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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2012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7일 (수), 휘닉스 아일랜드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 등록 : 2층 로비(09:30~17:00)  ▹참가자 중식 : 11:30~13:30, 코지(오렌지동 1층)

시간
아일랜드볼룸 스톤홀 윈드홀

A B C A B C A B

10:00-10:20

O1.1

학부생

논문

I

O1.2

학부생

논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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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CG&I
표준화
워크

-UI 및
AR/MR
기술

표준화

W1 
빅데이터
의 이해 
및 응용
워크샵

O2.1
정보통신

I

O2.2
컴퓨터
시스템

I

T1.1
구글 앱 
인벤터,

 - 김병호
(경성대)

S1.2
컴퓨터
지능

심포지엄
CIS-2012

T1.2
WiFi 신호 
기반 실내 
위치 인식 
기술및응
용 서비스 
- 한동수
(KAIST)

13:20-13:40

13:40-14:00

14:00-14:20
W2

한국연구
재단선정 
추가지원
우수과제 

성과
발표회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O3.1

정보통신
II

O3.2
컴퓨터
시스템

II

16:00-16:20

S2.2
정보통신
워크샵

16:20-16:40
S2.1
New

Research
Trends of
Computer
Graphics
and HCI

W3 
IFIP소개

O3.3
고신뢰
컴퓨팅　

O3.4 
국방소프
트웨어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20

▹회의 / • 여성위원회 : 12:00, 민트    • JCSE 간담회 : 19:00, 민트



KCC2012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8일 (목), 휘닉스 아일랜드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 등록 : 2층 로비(8:20~17:00)  ▹참가자 중식 : 11:30~13:30, 코지(오렌지동 1층)

시간
아일랜드볼룸 스톤홀 윈드홀

A B C A B C A B
09:00-09:20

Poster 1
O4.1

학부생
논문
III

O4.2
데이터
베이스

I

O4.3
컴퓨터
지능

I

T2.1
사용자 

Usability
를 위한 

User
-Centred 
System   

 Design의
소개, 

-안창욱
(성균관대)

T2.2
초대형 

프로그램 
분석기법
- 오학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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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한국 팩키지
S/W 회사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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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 & Poster 2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W5.1패널
빅데이터
서비스 및
산업전망

O5.1
학부생
논문
IV

O5.2
데이터
베이스

II

O5.3
컴퓨터
지능

II

W5.2패널
학회의

혁신발전
계획

T3
Human 

factors in 
interface 
design

- 임지현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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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 & Poster 3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10

15:10-15:30 W6초청강연
-윤석찬
(다음)

-NeilTrevett
(크로노스)

15:30-15:50

15:50-16:10

16:10-16:20
16:20-16:40

개회식　16:40-17:00
17:00-17:20

17:20-17:40 W7기조연설
-이재웅

(sopoong)17: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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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킷
▹스피치 : 김평철
  (NHN NEXT)
▹공연 : 강은철 가수
  (삼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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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 • 지회장 간담회 : 12:30~, 일출봉(오렌지동 1층)



KCC2012 프로그램 일정표

◘ 6월 29일 (금), 휘닉스 아일랜드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 등록 : 2층 로비(08:20~16:00)  ▹참가자 중식 : 11:30~13:30, 코지(오렌지동 1층)

장소
아일랜드볼룸 스톤홀 윈드홀

A B C A B C A B

09:00-09:30

Poster 4　

　

O6.1
고성능
컴퓨팅　

O6.2
전산교육
시스템　

O6.3
컴퓨터
이론

T4.1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이재길
(KAIST)

T4.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정보기술 
특허 작성 

노하우
-정한민
(KISTI)

09:30-09:40

S3
최신

데이터
베이스
기술-

빅데이터
저장 

및 검색
워크샵

09:40-10:00

10:00-10:20 　

10:20-10:40 　 　 　 　 　

10:40-11:00 　 　

O7.1
건설환경
IT융합

O7.2
언어공학

O7.3
프로그래
밍언어

11:00-11:20

Poster 5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O8.1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

O8.2
소프트
웨어
공학

I　

O8.3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

O8.4
정보보호

　

13:20-13:40 　 　

T5
Agile 

Software 
Developm
ent and 
Scrum, 

- 이세영
(NIPA)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O9.1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I

O9.2
소프트
웨어
공학

II　

O9.3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I

　

15:20-15:40 　 　 　
O9.4

정보통신
III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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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2❚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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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를 마련하고,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기술’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워크샵, 패널, 

튜토리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최신기술에 대한 8편의 튜토리얼과 이재웅 다음창업주

의 기조연설, 초청강연, 워크샵, 설명회 등의 세션과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성과를 소개하

는 650여편의 논문 발표와 데모세션이 있으며, 분과 워크샵으로 CG&I 표준화워크샵 - UI 및 

AR/MR 기술 표준화, 컴퓨터지능 심포지엄 CIS-2012, New Research Trends of Computer Graphics 

and HCI, 정보통신 워크샵,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빅데이터 저장 및 검색 워크샵이 개최될 예정

이며, 빅 데이터 서비스 및 산업전망과 학회의 혁신 발전 계획에 관한 패널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제주도, 섭지코지를 배경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연구 개발 성과와 최신 학문 동향을 접하는 학술적 교류와 함께 회원 간의 친목을 다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련 임원님들, 조직위원회 및 프로그

램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6월

201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orea Computer Congress 2012

대    회    장    김 명 준 (한국정보과학회장)
         조 직 위 원 장    홍 충 선 (경희대학교)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성 춘 (KT)
          프로그램위원장    우 운 택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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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경북대)
박성용(서강대)
박수현(동서대)
박영호(숙명여대)
박용범(단국대)
박용수(한양대)
박재성(수원대)
박정희(충남대)
박  준(홍익대)
박태준(대구경북과기대)
박희진(한양대)
반재훈(고신대)
반효경(이화여대)
배상원(경기대)
배석찬(군산대)
백상헌(고려대)

대회 조직

대 회 장

 ■ 대 회 장 김명준(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홍충선(경희대) 황승구(ETRI) 이성춘(KT)

 ■ 부위원장 안기중(제주대)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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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호(수원대)
변석우(경성대)
변혜란(연세대)
서의성(성균관대)
성민영(상명대)
송민석(인하대)
송석일(충주대)
송유진(동국대)
송준화(KAIST)
송하윤(홍익대)
송황준(포항공대)
신동군(성균관대)
신봉기(부경대)
신상욱(부경대)
신수용(서울아산병원)
신승철(한국기술교대)
신인식(KAIST)
신일훈(서울과기대)
신효섭(건국대)
심귀보(중앙대)
안은영(한밭대)
안준선(한국항대)
안희갑(포항공대)
양정진(가톨릭대)
양종원(KISTI)
엄현상(서울대)
오상윤(아주대)
오성회(서울대)
오일석(전북대)
오재철(순천대)
오혜연(KAIST)
왕기철(KISTI)
용환승(이화여대)
우  균(부산대)
원유집(한양대)
유민수(한양대)
유영환(부산대)
유재수(충북대)
유준범(건국대)
유준범(건국대)
유환조(포항공대)
윤성로(고려대)
윤용익(숙명여대)
윤회진(협성대)
윤희병(국방대)
이경옥(한신대)
이경우(연세대)
이관수(KAIST)
이관우(한성대)
이규웅(상지대)
이규철(충남대)
이근배(포항공대)
이도헌(KAIST)
이동만(KAIST)
이동명(동명대)
이동호(한양대)

이동훈(고려대)
이미정(이화여대)
이민수(이화여대)
이병기(삼성서울병원)
이병정(서울시립대)
이상구(서울대)
이상규(숙명여대)
이상근(고려대)
이상돈(목포대)
이상용(공주대)
이상훈(국방대)
이석룡(한국외대)
이선민(삼성종합기술원)
이성기(ADD)
이성원(경희대)
이성환(고려대)
이수원(숭실대)
이수현(창원대)
이승윤(ETRI)
이승형(광운대)
이영민(서울시립대)
이영호(목포대)
이우기(인하대)
이욱세(한양대)
이원석(연세대)
이원준(고려대)
이유부(성균관대)
이윤호(영남대)
이  융(KAIST)
이은정(경기대)
이재욱(성균관대)
이재호(서울시립대)
이정륜(중앙대)
이정원(아주대)
이정현(숭실대)
이종원(세종대)
이주홍(인하대)
이지형(성균관대)
이찬근(중앙대)
이창건(서울대)
이창기(강원대)
이창환(동국대)
이춘화(한양대)
이혁준(서강대)
이형근(광운대)
이호동(삼성종기원)
이호준(영동대)
임덕성(영진전문대학)
임성수(국민대)
임순범(숙명여대)
임유진(수원대)
임  혁(광주과기원)
장두성(KT)
장병탁(서울대)
장  윤(세종대)
장혜진(상명대)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전문구(광주과기원)
전종훈(명지대)
정갑주(건국대)
정교일(ETRI)
정병수(경희대)
정석원(목포대)
정성우(고려대)
정성호(한국외국어대)
정순기(경북대)
정용화(고려대)
정태선(아주대)
정한민(KISTI)
정한유(부산대)
조대수(동서대)
조성배(연세대)
조성제(단국대)
조영섭(ETRI)
조장우(동아대)
조진성(경희대)
조행래(영남대)
조환규(부산대)
진승헌(ETRI)
진현욱(건국대)
진현욱(건국대)
창병모(숙명여대)
채기준(이화여대)
채흥석(부산대)
최광훈(연세대)
최대선(ETRI)
최 민(충북대)
최수미(세종대)
최승진(포항공대)
최용석(한양대)
최용훈(광운대)
최웅철(광운대)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
최재영(숭실대)
최종무(단국대)
편기현(전북대)
하영국(건국대)
하재철(호서대)
한경숙(인하대)
한동국(국민대)
한연희(한국기술교대)
한  혁(서울대)
한환수(성균관대)
허준영(한성대)
홍도원(공주대)
홍봉희(부산대)
홍장의(충북대)
홍헬렌(서울여대)
황수찬(한국항공대)
황인극(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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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16:20 - 17:20

❑ 장 소 : 휘닉스 아일랜드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 볼룸C

사회 : 건국대 김두현 교수(총무부회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장 김 명 준

⁍ 축  사 - 대한전자공학회장 전 국 진

⁍ 시  상

공로상

2012년도 학술상

논문공헌상

우수논문상

제31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KCC 2012 우수논문상

⁍ 공지사항

⁍ 폐 회 

연회(Banquet)
 ◆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18:20 -

 ◆ 장 소 : 아일랜드 볼룸AB

 Banquet Speech

   - 김 평 철 학장(NHN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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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1. 공로상

김정국(한국외국어대학교) 김종근(영남대학교) 김종현(연세대학교)
김희철(한국외국어대학교) 낭종호(서강대학교) 민상렬(서울대학교)
배상현(조선대학교) 변정용(동국대학교) 변혜란(연세대학교)
엄영익(성균관대학교) 이병호(한국투자증권) 이상홍(KT 종합기술원)
이윤준(한국과학기술원) 최진영(고려대학교)

2. 2012년도 학술상       김상욱(한양대학교)

3. 2012년도 논문공헌상

GOLD
홍봉희(부산대학교)

SILVER
권혁철(부산대학교) 김대진(포항공과대학교) 류성열(숭실대학교)
배두환(한국과학기술원) 용환승(이화여자대학교) 유  혁(고려대학교)
이동희(서울시립대학교) 조성제(단국대학교) 한욱신(경북대학교)

4. 우수논문상

분야 논문제목 저자 지도교수

CST
SSD를 위한 SMART  기반 신뢰성 분석 
방법론: 측정과 의미

김세욱·이상엽·전정호·최종무(단국대),  
양중섭·모연진·신영균(하이닉스)

최종무
(단국대)

SA
프로세스  알제브라를 이용한 AUTOSAR 
소프트웨어 행위의 시간 특성 검증 기법

김진현(KAIST),  강인혜·김평수(서울시
립대), 강성원(KAIST)

강인혜
(서울시립대)

CPL
실시간  치아 형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충돌 모델

김기민(KAIST),  김재현(서경대), 박진
아(KAIST)

박진아
(KAIST)

DB
왜곡  제거 시계열 서브시퀀스 매칭에서 
빠른 인덱스 구성법

길명선,  김범수, 문양세, 김진호(강원
대)

문양세
(강원대)

IN
IEEE  802.11 멀티 라디오 무선 메쉬 네
트워크를 위한 요구형 트래픽 기반 채널 
할당 및 라우팅 프로토콜

나형원,  김석형, 서영주(POSTECH)
서영주

(POSTECH)



수상자 명단

수상자 명단❚한국정보과학회 KCC 2012 7

논문분야
발표

인덱스
제목 저자

학부생논문

O1.1-4 PMIPv6에서의 무선 액세스 인증 절차에 기반한 
바인딩 업데이트 절차 분석 양현식･김영한(숭실대)

O1.1-6 키넥트를 이용한 개인용 컴퓨터 제어 이민규･전재봉(충남대)

O1.2-1 의사결정트리 기반 애플리케이션 추천 시스템 김두형･신재명･박상원
(한국외대)

O1.2-2 모션 인식에 기반한 운전 중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모션 디자인 이상은(국민대)

O1.2-4 스마트폰 기반 저전력 무인 경비 시스템 권철순･조현우･김형신(충남대)

O1.2-6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스왑기법의 성능 분석 김민지･권혁진･신동군
(성균관대)

O4.1-2 SSD 가비지 콜렉션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적시 
캐시 방출 기법 김경민･하란(홍익대)

O4.1-3 평문 질의어 MathML 용어 변환을 이용한 수학식 
검색 이준영･양선･고영중(동아대)

5. 제31회 학생논문경진대회 입상

구분 분야 수상자 논문제목 지도교수

최우수 DB 배덕호(한양대)
중심도와 중심 근접도를 이용한 효육적인 
아웃라이어 검출 방법

김상욱

우 수

SA 박선영(부산대)
버로우즈-휠러 변환과 다단계 정렬을 이용한 초고속 
한글 문서 탐색

조환규

IN 정병진･신승재(KAIST)
계층화된 Macro/Femto 셀 네트워크에서의 
불필요한 핸드오버 절감을 위한 향상된 핸드오버 
결정 알고리즘

윤현수

장 려

CST 손민정(포항공대) 예술적 사진 기법을 응용한 영상 세부묘사 향상 이승용

SA 이경훈･나승진(한양대)
동위원소에 의한 펩타이드 질량분포의근사 
계산방법과 펩타이드 중수소치환에의 적용

백은옥

DB 김형일･홍승태(전북대)
Outsourced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힐버트 커브 기반 공간 데이터 암호화 변환 기법

장재우

NHN특별
상(검색)

CPL
정석팔･임성현･전진형
(금오공대)

웹 검색 결과의 요약문을 이용한 검색 문서 분류 이현아

NHN특별
상(게임)

CST
안민규･조호현･안상태
(광주과기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게임 전성찬

NHN특별
상(웹)

IN 김진우･오현교(한양대)
메시지 전달 기법을 이용한 확률 기반의 신뢰 관계 
예측 모델

김상욱

대학생
논문상

CPL
민주성･이소현･송인우
･김옥주･최윤걸･
정요한(동국대)

홈 네트워크상의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스마트 멀티탭 안종석

CPL 김수형(고려대)
관계 껍질을 통한 데이터 중심 접근제어: SNS를 
위한 진보된 프라이버시 모델

정연돈

CPL
최창호･이준휘･이현휘
(한동대)

GPU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IP주소 검색 이종원

6. KCC2012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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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1-5 멀티 코어와 GPU가 차세대 웹 브라우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홍경환･김대호･신동군
(성균관대)

O4.1-7 실행코드 블록 비교 기반의 변종 악성코드 검출 이대로･김태형･김성훈･이승형･이
현수(경희대)

O5.1-3 코드 리팩토링을 위한 확장된 IPO 기법 박재진･이재욱･홍장의(충북대)

O5.1-4 위성 자원 효율 증대를 위한 동적 MF-TDMA 
프레이밍 기법 고상순･김은경･임재성(아주대)

O5.1-5 인기 인터넷 댓글 트리의 구조적 특성 분석 탁해성･조환규(부산대)

건설환경
IT융합

O7.1-1 CoAP 그룹기술을 이용한 빌딩 내 센서네트워크 
설계 박영기･김영한(숭실대)

O7.1-4 태양 전지의 효율성 계산과 고장 여부 판단 김영훈･심규석(서울대)

고성능
컴퓨팅 O6.1-4 GPU를 통한 얼굴인식 가속화 이청용･이영민(서울시립대)

고신뢰
컴퓨팅

O3.3-1 소스코드 요약을 이용한 대규모 소프트웨어 
유사도 평가 박성수･한환수(성균관대)

O3.3-2 Android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저장소 정윤식･박영웅･조성제(단국대)

O3.3-3 QoS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위한 지분 분포의 효과 
분석

김아름(숭실대), 정진만(서울대), 
홍지만(숭실대)

국방
소프트웨어

O3.4-2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적 주타격 방향 분석 김무수･박건우･이상훈(국방대)

O3.4-4 인지 전투무선망에서 정책기반 동적 채널 선택 
구조에 대한 연구

김종연･권세훈･김은호･노병희
(아주대), 최근경･신봉진･박수범
(LIG넥스원)

데이터
베이스

O4.2-1 RIF 추론에 의한 RDF 권한 충돌 문제 분석 김재훈･이재근･강일용(서일대),이
용우･박석(서강대)

O4.2-2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협업 기반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윤재열･정하림･김응모
(성균관대)

O4.2-6 정렬 인덱스 스캔을 이용한 조인기법 이종백･강운학･이상원
(성균관대)

O4.2-7 맵리듀스 기반의 암 특이적 유전자 단위 반복 
변이 추출

신재문･홍상균･이은주･윤지희
(한림대)

O5.2-1 NGS 데이터를 이용한 대용량 게놈의 디노버 
어셈블리

원정임(한양대), 
홍상균･공진화･허선･윤지희
(한림대)

O5.2-4 도로 네트워크에서 이동 객체 궤적 분석을 통한 
도로 혼잡 구간 판별 기법

박혁･황동교･김동주･리하･박용훈
･복경수(충북대), 
이석희(동아방송예술대), 
유재수(충북대)

O5.2-6 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효율적 공간지정 질의처리 
기법

박민지･김태훈･임종석･현순주
(KAIST)

모바일응용
및시스템

O8.1-2 사용자 입력 기반의 스마트폰 전력 감소 기법 우상정(삼성전자･KAIST),
서원익･김창대･허재혁(KAIST)

O8.1-5 에너지 효율적 협업 센싱을 위한 그룹의 
공존-지속시간 예측모델 김태훈･이대규･현순주(KAIST)

O9.1-2 소셜네트웍의 순환 관계를 적용한 스패머 특정화 엄수현･이우기･이정훈(인하대)

O9.1-3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사용자 응답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우선순위 부스트 
기법

손용석･허승주･유종훈･RichardTa
ylor･홍성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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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9.1-5 반응속도를 고려한 안드로이드 시스템 상에서의 
메모리 관리 기법 모홍철･김대윤･낭종호(서강대)

소프트웨어
공학

O8.2-1 CREST-BV: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Bitwise 
연산을 지원하는 Concolic 테스팅 기법

김윤호･김문주(KAIST),
장윤규(삼성전자)

O8.2-2
공개 소스 테스팅 도구를 활용한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트 
기법

신희정･JIN LONG･안소진･ 
이진호･최진영(고려대)

O8.2-5 웹 서비스 제품에서의 탐색 및 리스크를 결합한 
테스트 방법

이효선･김능회･이동현･인호
(고려대)

O9.2-3 RFID 미들웨어 평가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의 
품질 지표 류우석･권준호･홍봉희(부산대)

O9.2-5 GR(1) Synthesis를 이용한 퍼즐의 전략 찾기 권령구･권기현(경기대)

언어공학
O7.2-1 다중서열정렬을 이용한 변형 단어 집합의 분류 

기법 김성환･조환규(부산대)

O7.2-3 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이창기(강원대),김현기(ETRI)

전산교육
시스템 O6.2-3 지능형 교육 시스템을 위한 SVDD 가중치를 

이용한 개선된 학습자 모델링 연구
윤태복(서일대),
이지형(성균관대)

정보보호
O8.4-1 N-Device 환경의 인증, 지불, 전자서명을 위한 

스마트채널 기술 최대선(ETRI)

O8.4-4 데이터베이스 아웃소싱을 위한 위치 데이터 
보호를 지원하는 공간 좌표 변환 기법 윤민･김형일･장재우(전북대)

정보통신

O2.1-5 WiMAX 망에서 파운틴 코드 기반의 모바일 IPTV 
시스템 주현철･김완･송황준(포항공대)

O2.1-6 A Novel Multi-channel MAC Protocol for Ad 
hoc Networks

DucNgocMinhDang･NguyenTran
Quang･ChoongSeonHong
(KyungHeeUniversity)

O2.1-7 Queuing Analysis for Overlay/Underlay Spectrum 
Access in Cognitive Radio Networks

CuongT.Do･ChoongSeonHong(K
yungHeeUniversity)

O3.1-1 소셜 미디어와 중계영상을 활용한 실시간 문자 
중계 시스템

서동만･김수현･박호건･고희동
(KIST)

O3.1-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동적 
영역 선택적 암호화 기법

김동주･이상규･박준호(충북대),
성동욱(보아스전자(주)),
유재수(충북대)

O3.1-5 모바일 싱크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기법

김상래･박준호(충북대),성동욱
(보아스전자(주)),유재수(충북대)

O9.4-1 특징벡터를기준으로한본원적큐브 백종태･이우기･이화기(인하대)

O9.4-2
에너지 수급 센서망에서 다중 우선순위 패킷의 
QoS를 보장하는 에너지 관리 및 패킷 스케쥴링 
기법의 수학적 모델링

김성렬･유영환(부산대)

O9.4-3 The Network Utility Maximization Problem with 
Multiclass Traffic

VoThiLuuPhuong･ChoongSeonH
ong(KyungHeeUniversity)

O9.4-4 UDT 기반 병렬전송에서 최적의 채널 수 예측기법 박종선･조기환(전북대)

컴퓨터그래
픽스및상호
작용

O8.3-2 아웃라이어 처리를 통한 강인한 HDR 영상 복원 
방법 조호진･이승용(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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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3-4 스마트폰기반 3D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얼굴표정 제어기 응용

최인호･이상훈･박상일･김용국
(세종대)

O9.3-1 상향식 돌출과 하향식 단서 결합 기반 목표 
지향적 주의집중모델을 이용한 얼굴검출 이유부･이석한(성균관대)

O9.3-4 모바일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주영(건국대),
조수호(라임페이퍼),
김형석(건국대)

O9.3-5 컬러 정보를 포함하는 보완적 특징점 기반 
기술자를 활용한 객체인식

장영균･김주환･문승건･남택진･권
동수･우운택(카이스트)

컴퓨터
시스템

O2.2-2 M-ARC: ARC 기반 고성능 멀티레벨 버퍼캐시 
알고리즘 박세진･박찬익(포항공대)

O2.2-5 네트워크 사용 경향성을 활용한 스마트폰 
네트워크 에너지 최적화 기법 김예성･송욱･김지홍(서울대)

O2.2-6 Xen 가상화 환경을 위한 하드디스크 레이아웃 
연구

이남수･강동우･김세욱･최종무･김
준모(단국대)

O3.2-2 프레임율 변환을 위한 H.264코덱의 움직임 벡터 
분석

김상철･정현종･송인선･낭종호
(서강대)

O3.2-3 임베디드 그래픽 프로세서를 위한 OpenGL ES 
컴파일러 개발

임수준･송준섭･신동군
(성균관대)

O3.2-4 실시간 시스템의 주기적 태스크의 최적 오프셋 
탐색 권지혜･이창건(서울대)

O3.2-6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응답시간 향상을 위한 
선점방식 가비지 컬렉션 기법 정상혁･송용호(한양대)

컴퓨터이론 O6.3-1 2차원 비트스트링의 공간 효율적 rank와 select 김태성･나중채(세종대)

컴퓨터지능

O4.3-1
호모그래피 정확도 향상을 위한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CSP) 기반의 RANSAC 
알고리즘

장철희･이기성･조근식(인하대)

O4.3-2 BLSTM 구조의 계층적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모바일 제스쳐 인식 이명춘･조성배(연세대)

O4.3-4 술어-논항 구조의 어휘 패턴을 이용한 스트링 
커널 기반 관계 추출

정창후･최성필･전홍우･홍순찬･정
한민(KISTI)

O4.3-7
고차 데이터 분류를 위한 순차적 베이지안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진화적 학습 기법

하정우･김수진･장병탁(서울대)

O5.3-1 구문 분석기 성능 향상을 위한 세종 트리뱅크 
변환 방법

최동현･박정열･임경태･함영균･최
기선(KAIST)

O5.3-2 기하 보정 및 강체 정합을 통한 4-조각 전립선 
병리 영상의 자동 스티칭

김한나･이지언･홍헬렌(서울여대),
이학종･황성일(분당서울대병원)

O5.3-5 중풍 관련 한의학 변증에 대한 정보학적 의미 
분석 진훈(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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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프로그램 일자 시간 장소

[워크샵] 빅 데이터의 이해 및 응용 워크샵

6.27(수) 

13:00~16:00 아일랜드볼뤀B

[설명회] 한국연구재단 선정 추가지원 우수과제 성과
발표회,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14:00~15:45 아일랜드볼룸C

[설명회] IFI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소개

16:20~17:00 윈드홀A

[워크샵] 한국 팩키지 S/W 회사의 발전방향

6.28(목)

10:00~12:00 아일랜드볼룸C

[패널1] 빅 데이터 서비스 및 산업 전망 13:00~15:00 아일랜드볼룸C

[패널2] 학회의 혁신 발전 계획 13:00~14:30 윈드홀A

[초청강연]
 1. 윤석찬(다음커뮤니케이션), 
 2. Neil Trevett(President of Khronos Group, 

VP of NVIDIA)

15:10~16:10 아일랜드볼룸C

[개회식] 16:20~17:20 아일랜드볼룸C

[기조연설] "마침내 다시 공유 경제시대", 
이재웅 대표이사(sopoong)

17:20~18:00 아일랜드볼룸C

[뱅킷]  18:20~ 아일랜드 볼룸A

▷ 기조연설 사회: 경희대 홍충선 교수(조직위원장)

6월 28일(목) 17:20~18:00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 볼룸C

"마침내 다시 공유 경제시대", 이재웅 대표이사(sopoong)

<소개> 협력소비, 공유경제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서 단순
한 시장논리가 아니라 가치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가치지향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경제체제가 새롭게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치를 앗아
갔다고 비난받았던 새로운 “기술”이다. <과잉소비시대, 빅인벤토리, 빅데이타> 환경에서 <인터넷, 모바
일, 소셜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협업, 공유, 소셜벤처>를 중요한 지향점으로 <협력소비, 공유
경제, 분산자본주의>로 변하고있는 것이다. 시장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동기부여에 실
패해서 잊혀져 갔던 협력소비, 공유경제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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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사회 : KAIST 우운택 교수(프로그램위원장)

6월 28일(목) 15:10~16:10 / 벨라테라스 오랜지동2층 아일랜드 볼룸C

1. Hadoop Usecases for Open Source BigData Analytics at Daum
   윤석찬 팀장(다음커뮤니케이션 DNALab)

<소개> Daum has one of the largest Apache Hadoop clusters in Korea and many web developer 
treats the big data for log analysis of users, search ranking, finding hot user contents and spam 
filtering including research topics of image similarity and semantic data search. Most of them have 
changed from commercial products and techniques to open source based platform especially 
queried through Apache Hive and Pig on Hadoop. This talk will cover various use cases for open 
source big data analysis and share lessons how Daum is making internalization of bigdata 
technologies.

2. Technology Paradigm with Open Standard of Khronos Group
- Neil Trevett(President of Khronos Group, VP of NVIDIA)

<소개> 크로노스 그룹의 그래픽스 표준인 OpenGL과 OpenGL ES는 각각 Desktop과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PI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크로노스 그룹은 그래픽스 API 외에도 병렬처리 컴퓨팅 언어인 
OpenCL, 멀티미디어 처리를 위한 OpenMAX등 다양한 표준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 환경
을 위한 표준인 WebGL, WebCL을 발표 하였고,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을 위한 API인 OpenVL, 키넥
트와 같은 고수준의 입력 장치를 위한 API 인 StreamInput WG이 설립되어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크로노스의 개방형 표준이 어떤 역
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패널 I 좌장 : 박상규 센터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6.28(목) 13:00~15:00,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C

“빅 데이터 서비스 및 산업 전망”

패널리스트 : 박세영 PM(방송통신위원회), 박재득 PD(지식경제부),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심규석 교수(서울대학교), 최완 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개> 빅 데이터를 주제로한 서비스 동향(개념설명 및 구글, IBM 등의 동향), 국내외 정책/과제 동향, 
플랫폼 관련(Hadoop 등), 빅데이타 + DeepQA(IBM watson 등), 웹/SNS와 빅데이타, 빅데이타 + 인텔리
전스(시멘틱), 음성인식/언어처리와 빅데이타 등에 대한 패널의 주제 발표와 함께 국내 투자 활성화 방
안, 관련 산업 생태계, BM, 서비스 종류 예상, 외국기술 의존 탈피 방안, 빅데이타 대상인 많은 데이타 
확보 방안(공공 및 기업), 국내 데이타만으로 가능한가?, 다국어 데이타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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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II 좌장 : 홍봉희 교수(부산대학교, 학회기획위원회위원장)

6.28(목) 13:00~14:30,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윈드홀A

“학회의 혁신 발전 계획”

패널리스트 : 김두현 교수(건국대), 문수복 교수(KAIST), 서정연 교수(서강대),
             용환승 교수(이화여대), 유  혁 교수(고려대), 이윤준 교수(KAIST)

<소개> 소사이어티 및 분과 발전 방안, 회원 확충(대학 및 연구기관), e-저널과 SCI(E) 저널, 산업체 참
여 확대 방안 등 학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제를 하고, 패널 토론자들이 각각 할당된 주제에 대
하여 학회의 혁신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참석 청중으로부터 질의 응답을 통하
여 발전계획안을 패널 토론 현장에서 수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 워크샵 I

6.27(수) 13:00~16:00,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B

“빅 데이터의 이해 및 응용 워크샵”

사회 : 광운대 이혁준 교수/충북대 홍장의 교수

시간 주제 발표자

13:00~13:10 워크샵 소개 및 설명  

13:10~14:30

세션 1 빅 데이터의 기반 기술

빅 데이터 및 음성언어 기술 ETRI 박상규 센터장

빅 데이터 기술 동향 및 대응 전략 오라클 최윤석 전무

14:30~14:40 휴식

14:40~16:00

세션 2 빅 데이터의 응용

빅데이터의 응용 서비스 소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Apex CNS 김성우 대표

빅 데이터 관련 동영상 시청  

<소개> 빅데이터(Big Data)가 오늘 IT분야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 인터
넷,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 모바일 통신, 그리고 2010년에 등장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셜 커뮤니케이
션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를 정보의 홍수 속으로 몰아넣었다. 빅 데이터는 단순히 방대한 정보의 양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통신 환경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진화하는 데이터 집단으로써, 수십 
테라바이트(Terabyte), 수 페타바이드(Petabyte)에 상당한 데이터의 양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살아있는 정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수립,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수립, 그리고 사회 문화의 변화 예측을 위한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빅 데이터에 대한 기반 기술의 이해와 빅 데이터 기반의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디지털 정보량이 약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디지털 시대
에 빅 데이터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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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II

6.28(목) 10:00~12:00,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C

“한국 팩키지 S/W 회사의 발전방향”

 1. 인적자원관리 없이 기업의 미래가 없다, 김진유 대표(화이트정보통신)
<소개>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변화하는 HR시스템

 2. 업무시스템 유연성 향상을 위한 국산 BRMS 솔루션 INNORULES, 신광오 본부장(이노룰스)
<소개>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OZ Report로 구현하는 모바일 리포팅과 OZ e-Form, OZ, 문광훈 팀장(포시에스)
<소개> 표준웹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웹기반 리포팅툴 OZ소개

 4. PC에서 스마트폰을 제어한다. 스마트 폰 관리솔루션 모비즌!  비즈니스 모델 제안, 
   서형수 대표(알서포트)
<소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화면을 PC에서 그대로 보면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
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비즌”의 기능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 제안

▷ 설명회 I

6.27(수) 14:00~15:45,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C

“한국연구재단 선정 추가지원 우수과제 성과발표회,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14:00~14:15 한국연구재단 차은종 단장 2012년 기초연구사업 설명회(중점 추진방향 중심으로)

14:15~14:30 고려대 이성환 교수 뇌 신호 분석 기반 Neuro-Driving 기술의 연구 현황 및 전망

14:30~14:45 전남대 김철홍 교수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위한 효율적인 저온도 유지 기법 개발

14:45~15:00 고려대 윤성로 교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나노그리드 기반의 녹색 정보 기술 연구

15:00~15:15 이화여대 임혜숙 교수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고속 패킷 전달 알고리즘

15:15~15:30 서울대 심규석 교수 심층 정보검색 기술 연구와 웹 마이닝

15:30~15:45 연구자와의 간담회

<소개> 2012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종료과제 중 성과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한국
정보과학회 관련 분야의 연구책임자들을 초청하여 해당 분야 최신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창출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및 연구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코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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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 / 6.27(수) 13:00-16:00, 오렌지동 2층 스톤홀C
구글 앱 인벤터

김병호 교수(경성대)

<소개> 앱 인벤터(App Inventor)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도구
이다. 2012년부터는 앱 인벤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Scratch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MIT에서 관리하고 
있다. 프로그래밍에 전혀 문외한이더라도 2~3시간의 교육이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할 수 있
는 정도로 쉽게 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앱 인벤터의 활용방안은 위와 같이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 학생을 위한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아가 전문가에게도 본격 개발 
전에 프로토타이핑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 설명회 II

6.27(수) 16:20~17:00,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윈드홀A

“IFI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소개”, 
김동윤 교수(아주대학교)

<소개> IFIP는 1960년 UNESCO의 후원아래 설립되어 현재 약 56개 국가 혹은 Region을 대표하는 학회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13개의 Technical Committee와 103개의 Working Group을 가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WCC(World Computer Congress), WITFOR(World IT Forum) 외에 
매년 100여개의 IT 분야Conference를 Sponsor 하고 있다. 서울 Accord를 지원하였으며, IP3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Professional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의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튜토리얼
 
❚행사일정

주제 및 강사 일자 시간 장소

T1.1  구글 앱 인벤터, 김병호 교수(경성대)

6.27(수) 

13:00~16:00 스톤홀C

T1.2  WiFi 신호 기반 실내 위치 인식 기술 및 응용 
     서비스, 한동수 교수(KAIST)

13:00~16:00 윈드홀B

T2.1  사용자 Usability를 위한 User-Centred System 
      Design(UCSD) 의 소개, 안창욱 교수(성균관대)

6.28(목)

09:00~12:00 윈드홀A

T2.2  초대형 프로그램 분석기법, 오학주 박사(서울대) 09:00~12:00 윈드홀B

T3   Human factors in interface design: seek solutions 
     from users' behavior, 임지현 교수(홍익대)

13:00~15:00 윈드홀B

T4.1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이재길 교수(KAIST)

6.29(금)

09:00~12:00 윈드홀A

T4.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정보기술 특허 작성 노하우,
      정한민 책임연구원(KISTI)

09:00~12:00 윈드홀B

T5   Agile Software Development and Scrum, 
     이세영 수석연구원(NIPA)

13:20~16:20 윈드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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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 / 6.27(수) 13:00-16: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B
WiFi 신호 기반 실내 위치 인식 기술 및 응용 서비스

한동수 교수(KAIST)

<소개> 본 강좌에서는 GPS 신호, 3G 신호, 그리고 WiFi 신호를 이용한 위치 측위 기법에 대해서 소개
한 뒤, WiFi 신호에 기반한 실내 위치 인식 및 내비게이션 기법, 그리고 위치 정보를 사용한 다양한 응
용 서비스에 관해서 소개한다. 특별히 WiFi 신호를 이용한  위치 측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
한 필터링 기법을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개발한 최신 위치 측위 정확도 개선 기법과 함께 소개한다. 마지
막으로 위치 기반 앱 스토어, 스마트 버스 정류소 등 다양한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를 연관 특허 정보와 
함께 소개한다.

T2.1 / 6.28(목) 09:00-12: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A
사용자 Usability를 위한 User-Centred System Design(UCSD)의 소개

안창욱 교수(성균관대학교)

<소개> 최근 들어 스마트 폰 및 테블렛 PC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인간(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 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를 고려한 시스템 디자인 방법론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튜토리얼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 시스템 디자인 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User-Centred System Design(UCSD)에 대해서 소개한다.

T2.2 / 6.28(목) 09:00-12: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B
초대형 프로그램 분석기법

오학주 연구원(서울대 소프트웨어무결점 연구센터)

<소개> 초대형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정적 분석(static analysis) 기법들을 소개한다. 그동안 프로그
램 정적분석기가 동시에 갖추기 어려웠던 4가지 성능이 있다: 정확하게(precise) 실행상황을 모두 포섭하
면서(sound) 초대형의 프로그램을(scalable) 한꺼번에 분석하기(global analysis)였다. 이것이 불가능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서 정적분석기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늘 있어왔다. 본 튜토리얼은 필요한 시점
에 필요한 것만 계산하기(sparse analysis)기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일반
적으로 정리된 이론적인 틀과 함께 100만 라인되는 C프로그램을 통째로 자세하고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실험결과를 보인다.
튜토리얼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에서는 정적 분석 개념과 기초적인 분석기 설계에 대해서 다
루고, 두번째 부분에서는 설계한 정적 분석기의 성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를 다룬다.

T3 / 6.28(목) 13:00-15: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B
Human factors in interface design: seek solutions from users' behavior, 

임지현 교수(홍익대학교)

<소개> 기술이 제품화되어 소비자/사용자에게 제시되는 과정에는 기술자체를 개발할 때와는 다른 종류
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요인, 인간공학, 사용성공학 또는 감성공학 등 사용자 중심의 
개념들이 기술의 제품화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접근법들 가운데,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사례들을 소개한다. 사용자 행태 중심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설계 요소와 사용자 반응의 연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분
석까지 가능하다. 사례는 touch interaction, gesture interaction, night vision enhancement system 그리
고 human-robot interaction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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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1 / 6.29(금) 09:00-12: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A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이재길 교수(KAIST)

<소개> 빅 데이터는 2012년 IT 업계의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MapReduce에 의거한 분산 병렬 처리이며, 이는 Hadoop이라는 공개 소프트
웨어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Hadoop에서 동작하
도록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본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Hadoop 기반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소개하고
자 한다. 특히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한 그래프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중점을 두어 강
의를 진행할 것이다.

T4.2 / 6.29(금) 09:00-12: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B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정보기술 특허 작성 노하우

정한민 실장/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소개> 정보기술 특허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특허 개념, 논문과의 차이점, 특허 출원 및 등록 절
차, PCT/해외 특허 출원, 작성 요령, 권리 범위 확보 전략을 변리사 관점이 아닌 특허 작성자 관점에서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점을 모두 해소한다.

T5 / 6.29(금) 13:20-16:20, 오렌지동 2층 윈드홀B
Agile Software Development and Scrum

이세영 수석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은 변화무쌍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
써 고객의 만족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본 강좌에서는 최근 국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애자일 방법론인 스크럼의 기초부터 활용까지 적용사례와 함
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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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워크샵
 
❚행사일정

프로그램 일자 시간 장소

S1.1 CG&I 표준화워크샵 - UI 및 AR/MR 기술 표준화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

6.27(수)

13:00-16:00 아일랜드볼룸A

S1.2 컴퓨터지능 심포지엄 CIS-2012

▷ 주관 :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13:00-17:00 윈드홀A

S2.1 New Research Trends of Computer Graphics 

     and HCI

▷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
16:30-18:00 아일랜드볼룸A

S2.2 정보통신 워크샵

▷ 주관 :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16:00-18:00 아일랜드볼룸C

S3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빅데이터 저장 및 검색 워크샵

▷ 주관 :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6.29(금) 09:30-14:30 아일랜드볼룸C



분과 워크샵

분과 워크샵❚한국정보과학회 KCC 2012 19

CG&I 표준화워크샵 - UI 및 AR/MR 기술 표준화

S1.1 / 6.27(수) 13:00-16:00,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A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CG&I Society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TTA, Khronos Group

▷ 행사 개요 : 스마트 기기들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UI/UX 분야의 기술은 학계 뿐만 아니라 업
체에서도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와 GPS 등의 다양한 센서들을 내장한 스마
트폰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개방형 운영 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
바일 증강현실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CG&I 소사이어티와 TTA, Khronos 그룹과 
공동으로 UI/UX, 증강현실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보고,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 행사 목적 : UI와 AR/MR 기술과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가 모여 표준화, 기술 동향, 비즈니스 동향 등
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함

▶ 프로그램
13:00~13:20 : 개회

ISO/IEC JTC 1/SC 24 의장 인사말
한국정보과학회 CG&I 소사이어티 회장 환영사 (한림대 송창근) 

13:20~14:40 인터페이스 및 증강 현실 표준화 동향 및 전망 (좌장:건국대 김지인)
UI 표준화 활동 로드맵 제안
모바일 자판 배열 표준화 
3D Hand Gesture 기반 UI 표준화
모바일 앱 개발 접근성 표준화 
* AR/MR 표준화 (김정현) 

14:40~15:00 : 휴식
15:00~16:00 산업체의 개방형 표준화 동향 (좌장 : 휴원 이환용)

1. 강연 I - 모바일 산업 생태계와 개방형 표준의 의미 - 존 페디 (Jon Peddie Research)
Peddie, Jon - President of Jon Peddie Research, Jon Peddie Research
Dr. Jon Peddie is one of the pioneers of the graphics industry, and formed Jon Peddie Research 
(JPR) to provide customer intimate consulting and market foreing services. Jon lectures at 
numerous conferences on topics pertaining to graphics technology and the emerging trends in 
digital media technology. Recently nam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alysts, he is frequently 
quoted in trade and business publications, and contributes articles to numerous publications as 
well as appearing on CNN and TechTV. Jon is also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Graphics User Interfaces and Graphics Standards” (1992), “High Resolution Graphics Display 
Systems” and “Multimedia and Graphics Controllers”, and a contributor to “Advances in Modeling, 
Animation, and Rendering”.

2. 강연 II - Khronos Group과 관련 표준에 대한 소개 - 닐 트레벳 (크로노스 그룹 회장, NVIDIA)
Trevett, Neil - President of the Khronos Group, NVIDIA
A UK native, Neil has been awarded a joint BS from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in both 
Electronic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Neil has spent 25 years in the 3D graphics industry 
starting in 1985, when Neil became the Head of Graphics Systems at benchMark Technologies. 
Over several years, he helped to guide the company through its evolution into DuPont? Pixel and 
then 3Dlabs? before its final acquisition by Creative?. Today, Neil stays busy serving as the elected 
President of the Khronos Group as well the Chair of the OpenCL™ Working Group. In his “free 
time”, Neil is the Vice President of Mobile Content at NVIDIA?, a position he has held since 2005.

▶ 참가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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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지능 심포지엄 CIS-2012

S1.2 / 6.27(수) 13:00-17:00, 오렌지동 2층 윈드홀A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지능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 산하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심포지엄(CIS-2012)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인지학습, 인지시각, 인지로봇, 인지언어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심
포지엄을 통해서 국내 지능기술이 학문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기성학문세대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후속학문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좋은 토론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
기를 희망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조직위원회
대회장: 장병탁(서울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김인철(경기대학교) 
프로그램위원: 김경중(세종대학교), 이지형(성균관대학교), 정한민(KISTI), 최용석(한양대학교) 
조직위원장: 조성배(연세대학교) 
조직위원: 이근배(POSTECH), 김기응(KAIST), 김일곤(경북대학교), 김수형(전남대학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좌장/사회

12:00 - 13:00 현장등록

13:00 - 13:05 심포지엄 개회 프로그램위원장 김인철(경기대학교)

13:05 - 13:10 환영사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 회장 
장병탁(서울대학교)

Session I 인지 학습 좌장: 이지형(성균관대학교)

13:10 - 14:00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와 성공
적인 교수/학습 테크놀로지

박주용(서울대학교)

Session II 인지 시각 좌장: 고병철(계명대학교)

14:00 - 14:50 인간시각정보처리 특성의 인지공학적 응용 김정훈(KAIST)

14:50 - 15:10 휴식

Session III 인지 로봇 좌장: 김경중(세종대학교)

15:10 - 16:00
인공 지능과 자연 지능, 로봇 지능과 인간 지능: 
먼 이웃인가? 가까운 친척인가?

서일홍(한양대학교)

Session IV 인지 언어 좌장: 정한민(KISTI)

16:00 - 16:50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Fluency, 
Grammar and Dialog

이근배(POSTECH)

16:50 - 17:00 심포지엄 폐회

▶ 참가비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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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50,000 70,000 60,000 80,000
현장등록 60,000 80,000 7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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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워크샵

S2.2 / 6.27(수) 16:00-18:00,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C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좌장/사회

16:00 - 16:30 Data Center Network 서울대학교 김종권 교수

16:30 - 17:00 애니디바이스 플랫폼 기술개발 전자부품연구원 박성주 책임연구원

17:30 - 17:30 기계 IT 융합 숭실대학교 김영한 교수

17:30 – 18:00 WOO(Web of Objects) 기술응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일영 교수

▶ 참가비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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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20,000 30,000 30,000 40,000

현장등록 30,000 40,000 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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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빅데이터 저장 및 검색 워크샵 

S3 / 6.29(금) 09:30-14:30,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C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초대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에서는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빅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이라
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빅데이타 처리를 위한 학계와 
상용 DBMS에서의 노력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이번 워크샵에 여러분들을 초대합
니다.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 회장: 황수찬(항공대학교)
･ 프로그램위원장: 이상돈(국립목포대학교), 이상근(고려대학교)
･ 프로그램위원: 박영호(숙명여자대학교), 송하주(부경대학교), 이상원(성균관대학교), 이재길(KAIST)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09:30 ~ 09:40 개회식  

09:40 ~ 10:40
MapReduce: 모델과 내부구조, 그리고 그 
개량 

･ KAIST 연구교수 이경하박사

10:40 ~ 10:50 Coffee Break  

10:50 ~ 11:50 Hadoop 기반 질의처리 및 마이닝 기술 ･ 서울대 심규석교수

11:50 ~ 12:50 점 심

12:50 ~ 13:15 정기총회

13:15 ~ 14:30 DBMS Vendor의 빅데이타 처리 기술

  13:15 ~ 13:40 ･ 오라클의 빅 데이타 처리 기술
･ 한국오라클 Tech 사업본부 Big 

Data 기술팀 임상배 부장

  13:40 ~ 14:05
･ In-Memory Computing을 활용한 

Big-data 실시간 처리기술
･ 알티베이스(주) 마케팅본부 

김경환본부장

  14:05 ~ 14:30 ･ TMC, New TechNology for Big Data ･ 티베로(주) 컨설팅팀 송은혜 수석

▶ 참가비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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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60,000 100,000 70,000 110,000

현장등록 70,000 110,000 8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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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Session
 

6.28(목) 11:20 - 15:00,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 : 경민호(아주대)

1. 생명공학분야 심층지식에 대한 네트워크 브라우징 시스템
- 전홍우･정창후･송사광･최윤수･최성필･정한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약] 생명공학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 이미 발간된 수많은 논문, 특허, 보고서에서 정
보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추출 연구와 더불어 추
출된 정보의 다양한 검색 방법 연구는 필요하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
여 추출한 심층 지식에 대한 분석이 용이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본 서비스 시스템을 통
해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레이싱 게임
- 안민규･조호현･안상태･권문영･전성찬(광주과학기술원)

[요약] 사람의 인지, 의도, 정신상태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뇌파는 최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1] 라는 분야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컴퓨터 및 기기 혹은 영화 속 아바타 같이 
대상을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 뇌파만으로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BCI 기술은 최
근 재활 및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도 연구가 되며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본 시연에
서는 뇌파를 이용한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선보인다. 사용자의 뇌파를 무선 뇌전도 헤드셋으로 
측정하고 이를 자동사의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반영한다. 따라서 게임을 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집중력 정도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 변화를 시각/청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자발적 뇌파 조절
까지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피드백 시스템으로써의 게임을 경험 할 수 있다.

3. tablet-PC 기반의 3차원 얼굴 모델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 최진호･김현중･정중필･최수미(세종대학교)

[요약] 3차원 얼굴의 표준 모델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촬영한 2차원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실시간으
로 가상의 메이크업을 하는 시뮬레이션

4. Xelnaga - 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공지능 프로그램
- 조호철･이광열(세종대학교)

[요약] 본 프로그램은 2011 IEEE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Games 대회의 스타
크래프트 부문에서 3위를 하였고, 2012년에 열리는 위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성능을 향상
시킨 프로그램이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 인공지능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자
동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의 목적은 위 competition에 참
가한 다른 봇들을 1대1 대전에서 이기는 것과 사람들과의 대전에서 이기는 것에 있다.

5. Intelligent Augmented Reality for Aircraft Maintenance
- 조근식･이기성･장철희･오경진･홍명덕･이연호･하인애(인하대학교, KBS & GUI) Prof. Ulrich Neumann, 

Prof. Suya You, Dr. Luciano Nocera, Dr. Seon-Min Rhee, Wei Guan, Quan Wang, Jonathan Mooser 
(이하 Univ. of Southern California - AR)
[요약] IAR(Intelligent Augmented Reality)은 항공기 정비 및 개별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에 지능형 증

강현실 기술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이다. IAR 소프트웨어는 AR, 
KBS, GUI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AR 파트는 항공기 정비를 위해 요구되는 가상개체 증강을 위
해 객체 인식 및 트래킹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KBS 부분은 항공기 정비에 관련된 데이터를 온
톨로지 기반으로 AR 및 GUI 파트에서 발생하는 정보요청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GUI 파트는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모듈별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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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AR 및 GUI의 각 모듈에서 정보 요청이 발생하면 KBS 모듈과 상호작
용을 통해 정보를 수신하고 각 파트에 나타낸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Ontology 
Population Toolkit, AnnotationEditor, AuthoringHomography, DatabaseBuilder 등을 통해 생성
된다. 본 소프트웨어는 대한항공 김포 및 인천정비고에서 실무자 테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사용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되었다.

6. InSciTe Advanced
- 성원경･정한민･이승우, 서동민･구희관･이진희･김태홍･김진형･최성필･송사광･윤화묵･황명권･정도

헌･조민희･이원구･황미녕･전홍우･최윤수･이민호･신성호･정창후･홍순찬(KISTI)
[요약]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정보 분석 및 예측 방법을 활용한 인사이트 서비스

텍스트 마이닝 기술 및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한 포괄적인 정보 분석/예측 서비스
의사 결정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

7. 두 개의 조명을 이용한 빌보드 그림자 아트 연구
- 이윤진(아주대학교), 이재윤(NCsoft), 김준호(국민대학교)

[요약] 사용자가 그림자 아트를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림자 
아트는 두 개의 조명과 벽면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얇은 판 형태인 빌보드들로 이루어지며 조명
에 의해 빌보드들의 그림자가 빌보드가 세워진 벽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때, 두 조명은 동시
에 켜지지 않으며 각 조명에 의해 생성되는 그림자의 모양은 다르게 나타난다. 

8. 깊이 정보를 이용한 3차원 애니메이션의 단일 이미지 요약
- 이환직･신현준･최정주(아주대학교)

[요약] 3차원 애니메이션을 깊이 정보만을 사용하여 단일 이미지로 요약한다. 이미지 공간 상에서 시점 
의존적인 요약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때 물체들의 겹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약 이미지를 생성 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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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일정표
 
◘ 6.27(수)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1.1 학부생논문 I 6 아일랜드 볼룸A 10:00~12:00 조기환(전북대)  

O1.2 학부생논문 II 6 아일랜드 볼룸B 10:00~12:00 황일선(KISTI)  

O2.1 정보통신 I 7 스톤홀A 13:00~15:20 최승식(인천대) 안상현(서울시립대)

O2.2 컴퓨터시스템 I 7 스톤홀B 13:00~15:20 김형신(충남대) 김태현(서울시립대)

O3.1 정보통신 II 7 스톤홀A 15:40~18:00 김태경(중앙대) 김종덕(부산대)

O3.2 컴퓨터시스템 II 7 스톤홀B 15:40~18:00 김강희(숭실대) 성민영(상명대)

O3.3 고신뢰컴퓨팅 5 스톤홀C 16:20~18:00 한환수(성균관대) 박민규(건국대)

O3.4 국방소프트웨어 6 윈드홀B 16:20~18:20 김두현(건국대) 김원태(ETRI)

◘ 6.28(목)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4.1 학부생논문 III 7 스톤홀A 09:00~11:20 이창기(강원대) 곽수영(한밭대)

O4.2 데이터베이스 I 8 스톤홀B 09:00~11:40 안병태(안양대) 이경하(KAIST)

O4.3 컴퓨터지능 I 8 스톤홀C 09:00~11:40 최용석(한양대) 고병철(계명대)

O5.1 학부생논문 IV 6 스톤홀A 13:00~15:00 김병창(대구가톨릭대)  

O5.2 데이터베이스 II 7 스톤홀B 13:00~15:20 홍성용(KAIST) 김유성(인하대)

O5.3 컴퓨터지능 II 6 스톤홀C 13:00~15:00 김기응(KAIST) 전바롬(삼성전자)

◘ 6.29(금)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6.1 고성능컴퓨팅 4 스톤홀A 09:00~10:20 엄현상(서울대) 김윤희(숙명여대)

O6.2 전산교육시스템 3 스톤홀B 09:00~10:00 차재혁(한양대)  

O6.3 컴퓨터이론 4 스톤홀C 09:00~10:20 신찬수(한국외대)  

O7.1 건설환경IT융합 4 스톤홀A 10:40~12:00 정갑주(건국대) 김도현(제주대)

O7.2 언어공학 4 스톤홀B 10:40~12:00 최성필(KISTI) 김성동(한성대)

O7.3 프로그래밍언어 4 스톤홀C 10:40~12:00 이수현(창원대) 조은선(충남대)

O8.1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5 스톤홀A 13:00~14:40 이민석(한성대) 윤용익(숙명여대)

O8.2 소프트웨어공학 I 5 스톤홀B 13:00~14:40 이정원(아주대) 진영택(한밭대)

O8.3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

5 스톤홀C 13:00~14:40 홍헬렌(서울여대) 장윤(세종대)

O8.4 정보보호 6 윈드홀A 13:00~15:00
허준(국가수리과학연
구소)

홍충선(경희대) 

O9.1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I

5 스톤홀A 15:00~16:40 이원주(인하공전) 정한민(KISTI)

O9.2 소프트웨어공학 II 5 스톤홀B 15:00~16:40 조은숙(서일대)  

O9.3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I

5 스톤홀C 15:00~16:40 김용국(세종대)
최유주(한독미디어
대학원)

O9.4 정보통신 III 5 윈드홀A 15:20~17:00 이상환(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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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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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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1.1 학부생논문 I 6.27(수) 10:00~12:00 / 아일랜드볼룸A

▹좌장 : 조기환(전북대) ▹평가위원 : 

O1.1-1 GPU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IP 주소 검색

최창호･이현휘･이준희･이종원(한동대)
O1.1-2 OWS(Open Web Store) 연동 시나리오 프로토타입 구현

김지훈･백지훈･남용우･박상원(한국외대), 전종홍･이승윤(ETRI)
O1.1-3 온라인 실행 코드와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의 융합설계

김희선･김성렬(건국대)
O1.1-4 【우수논문】 PMIPv6에서의 무선 액세스 인증 절차에 기반한 바인딩 업데이트 절차 분석

양현식･김영한(숭실대)
O1.1-5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강은숙･최종원･박숙영(숙명여대)
O1.1-6 【우수논문】 키넥트를 이용한 개인용 컴퓨터 제어

이민규･전재봉(충남대)

O1.2 학부생논문 II 6.27(수) 10:00~12:00 / 아일랜드볼룸B

▹좌장 : 황일선(KISTI) ▹평가위원 : 

O1.2-1 【우수논문】 의사결정트리 기반 애플리케이션 추천 시스템

김두형･신재명･박상원(한국외대)
O1.2-2 【우수논문】 모션 인식에 기반한 운전 중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모션 디자인

이상은(국민대)
O1.2-3 위치 추정 오차 보정을 위한 이중 랜드마크 인식

김다정･임호영･방경호･전혜경･홍윤식(인천대)
O1.2-4 【우수논문】 스마트폰 기반 저전력 무인 경비 시스템

권철순･조현우･김형신(충남대)
O1.2-5 RACC: 원격 클래스 호출을 통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역공학 공격 방지

임지혁･이찬희(단국대)
O1.2-6 【우수논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스왑기법의 성능 분석

김민지･권혁진･신동군(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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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 정보통신 I 6.27(수) 13:00~15:20 / 스톤홀A

▹좌장 : 최승식(인천대) ▹평가위원 : 안상현(서울시립대)

O2.1-1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적응적 전송률 제어 기법

김동칠･정광수(광운대)
O2.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Reserved Channel MAC 

프로토콜

편도후･장인국･정병진･윤현수(KAIST)
O2.1-3 VANET 환경을 위한 속도 기반 다중 CDS 생성 기법

이규남･유지은･이원준(고려대)
O2.1-4 WBAN 환경의 재전송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IEEE 802.15.4 기반의 블록 재전송 기법

김병선･조진성(경희대)
O2.1-5 【우수논문】 WiMAX 망에서 파운틴 코드 기반의 모바일 IPTV 시스템

주현철･김완･송황준(포항공대)
O2.1-6 【우수논문】 A Novel Multi-channel MAC Protocol for Ad hoc Networks

Duc Ngoc Minh Dang･Nguyen Tran Quang･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O2.1-7 【우수논문】 Queuing Analysis for Overlay/Underlay Spectrum Access in Cognitive 

Radio Networks

Cuong T. Do･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O2.2 컴퓨터 시스템 I 6.27(수) 13:00~15:20 / 스톤홀B

▹좌장 : 김형신(충남대) ▹평가위원 : 김태현(서울시립대)

O2.2-1 ARM 리눅스 환경에서 ltrace 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추적

김홍규･김홍준･이강웅･이재진(서울대)
O2.2-2 【우수논문】 M-ARC: ARC 기반 고성능 멀티레벨 버퍼캐시 알고리즘

박세진･박찬익(포항공대)
O2.2-3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virtio 기반의 경량 네트워크 I/O 가상화

김종서･진현욱(건국대), 전승협･안창원(ETRI)
O2.2-4 가상화 환경에서 페이지 캐시 정보를 이용한 메모리 중복제거 기법에 관한 연구

이세호･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O2.2-5 【우수논문】 네트워크 사용 경향성을 활용한 스마트폰 네트워크 에너지 최적화 기법

김예성･송욱･김지홍(서울대)
O2.2-6 【우수논문】 Xen 가상화 환경을 위한 하드디스크 레이아웃 연구

이남수･강동우･김세욱･최종무･김준모(단국대)
O2.2-7 가상 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커널 레벨 장치 가상화 프레임워크

김정한･김태형･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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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 정보통신 II 6.27(수) 15:40~18:00 / 스톤홀A

▹좌장 : 김태경(중앙대) ▹평가위원 : 김종덕(부산대)

O3.1-1 【우수논문】 소셜 미디어와 중계영상을 활용한 실시간 문자 중계 시스템

서동만･김수현･박호건･고희동(KIST)
O3.1-2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

이은재･김동칠･오승준･정광수(광운대)
O3.1-3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준비태세기반 위험요소 우회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

황동교･손인국･박준호(충북대), 성동욱(보아스전자㈜), 유재수(충북대)
O3.1-4 【우수논문】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동적 영역 선택적 암호화 기법

김동주･이상규･박준호(충북대), 성동욱(보아스전자(주)), 유재수(충북대)
O3.1-5 【우수논문】 모바일 싱크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기법

김상래･박준호(충북대), 성동욱(보아스전자(주)), 유재수(충북대)
O3.1-6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동기식 MAC 프로토콜을 위한 충돌해결 알고리즘

이상훈･배용수･최린(고려대)
O3.1-7 위치기반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이성원･고영배(아주대)

O3.2 컴퓨터 시스템 II 6.27(수) 15:40~18:00 / 스톤홀B

▹좌장 : 김강희(숭실대) ▹평가위원 : 성민영(상명대)

O3.2-1 Linux kernel mode에서의 GPGPU 지원

안우근･이신형･유혁(고려대)
O3.2-2 【우수논문】 프레임율 변환을 위한 H.264코덱의 움직임 벡터 분석

김상철･정현종･송인선･낭종호(서강대)
O3.2-3 【우수논문】 임베디드 그래픽 프로세서를 위한 OpenGL ES 컴파일러 개발

임수준･송준섭･신동군(성균관대)
O3.2-4 【우수논문】 실시간 시스템의 주기적 태스크의 최적 오프셋 탐색

권지혜･이창건(서울대)
O3.2-5 서버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위한 CPU 냉각 제어 기법

오진수･임성수(국민대)
O3.2-6 【우수논문】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응답시간 향상을 위한 선점방식 가비지 컬렉션 기법

정상혁･송용호(한양대)
O3.2-7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에서 Kernel-Warm-Start를 이용한 재부팅 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신진철･원유집･김종민(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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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3 고신뢰 컴퓨팅 6.27(수) 16:20~18:00 / 스톤홀C

▹좌장 : 한환수(성균관대) ▹평가위원 : 박민규(건국대)

O3.3-1 【우수논문】 소스코드 요약을 이용한 대규모 소프트웨어 유사도 평가

박성수･한환수(성균관대)
O3.3-2 【우수논문】 Android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저장소

정윤식･박영웅･조성제(단국대)
O3.3-3 【우수논문】 QoS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위한 지분 분포의 효과 분석

김아름(숭실대), 정진만(서울대), 홍지만(숭실대)
O3.3-4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포렌식 마크 기반 앱 저작권 보호 기법 연구

제은경･최상훈(숭실대), 조유근(서울대)
O3.3-5 코드 페이지 캐싱을 이용한 프로그램 재기동 시간 단축

고승철･최정식･김성건･한환수(성균관대)

O3.3 국방 소프트웨어 6.27(수) 16:20~18:20 / 윈드홀B

▹좌장 : 김두현(건국대) ▹평가위원 : 김원태(ETRI)

O3.4-1 조립형 군사 모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역할 기반 협업 모델

김희수(아주대･리얼타임비쥬얼), 이석원･김민구(아주대), 변재정(국방과학연구소)
O3.4-2 【우수논문】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적 주타격 방향 분석

김무수･박건우･이상훈(국방대)
O3.4-3 전투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모델과 모델러의 제안

고민혁･김현수(충남대), 국승학･김점수(국방과학연구소)
O3.4-4 【우수논문】 인지 전투무선망에서 정책기반 동적 채널 선택 구조에 대한 연구

김종연･권세훈･김은호･노병희(아주대), 최근경･신봉진･박수범(LIG넥스원)
O3.4-5 Pitch-Based 탐지 기법을 이용한 진동 신호 분류

정준･현진오(LIG넥스원), 김용현(국방과학연구소)
O3.4-6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허프만 복호화의 최적화 연구

박인혜･이형근(광운대)

O4.1 학부생논문 III 6.28(목) 09:00~11:20 / 스톤홀A

▹좌장 : 이창기(강원대) ▹평가위원 : 곽수영(한밭대)

O4.1-1 SNS(Twitter)의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정치인의 사회적 평판 순위 비교기법

박선명･윤재열･김이준･김응모(성균관대)
O4.1-2 【우수논문】 SSD 가비지 콜렉션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적시 캐시 방출 기법

김경민･하란(홍익대)
O4.1-3 【우수논문】 평문 질의어 MathML 용어 변환을 이용한 수학식 검색

이준영･양선･고영중(동아대)



Oral Session

Oral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2 31

O4.1-4 OpenSSD 플랫폼에서의 섹터 매핑 FTL의 구현 및 성능 측정

한규화･안정철･신동군(성균관대)
O4.1-5 【우수논문】 멀티 코어와 GPU가 차세대 웹 브라우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홍경환･김대호･신동군(성균관대)
O4.1-6 HTML5 기반 맞춤형 헬스서비스 관리시스템

홍지연･이태호･이승형･홍충선(경희대)
O4.1-7 【우수논문】 실행코드 블록 비교 기반의 변종 악성코드 검출

이대로･김태형･김성훈･이승형･이현수(경희대)

O4.2 데이터베이스 I 6.28(목) 09:00~11:40 / 스톤홀B

▹좌장 : 안병태(안양대) ▹평가위원 : 이경하(KAIST))

O4.2-1 【우수논문】 RIF 추론에 의한 RDF 권한 충돌 문제 분석

김재훈･이재근･강일용(서일대), 이용우･박석(서강대)
O4.2-2 【우수논문】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협업 기반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윤재열･정하림･김응모(성균관대)
O4.2-3 ZooKeeper를 이용한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2단계 잠금 규약 구현

김수형･성민경･정연돈(고려대)
O4.2-4 Hadoop 클라우드 기반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이진 검색 트리 기반 

색인의 구현

류효석･최현식･손지훈･정연돈(고려대)
O4.2-5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큐브의 관리

양해미･손지훈･정연돈(고려대)
O4.2-6 【우수논문】 정렬 인덱스 스캔을 이용한 조인기법

이종백･강운학･이상원(성균관대)
O4.2-7 【우수논문】 맵리듀스 기반의 암 특이적 유전자 단위 반복 변이 추출

신재문･홍상균･이은주･윤지희(한림대)
O4.2-8 개인화된 소셜 서비스를 위한 시공간 그래프 모델링 기법

홍지혜･박기성･김진승･이영구(경희대)

O4.3 컴퓨터 지능 I 6.28(목) 09:00~11:40 / 스톤홀C

▹좌장 : 최용석(한양대) ▹평가위원 : 고병철(계명대)

O4.3-1 【우수논문】 호모그래피 정확도 향상을 위한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CSP) 

기반의 RANSAC 알고리즘

장철희･이기성･조근식(인하대)
O4.3-2 【우수논문】 BLSTM 구조의 계층적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모바일 제스쳐 인식

이명춘･조성배(연세대)
O4.3-3 안구운동추적 정보기반 능동적 샘플링을 반영한 시각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김은솔･김지섭(서울대), KarinneRamirezAmaro･MichaelBeetz(뮌헨공대), 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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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3-4 【우수논문】 술어-논항 구조의 어휘 패턴을 이용한 스트링 커널 기반 관계 추출

정창후･최성필･전홍우･홍순찬･정한민(KISTI)
O4.3-5 에너지 기반 모델을 이용한 순차 패턴 부호화 방법

허민오･김권일･이상우･장병탁(서울대)
O4.3-6 Factored POMDP를 이용한 가상군의 자율행위 모델링 사례연구

이강훈･임희진･김기응(KAIST)
O4.3-7 【우수논문】 고차 데이터 분류를 위한 순차적 베이지안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진화적 학습 기법

하정우･김수진･장병탁(서울대)
O4.3-8 Generating Activity-based Diary from PC Usage Logs

리아사디타･김형년･박지형(KIST)

O5.1 학부생논문 IV 6.28(목) 13:00~15:00 / 스톤홀A

▹좌장 : 김병창(대구가톨릭대) ▹평가위원 : 

O5.1-1 실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김보람･박수현･홍봉희(부산대)
O5.1-2 칩 타일 사진들의 자동적인 스티칭 방법에 관한 연구

고병철･장경선(충남대)
O5.1-3 【우수논문】 코드 리팩토링을 위한 확장된 IPO 기법

박재진･이재욱･홍장의(충북대)
O5.1-4 【우수논문】 위성 자원 효율 증대를 위한 동적 MF-TDMA 프레이밍 기법

고상순･김은경･임재성(아주대)
O5.1-5 【우수논문】 인기 인터넷 댓글 트리의 구조적 특성 분석

탁해성･조환규(부산대)
O5.1-6 멀티레이어 기반 리얼툰 서비스 아키텍처 제안

곽지혜･박민지･김예슬･이승형･채옥삼(경희대)

O5.2 데이터베이스 II 6.28(목) 13:00~15:20 / 스톤홀B

▹좌장 : 홍성용(KAIST) ▹평가위원 : 김유성(인하대)

O5.2-1 【우수논문】 NGS 데이터를 이용한 대용량 게놈의 디노버 어셈블리

원정임(한양대), 홍상균･공진화･허선･윤지희(한림대)
O5.2-2 스케일링-불변 윤곽선 이미지 매칭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범수･김상필･문양세･최미정(강원대)
O5.2-3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환경 적용을 통한 SNS 친구추천

이철기･이우기･박순형(인하대)
O5.2-4 【우수논문】 도로 네트워크에서 이동 객체 궤적 분석을 통한 도로 혼잡 구간 판별 기법

박혁･황동교･김동주･리하･박용훈･복경수(충북대), 이석희(동아방송예술대), 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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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2-5 사용자의 선호도 및 이동 패턴을 이용한 POI 추천

이충희･임종태･박용훈･복경수･유재수(충북대)
O5.2-6 【우수논문】 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효율적 공간지정 질의처리 기법

박민지･김태훈･임종석･현순주(KAIST)
O5.2-7 질의어 단위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한 북마크 기반 개인화 검색 방법

김현지･배동환･고민삼･이문용(KAIST)

O5.3 컴퓨터 지능 II 6.28(목) 13:00~15:00 / 스톤홀C

▹좌장 : 김기응(KAIST) ▹평가위원 : 전바롬(삼성전자)

O5.3-1 【우수논문】 구문 분석기 성능 향상을 위한 세종 트리뱅크 변환 방법

최동현･박정열･임경태･함영균･최기선(KAIST)
O5.3-2 【우수논문】 기하 보정 및 강체 정합을 통한 4-조각 전립선 병리 영상의 자동 스티칭

김한나･이지언･홍헬렌(서울여대), 이학종･황성일(분당서울대병원)
O5.3-3 열 영상에서 핫 스팟 영역을 이용한 휴먼 보행자 검출 기법

김덕연･고병철･남재열(계명대)
O5.3-4 겹침과 훼손, 회전에 강건한 교통표지판 인식을 위한 SIFT 적용 방법

김상철･이제민･김대윤･낭종호(서강대)
O5.3-5 【우수논문】 중풍 관련 한의학 변증에 대한 정보학적 의미 분석

진훈(연세대)
O5.3-6 정수형 변환을 이용한 DNA 서열 검색 알고리즘

윤경오･조성배(연세대)

O6.1 고성능 컴퓨팅 6.29(금) 09:00~10:20 / 스톤홀A

▹좌장 : 엄현상(서울대) ▹평가위원 : 김윤희(숙명여대)

O6.1-1 FUSE 활용 pNFS 지원 메타데이터 서버 설계

김수영･김홍연･김영균(ETRI)
O6.1-2 멀티코어 CPU에서의 비대칭 부하 분산

김희곤･이성주･정용화(고려대)
O6.1-3 헤테로지니어스 멀티코어 성능 최적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병렬 프로그래밍

임주호(고려대)
O6.1-4 【우수논문】 GPU를 통한 얼굴인식 가속화

이청용･이영민(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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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2 전산교육 시스템 6.29(금) 09:00~10:00 / 스톤홀B

▹좌장 : 차재혁(한양대) ▹평가위원 : 

O6.2-1 닌텐도 DS를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

장영준･이민석(한성대)
O6.2-2 집단지성기반 지능형 튜터링 에이전트 플랫폼 설계 및 구현

홍성용･이문용･윤완철(KAIST)
O6.2-3 【우수논문】 지능형 교육 시스템을 위한 SVDD 가중치를 이용한 개선된 학습자 모델링 

연구

윤태복(서일대), 이지형(성균관대)

O6.3 컴퓨터 이론 6.29(금) 09:00~10:20 / 스톤홀C

▹좌장 : 신찬수(한국외대) ▹평가위원 : 

O6.3-1 【우수논문】 2차원 비트스트링의 공간 효율적 rank와 select

김태성･나중채(세종대)
O6.3-2 L1 메트릭에서의 이동 질의점에 대한 skyline 계산

손완빈･황승원･안희갑(POSTECH)
O6.3-3 거리합기반 문자열의 최소 주기거리 찾기

정주희･김영호･심정섭(인하대)
O6.3-4 효율적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가중치 기반 셀룰러 오토마타 모델

이혜인･고상기･한요섭(연세대)

O7.1 건설환경IT융합 6.29(금) 10:40~12:00 / 스톤홀A

▹좌장 : 정갑주(건국대) ▹평가위원 : 김도현(제주대)

O7.1-1 【우수논문】 CoAP 그룹기술을 이용한 빌딩 내 센서네트워크 설계

박영기･김영한(숭실대)
O7.1-2 항공 라이다 데이터의 타일단위 지형분류와 건물 타일의 항공 이미지를 이용한 정확한 

건물 외곽선 추출 기법

김남수･김유성(인하대)
O7.1-3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SSH 포트 포워딩 기반의 용접 시뮬레이터

김명일･김승해(KISTI), YupingYang(EWI)
O7.1-4 【우수논문】 태양 전지의 효율성 계산과 고장 여부 판단

김영훈･심규석(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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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2 언어공학 6.29(금) 10:40~12:00 / 스톤홀B

▹좌장 : 최성필(KISTI) ▹평가위원 : 김성동(한성대)

O7.2-1 【우수논문】 다중서열정렬을 이용한 변형 단어 집합의 분류 기법

김성환･조환규(부산대)
O7.2-2 과거 대화 정보를 사용한 개인화된 대화 키워드 추출

고준호･손정우･송현제･박세영(경북대)
O7.2-3 【우수논문】 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이창기(강원대), 김현기(ETRI)
O7.2-4 Structured SVM을 이용한 노래 가사의 감정 분류

김민호･권혁철(부산대)

O7.3 프로그래밍 언어 6.29(금) 10:40~12:00 / 스톤홀C

▹좌장 : 이수현(창원대) ▹평가위원 : 조은선(충남대)

O7.3-1 재귀모듈 프로그래밍을 위한 타입시스템의 설계

임현승･임정표･박성우(포항공대)
O7.3-2 복합 이벤트 환경에서 규칙간 충돌의 정적 탐지

백준영･윤태섭･최중현･조은선(충남대)
O7.3-3 정적으로 악성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행동 기술 언어의 설계

이승중･이광근(서울대)
O7.3-4 데이터 의존 관계를 이용한 프로그램 분석 병렬화

허기홍･이우석･오학주(서울대)

O8.1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 6.29(금) 13:00~14:40 / 스톤홀A

▹좌장 : 이민석(한성대) ▹평가위원 : 윤용익(숙명여대)

O8.1-1 매시업 벤치를 이용한 컨텍스트 기반 매시업 클라이언트 개발

주형주･이은정(경기대)
O8.1-2 【우수논문】 사용자 입력 기반의 스마트폰 전력 감소 기법

우상정(삼성전자･KAIST), 서원익･김창대･허재혁(KAIST)
O8.1-3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에너지 소모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제민･조현우･김형신(충남대)
O8.1-4 모바일 방송 통신 시스템 서비스 품질 개선 모델

정현준･유영환(부산대)
O8.1-5 【우수논문】 에너지 효율적 협,35센싱을 위한 그룹의 공존-지속시간 예측모델

김태훈･이대규･현순주(KAIST)



Oral Session

36 한국정보과학회 KCC 2012❚Oral Session

O8.2 소프트웨어 공학 I 6.29(금) 13:00~14:40 / 스톤홀B

▹좌장 : 이정원(아주대) ▹평가위원 : 진영택(한밭대)

O8.2-1 【우수논문】 CREST-BV: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Bitwise 연산을 지원하는 Concolic 

테스팅 기법

김윤호･김문주(KAIST), 장윤규(삼성전자)
O8.2-2 【우수논문】 공개 소스 테스팅 도구를 활용한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트 기법

신희정･JIN LONG･안소진･이진호･최진영(고려대)
O8.2-3 TC2SMV: UML State Chart Diagram에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SMV 입력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CASE 도구

윤상현･조재연･유준범(건국대)
O8.2-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UI 단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 설계 및 테스트 코드 

자동 생성

윤상필･서용진･고민혁･김현수(충남대)
O8.2-5 【우수논문】 웹 서비스 제품에서의 탐색 및 리스크를 결합한 테스트 방법

이효선･김능회･이동현･인호(고려대)

O8.3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 6.29(금) 13:00~14:40 / 스톤홀C

▹좌장 : 홍헬렌(서울여대) ▹평가위원 : 장윤(세종대)

O8.3-1 다해상도 편향맵을 이용한 GPU기반의 지형 렌더링

이은석･김태권･이진희･신병석(인하대)
O8.3-2 【우수논문】 아웃라이어 처리를 통한 강인한 HDR 영상 복원 방법

조호진･이승용(포항공대)
O8.3-3 상호작용 기반 3차원 비강 모델 분할 및 가시화

서안나･허고은･김성균･김지인(건국대)
O8.3-4 【우수논문】 스마트폰기반 3D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얼굴표정 제어기 응용

최인호･이상훈･박상일･김용국(세종대)
O8.3-5 인터랙티브 나무 모델링 인터페이스

이승연(연세대), 이혜영(홍익대), 최윤철(연세대)

O8.4 정보보호 6.29(금) 13:00~15:00 / 윈드홀A

▹좌장 :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평가위원 : 홍충선(경희대)

O8.4-1 【우수논문】 N-Device 환경의 인증, 지불, 전자서명을 위한 스마트채널 기술

최대선(ETRI)
O8.4-2 P2P 환경에서 라이선스 발급 권한위임을 통한 컨텐츠 유통 활성화 방법

정성근(카이스트), 이재원(삼성전자), 윤현수(카이스트)
O8.4-3 이기종 침해사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탐지한 공격 IP 연관성 분석

이재국･안종훈･임채태(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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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4-4 【우수논문】 데이터베이스 아웃소싱을 위한 위치 데이터 보호를 지원하는 공간 좌표 

변환 기법

윤민･김형일･장재우(전북대)
O8.4-5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 Radio Interface Layer를 통한 악성행위 및 대응 

방안

김동우･조형진･류재철(충남대)
O8.4-6 음원을 이용한 기기판별

이명환･문창배･김병만(금오공대)

O9.1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I 6.29(금) 15:00~16:40 / 스톤홀A

▹좌장 : 이원주(인하공전) ▹평가위원 : 정한민(KISTI)

O9.1-1 휴대기기에서 Touch screen 성능 개선 연구

신재용･최진영(고려대)
O9.1-2 【우수논문】 소셜 네트웍의 순환 관계를 적용한 스패머 특정화

엄수현･이우기･이정훈(인하대)
O9.1-3 【우수논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사용자 응답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우선순위 부스트 기법

손용석･허승주･유종훈･RichardTaylor･홍성수(서울대)
O9.1-4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3D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한길･전재웅･손의성･최윤철(연세대)
O9.1-5 【우수논문】 반응속도를 고려한 안드로이드 시스템 상에서의 메모리 관리 기법

모홍철･김대윤･낭종호(서강대)

O9.2 소프트웨어 공학 II 6.29(금) 15:00~16:40 / 스톤홀B

▹좌장 : 조은숙(서일대) ▹평가위원 : 

O9.2-1 Safety Critical 시스템의 위험성 해결을 위한 Hazard Perspective 정의

권장진･홍장의(충북대)
O9.2-2 타임드 오토마타 모델로부터 체계적인 VxWorks 기반 코드 생성

최진호(KAIST･ADD), 지은경･배두환(KAIST)
O9.2-3 【우수논문】 RFID 미들웨어 평가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의 품질 지표

류우석･권준호･홍봉희(부산대)
O9.2-4 계층적 의사결정표

남혜지･강교철(포항공대)
O9.2-5 【우수논문】 GR(1) Synthesis를 이용한 퍼즐의 전략 찾기

권령구･권기현(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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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9.3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I 6.29(금) 15:00~16:40 / 스톤홀C

▹좌장 : 김용국(세종대) ▹평가위원 :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

O9.3-1 【우수논문】 상향식 돌출과 하향식 단서 결합 기반 목표 지향적 주의집중모델을 이용한 

얼굴검출

이유부･이석한(성균관대)
O9.3-2 비디오에 대한 말풍선 효과 합성

이선영･이인권(연세대)
O9.3-3 전투공간 시뮬레이션 가시화를 위한 스테레오 3D 모델 뷰어

박혜진･박지영･김명희(이화여대)
O9.3-4 【우수논문】 모바일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주영(건국대), 조수호(라임페이퍼), 김형석(건국대)
O9.3-5 【우수논문】 컬러 정보를 포함하는 보완적 특징점 기반 기술자를 활용한 객체인식

장영균･김주환･문승건･남택진･권동수･우운택(카이스트)

O9.4 정보통신 III 6.29(금) 15:20~17:00 / 윈드홀A

▹좌장 : 이상환(국민대) ▹평가위원 : 

O9.4-1 【우수논문】 특징벡터를 기준으로 한 본원적 큐브 

백종태･이우기･이화기(인하대)
O9.4-2 【우수논문】 에너지 수급 센서망에서 다중 우선순위 패킷의 QoS를 보장하는 에너지 

관리 및 패킷 스케쥴링 기법의 수학적 모델링

김성렬･유영환(부산대)
O9.4-3 【우수논문】 The Network Utility Maximization Problem with Multiclass Traffic

VoThiLuuPhuong･ChoongSeonHong(KyungHeeUniversity)
O9.4-4 【우수논문】 UDT 기반 병렬전송에서 최적의 채널 수 예측기법

박종선･조기환(전북대)
O9.4-5 컨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 Flow Mapping Agent를 이용한 이동성 지원 전송 방법

허림･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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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일정표
 ◘ 6.28(목) 09:00~10:20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볼룸A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1.1 국방소프트웨어 14 이형근(광운대) 오상윤(아주대)

P1.2 데이터베이스 I 25 김진형(KISTI)  

P1.3 소프트웨어공학 I 21 홍장의(충북대) 김문주(KAIST)

P1.4 정보통신 I 17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P1.5 컴퓨터시스템 I 20 장경선(충남대) 박태준(광주과학원)

◘ 6.28(목) 11:20~12:40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볼룸A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2.1 고신뢰컴퓨팅 20 조성제(단국대) 최종무(단국대)

P2.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18 임한규(안동대) 박상원(한국외대)

P2.3 정보통신 II 13 안상현(서울시립대) 고영배(아주대) 

P2.4 컴퓨터지능 I 29 김인철(경기대) 진훈(연세대)

◘ 6.28(목) 13:40~15:00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볼룸A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3.1 학부생논문 I 21 정한민(KISTI)  

P3.2 데이터베이스 II 23 이경하(KAIST) 유재수(충북대)

P3.3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I 23 전성찬(광주과학원) 장윤(세종대)

P3.4 컴퓨터지능 II 26 김인철(경기대) 진훈(연세대)

◘ 6.29(금) 09:00~10:20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볼룸A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4.1 학부생논문 II 22 조기환(전북대) 송하주(부경대)

P4.2 건설환경IT융합 15 정갑주(건국대)

P4.3 언어공학 12 최성필(KISTI) 김성동(한성대)

P4.4 정보보호 25 박종열(ETRI)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P4.5 정보통신 III 22 김영용(연세대) 안상현(서울시립대)

P4.6 컴퓨터시스템 II 18 장성태(수원대) 조진성(경희대)

P4.7 프로그래밍언어 3 이광근(서울대)  

◘ 6.29(금) 11:00~12:20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2층) 아일랜드볼룸AB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5.1 고성능컴퓨팅 7 김윤희(숙명여대) 이명호(명지대)

P5.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I 19 이민석(한성대) 조진성(경희대)

P5.3 소프트웨어공학 II 15 고인영(KAIST) 윤회진(협성대)

P5.4 전산교육시스템 4 이민석(한성대)  

P5.5 정보통신 IV 21 김상철(국민대)  

P5.6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II 17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 이영호(목포대)

P5.7 컴퓨터시스템 III 17 신동군(성균관대) 이영민(서울시립대)

P5.8 컴퓨터이론 8 신찬수(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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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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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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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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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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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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1.1 국방 소프트웨어 6.28(목)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이형근(광운대) ▹평가위원B : 오상윤(아주대)

P1.1-01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반 C2 체계 네트워크 파워 평가 알고리즘

김동석(국방대), 박건우(육군종합보급창), 이상훈(국방대)
P1.1-02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설계 기법 연구 및 적용 사례

김상기･이혜진･김동환(LIG넥스원)
P1.1-03 소부대 위치 데이터 연동 모델

배정주･김정동･백두권(고려대)
P1.1-04 TMMi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고품질의 협력개발 소프트웨어 획득 방안 연구

이주리･이혜진･김동환(LIG넥스원)
P1.1-05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군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유전알고리즘 최적화를 적용한 

물자분배 방식

김광명･심백선･송호근･윤희용(성균관대)
P1.1-06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분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개발 방법

손윤희･임형준(충남대), 김점수･장혜민(국방과학연구소), 최훈･이규철(충남대)
P1.1-07 차세대 전술이동통신체계 무선 MSAP Mesh망을 위한 혼합형 인증기법

배병구･손유진･고영배(아주대)
P1.1-08 SCOPE 모델 기반 상호운용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이철환･이태공(아주대)
P1.1-09 ESTO-AIR: ARINC 653 설정 도구

박사천･김태호･이화영(ETRI)
P1.1-10 다중 에이전트 플랫폼 기반의 QoS를 보장하는 분산 군수 시스템

송호근･박건용･심백선･윤희용(성균관대)
P1.1-11 군수 시뮬레이션을 위한 BDI 기반 종합 에이전트 모델링

심백선･김광명･박건용･윤희용(성균관대)
P1.1-12 LTE-MTC 기반 모의 전투훈련체계 모델

진대하･조용우･신현식(서울대)
P1.1-13 해군 전투 체계의 정보 모델 기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결함허용 방법

민법기･김현수(충남대), 국승학･김점수(국방과학연구소)
P1.1-14 대공화기 탄도궤적에 관한 연구

강환일･박강･신동일･박우성･주기돈(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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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데이터베이스 I 6.28(목)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김진형(KISTI) ▹평가위원B : 

P1.2-01 매핑 규칙을 이용한 논문과 특허의 상호 연계

조민희･정도헌･이승우･홍순찬･정한민(KISTI)
P1.2-02 트리플 생성을 위한 매핑 온톨로지 구축 및 이를 이용한 트리플 변환기 구현

허홍수･오원석(㈜탑쿼드란트코리아), 김성혁(숙명여대)
P1.2-03 단어 패턴 빈도를 이용한 한국어 영화평 자동 분류기법

장재영･김정민･이신영(한성대)
P1.2-04 공저자 네트워크 가시화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신수미･김완종･현미환･김혜선(KISTI)
P1.2-05 전자 지불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카드 리스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엔진 성능 분석

김준･라일구･이동준･정진우･안문기(포스코ICT)
P1.2-06 임베디드 환경에서 전자카드 리스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엔진 구현

이동준･라일구･김준･정진우･안문기(㈜포스코아이씨티)
P1.2-07 Plasma 물성 참조데이터를 위한 XML Schema 설계

박준형･황성하･송미영･윤정식(국가핵융합연구소)
P1.2-08 세로-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오병중･김경호･이재경･김경창(홍익대)
P1.2-09 핵융합 기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원자 및 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황성하･박준형･송미영･윤정식(국가핵융합연구소)
P1.2-10 낸드 플래시 메모리상에서 블록 치환을 이용한 와이핑 파일 복구 방지 기법

이상호･신명섭･박동주(숭실대)
P1.2-11 플래시 메모리상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와이핑 증거 확보 기법

신명섭･오지현･박동주(숭실대)
P1.2-12 트리플 그래프 문법을 사용한 확장 개체-관계 모델과 객체-관계 모델간의 변환 방법

응웬티눙･송상근･동성･이상준(숭실대)
P1.2-13 데이터 모델링 도구의 현황과 전망

송미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일순(제니시스)
P1.2-14 소셜 정보를 이용한 추천 기법의 설계

XiaoyueHan･이민수(이화여대)
P1.2-15 동아시아 근대 음악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LianhuaTian･OtgonjargalMyagmar･이민수･채현경･김은하(이화여대)
P1.2-16 문헌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유망주체 선정

김진형･황명권･정도헌･조민희･정한민(KISTI)
P1.2-17 SKOS를 이용한 시소러스의 온톨로지 모델링과 LOD 공개

황미녕･정도헌･최성필･조민희･정한민(KISTI)
P1.2-18 ISO/IEC 11179 기반의 온톨로지 매칭 방법

이지윤･이석훈･김장원(고려대), 정동원(군산대), 백두권(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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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9 HDFS에서 저장 공간 절약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

안후영･이수호･이경하･이윤준(카이스트)
P1.2-20 멀티코어 환경에서 XML 필터링 알고리즘의 병렬화

김수형･이경하･이윤준(카이스트)
P1.2-21 Pregel을 이용한 독립집합 문제의 병렬 분산 알고리즘

신은옥･이성민･정연돈(고려대)
P1.2-22 큐브 생성 기법에 대한 비교 평가 :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 분석 시스템 사례 중심

임병남･손지훈･정연돈(고려대)
P1.2-23 XMDR+를 이용한 온톨로지 통합 기법

홍진호･김정동･백두권(고려대)
P1.2-24 RNA-Seq 데이터를 이용한 전사체 분석 도구

공진화･신재문(한림대), 원정임(한양대), 이은주･윤지희(한림대)
P1.2-25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한 회귀 분석에서의 결측값 처리

이재용･유환조(포항공대)

P1.3 소프트웨어 공학 I 6.28(목)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홍장의(충북대) ▹평가위원B : 김문주(KAIST)

P1.3-01 분기 커버리지를 위한 동적 테스트 데이터 생성

정인상(한성대)･성영락(국민대)
P1.3-02 모델 체커를 이용한 바디 센서 시스템의 동적 알고리즘 검증

이우식･김남기(경기대)
P1.3-03 BPMN을 이용한 Use Case 다이어그램 추출 방법 제안

오수민･이상범(단국대)
P1.3-04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제조사 특화 API 관리 방안

정로미(KAIST), 정지용(삼성전자)
P1.3-05 다중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는 GUI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자동화 방법

류수정･정재용･김준･안대영･심정민(테스트마이다스)
P1.3-06 슬라이싱과 청킹 개념을 도입한 확장 가능한 경로 테스팅 방안

최은만･최희성(동국대)
P1.3-07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소프트웨어 시험 사례 연구

정광락･김재웅･신석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P1.3-08 ISO/IEC 9126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유지보수성 측정 방법

최은만･박상우(동국대)
P1.3-09 거시구조 개념을 이용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 제안

권예진･정효진･윤은지･박용범(단국대)
P1.3-10 스마트 테스트 도구를 이용한 식기세척기 소프트웨어 검증 기법 

천봉환･천준석･우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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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1 협업 지향적 시스템 설계와 분석에 관한 연구

신문봉･전승수･손홍민(KISTEP)
P1.3-12 의미적 토픽 기반 지식모델의 통합에 관한 연구

전승수･이상진･배상태(KISTEP)
P1.3-13 FBD 모델 대상 뮤테이션 연산자 정의

신동환･지은경･배두환(KAIST)
P1.3-14 휘처-중심의 제품라인 공학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이클립스 플랫폼 기반의 

워크벤치

양진석･강교철(포항공대)
P1.3-15 Eclipse의 기반의 통합 Tool을 위한 Graphical Editor Plug-in 개발 방법

오치영･이창건(서울대)
P1.3-16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무효한 테스트 케이스 도출 기법

박진수･김종필･홍장의(충북대)
P1.3-17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스마트 객체를 위한 미들웨어

장서윤･고은정･박종현･강지훈(충남대)
P1.3-18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위한 품질측정 메트릭 설계

한용만･윤광열･김성철･최종무･유해영(단국대)
P1.3-19 WOA 기반 시스템을 위한 기능점수평가 설계

김규억･한용만･박해윤･최종무･유해영(단국대)
P1.3-20 UML 메카니즘과 원인-결과 다이어그램 기반 테스트케이스 생성을 위한 자동 도구 개발 

우수정･김영철(홍익대)
P1.3-21 부분 기능의 리플렉션을 이용한 동적 설정

이지현･박영식(ETRI)

P1.4 정보통신 I 6.28(목)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평가위원B : 

P1.4-0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on-demand 방식의 계층적인 클러스터 구축 기법

김환･안상현(서울시립대)
P1.4-02 M2M 서비스 컴포지션을 위한 서비스 오버레이 네트워크 플랫폼 구조

김영준･전용근･정일영(한국외대)
P1.4-03 무선 심전도 신호의 판독 향상을 위한 손실데이터 보간

박주영･한상화･유호민･이재면･강경태(한양대)
P1.4-04 CCN 환경에서의 SVC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캐시 교체 정책에 관한 연구

임규보･이정환･유혁(고려대)
P1.4-05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는 QR 코드 기반의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박종은･이홍창･박종문･이명준(울산대)
P1.4-06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연 기반의 전송률 제어 기법

박정현･이성희･오승준･김화성･정광수(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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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07 다중 채널 다중 사용자를 위한 분산 인지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주기적 감지 

정책

김보성･N.M.Tuan･노병희(아주대), 김대영･박수범(LIG넥스원)
P1.4-08 중첩된 다수의 WBAN 환경에서 공리적 Bargaining Game를 이용한 비경쟁구간 

할당방안

소위동･신상배･조진성(경희대)
P1.4-09 네트워크 트래픽 절감을 위한 캐시 배치 구조

구태연･정영식･박종열(ETRI)
P1.4-10 무선 센서 망의 실시간 데이터 전달을 위한 기회적 라우팅 방안

오승민･임용빈･이정철･박호성･김상하(충남대)
P1.4-11 JCAF과 DROOLS를 이용한 상황 인식 어플리케이션 생성 도구

박종문･안형배･이명준(울산대)
P1.4-12 시간과 공간, 소셜 모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서동만･김수현･박호건･고희동(KIST)
P1.4-13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해시 알고리즘

이윤정･박준호(충북대), 성동욱(보아스전자(주)), 유재수(충북대)
P1.4-14 Likelihood Estimation Using Continuous-Time Markov Channels for Cognitive Radio 

Networks in Wireless LAN

Thant Zin Oo･Kyi Thar･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P1.4-15 Queuing Analysis of Opportunistic in Network Selection for Secondary Users in 

Cognitive Radio Systems

Le Anh Tuanand･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P1.4-16 모바일 소셜 앱의 IAP 컨텐츠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

조응준･홍충선(경희대)
P1.4-17 장거리 RF통신모듈을 활용한 산업용 관제시스템

이수현･조형돈(창원대)

P1.5 컴퓨터 시스템 I 6.28(목)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장경선(충남대) ▹평가위원B : 박태준(광주과학원)

P1.5-01 이력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

유민형･김호영(충남대), 한상혁(항공우주연구원), 김영국(충남대)
P1.5-02 사용자 중심 소셜 시맨틱 웹 프레임워크

왕동승･손종수･김정훈･정인정(고려대)
P1.5-03 자동 인용 색인 구축을 위한 템플릿을 적용한 인용 레코드 추출

구희관(UST･KISTI), 황미녕･홍순찬･정한민(KISTI)
P1.5-04 Distance Transform을 이용한 IR영상의 실시간 얼굴 위치 검출 최적화 알고리즘 구현

박인철･김승미･류현기･이행석(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P1.5-05 비행체를 위한 실시간 운영체제의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

김병호･임동혁･김태호(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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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06 u-DailyCare : 만성질환 및 성인병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김대훈･김성현･조건륜･조진성(경희대)
P1.5-07 3차원 구조 GPU의 성능 감소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전형규･손동오･김철홍(전남대)
P1.5-08 GPU의 성능과 소비전력에 대한 동작 주파수의 영향 분석

주세윤･최홍준･김철홍(전남대)
P1.5-09 Run-Length 관찰 기능을 도입한 GPHT

최재원･김세원･유혁(고려대)
P1.5-10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ONVIF 표준을 이용한 장치 관리 서비스 설계 및 구현 

백진욱･김선필･김남기(경기대)
P1.5-11 소프트웨어 제어 온칩 메모리 서브시스템에서 불규칙 데이터 접근 패턴 최적화 기법

조두산･조중석(순천대)
P1.5-12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발전방향

채승기･김범중(SKC&C), 송문규(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송호순(행정안전부)
P1.5-13 맵리듀스의 데이터 로컬리티 향상을 위한 데이터 복제기법

이정하･유헌창(고려대), 이은영(동덕여대)
P1.5-14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pNFS 프로토콜의 성능 평가

김태진･김한규･노삼혁(홍익대)
P1.5-15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감성정보를 이용한 개인화된 협업필터링 기반 애플리케이션 추천 

시스템

이창현･이승룡･정태충･윤석환(경희대)
P1.5-16 해저보행로봇 CR200의 실시간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타이머의 성능 평가

김방현･박성우･이판묵･전봉환(한국해양연구원)
P1.5-17 SSD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입출력 성능 향상을 위한 무효데이터 재활용 기법

김주경･이승규･피라메히디･김덕환(인하대)
P1.5-18 해저보행로봇 CR200을 위한 비디오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

박성우･김방현･이판묵･전봉환(한국해양연구원)
P1.5-19 DC 서버를 위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결합형 전원분배장치 구현

권원옥･김학영(ETRI)
P1.5-20 지역적 분산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SLA 협상 메커니즘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손석호･정기훈･전성찬(광주과학기술원)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한국정보과학회 KCC 2012 47

P2.1 고신뢰 컴퓨팅 6.28(목) 11:20~12:4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조성제(단국대) ▹평가위원B : 최종무(단국대)

P2.1-01 고신뢰도 통합항전시스템에 대한 추세 분석 및 인증에 대한 고찰

박수진･이재용(LGCNS)
P2.1-02 유해 트래픽 방향에 따른 침입 탐지 기법 분석

최병하(단국대)
P2.1-03 CAN 통신에서의 효율적인 메시지 전송 오류 복구 방법

신창민(ETRI)
P2.1-04 프린팅 디바이스 집단에서 사용자 정보를 P2P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권용찬･이윤준(KAIST)
P2.1-05 Qplus-AIR 메모리 관리

손동환･박사천･김태호(ETRI)
P2.1-06 3세대 이동통신에서 DCH 고갈형 DoS 공격 탐지 기법

박지연･강동화･조유근(서울대), 허준영(한성대)
P2.1-07 시맨틱 웹 매쉬업 서비스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 및 Open API 통합 연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진욱･임동혁･이경민･종난수･김홍기(서울대)
P2.1-08 반도체 공정제어 소프트웨어를 위한 테스트 스크립트 관리 방법

주영민･정현준･백두권(고려대)
P2.1-09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의 적응 기법

정진만･김봉재･박지연･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P2.1-10 정보 보안 평가 및 취약점 분석을 위한 SW 테스팅 절차

김동진･정윤식･조성제(단국대), 박민규(건국대), 이진영･김일곤･이태승･김홍근(한국인터넷진흥원)
P2.1-11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말을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미들웨어

김봉재･정진만･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P2.1-12 제어 흐름 무결성 검증을 위한 간접 분기 주소의 효과적인 비교

김태환･성인형(홍익대), 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 표창우(홍익대)
P2.1-13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의 EXT4에 대한 파일시스템의 접근 특성 분석

이준우･김강희(숭실대)
P2.1-1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협력적인 개인 정보 유출 탐지

전철･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P2.1-15 패턴을 이용한 실용적인 실험값 생성에 대한 연구

정규철(아주대)
P2.1-16 소셜 네트워크와 페이지랭크를 이용한 웜 전파 방지 기법

강동화･박지연･조유근(서울대)
P2.1-17 스마트 폰 기반 침입 탐지 기법 연구 동향

최우진･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장준혁(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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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18 그래프 기반 바이너리 구조 비교 기법의 강인성 개선

장준혁･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P2.1-19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목표설정 표기방식 적용 연구

이진호･최진영(고려대), 방기석(한림대), 고병령(한국원자력기술)
P2.1-20 UPPAAL을 이용한 인공 심장 박동기의 안전성 검사

안소진･황대연･최진영(고려대)

P2.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 6.28(목) 11:20~12:4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임한규(안동대) ▹평가위원B : 박상원(한국외대)

P2.2-01 안드로이드 시스템 재구성 : ApplicationServer

이호석(호서대)
P2.2-02 Java 안드로이드 & C 안드로이드

이호석(호서대)
P2.2-03 u-캠퍼스 환경에서의 모바일 교육 서비스 시스템 설계

안병태･박경모(경북대)
P2.2-04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버퍼 수준을 고려하는 비디오 스트림 전송 스케쥴링 알고리즘

김진환(한성대)
P2.2-05 NFC 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반의 모바일 프린팅 시스템

이은미･최옥경･예홍진(아주대)
P2.2-06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방접종 정보제공 서비스

전병준･김행욱･김명진･이연경･배근량(질병관리본부)
P2.2-07 스마트폰 환경에서 NFC를 이용한 Wi-Fi 접속 기법

박충범･이재호･이형석･마진석(ETRI)
P2.2-08 HTML5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정보 시스템

김희선･최재현(안동대)
P2.2-09 OSGi 환경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HL7 메시지의 교환 방법

박영진･조희섭･강원석(대구경북과학기술원)
P2.2-10 모바일 환경에서 온톨로지 및 시청각 정보를 이용한 셀프케어 시스템 구현

권형오･박세권･손종욱･조희섭(대구경북과학기술원)
P2.2-11 홈 플랫폼과 모바일 단말간 통합 ECG 생성 및 전송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박성주･장세진･이석필(KETI)
P2.2-12 다중 플랫폼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시스템 구현

박고광･김성현･김신형(에이알비전)
P2.2-13 스마트 디바이스의 음악 교육 활용과 개선 방안

김미림･길명선･이상훈･문양세･최미정(강원대)
P2.2-14 터치스크린 기반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인접 오타 정정 방식을 이용한 입력어 추천 

시스템 구축

권오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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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5 개방형 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

백지훈･김지훈･남용우･박상원(한국외대), 전종홍･이승윤(ETRI)
P2.2-16 위치기반 모바일 디바이스 설정 기법

이정민･김정선(한양대)
P2.2-17 MVC 아키텍쳐에 따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여세환･김정선(한양대)
P2.2-18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드로이드 도움 어플리케이션

리춘근･오진･이종혁(포항공대)

P2.3 정보통신 II 6.28(목) 11:20~12:4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안상현(서울시립대) ▹평가위원B : 고영배(아주대)

P2.3-01 이미지 인식을 통한 증강현실

박원일(ADP)
P2.3-02 IP기반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핸드오버 기술의 최적화 

기법

이재숙･정종필(성균관대)
P2.3-03 wpa_supplicant를 이용한 Wi-Fi P2P용 커넥션 매니저 설계

윤민홍･김도형･류철･이재호(ETRI)
P2.3-04 IEEE 802.16j MMR에서 링크 상태를 고려한 동적 라우팅 주기 조절 기법

손종인･정광수(광운대)
P2.3-05 차량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VANET 기반의 블랙박스 정보공유

김남중･유지은･이원준(고려대)
P2.3-06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 지원과 통신 품질 보장을 위한 IEEE 802.21 MIH 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김기정･김동하･이성원(경희대)
P2.3-07 WLAN / WiMAX를 지원하는 MIH 기업망 테스트

이규선･나은총･이성원(경희대)
P2.3-08 Vicious Cycle of MAC Protocols of Cognitive Radio Ad Hoc Networks: Problem 

Statement 

Zaw Hti keand･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P2.3-09 Joint Scheduling and Flow Control for Multi-hop Cognitive Radio Network with 

Spectrum Underlay

Nguyen Tran Quang･Duc Ngoc Minh Dang･Choong Seon Hong(KyungHeeUniv.)
P2.3-10 Link Scheduling and Channel Assignment in Multi-channel Cognitive Radio Networks: 

Spectrum Underlay Approach

Mui Van Nguyenand･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P2.3-11 IEEE 802.11e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Throughput 향상을 위한 자원 할당 기법

주광성･정광수(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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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신자 기반의 비컨없는 실시간 라우팅 방안

임용빈･박호성･이정철･오승민･김상하(충남대)
P2.3-13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 있는 에너지 인지 비-중첩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

이상규･김동주･박준호(충북대), 성동욱(보아스전자(주)), 유재수(충북대)

P2.4 컴퓨터 지능 I 6.28(목) 11:20~12:4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김인철(경기대) ▹평가위원B : 진훈(연세대)

P2.4-01 다중 카메라 기반 교통사고 자동 탐지를 위한 퍼지 규칙기반 시스템

김용중･조성배(연세대)
P2.4-02 진화파티클필터를 이용한 비디오 세그먼트 전환점 추정

유준희･장병탁(서울대)
P2.4-03 방향예측을 이용한 하프변환

조보호･정성환(창원대)
P2.4-04 열 영상에서의 차량 그림자 제거 기법

김지만･최은지･임정은･노승인･김대진(포항공대)
P2.4-05 평균 및 최악 분석 진화전략을 이용한 소자 값 변경에 강건한 아날로그 회로 자동 설계

박현수･박아름･김경중(세종대)
P2.4-06 의미 지향성 분석을 통한 단문 텍스트 기반 감정인지

김현우･이승룡･정태충(경희대), 윤석환(㈜오롬윈)
P2.4-07 이미지 어휘 트리를 이용한 사진의 자동 주석

김정중･이주장(KAIST)
P2.4-08 평점 기반 추천시스템을 위한 토픽 모델 협업필터링

김광섭･정호경･이현종･김형준(와이즈넛)
P2.4-09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휴리스틱 최단경로 탐색 방법

손종수･조수환･정인정(고려대)
P2.4-10 물질분류를 위한 분광곡선의 벡터 각을 이용한 SPVD 차원축소 알고리즘

유재환･김덕환(인하대)
P2.4-11 계층적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한 일정추천 에이전트

양견모･조성배(연세대)
P2.4-12 Hypernetwork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식단추천 방법

임병권･장병탁(서울대)
P2.4-13 비디오 화자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한 복합 신경망 모델

이범진･장병탁(서울대)
P2.4-14 L-system과 Interactive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웹 기반 게임 오브젝트 생성 기법

윤두밈･김경중(세종대)
P2.4-15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실외 감시카메라의 객체검출 보정 시스템

이시혁･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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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16 향상된 지능형 테이블 검색 시스템의 개발

한기준･김성찬･잉리우(KAIST)
P2.4-17 인터랙티브 비디오 검색을 위한 EOG 기반 장면 전환 검출

이충연･이범진･장병탁(서울대)
P2.4-18 사용자 적응형 가이드 방식의 R&D 기획 시스템에 대하여

정한민･김진형･정도헌･조민희･송사광･이승우･이상환(KISTI)
P2.4-19 EEG 데이터의 고차원 하이퍼에지에서의 주성분 분석

김준식･이충연･장병탁(서울대)
P2.4-20 온톨로지 기반 Jess 추론 규칙을 이용한 자동차 정비 이-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박길식･박성철･김준태(동국대)
P2.4-21 인간 질병에서 DNA 메틸화 지역의 고차상호작용 탐색을 위한 진화적 연관관계 학습

이제근･김수진･장병탁(서울대)
P2.4-22 대용량 데이터 기반 트리플 저장소 아키텍처 분석

김태홍･엄정호･조민희･최성필･정한민(KISTI)
P2.4-23 확률그래프모델을 이용한 MS/MS 기반 단백질 동정 기법 

이홍란･황규백(숭실대)
P2.4-24 조건부 우도 최대화를 통한 하이퍼네트워크 학습

이상우･장병탁(서울대)
P2.4-25 교통 CCTV화면 내의 동적 요소 모델링을 위한 분산된 국부 정보기반 MTLBP배경 모델

노승종･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P2.4-26 반복적 베이시안 모델을 이용한 특징점 기반 객체 추적 방법

임영철･이충희･김종환(대구경북과학기술원)
P2.4-27 샘플링 기반 Canopy Clustering 파라미터 설정 기법

최성운･유승학･윤성로(고려대)
P2.4-28 비단조적 덴드로그램을 위한 Reachability Plot

전용권･이태훈･이병한･윤성로(고려대)
P2.4-29 SVM을 이용한 호우 상황 예측

이재동･이성우･김재광･이지형(성균관대)

P3.1 학부생논문 I 6.28(목) 13:40~15:0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정한민(KISTI) ▹평가위원B : 

P3.1-01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기업 채용 프로세스 후기 분석

최종태･윤재열･임지연･김응모(성균관대)
P3.1-02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선거 후보자 평가 분석

홍준혁･윤재열･임지연･김이준･김응모(성균관대)
P3.1-03 모바일 기기에서 추천을 위한 Logical Sensor의 설계

김두형･박상원(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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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04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수강평가 분석

최선창･윤재열･임지연･김응모(성균관대)
P3.1-05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오호석(충북대)
P3.1-06 얼굴 인식과 SNS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진 자동 분류 및 검색

최재용･이수안･김진호(강원대)
P3.1-07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영화의 장르 분석

임성원･윤재열･김이준･김응모(성균관대)
P3.1-08 스마트폰을 이용한 맥박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이종현･윤민석･하상호(순천향대)
P3.1-09 스마트폰 고객들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제품 추천 시스템

진세훈(충북대)
P3.1-10 어휘 빈도를 활용한 지식 검색에서의 답변 추천 시스템

이호창･탁현기･이현아(금오공대)
P3.1-11 Bike-Friend : 자전거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오승준･윤근･이승철･김석훈･조진성(경희대)
P3.1-12 안드로이드 기반의 CAD 뷰어 어플리케이션

박신영･노병희･이석원(아주대)
P3.1-13 유전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주가지수 변동 예측

정재훈･이종현･안창욱(성균관대)
P3.1-14 키넥트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강민아･강진호･조은선(충남대)
P3.1-15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패턴을 고려한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 연구

박대준･최동수･신동군(성균관대)
P3.1-16 감성분석 기반 음식추천 어플리케이션 설계

이강현･박명식･이강원･서현우･금지수･이승형･이현수(경희대)
P3.1-17 초행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이건학･이종서･김석훈･유인태(경희대)
P3.1-18 영상정보처리를 이용한 카페 빈자리 찾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김민지･류혜진･김주균･최종원(숙명여대)
P3.1-19 태교 애플리케이션 설계 방안

김진리･김보희･강석원･김석훈･유인태(경희대)
P3.1-20 VIP: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뉴스 리더 어플리케이션

박한솔･진재환･문호성･이명준(울산대)
P3.1-21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신장 측정 기법

최종현･배재진･김석훈･조진성(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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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데이터베이스 II 6.28(목) 13:40~15:0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이경하(KAIST) ▹평가위원B : 유재수(충북대)

P3.2-01 이형 문헌데이터의 단일화된 입수 및 표준화된 프로세스 관리

이원구･이민호･최윤수･최동훈･홍순찬･윤화묵･정한민(KISTI)
P3.2-02 워드넷을 이용한 스키마 엘리먼트 매칭 시스템

이민호･이원구･최윤수･윤화묵･최동훈･조민희･정한민(KISTI)
P3.2-03 큰 그래프에서의 모든 쌍에 대한 빠른 2 단계 랜덤 워크 계산 방법

박성찬･이상구(서울대)
P3.2-04 분류체계에서 제공자 간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감 속성의 균형을 보장하는 익명화 기법

김학인･정강수･박석(서강대)
P3.2-05 소셜 네트워크의 인접 노드 정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유출 탐지 기법 

김청하･박석(서강대)
P3.2-06 CPFP-tree를 적용한 연관분류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관광명소 추천 시스템

김형수･박수호･이동규･류근호(충북대)
P3.2-07 FRIS 표준정보 및 데이터 모델링

양진혁･김성일･김혜진･윤기호(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P3.2-08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장기 사망 예측 모형

박수호･박현아･류광선･김형수･류근호(충북대)
P3.2-09 소셜 미디어 오피니언 마이닝에 기반한 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차승준･강재우･최재훈(고려대)
P3.2-10 가상화 환경에서의 병렬 분산 처리 파일시스템 프로파일러 구조

최원석･김태원･정혜진･민영근･김준모(단국대)
P3.2-11 서비스 품질(QoS) 지원을 위한 센서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방법

김기홍･홍봉희･권준호(부산대)
P3.2-12 가상화된 Hadoop 클러스터 환경에서 I/O 대역폭을 고려한 최적VM 생성

김태원･김현준･김준모(단국대)
P3.2-13 암 분류를 위한 하이브리드 유전자 선택 기법

박영준･VuQuangHiep･NamsraiErdenetuya･박명호･류근호(충북대)
P3.2-14 Power Ramp Rate 속성과 ANFIS 기법을 이용한 단기간 풍력 발전량 예측

박현우･김성호(충북대), 김광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류근호(충북대)
P3.2-15 링크 기반 논문 유사도 계산의 정확도 향상 방안

윤석호･김지수･김상욱(한양대)
P3.2-16 병렬 분산 시스템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의존성 해결을 위한 방법

김현준･김태원･김준모(단국대)
P3.2-17 바이오 문헌에서의 단백질, 유전자 객체 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

김태욱･이미정･MunkhdalaiTsendsuren･류근호(충북대)
P3.2-18 도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이동 성향을 고려한 경로 생성 기법

황동교･박혁･김동주･리하･박준호･박용훈･복경수･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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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19 저온저장고에서의 물품 온도 센싱을 위한 가상 센서 기반의 데이터 생성 기법

이경민･이지완･류우석･권준호･홍봉희(부산대)
P3.2-20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익명화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정강수･박석(서강대)
P3.2-21 Intelligent SSD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김진형･배덕호･김상욱･오현옥(한양대), 박찬익(삼성전자)
P3.2-22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를 위한 원형 해시 인덱스 기법

한동윤･김경석(부산대)
P3.2-23 시간 세그먼트 기반 행위 패턴 그래프 모델링 기법

박기성･한용구･김진승･이영구(경희대)

P3.3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 6.28(목) 13:40~15:0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전성찬(광주과학원) ▹평가위원B : 장윤(세종대)

P3.3-01 Neon을 사용한 4x4 행렬의 역행렬 연산

오유연･이창건(서울대)
P3.3-02 엔트로피에 기반을 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뉴 수 최적화 기법

이원재･최유주･양장훈(KGIT)
P3.3-03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간단한 3D 치열교정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철훈･이신구･신정훈･이상준(숭실대)
P3.3-04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위한 배회, 도주, 침입자 검출

강주형･곽수영(한밭대)
P3.3-05 OpenCV 작업 환경에서 ARToolkit 라이브러리 및 OpenVRML 연동 시스템

김대영･이칠우(전남대)
P3.3-06 골반 T2강조 MR 영상과 확산강조 MR 영상 간 자동 융합

강혜원･정주립･홍헬렌(서울여대), 황성일(분당서울대병원)
P3.3-07  한 장의 영상을 이용한 사실적 나무 생장표현

김재환･정일권(ETRI)
P3.3-08 스케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부분 이동 기법

김민우･전재웅･최윤철(연세대)
P3.3-09 3D 동작인식 장치를 이용한 원격 로봇제어 시스템

이영호(목포대)
P3.3-10 지능화 공간에서 프로젝터가 탑재된 로봇을 이용한 대화형 다중해상도 디스플레이

이정엄(이화여대), 김곤수(고려대), 박지영･김명희(이화여대)
P3.3-11 스마트폰 음악 플레이어에서의 주변환경을 고려한 멀티모달 자동제어기법

곽주은(숙명여대), 박찬영(세종대), 송병인･유정헌(숭실대), 이주은(서울대), 임순범(숙명여대)
P3.3-12 내용 MathML에서의 수식 독음 규칙 및 변환 기법

서승희･박수현･임순범(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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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13 흡수와 침수를 수반하는 유체-물체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기법

엄기원･백승호･한정현(고려대)
P3.3-14 스케치 기반 그래프 컨트롤을 이용한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박범준･전재웅･최윤철(연세대)
P3.3-15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햅틱 질감 모델링

신성환･최승문(포항공대)
P3.3-16 효율적인 간 인식을 위한 R2-map 기반의 특징점 검출 방법

은성종･황보택근(가천대)
P3.3-17 3차원 도시 복원을 위한 Facade 텍스처 인페인팅

오선호･정순기(경북대)
P3.3-18 색의 순서 변경을 이용한 색채 조화 개선 방법

유민준･이인권(연세대)
P3.3-19 파노라마 기반 콘텐츠 증강 시스템

김희재･이종원(세종대)
P3.3-20 손과 얼굴의 겹침 현상을 고려한 강인한 손 추출 알고리즘

김하영･서종훈･한탁돈(연세대)
P3.3-21 모바일 센서를 이용한 QR코드 기반의 인터랙티브 증강현실 시스템

박정필･박민우･정순기(경북대)
P3.3-22 독서장애인 전자책을 위한 음성인식을 이용한 어노테이션 브라우징 기법

박주현･이종우･임순범(숙명여대)
P3.3-23 비디오 기반의 질감 전이 기법

콩푸팔라･이호창･윤경현(중앙대)

P3.4 컴퓨터 지능 II 6.28(목) 13:40~15:0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김인철(경기대) ▹평가위원B : 진훈(연세대)

P3.4-01 AI 연구 플랫폼을 위한 저비용 체스 로봇 설계

Sehar Shahzad Farooq･Hafiz MWKhalil(SejongUniv.)･Adeel Arif(Univ.ofBermen)
P3.4-02 HOOF와 Random Forest 이용한 휴먼 행동 인식

홍준혁･고병철･남재열(계명대)
P3.4-03 생물 검정 데이터 정렬기법들의 비교 및 분석

김한주･이성민･박승현･윤성로(고려대)
P3.4-04 강인한 손 추적을 위한 Mean Shift Embedded Particle Filter에서의 적응적인 멀티 큐 

통합

조민수･이성환(고려대)
P3.4-05 혼합된 호모그래피를 이용한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김성도･어영정･변혜란(연세대)
P3.4-06 컬러 이미지에서의 후보 관심 영역 검출

박형근･이일병(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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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07 적응적 스텝에 의한 빠른 사람 검출

전효종･오일석(전북대)
P3.4-08 VectorBoost 분류기에서 초평면 분할을 이용한 효율적인 WFS트리 가지치기 방법

윤종민･김대진(포항공대)
P3.4-09 자동 범주유창성검사 평가를 향하여: 단어 군집화를 활용한 그룹간 구별

이용재(KAIST), Maria Wolters(University of Edinburgh), 이희진･박종철(KAIST)
P3.4-10 멀티채널 기반 드라마 동영상 의미 분절화를 위한 비모수 베이지안 방법

석호식･이바도･장병탁(서울대)
P3.4-11 개의 품종 분류를 위한 HMM 구조의 연구

임성민･김윤중(한밭대)
P3.4-12 실수값 인자 데이터의 비지도 학습을 위한 에너지 기반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김권일･허민오･이상우･장병탁(서울대)
P3.4-13 자동적 수중 영상 보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유정민･전문구(GIST)
P3.4-14 동적 장애물 회피를 위한 2단계 경로 계획 알고리즘

조수진･김경혜･유견아(덕성여대)
P3.4-15 계층적 트리 구조를 이용한 카드 인식 시스템

심은지･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P3.4-16 miRNA, PPI, Disease 정보의 통합 모델 설계

하경식･임진묵･김홍기(서울대)
P3.4-17 그래프 기반 반감독 학습에서 배치모드 능동적 학습

박정희(충남대)
P3.4-18 비디오 영상분석, 인식 및 추적을 위한 지능형 비디오 감시시스템

김태경･백준기(중앙대)
P3.4-19 상품리뷰요약을 위한 대체어 자동추출

안미희･백종범･이수원(숭실대)
P3.4-20 색상과 모양 특징을 이용한 실시간 속도제한 표지판 인식

임광용･김승규･변혜란(연세대)
P3.4-21 Decision Tree 분류기를 사용한 심전도 데이터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이현주･신동일･신동규(세종대)
P3.4-22 사용자 성향을 고려한 Dempster-Shafer Theory 기반의 불확실한 데이터 추론

김희성･강형구･윤희용(성균관대)
P3.4-23 비침습성 점액성 낭성종양의 자동화된 진단을 위한 형태학적 특징들

송재원･이주홍(인하대)
P3.4-24 Particle Filtering과 계층적인 Boost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중 객체 추적 연구

양이화･전문구(광주과학기술원)
P3.4-25 Mobile PHR Store를 위한 open API 

박샛별･송준현･김일곤･배성철･임종호･이성현･이도윤･정동일(경북대), 이병기(삼성서울병원), 
김정훈(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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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26 LCD 패널 상의 불량 검출을 위한 스펙트럴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특성 추출 방법

김규동･유석인(서울대)

P4.1 학부생논문 II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조기환(전북대) ▹평가위원B : 송하주(부경대)

P4.1-01 네트워크 취약점 공격의 효율적인 탐지를 위한 Snort 규칙 분석과 개선

박윤곤･조호성･박희진(한양대)
P4.1-02 무선네트워크에서 최소전송률 보장을 통한 TFRC의 성능 향상 기법

이강섭･최승식(인천대)
P4.1-03 SSD로 구성된 RAID 장치의 성능 분석

이상수･신동군(성균관대)
P4.1-04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 향상된 매쉬업 서비스

오승천･양정진(가톨릭대)
P4.1-05 터치길이 인식과 다중입력을 결합한 패스워드 인증기법

장유리･김애영･이상호(이화여대)
P4.1-06 건반과 악보를 이용한 멜로디 기반 인증 기법

안지영･김선영･김애영･이상호(이화여대)
P4.1-07 스머지 및 훔쳐보기 공격에 강한 이중 링 구조 기반의 그래픽 패스워드 기법

박경현･김애영･이상호(이화여대)
P4.1-08 상황인식기반 식물재배용 LED 제어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유태환･류재복･권숙연･임재현(공주대)
P4.1-09 멀티 코어 환경에서 병렬 정렬 알고리즘 성능 평가

원종민･주영현･엄영익(성균관대)
P4.1-10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제어시스템의 제어방법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분석

문승미･권숙연･임경미･임재현(공주대)
P4.1-11 PMIPv6 네트워크에서 트리거에 따른 플로우 이동성 관리 절차 비교

선경재･김영한･김용원(숭실대)
P4.1-12 IMS망과 IP-PBX와의 메세징 서비스 연동

박준석･이윤진･김영한(숭실대), 조위덕(아주대)
P4.1-13 전파 지연이 큰 무선 TDMA 네트워크에서 처리량 증가를 위한 적응적 가드 타임 제어 

기법

조준영･백호기･임재성(아주대)
P4.1-14 JUnit 텍스트 UI 테스트 러너를 활용한 자바 프로그램 단위 테스트 고찰

이채영･윤회진(협성대), 박영철(한국외대)
P4.1-15 오류 삽입을 통한 단위 테스트 Criteria 분석 과정 고찰

김종민･윤회진(협성대)
P4.1-16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병렬처리 프로그래밍 기법 조사

이기홍･김지홍･엄영익(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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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17 Kinec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제어

정석준･최규진･조은선(충남대)
P4.1-18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의 복제 배치 기법 분석

최대순･김지홍･엄영익(성균관대)
P4.1-19  비휘발성 주기억장치를 위한 메모리 기반의 파일시스템

김현준･안준욱･최정식･한환수(성균관대)
P4.1-20 SSD에서 오프라인 중복 데이터 제거를 위한 플래시 메모리 블록 구분 기법

강윤지･안정철･신동군(성균관대)
P4.1-21 플래시 SSD에서 B-Tree 인덱스 재 구축 기법 성능 분석

박양훈･김재명･이상원(성균관대)
P4.1-22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비교분석

정인혜･이세호･엄영익(성균관대)

P4.2 건설환경IT융합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정갑주(건국대) ▹평가위원B : 

P4.2-01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예방체계 발전방안

최선화･최우정(국립방재연구원)
P4.2-02 도로분야 공사비정보 관리를 위한 설계변경 기능 개발

문진석･윤회수･한충한･김성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03 중심위 운영대장 구축에 관한 연구

옥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04 홍수취약성 평가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문승록･양승만･최선화(국립방재연구원)
P4.2-05 건설CALS 기반의 건설정보화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서명배･김진욱･김남곤(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06 AHP기법을 이용한 사용자중심의 터널시설물 유지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연구

정성윤･나혜숙･최원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07 스마트 재난피해조사를 위한 정보보안 현안 분석

조재웅･최우정･최선화(국립방재연구원)
P4.2-08 건설CALS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DB분석 및 개선방안

양성훈･김남곤(건설기술연구원)
P4.2-09 가스시설물의 지능형 위험패턴 분석 알고리즘 및 도구 개발

오정석･방효중(가스안전공사)
P4.2-10 건설자재 품질시험결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김영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11 재난발생 이력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미란･최우정･김민석(국립방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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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12 시차가 있는 수위표 이미지의 상관분석을 통한 수면측정기법의 적용성 검토

서명배･이찬주･권성일･김동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13 공공건설사업에서의 EVMS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진･김남곤･윤회수･문진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P4.2-14 스마트 용접기 시스템을 위한 하이브리드 앱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Aaron Ling Chi Yi･강대기(동서대)
P4.2-15 레미콘 제조업체의 원가관리 시스템 설계

문병길･문양세･김상필･김진호(강원대)

P4.3 언어공학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최성필(KISTI) ▹평가위원B : 김성동(한성대)

P4.3-01 단일 문서 피드백을 이용한 개념적인 재순위화

한용진･박세영･박성배･이상조(경북대)
P4.3-02 SINDI-WALKS: 과학기술지식발견 워크벤치

최성필･최윤수･전홍우･정창후･송사광･정한민(KISTI)
P4.3-03 화자 의도 분석을 통한 모바일 기기 제어 시스템

박희근･장정훈･안영민((주)와이즈넛)
P4.3-04 질의어의 종류와 의미 관계를 고려한 서브토픽 마이닝 평가 방법 제안

김세종･이종혁(포항공대)
P4.3-05 대역사전을 결합한 한/일 통계기계번역

나휘동･이건일･이종혁(포항공대)
P4.3-06 대표 Unigram 군집화를 통한 유사중복문서 검출 최적화

권영현･윤도현･안영민(와이즈넛)
P4.3-07 의존 구문 구조 관점으로 본 서브토픽 마이닝

김세종･이종혁(포항공대)
P4.3-08 영어 논문작성 보조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오진･리춘근･이종혁(포항공대)
P4.3-09 중한 대화체 자동번역을 위한 중국어 긴축문 처리

김운･오영순･권오욱(ETRI)
P4.3-10 문체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트위터 사용자의 연령대 및 성별 예측

김상채･박종철(KAIST)
P4.3-11 시간정보에 기반한 핸드폰 문자의 대화 구분

정헌영･이종혁(POSTECH)
P4.3-12 한국어 형태소 복원을 위한 언어 모델의 평탄화(smoothing)

이다니엘･김보겸･이재성(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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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 정보보호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박종열(ETRI) ▹평가위원B : 허준(국가수리과학연구소)

P4.4-01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정적 분석 고찰

이호석(호서대)
P4.4-02 시계가 가속된 가상머신을 이용한 악성코드 인큐베이터

서희원･최진영(고려대)
P4.4-03 TPM을 이용한 하둡 보안의 강화

박승제･김희열(경기대)
P4.4-04 전술 Ad-hoc 네트워크에서 Newton의 보간 다항식과 비밀분산기법을 이용한 공개키 

인증

소진석･이수진(국방대)
P4.4-05 계층형 전술 Ad-hoc 네트워크에서 3단계 인증을 통한 키 관리 기법

서동선･이수진(국방대)
P4.4-06 침입감내 시스템 연구 동향 조사

권오민･임정민･윤현수(KAIST)
P4.4-07 파일 카빙: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JPEG 이미지 단편화 지점 감지

누리지드･박동주(숭실대)
P4.4-08 가상화 기술 및 노출 정책을 기반으로 한 향상된 침입 감내 시스템 제안

김희영･임정민･허선동･윤현수(KAIST)
P4.4-09 NFC 보안을 위한 NFC-SEC 분석

김동민･김희열(경기대)
P4.4-10 안드로이드 기반의 DLP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심원보･김희열(경기대)
P4.4-11 P2P 네트워크에서 파일 공유를 위한 강인한 신뢰 평가 기법

하병래･조기환(전북대)
P4.4-12 Wireless USB를 위한 개선된 보안 스킴

민소라･강미영･최진영(고려대)
P4.4-13 웹기반의 패스워드 해독 시스템 설계

이상수･은성경(ETRI)
P4.4-14 부채널 분석 시스템 - SCARF

김주한･오경희･최용제･김태성･최두호(ETRI)
P4.4-15 IP 주소를 이용한 스마트폰 Evil Twin 탐지 기법

정연수･김종욱･강석인･홍만표(아주대)
P4.4-16 스마트 카메라 기반 다중 융합 공간에서의 단일 인증 방식

김건우･한종욱(ETRI)
P4.4-17 고해상도 이미지 보안을 위한 병렬 이미지 암호화 기법

정장영･홍영식(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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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18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의 TPM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접근 방법

김윤구･신재복･박찬익(포항공대)
P4.4-19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방법

민승욱･조형진･신진섭･류재철(충남대)
P4.4-20 웹 브라우징 패턴기반의 DDoS 공격탐지

유성민･정우탁･정광운(충남대), 박평구(ETRI), 류재철(충남대)
P4.4-21 ECDSA를 사용한 Pedigree 디지털 서명의 설계 및 구현

코시아완요하네스･권준호･홍봉희(부산대)
P4.4-22 악성코드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강홍구･정현철(KISA)
P4.4-23 소규모 앱 개발을 위한 MS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활용 연구

허정훈･최진영(고려대)
P4.4-24 기업 내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내부자 위험도 분석 방법론 연구

신혜원(고려대)
P4.4-25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Signature 기반의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모듈

이상지･지정은･신용태(숭실대)

P4.5 정보통신 III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김영용(연세대) ▹평가위원B : 안상현(서울시립대)

P4.5-01 연구성과물 재활용을 위한 성과물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신성호･엄정호･최성필･홍순찬･정한민(KISTI)
P4.5-02 AMGA 웹 어플리케이션 설계

허태상･박근철･곽재혁･황순욱(KISTI)
P4.5-03 동시 다중경로 전송 기술에 관한 최근 연구 소개

김민수･정병진･신승재･윤현수(KAIST)
P4.5-04 EMI 공식 메타데이터 서비스 AMGA의 다양한 언어지원 API 활용과 그 성능 분석

박근철･허태상･황순욱･곽재혁(KISTI)
P4.5-05 헬스케어 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M2M 네트워크

신승환･Rossi Kamal･홍충선(경희대), 최미정(강원대)
P4.5-06 무선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지향성 무선전력전송안테나를 이용한 전력전송 메트릭

권기덕･유영환(부산대)
P4.5-07 이기종 무선망의 동시 사용을 통한 처리량 향상 기법

정현진･최승식(인천대)
P4.5-08 RFID를 이용한 쇼핑 모니터 개발

한상화･이재면･유호민･강경태(한양대)
P4.5-09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에서 비디오 품질 향상을 위한 전송률 조절 기법

윤두열･정광수(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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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10 이동통신 데이터망 보안위협 대응 시스템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트 요구사항 분석

김성호(KISA), 이기혁(SK텔레콤), 임채태(KISA)
P4.5-11 최근 IPv4/IPv6 전환기술의 보안취약점 및 보안성 강화방안

이재용･봉진숙･신용태(숭실대)
P4.5-12 VANET 환경에서 적응적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안도식･조기환(전북대)
P4.5-13 TFRC 기반의 스트리밍 품질 향상을 위한 Slow-start 알고리즘

이성희･정광수(광운대)
P4.5-14 광인터넷망에서 Cut-Set을 이용한 예비 대역폭 할당

황호영(한성대)
P4.5-15 스마트TV를 위한 전역 문자열 테이블 기반의 효율적인 XML 메타데이터 캡슐화 구조

오봉진(ETRI)
P4.5-16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사이버보안 고려요소

박재관･박재윤･김영기(KAERI)
P4.5-17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원격 U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배유석･박종열(ETRI)
P4.5-18 4G 네트워크를 넘는 클라우드 랜에 대한 최신 연구

홍해수･이성원(경희대)
P4.5-19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애드혹 네트워크 보안 메커니즘

김가린･홍충선(경희대)
P4.5-20 Limitations of Proof for Benefit of Network Coding to IP Traceback 

Dung Tien Ngo･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P4.5-21 Towards Evolutionary Approach for Thermal Aware In Vivo Sensor Networks

Rossi Kamal･Choong Seon Hong(KyungHeeUniversity)
P4.5-22 단말 간 직접 통신을 위한 이동 통신망 서비스 구조 및 요구사항 분석

심영준･박광우･고한얼･백상헌(고려대)

P4.6 컴퓨터 시스템 II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장성태(수원대) ▹평가위원B : 조진성(경희대)

P4.6-01 분산병렬처리 기반 기술개체 인식 시스템

최윤수･이원구･이민호･최동훈･윤화묵･조민희･정한민(KISTI)
P4.6-02 멀티코어 환경에서의 멀티스레드 기법을 이용한 메모리 할당 연산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

김호영･황대대(충남대), 한상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영국(충남대)
P4.6-03 낸드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입출력 패턴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서범준･고광원･윤성로(고려대)
P4.6-04 ONFI 최적화 낸드 컨트롤러 구현 및 성능 비교

이명현･이세일･윤성로(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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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05 데이터센터에서의 서버 전력 절감을 위한 그린전력관리시스템

정준영･강동오(ETRI)
P4.6-06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μITRON의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임효정･이대연･김형신(충남대)
P4.6-07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 오픈스택과 클라우드스택

라정휘(충남대), 한상혁(항공우주연구원), 성백열･김영국(충남대)
P4.6-08 협력 실행 정의를 위한 Petri-Net기반 서비스 플러그 앤 플레이 시스템 모델링

최기용･박창규･이정원(아주대)
P4.6-09 NUMA 시스템 가상화 환경에서 메모리 접근 지연을 줄이기 위한 VCPU 스케줄링 기법

김정훈･김지홍･엄영익(성균관대)
P4.6-10 동적 코드 분석을 위한 동적 컴파일 성능 분석

김지홍･엄영익(성균관대)
P4.6-11 칩 사진에서 Wire 자동 인식에 관한 연구

이종길･고병철･장경선(충남대)
P4.6-12 생체모방로봇 제어를 위한 원격 DAQ 시스템

오승엽(대구대), 최재성･손병락･이동하(DGIST), 유준혁(대구대)
P4.6-13 인공위성 탑재컴퓨터 가상머신을 위한 토큰 컴파일러

윤영일･정현아･조현우･김형신(충남대)
P4.6-14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단축 통한 리눅스 라우팅 성능 향상

김도중･이신형･유혁(고려대)
P4.6-15 전력 소비 최적화를 위한 전역 최적화 기술

김성진(상지대), 윤종희(강릉원주대), 고광만(상지대)
P4.6-16 논리 파티션을 이용한 파일 중복 제거 시스템

공진산･정호민･고영웅(한림대)
P4.6-17 SSD의 특성을 고려한 NCQ 스케줄러 설계

조용운･김태석(광운대)
P4.6-18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스토리지 접근 소프트웨어 계층의 성능 부하 분석

김혁중･안정철･신동군(성균관대)

P4.7 프로그래밍 언어 6.29(금) 09:00~10: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이광근(서울대) ▹평가위원B : 

P4.7-0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약점 분류에 대한 연구

손윤식(동국대), 문일룡(어니컴), 고석훈(서강대), 오세만(동국대)
P4.7-02 대표적인 두 가지 다단계 언어 Lisp과 MetaML간의 비교: 단계 풀기 변환을 중심으로

최준원･강지훈･박대준･이광근(서울대)
P4.7-03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불필요한 코드를 찾는 방법

윤용호･김진영･이광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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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고성능 컴퓨팅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김윤희(숙명여대) ▹평가위원B : 이명호(명지대)

P5.1-01 멀티-GPU 기반 MPI-CUDA 병렬 성능 확장성

이홍석･이승민(KISTI)
P5.1-02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분산 인코딩 기법

임헌용･김창현(한양대), 이원주(인하공전), 전창호(한양대)
P5.1-03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위성 영상 통합 시스템 개념 구조

한상혁･구철회･이훈희･문성태(한국항공우주연구원)
P5.1-04 대규모 과학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집약형 클라우드 서비스

함재균･우준･김석문･장지훈･박찬열(KISTI)
P5.1-05 가상 머신에서의 태스크 개수 결정을 위한 MapReduce 성능 평가

정혜진･최원석･김윤호･김준모(단국대)
P5.1-06 Incremental Computation를 위한 Content-based Chunking 기법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분석

주영현･김지홍･엄영익(성균관대)
P5.1-07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유전체 서열 분석 벤치마크

최재훈･정호열･박수준･최완(ETRI)

P5.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I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이민석(한성대) ▹평가위원B : 조진성(경희대)

P5.2-01 모바일 호환 웹 페이지 자동 생성 프레임워크

이영준･김영은･채진석(인천대)
P5.2-02 자동 이미지 태깅에 관한 연구

전우경･이일병(연세대)
P5.2-03 안드로이드 기반 환경오염 신고 앱 설계 및 구현

이종우･한승희(숙명여대)
P5.2-04 다중추론지원 분산형 상황인식 시스템

정장섭･방대욱(계명대)
P5.2-05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연결인지형 P2P 미들웨어 설계

임경혁･김성조(중앙대)
P5.2-06 모바일-클라우드 환경에서 REST 웹서비스 OpenAPI 방식과 소켓통신 방식의 성능분석

최민･홍장의(충북대)
P5.2-07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개발환경 개방성에 대한 연구

장혜선･최재현･임양원･임한규･조대제(안동대)
P5.2-08 스마트폰 기반 제스처 인식을 통한 발표용 소프트웨어 제어

김정석･조현우･김형신(충남대)
P5.2-09 스마트TV를 위한 개인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최성욱･김태석(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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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10 스마트폰에서 소모전력 감소를 위한 LCD 제어 기법

김기중･최진영(고려대)
P5.2-11 소셜 네트워크 기반 오답노트 시스템 구현

신희천･김정동･손지성･나홍석･백두권(고려대)
P5.2-12 해운물류 임베디드 장치의 상황 적응형 에너지 관리 기법

김태훈･곽광훈(동아대)
P5.2-13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웹 저장소 연동 응용 개발

전부선･한태만(ETRI)
P5.2-14 국가R&D정보 개방･활용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선 방안

김윤정･양명석･강남규･최광남･김재수(KISTI)
P5.2-15 스마트 폰을 이용한 보행 인식 및 스마트 폰의 자세 파악

정필환･김대영･송창근･이선우(한림대)
P5.2-16 클라우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상에서 제로 레이턴시 응답을 위한 웹페이지 프리로딩 

기술의 개발

권오철･오치영･이창건(서울대)
P5.2-17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XML 데이터를 JSON으로 변환 전송을 통한 성능 개선

오진수･송창기(고려대)
P5.2-18 오디오 기반 촉각 인터페이스

임정묵･이종욱･경기욱(ETRI)
P5.2-19 D3D API Hooking을 이용한 게임 프로세스 탐지

천대영･이경순･편기현(전북대)

P5.3 소프트웨어 공학 II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고인영(KAIST) ▹평가위원B : 윤회진(협성대)

P5.3-01 센서 미들웨어에서 알람 메시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센싱 값 기반 동적 우선순위 

결정 기법

이지완･류우석･홍봉희･권준호(부산대)
P5.3-02 효율적인 Built-In-Test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박두호(건국대), 김영균･김봉원･안효철(현대로템(주)), 신원･장천현(건국대)
P5.3-03 PMBOK 프로세스 연관도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징에 관한 비교

손주항･김민택･정동수(ETRI), 한정안(LGU+)
P5.3-04 SaaS 플랫폼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워크플로우 검증 적용에 관한 연구

최정란･우영춘(ETRI), 배창환(호서대)
P5.3-05 복합 리팩토링 기회의 탐지 방법에 관한 연구

김경민･김태공(인제대)
P5.3-06 안전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공통 공격패턴의 선별 및 순위화

문재찬･김대경･조성제(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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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07 테스트 설계 기법을 이용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도출 방법

이용진･이정빈･김능회･이동현･인호(고려대)
P5.3-08 AUTOSAR 모델 기반 프로그래밍 지원 도구 설계 

류호동･이우진(경북대)
P5.3-09 센서 미들웨어의 확장성 분석 및 접근방법

무르다니 무하마드 하리스트･권준호･홍봉희(부산대)
P5.3-10 임베디드 S/W 개발 시 프로그래밍 개선점

정다혜･안소진･최진영(고려대)
P5.3-11 Back-Up Free를 적용한 개선된 스테이트 플로우의 제어 흐름 그래프 전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서장원･최경희･박승규･정기현(아주대)
P5.3-12 기존 SCADA시스템 통신모듈의 정형명세 및 검증

이혁(고려대), 제정광(LS산전), 최진영(고려대)
P5.3-13 Transition Condition 분석에 따른 모델 최적화 연구

성봉진･정기현･최경희(아주대)
P5.3-14 반응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Correctness by Construction 개선

신지훈･최진영(고려대)
P5.3-15 상황 인식 시스템의 서비스 명세를 시제 논리로 표현하기

김태균･조민택･권기현(경기대)

P5.4 전산교육 시스템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이민석(한성대) ▹평가위원B : 

P5.4-01 전산 기자재 관리를 위한 전자 문서화 시스템

강두원･이상민･길명선･문양세(강원대)
P5.4-02 컴퓨터의 개념 교육을 위한 가상 머신의 설계 및 구현

나정호･조강원･강수연･정우근･이재진(서울대)
P5.4-03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어린이용 저작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연구

홍수진･노진이･이정중･백성욱(세종대)
P5.4-04 스마트 교육 환경기반 교육콘텐츠 모형 연구

이영근(고려대)

P5.5 정보통신 IV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김상철(국민대) ▹평가위원B : 

P5.5-01 파운틴 코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P2P 비디오 멀티캐스트 시스템

공경빈･송황준(포항공대)
P5.5-02 전력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대기전력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윤주･임경미･임재현(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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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03 식물공장의 광 균일도 향상을 위한 LED 최적 배치 시뮬레이션 및 검증 

이화수･권숙연･임재현(공주대)
P5.5-04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CCN) 환경에서 경로 재설정 기법

김영기･이영희(KAIST)
P5.5-05 WMSN에서 비디오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적 타임아웃 스케줄링을 적용한 QoS 

보장 기법

박종우･정승완(경북대), 백장운(ETRI), 서대화(경북대)
P5.5-06 CCN망에서의 적응적 비디오 스트리밍 방법

강은미･이정환･유혁(고려대)
P5.5-07 P2P구조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김형진･김태현･이상환(국민대)
P5.5-08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에서 우선순위 기반 대역폭 조절 기법을 통한 대역폭 고립

박대영･이신형･유혁(고려대)
P5.5-09 홈 도메인에서 EXIM을 통한 DRM 상호호환성 지원 방안

조인희･이재용･신용태(숭실대)
P5.5-10 Multipath SQRT Congestion Control for Multimedia Streaming

Tuan-Anh Leand･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ersity)
P5.5-11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연한계 보장을 위한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

정욱헌･정광수(광운대)
P5.5-12 Semi-Mobility 기반 Sensor Network의 저전력 통신 기법에 관한 연구

박한수･원준석･곽광훈(미디어디바이스 연구센터)
P5.5-13 한국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성태진･권봉용･홍충선･이성원(경희대), 이재조(한국전기연구원)
P5.5-14 고속 PLC에 기반한 매체접근제어 계층의 적합성 연구

이주화･이성원･홍충선(경희대), 이재조(한국전기연구원)
P5.5-15 KS X 4600-1 고속전력선통신 클래스 A 장치 인증 시험 시스템의 기능 확장에 대한 

연구

나은총･김동하･이성원(경희대)
P5.5-16 OpenFlow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QoS를 보장하는 최적의 경로 생성 알고리즘

문승일･강형규･홍충선･이성원(경희대)
P5.5-17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의 기능 확장을 위한 슈퍼 컨트롤러 설계

신민수･장인선･이기원･백상헌(고려대)
P5.5-18 주기적 정보전송 CSD와 비주기적 정보전송 CSD를 동시 지원하는 CSD 플랫폼 설계 및 

구현

박수현･류우석･홍봉희･권준호(부산대)
P5.5-19 사업자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 간 글로벌 연동

이정덕･김동주･서영일(KT유무선네트워크연구소)
P5.5-20 데이터 센터를 위한 지연 시간 기반 TCP

이창현(KAIST), 장건(Microsoft Research), 문수복(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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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21 N-스크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드 분할 방식의 스크린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박종열･배유석･오봉진(ETRI)

P5.6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I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 ▹평가위원B : 이영호(목포대)

P5.6-01 실시간 COI 등록에서의 증강현실 기반 유기적 인터페이스

이형묵･우운택(KAIST)
P5.6-02 사실적인 얼굴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이상훈･김현중･최수미(세종대)
P5.6-03 다양한 함수를 이용한 확장성 있는 데이터 가시화

장윤(세종대)
P5.6-04 산업용 CT 영상에서 밝기값 및 형태 정보를 이용한 기공 결함 자동 검출

지혜림･홍헬렌(서울여대)
P5.6-05 조명변화를 고려한 곡선접합 기반의 스테레오 매칭 기법

김대근･신광무･정기동(부산대)
P5.6-06 실측 기반 회전공의 튐 모델

백성민･김명규(ETRI)
P5.6-07 제스처 인식을 위한 적응적 임계값 기반의 피부영역 분할 기법 및 추적

채승호･서종훈･한탁돈(연세대)
P5.6-08 사진 콘텐츠의 분류를 위한 의미적 유사도 기반 구조적 태그 클러스터링 기법

원지현(숙명여대), 박희민(연세대), 이종우(숙명여대)
P5.6-09 화면 내 예측 부호화에서 컬러 영상 정보에 기반을 둔 깊이영상의 빠른 모드 결정기법

정혜정･강진미･정기동(부산대)
P5.6-10 웨어러블 증강현실 환경에서 In-situ 증강현실 저작을 위한 ARWand 기반 상호작용 

방법

하태진･우운택(KAIST)
P5.6-11 다시점(Multi-View) 카메라 기반 직관적인 3D 입체 콘텐츠 저작도구에 대한 연구

노진이･이정중(세종대), 주상현(ETRI), 백성욱(세종대)
P5.6-12 웹 콘텐츠 재활용을 위한 스케치기반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

김효우･이하영･전재웅･최윤철(연세대)
P5.6-13 스케치 기반의 비주얼 북마킹을 이용한 여행 플래너 시스템

이하영･김효우･전재웅･최윤철(연세대)
P5.6-14 공간과 사용자 맥락을 반영한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의 지능적 정보 시각화 방법론 

설계

최인경(KAIST)
P5.6-15 3차원 객체 인식을 위한 RGB-D 영상 특징점 추출 및 특징 기술자 생성 방법

박노영･장영균･우운택(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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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16 영상 분류를 이용한 깊이지도 생성

김대선･백열민･김회율(한양대)
P5.6-17 깊이 카메라 영상에서의 3D 특징점 기반 얼굴영역 추출

홍주연･박지영･김명희(이화여대)

P5.7 컴퓨터 시스템 III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신동군(성균관대) ▹평가위원B : 이영민(서울시립대)

P5.7-01 가상화 환경을 위한 SSD 캐시 기반의 중복 제거 기법

강동우･김세욱･이남수･최종무･김준모(단국대)
P5.7-02 가상 3D 콘텐츠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위한 클라이언트 장치 및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법

장수민･최원혁･김원영(ETRI)
P5.7-03 데스크탑 창 가상화를 이용한 그래픽 분할 실행 기반 온라인 SW 서비스의 설계

최원혁･장수민(ETRI), 최지훈(유니인포), 김원영(ETRI)
P5.7-04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혼합 파티션 지원

한상현･석종수･진현욱(건국대)
P5.7-05 Dynamic HTML 변경을 통한 Web Application Server 시스템에서의 Client Response 

Time 수집 방식에 관한 연구

정동기･민성기(고려대)
P5.7-06 유무선 통합 망관리 환경 시스템 상에서 신속한 정보 검색을 위한 검색 아키텍처 설계

이희민･백성복･황찬규･이영우(KT)
P5.7-07 도시 컴퓨팅 파일 시스템에서 미리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한 자료구조

윤익준･고광진･신현식(서울대)
P5.7-08 명령 큐를 고려한 SSD 쓰기버퍼 관리 기법

김성민･김태석(광운대)
P5.7-09 EPC 정보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Capturing Application

쟈펑쥐안･홍봉희･권준호(부산대학교)
P5.7-10 u-Health Care 서비스를 위한 환자의 생체신호 자동 분석 및 시스템 구현

신동민･신동규･신동일(세종대)
P5.7-11 고성능 PCM 스토리지를 위한 디스크 캐싱 기법의 설계와 구현

정학수･유준희･신현식(서울대)
P5.7-12 Self-Organizing Map 추론 기반의 상황인식이 향상된 스마트 홈 설계

신재완･신동규･신동일(세종대)
P5.7-13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wifi기반의 원격제어 시스템

이자인･최경희･정기현(아주대)
P5.7-14 방송 요약을 위한 중요 프레임 및 비 중요 프레임 검출

이웅규･이제민･정현종･송인선･낭종호(서강대)
P5.7-15 EEG 분류를 위한 매개변수 선택형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조희준･신동규･신동일(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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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7-16 생체신호 분석을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인터페이스 설계

황구연･신동규･신동일(세종대)
P5.7-17 비디오 감시 데이터로부터 사람의 자동 인식을 통한 비디오 주석 시스템

김주성･김학일･김유성(인하대)

P5.8 컴퓨터 이론 6.29(금) 11:00~12:20 / 아일랜드볼룸AB

▹평가위원A : 신찬수(한국외대) ▹평가위원B : 

P5.8-01 Selenocysteine을 포함한 polypeptides의 단동위질량을 결정하는 실험

이선호(서울대), 김진욱(서울대병원), 박근수(서울대), 백은옥･박희진(한양대)
P5.8-02 국내 웹 그래프의 링크 구조 분석

서정주(서울대),김진일･김은상(SAP Labs Korea), 김영호･정하웅(KAIST), 김성렬(건국대), 
박근수(서울대)

P5.8-03 TBB, Cilk Plus를 이용한 병렬 접미사 트리 생성 알고리즘 구현 및 성능 분석

서준호･나중채(세종대)
P5.8-04 최적의 업체 선정을 위해 Grey Relational Analysis와 Interval weight를 활용한 

다중의사결정 방법론

강형구･김희성･윤희용(성균관대)
P5.8-05 GPGPU 기반의 개선된 CYK 알고리즘

김경환･한요섭(연세대)
P5.8-06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 센서 노드 배치

전승우･홍봉희･권준호(부산대)
P5.8-07 검정 핀 만을 이용한 마스터마인드 게임 최소 질의 전략의 실험적 분석 

이종현･안창욱(성균관대)
P5.8-08 일반적인 그림 데이터에서의 빠른 최인접 검색

황윤호･안희갑(포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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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호 P5.6-07
천대영 P5.2-19
천봉환 P1.3-10
최기선 O5.3-1
최기용 P4.6-08
최대선 O8.4-1
최대순 P4.1-18
최  민 P5.2-06
최병하 P2.1-02
최선창 P3.1-04
최선화 P4.2-01
최성욱 P5.2-09
최성운 P2.4-27
최성필 P4.3-02
최우진 P2.1-17
최원석 P3.2-10
최원혁 P5.7-03
최윤수 P4.6-01
최인경 P5.6-14
최인호 O8.3-4
최재용 P3.1-06
최재원 P1.5-09
최재훈 P5.1-07
최정란 P5.3-04
최종태 P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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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P3.1-21
최진호 O9.2-2
최창호 O1.1-1
최희성 P1.3-06
코시아완 P4.4-21
콩푸팔라 P3.3-23
탁해성 O5.1-5
탄진우 P1.4-14
트란쿠앙뉴

P2.3-09
편도후 O2.1-2
하경식 P3.4-16
하병래 P4.4-11
하정우 O4.3-7
하태진 P5.6-10

한규화 O4.1-4
한기준 P2.4-16
한동윤 P3.2-22
한상혁 P5.1-03
한상현 P5.7-04
한상화 P1.4-03
한상화 P4.5-08
한승희 P5.2-03
한용만 P1.3-18
한용만 P1.3-19
한용진 P4.3-01
함재균 P5.1-04
허기홍 O7.3-4
허  림 O9.4-5
허민오 O4.3-5

허정훈 P4.4-23
허태상 P4.5-02
허홍수 P1.2-02
홍경환 O4.1-5
홍상균 O4.2-7
홍성용 O6.2-2
홍주연 P5.6-17
홍준혁 P3.1-02
홍준혁 P3.4-02
홍지연 O4.1-6
홍지혜 O4.2-8
홍진호 P1.2-23
홍해수 P4.5-18
황구연 P5.7-16
황동교 O3.1-3

황동교 P3.2-18
황미녕 P1.2-17
황성하 P1.2-09
황윤호 P5.8-08
황호영 P4.5-14
LianhuaTian
          P1.2-15
LiChungen
          P2.2-18
Muhammad
          P5.3-09
Sehar_Shah
          P3.4-01
WuZhen P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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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 5월 29일(화) ~ 6월 19일(화)             ◈ 현장등록 : 6월 27일(수) ~ 29일(금)

▣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학생회원 100,000원 12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180,000원 200,000원

비회원(학생) 150,000원 170,000원

비회원(일반) 250,000원 270,000원

** 안내

1. 비회원 참가자에게는 1년간 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 1회 제공됩니다(논문집 구입은 별도 신청).

3.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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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집 수록내역

구분 게재분야

A 권 고성능컴퓨팅, 고신뢰컴퓨팅, 전산교육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이론, 프로그래밍언어

B 권 건설환경IT융합, 국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공학, 언어공학, 컴퓨터지능

C 권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D 권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정보통신

* 1권당 10,000원(동일논문집 복수 구입불가)

▷ 튜토리얼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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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과워크샵 참가비

S1.1 / CG&I 표준화워크샵 - UI 및 AR/MR 기술 표준화 / 6.27(수)   ☞ 참가비 무료

S1.2 / 컴퓨터지능 심포지엄 CIS-2012 / 6.27(수)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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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50,000 70,000 60,000 80,000

현장등록 60,000 80,000 7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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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 New Research Trends of Computer Graphics and HCI / 6.27(수)

      ☞ 참가비 무료

S2.2 / 정보통신 워크샵 / 6.27(수)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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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20,000 30,000 30,000 40,000

현장등록 30,000 40,000 40,000 50,000

S3 /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빅데이터 저장 및 검색 워크샵 / 6.29(금)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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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참가 미등록시

사전등록 60,000 100,000 70,000 110,000

현장등록 70,000 110,000 80,000 120,000

◉ 등록방법
▹사전등록자(온라인상에서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합니다)

사전등록 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발급 -> 자료교환
▹현장등록자

현장등록 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발급 -> 자료교환

◉ 기타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참가 등록 시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회원기관 : 다우데이타, 구글코리아, 디비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삼성SDS, 아이디스, 오픈베이스,

    케이티디에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CC정보통신, KT, NHN

2. 참가등록일과 참가비 송금일을 동일 일자로 처리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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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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휘닉스 아일랜드 http://www.phoenixisland.co.kr/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Tel. 064-731-7000~5

▣ 교통

♤ 제주공항<->휘닉스아일랜드 ☞ 공항무료셔틀

구분
휘닉스아일랜드 → 

공항
공항도착

공항 → 
휘닉스아일랜드

휘닉스아일랜드 도착

1회차 - - 10 : 00 11 : 00

2회차 10 : 30 11 : 30 12 : 00 13 : 00

3회차 12 : 30 13 : 30 14 : 00 15 : 00

4회차 14 : 30 15 : 30 16 : 00 17 : 00

5회차 17 : 30 18 : 45 19 : 00 20 : 00

▹탑승장소 : 제주공항 ~ 휘닉스아일랜드행 - 제주국제공항 7번 버스전용주차장

(Gate나가서 제일 좌측 7번 승강장)

휘닉스아일랜드 ~ 제주공항행 - 휘닉스아일랜드 벨라테라스 오랜지동 앞

▹예약 및 운행 문의 : 굿버스 제주점 Tel. 064-799-7722 또는 1588-9722 (ARS 서비스 번호 3번 선택), 

잔여 좌석 부족으로 탑승하지 못하실 수도 있사오니 제주 도착 24시간 전까지 반

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렌트카, 기타 숙박예약

   - 보람 21세기 트레블

     ▷ 예약사이트 : http://www.boram21.co.kr/seminar/seminar10.html?seminarCode=140 

   - 문의처 : 안혜숙 02-2248-7040 boramto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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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휘닉스 아일랜드 http://www.phoenixisland.co.kr/ 

- 로얄형(34평형, 4인 1실기준)

        * 객실타입 : 더블+온돌, 더블+트윈, 트윈+온돌

          평면도 http://www.phoenixisland.co.kr/pRooms/velraTerrace/velraInfo01.aspx 

- 할인가 적용 : 1박 135,000원(정상가 450,000원) * 부가세 별도

- 객실예약은 아래 대표번호로 진행되며 "한국정보과학회" 행사라고 하셔야 할인적용이 됩니다.

- 예약 및 문의 : 1577-0069 (Fax.02-527-9500)

▣ 휘닉스 아일랜드 식당 및 부대시설

 ♤ 식당

▹섭지
위 치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1F
규 모 : 163평 (98석)
영업시간 : - 07:00~10:00 <조식뷔페>

   - 17:00~23:00 <Beer Bar>
메뉴안내 : 조식뷔페, Wine, 생맥주, 안주류
문의전화 : 064-731-7710(섭지)

▹일출봉
위 치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1F
규 모 : 135평 (134석)
영업시간 : 12:00~21:00(Break Time 15:00~18:00)
          (Close Time 30분전 Order 마감)
메뉴안내 : 한식(옥돔/뚝배기 반상, 김치전골 外)
문의전화 : 064-731-7714(일출봉)

▹코지
위 치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1F
규 모 : 174평 (296석)
영업시간 : 07:00~10:00 (9:30까지 입장가능)
메뉴안내 : 호텔식 뷔페
문의전화 : 064-731-7714(코지, 일출봉)

▹Mint
위 치 : 글라스하우스 2F
규 모 : 150평 (100석)
영업시간 : 11:00~21:00 (주말 22:00)
메뉴안내 : Lunch / Dinner Set Menu
문의전화 : (대표전화) 064-731-7000 | 내선 : 7773

 ♤ 부대시설

▹패밀리 마트
구 분 : 편의점
위 치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1F 콘도상가
영업시간 : 07:00~24:00

▹사우나
위 치 : 벨라테라스 블루동 1F
규 모 : 256평
영업시간 : 07:00~21:00 
문의전화 : 064-731-7700
*KCC참가자 20% 할인적용

▹문 라이트(가요주점)
위 치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1F
규 모 : 91평 (105석 / 룸4)
영업시간 : 20:00~24:00
   ※ 사전 이용예약 시 영업시간 조정 가능
메뉴안내 : 드라이스낵, 과일, 카나페, 주류
문의전화 : 064-731-7720

▹던킨도너츠
구 분 : 패스트푸드점
위 치 :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1F 콘도상가
규 모 : 40평
영업시간 : 09:00~20:00
문의전화 : 064-782-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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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리

▹섭지 해녀의 집 - 겡이를 곱게 갈아 만든 정성만점, 영양만점 겡이죽

겡이 하나만으로 맛을 낸 겡이죽이 인기인 곳. 제주도내에서도 겡이, 깅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겡

이는 게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작은 게를 말한다. 해녀들이 이 겡이를 잡아와서 

통째로 갈아 물과 쌀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드는데, 이 죽을 겡이죽이라고 한다. 겡이를 통째로 넣기 때

문에 영양만점이며, 전복죽 또한 맛이 좋아 인기가 많다.

064-782-0672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127-1 

영업시간 : 오전 7시~오후 8시 (오후 7시30분까지 주문해야함) 

인기메뉴 : 겡이죽 7,000원, 전복죽 10,000원

▹올래맛집 / 064-739-994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5-6번지

메뉴 : 갈치, 고등어, 옥돔 구이, 조림

▹제주마루 / 064-783-022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5-4

영업시간 : 오전 10시~ 오후10시 / 메뉴 : 오분작뚝배기

♤ 고성리

▹맛나갈비 식당 - 저렴한 가격에 즐기는 통통한 생선조림 만찬

맛나갈비 식당에는 칼칼한 생선조림은 있지만 갈비는 없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갈치와 고등어 조림

을 많이 찾는데, 1인분을 주문하면 4조각의 오동통한 갈치조림이 나오며, 가격은 다른 곳의 절반 수준. 

근처 성산포에서 잡은 갈치와 고등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단 카드는 사용불가.

064-782-4771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16 / 영업시간 : 오전 7시~오후 9시 (토 : ~오후 7시)

메뉴 : 갈치조림 7,000원, 고등어조림 6,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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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향 - 제주산 흑돼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숯불구이 전문점
섭지코지 인근에 자리 잡은 숯불구이 전문점이다. 제주산 흑돼지 '오삼겹살'에 꽃소금을 뿌려 숯불구이

한 뒤 쌈 채소와 버섯, 양파, 양념장을 곁들이는 '흑돼지오삼겹살'이 인기이며, 신선한 채소와 한약재를 

넣어 잰 '한방양념갈비'와 제주산 갈치와 무를 넣고 매콤하게 졸여내는 갈치조림도 준비되어 있다. 

064-784-4080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31-2 (휴무일 마지막주 수요일) 

영업시간 : 오전 11시~오후 9시30분 (마지막주문 : 오후 8시 30분) 

메뉴 : 흑돼지오겹살 15,000원, 생갈비 12,000원, 양념갈비 10,000원, 갈치조림 35,000원 등

▹일오반식당 - 부담 없는 가격의 백반이 인기인 한식집
메인 메뉴인 정식을 주문 시 생선구이와 갖은 밑반찬, 국과 밥이 나오며 반찬은 매번 변경된다. 여행객

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백반이 인기이며 갈치와 고등어 조림이 인기인 곳이다. 

064-782-5250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94-1 / 영업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30분 

메뉴 : 고등어조림(小) 20,000원, 갈치조림(小) 20,000원, 정식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등 / 주차불가능 

▹민트 - 자연속 조화로운 컨템포러리 아트 레스토랑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했다고 하여 유명해진 휘닉스 아일랜드의 글라스하우스에 자

리하고 있으며, 일식과 양식의 퓨전음식을 선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맛을 즐기러 오는 손님보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러 오는 손님이 많을 정도. 레스토랑

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휘닉스 아일랜드 프론트에서 예약확인 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064-731-7773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 영업시간 : 오전 11시~오후 9시 

메뉴 : 안심이 들어간 크림 소스 파스타(국내산 한우) \ 22,000

데리야끼, 된장소스를 곁들인 토종 흑돼지 목살 스테이크(제주산, 220g) \ 35,000

양송이 버섯 소스를 곁들인 꽃등심 스테이크(호주산, 220g) \ 55,000 등

♤ 성산리 

▹바다풍경 - 제주해산물로 맛을 낸 뚝배기 전문점
제주바다가 보이는 뚝배기 전문점이다. 전복뚝배기, 오분작뚝배기가 대표메뉴이고 해물전골, 갈치조림, 

갈치구이도 인기가 많다. 옥돔구이와 한치물회, 소라물회는 제주도에서 즐기는 특별식이며, 우럭매운탕

과 성게알뚝배기도 있다.

064-784-9779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97-1 / 영업시간 : 오전 9시~오후 10시 오전 9시~오후 10시

메뉴 : 뚝배기 12,000원, 갈치조림 30,000원, 옥돔구이 15,000원 등

▹옛날옛적 - 푸짐한 밑반찬들과 함께 즐기는 돔베고기, 삼겹살･돼지구이

성산일출봉 초입에 위치한 옛날옛적은 돔베고기 전문 식당이다. 돔베란 제주도 방언으로 도마를 뜻하

는데, 예전 제주도 서민음식중 도마에 대충 썰어 내어주는 고기라 하여 돔베고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된장을 많이 넣고 세번 삶은 물에 고기를 푹 고아내는 

것이 이 집의 비결. 맛깔스러운 반찬들과 한상 가득 차려진 돔베고기 정식은 2~3인이 먹기에 충분하다. 

064-784-2252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82-10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9시

메뉴 : 돔베고기 정식 25,000원, 쌈한정식 30,000원 등

▹백록회관 - 회, 전골, 뚝배기, 전복죽 등 다양한 해산물 전문 식당

성산 일출봉 근처에 위치한 횟집이다.. 회 외에도 전골, 뚝배기, 전복죽 등의 다양한 메뉴를 다루고 있

으며, 280여석의 넓은 규모로 단체, 가족 모임에 특히 좋다. 

064-782-8002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28 / 영업시간 : 오전 9시~오후 10시30분 

메뉴 : 활어회 大 70,000원, 해물전골 30,000~4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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