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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한국정보과학회 제37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1월 5일, 6일 양일간 단국대학교 죽전캠

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

하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2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인터넷 경제와 녹색 성장’이란 주제로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의 기조연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이호진 소장과 KT 표현명 사장의 특별초청강연, 정보과학분야의 핫 이슈

를 다룬 튜토리얼, 스마트폰 기술 동향 및 전망 워크샵, 서울어코드와 인증기준 워크샵, 

웹 3D 표준화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술정보교환의 장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현황 및 최신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0년 10월

한국정보과학회장 홍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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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승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원유집 교수(한양대학교)

대회 조직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김규철 교수(단국대학교)

 ■ 위    원 구자영 교수(단국대학교)
박규식 교수(단국대학교)
이복주 교수(단국대학교)
이재동 교수(단국대학교)
조성제 교수(단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단국대학교)
우진운 교수(단국대학교)
이상범 교수(단국대학교)
정규혁 교수(단국대학교)
최종무 교수(단국대학교)

나연묵 교수(단국대학교)
유해영 교수(단국대학교)
이석균 교수(단국대학교)
조경산 교수(단국대학교)
최천원 교수(단국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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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환 교수(부산대학교)
유재수 교수(충북대학교)
윤명근 교수(국민대학교)
윤성로 교수(고려대학교)
윤성희 교수(상명대학교)
윤용익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윤일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윤지희 교수(한림대학교)
윤회진 교수(협성대학교)
이  건 박사(ETRI)
이경옥 교수(한신대학교)
이관수 교수(KAIST)
이관우 교수(한성대학교)
이귀상 교수(전남대학교)
이기영 교수(아주대학교)
이도헌 교수(KAIST)
이도훈 교수(부산대학교)
이명은 교수(전남대학교)
이문규 교수(인하대학교)
이민수 교수(서울대학교)
이병걸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이병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상규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이상웅 교수(조선대학교)
이상환 교수(국민대학교)
이수원 교수(숭실대학교)
이수현 교수(창원대학교)
이승형 교수(광운대학교)
이영구 교수(경희대학교)
이영호 교수(목포대학교)
이완연 교수(한림대학교)
이우진 교수(경북대학교)
이욱세 교수(한양대학교)
이은서 교수(안동대학교)
이은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은영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이은정 교수(경기대학교)
이재진 교수(서울대학교)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정아 교수(조선대학교)
이지형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창건 교수(서울대학교)
이창환 교수(동국대학교)
이춘화 교수(한양대학교)
이현숙 교수(고려대학교)
이형효 교수(원광대학교)
인  호 교수(고려대학교)
임성수 교수(국민대학교)
임을규 교수(한양대학교)
임인성 교수(서강대학교)
임지영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장세이 박사(삼성전자)
장재우 교수(전북대학교)
전광일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전성찬 교수(GIST)
정갑주 교수(건국대학교)
정성우 교수(고려대학교)
정성원 교수(서강대학교)
정영애 교수(선문대학교)
정원형 교수(경북대학교)
정임영 교수(서울대학교)
정재영 교수(동양대학교)
정한민 박사(KISTI)
조성배 교수(연세대학교)
조성호 교수(KAIST)
조은선 교수(충남대학교)
조은숙 교수(서일대학)
조정원 교수(제주대학교)
조진성 교수(경희대학교)
진승헌 박사(ETRI)

진현욱 교수(건국대학교)
차성덕 교수(고려대학교)
차운옥 교수(한성대학교)
창병모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채진석 교수(인천대학교)
채흥석 교수(부산대학교)
최대선 교수(ETRI)
최민규 교수(광운대학교)
최병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최선웅 교수(국민대학교)
최성희 교수(KAIST)
최승진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최아영 교수(GIST)
최종무 교수(단국대학교)
최준수 교수(국민대학교)
최진오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
최  훈 교수(충남대학교)
하순회 교수(서울대학교)
하재철 교수(호서대학교)
하진영 교수(강원대학교)
한경숙 교수(인하대학교)
한동국 교수(국민대학교)
한동수 교수(KAIST)
한승재 교수(연세대학교)
한욱신 교수(경북대학교)
허의남 교수(경희대학교)
황규백 교수(숭실대학교)
황선태 교수(국민대학교)
황수찬 교수(한국항공대학교)
황수철 교수(인하공업전문대학)
황승원 교수(포항공과대학교)
황영섭 교수(선문대학교)
황인준 교수(고려대학교)
황호영 교수(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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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 일시 : 2010년 11월 5일(금) 16:40 - 17:20

❑ 장소 : 대학원동 319호

❑ 사회 : 임순범 부회장

⁍ 개 회

⁍ 국민의례

⁍ 개회사 - 홍 진 표 회장 (한국정보과학회)

⁍ 축  사 - 장 호 성 총장 (단국대학교)

⁍ 시상

⁍ 성원보고

⁍ 전회의록접수

⁍ 회무보고

⁍ 의안심의

1) 2010년도 예산결산(안)

2) 차기임원선출(안)

3)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기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11월 5일(금) 18:20 -, 대학원동 7층 교직원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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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 행사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 장소

11월

5일(금)

13:00~15:00 서울어코드와 인증기준 워크샵 사범관 406호

13:30~15:00 스마트폰 기술 동향 및 전망 워크샵 대학원동 319호

15:20~16:20 특별초청세션 대학원동 319호

17:20~18:00 기조연설 대학원동 319호

기조연설

일시 : 11월 5일(금) 17:20 ~ 18:00

장소 : 대학원동 319호

사회 : 정광수 교수(광운대, 부회장)

인터넷 경제와 녹색 성장 - 형태근 상임위원(방송통신위원회)

[소개] 스마트 폰, 테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등장은 "광대역화, 

모바일화, 쌍방향화"로 표현되는 방송통신 분야의 컨버전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

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지켜온 우리나라는 최근 스마트 폰 환경에 뒤졌다는 자성의 목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큰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속에서 경쟁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

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ICT 

발전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현황을 알아 본뒤,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우리 ICT가 나아가야할 원격의료, 원격교육, 

스마트워크, U-city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소개한다. 

특별초청세션

일시 : 11월 5일(금) 15:20 ~ 16:20

장소 : 대학원동 319호

사회 :  장병탁 교수(서울대, 프로그램위원장)

15:20~15:50 스마트 TV 기술개발 전략 - 이호진 소장(ETRI)

[소개] 최근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출시로 촉발된 스마트단말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기존 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 및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스크린(또는 N-스크린)이

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 및 

애플 TV에 대응해서 국내 TV제조사들과 통신사업자 등의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

쟁환경 등을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강연

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스마트TV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트스크린 서비스 기술개발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15:50~16:20 IT 메가 트렌드와 스마트폰 시대 - 표현명 사장(KT)

[소개] 전세계 및 국내 IT산업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방, 모바일화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러한 메가 트렌드의 산물로써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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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13:00~13:20 KCC2010특징 - 김종화(목포대)

13:20~13:40 인증기준별 중점 점검사항 : 인증기준1,2 - 김은미(호원대)

13:40~14:00 인증기준별 중점 점검사항 : 인증기준3,4 - 이강우(동국대)

14:00~14:20 설계 및 프로젝트 운영 - 김차종(한밭대)

14:20~14:40 SA 현황 - 김정수(홍익대)

14:40~15:00 질의 및 토론 - 전체

라, 기업 및 모든 산업에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패드류를 포함하여 지

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IT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 폭

발의 시대에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산업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

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어코드와 인증기준 워크샵

일시 : 11월 5일(금) 13:00~15:00

장소 : 사범관 406호

주최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정보과학회

[소개] 급변하는 컴퓨터 ․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

론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서울어코드의 발족과 더불어 교육 품질의 국제적 등가성을 

확보할 필요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서울어코드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인증기준 KCC2010을 제정하였다. 본 행사를 통하여, 인증기준 KCC2010에 대

한 소개와 더불어, 인증평가에 있어서 주요 인증기준별로 빈번하게 지적되는 항목들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설계 또는 프로

젝트 교육에 있어서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킴은 물론 실

질적인 내실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아울러 서울어코

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현황에 대한 소개를 더한다. 

스마트폰 기술 동향 및 전망 워크샵

일시 : 11월 5일(금) 13:30 ~ 15:00

장소 : 대학원동 319호

사회 : 조성제 교수(단국대, 프로그램부위원장)

13:30~14:15 스마트폰 플랫폼의 기술 이슈 - 이민석 교수(한성대)

[소개] 스마트폰이 빠르게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 동향 발표에서는 스마트폰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를 살펴보고, 현재 나와있는 스마트폰 플랫폼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토의하고자 한다. 또, 미래의 스마트폰의 구조

를 조망하고 미래 시점에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14:15~15:00 스마트폰 보안기술 동향 및 전망 - 김정녀 팀장(ETRI)

[소개] 최근 들어, 급속히 보급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우려가 고조되면서, 개방형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모바일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스마

트폰 플랫폼을 위주로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모바일 및 스마트폰의 보안 위협을 분

석하며, 이에 대한 국내외 기술, 시장,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결론으로 이러한 보

안 위협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안의 기술적인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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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 11월 5일 (금)

시간 주제 발표자

13:00~16:00
Map & Reduce Algorithm Design for Large 

Data Analysis
심규석 교수(서울대)

13:00~16:00
Social Web Media Analysis by Content and 

Network Analyses

문일철 박사,

오혜연 교수(KAIST)

◘ 11월 6일 (토)

시간 주제 발표자

09:20~12:20 안드로이드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박상원 교수(한국외대)

◕ 튜토리얼 상세정보

T1.1 11월 5일(금) 13:00-16:00, 사범관 402호

Map & Reduce Algorithm Design for Large Data Analysis - 심규석 교수(서울대)

1. 강의요약
Google사에서 제안한 Map/Reduce를 이용한 distributed computing 이 최근에 주목을 받

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Map/Reduce 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여러 예제 

문제를 통해서 map/reduce 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디자인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알고리즘을 map/reduce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존의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map/reduce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관련 연구에 

대해서도 다룬다.

2. 강의내용 
1. Introduction on Map/Reduce

2. Conversion of some algorithms into map/reduce

2.1 Word counting

2.2 Matrix addition/multiplication

2.3 Building an inverted index

2.4 Page Rank Algorithms

2.5 Set Similarity Join Algorithms

3. Conversion of data mining algorithms into map/reduce

3.1 Clustering Algorithms

K-Means

CLIQUE

EM-Clustering

Locality Sensitivity H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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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requent Pattern Algorithms

3.3 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 (PLSI)

4. Conclusion

3. 참고문헌
- Abhinandan Das, Mayur Datar, Ashutosh Garg, ShyamSundar Rajaram: Google 

news personalization: scalable online collaborative filtering. WWW 2007

- Hung-chih Yang, Ali Dasdan, Ruey-Lung Hsiao, Douglas Stott Parker Jr.: 

Map-reduce-merge: simplified relational data processing on large clusters. 

SIGMOD Conference 2007 

- Jeffrey Dean, Sanjay Ghemawat: MapReduce: Simplified Data Processing on Large 

Clusters. OSDI 2004 

- Sanjay Ghemawat, Howard Gobioff, Shun-Tak Leung: The Google file system. 

SOSP 2003 

- On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apReduce)

- Hadoop - MapReduce in Java (http://lucene.apache.org/hadoop/)

- Cheng-Tao Chu, Sang Kyun Kim, Yi-An Lin, YuanYuan Yu, Gary Bradski, Andrew 

Ng, Kunle Olukotun: Map-Reduce for Machine Learning on Multicore,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06.

- Arun Penmetsa, Colby Ranger, Ramanan, Christos Kozyrakis and Gary Bradski: 

Evaluating MapReduce for Multi-core and Multiprocessor Systems,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13, 2007

- H. Li, Y. Wang, D. Zhang, M. Zhang, and E. Y. Chang: PFP: Parallel FP-Growth for 

Query Recommendation , ACM Recommendation Systems, Lausanne, October 2008

- Tianyang Sun, Chengchun Shu, Feng Li, Haiyan Yu, Lili Ma, Yitong Fang: An 

Efficient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for Large Datasets with Map-Reduce. 

PDCAT 2009

- Rares Vernica, Michael J. Carey, Chen Li: Efficient parallel set-similarity joins 

using MapReduce. SIGMOD Conference 2010

4. 강사약력
Kyuseok Shim is currently a full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Before that, he was an Assistant Professor at KAIST, a member of technical staff at 

Bell Laboratories and a research staff at IBM Almaden Research Center. In Bell 

Laboratories, he was one of the key contributors to the Serendip Data Mining 

project and, in IBM Almaden Research Center, he was a member of Quest Data 

Mining project. He had also visited Data Management, Exploration & Mining group in 

Microsoft Research as a visiting scientist several times. He received B.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6, and the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from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in 1988 and 

1993 respectively. He has been working in the area of databases focusing on data 

mining, data privacy, internet search engines, data warehousing, query processing, 

query optimization, histograms and XML. His writings have appeared in a number of 

professional conferences and journals including ACM and IEEE publications. He 

served previously on the editorial board of the VLDB and TKDE Journals, and 

served as a PC member or a vice co-chair for SIGKDD, SIGMOD, ICDE, ICDM, 

PAKDD, VLDB and WWW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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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 11월 5일(금) 13:00-16:00, 사범관 405호

Social Web Media Analysis by Content and Network Analyses

- 문일철 박사･오혜연 교수(KAIST)

1. 강의요약
The recent proliferation of social web media, such as online communities, blogs, 

and microblogs, opens up new challenges of analyzing the vast amount of emerging 

web contents and communities. These web media are channels to deliver and share 

multi- media contents through networked social entities (i.e., Internet users and 

organizations), and researchers have approached the analysis of the social web 

media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Yet, 

researchers have mostly utilized the two analyses separately and missed potential 

gains from the integration of the two. Hence, this tutorial presents 1) the existing 

methodologies of the content and the network analyses, 2) the emerging techno-

logies of the two analyses, and 3) the integration of the two analyses. 

2. 강의내용
This tutorial is organized in two 1.5 hour lectures, total three hours as a tutorial. The 

first half discusses the nature of the social web media, existing text analysis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to the web media, and emerging text analysis methods. The 

second half presents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s of the web media, existing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and emerg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ols. The details of each part are introduced in the below.

   Part 1. Social Web Media Analysis by Content Analyses
In the first part of the tutorial, we will discuss analysis of social media with text 

analysis methods. We will look at a variety of text analysis approaches to social media 

data such as blogs and microblogs (e.g., Twitter). We will also look at opinion analysis 

applied to customer review data in domains such as consumer products, movies, and 

restaurants. We will then look at one particular family of text analysis algorithms called 

probabilistic topic models. Probabilistic topic models are useful for uncovering the 

underlying semantic structure of a collection of documents. We will discuss how we 

take a simple and widely used topic model,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Blei et 

al. 2003) and extend it in two ways to textual data on the Web. First, we construct 

topic chains to understand the dynamic semantic structure of an online news corpus, 

and second, we develop a joint topic model of sentiment and aspect to discover the 

detailed semantics of user generated reviews. For the topic chains research, we 

present a framework for comparing and clustering the topics discovered by LDA. We 

discuss how to interpret the resulting topic chains to understand the general topic 

trends, temporary issues, and the focus shifts within the topic chains. For the 

aspect-sentiment unification model (ASUM) research, we extend LDA to construct two 

new models, SLDA and ASUM, and apply them to reviews of electronic devices and 

restaurants. Our results show that the new models perform well to discover aspects 

and sentiments from user generated reviews and to classify the reviews according to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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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Social Web Media Analysis by Network Analyses
In the second part of the tutorial, we present how to utilize the content analysis 

results from the first part. Social media on the Web, such as blogs, Twitter, and 

Facebook, exhibit different belief propagation phenomena from that of the traditional 

mass media. In social media, ties among “friends” act as important vehicles to 

propagate beliefs, and the language used in blogs and microblogs differ in lexicon 

and grammatical constructs. As more and more Internet users have flocked to social 

media for communicating with friends and consuming and contributing to the news, 

belief diffusion through social media has become quite effective. For example, social 

media played a criticial role in the Korean Anti-FTA demonstration and the Iranian 

Elections. We discuss a new approach for capturing and tracking belief propagation 

through the social web media. Our approach combines text analysis with network 

analyses, and we present the results of our approach on data collected for a couple 

of months on a Korean political forum. We analyze the forum content to extract 

authors and their purported beliefs. We use a variant of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lgorithm and a list of authors to generate an author by belief matrix from the 

unstructured content of the forum messages. We generate social network using the 

latency of the message response which is determined the alignment of topics. Then, 

we analyze the diffusion process of beliefs utilizing various formal belief propagation 

model, i.e. Friedkin’s social influence model and Carley’s Construct model.

3. 강사약력

▷ Il-Chul Moon’s Short Biography:

Il-Chul Moon is a post-doctoral researcher at KAIST for hi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e received his Ph.D in Computation, Organization and Society from School of 

Computer Scienc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2008; and his B.E. from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4. His theoretic research 

focuses on the overlapping area of computer science, management, sociology and 

operations research. His practical research includes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analysis, counter-terrorism analysis, and intelligence analysis. His work was presented 

at various academic conferences, journals as well as US DoD conferences, Westpoint 

seminar.

▷ Alice H. Oh’s Short Biograpy:

Alice Oh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he leads her research group, Users and Information 

Lab, with the vision of delivering information to satisfy the user. To that end, she 

studies and employs methods from machine learning,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statistic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lice completed her M.S. in Languag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t CMU and her Ph.D. in Computer Science at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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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11월 6일(토) 09:20-12:20, 3공학관 502호

안드로이드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 강의요약
최근 iPhone과 Android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 정보통신분야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본 강좌

에서는 Android에 대한 구조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의 설계 이념과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인 activity, service, broad receiver, 

content provider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법들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2. 강의내용
1.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와 유저 인터페이스

- Android의 아키텍처

- User Interface

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 Activity

- Service

- Broad Receiver

- Content Provider

3. 안드로이드에서의 위치기반서비스 프로그래밍

- LBS 개념

- 위치 검색 방법

- 맵

3. 수강자의 자격요건: 가능하면 Java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4. 강사약력

1997~2002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2002~2003 세종사이버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전임강사

2003~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주요연구실적

<주요논문>
[1] Tae-Sun Chung, Dong-Joo Park, Sangwon Park, Dong-Ho Lee, Sang-Won Lee, and 

Ha-Joo Song, A Survey of Flash Translation Layer, Journal of System Architecture, Volume 

55, Issues 5-6, May-June 2009

[2] Sang-Won Lee, Dong-Joo Park, Tae-Sun Chung, Dong-Ho Lee, Sangwon Park and 

Ha-Joo Song, A Log Buffer based Flash Translation Layer using Fully Associative Sector 

Translation, ACM Transactions on Embedded Computing Systems, Vol.6, No. 3, July 2007

[3] Tae-Sun Chung, Dong-Joo Park, Sangwon Park, Dong-Ho Lee, Sang-Won Lee, and 

Ha-Joo Song, System Software for Flash Memory: A Survey, Embedded and Ubiquitous 

Computing (EUC 2006), Seoul, Korea, August 1-4, 2006

[4] Tae-Sun Chung, Sangwon Park, Ha-Joo Song and Jongik Kim, Implementation of a 

Web-Service Framework for the Telematics Server, International Ubiquitous Convergence 

Conference(IUC 2006), IEEK, Jeju, Korea, July 2-4, 2006

[5] Sangwon Park, Early Evaluting XML Trees in Object Repositories, APWeb 2006 International 

Workshop: XRA, Harbin, China, January 16-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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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창립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CG-HCI 소사이어티 창립총회

일시 : 11월 5일(금) 13:00 ~ 14:30

장소 : 대학원동 318호

I부 : 창립 총회 (오후 1:00 - 1:30) 사회 : 김동호 교수(숭실대)

1. 보고 내용 

1) 개 회 사 - 송창근 교수(한림대, CG-HCI 소사이어티 창립준비위원장) 

2) 경과보고 - 송창근 교수(한림대, CG-HCI 소사이어티 창립준비위원장)  

2. 의결 사항 

1) 소사이어티(Society) 명칭 개정(안)

2) 소사이어티(Society) 운영 회칙(안) - 정순기 교수(경북대)

3) 임원 선출 및 소개 - 송창근 교수 (한림대)

4) 2012년도 사업 계획 - 우운택 교수 (GIST)

3. 기타 안건 

II부 : 창립기념행사(오후 1:30 - 2:30)         사회 : 김동호 교수(숭실대)

1. 환영사 - 소사이어티 회장 

2. 축  사 - 홍진표 회장(한국정보과학회)

3. 격려사 - 박찬모 명예회장(한국정보과학회), 김하진 명예회장(한국정보과학회),

      이만재 연구위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제안 및 토의 - 임순범 교수(숙명여대), 어길수 전무(삼성전자)

5. 폐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창립총회

일시 : 11월 5일(금) 14:00 ~ 15:00

장소 : 자연과학관 507호

사회 : 양정진 교수(가톨릭대학교)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창립추진위원장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 축사 : 홍진표 회장(한국정보과학회)

- 총회의장 인사말씀: 이근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 정관 의결 (총회의장)

- 임원 선출 (총회의장)

- 대표 인사말씀 (상임대표)

- 기념사진 촬영 

- 폐회

정보보호연구회 운영위원회

일시 : 11월 6일(금) 11:40 ~ 12:20

장소 : 3공학관 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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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웹3D 표준화 워크샵

일시 : 11월 6일(토) 10:00 ~ 13:30

장소 : 3공학관 503호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사회 : 류관희(충북대)

발표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0:00-10:10 인사말 및 워크숍 개최 목적 소개
류관희

(충북대)

10:10-10:30 환경정보모델링의 공간요소 
오충원

(남서울대)

10:30-10:50 3D 가상공간을 위한 CCTV 영상파일포맷의 표준화
남현우

(동덕여대)

10:50-11:10
A GPS Interface for Virtual Environment 

Management

이명원

(수원대)

11:10-11:30 3D 가상공간에서의 보안 장치 관리 시스템 
류관희

(충북대)

11:30-11:40 휴  식

11:40-12:00
현실 연동 서비스 프레임워크 소개 (MPEG-V: Media 

Context & Control)

주상현

(ETRI)

12:00-12:20
실세계 레이싱 재현을 위한 3D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연구

이정헌

(미디어코러스)

12:20-12:40
크로노스그룹에서의 Web 3D Contents / Real 3D 

Contents / 영상 처리 서비스 표준화 이슈

이환용

(휴원)

12:40-13:00 제품의 형상 및 구조 정보를 포함한 CAD2X3D 변환
이효광

(부품디비)

13:00-13:20 제스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입체콘텐츠 인터랙션
조선영

(KT)

13:20-13:30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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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두발표세션 일정

◘ 구두발표(I) 11월 5일(금) 13:00-15:20 단국대 죽전캠퍼스

색인 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평가위원

O1.1 데이타베이스 6 사범관 403호 김영국(충남대)  
O1.2 정보통신 I 5 대학원동 321호 허준영(한성대) 이상환(국민대)

O1.3 컴퓨터시스템 I 7 대학원동 320호 김동승(고려대) 김형신(충남대)

◘ 구두발표(II) 11월 6일(토) 9:40-12:40 단국대 죽전캠퍼스

색인 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평가위원

O2.1 정보통신 II 4 3공학관 504호 조성래(중앙대)  
O2.2 컴퓨터시스템 II 7 3공학관 520호 배지혜(선문대)  
O2.3 인공지능 8 3공학관 521호 정용규(을지대) 현우석(성서대)

O2.4 정보보호 6 3공학관 516호 김현성(경일대) 이상준(숭실대)

O2.5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 6 3공학관 517호 장석우(안양대) 김응규(한밭대)

O2.6 컴퓨터이론 4 3공학관 518호 김수환(부산외대) 박정흠(가톨릭대)

O2.7 프로그래밍언어 4 3공학관 518호 이경옥(한신대) 김도형(성신여대)

◘ 구두발표(III)   11월 6일(토) 14:00-16:00 단국대 죽전캠퍼스

색인 분야 발표편수 장소 좌장 평가위원

O3.1 소프트웨어공학 6 3공학관 503호 오기성(동원대) 임명재(을지대)

O3.2 모바일응용및시스템 4 3공학관 504호 김장환(성결대) 고응남(백석대)

O3.3 바이오정보기술 4 3공학관 520호 황영섭(선문대) 이기영(아주대)

O3.4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4 3공학관 521호 정한민(KISTI) 김명관(을지대)

O3.5 전산교육시스템 3 3공학관 516호 임한규(안동대) 홍성용(KAIST)

O3.6 컴퓨터그래픽스 4 3공학관 517호 권영만(을지대)  
O3.7 언어공학 4 3공학관 518호 고영중(동아대)  이상곤(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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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두발표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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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

니다. 특히, 점심시간의 혼잡예방을 위해 오전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지정 양식에 따라 발표논문을 평가하시어,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

니다.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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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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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맞는 파일(ppt 또는 pdf)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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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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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두발표세션

◘ 11월 5일(금) 사범관

O1.1 데이타베이스 11월 5일(금) 13:00-15:00 / 사범관 403호 

▸좌장 : 김영국(충남대)

[O1.1-1] 데이터 공개를 위한 트랜잭션 데이터의 익명화 알고리즘

- 김영훈(서울대), 박형민(Univ. of British Columbia), 심규석(서울대)
[O1.1-2] 수명을 가지는 공간 객체를 R-tree 인덱스에서 효율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방법

- 김병준･송인철･김명호(KAIST)
[O1.1-3] 센서 네트워크에서 스카이라인 계산을 위한 계층적 관계를 유지하는 필터 선정 기법

- 김준수･전주혁･김명호(KAIST)
[O1.1-4] 결함이 발생하는 데이터 중심 저장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 소실 데이터 보정 기법

- 박준호･이효준･성동욱･유재수(충북대)
[O1.1-5] MP2P OLAP: Managed Peer-to-Peer OLAP을 위한 효율적인 인덱스 구조 및 시스템 구성

- 김훈동(윌비솔루션), 주길홍(경인교대), 이원석(연세대)
[O1.1-6]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k - Dominant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법 - 포미미･장수민･유재수(충북대)

◘ 11월 5일(금) 대학원동

O1.2 정보통신 I 11월 5일(금) 13:00-14:40 / 대학원동 321호

▸좌장 : 허준영(한성대)  ▸평가위원 : 이상환(국민대)

[O1.2-1] 지오웹: 위치 정보를 포함한 웹의 중요성

- 박종세･김재홍･서상원･허재혁･맹승렬(KAIST), 이문상(삼성전자)
[O1.2-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중 세기 비콘신호 기반의 DV-Hop 측위 알고리즘

- 안홍범･홍진표(한국외대)
[O1.2-3] 무선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보안 강화 기법의 설계

- 김우진･길아라(숭실대)
[O1.2-4]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 라우팅 기법에서 이동성을 고려한 에너지 분석

- 정진만･김봉재･장준혁･민홍･조유근･홍지만(숭실대), 허준영(한성대)
[O1.2-5]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싱크 그룹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전달 프로토콜

- 임용빈･박호성･이정철･오승민･김상하(충남대)

O1.3 컴퓨터시스템 I 11월 5일(금) 13:00-15:20 / 대학원동 320호

▸좌장 : 김동승(고려대)  ▸평가위원 : 김형신(충남대)

[O1.3-1] 안드로이드 플랫폼 인텐트 메커니즘 보안 취약성 분석

- 박수용･김익환･김태현(서울시립대)
[O1.3-2] 달빅 가상 머신에서의 장기 추적 방식 적시 컴파일

- 오형석･문수묵(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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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3]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임베디드 네트워크 I/O 가상화

- 김종서･장혜천･진현욱(건국대)
[O1.3-4] Indirection 기법을 이용한 경량 동적 코드 변환 기법의 설계 및 구현

- 김지홍･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O1.3-5] TraceMonkey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의 트레이스 오버헤드 감소 방안

- 유영호･이성원･문수묵(서울대)
[O1.3-6] 자바 가상 머신과 달빅 가상 머신의 성능 비교

- 김범준･정동헌･문수묵(서울대)
[O1.3-7]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의 PosFFS2를 위한 스냅샷 지원 파일 브라우저 설계 및 구현

- 신재복･성백재･박찬익(포항공대)

◘ 11월 6일(토) 3공학관

O2.1 정보통신 II 11월 6일(토) 09:40-11:00 / 3공학관 504호

▸좌장 : 조성래(중앙대) 

[O2.1-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고신뢰성 지원 모바일 콜렉터 스케줄링 기법

- 조정민(홍익대), 한주선(지인정보기술), 하란(홍익대)
[O2.1-2] EPC Sensor Network를 위한 ZigBee Reader 설계 및 구현

- 정수호(KAIST), 김규백(ADD), 김성훈･김영주･김대영(KAIST)
[O2.1-3] 무선손실 판별을 활용한 다중 전송률 기반의 계층적 멀티캐스트 혼잡제어

- 박수현(한국외대), 김성혜･강신각(ETRI), 홍진표(한국외대)
[O2.1-4] 무선 센서망에서 2-계층 가상구조를 통한 이동 싱크 실시간 데이터 전달 방안

- 오승민･임용빈･이정철･박호성･김상하(충남대)

O2.2 컴퓨터시스템 II 11월 6일(토) 09:40-12:00 / 3공학관 520호

▸좌장 : 배지혜(선문대)

[O2.2-1] SCM을 위한 제자리 쓰기 기반의 스냅샷 지원 기법

- 이은지･유승훈･장지은･고건(서울대)
[O2.2-2] 열 평형 상태를 이용한 프로세서 전력 모델 계산

- 전상우･김현희･김지홍(서울대)
[O2.2-3] 대용량 다중 코어 시스템을 위한 요구 병합 메모리 관리자

- 박희권･최종무(단국대)
[O2.2-4] Multi-UAV HILS 환경을 위한 능동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 이황로･최은미(국민대)
[O2.2-5]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위한 IPv6기반 미들웨어 제어규칙 설계 및 구현

- 이형수･김성조(중앙대)
[O2.2-6]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Active WSN 센서 노드 선택

- 박준영･이승구(포항공대)
[O2.2-7] RAID 기반 플래시 저장장치를 위한 수명 기반 신뢰성 관리기법

- 이세환･이빛나･고건(서울대), 반효경(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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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 인공지능 11월 6일(토) 09:40-12:20 / 3공학관 521호

▸좌장 : 정용규(을지대)  ▸평가위원 : 현우석(성서대)

[O2.3-1] 웹 검색을 위한 준-지도방식 랭킹 학습

- 김계현･최승진(POSTECH)
[O2.3-2] 행동 기반 종분화를 이용한 다양한 로봇 제어기 생성

- 오근현(연세대), 김경중(세종대), 조성배(연세대)
[O2.3-3] 진화 로봇 군집에서의 리더쉽 현상 관찰

- 이승현(연세대), 김경중(세종대), 조성배(연세대)
[O2.3-4] 계층적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모델

- 박선호･최승진(포항공대)
[O2.3-5] 3축 가속도신호의 비선형 분석방법과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스처 인식

- 황주원･민준기･조성배(연세대)
[O2.3-6] 엔트로피 기반 멀티모달 랜덤 하이퍼그래프 학습을 이용한 동영상에서의 이미지 태깅 

방법

- 윤웅창･석호식･장병탁(서울대)
[O2.3-7] 온톨로지 커널 : 구조 정보를 반영한 온톨로지 정렬

- 김성택･손정우･박성배･박세영(경북대)
[O2.3-8] Bi-Source 토픽 모델 기법을 이용한 기사-상품 연관 검색

- 김병희･이바도･하성종･조남익･장병탁(서울대)

O2.4 정보보호 11월 6일(토) 09:40-11:40 / 3공학관 516호

▸좌장 : 김현성(경일대)  ▸평가위원 : 이상준(숭실대)

[O2.4-1] IPTV환경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스마트카드 키 동의 프로토콜

- 서화정･김호원(부산대)
[O2.4-2] EPC Gen2 플랫폼 상에 구현 가능한 경량의 상호 인증 프로토콜

- 이홍진･김성호･맹범기･정한울･박용수(한양대)
[O2.4-3] USIM 탑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 지은화･김애영･이상호(이화여대)
[O2.4-4] ARM기반 리눅스 커널에서 시스템콜 인터셉트 공격

- 이형찬･김충희･이정현(숭실대)
[O2.4-5] 하드웨어 지원 가상화 환경에서의 시스템 콜 인터셉트 기법

- 이동우･김인혁･엄영익(성균관대)
[O2.4-6] 한글 초성을 이용한 훔쳐보기 공격에 견고한 그래피컬 패스워드

- 김종우･김성환･김광휘･조환규(부산대)

O2.5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11월 6일(토) 09:40-11:40 / 3공학관 517호

▸좌장 : 장석우(안양대)  ▸평가위원 : 김응규(한밭대)

[O2.5-1] 얼굴 인식 기반의 범죄 용의자 탐지 및 식별 시스템

- 이종욱･강봉수(고려대), 이한성(ETRI), 박대희(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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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5-2] 반감독학습에서 중심이동 선형판별분석

- 신용준･박정희(충남대)
[O2.5-3] 실시간 제스처 인식을 위한 클러스터링 기반 다수 비제스처 거부 모델

- 윤종원･민준기･조성배(연세대)
[O2.5-4] 인체의 특징점 자동 검출 및 추적 알고리즘

- 곽내정･송특섭(목원대)
[O2.5-5] 변환적 학습을 이용한 개선된 선형판별분석법의 제안

- 이영태･신용준･박정희(충남대)
[O2.5-6] 계층적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이동 센서 기반 행동 인식

- 김선교･이영설･손동운･조성배(연세대)

O2.6 컴퓨터 이론 11월 6일(토) 09:40-11:00 / 3공학관 518호

▸좌장 : 김수환(부산외대)  ▸평가위원 : 박정흠(가톨릭대)

[O2.6-1] 후위부자유 정규언어의 복합 연산 상계 상태복잡도

- 엄해성･한요섭(연세대)
[O2.6-2] 접미사배열을 이용한 최장공통비상위문자열 찾기

- 조석현･윤현철(인하대), 나중채(세종대), 심정섭(인하대)
[O2.6-3] 환형 문자열에 대한 쌍합 기반의 다중서열배치

- 이태형(서울대), 나중채(세종대), 심정섭(인하대), 박근수(서울대)
[O2.6-4] 다중바이트 텍스트에서의 빠른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

- 김은상(서울대), 김진욱(서울대병원), 박근수(서울대)

O2.7 프로그래밍 언어 11월 6일(토) 11:20-12:40 / 3공학관 518호

▸좌장 : 이경욱(한신대)  ▸평가위원 : 김도형(성신여대)

[O2.7-1] 하드웨어 기술을 위한 선형 람다 셈법의 타입 유추

- 임정표･박성우(POSTECH)
[O2.7-2] 안드로이드 달빅 가상 머신을 위한 Class-to-Dex 런타임 변환 방법

- 정동헌･문수묵(서울대)
[O2.7-3] TraceMonkey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메소드 단위 컴파일 적용

- 오진석･정원기･오형석･문수묵(서울대)
[O2.7-4] 웹 페이지 자바스크립트 분석과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성능 평가

- 정원기･문수묵(서울대)

O3.1 소프트웨어 공학 11월 6일(토) 14:00-16:00 / 3공학관 503호

▸좌장 : 오기성(동원대)  ▸평가위원 : 임명재(을지대)

[O3.1-1] 이진 정수 계획법을 이용한 최적의 제품휘처형상 도출

- 이관우(한성대)
[O3.1-2] Capturing Application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Queuing Buffer 기법

- 김대환･손민영(부산대), 김병삼(한국식품연구원), 염근혁(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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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3] 미조정 기능점수(UFP) 측정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 이민태(국방기술품질원)
[O3.1-4] 사용자 DLL의 동적 플러그인을 위한 메시지 객체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

- 심준용･이용헌･조규태･김세환(LIG넥스원)
[O3.1-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MDA 방법론 적용

- 국승학･김현수(충남대)
[O3.1-6] 메시지 기반 소프트웨어 모델링 및 분석 도구 개발

- 류제영(삼성탈레스)

O3.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11월 6일(토) 14:00-15:20 / 3공학관 504호

▸좌장 : 김장환(성결대)  ▸평가위원 : 고응남(백석대)

[O3.2-1] 선택적 적시 컴파일에 의한 모바일 환경의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성능 개선

- 이성원･유영호･문수묵(서울대)
[O3.2-2] 모바일 웹 브라우징 환경에서의 전화 번호 추출 및 자동 다이얼링

- 전혁수･신동욱･김태환･최중민(한양대)
[O3.2-3] 상황 인지에 의한 모바일 사용자의 친밀한 관계 모델링 및 분석

- 김바울･김상욱(경북대)
[O3.2-4] 가변적 웹 데이터 추출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

- 임성호･박상원(한국외대)

O3.3 바이오 정보기술 11월 6일(토) 14:00-15:20 / 3공학관 520호

▸좌장 : 황영섭(선문대)  ▸평가위원 : 이기영(아주대)

[O3.3-1] Symbolic Transfer Entropy 를 이용한 왼손/오른손 상상 움직임에서의 특징 추출

- 강성욱･전성찬(GIST)
[O3.3-2] HCV 바이러스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단백질을 예측하기 위한 SVM 모델

- 방초･최광우･한경숙(인하대)
[O3.3-3] 차세대 서열 기술을 이용한 RNA-Seq 분석 시스템의 개발

- 이종근(한림대), 홍동완(서울대), 윤지희･이은주(한림대)
[O3.3-4] 하이퍼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fMRI Brain Network의 허브 모듈 분석

- 김준식･임병권･김은솔･양진산･장병탁(서울대)

O3.4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11월 6일(토) 14:00-15:20 / 3공학관 521호

▸좌장 : 정한민(KISTI)  ▸평가위원 : 김명관(을지대)

[O3.4-1]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R&D 전략 수립 지원 서비스 설계

- 이미경･정한민･김평･성원경(KISTI)
[O3.4-2] 사회적 관계 기반 매쉬업 콘텐츠 추천 기법

- 서현･윤효석･우운택(광주과학기술원)
[O3.4-3] Hybrid측위기법을 이용한 상황인식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용자 위치 관련 서비스

- 최진욱･황구연･신동규･신동일(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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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4] 진동을 통한 색상 정보 전달

- 박건혁･오승환･이호진･최승문(포항공대)

O3.5 전산교육 시스템 11월 6일(토) 14:00-15:00 / 3공학관 516호

▸좌장 : 임한규(안동대)  ▸평가위원 : 홍성용(KAIST)

[O3.5-1] 표절 문서의 시각화를 위한 문서 진화 계통도 생성

- 김선영･박선영･조환규(부산대)
[O3.5-2] 효율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교육을 위한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

- 이무열･장혜천･이상헌･진현욱(건국대)
[O3.5-3] 자바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로보코드 기반 GBL(Game Based Learning)

- 박정수･김현성(경일대)

O3.6 컴퓨터 그래픽스 11월 6일(토) 14:00-15:20 / 3공학관 517호

▸좌장 : 권영만(을지대) 

[O3.6-1] OpenCL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왜곡 구현

- 박용진･박진홍･김진우･한탁돈(연세대)
[O3.6-2] 화면 공간 효율성과 사용자의 사진 품질 평가를 고려한 웹 기반의 사진 관리 시스템

- 류동성･조환규(부산대)
[O3.6-3] 3차원 포아송 방정식을 이용한 비디오 합성 기법

- 권지용･이인권(연세대)
[O3.6-4] 흩어진 점군으로부터의 다중스케일 음함수 곡면 재구성

- 윤성민(동국대), 이문배(건국대), 박상훈(동국대)

O3.7 언어공학 11월 6일(토) 14:00-15:20 / 3공학관 518호

▸좌장 : 고영중(동아대)  ▸평가위원 : 이상곤(전주대)

[O3.7-1] 지능형 말동무 로봇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 모델링

- 황재원･박용현･고영중(동아대)
[O3.7-2]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검색어의 중의성 해소 및 확장

- 김성호･배상준･고영중(동아대)
[O3.7-3] 포스트 연관 점수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블로그 피드 검색 방법

- 송우상･이예하･이종혁(포항공대)
[O3.7-4] 한국어 비정형 회의공지 이메일 문장에서의 장소정보 추출을 위한 자질선택문제 

- 김경렬･최동현･김은경･최기선(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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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포스터발표세션 일정

▣ 11월 5일(금)  13:40-15:00, 혜당관 2층로비

색인 분야 발표편수

P1.1 건설환경 IT 융합 1

P1.2 고성능 컴퓨팅 2

P1.3 고신뢰 컴퓨팅 1

P1.4 데이터베이스 I 8

P1.5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7

P1.6 소프트웨어 공학 I 8

P1.7 인공지능 I 12

P1.8 정보보호 I 7

P1.9 정보통신 I 15

P1.10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7

P1.11 컴퓨터시스템 I 23

합계 91

▣ 11월 6일(토)  13:00-14:20, 3공학관 1층

색인 분야 발표편수

P2.1 데이터베이스 II 7

P2.2 바이오 정보기술 4

P2.3 소프트웨어 공학 II 7

P2.4 언어 공학 3

P2.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5

P2.6 인공지능 II 8

P2.7 전산교육 시스템 2

P2.8 정보보호 II 6

P2.9 정보통신 II 15

P2.10 컴퓨터그래픽스 7

P2.11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7

P2.12 컴퓨터시스템 II 7

P2.13 컴퓨터 이론 1

P2.14 프로그래밍 언어 4

합계 83

▣ 발표자 유의사항

① 포스터 발표에 제공되는 패널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20cm, 전체높이 200cm의 이동식 화

잍트보드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A4 용지(세로기준) 9매의 발표자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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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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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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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면테이프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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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자 색인’에서 본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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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표시간 종료 후 10분 이내에 부착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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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포스터발표 세션

◘ 11월 5일(금) 13:40-15:00 혜당관 2층 로비

P1.1 건설환경 IT 융합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1-01] BEMS 연동 건물내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임호정･강정훈･유준재(전자부품연구원)

P1.2 고성능 컴퓨팅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2-01] 기계우주응용 수치해석을 위한 통합형 문제풀이환경

- 윤경아･강혜정･김서영･최윤희･김윤희(숙명여대), 김종암(서울대)
[P1.2-02] RDMA로 연결된 원격 메모리에 기반을 둔 고성능 디스크 캐시의 설계 및 구현

- 박창규･김신규･한혁･엄현상･염헌영(서울대)

P1.3 고신뢰 컴퓨팅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3-01]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체크포인팅기법

- 민홍･김봉재･정진만･장준혁･어상일･조유근(서울대), 허준영(한성대), 
이상호(INRIA), 홍지만(숭실대)

P1.4 데이타베이스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4-01] XML 환경에서 개선된 그룹 소수 레이블링 기법 - 안동찬･박석(서강대)
[P1.4-02] 행위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성향 및 사용자간 친밀도 분석 기법

- 임선규･송인철･김명호(KAIST)
[P1.4-03] 맵 저작 시스템용 MMDBMS의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Kairos 유지보수 테스트 도구

- 한상혁･유승진(리얼타임테크), 차믿음･김영국(충남대)
[P1.4-04] 시맨틱 데이터 클라우드 : 시맨틱 기술 기반 공공정보 배포 프레임워크

- 김청림･권용진･박재휘･이상구(서울대)
[P1.4-05] 트위터 정보 검색 분야의 최근 연구들 - 박수영(광운대), 하용호(KTH), 김용혁(광운대)
[P1.4-06]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시맨틱웹 기반 OpenAPI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 최윤정･차승준･이규철(충남대)
[P1.4-07] 안드로이드에서 지속성 객체를 위한 객체 관리자 - 최화영･박상원(한국외대)
[P1.4-08] 한글 웹 문서 클러스터링을 위한 자질 추출 알고리즘 - 장건업･홍의경(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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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5-01] 스마트폰 기반 GPS를 이용한 최단거리 도서 검색 시스템

- 김정식･오상민･문세훈･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P1.5-02] 스마트 폰을 이용한 3차원 실사 오브젝트 뷰 - 노성남･김은주･김선정･송창근(한림대)
[P1.5-03] GTK+와 DirectFB를 이용한 리눅스 모바일 플랫폼 UI 프레임워크의 성능개선

- 엄예용･이인환(한양대),윤성표(삼성전자)
[P1.5-04] WebDAV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위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개발

- 김보현･이홍창･이명준(울산대)
[P1.5-05] 모바일 환경하에서의 멀티에이젼트 작업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이강원･최진영(고려대)
[P1.5-06] Joint Flow and Power Control in Multi-hop Cognitive Radio Networks: A Cross-Layer 

Optimization - Mui V.Nguyen･ChoongSeon Hong(경희대)
[P1.5-07] 안드로이드 기반의 서울버스정보 추천시스템

- 박영하(광운대), 이진모(서울시립대), 정주연(숙명여대), 김우생(광운대)

P1.6 소프트웨어 공학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6-01] 모바일 명함 교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 장정란･이호중･이종현･김태우･김수동(숭실대)
[P1.6-02] ITIL에 기반한 서비스 평가의 정량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

- 이민호･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김신령(동서울대)
[P1.6-03] 씬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업무과정 정량화에 대한 연구

- 김경식･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김신령(동서울대)
[P1.6-04] IT서비스 개선을 위한 ITIL 의 효과적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서동민(한국산업기술대), 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김신령(동서울대)
[P1.6-05] 대인관계를 고려한 다중프로젝트 인원 배치 방법

- 강서혜･강성봉･구희진･이주영･박하얀･김용혁(광운대)
[P1.6-06] 안드로이드 앱 API 코딩 가이드 연구 - 오준석･강미영･최진영(고려대)
[P1.6-07] HTML5 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도구 설계 - 김국현･김완기･정성화･천두완･김수동(숭실대)
[P1.6-08] SI QA 업무 아웃소싱 사례 연구 - 김한샘･최재영･김희선(동부CNI)

P1.7 인공지능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7-01] 웹 서핑 정보기반의 TV 프로그램 추천 방법

- 배지훈･박은지･이다슬･고지원･김현민･김용혁(광운대)
[P1.7-02] 내용 기반 추천에서의 선호도 계산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 이성진･이수원(숭실대)
[P1.7-03]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은닉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모바일 행동 인식

- 이영설･조성배(연세대)
[P1.7-04]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사용자 관계 추론 연구 - 강영길･김영호･이수원(숭실대)
[P1.7-05] 유사사용자 선호도를 활용한 개인 선호도 학습 성능 개선 - 강영길･이수원(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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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06] 하이퍼네트워크와 마코프 랜덤 필드와의 연관성: 상태공간에 대한 관계와 변환방법

- 허민오(서울대), DominikJain･MichaelBeetz(뮌헨공대), 장병탁(서울대)
[P1.7-07]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각 질의 정확도 향상 실험

- 강명구･장병탁(서울대)
[P1.7-08] 지능형 서비스 추론을 위한 상황인식 시스템 설계 - 황구연･최진욱･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7-09] GPGPU를 이용한 제한 볼츠만 기계 구현 - 강윤섭･최승진(포항공대)
[P1.7-10] 장르 선호도를 이용한 협업 필터링 개선 - 박태현･김수철･김성권(중앙대)
[P1.7-11] 인플루엔셜을 활용한 친구추천시스템 - 고정완･김수철･김성권(중앙대)
[P1.7-12] 규칙기반 추론엔진을 이용한 스마트폰 상황인지 시스템

- 허길･양승국･김미화･이향진･김제민･최정화･서은석･박영택(숭실대)

P1.8 정보보호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8-01]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 점검표 도출 - 김명섭(전남대)
[P1.8-0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보안지침 제안

- 엄건우･조윤현･박대명･최웅철(광운대)
[P1.8-03] 비실시간 IPTV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Multi Access Control 프로토콜

- 서대희(ETRI), 백장미(순천향대), 임형진(FSA), 서동일(ETRI)
[P1.8-04]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Hsiang 과 Shih의 개선된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

- 진흔이･김현성(경일대)
[P1.8-05] 소스코드 강화를 통한 CSRF 공격에 대한 방어 - 김성진･도경구(한양대)
[P1.8-06] 보안향상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전자결재시스템 구현

- 김정훈･정민경･박대명･이석민･최웅철(광운대)
[P1.8-07] 정보신기술 보안취약점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취약점 관리체계

- 김동진(단국대), 서동우･이완석(한국인터넷진흥원), 조성제(단국대)

P1.9 정보통신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9-01] 다차원 데이터 큐브 모델에서의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 유재학(ETRI), 박준상(고려대), 이한성(ETRI), 임영희･김명섭･박대희(고려대)
[P1.9-02]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버관리 시스템 - 주시형･김정민･한경탁･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P1.9-03] 연결 지속 시간을 고려한 트리 기반의 DTN 라우팅 프로토콜 - 정경학･서영주(포항공대)
[P1.9-04] Wifi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핸드오프에 관한 연구 및 성능분석 

- 이정철･최용연･김태호･이재충･남인우･김여진･이형근(광운대)
[P1.9-05] 전자정부 모바일 웹 서비스의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현황

- 임수정･최현식･정연돈(고려대)
[P1.9-06] 동적 Wireless Sensor Network 상의 위상 변화 예측을 융합한 개미군집 방식 라우팅 

알고리즘 - 문현석･장혁수(서강대)
[P1.9-07]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한 수식 기반의 품질 조절 기법

- 김형준･구자헌･정광수(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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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08] IEEE P1901에서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개선된 RTS/CTS MAC 스킴 연구

- 박재용･홍충선･이성원(경희대), 이일우(ETRI), 조상욱(KT)
[P1.9-09]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적응적인 품질 조절 시스템

- 이성희･구자헌･오승준･정광수(광운대)
[P1.9-10] An Autonomous Configuration Management Architecture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 Muhammad Shoaib Siddiqui･ChoongSeon Hong(경희대)
[P1.9-11]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예측 기반의 다중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

- 이동호(광운대), 최준성(ADD), 정광수(광운대)
[P1.9-12]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위치 정보를 이용한 적응적 라우팅 프로토콜

- 김대혁･서영주(포항공대)
[P1.9-13] 데이터매핑 편집기를 이용한 웹기반 매시업 페이지의 모델 기반 개발 방법

- 주형주･이은정(경기대)
[P1.9-14] DDS를 위한 트리 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법 - 한강학･류상현･엄영익(성균관대)
[P1.9-15] Mobile Middleware for Body Sensor Network: A Grid Approach

- Rossi Kamal･ChoongSeon Hong(경희대)

P1.10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10-01] 오디오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의 비정상 상황 인식 

- 이의종･주영민･김정식･오승근･유재학･박대희(고려대)
[P1.10-02] 영상 인식을 이용한 재활 치료 지원시스템에서의 손 검출

- 고은수･박수미･하진영(강원대)
[P1.10-03] 음함수 곡면 기반의 3차원 변형가능 얼굴 모델 생성

- 신아영･ChristianWallraven(고려대), Heinrich Bülthoff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이성환(고려대)

[P1.10-04] 영상 인식 재활 치료 지원 시스템에서 체인코드를 이용한 손 모양 인식

- 이하나･고은수･하진영(강원대)
[P1.10-05] 연속적인 단안 영상에서의 3차원 인체 포즈 추적을 위한 적응적인 자체 가려짐 추론 방법

- 조남규･이성환(고려대)
[P1.10-06]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을 이용한 음성-영상 연동시스템 - 김응규(한밭대), 이수종(ETRI)
[P1.10-07] 로고 도용 방지를 위한 로고이미지 유사성에 관한 연구 - 강경민･김철기･이도훈(부산대)

P1.11 컴퓨터 시스템 I 11.5(금) 13:40-15:00 / 혜당관 2층 로비

[P1.11-01] 쿨링팬 속도에 따른 프로세서의 온도 및 컴퓨터시스템 전체 전력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 조아라･장형범･정성우(고려대)
[P1.11-02] 전술데이터링크 및 상황도를 적용한 방공 지휘통제경보체계 프로토타입 개발

- 김용민(삼성탈레스)
[P1.11-03] 국방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무인무기체계의 임무수행 SW에 관한 연구

- 김영균･유석진･안효철･김영수(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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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04] RT-eCos3.0에서의 데드라인 기반 우선순위 상속 프로토콜

- 한승연･김정국(한국외대)
[P1.11-05] SSD 성능과 전력 소모량을 예측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방법

 - 이철목･원유집(한양대)
[P1.11-06] 프리페치를 고려한 LRU 기반의 버퍼캐시 블록 교체 알고리즘

- 김선･이성재･이인환(한양대)
[P1.11-07]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압축 스왑 기법

- 김인홍･강진구･이인환(한양대)
[P1.11-08] UPnP 기반의 미디어 공유 모듈 설계 및 구현

- 최운･이한구･김명진･이혁주(건국대)
[P1.11-09] 경성 실시간 작업을 위한 Pre-scheduler 구현

- 최정현･조선동･한상철(건국대)
[P1.11-10] 영상 인식을 이용한 재활 훈련 지원 시스템 개발 

- 최선화･이준호･하진영(강원대)
[P1.11-11] 양방향 통신형 스마트 시계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설계

- 차원영･신동규･신동일(세종대)
[P1.11-12]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I/O 데이터 정렬 효과 

- 임승호(한국외대)
[P1.11-13] WPAN을 통한 e-Textile Network 연동 기법 

- 박경민･김미리･최훈(충남대)
[P1.11-14]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기반의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관리 기법

- 정상원･이태훈･정기동(부산대)
[P1.11-15] 이기종 분산 환경시스템을 위한 통합 관리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이승원･윤종관･김현수･최훈(충남대)
[P1.11-16] CAN 기반 운전자 졸음방지 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 박상현･민수영(전자부품연구원)
[P1.11-17]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적합한 로그영역 분할 기법을 적용한 효율적인 로그 블록 관리 

기법 - 하병민･조현진･엄영익(성균관대)
[P1.11-18] 캐시 성능 향상을 위한 페이지 캐시 분리 컬러링 기법

- 김정훈･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P1.11-19] Windows Active Directory Service 권한명칭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린팅 설정을 위한 

알고리즘 - 김승현･최현식･정연돈(고려대)
[P1.11-20] 하이브리드 디스크 기반 미디어 재생기에서 디스크 소모전력 감소를 위한 선반입 기법의 

설계 및 구현 - 류완형･송민석(인하대)
[P1.11-21] SPCS: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기전력 제어 시스템

- 김승현･김대기･곽나리･오용철(한국산업기술대)
[P1.11-22]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력소모 최소화를 위한 자원관리 기법

- 오세창(세종사이버대), 최민(원광대), 임승호(한국외대)
[P1.11-23] 통합 모듈형 항공전자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안전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 구금서･전용기(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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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토) 13:00-14:20 3공학관 1층

P2.1 데이타베이스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1-01] 도메인 N-Gram 생성 및 활용 - 황명권･최동진･이효갑･최창･고병규･김판구(조선대)
[P2.1-02] 해체대상 원자력시설 특성관리 DB 시스템(DEFACS)

- 지연희･박승국･정운수(한국원자력연구원)
[P2.1-03] EPC Sensor Network 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정보 공유를 위한 미들웨어

- 이경태･임장관･성종우･김성훈･하민근･김대영(KAIST)
[P2.1-04] 다수의 리더를 이용한 RFID 태그 대량기록 성능의 향상 - 임영준･송하주(부경대)
[P2.1-05] 시계열 매칭 기술을 사용한 새 소리 검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 최훈영･문양세(강원대)
[P2.1-06] MVC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RIA를 위한 플러그인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 손동혁･정강수･박석(서강대)
[P2.1-07] 확장된 빈발패턴트리를 이용한 민감한 빈발항목을 숨기는 기법에 대한 연구

- 이단영･안형근･고재진(울산대)

P2.2 바이오정보기술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2-01] 뇌전도 신호원 정보를 이용한 움직임 상상에 대한 분류

- 안민규･홍준희･강성욱･조호현･전성찬(광주과학기술원)
[P2.2-02] 단백질-RNA 복합체의 검색과 시각화를 위한 웹 응용 프로그램

- 조성연･최혁진･한경숙(인하대)
[P2.2-03] 하이퍼에지의 돗수분포를 이용하여 원숭이 뇌신경 네트워크의 허브 뇌영역 찾기

- 김준식･김은솔･임병권･양진산･장병탁(서울대)
[P2.2-04] 임상시험 진행 계획의 정형화 - 염지현･박인혁･김혁만(국민대)

P2.3 소프트웨어 공학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3-01] 알고리즘 분석을 위한 최선의 인스턴스 탐색: 최악의 인스턴스 탐색과 비교

- 전소영･김용혁(광운대)
[P2.3-02]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Part Stretching System 구현

- 방태호･이강민･양정진(가톨릭대)
[P2.3-03] 금융 시스템을 위한 용이한 확장성의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김규억･유해영･최종무(단국대)
[P2.3-04] 웹 표준 및 접근성을 강화한 시스템 운영방안 - 김지용･이송희･최진영(고려대)
[P2.3-05] 웹 서비스를 이용한 SOA 기반 금융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설계

- 최병하･나호진･강동우･이승학･최종무(단국대)
[P2.3-06] 리팩토링 활동 지원을 위한 코드 클론 시각화 - 백수현･우치수(서울대)
[P2.3-07] 테스트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방법론의 재구성 - 이종국･최재영(동부C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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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언어공학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4-01] 문장 표면 분석과 전자 사전에 의한 한국어 문장 분석 연구 - 이호석(호서대)
[P2.4-02] 국어 순화어 실태 조사기의 설계 및 구현 - 이동범･이상곤(전주대)
[P2.4-03] 자연스러운 동화 구연을 위한 등장 인물의 자동 역할 분류에 관한 연구

- 안승주･박종철(KAIST)

P2.5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5-01] 동작 상상 분류를 위한 EEG 채널 선택 - 석흥일･이성환(고려대)
[P2.5-02] EEG 기반의 멀티 클래스 동작 상상 분류를 위한 시간-주파수 공간에서의 적응적 근원 

신호 선택 - 감태의･이성환(고려대)
[P2.5-03] 지하수 확보와 개발을 위한 WinSIOP 구현 - 김명근･이양민･이재기(동아대)
[P2.5-04] 손 동작 인식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TV 컨트롤 시스템(ITCS)의 설계 및 구현

- 손명규･이상헌･김병민･이장우･박지호(DGIST)
[P2.5-05]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에서의 인간의 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 

문헌연구 - 박태민･김종권(서울대)

P2.6 인공지능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6-01] 단어간 거리 관계를 고려한 랜덤하이퍼그래프 기반 언어 모델의 문장 생성 능력

- 이바도･석호식･장병탁(서울대)
[P2.6-02]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학생 시간관리 기법 - 김중동･박찬정(제주대)
[P2.6-03] 효과적인 개인 관리 서비스를 위한 대화 기반 감정형 인공비서의 구현

- 김영석･윤종원･임성수･조성배(연세대)
[P2.6-04] 모델 간의 유사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필기 인식 방법

- 오세창(세종사이버대), 최민(원광대)
[P2.6-05]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웹에서의 지능적 전화번호 정보 추출 방법 

- 김태환･신동욱･전혁수･최중민(한양대)
[P2.6-06] 모바일 사용자 지식 반영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정진호･이승현･조성배(연세대)
[P2.6-07] 도메인 지식 기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을 이용한 홈 로봇의 상황인지 서비스

- 박한샘･조성배(연세대)
[P2.6-08] 확률적 토픽 모델을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자의 일상행동 분석

- 남진석･장병탁(서울대)

P2.7 전산교육시스템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7-01]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위한 컨텐츠 주제어 군집 방법

- 김준우(한국기술교대), 주지영･홍성용･이문용･윤완철(KAIST)
[P2.7-02]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방안 - 최길성(동아방송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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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 정보보호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8-01] 접근 기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문서 보안 모델 - 노정규(서경대)
[P2.8-02] Analysis of Algorithm design in the Fast Internet Traceback scheme

- Ngo Tien Dung･ChoongSeon Hong(경희대)
[P2.8-03] 웹2.0 기반 지자체 전자정부서비스 현황 분석과 정보보호 대책

- 서동우･박현근･이익섭･이완석(KISA)
[P2.8-04] 악성코드 자동 정적 분석을 위한 방안 연구

- 신동휘･임채태･정현철(KISA), 원동호(성균관대)
[P2.8-05] 스마트폰 보안 취약점 동향 - 김기연･조성제(단국대)
[P2.8-06]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확장한 정보보호모형 연구

- 추연철･최진영(고려대)

P2.9 정보통신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9-01]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이동성을 고려한 미디어 품질 보장 기법 

- 김동칠･구자헌(광운대), 임태범(KETI), 정광수(광운대)
[P2.9-0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에너지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 강경현(광운대), 김수정(제노코), 정광수(광운대)
[P2.9-03] IPTV 채널전환 성능개선을 위한 기법 - 김태규･홍영식(동국대)
[P2.9-04] 차세대 무선네트워크서비스를 위한 IP헤더변환 프로토콜의 설계 및 구현

- 박종탁･최대인(고려대), 김수연(모빌랩), 강현국(고려대)
[P2.9-05] IEEE 802.15.4 에서의 근접 채널 간 간섭 - 박원재･이성훈･권구인(인하대)
[P2.9-06] WiMAX 망에서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계층별 슬롯할당 방식

- 한민규･홍진표(한국외대)
[P2.9-07] 홈 환경 기반 맞춤형 상황 정보 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

- 최재형･이희정･정창원･주수종(원광대)
[P2.9-0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싱크 그룹의 움직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전달 방안

- 이정철･박호성･오승민･임용빈･김상하(충남대)
[P2.9-09] An efficient multi-channel communications scheme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 Md. Shariful Islam･Muhammad Mahbub Alam･ChoongSeon Hong(경희대)
[P2.9-10] 무인헬기환경에서 실시간 영상과 제어 데이터전송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신 방안

- 유정･조승철･이선･한리･한선영･하영국(건국대)
[P2.9-11] 위치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황정희･김진선･박숙영･이상규･최종원(숙명여대)
[P2.9-12] 전력선 통신 프로토콜간 새로운 공존 기법에 관한 연구

- 김진혁･이성원･홍충선(경희대), 이일우(ETRI), 조상욱(KT)
[P2.9-13] HRV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따른 고혈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임채영(단국대), 전기만･정하중(KETI), 김경호(단국대)
[P2.9-14] 존재 알림 메시지를 활용한 Ad Hoc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방법

- 김용이･전병윤･이진우(LIG 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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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15] IEEE 802.15.4a 무선 통신 시스템 설계 

- 김용이･전병윤･이진우(LIG 넥스원)

P2.10 컴퓨터 그래픽스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10-01]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GPS 동기화 - 문현식･이홍규･이명원(수원대)
[P2.10-02] 사용자 스케치 입력을 통한 모바일 3D 파노라마 시스템

- 김진희(숙명여대), 최윤철･한탁돈(연세대), 임순범(숙명여대)
[P2.10-03] 원 도형으로 경계 및 경계 내부 채우기 : 서클 패킹

- 박건수･김은주･김선정･고영웅･송창근(한림대)
[P2.10-04] WebGL을 이용한 안내 시스템 

- 박제훈･송주호･김은주･고영웅･김선정･송창근(한림대)
[P2.10-05]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면 파노라마 촬영 시스템

- 최지훈･박주현･김은주･김선정･송창근(한림대)
[P2.10-06] GLORE 병렬 가시화 엔진의 설계 및 구현 - 이중연(KISTI)
[P2.10-07] GLOVE(Global Virtual reality visualization Environment for scientific simulation) : 

VR 환경에서의 대용량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 김민아･이중연･허영주(KISTI)

P2.11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11-01] 보로노이 테셀레이션을 사용한 시공간 사건 추출을 바탕으로한 비정상 사건 탐지

- 김대환･변혜란(연세대)
[P2.11-02] 영상처리에 의한 비정상 혈액의 판별 방법 

- 김희승･김지웅(서울시립대)
[P2.11-02] 3D 비전 응용을 위한 GOP 크기 기반의 빠른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

- 정충현･신광무･정기동(부산대)
[P2.11-04] 특징점 검출을 이용한 내용 기반 영상 검색 - 차재성･변혜란(연세대)
[P2.11-05] SURF와 Mean Shift를 이용한 다중 어류 객체 추적

- 추풍령･한창민･박정선(전남대)
[P2.11-06] 모바일 장치를 위한 영상 그래디언트 기반 블러 검출

- 임여선･어영정･배건태･변혜란･한탁돈(연세대)
[P2.11-07] 증강현실을 위한 QR코드 영역 검출 및 추적 방법

- 박노영(항공대), 박종희･우운택(광주과학기술원)

P2.12 컴퓨터시스템 II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12-01] 블록 디바이스와 아마존 S3 간 비용을 고려한 맵핑 기법

- 남영진･프레드릭 이센고마･박영균(대구대)
[P2.12-02] SSD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버의 성능 연구 

- 신윤석･김재민(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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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2-03] 안드로이드 기반 차량정보 수집방법에 관한 연구

- 백선형･김정국(한국외대), 박상현･주현태(KETI)
[P2.12-04] 멀티 스레드 방식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 연구

- 구자진･최정헌･원유집(한양대)
[P2.12-05] 가상 SSD 시뮬레이터 

- 김해성･김주현･이성진･원유집(한양대)
[P2.12-06] 다중 채널 FeRAM 시스템

- 이후웅･원유집(한양대)
[P2.12-07] 전력측정을 통한 FTL 동작예측 

- 유밝은･원유집(한양대)

P2.13 컴퓨터이론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13-01] GPU용 라이브러리 CUDA를 이용한 SEED 알고리즘의 고속화 구현

- 임지혁･강정민･조수민･김현오･김동규(한양대)

P2.14 프로그래밍 언어 11.6(토) 13:00-14:20 / 3공학관 1층

[P2.14-01]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한 재목적 인스트럭션 스케줄러 

- 김성진･고광만(상지대)
[P2.14-02]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코드 포인터 취약성 

- 김경태･권성호･표창우(홍익대)
[P2.14-03] LLVM에서의 피드백을 통한 최적화

- 김재진･이준표(서울대), 김수현(KIST), 문수묵(서울대)
[P2.14-04] Wilander 벤치마크의 분석과 확장

- 권성호･김유진･김경태･표창우(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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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주  P1.9-13

지연희  P2.1-02

지은화  O2.4-3

진현욱  O1.3-3

진현욱  O3.5-2

진흔이  P1.8-04

차승준  P1.4-06

차원영  P1.11-11

차재성  P2.11-04

최길성  P2.7-02

최  민  P1.11-22

최  민  P2.6-04

최선화  P1.11-10

최  운  P1.11-08

최재형  P2.9-07

최정현  P1.11-09

최종원  P2.9-11

최지훈  P2.10-05

최진욱  O3.4-3

최화영  P1.4-07

최훈영  P2.1-05

추연철  P2.8-06

추풍령  P2.11-05

포미미  O1.1-6

하병민  P1.11-17

한강학  P1.9-14

한민규  P2.9-06

한상혁  P1.4-03

한승연  P1.11-04

허  길  P1.7-12

허민오  P1.7-06

홍성용  P2.7-01

황구연  P1.7-08

황명권  P2.1-01

황재원  O3.7-1

황주원  O2.3-5

notanything

  P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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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 10월 21일          ◈ 현장등록 : 11월 5일-6일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동일) 비회원

사전등록 60,000 100,000 160,000

현장등록 80,000 120,000 180,000

** 안내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 1매(금요일 사용)가 제공됩니다. 

   * 논문집 구입은 별도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시 신청바랍니다.

◎ 튜토리얼 참가비 

 - 튜토리얼은 학술대회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가능하며 강좌당 5,000원(유인물비)입니다.

◎ 논문집 수록 내역 

 - Poster 발표논문은 B,C권으로 나눠 분야별로 게재합니다. 권당 10,000원(동일논문집 복수구입불가).

A 권 Oral 발표논문(전분야)

B 권
고신뢰컴퓨팅/모바일응용및시스템/정보보호/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스/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이론/HPC

C 권
건설환경IT융합/데이타베이스/바이오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언어공학/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인공지능/전산교육시스템/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프로그래밍언어

◎ 분과 워크샵 참가비

구분 행사명
등록 
구분

2010 추계 등록시 2010 추계 미등록시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학생회원 정회원
비회원 
(일반)

비회원 
(학생)

S2.1
웹3D 표준화 
포럼 워크샵

사전 10,000 20,000 30,000 20,000 20,000 30,000 50,000 30,000

현장 20,000 30,000 40,000 30,000 30,000 40,000 60,000 40,000
 

◉ 기타안내

• 학회 사무국 : T.1588-2728  F.02-521-1352

                E-mail :kiise@kiise.or.kr      http://www.ki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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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교통편-버스노선표

방향 노선번호 형태 운 행 노 선
배차간격

(분)
환승 및 정류장

한남동

8100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고속도로-분당-오리역-단국대 8~10 단국대 (교내)

1005-1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강남역-양재-분당-죽전-단국대 2~3 단국대 (교내)

5500-1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고속도로-분당-죽전-경희대 8~10  
9000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고속도로-분당-오리역 8~10  
9001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고속도로-분당-단국대 10~12 단국대입구

9401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고속도로-분당-단국대 8~10  

강남역

8101 직.좌
(상행)강남역-고속도로-분당-오리역-단국대

(하행)강남역-양재역-고속도로-오리역-단국대
8~10 단국대 (교내)

8251 직.좌 강남역-양재역-죽전역-보정역 20
죽전역 (3번 출구) 

무료셔틀버스

1005-1 직.좌 서울역 환승센터 5번 정류소-한남동-강남역-양재-단국대 2~3 단국대 (교내)

1005-2 직.좌 신사동-강남역-양재-오리역-단국대 10~15 단국대입구

1500-3 직.좌 강남고속터미널-강남역-양재-단국대 10~15 단국대 (교내)

2002 직.좌 강남역-양재역-고속화도로-오리역-강남대 10  
2002-1 직.좌 강남역-양재역-고속화도로-오리역-강남대 8  
9404 직.좌 논현역-강남역-양재역-고속화도로-오리역-기흥-신갈-보라리 6~15  
9408 직.좌

영등포역-대방역-노량진역-강남고속터미널-강남역-양재역- 

고속화도로-오리역
8~15  

9409 직.좌 여의도역-신사역-강남역-양재역-고속화도로-오리역-산내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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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노선번호 형태 운 행 노 선 배차간격(분) 환승 및 정류장

삼성역
선릉역

9407 직.좌 신사중-압구정역-삼성역-고속화도로-오리역-구미동 17~22  
9414 직.좌 삼성역-선릉역-도곡동-분당-단국대입구-죽전 10~15 단국대입구

영등포 9408 직.좌
영등포역-대방역-노량진역-강남고속터미널-강남역-양재역- 
고속화도로-오리역

8~15  
여의도
사당
과천

7007-1 직.좌 여의도-사당-과천-분당-죽전-신갈-경희대 20~30  
9409 직.좌 여의도-강남-분당-오리역-죽전 20  

잠실

116 도시형 잠실역-모란-분당-오리역-단국대 8~10 단국대입구

1001 직.좌 잠실역-분당-오리역-구성-용인 15~25  
1116 도시형 잠실역-모란-분당-오리역-죽전-신갈-기흥-동탄 20~30  
9403 직.좌 을지5가-잠실-모란-분당-오리역 7~15  

건대역 102 직.좌 건국대-장지고속화도로-분당-단국대 10~12 단국대 (교내)

안양역
303 직.좌 안양역-평촌-분당-오리역 10~15  
1303 직.좌 안양역-평촌-판교-오리역-단국대-외대 20~25 단국대입구

군포 3500 직.좌 한세대-군포역-분당-오리역 15  
수원
평택
오산
화성
하남

60 도시형 수원역-수지-오리역-죽전역-광주 10~15  
116-1 도시형 오산-동탄-기흥-신갈-구성-죽전-오리역 15

660 도시형 수원역-수지-죽전역-단국대입구-광주 25~35 단국대입구

700-2 도시형 수원대-수원역-오리역 8  
720-2 도시형 수원대-수원역-수지-죽전-오리역-분당 5~7

720-3 도시형 동탄-영통-동수원-수지-단국대 10~15 단국대 (교내)

의정부
구리

시외버스 대원고속 의정부-구리-수지-죽전역-단국대 별도적용 단국대 (교내)

인천 시외버스 경남여객 인천터미널-죽전역-에버랜드 별도적용
죽전역 (3번출구)
무료셔틀버스

일산 8109 직.좌
대화역-주엽역-마두역-백석역-양주요금소-구리요금소-
성남요금소-이매촌한신A-정자역-미금역-오리역

15~20 오리역

부천 8106 직.좌
송내역환승센터-복사골문화센터-부천터미널-세이브존-
시흥요금소-청계요금소-이매촌한신A-정자역-미금역-오리역

15~20 오리역

광주

60 도시형 수원역-수지-오리역-죽전역-광주 10~15  
300 도시형 광주-태전동-야탑동-오리역 15

660 도시형 수원역-수지-단국대입구-광주 25~35 단국대입구

용인

67-1 도시형 용인터미널-보정역-죽전역-수지 40

죽전역 (3번출구)
무료셔틀버스

68 도시형 용인터미널-죽전역-수지 40

69 도시형 용인터미널-신갈-죽전역-수지 60

690 도시형 용인터미널-보정역-죽전역-수지구청 30

동백 810 도시형 동백-꽃메마을-죽현마을-보정역-오리역-미금역 -  

성남
분당

2-1 도시형 산성동(성남)-성남중앙시장-분당-오리역 10  
116 도시형 (잠실)-모란-분당-단국대-죽전 8~10 단국대입구

1116 도시형 (잠실)-모란-분당-오리역-신갈-동탄 20~30

 
116-3 도시형 상대원-모란-분당-오리역-신갈-경희대 8~10

222 도시형 분당테크노파크-야탑-미금-오리역 10

230 도시형 성남-서현-수내동-오리역 20

300 도시형 광주-태전동-야탑-오리역 15

520 도시형 분당구청-서현역-미금역-오리역 20

530 도시형 미금역-오리역-죽전-단국대 5~7 단국대 (교내)

통학
버스

전세
(직통)

대원고속
경기고속

고양ㆍ일산(대화역, 마두역, 백석역, 화정역), 인천(인천터미널역, 
부평역), 부천ㆍ소사(송내역), 안산(안산중앙역, 상록수역), 
강서ㆍ양천(화곡역, 목동역), 구로ㆍ광명(철산역), 
도봉ㆍ노원(창동역,노원역)

각 권역별
1~3대

단국대 (교내)

기타

리무진 공항 인천-김포-분당-단국대 10~15 단국대 (교내)

고속버스, 시외버스
각 지역의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성남종합터미널(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에서 하차, “야탑역(분당선)”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죽전역”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

죽전역 (3번출구)
무료셔틀버스

마을버스(오리역,
죽전역, 보정역)

단국대↔오리역(4번 출구) : 25, 39
단국대↔보정역(1번 출구) : 57-2, 25-1(조금 돌아서감)
단국대↔죽전역(1번 출구) : 24, 40

단국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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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인근 숙박업소

업소명 전화 주소 금액 비고

벨라지오모텔 031-276-700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923 50,000 　
리젠드호텔 031-264-8266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912 50,000 특실

-60,000

IMT호텔(에버로드여관) 031-265-676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920 51,000 　
조이텔 031-261-533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41 51,000 　
보보스 031-272-350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86 45,000 　
대지모텔 031-264-2077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8 45,000 　
황제모텔 031-263-6474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69-30 40,000 　
메트로21 031-262-4454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7 45,000 　
칼튼모텔 031-276-0067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05 45,000 　
테마모텔 031-264-8787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933 45,000 

특실
-60,000

홀인원모텔 031-896-8748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922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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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업소명 전화번호 요금
거리

(대중교통)

비즈니스호텔
케이프타운 

02-569-8045

세미 더블  55,000원 
더블룸  66,000원 
투윈룸  66,000원 
온돌  66,000원 
디럭스투윈  77,000원 

27.33km
(소요시간: 약 1시간 1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02-555-5656
디럭스  210,000원
Jr Suite Room  250,000원

31.55km
(소요시간: 약 1시간 20분)

영동호텔 02-542-0112

스위트룸  225,000원 
싱글룸  115,000원 
더블룸  125,000원
트윈룸  125,000원 
온돌룸  125,000원 

31.46km
(소요시간: 약 1시간 25분)

프리마호텔 02-6006-9114

더블룸  195,000원 
디럭스룸  250,000원 
스위트룸  350,000원 
주니어 스위트룸  500,000원 
로얄 스위트룸  1,500,000원 

30.09km
(소요시간: 약 1시간 35분)

호텔선샤인 02-541-1818
스위트룸  198,000원 
더블룸  115,000원 
트윈룸  127,000원 

29.47km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호텔리베라 02-541-3111

스탠다드 더블룸  240,000원 
디럭스 트윈룸  260,000원 
럭셔리 트윈룸  320,000원 
코리안 스위트룸  500,000원 
그랜드 트윈룸  340,000원 
로얄 스위트룸  1,500,000원 

30.72km
(소요시간: 약 1시간 35분)

S.R. 호텔 031-702-6565

스탠다드  132,000원
비즈니스  143,000원
디럭스  143,000원
스위트  198,000원
로얄 스위트  220,000원

10.70km
(소요시간: 약 45분)

호텔 갤러리 031-702-8200
스탠다드 더블  140,000원
디럭스 더블  150,000원

8.29 km
(소요시간: 약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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