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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제3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

해 협의하려 합니다. 평소에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 정보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82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될 예정이고, 초청강연, 패널,

튜토리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훌륭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시는 저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아울러 새

로운 학문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대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학술위원 및 조직위원 여러분과 훌륭한

대회장소를 제공해 주신 건국대학교와 학술대회를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기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3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회 장 권 용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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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교수(성균관대)

임경식 교수(경북대)

장영민 교수(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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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숙 교수(인하대)

홍충선 교수(경희대)

황호영 교수(안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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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0월 24일(금)

No 프로그램 장소
시간 테이블

시간
12- 13- 14- 15- 16- 17- 18- 19-

1 등록 새천년관 12:00-17:00

2 튜토리얼 공대 C동, 공대별관 13:00-16:00

3 패널
새천년관

대회의실(지하2층)
14:30-16:00

4 초청강연
새천년관

대회의실(지하2층)
16:00-17:00

5 논문발표:포스터(I)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6 정기총회
새천년관

대회의실(지하2층)
17:00-18:00

7 간친회(방켓)
새천년관

스카이라운지(14층)
18:00-

■ 2003년 10월 25일(토)

No 프로그램 장 소
시간 테이블

시간
8- 9- 10- 11- 12- 13- 14- 15-

1 등록 새천년관 08:30-15:00

2 논문발표:구두(I)
새천년관,

사회과학관
09:30-12:30

3 논문발표:포스터(II)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4 중식
새천년관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12:00-13:30

5 논문발표:구두(II)
새천년관,

사회과학관
13:00-16:00

6 논문발표:포스터(III)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 강사, 좌장 대기실 : 24일(금) - 공대C동 193-1 / 25일(토) - 새천년관 801호

* 휴게실 : 24일(금) - 새천년관 지하2층 대회의실 앞, 공대C동 193호

25일(토) - 새천년관 14층 스카이라운지(11: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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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대회의실(지하2층)

14:30-16:00 사회 : 고 건 교수(서울대학교)

“정보윤리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패널리스트

이재규 교수(한국과학기술원)

권태승 부회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

권재석 사장(신세계 I&C)

윤원창 수석논설위원(전자신문사)

초 청 강 연 2003년 10월 24일(금)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대회의실(지하2층)

16:00-17:00 사회 : 이상호 학술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Grid Activities in Japan and Their

Interntational Collaboration Towards

Emergence of IT and Science”

Shinji Shimojo

Cybermedia Center, Osaka University, JAPAN



정 기 총 회

5

일시 : 10월 24일(금) 17:00～18:00, 새천년관 대회의실(지하2층)

사회 : 임해창 총무이사

- 개회

- 국민의례

- 개회사     권 용 래 회장

- 환영사    김 유 조 부총장(건국대학교)

- 시상

- 성원보고

- 전회의록접수

- 회무보고

- 의안심의

  1) 2003년도 예산결산(안)

  2) 2004년도 사업계획(안)

  3) 2004년도 수지예산(안)

  4) 2004년도 임원선출(안)

- 기타사항

- 폐회

Banquet
∙일 시 : 2003년 10월 24일(금) 18:00~

∙장 소 : 새천년관 스카이라운지(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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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 Embedded 시스템을 위한 High

Assurance Software 설계

2003년 10월 24일(금) 13:00～16:00

공대별관 232호

인 호 교수(고려대학교)

차세대 Embedded 시스템으로써 distributed real-time and embedded (DRE) middleware가 주목 받

고 있다. 특히 Ubiquitous computing 환경하에서 sensor들의 발달로 situation (또는 context)에 맞춤형

반응을 할 수 있는 adaptive, situation-aware applications 이 널리 퍼지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applications을 adaptable, secure, 그리고 reliable하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situation-aware middleware framework 을 소개하고 그 응용분야를 논의한다.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센서 네트

워크 기술

2003년 10월 24일(금) 13:00～16:00

공대별관 234호

김대영 교수(한국정보통신대학교), 도윤미 교수(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센서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중의 하나로써 기존의 컴퓨팅 환경과

물리적인 실제 환경을 접목 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본 강의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소개에서부터

다양한 응용, 하드웨어 플랫폼, 운영체제, 저전력 네트워크 프로토콜, 미들웨어, 시큐리티, 그리고 표준화

동향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강의한다.

3. 시맨틱 웹 : Representation, Infer-

ence, Service

2003년 10월 24일(금) 13:00～16:00

공대 C동 지하소강당

박영택 교수(숭실대학교),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본 튜토리얼에서는 시맨틱 웹의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description logic, 온톨로지 추론, 온톨로지 표현

언어, 및 시맨틱 웹 응용 연구를 인공지능 측면에서 고찰한다. 시맨틱 웹이 지능형 에이전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업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온톨로지와 추론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지능형 웹 서비스에 적용되는 사례와 구축 도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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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게임 개발 기술 : 현황과 전망
2003년 10월 24일(금) 13:00～16:00

공대별관 231호

한정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지난 몇 년간 모바일 게임의 시장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다. 본 강좌에서는 2D 위주의 모바일

게임 개발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제 막 시장 진입에 들어간 3D 게임 기술의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

모바일 게임기를 휴대전화, PDA, 전용 게임기 3가지로 분류한 뒤, 각 기기에서의 게임 개발 환경 및 제약

사항을 고찰한다. 또한, 3D 가속 기술 및 그 API, 그리고 게임 엔진의 기술 전개 양상을 검토한 뒤, 모바일

게임의 미래를 전망한다.

5. 차세대PC : 인간진화의 기술적 대안

으로서의 착용형 컴퓨터

2003년 10월 24일(금) 13:00～16:00

공대 C동 386호

이 상국 전문연구원(삼성종합기술원)

Ubiquitous Computing환경에서 차세대PC로 떠오르는 착용형 컴퓨터(Wearable Computer)를 소개한다.

본 강의는 착용형 컴퓨터에 대한 개괄 및 정의를 소개하고, 핵심기술, 기술적 변천사 및 현 구현수준에 대한

진단과 시장동향 분석을 통하여 착용형 컴퓨터가 나아갈 길과 난점을 고찰하고, 착용형 컴퓨터의 유력한

미래응용분야를 소개한다. 또한, 착용형 컴퓨터의 대중화에따르는 인간 행동양식의변화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해 간략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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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 네트워크 성능/응용
2003년 10월 25일(토)

사회과학관 203호

09:30-12:30  좌장 : 나인호 교수(군산대)
OSA1-01 OBS망에서의 TCP 재전송을 고려한 Drop Policy의 성능 향상

김래영․김현숙․김효진․송주석(연세대)

OSA1-02 차세대 OVPN에서 QoS Recovery 메커니즘 제공을 통한 QoS 보장

프레임워크 윤미라․정창현․김성운(부경대)

OSA1-03 무선 모바일 환경에서 병렬서버를 사용한 멀티미디어 스트림 전송기법

허주․정진하․윤완오․신광식․최상방(인하대)

OSA1-04 Mobile SCTP를 이용한 종단간 이동성 지원 방안

장문정․이미정(이화여대),고석주(ETRI)

10:50-11:10 휴식

OSA1-05 SIP기반의 VoIP 시스템에서의 Caller Preference 구현

조현규․고세령․장춘서(금오공대)

OSA1-06 리눅스기반 웹서버 과부하방지 Switch 구현 윤호태․송재원(경북대)

OSA1-07 J2ME Device를 위한 JXTA 기반의 P2P 서비스

이영준․임근화․김상태․곽동규․박원배(경북대)

OSA1-08 위치기반서비스와 모바일 P2P 서비스를 이용한 모바일 SFA 시스템 구축 방법

박기호(서울대),정재곤․황명화(아이모바일테크놀러지)

13:00-16:00 좌장 : 이승형 교수(광운대)

OSP1-01 IPv6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이동성 지원 방안

김태은․이미정(이화여대)

OSP1-02 IPv6 지원을 위한 상호운영성 연구를 기반으로 한 DNS 적용방안 연구

이혜원․장세훈(숭실대),김형진(한국인터넷정보센터),문영성(숭실대)

OSP1-03 이동 인터넷 환경에서의 전이 메커니즘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와 요구사항 분

석 및 성능 측정

권금연․황인준(고려대),안병호(충청대학),이승윤(ETRI),강현국(고려대)

OSP1-04 무선 LAN에서 우선순위 서비스 보장을 위한 백오프 방식

장길웅(해양대)

14:20-14:40 휴식

OSP1-05 분산된 웹 서버 환경을 이용한 개선된 모발 서비스 알고리즘

김선호(동덕여대),박진홍․신용태(숭실대)

OSP1-06 이동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을 위한 D-MCDN

김동화․차호정(연세대)

OSP1-07 닷넷 기반의 WebDAV Client의 개발

정혜영․송동호․윤병훈․안건태․이명준(울산대)

OSP1-08 동적 확장성을 제공하는 주문형 비즈니스 시스템

김정숙․조성재․송준화(KAIST),임민열․박형우(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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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 : 멀티캐스트/관리/이동성
2003년 10월 25일(토)

사회과학관 204호

09:30-12:30 좌장 : 이상훈 교수(연세대)
OSA2-01 멀티캐스트 통신을 위한 그룹 멤버십 관리 프로토콜

최대인․박정진(고려대),박상삼(산업자원부),강현국(고려대)

OSA2-02 다대다 응용 계층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에서의 처리 지연 시간 영향 분석

김성훈․강경란․이동만(ICU)

OSA2-03 Micro-mobility를 지원하는 IP 멀티캐스트 핸드오프 기법 연구

변상선․유혁(고려대)

OSA2-04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 최적화를 위한 동적 분산화 방법

최한․김종권(서울대)

10:50-11:10 휴식

OSA2-05 ea-RED++ :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한 ea-RED 알고리즘

이종현(중앙대),임혜영․황준(서울여대),김영찬(중앙대)

OSA2-06 큐 예측을 통한 인터넷 혼잡 제어권성기․장봉석(목포대)

OSA2-07 적응형 FEC(Adaptive Forward Error Corrcetion)를 이용한 에러 복

구에 관한 연구 김상형․신정아․조재상․이성인․유우종(충남대),

유원경(성신여대),유관종(충남대),김두현(ETRI)

OSA2-08 선택적 3차 spline 보간법을 이용한 G.729 코덱에서의 패킷 손실 복구 방법

이동현․배재현․오영환(KAIST)

13:00-16:00 좌장 : 이태진 교수(성균관대)
OSP2-01 객체지향기술을 도입한 망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종훈․손진곤(한국방송대),강상원(고려대)

OSP2-02 이종환경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다대다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법

피영수․윤미연․김대원․신용태(숭실대)

OSP2-03 TI DSP 64x에서의 인코딩 시스템 및 디코딩 시스템 구현

전형국․마평수(ETRI)

OSP2-04 효율적인 이동성 관리를 위한 사전등록영역 구성

서혜숙․한상범․이근호․황종선(고려대)

14:20-14:40 휴식

OSP2-05 다중 이동 에이전트 제어를 위한 위치 관리 기법

윤준원․강석준․최성진(고려대),손진곤(방송통신대),황종선(고려대)

OSP2-06 A-MiDAS 시스템의 MNAB 설계 및 구현

김규형․류재홍․류원(ETRI)

OSP2-07 그리드 환경에서 동적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허의남․김혜주․이웅재(서울여대)

OSP2-08 XML기반의 관리 정보와 메시지를 이용한 망관리시스템

정찬미․강지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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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 : 무선 네트워크
2003년 10월 25일(토)

사회과학관 205호

09:30-12:30 좌장 : 정인환 교수(한성대)
OSA3-01 정적 애드혹 센서망에서의 멀티캐스트의 에너지 효율성

김중태․모상만․정일용(조선대)

OSA3-02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동적 소스 라우팅 프로토콜

임화정․차영환(상지대)

OSA3-03 MANET 에서 Secure Property를 고려한 라우팅 프로토콜 연구

안영아․최진영(고려대)

OSA3-04 IEEE 802.11 무선 Ad Hoc 망에서 경쟁노드가 라우팅 경로 형성에 미치

는 영향

이호진․이정근․최양희(서울대),최지혁․김응배(ETRI)

10:50-11:10 휴식

OSA3-05 Multirate를 지원하는 애드 혹 무선 망에서의 Hidden Terminal 문제 분석

이민형․유준․김종권(서울대)

OSA3-06 IPv6 MANET에서 SIP를 지원하는 분산가상서버 설계

김훈재․박용진(한양대)

OSA3-07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채널 모델링

한상섭․안종석(동국대)

OSA3-08 효율적인 지역복구를 위한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선

안수길․천수자․안상현(서울시립대)

13:00-16:00 좌장 : 최웅철 교수(광운대)
OSP3-01 802.11 WLAN 과 3G 네트워크 간의 계층적 핸드오프 알고리즘

남민지․최낙중․박영삼․석용호․최양희(서울대)

OSP3-02 IEEE 802.11 DCF에서 충돌 상황을 이용한 새로운 충돌 해결 방안

최재혁․김종권(서울대)

OSP3-03 3GPP 기반의 패킷 정합 시스템에서의 세션 관리 기능 설계

이훈기․류원(ETRI)

OSP3-04 CDMA2000-1X 망에서 TCP와 UDP의 특성 분석

정재규․천방훈․김영주(삼성전자),유혁(고려대)

14:20-14:40 휴식

OSP3-05 무선 채널 오류 모델이 프로토콜 성능에 미치는 영향측정

김지훈․김영수․안종석(동국대)

OSP3-06 고속 무선 PAN에서 다중채널 MAC을 이용한 채널 타임 할당

이병주․이승형(광운대),현영균․김용석․장기수(삼성종합기술원)

OSP3-07 X10을 이용한 NON-IP 기반 홈 네트워크

안건국․박상용․민필재․공기석․한익주(한국산업기술대)

OSP3-08 SA-1110 프로세서 기반의 임베디드 리눅스를 이용한 홈 컨트롤 시스템의

구현

김충헌․이강․이종원(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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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호
2003년 10월 25일(토)

사회과학관 206호

09:30-12:30 좌장 : 조성제 교수(단국대)/서장원 교수(동서울대학)
OSA4-01 애드 혹에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김경자․홍성옥․장태무(동국대)

OSA4-02 멀티캐스트 키 관리 기법을 적용한 브로드캐스트 암호화에 관한 연구

이덕규․이임영(순천향대)

OSA4-03 클러스터 기반의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키 관리

메커니즘 송지은․조기환(전북대)

OSA4-04 비계층적 PKI에서의 인증 경로 처리 기법에 대한 새로운 방안

최연희․박미옥․추연수․전문석(숭실대)

10:50-11:10 휴식

OSA4-05 분산 OCSP 서버로의 안전한 정보 전달 설계

고훈(대진대),장의진(디지캡스),신용태(숭실대)

OSA4-06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경매를 위한 ECC(Elliptic Curves

Cryptosystem)의 Blind Signature Protocol 성순화․공은배(충남대)

OSA4-07 무선랜에서의 VPN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 김신규․김효진․송주석(연세대)

OSA4-08 프레임 평균을 이용한 기하학공격에 강인한 비디오 워터마킹 알고리즘

이승욱․유원영․김진호(ETRI)

13:00-16:00 좌장 : 김성열 교수(울산과학대학)/김현성 교수(경일대)
OSP4-01 Ad Hoc 네트워크에서의 CBRP 기반 인증 프로토콜 설계

이근호․서혜숙․한상범․황종선(고려대)

OSP4-02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신뢰그룹 관리

박종열․이동익(KJIST),홍순좌․박중길․이진석(국가보안기술연구소)

OSP4-03 패스워드를 변경 가능한 효율적인 패스워드 기반의 키 교환 프로토콜

이성운(경북대),김현성(경일대),유기영(경북대)

OSP4-04 다중 도메인 보안에서 RBAC의 상충문제

김형찬․이동익(KJIST),김형천․강정민․이진석(국가보안기술연구소)

14:20-14:40 휴식

OSP4-05 리눅스 보안 모듈 기반의 확장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보안 시스템 설계

박신혜․예홍진․김동규(아주대)

OSP4-06 SPSL을 이용한 NTFS 다중 사용 권한에 대한 명세 및 검증

강미영․김일곤․최진영(고려대),강인혜(서울시립대),

강필용․이완석(한국정보보호진흥원),Dmitry Zegzhda(Golden Star)

OSP4-07 안전한 운영체제를 위한 객체확장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

강현수․허신(한양대)

OSP4-08 권한 세분화를 이용한 역할 그래프 모델에서의 유동적 권한 삽입 연산

정유나․황인준(아주대)



++구 두 발 표 토요일

12

5. 병렬처리/바이오정보기술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501호

09:30-12:30 병렬처리 시스템
좌장 : 박경모 교수(가톨릭대)/모상만 교수(조선대)
OSA5-01 패킷단위 병렬데이타 전송을 통한 MPICH-G2 집합통신의 성능향상

이정희․한동수(ICU)

OSA5-02 병렬처리에서 평균장 어닐링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하균형

홍철의(상명대),박경모(가톨릭대)

OSA5-03 대학교 PC 실습실 기반의 대규모 병렬․분산 처리 시스템

김상선․정갑주(건국대)

OSA5-04 Globus를 이용한 Run-Time Infrastructure 설계 및 구현

진정훈․이태동․유승훈․장재형․임중호․정창성(고려대)

10:50-11:10 휴식

OSA5-05 상호연결망 하이퍼-스타 HS(2n,n)의 노드 대칭성

김종석(순천대),이성재(순천제일대학),이형옥․허영남(순천대)

OSA5-06 SMT 서버를 위한 효율적인 스케쥴링 알고리즘

이정훈․김진석(서울시립대)

OSA5-07 PDP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김수자․정재홍․박복자․송은하․정영식(원광대)

OSA5-08 분산 시스템에서의 효과적인 코디네이터 선출 알고리즘

김기(한동대),이동훈(건국대),최은미(한동대)

13:00-15:00 바이오정보기술
좌장 : 최승진 교수(포항공대)/원용관 교수(전남대)
OSP5-01 진화 신경망을 이용한 DNA Microarray 데이타 분석

김경중․조성배(연세대)

OSP5-02 최적의 유전자 클러스터 분석을 위한 퍼지 c-Means 알고리즘 기반의 베이

지안 검증 방법

유시호․원홍희․조성배(연세대)

OSP5-03 ICA+OPCA를 이용한 잡음에 강인한 뇌파 분류

박성철․이혜경․최승진(포항공대)

OSP5-04 단백질에서의 RNA 결합 부위 예측

김현우․한경숙(인하대)

OSP5-05 바이오데이타통합 미들웨어시스템 구조

나도균․이필현․이서우․이도헌․이광형(KAIST),배명남(ETRI)

OSP5-06 분자모사를 위한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 개발

김동욱․정갑주(건국대),황선태(국민대),

정선호․이종현․김상선․최영진(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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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언어/한국어
정보처리, 컴퓨터 이론 및 교육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502호

09:30-12:30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언어
좌장 : 이민석 교수(한성대)/고광만 교수(상지대)
OSA6-01 ARM 기반의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성능분석 도구의 설계

황요섭․안성용․이정아․심재홍(조선대)

OSA6-02 리눅스 멀티미디어 파일 시스템

손정수․이민석(한성대)

OSA6-03 내장형 시스템에서 JFFS2 플래쉬 파일 시스템에 적합한 페이지 캐쉬 구조

송형근․차호정(연세대)

OSA6-04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설계기법 임근수․고건(서울대)

OSA6-05 주기 및 비주기 실시간 태스크 집합에 대한 수락제어 기법

박정근(서울대),유민수(한양대),홍성수(서울대)

OSA6-06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에서 고장 감내 실시간 스케줄 기법

구현우․홍영식(동국대)

OSA6-07 메소드 분산을 통한 자바 프로그램 난독화 기법

최석우․박희완․한태숙(KAIST)

OSA6-08 우선순위 디폴트 규칙 시스템의 의미론

유희준(고려대),배민오(동덕여대),최진영(고려대)

13:00-16:00 한국어정보처리, 컴퓨터 이론 및 교육
좌장 : 김재생 교수(김포대학)/위영철 교수(아주대)/정인기 교수(춘천교대)
OSP6-01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문용어의 자동 추출

오종훈․김재호․최기선(KAIST)

OSP6-02 중국어 정보검색을 위한 확장된 바이그램 분할기법

김운․강지훈(충남대),맹성현(ICU)

OSP6-03 다중 문서요약에서 문장의 중복도 측정방법 개선

임정민․강인수(포항공대),배재학(울산대),이종혁(포항공대)

OSP6-04 Simplex Search를 이용한 LCD Backlight Unit 내부의 도광판 인쇄패

턴의 자동 최적화 서희경․류양선(국민대),박은철(엠텍),

강노경․김성철(서울대),최준수․한광수(국민대)

OSP6-05 SAT Preprocessor의 구현 및 실험

남명진․최진영(고려대),곽희환(Synopsis)

OSP6-06 홉제한이 있는 멀티캐스팅 알고리즘의 연구 이성근․한치근(경희대)

OSP6-07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객체 기본 구조 설계

홍지영․정영식․송기상(한국교원대)

OSP6-08 초등 읽기 어휘 조사 도구의 설계 배진성(서울신묵초교),김갑수(서울교대)

OSP6-09 SCORM 기반의 학습자 수준별 학습 시스템에 대한 연구

신종우․강석훈(동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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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 타 베이 스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503호

09:30-12:30 좌장 : 이종연 교수(충북대)/김성규 교수(안양대)
OSA7-01 주기억장치 상주형 다차원 색인 구조 설계

심정민(충북대),송석일(충주대),유재수(충북대)

OSA7-02 트라이 인덱스를 이용한 DNA 시퀀스 검색

원정임․박용일․윤지희(한림대),박상현(연세대)

OSA7-03 오디세우스/OpenGIS: 오디세우스 객체관계형 DBMS를 기반으로 한

OpenGIS 시스템

김민수․이민재․황규영(KAIST),남광우․김민수(ETRI)

OSA7-04 매트릭스를 이용한 빈발 항목집합 생성 알고리즘 채덕진․황부현(전남대)

10:50-11:10 휴식

OSA7-05 XML 문서의 자동변환을 위한 효율적인 스키마 매칭 알고리즘

이준승․이경호(연세대)

OSA7-06 멀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메시징 순서를 적용한 전역 동시성 제어 기법

문애경․남궁한(ETRI)

OSA7-07 XML문서를 이용한 사용자 프로필 생성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권순덕․고재진․정승훈․양상석(울산대)

OSA7-08 GML 3.0 기반의 Web Feature Service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동진․김동오․한기준(건국대)

13:00-16:00 좌장 : 이우기 교수(성결대)/손진현 교수(한양대)
OSP7-01 MPEG-7에 기반한 동영상 검색 시스템 인덱스 기법

김택곤․김우생(광운대)

OSP7-02 데이터 스트림에서 빈발항목 탐색을 위한 메모리 사용량 최적화

김민정․장중혁․이원석(연세대)

OSP7-03 내장형 XML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타입 처리기의 설계 및 구현

임우규․권준호․이석호(서울대)

OSP7-04 이동객체 데이타베이스에서 TP 최근접 쌍 질의의 처리

권영철․배진욱․이석호(서울대)

14:20-14:40 휴식

OSP7-05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R-tree 기반 색인구조에서 궤적 클러스터를 사

용한 분할 정책 김진곤(부산대),전봉기(신라대),홍봉희(부산대)

OSP7-06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R-tree기반의 메인 메모리 색인

이창우․안경환․홍봉희(부산대)

OSP7-07 보존 경계 사각형을 이용한 이동객체의 현재와 미래 위치 색인

황도퉁․정영진․이응재․류근호(충북대)

OSP7-08 프랙탈을 이용한 시공간 데이타웨어하우스 최원익․이석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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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프트웨어 공학/그래픽스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601호

09:30-12:30 소프트웨어 공학(I)
좌장 : 최은만 교수(동국대)/오영배 교수(수원여대)
OSA8-01 국방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한국형 핵심아키텍처데이타모델 개발

최남용․박성범(한국솔루션센터),안재홍․이태종․진종현(국방과학연구소)

OSA8-02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측정지표(Metrics) 활용방안

이장훈․김영균․최영길․신광식(삼성탈래스)

OSA8-03 적응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위한 휘쳐 기반의 상황 모델링 기법

서만수․박수용(서강대),조훈(국방과학연구소)

OSA8-04 XPDL 문서 생성을 위한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확장

왕보․김재정․유철중․장옥배(전북대)

10:50-11:10 휴식

OSA8-05 확장형UML을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링 기법 박영주․이기열(서울대),

신우창(서경대),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천(한세대),우치수(서울대)

OSA8-06 Context-aware Multimedia Framework based on Software

Agent Platforms Hendry․박성준․손유미․김문철(ICU)

OSA8-07 메트릭을 이용한 리팩토링의 적용 이숙희․채흥석․권용래(KAIST)

OSA8-08 웹 페이지 규모 측정을 위한 기능점수모형의 확장

박상훈․노재우․류성열(숭실대)

13:00-16:00 소프트웨어 공학(II)와 컴퓨터 그래픽스
좌장 : 김영철 교수(홍익대)/김형석 교수(동의대)
OSP8-01 다목적실용위성 2호 Executive 탑재소프트웨어 모듈 설계

최종욱․이재승․이종인(항공우주연구원)

OSP8-02 사례 연구 : 원전 안전성 계측제어 계통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CMMI 기반 평가 박승훈․윤경아․전상욱․배두환(KAIST),

장훈선․정재천․김재학․한희한(한국전력기술)

OSP8-03 STSR의 실시간 내장형 시스템의 명세

김진현․이수영(고려대),손한성(원자력연구소),최진영(고려대)

OSP8-04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 내장형 시스템의 테스트 프로세스

성아영․최병주(이화여대),최진영(고려대),이나영(서울대),이장수(원자력연구소)

14:20-14:40 휴식

OSP8-05 FFT를 이용한 깊은 바다 시뮬레이션

양은주(경북대),김은주(동명정보대),유관우(경북대)

OSP8-06 자유형상의 파라메트릭 변형을 위한 조정 다각형 생성

박현풍․이관행(KJIST)

OSP8-07 물리엔진을 활용한 실감형 게임컨텐츠의 설계 및 제작

최종화․권기달․신동규․신동일(세종대)

OSP8-08 시계범위 맵 : 대규모 지형 가시화를 위한 적응성의 텍스처 관리기법

김상희(국방과학연구소),원광연(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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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인간

과 컴퓨터 상호작용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602호

09:30-12:30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좌장 : 정기철 교수(숭실대)/이경미 교수(덕성여대)
OSA9-01 VMS에서의 자동 초점 조절 한광수․최준수․김자근․백경순(국민대)

OSA9-02 파노라마 스트리밍 시스템+9+ 김보연․장경호․정순기(경북대)

OSA9-03 색상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데스크 상의 전경물체 검출

김상호․강현․이창우(경북대),정기철(숭실대),김항준(경북대)

OSA9-04 방송영상에서의 등장인물 검색을 위한 고속 얼굴 인식 시스템

정병희․하명환․김희정(KBS),박현선․이흔진․김회율(한양대)

10:50-11:10 휴식

OSA9-05 지문 영상 품질에 따른 인식률 평가 이봉구․문지현․전성욱․김학일(인하대)

OSA9-06 지문영상의 품질특성에 따른 적응적 영상개선 윤은경․조성배(연세대)

OSA9-07 히스토그램 분석 기반의 인쇄체 문자열 분할 방법

장승익․임길택․남윤석(ETRI)

OSA9-08 필기 한자 고문서의 디지털 라이브러리화를 위한 입력 시스템 개발

장만대․김민수․이택헌․김진형(KAIST),곽희규(동방SnC)

13:00-16:00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좌장 : 김용국 교수(세종대)/이선우 교수(한림대)
OSP9-01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MMS 재생기

박한성․김장하․이동훈․김상욱(경북대),조창식․마평수(ETRI)

OSP9-02 디지털방송에서 복수의 스토리라인을 가진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의 구현

배홍섭․정문열(서강대)

OSP9-03 휴대폰을 위한 약도 생성 기법

진용근․이상한․김지인(건국대),박영몽(IMDB)

OSP9-04 TMR : RFID 태그를 이용한 감각형 메일 리더

오세진․장세이․우운택(KJIST)

14:20-14:40 휴식

OSP9-05 Topic Map 기반의 Guided Navigation Aid

허승호․김학근(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연세대)

OSP9-06 저급 특징들로부터 비디오 셧의 특성 분석 박현재․강행봉(가톨릭대)

OSP9-07 User Interface 기반 스크립트 설계를 통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지식 표현

김경민․조성배(연세대)

OSP9-08 U-Campus 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의 구현

김종영․윤형민․신현구․이창수․정철호․한탁돈(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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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공지능/컴퓨터구조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603호

09:30-12:30 인공지능(I)
좌장 : 노상욱 교수(가톨릭대)
OSA10-01 산술 연산자 기반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효과적인 암 분류

홍진혁․조성배(연세대)

OSA10-02 소리 분류를 위한 NMF 특징 추출 조용춘․최승진․방승양(포항공대)

OSA10-03 문서 내의 주제정보를 이용한 개선된 링크분석 알고리즘

박기림․장유진․김민구․박승규(아주대)

OSA10-04 Clustering-based Hybrid Filtering Algorithm

이경․김병만․신윤식․임은기(금오공대)

10:50-11:10 휴식

OSA10-05 이동 에이전트에 의한 학습세션 병렬 인공신경망 시뮬레이터

강태원․조용만․김미숙(강릉대)

OSA10-06 군집화 기법을 이용한 능동적 학습의 최초학습예제 선정

강재호(동아대),류광렬(부산대)

OSA10-07 유효성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 김민호․R.S. Ramakrishna(KJIST)

OSA10-08 작은 데이타에 대한 베이지안망 분류기(BNC)의 베이지안 모델 평균화

(BMA) 성능 평가 황규백․장병탁(서울대)

13:00-16:00 인공지능(II)와 컴퓨터구조
좌장 : 김진일 교수(동의대)/최종필 교수(한국산업기술대)
OSP10-01 추론엔진을 이용한 DAML-S 검색 시스템 강민구․박영택(숭실대)

OSP10-02 온톨로지 계층관계를 이용한 서비스 발견 알고리즘

최원종․양재영․최중민(한양대),조현규․조현성․김경일(ETRI)

OSP10-03 의미검색을 위한 지식표현 연구 김명관(서울보건대학),박영택(숭실대)

OSP10-04 지능형 웹 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매치 메이킹에 관한 연구

김지영․양진혁․공유근․정인정(고려대)

14:20-14:40 휴식

OSP10-5 다중 메모리 뱅크 구조를 위한 고속의 자료 할당 기법

조정훈(하이닉스반도체),백윤흥․최준식(서울대)

OSP10-6 서버 작업 부하를 고려한 개선된 주기적 멀티캐스트

한종현․박승규(아주대)

OSP10-7 고성능 내장형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분기 예측기 구현 및 성능 대비 비용 분석

신상훈․최린(고려대)

OSP10-8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SEED와 UART의 제비용 FPGA를 이용한

통합 설계 및 구현 박예철․이강(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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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타베이스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김진덕 교수(동의대)/황병연 교수(가톨릭대)
PFP1-01 워크플로우 시험 기술 분석 배성용․백수기․김광훈(경기대)

PFP1-02 웹서비스를 이용한 바이오인포매틱스 자원통합 서비스 설계 및 구현

박성호․이기정․김용국(세종대)

PFP1-03 XML 문서의 저장 임계점에 관한 연구 연재훈․박현주(한밭대)

PFP1-04 구조 유사도를 이용한 경로 기반의 색인 기법

김연혜(다음기술),이재민․황병연(가톨릭대)

PFP1-05 엘리먼트 빈도수 정보를 이용한 XML 문서 매칭

고승규․강명수(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연세대)

PFP1-06 재사용 가능한 병리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지식 모델링 시스템 개발

하병현(서울대),김홍기(단국대),이재일․김명기․강석호(서울대)

PFP1-07 컨텐츠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이중화 관리기 설계

진기성․이미영․김준(ETRI)

PFP1-08 단계 선형 배치 트리를 이용한 순차 패턴 추출

최현화(ETRI),이동하(넷스루),이전영(포항공대)

PFP1-09 내용기반 XML 문서의 검색 김수희․조명찬․한예지(호서대)

PFP1-10 Grid 서비스를 위한 UDDI 기반의 Repository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설계

송인혁․이정훈․임효상․황규영(KAIST),박형우(KISTI)

PFP1-11 웹과 GIS를 통합한 “Kyonggi21Search” 구현 : 색인어간 연관도 생성 및 최적화

장정훈(항공대),이룡․上林彌彦(일본교토대),권용진(항공대)

PFP1-12 이동객체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시공간 데이타 생성기의 설계 및 구현

정종환․전세길․나연묵(단국대)

PFP1-13 GALIS의 디스크 기반 위치 정보 관리기의 설계 및 구현

고영균․나연묵(단국대)

PFP1-14 변형된 RBAC 정책에 기반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시스템

강주미․정민아․김정자․원용관(전남대)

PFP1-15 스냅샷 상태 테이블을 이용한 대용량 공유 스토리지를 위한 스냅샷

김영호․정성인․김명준(ETRI)

PFP1-16 ADL 모델 관리기 설계를 위한 XML기반 ADL 메타모델 정의

강미나․승현우(서울여대)

PFP1-17 관계 DBMS에 기반한 UDDI 3.0 레지스트리 서버의 개발

유수진․박송희․김영선․이경하․이규철(충남대)

PFP1-18 기업간 이질적인 제품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진미․김현․김형선․이주행(ETRI)

PFP1-19 ebXML 레지스트리를 위한 Federation 설계

이병현․김상균․이동헌․이규철(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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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1-20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의 XQuery 질의 처리기 설계

장형화․홍의경(서울시립대)

PFP1-21 XML 저장 및 검색 시스템에서의 XML 문서 추출 서브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곽민성․홍석진․이석호(서울대)

PFP1-22 u-Logistics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알림 시스템 모델

이용미․서성보(충북대),박주상․이용준(ETRI),류근호(충북대)

PFP1-23 B2B 전자거래를 위한 Inter-Workflow 시스템의 상호 운용 메커니즘 설계

채정숙․황재각․이용준(ETRI)

2. 인공지능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홍유식 교수(상지대)
PFP2-01 상호 이익의 보장과 Tip-off 정보를 이용한 다중 속성 협상 시스템

유한청․양성봉(연세대)

PFP2-02 긴급한 정도의 계산을 통한 에이전트의 유연한 의사결정

강준구․이병호․노상욱(가톨릭대)

PFP2-03 이동 에이전트의 안전한 전송을 위한 무결성 매커니즘

정은주․김영갑․정동원․백두권(고려대)

PFP2-04 에이전트의 움직이는 물체 인지와 행동 생성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의 베이지

안 추론 민현정․조성배(연세대)

PFP2-05 바둑착점의 의미표현 홍병찬․박수목․배재학(울산대)

PFP2-06 내접원을 이용한 3D게임에서의 이동경로 곡선화

김형일․정동민․김준태․엄기현․조형제(동국대)

PFP2-07 조리법을 고려한 음식과 식품의 관계 김곤․배재학․홍순명(울산대)

PFP2-08 DNA 컴퓨팅을 이용한 혼 절 논리 정리 증명

박의준․남진우․이인희․장병탁(서울대)

PFP2-09 조합최적화 문제를 위한 새로운 유전연산자 석상문․안병하(KJIST)

PFP2-10 Smoothting Algorithm을 이용한 DNA 코드 최적화

윤문식․한치근(경희대)

PFP2-11 In Vitro 조절 기전 모델링을 위한 DNA 컴퓨팅

남진우․정제균․장병탁(서울대)

PFP2-12 퍼지 클러스터링에 의한 사례기반 추론에 관한 연구 현우석(한국성서대)

PFP2-13 보이드들의 생태계 행동 모델링을 위한 퍼지 플로킹 기법

권일경․이상용(공주대)

PFP2-14 퍼지 논리 제어를 이용한 다 개체군 유전자 알고리즘의 집단간 이주 기법

전향신․권기호(성균관대)

PFP2-15 ISODATA와 퍼지 C-Means를 이용한 감독 분류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전영준․김진일(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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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2-16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합의학언어시스템(UMLS)의 의미망 자동 군집 방법

지영신․김태준․전혜경․정헌만․이정현(인하대)

PFP2-17 2관절 로봇의 보행 패턴을 위한 진화 알고리즘

김경희․강태원(강릉대)

PFP2-18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침임탐지 오토마타의 생성

안영준․위규범(아주대)

PFP2-19 자원제약이 있는 일정계획문제를 위하여 스키마를 이용한 새로운 유전연산자 개발

이상욱․석상문․안병하(KJIST)

PFP2-20 이메일 분류를 위한 추천 에이전트 시스템 정옥란․조동섭(이화여대)

3. 정보통신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이동명 교수(동명정보대)
PFP3-01 트래픽 측정에 기반한 네트워크 게임 트래픽 생성기

홍은실․김재철․최양희(서울대)

PFP3-02 분산프로그래밍 도구의 프로그래밍투명성 지원 방안

이상윤(대원과학대학)

PFP3-03 XML 웹서비스 기반 멀티미디어 CMS 구현

이준희(아이젠소프트), 조용환(충북대)

PFP3-04 Mobile IPv4에서의 Seamless 핸드오프 프로토콜 설계 및 검증

박병준․송병권․정태의(서경대)

PFP3-05 IP Multicast를 이용한 PDA용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황재민․김진환․정인환(한성대)

PFP3-06 PDA용 프로토콜 분석기의 설계 및 구현 이재종․김영웅․정인환(한성대)

PFP3-07 VoIP 서비스를 위한 PSTN 자동 발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송영호․이호근(한백전자),권택근(충남대)

PFP3-08 단순 조회 기능 서버 기반 P2P 시스템의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한 Ptops 인

덱스 서버 설계 김분희․김영찬(중앙대)

PFP3-09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하이브리드 흐름 제어

안세영․우시남․안순신(고려대),송병철․박용국(전자부품연구소)

PFP3-10 클러스터링 기반의 무선 인터넷 프록시 서버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우재용․곽후근․정윤재․박홍주(숭실대),김동승(고려대),정규식(숭실대)

PFP3-11 인터넷 응용 트래픽의 분석 및 동향

최진섭․이사야․백현호․정중수(안동대),윤승현․정태수(ETRI)

PFP3-12 웹 서비스 기반 eAI 프레임웍 이성독․한동수(ICU),서범수(ETRI)

PFP3-13 웹 서비스 보안기술에 대한 고찰

이대하․문진영․박찬규․조현규(ETRI)

PFP3-14 SCTP의 멀티호밍 특성 및 재전송 정책에 대한 성능평가

송정화․이미정(이화여대),고석주(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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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3-15 XML 기반 그리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적응적 소프트웨어 구조

최창열(아주대),박기진(안양대),김성수(아주대)

PFP3-16 그리드 컴퓨팅 성능 향상을 위한 자원의 순위 및 그룹화 메커니즘

이진성(아주대),박기진(안양대),최창열․김성수(아주대)

PFP3-17 Mobile IP 기반 무선 IP패킷 데이타 망에서의 페이징 기법

나지현․김영진(ETRI),이재현․정태의․송병권(서경대)

PFP3-18 IP 상에서의 종단간 QoS 측정 시스템 연구

박동규․정재일(한양대),이주영(서경대),이영수(한양대)

PFP3-19 그리드 미들웨어 QoS 최적화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허용석․정재일․임홍빈(한양대)

PFP3-20 End-to-End 네트워크 성능향상을 위한 자동화된 TCP Buffer Tuning

기술 개발

류기철․심은숙․김동균(경북대),변태영(대구가톨릭대),석우진․변옥환(KISTI)

PFP3-21 802.11 Ad-Hoc 네트웍에서 Power Save Mechanism을 개선한

DAPSM 알고리즘 박재현․김성천(서강대)

PFP3-22 Mobile IP와 Cellular IP 통합 환경에서 실시간 플로우를 위한 RSVP

자원 예약 기법 류호연․김명일․김성조(중앙대)

PFP3-23 ea-RED 라우터 버퍼 관리 알고리즘 성능 향상에 적합한 예측 알고리즘

임혜영(서울여대),이종현(중앙대),황준(서울여대)

PFP3-24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부하분산을 적용한 효율적인 FA 지역적 관리 기법

김용철(중앙대),황준(서울여대),김영찬(중앙대)

PFP3-25 디바이스 특성을 고려한 저전력 스케줄링 양회백․하란(홍익대)

PFP3-26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처

장주호․서운석․신신애․김유정․류광택․허정회(한국전산원)

PFP3-27 IXP1200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이용한 Diffserv 설계

김경혜․정영환․배국동․박우진․안순신(고려대)

PFP3-28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도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유재준․최혜옥․한은영․이종훈(ETRI)

PFP3-29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End-to-end QoS 보장을 위한 IEEE 802.11

WLAN MAC-layer의 설계 김성관․강상욱․안순신(고려대)

PFP3-30 다중 ATM 스위치의 Self-similar 트래픽 영향분석

김기완․김두용․문진식(순천향대)

PFP3-31 SIP 공통 모듈의 설계 및 구현 한재천․강신각(ETRI)

PFP3-32 그리드 환경에서 모니터링 주기와 오버헤드에 관한 연구

김혜주․허의남․이웅재(서울여대)

PFP3-33 리눅스 기반의 홈 제어 네트워크 구성 관리 소프트웨어 다중 바인딩 연결 구조

이창은․박준희․손영성(ETRI)

PFP3-34 고속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에서의 위치기반 동적 스케쥴링

곽동원․박무성․이승형(광운대),정창모․윤원용(삼성종합기술원)

PFP3-35 네트워크 지원 비디오 전송에서의 효율적인 혼잡제어

박학선․서주하(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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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3-36 Memory Mapped File을 이용한 웹 서비스 성능향상 연구

이형봉(호남대),최형진․차홍준(강원대)

PFP3-37 화상 통화시 화자의 얼굴화질을 강화하는 동영상 부호화 기법

이승철(삼성전자),낭종호(서강대)

PFP3-38 CORBA 기반 고신뢰성 네이밍 서비스를 이용한 SDR 시스템 환경에서 지

역 투명성 제공 송상현․김문기․이병호(한양대)

PFP3-39 다중 링 구조를 이용한 WDM 통신망 복구 및 자원 예약 황호영(안양대)

PFP3-40 에이전트 기반의 고객등급별 QoS 제어 알고리즘

박혜숙․이순미(경인여대)

PFP3-41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씬클라이언트 컴퓨팅의 성능평가 및 비교

김병길․정인범(강원대)

PFP3-42 다수 반송파 CDMA 시스템에서의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 비교

안동균․김용석․박효열․황금찬(연세대)

PFP3-43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데이타 전송률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송신 파워

및 비트 할당 기법 연구 최득수․박경민․박효열․김용석․황금찬(연세대)

PFP3-44 모바일 응용 서버를 위한 클러스터링 환경 지원 구현

장철수․김수형․노명찬․김중배(ETRI)

PFP3-45 S/MIME을 사용한 양단간 보안기능 제공하는 SIP 시그널링 기법 구현

현욱․박선옥․허미영․강신각(ETRI)

PFP3-46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을 이용한 원격영상 감시 시스템

김세희(숙명여대),김인재(가천길대학),윤용익(숙명여대)

PFP3-47 BPEL4WS를 이용한 CPXe 웹 서비스 반자동 구성

이종현(중앙대),임혜영(서울여대),정진석(OlympusDigitalNetworksKorea),

황준(서울여대),김영찬(중앙대)

PFP3-48 EJB서버 원격 제어 시스템 구현 노명찬․정승욱․서범수(ETRI)

PFP3-49 Meta-Markup언어를 이용한 무선 컨텐츠 변환기 구현

노명찬․장철수․김수형(ETRI)

PFP3-50 모바일 응용 서버의 사용자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수형․장철수․노명찬․김중배(ETRI)

PFP3-51 Ad Hoc Network에서 Associativity을 고려한 Redundancy 경로 라우팅

이학후․안순신(고려대)

PFP3-52 Cellular IP 망에서 세미 소프트 핸드오프의 개선 방법

현봉호․김은석․정재일(한양대),김훈기(동양공업대학)

PFP3-53 MIPv6 무선접근망에서 MN의 최적 AR 발견 방안

김지영․정재일(한양대)

PFP3-54 미디어 스트림 가속기의 설계 및 개발 방철석․정인범(강원대)

PFP3-55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를 위한 TCP 유시환․최진희․유혁(고려대)

PFP3-56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TCP 최적화를 위한 수직, 수평 플로우 컨트롤

박영삼․석용호․최양희(서울대)

PFP3-57 SLA 시스템 통신 모듈의 데이타 변환 기능 고은진․이길행(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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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3-58 무선환경에서 분산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시간 동기화 기법

이윤준․홍영식(동국대)

PFP3-59 웹 기반 그리드 어카운팅 포탈 서비스 설계 김경수․김법균․황호전(전북대),

두길수(서남대),곽의종․안동언․정성종(전북대),장행진(KISTI)

PFP3-60 Bluetooth와 IEEE 802.11의 성능비교 심기섭․김한규(홍익대)

PFP3-61 SDSR : Ad-hoc 망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Dynamic Source Routing

김혜원․박용진(한양대)

PFP3-62 분산 환경에서 RDF를 이용한 효율적인 파일 검색 시스템

엄영현․국윤규․정계동․최영근(광운대)

PFP3-63 그리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예약하는 에이전트 설계

김재곤․김경인․김구수․엄영익(성균관대)

PFP3-64 SDR 시스템을 위한 Ad hoc방식 분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제안

이진성․양형규․이병호(한양대)

PFP3-65 CDN 성능 측정 임병희․정재일․도현택(한양대)

PFP3-66 인터넷 카메라를 이용한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대원․김경태․이정태(부산대)

PFP3-67 EJB 2.1 타이머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정승욱․이경호․김중배(ETRI)

PFP3-68 다수의 웹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화상 전송 서버의 설계와 구현

정구희․신원․김태완․장천현(건국대)

PFP3-69 XML 필터링을 위한 WFilter(Weighted Filter)

최정필․최오훈․백두권(고려대)

PFP3-70 개선된 DRR을 이용한 블루투스에서의 다양한 크기 패킷의 효과적인 스케줄

링 안혜환․윤희용(성균관대),함경선․정혜동(전자부품연구원)

PFP3-71 규칙 기반(Rule-Based) 비즈니스 응용 개발 및 운영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우용․손주찬․함호상(ETRI),강지훈(충남대)

PFP3-72 확장성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전송을 위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프로

토콜 비교 분석 박진홍․윤미연․신용태(숭실대)

PFP3-73 지역적 복구를 이용한 개선된 AODV 알고리즘 안태영․서주하(강원대)

PFP3-74 유무선 네트웤 통합 게이트웨이에서의 트래픽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

강성일․최양희(서울대)

PFP3-75 차세대 인터넷망에서 IPv6 와 IPv4 네트워크간 프로토콜 전환시스템 구축

김동욱․박성주․최기섭․공기석․서대영(한국산업기술대)

PFP3-76 그룹통신 기반의 UDDI 레지스트리의 개발

문남두․유양우․박양수․이명준(울산대)

PFP3-77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선 TCP 성능 향상 기법

이동재․송주석(연세대)

PFP3-78 SCTP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품질 향상 방법

민경주․박주영․강신각(ETRI)

PFP3-79 XML을 이용한 논문 참고문헌 자동 삽입 처리기의 설계 및 구현

김병규․강무영․박재원(KISTI),강지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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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공학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오기성 교수(동원대학)/이상운 교수(강원전문대)
PFP4-01 도메인 컴포넌트 개발에서의 산출물간 추적성 검증 기법

장수호․김수동(숭실대)

PFP4-02 컴포넌트 가변성을 위한 Required 인터페이스 설계

박지영․김수동(숭실대)

PFP4-03 C# 언어에서 컴퓨턴트 속성 가변성 구현 기법 김상욱․김수동(숭실대)

PFP4-04 웹 기반 물류체인관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저장 및 검색

박인숙․유성준(세종대),김진석(ETRI)

PFP4-05 분산 JavaBeans 컴포넌트 통합을 위한 연결자 모델링

정성옥(광주여자대),정찬주(동강대학),김재석(조선대)

PFP4-06 MDA 모델 변환을 위한 메타모델 정의 이승연․신규상(ETRI)

PFP4-07 MVC 기반의 웹 컴포넌트 컨테이너 시스템에 관한 연구

유주현․황인문․김원중(순천대)

PFP4-08 갭(Gap) 분석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방법론

장권혁․김의경․이상윤․이용천․윤명상(KT)

PFP4-09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고장 감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함명호․김진용․신현식(서울대)

PFP4-10 유즈케이스 기반의 컴포넌트 식별 방법 김태웅․김경민(인제대)

PFP4-11 웹 응용 설계를 위한 패턴 추출 방법

한지윤․이기열(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천(한세대),우치수(서울대)

PFP4-12 MOF 메타모델을 이용한 EDOC 다이어그램 생성 정양재․신규상(ETRI)

PFP4-13 컴포넌트 기반 샤모아 데이타 정제 도구 개발 김은희․최병주(이화여대)

PFP4-14 웹 기반 e-Business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연구

김선영․김지영․김행곤․이수기(대구가톨릭대)

PFP4-15 영역 지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이식 김동선․박수용(서강대)

PFP4-16 Workflow간의 의존성을 이용한 Data Model 설계

최창민․김태우․김천식․정정수(동명정보대)

PFP4-17 대규모 온라인 게임을 위한 XML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메시지 정의 시스템

박학봉․신지원․오삼권(호서대)

PFP4-18 CBSD를 지원하는 형상관리 모델 설계

최상균(김포대학),송영재(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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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렬처리 시스템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박홍진 교수(상지대)
PFP5-01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와 메모리 부하에 기반한 작업부하 균등화 정책

박말순(애비커스),이원주(두원공과대학),전창호(한양대)

PFP5-02 PLinda에서 master 선택과 성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석용․박영환(한성대)

PFP5-03 단일 홉 WDM 네트워크에서 링크 정보를 이용한 파장 할당 알고리즘

유승연․김성천(서강대)

PFP5-04 메시지 패싱 시스템의 통신 특성을 고려한 개선된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

노두호․김성천(서강대)

PFP5-05 WDM 네트워크에서 동적 워터마크 결정을 이용한 로드벨런싱

남정주․김성천(서강대)

PFP5-06 데이타 그리드 웹 서비스 디자인

김복주․오영도․권기환․한대희․조기현․손동철(경북대),이지수(KISTI)

PFP5-07 GRID 환경을 위한 포인트 기반 스케쥴링 알고리즘

오영은․김진석(서울시립대)

PFP5-08 단일 디스크 입출력을 위한 커널 모듈 프로토타입의 설계 및 구현

황인철․김동환․김호진․맹승렬․조정완(KAIST)

PFP5-09 두 단계 프로토콜 : PVFS를 위한 상호 협력 캐쉬에서 쓰기 성능 향상 기법

황인철․정한조․맹승렬․조정완(KAIST)

PFP5-10 효율적인 Grid 자원관리를 위한 8기관 모델

김동근․이춘길․박용진(한양대)

PFP5-11 GF(2m)상에서 디지트 시리얼 AB2 시스톨릭 구조 설계

김남연․유기영(경북대)

PFP5-12 상호연결망 하이퍼-스타 HS(2n,n)의 평균 거리와 방송

김종석(순천대),박나연(순천제일대학),이형옥․허영남(순천대)

PFP5-13 클러스터 웹 서버에서 컨텐츠인식 부하 분산 모델

최면욱․정인범(강원대),현종웅(KAIST)

PFP5-14 그리드(Grid)기반 웹 서비스(Web Service)의 응답 시간 향상을 위한 스

케쥴링 기법 박미선․박기진(안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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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육동석 교수(고려대)/최  성 교수(남서울대)
PFP6-01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 태그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물자관리 시스템의 설계

신현구․윤형민․정철호․한탁돈(연세대)

PFP6-02 스마트 홈의 상황인식을 지원하는 능동 미들웨어 구조 설계

황길승․이긍해(항공대)

PFP6-03 아바타 모션 편집기를 통한 작업레벨 행위 모델링 및 생성

김가영․김재경․오재균(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연세대)

PFP6-04 WYSIWYG방식의 멀티미디어 편집에 관한 연구

공란숙․이형남․박성근․이승현․임영환(숭실대)

PFP6-05 인터랙티브 문서의 저작을 위한 타임라인 기법의 응용

김경덕․김희선(위덕대)

PFP6-06 디지털데스크 상의 PDA 기반 인터페이스 정기철․오상혁(숭실대)

PFP6-07 홈네트워크환경에서의 비전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정민(한양대,삼성전자),박종일(한양대),박종진․김영만(삼성전자)

PFP6-08 질의어 자동수정을 이용한 메타시소러스 검색 방법

김종광․하원식․김태용․류중경․이정현(인하대)

PFP6-09 모듈기반의 벽돌깨기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구현

임종혁(목원대),정화영(예원예술대)

PFP6-10 모바일 환경 기반 비디오 선택 및 요약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양선우․배빛나라․노용만(ICU)

7.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안은영 교수(천안대)
PFP7-01 얼굴 인식을 위한 분류기법에 관한 비교연구 이동훈․박영태(경희대)

PFP7-02 피부색 정보를 이용한 얼굴 기울기 보정 박은경․이상훈․차의영(부산대)

PFP7-03 내안각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채영역 추출 방법

박지현․성한호․이일병(연세대)

PFP7-04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학습 방법

이일용․안정호․변혜란(연세대)

PFP7-05 웨이블릿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 김귀주․이일병(연세대)

PFP7-06 컬러정보와 국부 최적 임계치 기법을 이용한 얼굴영역 검출

박상근․박영태(경희대)

PFP7-07 위상한정상관법을 이용한 지문인식 서덕범․이충호(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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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7-08 Face Detection in Color Image 김춘림․박영미․차의영(부산대)

PFP7-09 컴퓨터비전 처리에 의한 교통신호 차례를 기다리는 차량 댓수의 계수

조준희․김희승(서울시립대)

PFP7-10 Matched Filter를 이용한 얼굴 특징점 위치추출

황인택․최광남(중앙대)

PFP7-11 시간 및 공간정보의 가중합산을 이용한 움직임에 적응적인 디인터레이싱

변승찬․변정문․김경환(서강대)

PFP7-12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을 이용한 아바타 생성 시스템 연구

이무열․이성준․안광선(경북대)

PFP7-13 홍채인식을 위한 자동 눈 영역 검출 허윤․성한호․이일병(연세대)

PFP7-14 자기 조직화 지도 모형을 이용한 인종별 얼굴 영상 군집화 기법

권혜련․고병철․변혜란․이일병(연세대)

PFP7-15 지역적 융선의 방향성을 이용한 빠른 지문 정렬 방법

문성림․김동윤․정석재(아주대)

PFP7-16 지문 영상의 품질에 의한 지문 정합률의 비교

박상현․김동윤․정석재(아주대)

8. 정보보호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김남윤 교수(한성대)
PFP8-01 멀티캐스트 전송을 위한 안전한 그룹관리에 관한 연구

고훈(대진대),장의진(디지캡스),신용태(숭실대)

PFP8-02 M-Commerce 사용자를 위한 인증 및 키교환 프로토콜의 설계

박수진․서승현․이상호(이화여대)

PFP8-03 이미지 합성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 박봉주․김수희․차재필(호서대)

PFP8-04 이동 임시무선망에서의 키관리 기법에 관한 연구

김시관․박인용․임은기(금오공대),강오한(안동대)

PFP8-05 OTP 개념을 이용한 사용자-인증 서버의 상호 인증 모델 류연호(고려대)

PFP8-07 시스템 콜 서열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침입탐지 기법

김신재․위규범(아주대)

PFP8-08 다항함수를 이용한 효율적인 경매 모델 이연수․오세영․공은배(충남대)

PFP8-09 4세대 이동통신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 김건우․강주성(ETRI)

PFP8-10 무선 DRM 시스템에서의 인증방법에 대한 연구

김봉선(충남대),이권일(대덕대학),신영찬․류재철(충남대),이준석(ETRI)

PFP8-11 소프트웨어 구현을 통한 WPA 지원 무선랜 액세스포인트 개발

오경희․강유성․정병호(ETRI)

PFP8-12 보안성과 유용성을 고려한 RTT기반의 패스워드 인증 방안

이희정․이금석(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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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8-13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에서 DRM적용방법 설계

전진영․박진홍․신용태(숭실대),이혜주․홍진우(ETRI)

PFP8-14 이미지 컨텐츠 접근 제어를 위한 DRM 적용방법 설계

강정호․윤미연․피영수․신용태(숭실대),장의진(디지캡스)

PFP8-15 PMI를 이용한 SLP 클라이언트 접근제어 방안 설계

남윤중․유황빈(광운대)

PFP8-16 Intrusion Detection Using Log Server and Support Vector

Machines 관동해․여동규․이주환․오득환(금오공대)

PFP8-17 Common Interface Component(CIC)를 이용한 IP-VPN 상호 호환성

개선방안 연구 한종철․송주석(연세대)

PFP8-18 최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동향 분석 오승희․남택용(ETRI)

PFP8-19 SPIN을 이용한 침입탐지 메커니즘의 정형적 설계방법 방기석․

김일곤(고려대),강인혜(서울시립대),강필용․이완석(KISA),최진영(고려대)

PFP8-20 LKM을 이용한 센서기반 침입 탐지 및 보호 시스템

장철연․조성제․최종무(단국대)

PFP8-21 Trust 기반의 DoS공격에 대한 False-Positive 감소 기법

박종경․이태근․강용혁․엄영익(성균관대)

PFP8-22 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김동필․백병욱․김상욱(경북대)

PFP8-23 침입 복구 및 대응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파일 무결성 검사

허진영․전상훈․최재영(숭실대)

PFP8-24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침입탐지 규칙의 자동생성

정현진․한상준․조성배(연세대)

PFP8-25 우회 DoS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모델 설계

김용석․전준철․유기영(경북대)

PFP8-26 안전한 센서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서대희․이임영(순천향대)

PFP8-27 데이타 마이닝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탐지 기법

박호상․조은경․강용혁․엄영익(성균관대)

PFP8-28 패스워드 기반 인증 프로토콜의 무선 VPN 적용에 관한 연구

김현택․송주석(연세대)

PFP8-29 SMV를 이용한 접근통제모델의 정형적 설계방법 연구

황대연(고려대),강인혜(시립대),강필용․이완석(KISA),최진영(고려대)

PFP8-30 로밍 서비스를 위한 개인키 로밍 프로토콜

문성원․김영갑(고려대),박대하(STI),문창주․백두권(고려대)

PFP8-31 인터넷 키 관리 프로토콜 IKE와 IKEv2에 관한 비교 연구

임수현․박용진(한양대)

PFP8-32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 프레임워크

이은영․김도환․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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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이오정보기술
2003년 10월 24일(금)

새천년관 지하광장

16:30-18:00 좌장 : 양지훈 교수(서강대)/백은옥 교수(서울시립대)
PFP9-01 약물 부분 구조 검색을 위한 RS3 시스템의 개선 이환구․차재혁(한양대)

PFP9-02 재구성된 유전자 네트워크의 섭동적(Perturbational) 토폴로지 변형 분석

이상근․장병탁(서울대)

PFP9-03 유전자 발현 데이타를 이용한 암의 클래스 예측을 위한 퍼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원홍희․유시호․조성배(연세대)

PFP9-04 FIPA-OS를 사용한 지능형 CCOW 서비스

송준현․김일곤․조훈․곽연식(경북대)

PFP9-05 의료 영상 정보를 지원하는 퇴원요약정보시스템

조수연․김일곤․조훈․곽연식(경북대)

PFP9-06 부정 선택을 이용한 DNA의 패턴 분류 이동욱․심귀보(중앙대)

PFP9-07 PromSearch: 신경망을 이용한 코어 프로모터 예측 프로그램

김병희․김윤희․남진우(서울대),

임명은․심정섭․박선희(ETRI),장병탁(서울대)

PFP9-08 열역학적 데이타에 기반한 DNA/DNA 연쇄 결합 반응 시뮬레이션

장하영․신수용․장병탁(서울대)

PFP9-09 염기의 IUPAC 코드를 이용한 miRNA Scoring Model의 학습

이화진․남진우․장병탁(서울대)

PFP9-10 XML보안 기술을 적용한 환자의뢰시스템

노형규․김항찬․김일곤․조훈․곽연식(경북대)

PFP9-11 HL7 V2.4 메시지 인터페이스 엔진 설계

이상민․송진태․김일곤․조훈․곽연식(경북대)

PFP9-12 자기 조직화 지도와 계층적 군집화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데이타 군집화 기법

박창범․이동환․이성환(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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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타베이스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문상호 교수(부산외대)/최진오 교수(부산외대)
PSA1-01 이동체 데이타베이스에서 시공간 근접성을 고려한 디클러스터링 정책

홍은석․서영덕․홍봉희(부산대)

PSA1-02 이동체 데이타베이스에서 과거, 현재 및 미래위치 질의를 위한 통합 색인

전희철․안성우(부산대),김진덕(동의대),홍봉희(부산대)

PSA1-03 다차원 색인구조 M-트리에서 노드 색인공간의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분할 알고리즘 임상혁․김유성(인하대)

PSA1-04 위치 기반 질의를 지원하기 위한 셀 레벨링 공간 색인 기법

정연욱․김유성(인하대)

PSA1-05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위한 SQL 기반 질의 언어 설계

신동길․정동원(고려대),이정욱(건국대),백두권(고려대)

PSA1-06 웹에서 캐쉬를 이용한 XML 질의 처리 : 구현 및 성능 평가

박정기․강현철(중앙대)

PSA1-07 VTOC-트리와 비디오 모델링 연산자 오승․김혁만(국민대)

PSA1-08 MDR을 이용한 콘텐츠 메타파일 관리 시스템 설계

유우종․임희영․임정은․백두권(고려대)

PSA1-09 비공유 공간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서 한정된 자원에 적합한 형태로의 공간데이타

처리 기법 유병섭․장용일․이충호․배해영(인하대)

PSA1-10 효율적인 이동 객체의 궤적 색인을 위한 TB-tree 갱신 기법

고주일․김명근․정원일(인하대),김재홍(영동대),배해영(인하대)

PSA1-11 이동체 관리 시스템을 위한 이동체 질의어 설계

이현아․이혜진․김동호․김진석(ETRI)

PSA1-12 초대형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구현 및 성능평가

심성수․김광훈․백수기(경기대)

PSA1-13 XML의 RDF 변환과 저장 및 질의 처리에 관한 연구

김연희(홍익대),김병곤(부천대학),이재호(경인교대),임해철(홍익대)

PSA1-14 DBMS 성능 평가를 위한 자동화된 벤치마크 관리기

심재희․차상균(서울대)

PSA1-15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도구 김정자․강혜경․이기준(부산대)

PSA1-16 기업간 상호운영성을 위한 BSI 엔진의 설계

오동근․이정훈․홍정선․정재우․김광훈(경기대),

최성환․황재각․이용준(ETRI)

PSA1-17 스윔레인 워크플로우 모델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정훈․오동근․유혁재․김형목․김광훈(경기대)

PSA1-18 분산 공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적응적 공간 조인 기법

이재훈․김호석(인하대),이재동(단국대),배해영(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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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1-19 XMI를 이용한 OSD로부터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로의 변환

하얀(경인여자대학)

PSA1-20 MPEG-7과 TV-Anytime기반 방송용 메타데이타 관리시스템

박종현․이민우․이용희․정민옥․강지훈(충남대)

2 . 인 공 지 능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현우석 교수(한국성서대)
PSA2-01 후방향 추론기법을 이용한 시멘틱 추론 시스템 함영경․박영택(숭실대)

PSA2-02 점진적 전방향 추론을 이용한 DQL 검색 인터페이스

김제민․박영택(숭실대)

PSA2-03 시맨틱 웹 기반의 온톨로지와 연계한 사례기반 추론

고은정․김여정․김운․강지훈(충남대)

PSA2-04 온톨로지 기반의 지능형 추천 에이전트 조범수․김재원․노상욱(가톨릭대)

PSA2-05 질의 응답 시스템에서 의미 연관성 참조를 위한 온톨로지의 자동 구축

김혜정․강보영․황선욱․이상조(경북대)

PSA2-06 시멘틱웹 환경에서의 이동 에이전트 기반 자동 정보 공유 시스템

노경신․유영훈․조근식(인하대)

PSA2-07 OWL 온톨로지 합병도구의 설계 및 구현 김재홍․손주찬(ETRI)

PSA2-08 지능형 웹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 관한 연구: 시맨틱 웹 기반의 웹 서비스

마크업 언어 설계 전략들 양진혁․공유근․김지영․정인정(고려대)

PSA2-09 온톨로지 기반의 정보검색 정은경․김영민․변영철․이상준(제주대)

PSA2-10 개인화 에이전트를 이용한 시멘틱 웹서비스 검색 하상범․박영택(숭실대)

PSA2-11 STRIPS 기반의 자동 웹 서비스 Composition

강민구․김제민․박영택(숭실대),박찬규․문진영(ETRI)

PSA2-12 데이타마이닝 기법들을 이용한 (반)자동적인 온톨로지 생성

공유근․양진혁․김지영․이윤수․정인정(고려대)

PSA2-13 온톨로지 연계 추론을 위한 연역 추론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장민수․손주찬(ETRI)

PSA2-14 지능형 에이전트의 환경 적응성 및 확장성에 대한 연구

백혜정․박영택(숭실대)

PSA2-15 Factotum SemNet을 활용한 개념간 개연사슬 발견

양재군(울산대),강인수(포항공대),배재학(울산대),이종혁(포항공대)

PSA2-16 기생체 숙주 이론 기반의 경쟁 공진화 신경망

박정은․박민재․오경환(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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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컴퓨터 구조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이종복 교수(한성대)
PSA3-01 코아 테스트 스케듈링에 관한 연구 최동춘․민형복․김인수(성균관대)

PSA3-02 MPEG-21 기반 디지털 아이템 처리 및 소비 시스템

한희준․김천석․노용만(ICU)

PSA3-03 선형 보간을 이용한 컬러 버스트 동기화 기법 최종필(한국산업기술대)

PSA3-04 M-RPT : 데이타의 주소 간격을 이용한 적극적인 캐시 선인출 방법

전영숙․문현주․전중남․김석일(충북대)

PSA3-05 무선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이동성 기반 협동 프락시 구조

백창현․신승훈․박승규(아주대)

PSA3-06 저전력을 위한 뱅크 선택 메커니즘과 새로운 동작 메커니즘을 이용한 직접사상

캐쉬 및 버퍼 시스템 이종성․이정훈․김신덕(연세대)

PSA3-07 TMO 기반 실시간 이동 정보 생성 시뮬레이터 최재영․김문회(건국대)

PSA3-08 내장형 자바가상기계를 위한 다중 고정크기 메모리 할당 기법

김세영․지정훈․양희재(경성대)

PSA3-09 소규모 내장형 자바가상기계에서 메모리 공간 재사용을 위한 고정 크기 메모리

할당 김성수․양희재(경성대)

PSA3-10 다목적실용위성 2호 코프로세서를 위한 수치연산프로그램 설계

최종욱․천이진․이재승(항공우주연구원)

4 . 프로그래밍 언어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이은정 교수(경기대)
PSA4-01 상황인식 처리를 위한 상황정의 스크립트 언어의 설계

태봉섭․장재우(전북대),김정기․신창민(ETRI)

PSA4-02 가상기계 코드의 커버링 문제 남동근․오세만(동국대)

PSA4-03 내장형 자바 환경에서 Generational GC동작 특성

이종호․이인환(한양대)

PSA4-04 파일 시스템이 지원되지 않는 실시간 운영체제에서의 KVM 설계 및 구현

조희남․양희권(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A4-05 지정 레지스터 수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레지스터 할당

박승진(홍익대),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표창우(홍익대)

PSA4-06 XML Pull Parser를 위한 JFlex 와 BYacc/J의 적용방안

장주현․노희영(강원대)

PSA4-07 자바 클래스 파일 실행 분석기 박상필․고광만(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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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운영체제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백윤흥 교수(서울대)
PSA5-01 내장형 시스템에서의 향상된 가상 메모리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신성룡․허신(한양대)

PSA5-02 Real-Time 시스템에서 abnormal task 자동 검출 방안

정창수(LG전자)

PSA5-03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지움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전승진․공기석․황달연(한국산업기술대)

PSA5-04 실시간 운영체제 iRTOS™ 상에서 KVM 메모리 관리 체계 설계 및 구현

백대현․안희중(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A5-05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효율적인 메시지 큐 제어

류현수․이재규(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A5-06 실시간 운영체제를 위한 태스크 스케줄링의 설계 및 구현

박윤미․김용희(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A5-07 연성 실시간을 보장하는 자바 M:N 쓰레드 맵핑 모델

양영록․손봉기․김명준(충북대)

PSA5-08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효율적인 디버그 정보 관리를 위한 버퍼 설계 및 구현

이재규․류현수․정명조(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A5-09 실시간 운영체제의 모듈화를 위한 그래픽 기반 AOP 프레임워크

박지용․김세화․홍성수(서울대)

PSA5-10 ACSR을 이용한 실시간 운영체제의 Time Partitioning 분석

남기혁․방기석(고려대),권기춘(KAERI),최진영(고려대)

PSA5-11 DVS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기법

이준희․김효승․차호정(연세대)

PSA5-12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쓰레드 기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파치 2.0 웹 서버

의 성능 분석 전흥석․이승원(건국대)

PSA5-13 효율적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현

양희권․조희남(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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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보통신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김동균 교수(경북대)
PSA6-01 BioPlace의 일정관리 이벤트 처리

박희종․문남두․안건태․박양수․이명준(울산대)

PSA6-02 OSGi를 중심으로한 홈 게이트웨이의 표준화 동향 서대영(한국산업기술대)

PSA6-03 하드웨어 Mobile IPv6를 위한 IEEE 802.11b Modem Controller 모듈

의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강건수․류준우․이정태(부산대)

PSA6-04 IEEE-1394 네트웍 기반 분산형 로봇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구조에 관한 연구

윤기중․박재현(인하대),김홍석(생산기술연구원)

PSA6-05 LAN환경에서 유휴시간 예약에 기반한 PC Cluster의 설계

김영균․오길호(금오공대)

PSA6-06 유․무선 통합을 위한 HFC(Hybrid Fiber Coaxial)망 분석

이성구․이병욱․조성호(한양대)

PSA6-07 호스트 라우팅을 이용한 공인 IP 주소 공유 기법

이광희․오명환․최훈(충남대)

PSA6-08 무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협동적 캐슁 프록시 시스템

고덕주․차호정(연세대)

PSA6-09 인터넷 백본망에서 차등화된 QoS 모델링 연구 이미경․공재철(삼성탈레스)

PSA6-10 그리드 환경에서의 사이트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접근 제어 시스템 개발

김법균․황호전(전북대),두길수(서남대),

곽의종․안동언․정성종(전북대),장행진(KISTI)

PSA6-11 SAML을 이용한 그리드 단일 인증 보안 기법

김용철(중앙대),허의남․황준(서울여대),김영찬(중앙대)

PSA6-12 무선 TCP 환경에서 재전송 제어를 통한 저전력 전송기법

김태현․차호정(연세대)

PSA6-13 클러스터 형태의 시스템을 위한 GRID 프로세스 어카운팅 정보 수집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경익․김법균․황호전(전북대),두길수(서남대),

곽의종․안동언․정성종(전북대),장행진(KISTI)

PSA6-14 AODV 기반의 제어 메시지 Overhearing을 통한 다중경로 설정 메커니즘

서돈철․김화성(광운대)

PSA6-15 이동 통신 망에서의 NGcS 모델링 김영제․백두권(고려대)

PSA6-16 ENUM DNS 탐색시간 단축을 위한 계층 2 네임서버 분산방안 연구

박종일․윤미연․신용태(숭실대),최종원(숙명여대),신성우․나정정․김원(KRNIC)

PSA6-17 신뢰성 있는 멀티캐스트 전송을 위한 에러 제어 방법 설계

정세환․박용진(한양대)

PSA6-18 웹서비스를 이용한 원격교육 세션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승섭․박용진(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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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6-19 단말기의 밀집도를 고려한 인접셀 간섭변화의 연구

오형준․김종진․정현진․송하윤․원유헌(홍익대)

PSA6-20 결함허용 모듈재구성 방식을 이용한 SDR 시스템

정용창․윤성재․이병호(한양대)

PSA6-21 모바일 운영체제와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OS-플랫폼 구조

구본준․김기천(건국대)

PSA6-22 CNS(Car Navigation System)에서의 맵매칭 방법에 대한 고찰
정성원(삼성전자)

PSA6-23 Ad-hoc Network에서 Dual-Path와 Local-Repair를 이용한 On-Demand
Routing에 관한 연구 고관옥․송주석(연세대)

PSA6-24 블루투스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제어 시스템
이우중․황우식․김정선(한양대)

PSA6-25 지역내 이동성 지원 향상된 핸드 오프 지원 방안
김응도․김화성(광운대),이상호․김영진(ETRI)

PSA6-26 3PCC를 이용한 도메인 사이의 핸드오프 지원 방안
오재준․김화성(광운대)

PSA6-27 멀티미디어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대역폭 할당 기법
홍정표․김화성(광운대)

PSA6-28 Parlay Web Service를 이용한 VoIP서비스의 구현

정의헌․김화성(광운대),최영일․이병선(ETRI)

PSA6-29 OPNET을 이용한 블루투스를 위한 Koinonia 적응형 계층 시뮬레이터 설계

양만석․홍진표(한국외대),고재진․민수영(전자부품연구원)

PSA6-30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서의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핸드오버 메카니즘

박호진․김화성(광운대),이상호․김영진(ETRI)

PSA6-31 인터넷상에서 실시간과 비 실시간의 동시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Directshow

기반의 다채널 감시 시스템 구조 연구 박용대․노병희(아주대)

PSA6-32 지역 정보 기반의 IPv6 멀티호밍 제공을 위한 확장된 BGP 적용 방안

최다혜․유환석․김상하(충남대)

PSA6-33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AOP을 이용한 환경 특정 코드의 투명한 동적 적응기법

허성민․안진호․김차영․황종선(고려대)

PSA6-34 동적 위상정보를 이용한 P2P 네트워크 설계

구태완․김은규․이성룡(한림대),정연진(춘천정보대),이광모(한림대)

PSA6-35 분산 데이타 통합을 위한 색인기반의 매핑 시스템

설진안․김운용․정계동․최영근(광운대)

PSA6-36 홈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용 HAVi-Jini Bridge 설계 오명환․최훈(충남대)

PSA6-37 무선 Ad-hoc망에서 N-hop 기반의 효율적 Flooding 기법

최종혁․한승진(인하대),오임걸(한서대),이균하(인하대)

PSA6-38 이동성 예측을 이용한 무선 VoIP서비스의 Hand-off 기법

한상범․서혜숙․이근호․황종선(고려대)

PSA6-39 P2P 파일 공유 환경에서 협업시스템 설계

구희관․김운용․정계동․최영근(광운대)



++포 스 터 발 표 토요일

36

PSA6-40 인터넷 스피커의 설계 및 구현 김성수․김경태․이정태(부산대)

PSA6-41 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바일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구현

정선웅․김진일(동의대)

PSA6-42 경량 지니 룩업서비스 구현 장준․오명환․최훈(충남대)

PSA6-43 SyncML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타 충돌 해결 방안

김연수․최훈(충남대)

PSA6-44 CDN에서의 서버 상태 및 응답 시간을 고려한 서버 선택 알고리즘

한상희․김상하(충남대)

7 . 소프트웨어 공학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정문재 교수(광주대)/유문성 교수(상지대)
PSA7-01 소프트웨어의 오류 원인 분석 최규식(건양대)

PSA7-02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기반의 워크플로우 모델링을 위한 ASM 시멘틱 표현

고은정․이상영․유철중․장옥배(전북대)

PSA7-03 요구명세의 테스트 가능성 검토와 측정 방법 서광익․최은만(동국대)

PSA7-04 결함 원인 분석을 통한 코드검증 절차 도입 방안 노지호․이인환(한양대)

PSA7-05 컴포넌트의 테스트가능성 향상을 위한 래퍼 설계와 구현

송호진․최은만(동국대)

PSA7-06 Manual과 Automated 테스트에 대한 사례 연구

장영숙․여기대․이현동(삼성전자)

PSA7-07 다목적실용위성 2호 탑재소프트웨어 개발

강수연․이재승․최종욱․이종인(항공우주연구원)

PSA7-08 SyncCharts를 이용한 UML Statecharts 의미론

이수영․김진현(고려대),이장수(원자력연구소),최진영(고려대)

PSA7-09 패트리 넷을 통한 SOFA/DCUP의 동적 컴포넌트 업데이트에 대한 상호관계 분석

김천호(경희대),정화영(예원예술대),송영재(경희대)

PSA7-10 문맥지표를 사용한 UML 기반 웹 응용의 항해 모델

홍지원․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천(한세대),우치수(서울대)

PSA7-11 NuSMV에서 생성된 반례길이 비교 이태훈․권기현(경기대)

PSA7-12 항해 구조를 이용한 웹 응용의 테스트 방법

이춘우․이은주(서울대),이병정(서울시립대),김희천(한세대),우치수(서울대)

PSA7-13 분산분석에 의한 SPICE 심사의 신뢰성 검증 모델 설계의 사례연구

송기원․박정환․이경환(중앙대)

PSA7-14 인공위성 소프트웨어 타이밍 분석

이종인․최종욱․이재승․강수연(항공우주연구원)

PSA7-15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REIM 데이타 웨어하우스 개발

최성만․유철중․장옥배(전북대),이정열(전북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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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렬처리 시스템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이승구 교수(포항공대)
PSA8-01 클러스터형 VOD 서버에서 장애 복구의 설계 및 구현

이좌형․서동만․방철석․김병길․박총명․정인범(강원대)

PSA8-02 그리드 작업 실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상완․함재균․권오경․이종숙(KISTI)

PSA8-03 Grid에서의 자원 정보 저장 및 할당에 대한 설계 및 구현

유승훈․이태동․진정훈․장재형․임중호․정창성(고려대)

PSA8-04 그리드 기반 분산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성능 평가

장수환․박수연․박주현․방영철․공기석(한국산업기술대)

PSA8-05 클러스터 환경에서의 부하 분산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은지․최민․맹승렬(KAIST)

PSA8-06 프로세스 그룹화를 이용한 집합 I/O 차광호․홍정우․이지수(KISTI)

PSA8-07 그리드 환경에서 사설 IP 클러스터간의 통신을 위한 고성능 중계기법

최시열․박금례․박성용(서강대),권오영(한국기술교육대),박형우(KISTI)

PSA8-08 PtolemyII의 CCS 도메인

황혜정(고려대),김윤정(서울여대),남기혁․김일곤․최진영(고려대)

PSA8-09 CORBA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사용한 범용 클러스터링 시스템

차현철․최정호․김정선(한양대)

PSA8-10 GRID 환경에서의 스케쥴링 알고리즘 성능분석 조정우․김진석(서울시립대)

9. 컴퓨터 이론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정유진 교수(한국외대)
PSA9-01 선형 시간 접미사 배열 생성 알고리즘들의 비교 이성림․박근수(서울대)

PSA9-02 하이퍼주기 압축을 이용한 주기적 실시간 시스템의 확률적 분석 방법의 개선

김강희(서울대)

PSA9-03 정사각형 매칭을 이용한 비손실 이미지 압축 임성진․박근수(서울대)

PSA9-04 Model Accumulation을 이용한 SAT Hard Instance의 해결 방법 연구

장민경․최진영(고려대),곽희환(Synopsys)

PSA9-05 패턴을 이용한 KOSPI200 예측 시스템 이재영․한치근(경희대)

PSA9-06 다수의 QoS 갖는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위한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이윤구․한치근(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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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어정보처리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이상곤 교수(전주대)
PSA10-01 북쪽 가나다 차례를 지원하는 로캘과 활용 프로그램 개발

정일동․김경석(부산대)

PSA10-02 유사계수에 따른 전역적 질의확장 검색 성능 비교 이재윤(연세대)

PSA10-03 정렬기법을 이용한 전문분야 조어단위 대역쌍 추출

오종훈․황금하․최기선(KAIST)

PSA10-04 데이타베이스상의 한글 자모단위 비교를 통한 데이타 정정기법

김대환․백두권(고려대)

PSA10-05 온톨로지 기반 웹 문서 분류

송무희․임수연․민도식․강동진․이상조(경북대)

PSA10-06 한․중 교차언어 검색에서 시소러스를 이용한 질의 확장

김풍․강인수․이종혁(포항공대)

PSA10-07 테이블 객체 모델링을 이용한 웹문서의 제목추출

박세종․윤주형․이승욱․한영석(수원대)

PSA10-08 한글문서 분류용 분야연상어의 추출 알고리즘

김숙영․최창원․이상곤(전주대)

PSA10-09 접미사 패턴을 이용한 온톨로지의 구축방안

임수연․구상옥․송무희․이상조(경북대)

PSA10-10 관계형 데이타 가시화를 위한 XML&XSLT 코드 생성 시스템

강원석(KAIST AITrc),최기선(KAIST)

1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김영준 교수(이화여대)
PSA11-01 멀티플 스트림을 이용한 MPEG-4 컨텐츠의 적응적 스트리밍 기법

차경애․김상욱(경북대)

PSA11-02 인터랙티브 감성 공간 - 유비쿼터스 라이프

박효진․황상웅․안연하․심재원(ICU)

PSA11-03 사용자 프로파일 및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XML 문서 트랜스코딩

정쌍용․손원성․이진상(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연세대)

PSA11-04 다중 웹사이트간 상호 연동을 통한 게시판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태석․신수미(KISTI)

PSA11-05 SMIL 변환을 지원하는 XMT 저작도구

임영순(경북대),김희선(위덕대),이숙영․김상욱(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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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11-06 뉴스 동영상의 앵커 객체 추출을 이용한 앵커 장면 검출

박기태(한양대),황두선(삼성종합기술원),

이종설․이석필(전자부품연구원),문영식(한양대)

PSA11-07 사용자 성향 분석을 통한 광고시스템

송강수(충남대),정해권(소리엔트),이원돈(충남대)

PSA11-08 Topic Map을 이용한 모바일폰 에서의 컨텐츠 탐색 기법 연구

변재성․손원성(연세대),임순범(숙명여대),최윤철(연세대)

PSA11-09 웹 온톨로지 구축에서 시간 관계 표현

정관호․공현장․최준호․박세현․김판구(조선대)

12.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곽노윤 교수(천안대)
PSA12-01 통계적 Correlation을 이용한 다중센서 영상 정합

고진신(삼성탈레스),박영태(경희대)

PSA12-02 표준화된 Edge기반 영상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윤곽선 클래스 설계 및 구현

안기옥․황혜정․채옥삼(경희대)

PSA12-03 지역적 명도대비 특성을 적용한 wavelet을 이용한 화질 평가

안원석․이철희(연세대)

PSA12-04 오프라인 필기체 숫자인식을 위한 특징 비교 및 다수결 투표를 사용한 성능향상

방안 권영일․하진영(강원대)

PSA12-05 특징형상 추출을 위한 영상처리 기법의 연구

구경모․서영욱․박영미․차의영(부산대)

PSA12-06 자동차 정면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번호판 영역 추출 방법

이윤희․김봉수․김경환(서강대)

PSA12-07 로컬영역에서 다중 특징을 이용한 물체인식 최경영(ICU)

PSA12-08 통계적 임계값을 이용한 축구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 검출

한지석․박기태(한양대),이종설․이석필(전자부품연구원),문영식(한양대)

PSA12-09 수직, 수평 성분을 이용한 한국 자동차 번호판 인식

서동훈(충남대),정해권(소리엔트),이원돈(충남대)

PSA12-10 문서 영상의 낱자단위 언어구분 권세광․오일석(전북대)

PSA12-11 이미지 블롭 할당을 이용한 축구 선수 추적

최규형․제창수․서용덕(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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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컴퓨터 그래픽스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이종원 교수(세종대)/이인권 교수(연세대)
PSA13-01 이산 복사조도-곡률을 이용한 자유곡면의 스무딩 김승만․이관행(KJIST)

PSA13-02 스펙트럼을 이용한 해양파 구현

이남경(경북대),김은주(동명정보대),유관우(경북대)

PSA13-03 3D 모델의 에지특성을 이용한 간략화

한태화․민경필(경기대),박구락(공주대),전준철(경기대)

PSA13-04 컨텍스 기반 상호작용을 위한 ubi-UCAM 과 NAVER 인터페이스

이석희․우운택(KJIST)

PSA13-05 다해상도 실루엣 영상을 이용한 인체 장기 모델에 대한 형상 비교

김정식․최수미(세종대)

PSA13-06 의료 통계 분석 및 시각화 시스템 이돈수․최수미(세종대)

PSA13-07 히스토그램 매칭을 이용한 회화적 스트로크 렌더링 기법 연구

용한순․이수연․윤경현(중앙대)

PSA13-08 SVG Animation을 이용한 다중 플랫폼 애니메이션 아바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모양미․유남현․김원중(순천대)

PSA13-09 모바일 3D 엔진 기술 동향 분석 및 제언
권기달․최종화․신동규․신동일(세종대)

PSA13-10 WIPI 기반 3D API 설계 손민우․허원․신동규․신동일(세종대)

14. 전산교육 시스템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김갑수 교수(서울교대)/민미경 교수(서경대)
PSA14-01 학습단계별 웹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최철림(제일모직),정화영(예원예술대),송영재(경희대)

PSA14-02 WBI를 위한 문제추출 컴포넌트 정화영(예원예술대),송영재(경희대)

PSA14-03 SMIL 확장과 멀티미디어 스케줄링을 이용한 원격교육환경 구축

하영미․한현구(한국외대)

PSA14-04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의 변화: SIMS(CS)와 NEIS의 비교

김창용․배재학(울산대)

PSA14-05 웹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정렬 알고리즘 학습 시스템

유광열․정유진(한국외대)

PSA14-06 Java Applet을 이용한 C 프로그램 함수 실행의 시각화

오세광․유광호․하상호(순천향대)

PSA14-07 웹 기반 정보처리 기능사 문제은행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용호․김희철(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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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14-08 교수법 향상을 위한 웹기반 평가의 프로토타입 개발

구정모․한병래․김성식(교원대)

PSA14-09 과학과 모듈식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최미경․강대욱(전남대)

PSA14-10 시멘틱 웹의 e-Learning 적용에 대한 연구

정의석(KERIS),김현철(고려대)

15. 정보보호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김현성 교수(경일대)
PSA15-01 웹 기반 사용자 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최철림(제일모직),정화영(예원예술대),송영재(경희대)

PSA15-02 Hierarchical Mobile IPv6 환경에서 AAA 인증 위임 모델에 관한 연구

송주용․송주석(연세대),김현곤(ETRI)

PSA15-03 속성 인증서 기반의 AAA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정구완․송주석(연세대),유희종․김현곤(ETRI)

PSA15-04 역할기반접근통제를 이용한 연속적 접근통제

신욱․이동익(KJIST),김형천․강정민․이진석(국가보안기술연구소)

PSA15-05 RBAC정책기반의 Rule-DB를 이용한 네트워크 침입차단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명호․육상조․이극(한남대)

PSA15-06 EKCS: 무선환경에서의 암호화 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현창․국윤규․김운용․최영근(광운대)

PSA15-07 네트워크 트래픽의 은닉채널에 관한 연구

손태식․서정우(고려대),서정택(국가보안기술연구소),문종섭(고려대)

PSA15-08 공개키 구조 환경에서 해쉬 알고리즘의 안전성 정도에 상관없는 안전한 디

지털 서명 방식

송성근․윤희용(성균관대),이호재(정보보호진흥원),이형수(전자부품연구원)

PSA15-09 LDU 분해를 이용한 데이타 암호화 기법에 관한 연구

최성진․윤희용(성균관대),최중섭․이강신(정보보호진흥원)

PSA15-10 SSL을 이용한 VPN Model 분석 윤재호․권태경(세종대)

PSA15-11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안전한 S/KEY 일회용 패스워드 인증 스킴
윤은준․류은경․유기영(경북대)

PSA15-12 보안을 위한 무아레 무늬의 키 생성 기법 강혁․최진영(고려대)

PSA15-13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안 대책의 생성
박준형․방영환․이강수(한남대),남기효(프롬투정보통신)

PSA15-14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자 인증에 관한 연구
정종일․유석환․차무홍․신동규․신동일(세종대)

PSA15-15 역할기반 접근통제에서의 부분역할을 이용한 권한위임 기법

전진우․전준철․유기영(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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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15-16 웹서비스 보안을 위한 XML 기반 정보 보호 기술 연구

박병철․성백호․차무홍․신동일․신동규(세종대)

PSA15-17 XML을 이용한 그룹 키 관리 기법 설계 이영경․장성렬․이경현(부경대)

PSA15-18 검증자 기반의 Three-Party 키 교환 프로토콜

김해문․최영근․김순자(경북대)

PSA15-19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한 데이타의 은닉에 의한 인증 기법

강석․아오끼 요시나오(일본북해도대학),김용기(충북대)

PSA15-20 효율적인 E-메일 바이러스 차단 기법

장혜영․남강운․최종천․조성제․우진운(단국대)

16. 바이오정보기술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0:00-11:30 좌장 : 한준희 교수(포항공대)/조성배 교수(연세대)
PSA16-01 온톨로지를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개념화

최재훈․박선희(ETRI)

PSA16-02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항해를 위한 시스템 최재훈․박선희(ETRI)

PSA16-03 대용량 단백질 상호관계의 시각화를 위한 기능기반 추상화 방법

김대희․최재훈․정재영․박선희(ETRI)

PSA16-04 예측된 RNA 이차 서열 구조의 그룹핑 및 시각화

손현일․정유진(한국외대)

PSA16-05 단백질 구조 정보 분석을 위한 바이오 온톨로지

남덕우․예형석․진훈․김인철(경기대)

PSA16-06 HMM을 이용한 단백질 β-barrel 막횡단 부위 예측

안창신․유성준(세종대),박현석(이화여대)

PSA16-07 3D 에지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비교

박성희․박수준․이성훈․박선희(ETRI)

PSA16-08 생물학 관련 문헌으로부터 상호작용 정보 자동 추출

정의헌(세종대),김민경․박현석(이화여대)

PSA16-09 이차구조요소 기반의 부분구조 검색을 위한 단백질 구조 비교 시스템

김진홍․안건태․변상희(울산대),이수현(창원대),이명준(울산대)

PSA16-10 핵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경향성을 발견하기 위한 알고리즘

한남식․한경숙(인하대)

PSA16-11 SVM과 HMM을 이용한 α-Helix 막횡단 단백질 예측

송철환․유성준(세종대),김민경(이화여대),설영주(세종대)

PSA16-12 공통서열 추출을 통한 전사인자 결합부위 예측

임명은․심정섭․정명근․박선희(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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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타베이스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이동호 박사(삼성전자)
PSP1-01 효율적인 순차 패턴 갱신 알고리즘 김학자․김형근․황환규(강원대)

PSP1-02 ebXML기반 물류협업정보 등록저장소 설계 및 구현

주민석․류근호(충북대),이용준(ETRI)

PSP1-03 이산적으로 변화하는 시공간 객체의 이력 관리를 위한 다중 버전 색인의 설계

이양구․이응재․류근호(충북대)

PSP1-04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타 분산 기법 이순미․박혜숙(경인여자대학)

PSP1-05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 XQuery 질의 처리기를 이용한 EDI 구축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지선․홍의경(서울시립대)

PSP1-06 컴포넌트 기반 WAP 응용 자동 생성기의 구현

고민정․강이지․이성혜․박은희․음두헌(덕성여대)

PSP1-07 XML Hub System기반의 DIIS 설계 문석재․정계동․최영근(광운대)

PSP1-08 OLAP에서 다차원 파일구조를 사용한 큐브 생성 방법

김학경․김진호․노희영(강원대)

PSP1-09 GML을 적용한 이동체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혜진․이현아․김동호․김진석(ETRI)

PSP1-10 저장과 색인의 효율성을 고려한 정적 테이블 기반의 XML 문서 저장 시스템 설계

홍석건․김정희․곽호영(제주대)

PSP1-11 바다-II에서 조기 프로젝션의 설계와 구현 김정아․박영철(경북대)

PSP1-12 4차원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위상 변화 연산자 설계

전성우․지정희․김상호․류근호(충북대)

PSP1-13 유비쿼터스 상거래 환경에서의 컨텍스트 기반 추천 서비스

최남규․Van-Trang-Nguyen․차효성․구미숙․황정희․류근호(충북대)

PSP1-14 상용 DBMS 제품의 데이터 복제 기술을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이동 시스템

양진영․장혜정․송은정․김영곤․윤명상(KT)

PSP1-15 XML 문서를 위한 인덱스 기반의 명세/속성 기반 접근 제어

최남규․Van-Trang-Nguyen․차효성․구미숙․황정희․류근호(충북대)

PSP1-16 분산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색인 구성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색인

전송기법 박상근․김호석(인하대),이재동(단국대),배해영(인하대)

PSP1-17 위치정보 관리 시스템을 위한 분산 위치 저장 컴포넌트

장유정․윤재관․한기준(건국대)

PSP1-18 이중 S박스를 이용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박미옥․최연희․강정호․전문석(숭실대)

PSP1-19 인터넷기반 원격진료시스템에서의 가족간 정보공유를 위한 의료컨텐츠의 분산처리

박길철․김석수(한남대)

PSP1-20 웹 기반 데이타웨어하우스 질의 도구의 구현 박유림(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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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윤희병 교수(국방대)
PSP2-01 확률 분포의 2차 거리 측정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이용진․최승진(포항공대)

PSP2-02 패턴생성을 통한 인터넷 문서의 한글-영문용어 추출

강재호(동아대),김종성․류광렬(부산대)

PSP2-03 개념 기반 키워드 정보를 이용한 웹 문서의 자동 분류

박사준․김기태(중앙대)

PSP2-04 가중치가 부여된 연관 규칙을 이용한 문서 분류

김흥남․이기성․조근식(인하대)

PSP2-05 인트라넷 부하 평준화를 위한 분산 검색엔진 설계

고윤석․윤희병(국방대)

PSP2-06 용어 가중치 재 산정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황선욱․김혜정․손기준․이상조(경북대)

PSP2-07 웹페이지에서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 인식을 위한 확률 모델

정창후․이민호․주원균(KISTI),맹성현(ICU)

PSP2-08 계층적 개념 트리를 이용한 문서 분할 기법

이병희․최익규․박승규․김민구(아주대)

PSP2-09 문서간의 유사도를 이용한 개선된 PageRank 알고리즘

이경희․김민구․박승규(아주대)

PSP2-10 멀티모델 기반의 개인화된 메일 필터링 시스템

박유나․장환․이복주(단국대)

PSP2-11 수량적 속성과 시계열 분석에 의한 연관규칙 탐사

양신모․정광호․김진수․최성용․이정현(인하대)

PSP2-12 차수 제약 걸침 나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리 표현법

석상문․안병하(KJIST)

PSP2-13 생체 신호의 특징 추출 및 SVM을 이용한 분류

김만선(표준과학연구원)․이상용(공주대)

PSP2-14 사용자와 아이템의 혼합 협력적 필터링에서 NaЇve Bayesian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천 방법 김용집․정경용․한승진․고종철․이정현(인하대)

PSP2-15 Boolean Analyzer를 이용한 역 연관규칙의 발견

이종인․박상호․강윤희․박선․이주홍(인하대)

PSP2-16 점진적 앙상블 SVM을 이용한 고객 분류 시스템

박상호․이종인․박선․강윤희․이주홍(인하대)

PSP2-17 지역적 k값을 사용한 k-Nearest Neighbor Classifier

이상훈․오경환(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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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운영체제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김명호 교수(숭실대)
PSP3-01 방카슈랑스를 위한 B2B환경에서 메시지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선희․윤심․나영진(삼성SDS)

PSP3-02 e-Logistics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방안에 대한 설계 및 구현

황재각(ETRI),류근호(충북대)

PSP3-03 이벤트 기반 다중 쓰레드에 의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연구

이규남․나인호(군산대)

PSP3-04 MVC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웹 기반의 시스템 관리 도구의 설계 및 구현

김지연․안창원(ETRI)

PSP3-05 멀티미디어 파일 시스템을 위한 회복 기법의 설계 및 구현

김영철․김홍연․김병섭․원종호․이미영(ETRI)

PSP3-06 혼합 예측에 기반한 프로세서의 동적 전압 변경 기법

최진욱․최석원․차호정(연세대)

PSP3-07 DVD Player용 실시간 운영체제 설계 및 구현

안희중․백대현(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P3-08 WDM을 이용한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정재기․이상욱․김일곤(경북대)

PSP3-09 레디언스 엔진을 위한 CORBA 기반 클러스터링 시스템

최정호․차현철․김정선(한양대)

PSP3-10 SenOS : 동적 센서 노드 재구성을 위한 상태 기반 운영 체제 구조

홍성수(서울대),김태형(한양대),한승현․박선희(서울대)

PSP3-11 웹 캐싱을 위한 개선된 교체 정책 알고리즘 김현섭․홍영식(동국대)

PSP3-12 휴대 기기에서의 SDR(Software Defined Radio)을 위한 운영체제

구조와 재구성 기법 송인준․김영필․유혁(고려대)

PSP3-13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계측장비 제어에 관한 연구

서정훈․정경호․안광선(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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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통신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이영석 교수(충남대)
PSP4-01 FFT 알고리즘을 이용한 장비 예지보전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

박성규․심민석․이현영․이명재(울산대)

PSP4-02 NSIS WG의 RSVPv2와 Mobility 박효준․김기천(건국대)

PSP4-03 블루투스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설계
박승성․김종원․이경일․권순량(동명정보대)

PSP4-04 모바일 기기를 위한 자바가상머신 설계
유용선(충남대),성영락(국민대),이철훈(충남대)

PSP4-05 네트워크 장비 성능 시험 방법 및 체계
유기성(KISTI),김복순․조기환(전북대)

PSP4-06 무선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체 경로를 이용한 데이타 손실 감소 기법

이상림․김인숙․김문정․엄영익(성균관대)

PSP4-07 휴대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새로운 모바일 게임포털의 가능성

류호석(숭실대),김진욱(경북대),양승민(숭실대)

PSP4-08 WIPI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정보가전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왕룡․김경태․이정태(부산대)

PSP4-09 Caller-ID를 활용한 SOHO용 In&OutBound CTI 모듈 설계 및 구현
박찬일․박주호․문승진(수원대)

PSP4-10 무선 식별 태그 기반의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 오세원․이용준(ETRI)

PSP4-11 화상 URI 표준화를 위한 네임스페이스 구성에 관한 연구
최지원․김기천(건국대)

PSP4-12 저궤도 위성용 탑재소프트웨어의 검증시험 환경 구축
이재승․최종욱․강수연․이종인(항공우주연구원)

PSP4-13 필드 장치 인터페이스 단일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DCP 프로토콜 연구

이영준․조인휘(한양대)

PSP4-14 Mobile Ad Hoc 네트워크에서 다중경로 라우팅 정태환․안순신(고려대)

PSP4-15 IPv6-IPv4 프로토콜 변환기의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이경렬․공인엽․이중렬․이정태(부산대)

PSP4-16 어휘의 공리화를 이용한 Web Ontology 추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하영국․손주찬․함호상(ETRI)

PSP4-17 효율적인 IP 페이징을 위한 연구 장인동․이승윤․박기식(ETRI)

PSP4-18 The Smart Router를 이용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박문화․홍은경(성신여대)

PSP4-19 미들웨어 프레임웍에 기반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김준형․모상덕․정광수(광운대),민수영․고재진(전자부품연구원)

PSP4-20 Ad-Hoc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 Routing 프로토콜

김민정․김기천․성연주(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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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4-2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환경에 적용되는 무선 기술 이승종․김기천(건국대)

PSP4-22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서의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동향

김기범․김기천(건국대)

PSP4-23 DNS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한 화상인식 URI 구조

강현식․김기천(건국대)

PSP4-24 계층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중첩된 이동네트워크에서의 경로최적화 프로토콜 설계

이동근․김기천(건국대)

PSP4-25 웹의 검색 성향을 고려한 웹 방송정보 재구성 기법

김원철․황인준(아주대)

PSP4-26 전자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김한수․황인준(아주대)

PSP4-27 VoiceNews: XSL을 이용한 웹 컨텐츠 변환기법

김원철․황인준(아주대)

PSP4-28 IETF규격을 만족하는 3GPP네트워크에서의 IPv6주소 적용 방법

유재필․김기천(건국대)

PSP4-29 Ad-hoc 무선 망에서 directional antennas를 사용한 새로운 MAC protocol

정용재․정지웅․김종권(서울대)

PSP4-30 Diameter 프로토콜에서의 실시간 Accounting 기법

박건영․김기천(건국대)

PSP4-31 모바일 지리 정보 시스템의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이은규․오병우․김미정․장병태(ETRI)

PSP4-32 Ad hoc 망에서 경로 설정 시 균형적인 전력 사용 방안

진병재․김기천(건국대)

PSP4-33 무선 셀룰러 시스템에서 규칙적인 이동 패턴을 이용한 프로파일 기반 그룹

위치 관리 박중하․공기식․송의성․황종선(고려대)

PSP4-34 원격 프로세스 프록시를 이용한 실용적 워크플로우 상호운용 모델

권헌걸․이성독․한동수(ICU),서범수(ETRI)

PSP4-35 Geographic Ad hoc 라우팅을 위한 두 단계 위치 발견 알고리즘

길홍렬․김종권(서울대)

PSP4-36 무선 Ad-hoc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우선순위 기반 소스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

천대홍․김인숙․김문정․엄영익(성균관대)

PSP4-37 고성능 IPv6-IPv4 프로토콜 변환기의 구현에 관한 연구

공인엽․이중렬․이경렬․이정태(부산대)

PSP4-38 IPv6-IPv4 프로토콜 변환기를 위한 ALG 모듈의 H/W 설계 및 구현

이중렬․공인엽․이경렬․이정태(부산대)

PSP4-39 Push 기반 이벤트 알림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영태․민덕기(건국대)

PSP4-40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반 분산/병렬 컴퓨팅의 작업 할당 전략

정재홍․김수자․박복자․송은하․정영식(원광대)

PSP4-41 Mobile IPv6용 IPSec Core Module의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신민철․류준우․김경태․공인엽․이정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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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4-42 DDoS 공격 대응과정에서의 능동 라우터 성능평가

권영호․김영민․문경신․안상현(서울시립대),한민호․나중찬(ETRI)

PSP4-43 PDA용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성 방안

조원선(QCI),장우혁․한동수(ICU),김중배(ETRI)

PSP4-44 인터넷 기반 병렬 컴퓨팅에서 중간 관리자의 구성과 결함 포용 기법

김홍수․강인성․최성진(고려대),황일선(KISTI),황종선․유헌창(고려대)

PSP4-45 P2P 환경을 위한 확장성있는 멀티소스 미디어스트리밍

소양선․최창열(강원대)

PSP4-46 XML기반 e-business framework를 위한 통합접근관리 연구

성백호․정종일․유석환․신동규․신동일(세종대)

PSP4-47 Sitemarking: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북마크 및 추천기법

신소연․황인준(아주대)

PSP4-48 IEEE1394로 구성된 Storage Area Network(SAN)의 성능평가

황규진․조율제․김선일(홍익대)

PSP4-49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에 기반한 네트워크 스위치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김지현․김준우․강경태․이원석․신현식(서울대)

PSP4-50 핸드폰 기반 지니 서비스 오길원․정갑주(건국대)

PSP4-51 높은 정도의 재설성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도구의 지원

강우철․윤희철․김가규․이형석․김선자(ETRI)

PSP4-52 Pocket PC 환경에서의 원격 감시기의 설계 및 구현

신원․김태완․장천현(건국대)

PSP4-53 공평성 향상을 위한 TSW Tagging 알고리즘

김성용․김영주․이기현(명지대)

PSP4-54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홈 네트워크에서 미들웨어 프레임웍의 설계 및 구현

공광일․모상덕․정광수(광운대),민수영․고재진(전자부품연구원)

PSP4-55 RISC와 DSP의 듀얼 프로세서에서의 효율적인 비디오 신호 처리 방법

김범호․마평수(ETRI)

PSP4-56 개인 정보 네트워크에서의 권한 정보 공유를 위한 동적 디바이스 관리 기법

장경아․이병래(삼성전자)

PSP4-57 DRM 호환성 모델에서의 컨텐츠 이용 기법 이병래․장경아(삼성전자)

PSP4-58 차세대 위성전자전산시스템 개발검증장비 설계

이재승․박희성․박성우․최종욱․권기호(항공우주연구원)

PSP4-59 유무선 망에서의 신뢰적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권영호․안상현(서울시립대)

PSP4-60 SNMP 통신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버 망관리 시스템 구현

김여원․양순열․유승화(아주대)

PSP4-61 유무선 동시지원 게임 서버의 구현 및 성능분석

김용빈․신동규․신동일(세종대)

PSP4-62 스트리밍 서버의 고장탐지 기법에 대한 성능 분석

전성규․차호정(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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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4-63 무선 Ad-hoc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전력소비를 위한 브로드캐스트 알고리즘

박나리․이상규(숙명여대)

PSP4-64 MIPv6 환경에서 VoIP 서비스를 위한 통합 보안 메커니즘 제시와 요구사항

분석 서종운․안태선․김지수․강현국(고려대)

PSP4-65 무선 Ad-hoc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활동시간 증가를 위한 Broadcast 트리

설계 진태금․이상규(숙명여대)

PSP4-66 확장 블록 기반의 장비 프로세스 제어 연구

심민석․유대승․박성규․김종환․이명재(울산대)

PSP4-67 CMIML 생성을 위한 VI Wizard의 설계 및 구현

유대승․심민석․박성규․김종환․이명재(울산대)

PSP4-68 표준 주소 검색을 위한 주소 보정 시스템 구현 이상윤․박병준(광운대)

5 . 소프트웨어 공학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김영덕 교수(우송대)/정화영 교수(예원예술대)
PSP5-01 스크립트 기반의 컨텐츠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신용민․김병기(전남대)

PSP5-02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의 초기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

류연호․백두권(고려대)

PSP5-03 e-Logistics 지원을 위한 물류정보 중개시스템의 설계

윤경현․김정수․서상구(광운대)

PSP5-04 도메인 산출물의 효과적인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도메인 Asset 저장소 개발

조정희․염근혁(부산대)

PSP5-05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측정을 위한 품질 특성 연구

오광근․김태환․문전일․임계영(LG산전연구소),김진태․박수용(서강대)

PSP5-06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발주기 및 테스트 영역 최현미․최병주(이화여대)

PSP5-07 품질 모델을 이용한 비기능적 요구사항 추출 방안 이은미․박수용(서강대)

PSP5-08 모바일 환경용 Java 컨피규레이션 API 구현 및 테스트

전준근․김현수(충남대)

PSP5-09 WBIS를 이용한 건설공사현황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남곤․강의석․서명배(건설기술연구원)

PSP5-10 Bottom up 기반의 ITA 구축 사례 연구

김선욱․박진수․이인숙․김성렬․김영곤(KT)

PSP5-11 Visio를 이용한 워크플로우 툴 윤혜정․이민수(이화여대)

PSP5-12 CORBA를 이용한 멀티스레드 분산 시뮬레이션 환경

강원석(KAIST AITrc),김기형(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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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렬처리 시스템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정영식 교수(원광대)/허정호 교수(동국대)
PSP6-01 주기적 추진(Periodic Boost)의 바쁜 대기를 줄이기 위한 휴리스틱

정다운․유정록․맹승렬․이준원(KAIST)

PSP6-02 리눅스 클러스터의 병렬 MPI 프로그램을 위한 동시 스케줄링 기법

정평재․조현웅․이윤석(한국외대)

PSP6-03 MPICH-G2 상에서 안전한 송수신을 위한 확장 구조

박금례․최시열․박성용(서강대),권오영(한국기술교대),박형우(KSITI)

PSP6-04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성능 계량 모델 및 자원

선택 알고리즘 제안 이준돈․정윤미․길아라(숭실대),윤현주(KAIST)

PSP6-05 그리드 컴퓨팅 최악 대기시간 개선을 위한 이중 큐 작업 선택 기법

남궁미정․박기진(안양대)

PSP6-06 모듈 기반 적응형 그리드 환경 개발 이종만․권성주․최재영(숭실대)

PSP6-07 다양한 부하상황에서의 HW L4스위치와 SW L4 스위치의 성능 비교

임유진․최은미(한동대)

PSP6-08 OpenMP 프로그램을 위한 경합탐지 도구의 분석

김영주․강문혜․전용기(경상대)

PSP6-09 분산 시스템 구성관리를 위한 XML 매핑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윤태웅․민덕기(건국대)

PSP6-10 분산 환경을 위한 이벤트 채널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안형근․한영태․민덕기(건국대)

7.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백성욱 교수(세종대)
PSP7-01 모바일 장치를 위한 비디오 인코더 설계 한상범․정진환․유혁(고려대)

PSP7-02 휴대 전화를 위한 웨이블릿 기반의 비디오/오디오 플레이어

정진환․한상범․류은석․유혁(고려대),김일진(해군사관학교)

PSP7-03 PDA기반 네트웍 바둑 게임의 유저 인터페이스 연구

성재경․김용국(세종대)

PSP7-04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 化身話를 이용한 통신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검

토 장혜련․아오키 요시나오(일본북해도대학),김상운(명지대)

PSP7-05 PDA를 위한 적응적 MPEG-4 컨텐츠 저작

이숙영․차경애․김상욱(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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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7-06 효과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강좌 관리시스템의 설계

안건태․정혜영․황의윤․이명준(울산대)

PSP7-07 MOUSAI: 공간공유 다중 사용자를 고려한 음악추천 시스템

안연하․한승현․이만재(ICU)

PSP7-08 인공생명의 창발성을 응용한 미적 표현연구 성창경(연세대)

8.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김진용 교수(혜천대학)
PSP8-01 CT 영상에서 치아와 턱의 3차원 모델 생성을 위한 contour 기반 알고리즘

최원준․채옥삼(경희대)

PSP8-02 물고기에 의한 실시간 음악 생성기 장선연․이만재(ICU)

PSP8-03 VMS에서의 줌 렌즈 캘리브레이션

최기원․이호준․한광수․최준수(국민대)

PSP8-04 윈도우 플레이어 제어를 위한 에지 방향성 히스토그램 손 형상 인식

김종민․이칠우(전남대)

PSP8-05 게임을 위한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 박혜선․강현(경북대)

정기철(숭실대),김은이(건국대),박민호․김항준(경북대)

PSP8-06 마스크 방식의 관심 영역 부호 설계와 구현

이제명․이호석․홍성수․김수희(호서대)

PSP8-07 배 결점 판별기 설계에 관한 연구 이형구(산업기술대)

PSP8-08 Dynamic Time Warping을 이용한 자기파형 인식

배윤지․김황수(경북대)

PSP8-09 위성사진을 위한 코릴레이션을 이용한 그림자영역의 추출 알고리듬

이충호(한밭대),이광재․서두천․김용승(항공우주연구원)

PSP8-10 복부 CT영상을 이용한 비정상 간의 세그멘테이션 기법

성원․박종원(충남대)

PSP8-11 MPEG-7 내용기반 MEMC 김원화․이일병(연세대)

PSP8-12 리본스네이크와 원형템플릿을 이용한 관상동맥혈관 추출

이중재․박성호․김계영․최형일(숭실대)

PSP8-13 영상 스펙트럼 처리를 이용한 위성 탐색사진에서의 형상 판별 특성 연구

심성기․차홍준(강원대)

PSP8-14 FPD를 위한 AMBA기반의 콘트라스트 컨트롤러 설계 및 구현

김석후․홍재인․조화현․최명렬(한양대)

PSP8-15 녹-청 띠 패턴을 이용한 단일이미지로부터의 거리영상획득

제창수․최규형․이상욱(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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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컴퓨터 그래픽스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이제희 교수(서울대)/최정주 교수(아주대)
PSP9-01 쿼드트리 기반의 지형렌더링에서 효율적인 CLOD기법

최이규․신병석(인하대)

PSP9-02 지형렌더링 품질향상을 위한 기하모핑 크랙 제거 기법

주진천․김상희(국방과학연구소)

PSP9-03 고속 블록 정합을 위한 납작한 육각패턴 기반 탐색 알고리즘

남현우․위영철․김하진(아주대)

PSP9-04 외곽선으로부터 3차원 기하모델을 생성하는 효율적인 삼각형화 알고리즘

노성․신병석(인하대)

PSP9-05 PC 기반의 물리엔진의 구현

허원․최종화․손민우․신동규․신동일(세종대)

PSP9-06 3D 그래픽 게임에서 모션블러 효과 개발을 위한 연구

최학현․이명학․김정희(게임솔루션)

PSP9-07 절차적 텍스쳐 제작을 위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시스템

강재구․조청운․홍현기(중앙대)

PSP9-08 형태유지 스프링을 이용한 cavity 객체의 안정적 형태 변형

최유주․김명희(이화여대)

PSP9-09 템플릿 구축을 통한 의료영상 기능이상부위 추출 가시화

김민정․최유주․김명희(이화여대)

10. 정보보호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유기영 교수(경북대)
PSP10-01 보안성을 고려한 분산된 OCSP 서버 구축 제안

고훈(대진대),김대원(숭실대),장의진(디지캡스),신용태(숭실대)

PSP10-02 Bloom Filter를 이용한 악성 코드 탐지 방안

이상훈․허환조․김효곤․최린(고려대)

PSP10-03 보안과 레지스트리 감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시스템

황기태․주희경․고진수․김남윤(한성대)

PSP10-04 하다마드 변환을 이용한 워터마킹 기법

오휘빈․김기영․박성현․이상범(단국대)

PSP10-05 기업 내부 보안 시스템에서 보안성 개선 방안 유진근․박근수(서울대)

PSP10-06 정보보호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통한 SSL의 구현

신용녀․이동근․신종회(정보보호진흥원)



++포 스 터 발 표 토요일

53

PSP10-07 신뢰할 수 없는 DRM 클라이언트 시스템 하에서 키 보호를 위한 Secure

Storage Device에 관한 연구

이기정․박성호․조인석․진광범․권태경(세종대)

PSP10-08 트래픽 감지 기법을 통한 라우터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 방지 기법

이호균․김정녀(ETRI)

PSP10-09 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한 스팸메일 탐지 방안

서정우․손태식(고려대),서정택(국가보안기술연구소),문종섭(고려대)

PSP10-10 Wavelet을 이용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전신설․김인식․김정규(인천대)

PSP10-11 보안모델 및 정형검증 도구 개발

김일곤․최진영(고려대),강인혜(서울시립대),

강필용․이완석(정보보호진흥원),Dmitry P Zegzhda(Golden Star)

PSP10-12 XML 문서를 위한 효율적인 미세 접근 제어 시스템

이승현․이헌길․강정모(강원대)

PSP10-13 축약 서명 기반의 효율적인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현철․이광형․백주호․오해석(숭실대)

PSP10-14 운영체제 보안을 위한 보안 커널 설계에 요구되는 보안솔루션

김성훈․오병균(목포대)

PSP10-15 DRM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유통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준옥․강민섭(안양대),구윤서(에니텍)

PSP10-16 효율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보안 정책 서버 분석 및 설계

최병선․이성현․이권구․이재광(한남대)

PSP10-17 SSL을 이용한 암호 및 인증 서버/클라이언트의 구현

박영민․강민섭(안양대)

PSP10-18 리눅스 시스템 보호를 위한 파일 접근 제어 모듈의 설계

박성제․김형식(충남대)

PSP10-19 분산된 로그 정보의 실시간 암호화 백업모델을 통한 법적 신빙성 획득에 관

한 연구 박종성․문종섭․손태식(고려대)

PSP10-20 보안 운영체계를 위한 메커니즘 및 구조

이준원․김현아․심영철(홍익대),장인숙(국가보안기술연구소)

PSP10-21 보안 운영체계의 개발 과정 중 보안성 검증방법

강호석․김남창․심영철(홍익대),이진석․장인숙(국가보안기술연구소)

PSP10-22 웹 서비스 환경에서 작동하는 SOAP 메시지 접근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계

박수진․김운용․최영근(광운대)

PSP10-23 컴퓨터 포렌식스 관점에서 파일 지스러기 영역의 활용방법 연구

이석봉․박준형․김민수․노봉남(전남대)

PSP10-24 호스트의 연결요청과 서버의 트래픽 변화율간 관계를 이용한 DoS 공격 분석

김가을․고광선․엄영익(성균관대)

PSP10-25 보안성 정형화 설계 및 검증 기술에 관한 연구

전철욱․김일곤․최진영(고려대),강인혜(서울시립대),

강필용․이완석(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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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10-26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관리시스템 설계 강연희․방영환․이강수(한남대)

PSP10-27 시스템 단위의 정량적 위험분석 도구 개발

박현우․방영환․이강수(한남대)

PSP10-28 Edit Distance를 이용한 오용탐지 시스템의 침입유형 판별

구자민․조성배(연세대)

PSP10-29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한은섭․김명호(숭실대)

PSP10-30 보안운영체제의 검증을 위한 정형기법 및 도구에 관한 연구

조지호․이동익(KJIST),김형천․강정민․이진석(국가보안기술연구소)

PSP10-31 SSL 컴포넌트의 설계 및 구현

조은애․김영갑․문창주(고려대),박대하(STI),백두권(고려대)

PSP10-32 SEED Coprocessor의 설계 및 구현 김용범․최홍묵․최명렬(한양대)

PSP10-33 정책 기반의 보안 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박은영․김성운(ETRI)

PSP10-34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패치 자동관리시스템

서정택․윤주범․최대식․박응기(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서정우․손태식․문종섭(고려대)

PSP10-35 IT 시스템 개발현장실사 절차에 관한 연구

김태훈․김재성(KISA)․김행곤(대구가톨릭대)

PSP10-36 해쉬함수를 이용한 침입탐지 시스템의 보호기법

손재민․김현성․부기동(경일대)

11. 바이오정보기술
2003년 10월 25일(토)

새천년관 지하광장

14:00-15:30 좌장 : 임해창 교수(고려대)/조광현 교수(울산대)
PSP11-01 생화학 시스템의 동적 모델링을 위한 S-tree 기반의 진화연산

조동연․장병탁(서울대)

PSP11-02 RNA의 이차 구조 요소 및 삼차 구조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PDB 구조 데

이타 마이닝 임대호․한경숙(인하대)

PSP11-03 BioPlace 안건태․김진홍․신원준․박희종․이명준(울산대)

PSP11-04 KPDBViewer : Java3D를 이용한 PDB 뷰어 개발

변상희․김진홍․문남두․이명준(울산대)

PSP11-05 CDA 문서를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 저장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박수진․김일곤․조훈․곽연식(경북대)

PSP11-06 DNA 컴퓨팅에서의 앱타머 구조 변환 활용 방안 김수동․장병탁(서울대)

PSP11-07 PubMed 미러링 시스템, PubMedIF의 개발 이유진․차재혁(한양대)

PSP11-08 한국인 유전체역학 정보 DB 설계 및 구축

양은주․박용철․고인송․오범석․김규찬(국립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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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11-09 효율적인 복수서열정렬 최적화기법 및 서열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황재준․김동회․엄상용․김진(한림대)

PSP11-10바이오인포매틱스 도구 통합을 위한 워크플로우 기반의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손봉기․이건명․황경순․김영창(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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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웹상에서, http://www.kiss.or.kr)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2003년 10월 20일(월)까지
현장등록

2003년 10월 24일, 25일
정회원 45,000원 55,000원
학생회원 30,000원 35,000원
비회원 70,000원

*** 안내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이 제공됩니다(논문집 구입은 별도 신청).
2. 현장에서 사전등록자의 논문집 추가구입은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3. 간친회(방켓) 등록비 10,000원

논문집
구 분 분 야

[I권] 병렬처리시스템․운영체제․인공지능․전산교육시스템․정보보호․컴퓨터 구조․
컴퓨터이론․프로그래밍 언어․한국어정보처리

[II권] 데이타베이스․바이오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컴
퓨터 그래픽스․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I권] 정보통신

*** 안내
1. 학술대회 사전등록시 권당 8,000원, 현장등록시 권당 10,000원
2. 학술대회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구입 가능하며, 사전등록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논문집 복수신청 및 현장에서 추가구입 불가)

3. 현장등록시 논문지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2003년 10월 16일(목)까지

현장등록
* 2003년 10월 24일(금)

학술대회 참가
예비등록시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학술대회
참가등록시

학술대회 참가
미등록시

정회원
(비회포함) 50,000원 80,000원 60,000원 100,000원

학생회원 25,000원 40,000원 30,000원 50,000원

*** 안내
1. 위 참가비는 1개 강좌에 해당합니다.

2) 연락처
학회사무국 : T.02-588-9246,7  F.02-521-1352

     E-mail:kiss@kiss.or.kr
     Http://www.ki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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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 시내교통
- 지하철 2호선 (2번 출구), 지하철 7호선 (3번 출구)

- 좌석버스 (567번 건대역 하차)

- 버스 (567, 567-1, 65, 56, 59번 건대역 하차)

■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
- 강남 터미널에서 지하철 7호선 이용

- 동서울 터미널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2 정거장

■ 승용차
* 교내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 주차비 유료 - 참가자 부담

* 경부고속도로 :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올림픽 대로를 이용 영동대교를 건너

직진하다가 지하철 2호선 방향으로 우회전한다. 큰 사거리를 하나 지나면

건국대학교 상허문이 왼쪽에 있고 좌회전하면 됨.

* 중부고속도로 : 상일,하일 또는 서하남에서 나와 올림픽 대교를 건너 직진하면

오른편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맞은 편에 건국대학교 정문이 있음. 좌회전.

■ 호텔 예약 안내

호텔 인원수 가격 예약처 위치 및 교통

프리마 호텔 2인 140,000 (02)6006-9201～4
지하철 청담역 (2정거장) 도보
6분거리, 택시 15분 거리

크로바호텔 2인 90,000 (02)546-1411～6
지하철 청담역 (2정거장) 도보
10분거리, 택시 15분 거리

호텔동서울 2인 60,000 (02)455-1100
지하철 강변역 (2정거장) 2분거리,
동서울 터미널 인접

잠실관광호텔 2인 60,000 (02)421-2761～9
지하철 2호선 신천역 (5정거장),
5분거리

아비숑호텔
2인 60,000

(02)552-1425～7 지하철 2호선 (9정거장) 200m
3인 70,000

올림픽 파크텔 1인 22,000(회원) (02)421-2111 버스 2정거장 + 지하철 3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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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발표(I) 2003년 10월 25일(토) 09:30-12:30

no 세션명
발표
편수

발표장 좌 장

1 정보통신 : 네트워크 성능/응용 8 사회과학관 203호 나인호 교수(군산대)

2 정보통신 : 멀티캐스트/관리/이동성 8 사회과학관 204호 이상훈 교수(연세대)

3 정보통신 : 무선 네트워크 8 사회과학관 205호 정인환 교수(한성대)

4 정보보호 8 사회과학관 206호
조성제 교수(단국대)/

서장원 교수(동서울대학)

5 병렬처리 8 새천년관 501호
박경모 교수(가톨릭대)/

모상만 교수(조선대)

6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언어 8 새천년관 502호 이민석 교수(한성대)/고광만 교수(상지대)

7 데이타베이스 8 새천년관 503호 이종연 교수(충북대)/김성규 교수(안양대)

8 소프트웨어공학(I) 8 새천년관 601호
최은만 교수(동국대)/

오영배 교수(수원여대)

9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8 새천년관 602호
정기철 교수(숭실대)/

이경미 교수(덕성여대)

10 인공지능 I 8 새천년관 603호 노상욱 교수(가톨릭대)

합 계 80

■ 구두발표(II) 2003년 10월 25일(토) 13:00-16:00

no 세션명
발표
편수

발표장 좌 장

1 정보통신 : 네트워크 성능/응용 8 사회과학관 203호 이승형 교수(광운대)

2 정보통신 : 멀티캐스트/관리/이동성 8 사회과학관 204호 이태진 교수(성균관대)

3 정보통신 : 무선 네트워크 8 사회과학관 205호 최웅철 교수(광운대)

4 정보보호 8 사회과학관 206호
김성열 교수(울산과학대학)/

김현성 교수(경일대)

5 바이오정보기술 6 새천년관 501호
최승진 교수(포항공대)/

원용관 교수(전남대)

6 한국어정보처리, 컴퓨터이론 및 교육 9 새천년관 502호
김재생 교수(김포대학)/위영철

교수(아주대)/정인기 교수(춘천교대)

7 데이타베이스 8 새천년관 503호 이우기 교수(성결대)/손진현 교수(한양대)

8 소프트웨어공학(II)와 그래픽스 8 새천년관 601호 김영철 교수(홍익대)/김형석 교수(동의대)

9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8 새천년관 602호 김용국 교수(세종대)/이선우 교수(한림대)

10 인공지능(II)와 컴퓨터구조 8 새천년관 603호
김진일 교수(동의대)/

최종필 교수(산업기술대)

합 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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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장A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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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논문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좌장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

랍니다.

  

2. 좌장B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좌장A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하여 추

천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 및 날짜와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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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파일(파워포인트) 디스켓 또는 CD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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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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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발표(I) 2003년 10월 24일(금) 16:30-18:00, 새천년관 지하광장

No. 분 야 발표편수 좌 장

1 데이타베이스 23 김진덕 교수(동의대)/황병연 교수(가톨릭대)

2 인공지능 20 홍유식 교수(상지대)

3 정보통신 79 이동명 교수(동명정보대)

4 소프트웨어 공학 18 오기성 교수(동원대학)/이상운 교수(강원전문대)

5 병렬처리 시스템 14 박홍진 교수(상지대)

6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10 육동석 교수(고려대)/최성 교수(남서울대)

7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16 안은영 교수(천안대)

8 정보보호 31 김남윤 교수(한성대)

9 바이오정보기술 12 양지훈 교수(서강대)/백은옥 교수(서울시립대)

합계 223

■ 포스터발표(II) 2003년 10월 25일(토) 10:00-11:30, 새천년관 지하광장

No. 분 야 발표편수 좌 장

1 데이타베이스 20 문상호 교수(부산외대)/최진오 교수(부산외대)

2 인공지능 16 현우석 교수(한국성서대)

3 컴퓨터구조 10 이종복 교수(한성대)

4 프로그래밍언어 7 이은정 교수(경기대)

5 운영체제 13 백윤흥 교수(서울대)

6 정보통신 44 김동균 교수(경북대)

7 소프트웨어 공학 15 정문재 교수(광주대)/유문성 교수(상지대)

8 병렬처리 시스템 10 이승구 교수(포항공대)

9 컴퓨터이론 6 정유진 교수(한국외대)

10 한국어정보처리 10 이상곤 교수(전주대)

11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9 김영준 교수(이화여대)

12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11 곽노윤 교수(천안대)

13 그래픽스 10 이종원 교수(세종대)/이인권 교수(연세대)

14 전산교육 10 김갑수 교수(서울교대)/민미경 교수(서경대)

15 정보보호 20 김현성 교수(경일대)

16 바이오정보기술 12 한준희 교수(포항공대)/조성배 교수(연세대)

합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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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발표(III) 2003년 10월 25일(토) 14:00-15:30, 새천년관 지하광장

No. 분 야 발표편수 좌 장

1 데이타베이스 20 이동호 박사(삼성전자)

2 인공지능 17 윤희병 교수(국방대)

3 운영체제 13 김명호 교수(숭실대)

4 정보통신 68 이영석 교수(충남대)

5 소프트웨어 공학 12 김영덕 교수(우송대)/정화영 교수(예원예술대)

6 병렬처리 시스템 10 정영식 교수(원광대)/허정호 교수(동국대)

7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8 백성욱 교수(세종대)

8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15 김진용 교수(혜천대학)

9 전산교육 9 이제희 교수(서울대)/최정주 교수(아주대)

10 정보보호 36 유기영 교수(경북대)

11 바이오정보기술 10 임해창 교수(고려대)/조광현 교수(울산대)

합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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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장A, B

① 담당 분야의 날짜와 시간, 발표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자들이 참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③ 발표논문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추천서 양식에 의하여 추천 바랍니다.

④ 추천서양식은 발표장 조교로부터 받으시길 바라며, 작성후 조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포스터 발표에 사용될 패널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00cm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

지를 세워서 9매(최대 12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첫번째 장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연

락처(e-mail),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비

닐테잎 등)는 발표자께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③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번호 및 분야명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발표논문 번호는

본 책자 후미의 ‘논문발표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④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발표시간 종료후 3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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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성명 가나다순 정렬
∙색인 기호는 ‘발표형태/요일/오전오후/발표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OSA5-06 ⇒ O：Oral, S：Saturday, A：Am, 5-06：발표순서

PFP6-09 ⇒ P：Poster, F：Friday, P：Pm, 6-15：발표순서

∙강건수 PSA6-03
∙강미나 PFP1-16
∙강미영 OSP4-06
∙강민구 OSP10-01
∙강 석 PSA15-19
∙강성일 PFP3-74
∙강수연 PSA7-07
∙강연희 PSP10-26
∙강우철 PSP4-51
∙강원석 PSA10-10
∙강원석 PSP5-12
∙강재구 PSP9-07
∙강재호 OSA10-06
∙강정호 PFP8-14
∙강주미 PFP1-14
∙강준구 PFP2-02
∙강 혁 PSA15-12
∙강현수 OSP4-07
∙강현식 PSP4-23
∙강호석 PSP10-21
∙고관옥 PSA6-23
∙고덕주 PSA6-08
∙고민정 PSP1-06
∙고승규 PFP1-05
∙고영균 PFP1-13
∙고윤석 PSP2-05
∙고은정 PSA2-03
∙고은정 PSA7-02
∙고은진 PFP3-57
∙고주일 PSA1-10
∙고진신 PSA12-01
∙고 훈 OSA4-05
∙고 훈 PFP8-01
∙고 훈 PSP10-01

∙공광일 PSP4-54
∙공기석 OSP3-07
∙공기석 PFP3-75
∙공란숙 PFP6-04
∙공유근 PSA2-12
∙공인엽 PSP4-37
∙곽동원 PFP3-34
∙곽민성 PFP1-21
∙곽후근 PFP3-10
∙관동해 PFP8-16
∙구경모 PSA12-05
∙구본준 PSA6-21
∙구자민 PSP10-28
∙구정모 PSA14-08
∙구태완 PSA6-34
∙구현우 OSA6-06
∙구희관 PSA6-39
∙권금연 OSP1-03
∙권기달 PSA13-09
∙권성기 OSA2-06
∙권세광 PSA12-10
∙권순덕 OSA7-07
∙권영일 PSA12-04
∙권영철 OSP7-04
∙권영호 PSP4-59
∙권일경 PFP2-13
∙권혜련 PFP7-14
∙길홍렬 PSP4-35
∙김가영 PFP6-03
∙김가을 PSP10-24
∙김강희 PSA9-02
∙김건우 PFP8-09
∙김경덕 PFP6-05
∙김경민 OSP9-07

∙김경수 PFP3-59
∙김경자 OSA4-01
∙김경중 OSP5-01
∙김경혜 PFP3-27
∙김경희 PFP2-17
∙김 곤 PFP2-07
∙김귀주 PFP7-05
∙김규형 OSP2-06
∙김 기 OSA5-08
∙김기범 PSP4-22
∙김기완 PFP3-30
∙김남곤 PSP5-09
∙김남연 PFP5-11
∙김대환 PSA10-04
∙김대희 PSA16-03
∙김동근 PFP5-10
∙김동선 PFP4-15
∙김동욱 OSP5-06
∙김동필 PFP8-22
∙김동화 OSP1-06
∙김래영 OSA1-01
∙김만선 PSP2-13
∙김명관 OSP10-03
∙김민수 OSA7-03
∙김민정 OSP7-02
∙김민정 PSP4-20
∙김민정 PSP9-09
∙김민호 OSA10-07
∙김범호 PSP4-55
∙김법균 PSA6-10
∙김병규 PFP3-79
∙김병길 PFP3-41
∙김병희 PFP9-07
∙김보연 OSA9-02

∙김복순 PSP4-05
∙김봉선 PFP8-10
∙김분희 PFP3-08
∙김상선 OSA5-03
∙김상완 PSA8-02
∙김상욱 PFP4-03
∙김상형 OSA2-07
∙김상호 OSA9-03
∙김상희 OSP8-08
∙김석후 PSP8-14
∙김선영 PFP4-14
∙김선욱 PSP5-10
∙김선일 PSP4-48
∙김선호 OSP1-05
∙김성관 PFP3-29
∙김성수 PSA3-09
∙김성수 PSA6-40
∙김성용 PSP4-53
∙김성훈 OSA2-02
∙김성훈 PSP10-14
∙김세영 PSA3-08
∙김세희 PFP3-46
∙김수동 PSP11-06
∙김수자 OSA5-07
∙김수형 PFP3-50
∙김수희 PFP1-09
∙김수희 PFP8-03
∙김숙영 PSA10-08
∙김승만 PSA13-01
∙김시관 PFP8-04
∙김신규 OSA4-07
∙김신재 PFP8-07
∙김여원 PSP4-60
∙김연수 PSA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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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혜 PFP1-04
∙김연희 PSA1-13
∙김영균 PSA6-05
∙김영제 PSA6-15
∙김영주 PSP6-08
∙김영철 PSP3-05
∙김영호 PFP1-15
∙김용범 PSP10-32
∙김용빈 PSP4-61
∙김용석 PFP8-25
∙김용집 PSP2-14
∙김용철 PFP3-24
∙김용철 PSA6-11
∙김용호 PSA14-07
∙김 운 OSP6-02
∙김원철 PSP4-25
∙김원철 PSP4-27
∙김원화 PSP8-11
∙김은희 PFP4-13
∙김응도 PSA6-25
∙김일곤 PSP10-11
∙김장하 OSP9-01
∙김재곤 PFP3-63
∙김재석 PFP4-05
∙김재홍 PSA2-07
∙김정식 PSA13-05
∙김정아 PSP1-11
∙김정자 PSA1-15
∙김제민 PSA2-02
∙김종광 PFP6-08
∙김종민 PSP8-04
∙김종석 OSA5-05
∙김종석 PFP5-12
∙김종성 PSP2-02
∙김종영 OSP9-08
∙김종훈 OSP2-01
∙김준옥 PSP10-15
∙김준형 PSP4-19
∙김중태 OSA3-01

∙김지선 PSP1-05
∙김지연 PSP3-04
∙김지영 OSP10-04
∙김지영 PFP3-53
∙김지현 PSP4-49
∙김지훈 OSP3-05
∙김진곤 OSP7-05
∙김진현 OSP8-03
∙김진홍 PSA16-09
∙김창용 PSA14-04
∙김천호 PSA7-09
∙김춘림 PFP7-08
∙김충헌 OSP3-08
∙김태웅 PFP4-10
∙김태은 OSP1-01
∙김태현 PSA6-12
∙김태훈 PSP10-35
∙김택곤 OSP7-01
∙김 풍 PSA10-06
∙김학경 PSP1-08
∙김학자 PSP1-01
∙김한수 PSP4-26
∙김해문 PSA15-18
∙김현섭 PSP3-11
∙김현우 OSP5-04
∙김현철 PSP10-13
∙김현택 PFP8-28
∙김형식 PSP10-18
∙김형일 PFP2-06
∙김형찬 OSP4-04
∙김혜원 PFP3-61
∙김혜정 PSA2-05
∙김혜주 PFP3-32
∙김홍수 PSP4-44
∙김훈재 OSA3-06
∙김흥남 PSP2-04
∙나도균 OSP5-05
∙남궁미정 PSP6-05
∙남기혁 PSA5-10

∙남덕우 PSA16-05
∙남동근 PSA4-02
∙남명진 OSP6-05
∙남민지 OSP3-01
∙남윤중 PFP8-15
∙남정주 PFP5-05
∙남진우 PFP2-08
∙남진우 PFP2-11
∙남현우 PSP9-03
∙노경신 PSA2-06
∙노두호 PFP5-04
∙노명찬 PFP3-48
∙노명찬 PFP3-49
∙노 성 PSP9-04
∙노지호 PSA7-04
∙노형규 PFP9-10
∙류기철 PFP3-20
∙류연호 PFP8-05
∙류연호 PSP5-02
∙류현수 PSA5-05
∙류호석 PSP4-07
∙류호연 PFP3-22
∙모양미 PSA13-08
∙문경신 PSP4-42
∙문남두 PFP3-76
∙문석재 PSP1-07
∙문성림 PFP7-15
∙문성원 PFP8-30
∙문애경 OSA7-06
∙민경주 PFP3-78
∙민현정 PFP2-04
∙박건영 PSP4-30
∙박금례 PSP6-03
∙박기림 OSA10-03
∙박기태 PSA11-06
∙박기호 OSA1-08
∙박길철 PSP1-19
∙박나리 PSP4-63
∙박대원 PFP3-66

∙박동규 PFP3-18
∙박말순 PFP5-01
∙박명호 PSA15-05
∙박문화 PSP4-18
∙박미선 PFP5-14
∙박미옥 PSP1-18
∙박병준 PFP3-04
∙박병철 PSA15-16
∙박사준 PSP2-03
∙박상근 PFP7-06
∙박상근 PSP1-16
∙박상필 PSA4-07
∙박상현 PFP7-16
∙박상호 PSP2-16
∙박상훈 OSA8-08
∙박선희 PSP3-01
∙박성규 PSP4-01
∙박성철 OSP5-03
∙박성호 PFP1-02
∙박성희 PSA16-07
∙박세종 PSA10-07
∙박수진 PFP8-02
∙박수진 PSP10-22
∙박수진 PSP11-05
∙박승성 PSP4-03
∙박승진 PSA4-05
∙박승훈 OSP8-02
∙박신혜 OSP4-05
∙박영민 PSP10-17
∙박영삼 PFP3-56
∙박영주 OSA8-05
∙박영택 PSA2-11
∙박예철 OSP10-8
∙박용대 PSA6-31
∙박유나 PSP2-10
∙박유림 PSP1-20
∙박윤미 PSA5-06
∙박은경 PFP7-02
∙박은영 PSP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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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PSA8-05
∙박인숙 PFP4-04
∙박재현 PFP3-21
∙박정근 OSA6-05
∙박정기 PSA1-06
∙박정은 PSA2-16
∙박종경 PFP8-21
∙박종성 PSP10-19
∙박종열 OSP4-02
∙박종일 PSA6-16
∙박종현 PSA1-20
∙박준형 PSA15-13
∙박중하 PSP4-33
∙박지영 PFP4-02
∙박지용 PSA5-09
∙박지현 PFP7-03
∙박진홍 PFP3-72
∙박찬일 PSP4-09
∙박창범 PFP9-12
∙박학봉 PFP4-17
∙박학선 PFP3-35
∙박현우 PSP10-27
∙박현재 OSP9-06
∙박현풍 OSP8-06
∙박혜선 PSP8-05
∙박혜숙 PFP3-40
∙박호상 PFP8-27
∙박호진 PSA6-30
∙박효준 PSP4-02
∙박효진 PSA11-02
∙박희종 PSA6-01
∙방기석 PFP8-19
∙방철석 PFP3-54
∙배성용 PFP1-01
∙배윤지 PSP8-08
∙배진성 OSP6-08
∙배홍섭 OSP9-02
∙백대현 PSA5-04
∙백윤흥 OSP10-5

∙백창현 PSA3-05
∙백혜정 PSA2-14
∙변상선 OSA2-03
∙변상희 PSP11-04
∙변승찬 PFP7-11
∙변재성 PSA11-08
∙서광익 PSA7-03
∙서대영 PSA6-02
∙서대희 PFP8-26
∙서덕범 PFP7-07
∙서돈철 PSA6-14
∙서동훈 PSA12-09
∙서만수 OSA8-03
∙서정우 PSP10-09
∙서정택 PSP10-34
∙서정훈 PSP3-13
∙서종운 PSP4-64
∙서혜숙 OSP2-04
∙서희경 OSP6-04
∙석상문 PFP2-09
∙석상문 PSP2-12
∙설진안 PSA6-35
∙성백호 PSP4-46
∙성순화 OSA4-06
∙성아영 OSP8-04
∙성 원 PSP8-10
∙성재경 PSP7-03
∙성창경 PSP7-08
∙소양선 PSP4-45
∙손민우 PSA13-10
∙손봉기 PSP11-10
∙손재민 PSP10-36
∙손정수 OSA6-02
∙손태식 PSA15-07
∙손현일 PSA16-04
∙송강수 PSA11-07
∙송기원 PSA7-13
∙송무희 PSA10-05
∙송상현 PFP3-38

∙송성근 PSA15-08
∙송영호 PFP3-07
∙송인준 PSP3-12
∙송인혁 PFP1-10
∙송정화 PFP3-14
∙송주용 PSA15-02
∙송준현 PFP9-04
∙송준화 OSP1-08
∙송지은 OSA4-03
∙송철환 PSA16-11
∙송형근 OSA6-03
∙송호진 PSA7-05
∙신동길 PSA1-05
∙신민철 PSP4-41
∙신상훈 OSP10-7
∙신성룡 PSA5-01
∙신소연 PSP4-47
∙신용녀 PSP10-06
∙신용민 PSP5-01
∙신 욱 PSA15-04
∙신 원 PSP4-52
∙신종우 OSP6-09
∙신현구 PFP6-01
∙심기섭 PFP3-60
∙심민석 PSP4-66
∙심성기 PSP8-13
∙심성수 PSA1-12
∙심재희 PSA1-14
∙안건태 PSP11-03
∙안건태 PSP7-06
∙안기옥 PSA12-02
∙안동균 PFP3-42
∙안세영 PFP3-09
∙안수길 OSA3-08
∙안연하 PSP7-07
∙안영아 OSA3-03
∙안영준 PFP2-18
∙안원석 PSA12-03
∙안창신 PSA16-06

∙안태영 PFP3-73
∙안형근 PSP6-10
∙안혜환 PFP3-70
∙안희중 PSP3-07
∙양만석 PSA6-29
∙양선우 PFP6-10
∙양신모 PSP2-11
∙양영록 PSA5-07
∙양은주 OSP8-05
∙양은주 PSP11-08
∙양재군 PSA2-15
∙양진영 PSP1-14
∙양진혁 PSA2-08
∙양회백 PFP3-25
∙양희권 PSA5-13
∙엄영현 PFP3-62
∙연재훈 PFP1-03
∙오경희 PFP8-11
∙오광근 PSP5-05
∙오길원 PSP4-50
∙오동근 PSA1-16
∙오명환 PSA6-36
∙오세광 PSA14-06
∙오세원 PSP4-10
∙오세진 OSP9-04
∙오 승 PSA1-07
∙오승희 PFP8-18
∙오영은 PFP5-07
∙오재준 PSA6-26
∙오종훈 OSP6-01
∙오종훈 PSA10-03
∙오형준 PSA6-19
∙오휘빈 PSP10-04
∙왕 보 OSA8-04
∙용한순 PSA13-07
∙원정임 OSA7-02
∙원홍희 PFP9-03
∙유광열 PSA14-05
∙유대승 PS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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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섭 PSA1-09
∙유수진 PFP1-17
∙유승연 PFP5-03
∙유승훈 PSA8-03
∙유시호 OSP5-02
∙유시환 PFP3-55
∙유용선 PSP4-04
∙유우종 PSA1-08
∙유재수 OSA7-01
∙유재준 PFP3-28
∙유재필 PSP4-28
∙유주현 PFP4-07
∙유진근 PSP10-05
∙유한청 PFP2-01
∙유희준 OSA6-08
∙윤경현 PSP5-03
∙윤기중 PSA6-04
∙윤문식 PFP2-10
∙윤미라 OSA1-02
∙윤은경 OSA9-06
∙윤은준 PSA15-11
∙윤재호 PSA15-10
∙윤준원 OSP2-05
∙윤태웅 PSP6-09
∙윤혜정 PSP5-11
∙윤호태 OSA1-06
∙이 경 OSA10-04
∙이경렬 PSP4-15
∙이경희 PSP2-09
∙이광희 PSA6-07
∙이규남 PSP3-03
∙이근호 OSP4-01
∙이기정 PSP10-07
∙이남경 PSA13-02
∙이대하 PFP3-13
∙이덕규 OSA4-02
∙이돈수 PSA13-06
∙이동근 PSP4-24
∙이동욱 PFP9-06

∙이동재 PFP3-77
∙이동진 OSA7-08
∙이동현 OSA2-08
∙이동훈 PFP7-01
∙이무열 PFP7-12
∙이미경 PSA6-09
∙이민형 OSA3-05
∙이병래 PSP4-57
∙이병주 OSP3-06
∙이병현 PFP1-19
∙이병희 PSP2-08
∙이봉구 OSA9-05
∙이상근 PFP9-02
∙이상림 PSP4-06
∙이상민 PFP9-11
∙이상욱 PFP2-19
∙이상윤 PFP3-02
∙이상윤 PSP4-68
∙이상훈 PSP10-02
∙이상훈 PSP2-17
∙이석봉 PSP10-23
∙이석희 PSA13-04
∙이성구 PSA6-06
∙이성근 OSP6-06
∙이성독 PSP4-34
∙이성림 PSA9-01
∙이성운 OSP4-03
∙이수영 PSA7-08
∙이숙영 PSP7-05
∙이숙희 OSA8-07
∙이순미 PSP1-04
∙이승섭 PSA6-18
∙이승연 PFP4-06
∙이승욱 OSA4-08
∙이승원 PSA5-12
∙이승종 PSP4-21
∙이승철 PFP3-37
∙이승현 PSP10-12
∙이양구 PSP1-03

∙이연수 PFP8-08
∙이영경 PSA15-17
∙이영준 OSA1-07
∙이영준 PSP4-13
∙이왕룡 PSP4-08
∙이용미 PFP1-22
∙이용진 PSP2-01
∙이우중 PSA6-24
∙이유진 PSP11-07
∙이윤구 PSA9-06
∙이윤준 PFP3-58
∙이윤희 PSA12-06
∙이은규 PSP4-31
∙이은미 PSP5-07
∙이은영 PFP8-32
∙이일용 PFP7-04
∙이장훈 OSA8-02
∙이재규 PSA5-08
∙이재승 PSP4-12
∙이재승 PSP4-58
∙이재영 PSA9-05
∙이재윤 PSA10-02
∙이재종 PFP3-06
∙이재현 PFP3-17
∙이재훈 PSA1-18
∙이정민 PFP6-07
∙이정훈 OSA5-06
∙이정훈 PSA1-17
∙이정희 OSA5-01
∙이제명 PSP8-06
∙이종만 PSP6-06
∙이종성 PSA3-06
∙이종인 PSA7-14
∙이종인 PSP2-15
∙이종현 OSA2-05
∙이종현 PFP3-47
∙이종호 PSA4-03
∙이좌형 PSA8-01
∙이준돈 PSP6-04

∙이준승 OSA7-05
∙이준원 PSP10-20
∙이준희 PFP3-03
∙이준희 PSA5-11
∙이중렬 PSP4-38
∙이중재 PSP8-12
∙이진성 PFP3-16
∙이진성 PFP3-64
∙이창우 OSP7-06
∙이창은 PFP3-33
∙이춘우 PSA7-12
∙이충호 PSP8-09
∙이태석 PSA11-04
∙이태훈 PSA7-11
∙이학후 PFP3-51
∙이현아 PSA1-11
∙이현창 PSA15-06
∙이형구 PSP8-07
∙이형봉 PFP3-36
∙이혜원 OSP1-02
∙이혜진 PSP1-09
∙이호균 PSP10-08
∙이호준 PSP8-03
∙이호진 OSA3-04
∙이화진 PFP9-09
∙이환구 PFP9-01
∙이훈기 OSP3-03
∙이희정 PFP8-12
∙임근수 OSA6-04
∙임대호 PSP11-02
∙임명은 PSA16-12
∙임병희 PFP3-65
∙임상혁 PSA1-03
∙임성진 PSA9-03
∙임수연 PSA10-09
∙임수현 PFP8-31
∙임영순 PSA11-05
∙임우규 OSP7-03
∙임유진 PSP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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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민 OSP6-03
∙임종혁 PFP6-09
∙임혜영 PFP3-23
∙임화정 OSA3-02
∙장경아 PSP4-56
∙장경익 PSA6-13
∙장권혁 PFP4-08
∙장길웅 OSP1-04
∙장만대 OSA9-08
∙장문정 OSA1-04
∙장민경 PSA9-04
∙장민수 PSA2-13
∙장선연 PSP8-02
∙장수호 PFP4-01
∙장수환 PSA8-04
∙장승익 OSA9-07
∙장영숙 PSA7-06
∙장우혁 PSP4-43
∙장유정 PSP1-17
∙장인동 PSP4-17
∙장정훈 PFP1-11
∙장주현 PSA4-06
∙장주호 PFP3-26
∙장 준 PSA6-42
∙장철수 PFP3-44
∙장철연 PFP8-20
∙장하영 PFP9-08
∙장형화 PFP1-20
∙장혜련 PSP7-04
∙장혜영 PSA15-20
∙전성규 PSP4-62
∙전성우 PSP1-12
∙전승진 PSA5-03
∙전신설 PSP10-10
∙전영숙 PSA3-04
∙전영준 PFP2-15
∙전준근 PSP5-08
∙전진영 PFP8-13
∙전진우 PSA15-15

∙전철욱 PSP10-25
∙전향신 PFP2-14
∙전형국 OSP2-03
∙전희철 PSA1-02
∙정관호 PSA11-09
∙정구완 PSA15-03
∙정구희 PFP3-68
∙정기철 PFP6-06
∙정다운 PSP6-01
∙정병희 OSA9-04
∙정선웅 PSA6-41
∙정성원 PSA6-22
∙정세환 PSA6-17
∙정승욱 PFP3-67
∙정쌍용 PSA11-03
∙정양재 PFP4-12
∙정연욱 PSA1-04
∙정옥란 PFP2-20
∙정용재 PSP4-29
∙정용창 PSA6-20
∙정유나 OSP4-08
∙정은경 PSA2-09
∙정은주 PFP2-03
∙정의석 PSA14-10
∙정의헌 PSA16-08
∙정의헌 PSA6-28
∙정일동 PSA10-01
∙정재규 OSP3-04
∙정재기 PSP3-08
∙정재홍 PSP4-40
∙정종일 PSA15-14
∙정종환 PFP1-12
∙정진미 PFP1-18
∙정진환 PSP7-02
∙정찬미 OSP2-08
∙정창수 PSA5-02
∙정창후 PSP2-07
∙정태환 PSP4-14
∙정평재 PSP6-02

∙정현진 PFP8-24
∙정혜영 OSP1-07
∙정화영 PSA14-02
∙제창수 PSP8-15
∙조기현 PFP5-06
∙조동연 PSP11-01
∙조범수 PSA2-04
∙조수연 PFP9-05
∙조용만 OSA10-05
∙조용춘 OSA10-02
∙조은애 PSP10-31
∙조정우 PSA8-10
∙조정희 PSP5-04
∙조준희 PFP7-09
∙조지호 PSP10-30
∙조현규 OSA1-05
∙조희남 PSA4-04
∙주민석 PSP1-02
∙주진천 PSP9-02
∙지영신 PFP2-16
∙진기성 PFP1-07
∙진병재 PSP4-32
∙진용근 OSP9-03
∙진정훈 OSA5-04
∙진태금 PSP4-65
∙차경애 PSA11-01
∙차광호 PSA8-06
∙차현철 PSA8-09
∙채덕진 OSA7-04
∙채정숙 PFP1-23
∙천대홍 PSP4-36
∙최경영 PSA12-07
∙최규식 PSA7-01
∙최규형 PSA12-11
∙최남규 PSP1-13
∙최남규 PSP1-15
∙최남용 OSA8-01
∙최다혜 PSA6-32
∙최대인 OSA2-01

∙최동춘 PSA3-01
∙최득수 PFP3-43
∙최면욱 PFP5-13
∙최미경 PSA14-09
∙최병선 PSP10-16
∙최상균 PFP4-18
∙최석우 OSA6-07
∙최성만 PSA7-15
∙최성진 PSA15-09
∙최시열 PSA8-07
∙최연희 OSA4-04
∙최원익 OSP7-08
∙최원종 OSP10-02
∙최원준 PSP8-01
∙최유주 PSP9-08
∙최이규 PSP9-01
∙최재영 PSA3-07
∙최재혁 OSP3-02
∙최재훈 PSA16-01
∙최재훈 PSA16-02
∙최정필 PFP3-69
∙최정호 PSP3-09
∙최종욱 OSP8-01
∙최종욱 PSA3-10
∙최종필 PSA3-03
∙최종혁 PSA6-37
∙최종화 OSP8-07
∙최지원 PSP4-11
∙최진섭 PFP3-11
∙최진욱 PSP3-06
∙최창민 PFP4-16
∙최창열 PFP3-15
∙최철림 PSA14-01
∙최철림 PSA15-01
∙최학현 PSP9-06
∙최 한 OSA2-04
∙최현미 PSP5-06
∙최현화 PFP1-08
∙태봉섭 PSA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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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영수 OSP2-02
∙하병현 PFP1-06
∙하상범 PSA2-10
∙하 얀 PSA1-19
∙하영국 PSP4-16
∙하영미 PSA14-03
∙한광수 OSA9-01
∙한남식 PSA16-10
∙한동수 PFP3-12
∙한상범 PSA6-38
∙한상범 PSP7-01
∙한상섭 OSA3-07
∙한상희 PSA6-44
∙한승현 PSP3-10
∙한영태 PSP4-39
∙한우용 PFP3-71

∙한은섭 PSP10-29
∙한재천 PFP3-31
∙한종철 PFP8-17
∙한종현 OSP10-6
∙한지석 PSA12-08
∙한지윤 PFP4-11
∙한태화 PSA13-03
∙한희준 PSA3-02
∙함명호 PFP4-09
∙함영경 PSA2-01
∙허성민 PSA6-33
∙허승호 OSP9-05
∙허용석 PFP3-19
∙허 원 PSP9-05
∙허 윤 PFP7-13
∙허의남 OSP2-07

∙허 주 OSA1-03
∙허진영 PFP8-23
∙헨드리 OSA8-06
∙현봉호 PFP3-52
∙현우석 PFP2-12
∙현 욱 PFP3-45
∙홍병찬 PFP2-05
∙홍석건 PSP1-10
∙홍석용 PFP5-02
∙홍은석 PSA1-01
∙홍은실 PFP3-01
∙홍정표 PSA6-27
∙홍지영 OSP6-07
∙홍지원 PSA7-10
∙홍진혁 OSA10-01
∙홍철의 OSA5-02

∙황규백 OSA10-08
∙황기태 PSP10-03
∙황길승 PFP6-02
∙황대연 PFP8-29
∙황선욱 PSP2-06
∙황요섭 OSA6-01
∙황인철 PFP5-08
∙황인철 PFP5-09
∙황인택 PFP7-10
∙황재각 PSP3-02
∙황재민 PFP3-05
∙황재준 PSP11-09
∙황혜정 PSA8-08
∙황호영 PFP3-39
∙Tung OS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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