1. 은행송금 : 우리은행, 463-04-103170  (예금주 : 한국정보과학회)

2. 온라인 카드결재

◉ 기타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참가 등록시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2. 참가등록일과 참가비 송금일을 동일 일자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비 환불은 대회 2주전 100%, 1주전 50% 환불,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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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경주시 신평동 150-2 (보문단지 내)

 교통편 - 자가용

출발지 운행경로 소요시간

서울
서울 → 경부/중부고속도로 → 대구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4시간 30분

부산
부산(경부고속도로 이용)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1시간 30분

대구
대구 → 경부고속도로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1시간

대전
대전 → 경부고속도로 → 대구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2시간 30분

광주
광주 → 88고속도로 → 화원 I.C → 대구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2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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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 대중교통

운행구간
운행시간

배차시간 소요시간
첫차 막차

서울 ↔ 경주 06:00 18:30 30분 간격 4시간 30분

부산 ↔ 경주 07:30 21:30 1시간 10분간격 1시간 10분

대구 ↔ 경주 06:40 21:10 30분간격 1시간

대전 ↔ 경주 07:00, 08:40, 11:00, 16:10, 18:40 2시간 40분

광주 ↔ 경주 09:40, 16:40 4시간 10분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건너 승강장에서 좌석10번, 일반10번 이용. 거구장 앞에서 하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안내 http://www.exterminal.co.kr/ 

한국철도 안내 http://www.korail.com/ 

KTX 신경주역 -> 좌석버스 700번 이용 경주교육문화회관 앞 하차(약 40분 소요) 

 숙박 안내

숙소는 학회에서 경주교육문화회관에 일정수를 확보하여 예약중입니다.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주시길 바라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객실 예약은 조식포함한 패키지로 진행됩니다(객실만 예약은 불가).

예약 시 [한국정보과학회] 참가자임을 밝혀주십시오.

예약 사무실 : 054) 770-9143,5       주소 : 경북 경주시 신평동 150-2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일자 박수 객실형태 투숙인원 특별요금 포함내역 비고

6/29
6/30

1
Standard

(양실,한실)

1인 65,000원 1인 조식

세금포함2인 80,000원 2인 조식

3인 95,000원 3인 조식

* 공제회원 1인당 4실까지 위 요금으로 예약가능하며, 공제회원의 투숙과 프론트에서 주민증 카피로 
증빙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반 참가자]

일자 박수 객실형태 투숙인원 특별요금 포함내역 비고

6/29
6/30

1
Standard

(양실,한실)

1인 90,000원 1인 조식

세금포함2인 105,000원 2인 조식

3인 120,000원 3인 조식

* 주말은 실당 10,000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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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볼거리

 불국사 (호텔에서 약 20분)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비롯한 수많은 국보문화재와 보물문화재가 있고 매년 수백만의 내외국인 방문객
들이 한국의 뛰어난 불교예술작품들이 자리한 불국사를 방문하고 있다.

 석굴암 (호텔에서 약 40분)

석굴암(石窟庵)은 대한민국 경주시의 토함산 중턱(진현동 891)에 위치하여 있는 석굴 사찰(石窟寺刹)
이다.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에 불국사를 대대적으로 증수할 때 처음 세워졌으며, 신라의 건축과 
조형미술이 반영되어 있다.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石佛寺)’였으나, ‘석굴’, ‘조가절’ 등의 이름
을 거쳐 일제강점기 이후로 석굴암으로 불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석굴이며,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적인 가치와 독특한 건축미를 인정받아 불국사와 함께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임해전지(안압지) (호텔에서 약 25분)

나라의 경사를 맞아 축하연을 거행했던 동궁으로서 문무왕 때 지었다. “궁 안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삼국사기(문무왕 14년조)에 기록하고 있다. 안압지
는 동서남북 약190m 규모의 인공 연못으로 원래 이름은 ‘월지’였으나 폐허가 된 연못에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찾아들어 조선시대 때부터 ‘안압지’라 불리게 되었다. 연못에 띄웠던 배를 포함해 1975
년에 발굴된 유물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대릉원 (호텔에서 약 30분)

경주의 대릉원은 경주에서 가장 고분이 많은 경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경주의 고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천마총을 비롯하여 미추왕릉, 황남대총등 약 20기의 고분이 모여있다. 대릉원전체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온갖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고분 사이로 정취있는 산책로도 
만들어서 있어 고분 사이를 산책하는 넉넉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호텔에서 약 20분)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와 예술을 압축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성덕대왕신
종(일명 에밀레종)을 포함하여 화려한 금관과 불상 등 경주 곳곳에서 발굴된 3천여 점의 유물이 고
고관, 미술관, 안압지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자동음성서비스(한국어,영어,
일본어,중국어)를 받으면 더욱 더 알찬 관람을 즐길 수 있다.
관람시간 :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월성 (호텔에서 약 30분)

신라의 궁성이 있던 곳으로 반월성, 월성, 재성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는 왕궁의 흔적을 찾기 힘
들고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얼음 창고 석빙고와 자연 성벽의 일부, 성벽 둘레에 성을 보호하기 위
해 팠던 도랑인 해자터가 남아있다. 성벽 위 벚꽃과 주변 유채꽃이 아름다우며, 성 안에는 잔디가 
넓고 수목이 우거져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분황사 (호텔에서 약 20분)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된 신라7가람 중 하나로 원효, 자장 등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었던 대승
들이 거쳐 간 사찰이다. 경내엔 전탑을 모방한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다. 이웃해 있는 
황룡사와 함께 신라의 대표 사찰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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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관광지 할인 안내

- 신라밀레니엄파크 : 20%할인권 제공
- 경주월드 : 주중 3,000원, 주말2,000원 할인권 제공
- 스카이 월드 : 주중 20%, 주말 10% 할인권 제공 

 추천관광 코스

시간 코스

5시간20분 코스
경주교육문화회관 출발 → 보문관광단지 → 불국사 → 분황사
→ 박물관 → 안압지 → 반월성 → 첨성대 → 계림 → 대릉원 → 포석정 → 
오릉 → 김유신장군묘 → 태종무열왕릉 →경주교육문화회관 도착

1일 코스 A

경주교육문화회관 출발 → 대릉원 → 첨성대(계림) → 안압지(반월성) → 
박물관 → 통일전 → 불국사 → 석굴암 → 민속공예촌 → 보문관광단지 → 
분황사 → 오릉 → 포석정 → 삼릉 → 나정 → 김유신장군묘 → 무열왕릉 → 
경주교육문화회관 도착

1일 코스 B

경주교육문화회관 출발 → 보문관광단지 → 불국사 → 석굴암 → 서출지 → 
박물관 → 안압지 → 반월성 → 계림 → 첨성대 → 대릉원 → 김유신장군묘 → 
태종무열왕릉 → 오릉 → 포석정 → 삼체석불 → 삼릉 → 분황사 → 황룡사지 
→ 경주교육문화회관 도착

2일 코스

경주교육문화회관 출발 → 김유신 장군묘 → 태종무열왕릉 → 오릉 → 포석정 
→ 배리석불입상 → 괘릉 → 불국사 → 석굴암 → 민속공예촌 → 
보문관광단지 → 대릉원 → 첨성대(계림) → 안압지(반월성) → 박물관 → 
화산불고기 단지 → 양동 민속마을 → 옥산서원 → 용담정 → 
경주교육문화회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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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음식점/관내 부대시설

▣ 경주교육문화회관 주변 음식점

◈ 황태마을식당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206번지 3호 2통 2반 / 전화번호 054-743-3926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소재의 한식 전문점입니다. 
된장찌개 6,000원, 김치찌개 6,000원, 순두부찌개 6,000원, 
비빔밥 5,000원, 돈까스 5,000원, 두루치기 15,000원, 
오삼불고기 15,000원, 낚지볶음 15,000원, 곱창전골 20,000원, 
동태찌개 15,000원, 양념게장 15,000원, 꽃게탕 15,000원  

◈ 경주이옥순쌈밥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205-48 / 전화번호 054-744-3715 http://www.leessambab.com/
35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를 대표하는 쌈밥 전문점으로 18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실내공간과 
넓은 주차장이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산송이 돌솥밥 15,000원 .쌈밥 정식 8,000원, 불고기 쌈밥 10,000원 
송이 두루치기 50,000원, 송이찌개 30,000원, 해물파전 10,000원
 
◈ 조가네 떡갈비 쌈밥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205-51 / 전화번호 054-745-4838 http://cafe.naver.com/joganefood/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위치, 한식 전문점, 떡갈비, 쌈밥 전문점입니다.
소떡갈비 9,000원, 조가네(돼지)쌈밥 9,000원, 소불고기 쌈밥 12,000원, 
해물순두부 7,000원, 논고동과 더덕무침 15,000원, 해물파전 9,000원, 
도토리묵 7,000원  

◈ 왕손짜장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49-3 / 전화번호 054-744-9800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에 위치한 자장면 전문점입니다. 
짜장면 5000원, 짬뽕 6000원, 우동 6000원, 
간짜장 6000원, 우동 6000원, 삼선짬뽕 8000원, 
간짜장 8000원, 굴짬뽕 9000원, 불짜장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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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선재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375-3 / 전화번호 054-771-6040
전골 33000원, 승골 55000원 

◈ 엄마곰탕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206 / 전화번호 054-774-5500
경주시 천군동에 소재한 설렁탕 전문점입니다. 곰탕, 비빔밥, 냉면이 맛있는 집.
곰탕 8000원, 양곰탕 10000원, 꼬리곰탕 17000원, 비빔밥 7000원 

◈ 송백식당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159 / 전화번호 054-748-6204
한식 전문점입니다. 해장국과 비빔밥 맛있는 한식을 취급하는 전문 한식 집입니다.
해장국6000원, 비빔밥 6000원, 된장찌개 7000원, 
김치찌개 7000원, 볼낙전골 中 20000원, 大 30000
 
◈ 요석궁
경북 경주시 교동 59 / 054-772,3347~8 / http://www.yosukgung.com/ 
한정식 전문, 최부잣집의 전통 가정음식
반월정식 30,000원, 계림정식 60,000원, 요석정식 90,000원

▣ 경주교육문화회관내 부대시설

꽃방
- 위치 : 1층 
- 영업시간 : 09:00~19:00 
- 예약 및 문의 : 054)771-7847 

토산품점
- 위치 : 1층 
- 영업시간 : 08:30~21:00(일요일 18시 CLOSE) 
- 예약 및 문의 : 054)748-2858

노래방
- 위치 : 지하1층 
- 영업시간 : 15:30~03:00 
- 예약 및 문의 : 054)741-2800 

매점
- 위치 : 지하1층 
- 영업시간 : 08:30~23:00 
- 예약 및 문의 : 054)748-1361

스넥바
- 위치 : 신관1층 
- 영업시간 : 11:00~21:00

(토,일,공휴일 09:00~21:00)
- 예약 및 문의 : 054)776-5507

황남빵
- 위치 : 1층 (커피숍 내) 
- 영업시간 : 08:30~21:00 
- 예약 및 문의 : 054)770-9111 

이용실
- 위치 : 신관2층 남자사우나 내 
- 영업시간 : 06:30~19:30 
- 예약 및 문의 : 054)770-9267

발마사지
- 위치 : 신관2층 
- 영업시간 : 11:00~23:00 
- 예약 및 문의 : 054)745-7330  



KCC2011 행사장 Map

▶ 경주교육문화회관내 약도

▶ 본관 1층

▶ 본관 2층



특별회원 기관

PLATINUM

삼성전자

삼성SDS

KT

LG전자

LG CNS

LG U+

LG이노텍

NHN

GOLD

구글코리아

다우데이타

롯데정보통신

케이티디에스

한국후지쯔

SILVE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케이티네트웍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정보화진흥원

현대정보기술

KCC정보통신

SKC&C

BRONZE

가온아이

디비정보통신

신도리코

씨에스티

아이티네이드

엔써티

일공일시스템즈

커미트

컴퓨터연구정보센터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NET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