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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2 제3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개

최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12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

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

해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39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기조연

설, 초청강연, 튜토리얼,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정보 교

류 및 친목도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가 정보과학 및 관련 산

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장이 되길 기원하며, 이를 통해 회원여러분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

이 되길 바랍니다.

학계, 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련 임원님들, 조직위원회 및 

프로그램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보과학 발전에 항상 협력해 주신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이 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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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봉(가톨릭대)
강현규(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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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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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국(LG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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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한성대)
이도헌(KAIST)

이도훈(부산대)
이동만(KAIST)
이동호(한양대)
이명호(명지대)
이미정(이화여대)
이민수(이화여대)
이병정(서울시립대)
이상환(국민대)
이상훈(연세대)
이성기(국방과학연구소)
이성원(경희대)
이성환(고려대)
이수원(숭실대)
이승형(광운대)
이영구(경희대)
이영민(서울시립대)
이우기(인하대)
이원준(고려대)
이윤진(아주대)
이융(KAIST)
이인권(연세대)
이임영(순천향대)
이재길(KAIST)
이재호(서울시립대)
이재훈(동국대)
이정륜(중앙대)
이정원(아주대)
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
이정현(숭실대)
이지형(성균관대)
이찬근(중앙대)
이창건(서울대)
이창환(동국대)
이춘화(한양대)
이향원(MIT)
이혁준(서강대)
이형근(광운대)
이형근(광운대)
임성수(국민대)
임유진(수원대)
임지영(성서대)
장병탁(서울대)
장영민(국민대)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정광수(광운대)
정성우(고려대)
정성호(한국외대)
정송(KAIST)
정용화(고려대)
정임영(서울대)
정태선(아주대)
조성래(중앙대)
조성배(연세대)
조성배(연세대)
조진성(경희대)
주성순(ETRI)
진현욱(건국대)
진현욱(건국대)
최대선(ETRI)
최선웅(국민대)
최수미(세종대)
최승진(포항공대)
최용석(한양대)
최용훈(광운대)
최원익(인하대)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대)
최재영(숭실대)
최종무(단국대)
최종원(숙명여대)
한경숙(인하대)
한동국(국민대)
한요섭(연세대)
한욱신(경북대)
한혁(서울대)
허의남(경희대)
허준영(한성대)
홍도원(ETRI)
홍순좌(ETRI)
홍장의(충북대)
홍충선(경희대)
홍헬렌(서울여대)
황규백(숭실대)
황선태(국민대)
황승원(포항공대)
황호영(광운대)
황호영(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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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16:10 - 17:20

❑ 장소 : 301동 118호

❑ 사회 : 엄영익 부회장

⁍ 개 회

⁍ 국민의례

⁍ 개회사 – 이 윤 준 회장 (한국정보과학회)

⁍ 축  사 – 오 연 천 총장 (서울대학교)

⁍ 시상

⁍ 성원보고

⁍ 전회의록접수

⁍ 회무보고

⁍ 의안심의

1) 2011년도 예산결산(안)

2) 차기임원선출(안)

3)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기타사항

⁍ 폐회

뱅킷겸 송년회
  ◆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18:20 -

  ◆ 장소 : 엔지니어하우스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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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발표 

인덱스
제목 저자

건설환경IT융합 O1.1-1 항공 LiDAR 데이터로부터 타일 단위 

지형 분류를 이용한 도로 포인트 추출

이호준･김유성(인하대)

고성능컴퓨팅 O1.2-1 서버 통합 환경에서의 스핀락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한 크레딧 기반의 스핀락 

스케줄러의 설계 및 구현

이용섭･손우석･박성용(서강대)

고신뢰컴퓨팅 O3.1-7 클라이언트 허니팟을 이용하여 의심 

웹페이지 분석을 위한 방문 알고리즘 개선

김동진(단국대),
김홍근(한국인터넷진흥원),
박민규(건국대),조성제(단국대)

소사이어티 논문제목 저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중심 저장환경에서 소실데이터 

보정기법을 이용한 인-네트워크 

병합질의처리

박준호･이효준･성동욱･유재수

(충북대)

소프트웨어공학 효율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 및 전송패턴

이현민･천두완･김수동(숭실대)

정보통신 IEEE802.11 무선랜에서 캡쳐효과를 

고려한 FairMAC 알고리즘

정지웅(서울대), 최선웅(국민대), 

김종권(서울대)

수상자 명단

1. 공로상
최진영(고려대학교) 변정용(동국대학교) 홍충선(경희대학교) 

박세영(경북대학교) 김종현(연세대학교) 김형수(제주한라대학교)

2. 특별공로상 이승룡(경희대학교)

3. 가헌학술상 이원준(고려대학교) 

4. 기술상 권순욱(SK C&C 솔루션 개발 팀장)

5. 정보과학회논문지 우수논문상

게재분야 논문제목 저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약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지수귀문도 

풀이

아르세니 포볼로츠스키･신해수･ 
법믁카이(서울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GPU 기반 반투과 매체 렌더링의 향상 

기법

차득현･이용일･임인성(서강대)

데이타베이스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거리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연속 리버스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임종태･박용훈(충북대),

서동민(KISTI), 유재수(충북대)

정보통신 정확도와 비용간의 tradeoff를 고려한 

이벤트 감지 분산 알고리즘

나현숙･녀뚜안안(숭실대)

6.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

7. 제3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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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프트웨어 O2.1-3 상황정보기반 미들웨어 수준의 

전력관리를 위한 CAPMS 설계 및 검증

박영남･김종영･윤희병(국방대)

국방소프트웨어 O2.1-8 초음속 대함미사일 방어를 위한 표적 

전송용 전술 네트워크 스케줄링 기법

김두영･박태민･이준수･김종권

(서울대)

데이터베이스 O1.3-5 플래시 메모리 SSD를 이용한 

알티베이스 확장 캐시의 구현

구동현･오기환･구슬기･강운학･
이상원(성균관대)

데이터베이스 O2.2-2 오디세우스/DM: 오디세우스 객체 

관계형 DBMS와 밀결합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일엽･김민수･김준성･황규영

(KAIST)

데이터베이스 O2.2-7 메시지 전달 기법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 권순형･이상철･김상욱(한양대)

데이터베이스 O3.2-3 반복되는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에서의 중복 연산 제거 기법

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2.3-1 개인 경로 학습을 위한 GPS 좌표 기반 

이동 궤적 추출

양승국･백혜정･김제민･전명중･
박영택(숭실대)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2.3-2 HyWAI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바일 응용 

개발

진준호(KAIST),

전종홍･이승윤(ETRI)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3.3-1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광고 서비스 모델

박민영･권혁철(부산대)

모바일응용및

시스템

O3.3-3 Personal Genie: 이질적인 스마트 

IoT간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위한 

상황인지 미들웨어 시스템

한승욱･손희석･김병오･한선영･
이동만(KAIST)

소프트웨어공학 O1.4-2 TOD 모델: 대표 자질과 의사 결정 

트리를 활용한 기술 기회 발굴 모델

김진형･이진희･이미경･정한민･
성원경(KISTI)

소프트웨어공학 O2.4-2 EPC Information Service 성능 테스트를 

위한 환경 모델링 및 고속 데이터 생성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안태현･김기홍･박준읍･홍봉희･
권준호(부산대)

소프트웨어공학 O2.4-5 iOS 애플리케이션 GUI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드라이버 자동 

생성 방법

문대건･서용진･국승학･김현수

(충남대)

소프트웨어공학 O3.4-1 윈도우폰7 애플리케이션 GUI 

테스트코드 자동 생성도구 구현

이상화･민법기･국승학･김현수

(충남대)

언어공학 O3.11-1 온톨로지 스키마 트리플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수집 방법

정진욱･한용진･노태길･이상조･
박성배･박세영(경북대)

정보보호 O2.5-4 함수 호출 규약에 기반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워터마킹 기법

전철･정진만･김봉재･장준혁･
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정보통신 O1.5-5 역동적 무선 메쉬 네트워크 트래픽을 

위한 필드 기반 애니캐스트 라우팅의 

튜닝 파라미터

진보람･정상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보통신 O1.6-3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접한 사용자 간 

친밀도 측정

설광수･김정동･이종현･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 O2.6-4 비균일한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계층적 다중-홉 

클러스터링 기법

김은주･이충희･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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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O2.6-7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신 반경 분리형 

다중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

이정철･박호성･오승민･임용빈･
김상하(충남대)

정보통신 O2.7-3 이기종 망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적응적인 비디오 전송 기법

고상기･정광수(광운대)

정보통신 O3.6-7 센서 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압축 전송 기법

이현정･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O2.8-5 결정트리와 규칙을 이용한 효율적인 

안드로이드폰 에너지 관리 프레임워크

이영설･고현우･조성배(연세대)

컴퓨터그래픽스

및상호작용

O3.7-2 Cascaded Shadow Maps의 경계문제를 

해결한 분산-혼합 그림자 매핑 알고리즘

김상훈･김민철･최원익(인하대)

컴퓨터시스템 O1.7-4 실행 코드 영역 프로파일링을 통한 코드 

레벨 캐시 분할 기법

김정훈･안득현･엄영익

(성균관대)

컴퓨터시스템 O1.8-1 VDE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위한 

클라이언트 단위 네트워크 성능 고립화

차승우･유종훈･홍성수(서울대)

컴퓨터시스템 O2.9-1 멀티프로세서 실시간 시스템에서 스케줄 가능성을 

향상시킨 변형된 LLF 스케줄링 알고리즘

한정희･임정헌･한상철(건국대)

컴퓨터시스템 O2.9-6 EtherCAT 통신 기반 개방형 모션 제어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김익환･박수용･김태현

(서울시립대)

컴퓨터시스템 O2.10-1 재사용 거리 기반의 고성능 멀티레벨 

버퍼캐시 알고리즘

박세진･박찬익(포항공대)

컴퓨터시스템 O2.10-4 PCM과 DRAM의 혼합형 메모리를 위한 

페이지 교체 기법 

이소윤･반효경(이화여대),

노삼혁(홍익대)

컴퓨터시스템 O3.8-2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USB 기반 

통합 디버깅 방법

경주현･임성수(국민대), 이민석

(한성대), 허성민(세븐코아)

컴퓨터이론 O3.12-2 최장공통비상위문자열 그래프 모델의 

CUDA 기반 구현

윤현철･심정섭(인하대)

컴퓨터지능 O1.9-1 돌출맵 정보를 이용한 코드북 기반 객체인식 김동현･박혜영(경북대)

컴퓨터지능 O1.10-1 확률 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경로 학습 및 실시간 예측 

기법

허민오･강명구･임병권(서울대),

황규백･박영택(숭실대),

장병탁(서울대)

컴퓨터지능 O1.10-2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폰 

GPS센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

이시혁･조성배(연세대)

컴퓨터지능 O1.10-3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실내 위치 추정

최은미･오휘경･김인철(경기대)

컴퓨터지능 O2.11-1 협력적 필터링과 콘텐츠 정보를 결합한 

영화 추천 알고리즘

김상화(다음커뮤니케이션),

오병화･김문종･양지훈(서강대)

컴퓨터지능 O2.12-1 Model Dependency of the Performance 

in Generative Local Metric Learning

노영균･박종우(서울대),

Daniel D. Lee(펜실베니아대)

컴퓨터지능 O3.10-1 Q-TOF 탠덤 질량 스펙트럼을 위한 

효율적인 Peak Picking 알고리즘

박형서･박희진(한양대),

백은옥(서울시립대)

프로그래밍언어 O2.13-4 불필요한 식을 찾는 2단계 언어의 

간섭분석

조성근･김진영･이광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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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사
 
❚행사일정

프로그램 일자 시간 장소

[워크샵]소프트웨어 특허 및 에코 시스템 11.25(금) 13:00~15:00 301동 118호

[Job Fair] 중견기업 5개업체 참여 11.25(금) 14:00~17:00 301동 104호

[초청강연]Trusting Program Behavior, 

         이경호 교수(고려대)
11.25(금) 15:20~16:00 301동 118호

[기조연설]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이원준 교수(고려대)
11.25(금) 17:20~18:00 301동 118호

❚기조연설 사회: 고려대 최진영 교수(조직위원장)

11.25(금) 17:20~18:00, 301동 118호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이원준 교수(고려대)

❚초청강연 사회: 서강대 낭종호 교수(프로그램위원장)

11.25(금) 15:20~16:00, 301동 118호

 Trusting Program Behavior - 이경호 교수(고려대)

[소개] With proliferation of computing in virtually every aspect of modern society (i.e., smart 
grid, robotic surgery systems, smart phones, etc), trusting program behavior goes with much 
more profound side effects beyond mere malfunctioning of the system. Trustworthiness of 
program behavior that controls such critical systems and devices is an essential aspect we need 
to measure, evaluate and establish. With bugs and intentional compromises possible through the 
process of software design,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program behavior trustworthiness 
is shaky in terms of empirical basis as well as in terms of theoretical basis. This talk ponders 
upon trusting program behavior and introduces a couple of techniques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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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사회: 김진석 교수(서울시립대)

11.25(금) 오후 13:00~15:00, 301동 118호
소프트웨어 특허 및 에코 시스템 워크샵

시간 주제 발표자

13:00~13:30

스마트 폰 특허전쟁 김진석 교수(서울시립대)

[강연소개]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시작부터 시기 순으로 사건을 알아본다. 특허전쟁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허를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본다. 미래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양상을 함께 생각해 본다.

13:30~14:00

소프트웨어특허의 심사실무 김재홍 국장(특허청)

[강연소개]  o 소프트웨어 특허의 개요 : 개념의 정리, 소프트웨어 특허의 흐름, 비즈니
스 방법 특허의 계기,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영향, 성립성 판단, 진보성 판단,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분류 
 o 심사 실무의 개요 : 청구범위 기재, 상세한 설명 기재, 발명일 것, 진보성 

14:00~14:30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특허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강연소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가?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특
허에 의한 보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려고 하는가?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 받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 특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허 받기가 어려운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아야 할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법률을 사례와 함
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4:30~15:00

컴퓨터프로그램 발전 및 에코시스템의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

구대환 교수(서울시립대)

[강연소개] 컴퓨터프로그램은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
그램 기술혁신에 대한 법적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 보호는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프로그
램의 에코시스템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현재의 특허 및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발표는 이러한 
부조화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현행 특허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보완책 중 하나를 제시할 것이다. 

❚채용설명회 사회: 임성수 교수(국민대)

11.25(금) 오후 14:00~17:00, 301동 104호

14:00~16:00 기업체별 발표

16:00~17:00 학생들과 면담

참여업체

인포뱅크(주) http://www.infobank.net/

MDS 테크놀로지(주) http://www.mdstec.com/

솔라시아(주) http://www.sola-cia.com/

세븐코아(주) http://www.sevencore.co.kr/

지노시스템(주) http://www.g-inno.com/



튜토리얼

튜토리얼❚제3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1

튜토리얼

❚행사일정

주제 및 강사 일자 시간 장소

Smartphone Security : iPhone and Android 

 - 이정현   교수(숭실대) 
11.25(금) 13:00-16:00

301동
203호

SOA 기반 Web  Service 소개 - 길현영 박사(KAIST) 11.25(금) 13:00-16:00
301동
302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입문 - 이호석 교수(호서대) 11.25(금) 13:00-16:00
302동
106호

전산, 컴퓨터  전문가를 위한 생물 및 의학 정보 개론

- 김선 교수(서울대)
11.26(토) 13:00-16:00

301동
203호

T1.1 / 11월 25일(금) 13:00 - 16:00, 301동 203호

Smartphone Security: iPhone and Android 

이정현 교수(숭실대)

[소개] The issue of smartphone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urgency over the last few years. 
Because of the rapid growth of the smartphone market, many new users have not been made 
aware of the potential risks the devices pose. Each type of smartphone operating system has its 
own separate risks when it comes to hackers or malicious software. The iPhone, for example, has 
a 'sandbox' configuration, which stops applications communicating with the phone, theoretically 
making the OS more secure. But recent advances in multitasking technology mean the iPhone 
may be more at risk than previously thought. Android phone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PC 
operating system structures and therefore potentially provide a relatively easy target for hacker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or the Android operating system is that its apps market is built 
on an open model, with very few quality controls, making it easier for malicious apps to find 
their way onto your phone.

This tutorial will cover system architectures, vulnerabilities, security model and policy for iPhone 
and Android phones, deal with how to hack them using well-known attack tools, and briefly 
introduce some of recent countermeasures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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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 / 11월 25일(금) 13:00 - 16:00, 301동 302호

SOA 기반 Web Service 소개
길현영 박사(KAIST)

[소개] Service-Oriented Architectures (SOA) is a set of design principles to use a service as a 
basic block to build a software. Although it is extensively used in many professional journal and 
conference papers, but not many people well understand what it is. 
Web service is considered as a preferred implementation technology for realizing the SOA 
promise of maximum service sharing, reuse, and interoperability. Many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for web service standards, and these efforts have significantly improved functionalities 
of SOA significantly. However, there still remain a number of research challenges. One of the 
remaining challenges is the web service composition (WSC) problem, e.g., when a single web 
service does not satisfy a given requirement, one wants to automatically combine web services to 
satisfy the requirement entirely. Since this WSC problem has a big potential in seamless B2B 
integration, it has received a big interest from both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
In this talk, we will study what SOA is first, and then, I will introduce web services and our effort 
on the WSC problems based on different service description levels.

T1.3 / 11월 25일(금) 13:00 - 16:00, 302동 106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입문
이호석 교수(호서대)

[소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튜토리알강 좌에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최근
에 모바일 스마트폰은 거의 애플의 iPhone 과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이원화 되어있는 양상입니다. 안
드로이드시스템의 소스코드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서, 사실 누구든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내려받
고 설치하여 안드로이드시스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C++/Java 언어, 운영체제개념, 객체지향설계방법, 그리고 구글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방식등
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T2 / 11월 26일(토) 13:00 - 16:00, 301동 203호

전산, 컴퓨터 전문가를 위한 생물 및 의학 정보 개론

김선 교수(서울대)

[소개] 최근 유전학 (genomics)및 후생유전학(epi-genomics) 연구를 위한 많은 기자재, 실험방법들이 
비약적으로 발달됨에 따라,  과거에는 측정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생물, 의학 정보들을 보다 적은 비용
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염기서열 연구 방법의 발달로 얻어진 많은 유전학(genomics) 및 후
생유전학 (epi-genomics) 데이터는 생명 형성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맞춤 의학에 응용하
기 위한 정보 등으로 유용하게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정보의 저장,데이터마이닝 등 다양
한 전산학 분야에서의 협력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정보학 연구를 위해 전
산, 컴퓨터 전문가의 연구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나아가 생명연구에 기반을 둔 산업 (의학, 
농학 등) 발전에 있어서도 전산, 컴퓨터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본 튜토리알에서는 
본인의 15년 동안의생물정보 (Bioinformatics) 연구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cs and Computing 생물정보 학위과정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정보와 그 응
용에 대하여 3시간 동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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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일정표

 

◘ 11.25(금) 신공학관(302동)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1.1 건설환경IT융합 3 107 13:00~14:00 김정선(한양대) 정갑주(건국대)

O1.2 고성능컴퓨팅 3 107 14:20~15:20 엄현상(서울대) 최재영(숭실대)

O1.3 데이터베이스I 7 208 13:00~15:20 김상욱(한양대) 김진형(KISTI)

O1.4 소프트웨어공학I 7 209 13:00~15:20 최은만(동국대) 정용규(을지대)

O1.5 정보통신I 8 209-1 13:00~15:40 이상환(국민대) 김도현(제주대)

O1.6 정보통신II 6 308 13:00~15:00 유영환(부산대) 이혁준(광운대)

O1.7 컴퓨터시스템I 8 309 13:00~15:40 반효경(이화여대) 김태현(서울시립대)

O1.8 컴퓨터시스템II 8 309-1 13:00~15:40 이영민(서울시립대) 이혁준(서강대)

O1.9 컴퓨터지능I-컴퓨터비젼 7 408 13:00~15:20 고병철(계명대) 이창우(군산대)

O1.10 컴퓨터지능II-모바일및미디어 7 409 13:00~15:20 김기응(KAIST) 김인철(경기대)

◘ 11.26(토) 신공학관(301동)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2.1 국방소프트웨어 8 103 09:00~11:40 이형근(광운대)  오상윤(아주대) 

O2.2 데이터베이스II 8 104 09:00~11:40 유재수(충북대) 

O2.3 모바일응용및시스템I 7 105 09:00~11:20 이창환(동국대)   

O2.4 소프트웨어공학II 7 106 09:00~11:20 윤회진(협성대)  

O2.5 정보보호I 6 201 09:00~11:00 이문구(김포대학)  

O2.6 정보통신III 8 202 09:00~11:40 최용훈(광운대) 안상현(서울시립대)

O2.7 정보통신IV 9 203 09:00~12:00 최낙중(Bell-Labs Seoul)  

O2.8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I 6 204 09:00~11:00 박인규(인하대) 김응규(한밭대)

O2.9 컴퓨터시스템III 7 301 09:00~11:20 배지혜(선문대) 성민영(상명대)

O2.10 컴퓨터시스템IV 8 302 09:00~11:40 임성수(국민대) 김태현(서울시립대)

O2.11 컴퓨터지능III-추천 및 정보검색 8 303 09:00~11:40 정한민(KISTI) 김경중(세종대) 

O2.12 컴퓨터지능IV-기계학습및응용 8 304 09:00~11:40 최용석(한양대) 이지형(성균관대) 

O2.13 프로그래밍언어 8 305 09:00~11:40 이광근(서울대) 박성우(포항공대)

세션 분야
발표
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3.1 고신뢰컴퓨팅 9 103 13:20~16:20 허준영(한성대) 박민규(건국대)

O3.2 데이터베이스III 7 104 13:20~15:40 이민수(이화여대)  

O3.3 모바일응용및시스템II 7 105 13:20~15:20 박상원(한국외대)   

O3.4 소프트웨어공학III 7 106 13:20~15:40 유준범(건국대)  

O3.5 정보보호II 6 201 13:20~15:20 이신재(고려대)  

O3.6 정보통신V 8 202 13:20~16:00 이구연(강원대) 조성래(중앙대)

O3.7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II 5 204 13:20~15:00 이환용(휴원)  권구주(협성대) 

O3.8 컴퓨터시스템V 7 301 13:20~15:40 이경우(연세대) 김태현(서울시립대)

O3.9 컴퓨터시스템VI 7 302 13:20~15:40 윤성로(고려대) 임성수(국민대)

O3.10 컴퓨터지능V-바이오 및 헬스 8 303 13:20~16:00 신수용(울산의대)  진훈(미래융합기술연구소)

O3.11 언어공학 5 304 13:20~15:00 강인수(경성대) 오혜연(KAIST)

O3.12 컴퓨터이론 6 305 13:20~15:20 김수환(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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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20분(토의시간 5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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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⑦ 다음 순서의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대로 발표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심시간의 혼잡예방을 위해 오전 종료 시각을 엄수해 주십시오.

⑧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

랍니다.

2.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대해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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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ppt)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usb메모리에 저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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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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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1.1 건설환경IT융합 11월 25일(금) 13:00-14:00 / 302동 107호

▸좌장 : 김정선(한양대) ▸평가위원 : 정갑주(건국대)

O1.1-1 【우수논문】항공 LiDAR 데이터로부터 타일 단위 지형 분류를 이용한 도로 포인트 추출

이호준･김유성(인하대)

O1.1-2 소형 초음파 센서 기반의 차량 검출 시스템

전수빈･최형도･조영태･정인범(강원대)

O1.1-3 대형차량과 보행자를 고려한 교차로 신호제어

최형도･전수빈･조영태･정인범(강원대)

O1.2 고성능컴퓨팅 11월 25일(금) 14:20-15:20 / 302동 107호

▸좌장 : 엄현상(서울대) ▸평가위원 : 최재영(숭실대)

O1.2-1 【우수논문】서버 통합 환경에서의 스핀락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한 크레딧 기반의 스핀락 

스케줄러의 설계 및 구현

이용섭･손우석･박성용(서강대)

O1.2-2 하우스키퍼: 주키퍼를 이용한 가상화 분산 환경에서의 장애관리 방법

민영근･최종무･김준모(단국대)

O1.2-3 NoSQL과 MapReduce를 이용한 고성능 RDF 검색 시스템 연구

김장수･오상윤(아주대)

O1.3 데이터베이스 I 11월 25일(금) 13:00-15:20 / 302동 208호

▸좌장 : 김상욱(한양대) ▸평가위원 : 김진형(KISTI)

O1.3-1 많은 사용자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개인화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정강수･박석(서강대)

O1.3-2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Hybrid P2P 기반의 익명화 기법

배주호･박석(서강대)

O1.3-3 위키피디아 카테고리 유사도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한 전문용어 정제

황명권･정도헌･이승우･정한민･성원경(KISTI)

O1.3-4 A Novel Approach for Finding Alternative Clusterings using Feature Selection

TaoVinhThanh･JongHyeokLee(포항공대)

O1.3-5 【우수논문】플래시 메모리 SSD를 이용한 알티베이스 확장 캐시의 구현

구동현･오기환･구슬기･강운학･이상원(성균관대)

O1.3-6 피라미드 기법 기반 색인 및 질의를 이용한 다중분광영상과 초분광영상의 물질탐지 성능 

비교

유재환･김덕환(인하대)

O1.3-7 안전한 유사 문서 검색을 위한 문서 빈도 기반 해결책

원희선(ETRI), 문양세･김상필･최미정(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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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4 소프트웨어공학 I 11월 25일(금) 13:00-15:20 / 302동 209호

▸좌장 : 최은만(동국대) ▸평가위원 : 정용규(을지대)

O1.4-1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리엔지니어링 사례연구

천석호(삼성전자･카이스트), 배두환(카이스트)

O1.4-2 【우수논문】TOD 모델: 대표 자질과 의사 결정 트리를 활용한 기술 기회 발굴 모델

김진형･이진희･이미경･정한민･성원경(KISTI)

O1.4-3 웹에서 추출 된 단어 쌍의 의미적 유사도에 기반한 클래스 추출 리팩터링 후보 메소드 

결정 방법

이동훈･이준하(서강대), 김진태((주)소프트웨어공학엑스퍼트그룹), 박수용(서강대)

O1.4-4 트리 구조를 이용한 결함 트리의 개선 지수 측정

김현화･박철현･이은석(성균관대)

O1.4-5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위한 품질평가 설계

한용만･박해윤･윤광열･유해영(단국대)

O1.4-6 컴포넌트의 다면성 명세 기반의 소프트웨어 자원관리 지원 도구

김영욱(서강대), 변정원(숭실대), 박수용･박수진(서강대)

O1.4-7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식성 분석을 위한 로그 필터링 방안

박두호･신원(건국대), 김태완(명지대), 장천현(건국대)

O1.5 정보통신 I 11월 25일(금) 13:00-15:40 / 302동 209-1호

▸좌장 : 이상환(국민대) ▸평가위원 : 김도현(제주대)

O1.5-1 무선 네트워크에서 분할-전이 기법을 통한 다중 전송률 지원 게이트웨이 배치기법

정철훈･김경휘･이원준(고려대)

O1.5-2 모바일 에드혹 환경에서 모바일 P2P 라우팅 기법

복경수･김상래(충북대), 김미경(롯데정보통신), 박용훈･유재수(충북대)

O1.5-3 다중경로 페이딩 환경에서 디바이스간 직접통신에 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

최진영･홍충선(경희대)

O1.5-4 롱 홀 다중 홉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Opportunistic 라우팅의 성능분석

이구연(강원대)

O1.5-5 【우수논문】역동적 무선 메쉬 네트워크 트래픽을 위한 필드 기반 애니캐스트 라우팅의 

튜닝 파라미터

진보람･정상수(국가수리과학연구소)

O1.5-6 릴레이 그룹화를 통한 효율적인 협력 통신 연구

김성우･최지훈･이원준(고려대)

O1.5-7 IEEE 802.16j 멀티 홉 릴레이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재사용을 고려한 동적 프레임 

스케줄링 기법

신필규･정광수(광운대)

O1.5-8 무선 멀티 홉 릴레이 네트워크에서의 협력 라우팅 기법

유지은･박후린･이신재(고려대), 김도완(LG전자), 이원준(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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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6 정보통신 II 11월 25일(금) 13:00-15:00 / 302동 308호

▸좌장 : 유영환(부산대) ▸평가위원 : 이혁준(광운대)

O1.6-1 CBF기반 전달 차량 결정에서 차량의 이동 방향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조선미･이미정(이화여대)

O1.6-2 VANET 상에서 차량의 밀집도를 고려한 라우팅 기법

박정효･김현성(경일대)

O1.6-3 【우수논문】소셜 네트워크에서 인접한 사용자 간 친밀도 측정

설광수･김정동･이종현･백두권(고려대)

O1.6-4 이동 P2P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연속 범위 질의 처리 기법

임종태･박용훈･복경수･유재수(충북대)

O1.6-5 모바일 P2P 환경에서 효율적인 콘텐츠 검색을 위한 데이터 배포 기법

조미림･복경수･박용훈･유재수(충북대)

O1.6-6 수중 이동체의 위치 추적을 위한 RTLS

김성렬･유영환(부산대)

O1.7 컴퓨터시스템 I 11월 25일(금) 13:00-15:40 / 302동 309호

▸좌장 : 반효경(이화여대) ▸평가위원 : 김태현(서울시립대)

O1.7-1 고속의 PCM기반 스토리지를 위한 버퍼캐시 기법 설계

이은지･진대하･고건(서울대), 반효경(이화여대)

O1.7-2 In-Storage Processing을 위한 SSD 소프트웨어 플랫폼

박대동(서울대), 이재수(삼성전자), 홍성수(서울대)

O1.7-3 선택적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한 EXT3 파일 시스템 기반의 커널 모듈 프로그램 구현

이성헌･장승주(동의대)

O1.7-4 【우수논문】실행 코드 영역 프로파일링을 통한 코드 레벨 캐시 분할 기법

김정훈･안득현･엄영익(성균관대)

O1.7-5 중복제거 성능 평가 도구

이철민･김재훈(아주대)

O1.7-6 하이브리드 SCM-DRAM 메인 메모리 연구

PhuongDungVo･김태진･노삼혁(홍익대)

O1.7-7 PCM을 위한 미리읽기 연산의 적합성 연구

장지은･이은지(서울대), 고건(전주대)

O1.7-8 파일시스템 단편화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기반 FAT 파일 시스템의 성능 평가

이준우･이은규･오지현･김강희(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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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8 컴퓨터시스템 II 11월 25일(금) 13:00-15:40 / 302동 309-1호

▸좌장 : 이영민(서울시립대) ▸평가위원 : 이혁준(서강대)

O1.8-1 【우수논문】VDE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위한 클라이언트 단위 네트워크 성능 고립화

차승우･유종훈･홍성수(서울대)

O1.8-2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한 Virtual Runtime 기반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

허승주･유종훈･홍성수(서울대)

O1.8-3 가상화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버퍼 캐시 정책 연구

강동우･김종화･전정호･최종무･김준모(단국대)

O1.8-4 가상화 환경에서 virtio를 위한 적응적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기법

이상헌･진현욱(건국대)

O1.8-5 병렬 가상 파일 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최윤희･엄현상･염헌영(서울대)

O1.8-6 클라우드 기반 맵리듀스를 활용한 다중 염기 서열 정렬의 속도 향상에 관한 연구

박승현･이병한･김한주･김동승･윤성로(고려대)

O1.8-7 SCST를 활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 구현

최재우･엄현상･염헌영(서울대)

O1.8-8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상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성능 측정에 대한 연구

김홍준(서울대), 이주환(조지아공대), 조강원･이재진(서울대)

O1.9 컴퓨터지능 I - 컴퓨터비젼 11월 25일(금) 13:00-15:20 / 302동 408호

▸좌장 : 고병철(계명대) ▸평가위원 : 이창우(군산대)

O1.9-1 【우수논문】돌출맵 정보를 이용한 코드북 기반 객체인식

김동현･박혜영(경북대)

O1.9-2 색상과 위치 정보를 이용한 SURF 기술자 개선 방안

이경승･김대훈･황인준(고려대)

O1.9-3 H.264 압축영역에서의 비정상 집단행동 탐지

오승근･이종욱･박대희(고려대)

O1.9-4 지역적 스테레오 매칭을 위한 향상된 조명보상 기법

김대근･신광무･정기동(부산대)

O1.9-5 비정적 배경 환경에서의 이동 물체 검출

김지만･김대진(POSTECH)

O1.9-6 Lucas-Kanade 알고리즘과 SVM을 이용한 얼굴 정규화 및 정면 얼굴 영상 판별

한승철･김대진(포항공대)

O1.9-7 소실점을 이용한 프로젝터와 투영면의 각도 유추

김곤수･이정엄･김주형･박귀태(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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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10 컴퓨터지능 I – 모바일 및 미디어 11월 25일(금) 13:00-15:20 / 302동 409호

▸좌장 : 김기응(KAIST) ▸평가위원 : 김인철(경기대)

O1.10-1 【우수논문】확률 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경로 학습 및 실시간 예측 

기법

허민오･강명구･임병권(서울대), 황규백･박영택(숭실대), 장병탁(서울대)

O1.10-2 【우수논문】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폰 GPS센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

이시혁･조성배(연세대)

O1.10-3 【우수논문】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실내 위치 추정

최은미･오휘경･김인철(경기대)

O1.10-4 컨텍스트 로그를 사용한 RSOM과 HMM기반의 모바일 사용자 행동 인식

이병길･이승현･조성배(연세대)

O1.10-5 LSTM 구조의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모바일 행동인식

이명춘･조성배(연세대)

O1.10-6 드라마 동영상의 스토리 분석을 위한 계층적 은닉변수 모델

이바도･석호식･장병탁(서울대)

O1.10-7 자동 스토리텔링을 위한 하이퍼그래프 언어모델 기반의 문장의 전후 관계 분석

장하영･장병탁(서울대)

O2.1 국방소프트웨어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103호

▸좌장 : 이형근(광운대) ▸평가위원 : 오상윤(아주대)

O2.1-1 비행 시뮬레이터를 위한 임무 디브리핑 시스템 설계

윤성민･양주석･류민주･김혜진(한국국방연구원)

O2.1-2 ARINC 653 기반의 무인자동차 제어 소프트웨어

조현철･한상현･진현욱(건국대)

O2.1-3 【우수논문】상황정보기반 미들웨어 수준의 전력관리를 위한 CAPMS 설계 및 검증

박영남･김종영･윤희병(국방대)

O2.1-4 로봇 센서의 잔차와 시간 특성을 고려한 결점 탐지 및 고립(FDI) 방안

방민선･김종영･윤희병(국방대)

O2.1-5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로그 라이브러리의 설계 및 구현

류제영(삼성탈레스)

O2.1-6 온톨로지 기반 공통작전상황도 연동 모델

배정주･김정동･김장원･백두권(고려대)

O2.1-7 독립 조향장치와 인휠모터를 사용한 6x6 Hybrid 차량의 SW 아키텍쳐 설계와· 평가

채희서(삼성테크윈), 이대옥(국방과학연구소)

O2.1-8 초음속 대함미사일 방어을 위한 표적 전송용 전술 네트워크 스케줄링 기법

김두영･박태민･이준수･김종권(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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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2 데이터베이스 II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104호

▸좌장 : 유재수(충북대) ▸평가위원 : 

O2.2-1 노말라이즈 컷을 활용한 효과적인 이미지 검색

백종태･강민구･이우기･이화기(인하대)

O2.2-2 【우수논문】오디세우스/DM: 오디세우스 객체 관계형 DBMS와 밀결합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일엽･김민수･김준성･황규영(KAIST)

O2.2-3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이동 객체의 연속 질의 처리를 위한 색인 기법

박용훈･복경수･유재수(충북대)

O2.2-4 식물 유전체 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김소라･류동성･YangLong·조환규(부산대)

O2.2-5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

박영기･이상구(서울대)

O2.2-6 한글 웹 문서 자질 추출 방법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용량 한글 웹 문서 

클러스터링

장건업･홍의경(서울시립대)

O2.2-7 【우수논문】메시지 전달 기법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

권순형･이상철･김상욱(한양대)

O2.2-8 실시간 정보검색을 위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서영덕･김정동･이종현･백두권(고려대)

O2.3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 11월 26일(토) 09:00-11:20 / 301동 105호

▸좌장 : 이창환(동국대)

O2.3-1 【우수논문】개인 경로 학습을 위한 GPS 좌표 기반 이동 궤적 추출

양승국･백혜정･김제민･전명중･박영택(숭실대)

O2.3-2 【우수논문】HyWAI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바일 응용 개발

진준호(KAIST), 전종홍･이승윤(ETRI)

O2.3-3 모바일 기기의 WiFi 정보를 이용한 대용량 GPS 데이터의 이상치 보정 방법 연구

이향진･최정화･박영택(숭실대)

O2.3-4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작업 생성을 위한 모바일 기기 응용 인터페이스

곽별샘･이재호(서울시립대)

O2.3-5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 반응성 향상을 위한 OS 지원 기법

배선욱･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2.3-6 IPTV용 상호작용 비디오 재생기 개발을 위한 예비 작업

임재걸･레콩탄(동국대)

O2.3-7 스마트폰 기반 OAM의 QoS를 위한 Pull 메시지 방식 스케줄링 연구

김세원･김강석･홍만표(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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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4 소프트웨어공학 II 11월 26일(토) 09:00-11:20 / 301동 106호

▸좌장 : 윤회진(협성대)

O2.4-1 Concolic 테스팅 기법을 구현한 KLEE 테스팅 도구의 사례 연구

김영주･김윤호･김문주(KAIST)

O2.4-2 【우수논문】EPC Information Service 성능 테스트를 위한 환경 모델링 및 고속 데이터 생성 

도구의 설계 및 구현

안태현･김기홍･박준읍･홍봉희･권준호(부산대)

O2.4-3 RFID Reader 에뮬레이션을 위한 리드 사이클 기반 가상 리더의 설계 및 구현

이지완･류우석･홍봉희･권준호(부산대)

O2.4-4 pSET 저장형식의 표준화를 위한 변환도구 개발: pSET2TC6

이동아･유준범(건국대)

O2.4-5 【우수논문】iOS 애플리케이션 GUI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드라이버 자동 

생성 방법

문대건･서용진･국승학･김현수(충남대)

O2.4-6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GUI 테스팅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 및 테스트 드라이버 자동 생성

윤상필･고민혁･국승학･김현수(충남대)

O2.4-7 저장고 관리 시스템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상황인지 적용 방법 

김기환･남태우･염근혁(부산대)

O2.5 정보보호 I 11월 26일(토) 09:00-11:00 / 301동 201호

▸좌장 : 이문구(김포대)

O2.5-1 VMware 기반의 가상화 OS에서의 Guest와 Host OS간의 통신 취약점 연구

박세훈･조인순･엄현상･염헌영(서울대)

O2.5-2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구석모･정준호･홍영식(동국대)

O2.5-3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통신을 위한 인증 메시지 기반의 경량화 보안 프로토콜 개발

송태일･신승환･홍충선(경희대)

O2.5-4 【우수논문】함수 호출 규약에 기반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워터마킹 기법

전철･정진만･김봉재･장준혁･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O2.5-5 An Ontology Based Approach on Secure-Tolerant SOAP Messages

AzizNasridinov･PhamPhuocHung･LinQing･ByunJeongyong(동국대)

O2.5-6 정형 기법을 이용한 M2M 프로토콜의 보안속성 검증

김영진･강미영･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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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6 정보통신 III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202호

▸좌장 : 최용훈(광운대) ▸평가위원 : 안상현(서울시립대)

O2.6-1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단 방향 해쉬함수 기반 다중경로 보안전송 기법

이윤정･김동주･김현주･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2.6-2 무선 센서 망에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멀티캐스팅 방안

박호성･이정철･오승민･임용빈･김상하(충남대)

O2.6-3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싱크를 위한 에너지 효율 프로토콜의 접근성 보장 방안

임용빈･박호성･이정철･오승민･김상하(충남대)

O2.6-4 【우수논문】비균일한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계층적 다중-홉 

클러스터링 기법

김은주･이충희･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2.6-5 무선 센서 망에서 다중경로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전달 프로토콜

오승민･임용빈･박호성･이정철･김상하(충남대)

O2.6-6 무선 센서 망에서 이동 싱크를 위한 격자 기반의 실시간 라우팅 프로토콜

이의신･오승민･임용빈･박호성･김상하(충남대)

O2.6-7 【우수논문】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신 반경 분리형 

다중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

이정철･박호성･오승민･임용빈･김상하(충남대)

O2.6-8 모바일 싱크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기법

김상래･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2.7 정보통신 IV 11월 26일(토) 09:00-12:00 / 301동 203호

▸좌장 : 최낙중(Bell-Labs Seoul)

O2.7-1 Dynamic Spectrum Access 환경에서 스펙트럼 센싱 시간을 이용한 TCP의 성능 개선

양현･주요한･이승도･박창윤(중앙대), 정충일(여주대)

O2.7-2 중첩된 무선 랜 환경에서의 TCP 성능 향상

이승도･양현･주요한･박창윤(중앙대), 정충일(여주대)

O2.7-3 【우수논문】이기종 망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적응적인 비디오 전송 기법

고상기･정광수(광운대)

O2.7-4 4K 초고해상도 미디어 전송을 위한 GPU 기반 실시간 DXT 압축 모듈 설계 및 구현

김남곤･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O2.7-5 LTE 망에서 계층적 비디오 멀티캐스트를 위한 비례적으로 공평한 자원할당

한민규･홍진표(한국외대)

O2.7-6 디바이스간 직접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 절차

이종민･홍충선(경희대)

O2.7-7 인터넷 트래픽 분석을 위한 페이로드 시그니쳐 기반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윤효진･김종권(서울대)

O2.7-8 미래 인터넷 슬라이스 구성을 위한 Xen 기반 슬리버간의 가상 링크 생성 및 슬리버 접근 방안

이권용･정대영･박성용(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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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7-9 광대역 무선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적응적인 비디오 전송 기법

윤두열･정광수(광운대)

O2.8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I 11월 26일(토) 09:00-11:00 / 301동 204호

▸좌장 : 박인규(인하대) ▸평가위원 : 김응규(한밭대)

O2.8-1 상위 CU의 잔여 신호를 이용한 초고해상도 부호화기의 최적화 방법

왕희돈･최옥경･홍만표(아주대)

O2.8-2 컬러 영상의 부호화 정보를 이용한 깊이 영상의 부호화 속도 개선 기법

정혜정･강진미･정기동(부산대)

O2.8-3 근전도 신호인식에 기반한 원격로봇제어

장주영･조성배(연세대)

O2.8-4 스마트폰에서의 영상 브라우징을 위한 3차원 효과 생성 프레임워크

이원범･박인규(인하대)

O2.8-5 【우수논문】결정트리와 규칙을 이용한 효율적인 안드로이드폰 에너지 관리 프레임워크

이영설･고현우･조성배(연세대)

O2.8-6 OpenCL 하드웨어를 이용한 고속 벡터 그래픽 렌더링

윤지영･이환용･박배규(휴원), 백낙훈(경북대)

O2.9 컴퓨터시스템 III 11월 26일(토) 09:00-11:20 / 301동 301호

▸좌장 : 배지혜(선문대) ▸평가위원 : 성민영(상명대)

O2.9-1 【우수논문】멀티프로세서 실시간 시스템에서 스케줄 가능성을 향상시킨 변형된 LLF 

스케줄링 알고리즘

한정희･임정헌･한상철(건국대)

O2.9-2 CAN(Controller Area Network) 기반의 분산 환경을 위한 IEEE 1588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 

구현

석종수･김종서･진현욱(건국대)

O2.9-3 다수의 ECU와 CAN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한 구조 제안

한재화･위경수･이창건(서울대)

O2.9-4 QoS보장을 위한 태스크 만족도 지수 기반의 비례 지분 스케줄링 기법

정진만･김봉재･조유근(서울대), 이우승･김아름･홍지만(숭실대), 김상철(ETRI)

O2.9-5 음성 기반 분산 오디오 검색 시스템 구현 및 최적화

조중연･배효철･이상헌･진현욱･윤경로(건국대)

O2.9-6 【우수논문】EtherCAT 통신 기반 개방형 모션 제어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김익환･박수용･김태현(서울시립대)

O2.9-7 신뢰성 있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GPU 기반 병렬화된 LDPC 부호화 구현

김종률(GIST), 김경태･이수형(ETRI), 김종원(GIST)



Oral Session

24 제3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Oral Session

O2.10 컴퓨터시스템 IV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302호

▸좌장 : 임성수(국민대) ▸평가위원 : 김태현(서울시립대)

O2.10-1 【우수논문】재사용 거리 기반의 고성능 멀티레벨 버퍼캐시 알고리즘

박세진･박찬익(포항공대)

O2.10-2 디지털 TV에서의 부팅시간 개선방법

조홍진(KAIST･삼성전자), 배상민(삼성전자)

O2.10-3 SSD 전력 소모 모델링

조석희･원유집(한양대)

O2.10-4 【우수논문】PCM과 DRAM의 혼합형 메모리를 위한 페이지 교체 기법 

이소윤･반효경(이화여대), 노삼혁(홍익대)

O2.10-5 버저닝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성노섭･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2.10-6 유사도 검색을 이용한 중복 제거 파일 전송 설계 및 구현

정호민･강성운･고영웅(한림대)

O2.10-7 멀티코어 환경에서 I/O 태스크를 고려한 캐시 폴루션 감소 스케줄링 기법

안득현･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2.10-8 가상머신에서 TRIM Command를 지원하는 SSD를 사용하는 방법

김해성･원유집(한양대)

O2.11 컴퓨터지능III - 추천 및 정보검색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303호

▸좌장 : 정한민(KISTI) ▸평가위원 : 김경중(세종대)

O2.11-1 【우수논문】협력적 필터링과 콘텐츠 정보를 결합한 영화 추천 알고리즘

김상화(다음커뮤니케이션), 오병화･김문종･양지훈(서강대)

O2.11-2 트위터 분석을 통한 음악 추천 시스템

최홍구･탁윤식･황인준(고려대)

O2.11-3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위한 평가 방안 및 SVD를 통한 개인화된 추천의 성능 향상

이현종･정호경･김광섭･윤도현(와이즈넛)

O2.11-4 퍼지논리를 기반으로 한 웹 문서의 효율적인 검색 기법

김신웅･허연･김성호･김용성(전북대)

O2.11-5 인물 중심 TV 드라마 프로파일링에 의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김지섭･김병희･장병탁(서울대)

O2.11-6 복잡계망 척도에 의한 TV 드라마 등장인물 특성 분석

김준식･이충연･김은솔･장병탁(서울대)

O2.11-7 TV 드라마 배경 전환 탐지를 위한 베이지안 필터링 방법

유준희･석호식･장병탁(서울대)

O2.11-8 플레이어타입과 페트리넷을 이용한 동적 게임 컨텐츠 생성

이영설･조성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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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2 컴퓨터지능 IV – 기계학습 및 응용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304호

▸좌장 : 최용석(한양대) ▸평가위원 : 이지형(성균관대)

O2.12-1 【우수논문】Model Dependency of the Performance in Generative Local Metric Learning

노영균･박종우(서울대), Daniel D. Lee(펜실베니아대)

O2.12-2 반감독 학습에서의 배깅을 이용한 다중 분류기 결합

우호영･박정희(충남대)

O2.12-3 Jensen-Shannon divergence 추정을 위한 모수모델 기반 local metric 학습

노영균(서울대), Daniel D. Lee(펜실베니아대), 박종우(서울대)

O2.12-4 MAP Learning of HMM with Practical Dirichlet Priors

신봉기(부경대)

O2.12-5 파이썬 언어의 바이트 코드수준 진화를 이용한 유전 프로그래밍

박현수･김경중(세종대)

O2.12-6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인간 운전 행동 양식의 모델링 및 인식

Reza Haghighi Osgouei･최승문(포항공대)

O2.12-7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초단기 호우 예측을 위한 특징 선택

서재현･임용성･김용혁(광운대)

O2.12-8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마트 빌딩 전력 스케줄링

서유리･윤소영･장혜린･반효경(이화여대)

O2.13 프로그래밍언어 11월 26일(토) 09:00-11:40 / 301동 305호

▸좌장 : 이광근(서울대) ▸평가위원 : 박성우(포항공대)

O2.13-1 규칙 웹 서비스를 이용한 규칙 기반 BPEL의 확장과 시스템 구현 및 설계

곽동규･김민석･최재영(숭실대)

O2.13-2 Coq을 이용한 이분 그래프의 표현

배성경･류석영(KAIST)

O2.13-3 C 프로그램에서 소멸된 지역변수를 참조하는 오류를 정적으로 검출하기

이승중･이광근(서울대)

O2.13-4 【우수논문】불필요한 식을 찾는 2단계 언어의 간섭분석

조성근･김진영･이광근(서울대)

O2.13-5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BPEL의 기능 확장 컴파일러 생성기

곽동규･김민석･최재영･유재우(숭실대)

O2.13-6 암시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계산 언어의 설계

이원찬･이광근(서울대)

O2.13-7 암시적 계산 언어 실행기의 구현

유병준･이광근(서울대)

O2.13-8 전위부자유 정규언어의 복합 연산 상태복잡도

엄해성･한요섭(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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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 고신뢰컴퓨팅 11월 26일(토) 13:20-16:20 / 301동 103호

▸좌장 : 허준영(한성대) ▸평가위원 : 박민규(건국대)

O3.1-1 비동기적 소프트 에러율을 활용한 레지스터 파일의 신뢰성 향상 방안

고요한･이경우(연세대)

O3.1-2 인터페이스코드 자동 생성을 위한 ICD정의 및 인터페이스 코드 자동 생성 시스템

남경래(LIG넥스원)

O3.1-3 가상화 환경에서 I/O 특성 분석과 통합 도구

김세욱･이남수･최종무･김준모(단국대)

O3.1-4 SCADE를 이용한 발전소 제어용 통신 모듈 안전성 연구

안소진･황대연(고려대), 제정광･이석찬(LS산전융합연), 최진영(고려대)

O3.1-5 CGA를 이용한 데이터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 개선

최정식･김성건･한환수(성균관대)

O3.1-6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ARM NEON 기술의 신뢰성 분석

장민우･김국현･김강희(숭실대)

O3.1-7 【우수논문】클라이언트 허니팟을 이용하여 의심 웹페이지 분석을 위한 방문 알고리즘 개선

김동진(단국대), 김홍근(한국인터넷진흥원), 박민규(건국대), 조성제(단국대)

O3.1-8 안드로이드 플랫폼 보안 강화 기법

박지연･민홍･조유근(서울대), 홍지만(숭실대)

O3.1-9 시각장애인용 점자전자책 배포시스템

윤준식･가철순･정현종･허용현･전광일･서대영･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O3.2 데이터베이스 III 11월 26일(토) 13:20-15:40 / 301동 104호

▸좌장 : 이민수(이화여대)

O3.2-1 범위 질의 처리의 효율적인 병렬처리를 위한 GPU에 적합한 R-tree

김민철･최원익(인하대)

O3.2-2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지 모델링 기법

김정동･손지성(고려대), 김진형(KISTI), 백두권(고려대)

O3.2-3 【우수논문】반복되는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에서의 중복 연산 제거 기법

박기성･한용구･이영구(경희대)

O3.2-4 시그니쳐를 이용한 XML 경로간 노드 비교의 최소화

장경훈･황병연(가톨릭대)

O3.2-5 실시간 검색을 위한 NoSQL기반의 TK-인덱싱 기법

심형남･김정동･백두권(고려대)

O3.2-6 복합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한 보존포맷

황윤영･이규철(충남대)

O3.2-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개인화 소셜 검색

이의종･김정동･손지성･이종현･백두권(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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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3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I 11월 26일(토) 13:20-15:40 / 301동 105호

▸좌장 : 박상원(한국외대)

O3.3-1 【우수논문】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광고 서비스 모델

박민영･권혁철(부산대)

O3.3-2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 사용 방식 설계 및 구현

강동희･이상근(고려대)

O3.3-3 【우수논문】Personal Genie: 이질적인 스마트 IoT간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위한 상황인지 

미들웨어 시스템

한승욱･손희석･김병오･한선영･이동만(KAIST)

O3.3-4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의 소모전력 분석

이제민･조현우･김형신(충남대)

O3.3-5 NFC 모바일 폰을 활용한 도서관 시스템

박재영･김용강･이정현･최광훈(연세대)

O3.3-6 사례연구: 노인 원격 일상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평가

옥대윤･이선우(한림대)

O3.3-7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소비 패턴 분석

정유나･유진이･한우경･한경숙･오용철(산기대)

O3.4 소프트웨어공학 III 11월 26일(토) 13:20-15:40 / 301동 106호

▸좌장 : 유준범(건국대) 

O3.4-1 【우수논문】윈도우폰7 애플리케이션 GUI 테스트코드 자동 생성도구 구현

이상화･민법기･국승학･김현수(충남대)

O3.4-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에서의 수리비용 기반 회귀 테스트 자원 할당 방법

박범석･김현정･배두환(KAIST)

O3.4-3 외부 시스템 Mocking 을 통한 웹 서버 확장 모듈 테스팅 기법 

송형근･윤준호･이종현(NHN)

O3.4-4 안티 패턴 기반의 정적 분석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방법 제안

최윤희･최은만(동국대)

O3.4-5 런타임 결함 식별을 위한 결함트리 자동 생성

김현준･강신욱･이은석(성균관대)

O3.4-6 CSD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

이광수･홍봉희･권준호(부산대)

O3.4-7 리팩토링 조립을 통한 디자인 패턴의 적용

김경민･김태공(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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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5 정보보호 II 11월 26일(토) 13:20-15:20 / 301동 201호

▸좌장 : 이신재(고려대)

O3.5-1 동적 요청에 대한 응답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DOM 기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 

탐지

김세진･도경구(한양대)

O3.5-2 크롤링을 이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제어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법

송호길･도경구(한양대)

O3.5-3 WSN에서 블룸필터를 이용한 분산된 시그니쳐 기반 IDS의 탐지율 향상 기법

조응준･홍충선(경희대)

O3.5-4 네트워크 포트스캔 공격의 위험지수를 얻기 위해 탐지된 공격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박성철･김준태･박길식(동국대)

O3.5-5 무선랜 환경의 DNS Spoofing 방어 시스템

장대희･박용수(한양대)

O3.5-6 Pin을 이용한 악성코드 분석 방법

김성호(한양대), 지성배(KISA), 박용수(한양대)

O3.6 정보통신 V 11월 26일(토) 13:20-16:00 / 301동 202호

▸좌장 : 이구연(강원대) ▸평가위원 : 조성래(중앙대)

O3.6-1 IP-USN에서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지원하기 위한 트리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권기웅･하민근･김태홍･김성훈･김대영(KAIST)

O3.6-2 동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의 헤드 수 조절 기법 및 노드 이동성 예측을 융합한 에너지 

효율기반 클러스트링 기법 

장우현･장형수(서강대)

O3.6-3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안성 있는 비-중첩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

이상규･김동주･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3.6-4 비균일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거리 평가 모델링을 이용한 센서 위치 측위 기법

박혁･황동교･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3.6-5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차등 AES 암호화 기법

김동주･이상규･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3.6-6 저밀도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항 회귀 예측 기반 이동 객체 추적 기법

황동교･박혁･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3.6-7 【우수논문】센서 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압축 

전송 기법

이현정･박준호(충북대), 성동욱(KAIST), 유재수(충북대)

O3.6-8 IEEE 802.22 WRAN 시스템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핸드오버 메커니즘 설계

이준･이성원･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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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7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II 11월 26일(토) 13:20-15:00 / 301동 204호

▸좌장 : 이환용(휴원) ▸평가위원 : 권구주(협성대)

O3.7-1 투명 텍스처를 이용한 베지어 곡면 모델링의 향상 

황용기･박창민･조구연･김재정(전남대)

O3.7-2 【우수논문】Cascaded Shadow Maps의 경계문제를 해결한 분산-혼합 그림자 매핑 알고리즘

김상훈･김민철･최원익(인하대)

O3.7-3 전통적 모자익 생성방식에 기반한 영상 모자익 변환

윤종철(강원대), 이인권(연세대)

O3.7-4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중시점 협업기반 교통사고 자동인식 시스템

이시혁･조성배(연세대)

O3.7-5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식별 알고리즘

김바울･배준현･김상욱(경북대)

O3.8 컴퓨터시스템 V 11월 26일(토) 13:20-15:40 / 301동 301호

▸좌장 : 이경우(연세대) ▸평가위원 : 김태현(서울시립대)

O3.8-1 달빅 가상머신을 위한 바이트코드 최적화 수준 분석

이민석･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3.8-2 【우수논문】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USB 기반 통합 디버깅 방법

경주현･임성수(국민대), 이민석(한성대), 허성민(세븐코아)

O3.8-3 자바스크립트 적시 컴파일러를 위한 레지스터 할당기의 구현

나정호･김홍규･김홍준･조강원･이재진(서울대)

O3.8-4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의 AOTC 설계 및 구현

유영호･이성원･홍성현･문수묵(서울대)

O3.8-5 V8 CrankShaft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적용된 Adaptive Compilation의 성능 분석

박혁우･유영호･문수묵(서울대)

O3.8-6 KVM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Exploit 분석 시스템

김태형･김인혁･민창우･엄영익(성균관대)

O3.8-7 동적 코드 변환을 이용한 경량 커널 분석 도구 설계

이동우･김정한･엄영익(성균관대)

O3.9 컴퓨터시스템 VI 11월 26일(토) 13:20-15:40 / 301동 302호

▸좌장 : 윤성로(고려대) ▸평가위원 : 임성수(국민대)

O3.9-1 자원사용량 예측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

김영훈･김태석･심규석(서울대)

O3.9-2 MNS 모방학습 계산모델 기반 의도인지 응용 시스템

고광은･박승민･박준형･심귀보(중앙대)

O3.9-3 Publish-Subscribe 방식의 객체 모델 프로토콜을 위한 이름 기반 필터링 기법

심준용･이용헌･위성혁(LIG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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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9-4 템플릿을 사용한 개인화 폰트 생성 방법

최재홍･온진호･우수정･박기선･이문근(전북대)

O3.9-5 차량 전방 사진을 통한 혼잡도 측정

이웅규･낭종호(서강대)

O3.9-6 QEMU의 블록 체이닝 최적화

심명보･홍성현･문수묵(서울대)

O3.9-7 LLVM의 안드로이드 호환성 확보를 위한 연구

정원기･김범준･문수묵(서울대)

O3.10 컴퓨터지능V - 바이오 및 헬스 11월 26일(토) 13:20-16:00 / 301동 303호

▸좌장 : 신수용(울산의대) ▸평가위원 : 진훈(미래융합기술연구소)

O3.10-1 【우수논문】Q-TOF 탠덤 질량 스펙트럼을 위한 효율적인 Peak Picking 알고리즘

박형서･박희진(한양대), 백은옥(서울시립대)

O3.10-2 NMF기반 하이퍼그래프 구조 분석을 통한 전립선 암 특이적 유전자 모듈 탐색

김수진･하정우･장병탁(서울대)

O3.10-3 유전자 온톨로지 추론에 기반한 단백질 상호작용 검색

이현진･박병규･한경숙(인하대)

O3.10-4 Random Forest를 이용한 단백질에서의 RNA 결합 부위 예측

최혁진･최성욱･한경숙(인하대)

O3.10-5 BCI2000기반 근전도 및 동작 상상 뇌전도를 이용한 무선 로봇 제어

조호현･정찬민･김무준･안민규･전성찬(광주과학원)

O3.10-6 Eye-Tracker를 이용한 사용자 집중도 분석

김은솔･김지섭･장병탁(서울대)

O3.10-7 볼쯔만 머신을 이용한 인간 모션 학습 및 생성

이충연･김지섭･김은솔(서울대), Karinne Ramirez Amaro･MichaelBeetz(뮌헨공대), 

장병탁(서울대)

O3.10-8 MDER 기반의 개인건강기기 정보전달 표준 프로토콜 생성기

윤여훈･김일곤(경북대), 이병기(삼성서울병원), 

권태희･허찬회･박기정･김동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O3.11 언어공학 11월 26일(토) 13:20-15:00 / 301동 304호

▸좌장 : 강인수(경성대) ▸평가위원 : 오혜연(KAIST)

O3.11-1 【우수논문】온톨로지 스키마 트리플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수집 방법

정진욱･한용진･노태길･이상조･박성배･박세영(경북대)

O3.11-2 원문 보호가 가능한 대용량 한글 문서 고속 탐색 기법

박선영･김성환･조환규(부산대)

O3.11-3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음소기반 한글 문자열 정렬 기법

김성환･조환규(부산대)

O3.11-4 디지털 문서의 정보 분석을 위한 전처리 도구 lite-DOM의 설계 및 구현

이용배(전주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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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1-5 문자 단위 색인 구조를 이용한 효율적인 절단검색 방법

권영현･박희근･박호진･장정훈･양희민･안영민((주)와이즈넛)

O3.12 컴퓨터이론 11월 26일(토) 13:20-15:20 / 301동 305호

▸좌장 : 김수환(부산외대) 

O3.12-1 다중 패턴 매칭을 위한 변형된 wu-manber알고리즘의 병렬화 및 성능분석

박고은･송가현･박희진(한양대)

O3.12-2 【우수논문】최장공통비상위문자열 그래프 모델의 CUDA 기반 구현

윤현철･심정섭(인하대)

O3.12-3 정규 회선 코드에 대한 결정 알고리즘

조다정･한요섭(연세대)

O3.12-4 정규 언어와 문맥 자유 언어 사이의 편집 거리 계산

고상기･한요섭(연세대)

O3.12-5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다변수 환경을 고려한 경로탐색알고리즘

김주남･김현태･안창욱(성균관대)

O3.12-6 Graphic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유전 알고리즘 성능의 평가 및 분석

김성진･김현태･안창욱(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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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야
발표
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1.1 건설환경IT융합 1 김정선(한양대) 염헌영(서울대) 

P1.2 고성능컴퓨팅 4 염헌영(서울대) 김정선(한양대)

P1.3 데이터베이스 17 이규철(충남대) 김영국(충남대)

P1.4 모바일응용및시스템 26 황영섭(선문대)  

P1.5 컴퓨터지능 23 신봉기(부경대) 양정진(가톨릭대) 

Poster Session 진행일정표

◘ 11.25(금) 13:40~15:00, 301동 1층 로비

◘ 11.26(토) 11:20~12:40, 301동 1층 로비

세션 분야
발표
편수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P2.1 국방소프트웨어 5 김두현(건국대) 송하윤(홍익대) 

P2.2 소프트웨어공학 15 조은숙(서일대)  

P2.3 언어공학 1 이근배(포항공대) 김용성(전북대)

P2.4 전산교육시스템 4 김용성(전북대) 이근배(포항공대)

P2.5 정보보호 4 김현성(경일대) 최광훈(연세대)

P2.6 정보통신 14 김종원(광주과학원) 김기천(건국대)

P2.7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6 권구주(협성대) 윤종철(강원대) 

P2.8 컴퓨터시스템 23 김태현(서울시립대) 이경우(연세대)

P2.9 컴퓨터이론 4 김현성(경일대) 류석영(KAIST)

P2.10 프로그래밍언어 1 최광훈(연세대) 류석영(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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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평가위원

① 담당 분야의 일시, 발표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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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발표분야, 발표장소 및 일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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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서 9매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또는 전지출력물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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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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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테이프 등, 양면접착테이프는 사용불가)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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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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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발표시간이 종료 후 2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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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1.1 건설환경IT융합 11.25(금) 13:40-15:0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정선(한양대) ▸평가위원B : 염헌영(서울대)

P1.1-1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로터리 역진자 시스템의 제어기 구현

주일범･최락현(대구대), 이현･이상철･이동하(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희철･유준혁(대구대)

P1.2 고성능컴퓨팅 11.25(금) 13:40-15:0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염헌영(서울대) ▸평가위원B : 김정선(한양대)

P1.2-1 3차원 구조 L2 cache의 TSV 연결 면적에 따른 성능 비교

전형규･강승구･안진우･김철홍(전남대)

P1.2-2 가상머신 환경에서의 Hadoop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공유 메모리 구조

정혜진･김현준･최종무･김준모(단국대)

P1.2-3 Xen 에서의 네트워크 Packet Delay의 균등화

김운태･엄현상･염헌영(서울대)

P1.2-4 가상화 환경에서의 웹 서버 Auto Scaling 알고리즘 연구

이돈혁･오상윤(아주대)

P1.3 데이터베이스 11.25(금) 13:40-15:0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이규철(충남대) ▸평가위원B : 김영국(충남대)

P1.3-1 디지털 문헌자원을 위한 아카이빙 시스템 개발 

김광영･한희준(KISTI)

P1.3-2 추천시스템 환경에서 인덱싱의 비효율성

이시용･이상철･김상욱(한양대)

P1.3-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자의 취향 변화를 고려한 Semantic Collaborative Filtering

공기현･이재원(서울대), 김한준(서울시립대), 이상구(서울대)

P1.3-4 역량 개발에 기반한 커리어 패스 관리 시스템

김기웅(삼환강업(주)), 손창관((주)신영S&T), 한석희(한국산업기술대), 김은환(삼환강업(주)), 

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P1.3-5 추천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의 전문성 평가하기

송상일･이상근･이상구(서울대)

P1.3-6 가상화 환경에서 공유메모리를 이용한 병렬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원석･김태원･최종무･김준모(단국대)

P1.3-7 왕복 스캔을 통한 수동형 RFID태그의 물리적 순차 추정기법의 향상

이주호･송하주(부경대)

P1.3-8 리버스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위한 병렬화 연구

한아･이종혁･박영배(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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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9 PeopleSoft System에서 Pro*C를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김상우･정강수･박석(서강대)

P1.3-10 메시지 전달 기법을 이용한 확률 기반의 신뢰관계 예측 방안

김진우･오현교･김상욱(한양대)

P1.3-11 문서간 유사도 측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허원지･정용규(을지대)

P1.3-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군집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상품 추천 방안 연구

윤재열･김이준･김응모(성균관대)

P1.3-13 오피니언 마이닝과 시공간 분석의 융합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획득 방법

김이준･임지연･김응모(성균관대)

P1.3-14 효율적인 다차원 데이터 스카이라인 계산을 위한 전처리 기법

김지현･김명(이화여대)

P1.3-15 웹에서 특정 기술정보와 연결된 정보소스의 효율적인 서비스 방법

주원균･최기석･김재수(KISTI)

P1.3-16 국가R&D정보의 글로벌 서비스 구축 필요성

김윤정･최광남･김재수(KISTI)

P1.3-17 NTIS 정보연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석･한승우･최광남･김재수(KISTI)

P1.4 모바일응용및시스템 11.25(금) 13:40-15:0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황영섭(선문대) ▸평가위원B : 

P1.4-1 다종 미디어 융합 환경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소셜 사용자 클러스터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엔진 개발

신사임･박성주･장세진･이석필(KETI)

P1.4-2 스마트폰 기반 정숙 운전 평가 시스템

장영준･배희재･김흥기･김철학･이민석(한성대)

P1.4-3 사용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IPTV 추천 시스템

김광명･안규성･심백선･윤희용(성균관대)

P1.4-4 모바일 환경에서의 병원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전병헌･한상범(고려대)

P1.4-5 안드로이드 환경 스마트 빌링 솔루션 개발

김태훈(한국산업기술대), 김근묵(텔레씽크), 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P1.4-6 LEACH 기반의 선택적 클러스터 라우팅 프로토콜

안규성(성균관대), 김훈(국방기술품질원), 윤희용(성균관대)

P1.4-7 스마트 프리젠테이션 도우미 시스템 개발

이명호･노영주(한국산업기술대)

P1.4-8 무인화 마켓을 구현하기 위한 모바일 NFC 결제 시스템

구철회･이원규･박청호･김영곤(한국산업기술대)

P1.4-9 ‘시각, 음성, 필기’ 세 가지를 활용한 모바일 영어 교육 시스템 개발

차웅걸･김민지･김이수･최종필･공기석(한국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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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0 스마트폰에서 오타율을 줄이기 위한 소프트 키보드 어플리케이션

김성민･김나현･변웅섭･최준환･김태석(광운대)

P1.4-1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사용자 정보 트윗 시스템

소주현･최병현･송지영･김용혁(광운대)

P1.4-12 감성 단어 분석 모듈을 이용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성향 판단 시스템 

구현

박건우･임선열･이태양･김정훈･최웅철(광운대)

P1.4-13 스마트폰 센서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행동분석 어플리케이션

서호석･엄주흠･정홍섭･유태진･최규수･김태석(광운대)

P1.4-14 IP망 기반의 그룹통신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 충돌 사고 방지 방법

최유희･송문섭･박정호･장병태(ETRI)

P1.4-15 다중 에이전트 협업의 적응성 향상을 위한 역할 기반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오준석･정종윤(아주대)

P1.4-16 삼각측량법과 핑거프린트 방식을 결합한 효율적인 실내 위치인식 기법

최성욱･박현수･이성한･손민현･구용현･박경순･김태석(광운대)

P1.4-17 DietAdviser: 스마트폰 상에서의 개인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임병권･김지섭･유준희･장병탁(서울대)

P1.4-18 모바일 무선망 트래픽 모니터링으로 구현한 상황인식 알림이

김령･윤재열･김응모(성균관대)

P1.4-19 차량용 M2M 디바이스 플랫폼에 기반한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한종수･형대진･박경환(동아대)

P1.4-2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라이프로그 컨텍스트 모델링

김민경･이동욱･김강석･김재훈(아주대)

P1.4-21 모바일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필터링 기반 이동 객체 데이터 압축 기법

한상혁･홍순필･김호영･김영국(충남대)

P1.4-22 프리젠테이션 기반 컨퍼런스 콜을 위한 안드로이드 응용 및 오픈 소스 기반 서버의 구현

홍성길･노윤성･선민아･김강희(숭실대)

P1.4-23 오류 GPS 데이터의 필터링을 위한 OCSVM 파라미터의 최적화 조건에 대한 연구

김우중･송하윤(홍익대)

P1.4-24 제스처 태그를 사용한 스마트폰 이미지 검색 인터페이스

박영준･최윤철(연세대)

P1.4-25 차량상태정보 및 위치정보 기반 경제운전 지원 시스템

백선형･김정국(한국외대)

P1.4-26 모바일 단말기에서 효과적인 사진 관리를 위한 계층적 사진 탐색기

이수안･원지섭･최재용･김진호(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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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컴퓨터지능 11.25(금) 13:40-15:0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신봉기(부경대) ▸평가위원B : 양정진(가톨릭대)

P1.5-1 인식기 앙상블의 선택을 위한 인식기 간의 다양성 측정

강희중(한성대)

P1.5-2 진화 신경망과 규칙의 통합을 이용한 대용량 배터리 수동형 셀 균등화 에이전트

오근현･김종우(KAIST), 서동관(OLEV)

P1.5-3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한 계절 분류

박하얀･김용혁(광운대)

P1.5-4 네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과 URL 분석에 기반을 둔 스팸 트윗 필터링

원대연･박기정･박영준･심규배･이재웅･김용혁(광운대)

P1.5-5 기계학습 기반의 감성 트위터 봇

김동균･허지용･조지훈･박수영･김용혁(광운대)

P1.5-6 트위터의 관심 팔로윙 추천 방법

강정훈･김청한･유선미･이용주･박하얀･김용혁(광운대)

P1.5-7 스마트 기기를 위한 음악 추천

김진형･홍지원･김상욱(한양대)

P1.5-8 스마트 TV를 위한 사용자 정보기반 서비스 추천

심백선･김광명･김희성･윤희용(성균관대)

P1.5-10 다중 센서 바이오 음향 신호 인식에 의한 착용형 HCI의 설계

강동오･이성환(고려대)

P1.5-11 비정상 소리 탐지 기반의 축사 보안 시스템

오승근･이종욱･정용화･박대희(고려대)

P1.5-12 ARTHROBOT: 생체모방 모듈러 로봇

김정은･이현･손병락･이동하(DGIST)

P1.5-13 능동적 정보 디스플레이를 위해 프로젝터와 투영면간의 변환관계를 이용한 일정한 크기의 

영상투영

안재현･이정엄･김주형･박귀태(고려대)

P1.5-14 인간의 인지 특성을 이용한 조명 변화에 강인한 얼굴 인식

최은수･ChristianWallraven･이성환(고려대)

P1.5-15 지문자(指文字) 번역 시스템

조홍철･김준현･김상천･공기석･최종필(한국산업기술대)

P1.5-16 GMM 기법과 RGB 클러스터링을 결합한 꽃 영역 분할

오강한･김수형･박상철･나인섭(전남대)

P1.5-17 깊이 영상에서 외형 기반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3차원 손 포즈 추정

유수곤(고려대), 신봉기(부경대), 이성환(고려대)

P1.5-18 유전적 알고리즘에 의한 신장 사구체 영역 추출

김응규･임재원･권영도(한밭대)

P1.5-19 로드뷰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모양변화에 강인한 자동차 번호판 검출기

윤종민･김대진(포항공대)

P1.5-20 2차원 및 3차원 영상 기반의 실시간 얼굴 추적 및 얼굴 포즈 추정

최인호･김대진(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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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21 전자적 장세척 방법에서의 partial volume effect의 찌꺼기 제거 방법 

황원상･김동성(숭실대)

P1.5-22 Human Genome에서 MS/MS spectrum 동정을 위한 효율적인 Exon Graph 구축

이은수･박희진(한양대), 백은옥(서울시립대)

P1.5-23 상황 인지 응용을 위한 서비스 지향적 미들웨어에 관한 연구

현우석(성서대)

P1.5-24 원격의료시스템의 성능 평가 기준

박샛별･송준현･도형호･윤정배･김일곤(경북대), 이병기(삼성서울병원), 

차지훈･허찬회･박기정･김동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P2.1 국방소프트웨어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두현(건국대) ▸평가위원B : 송하윤(홍익대)

P2.1-1 최적의 시간민감성표적(TST) 타격자산 결정방안 연구

홍순일･이태공(아주대)

P2.1-2 XSLT를 이용한 RTI Message EnDecode용 Code Generator 개발 방법

김형래･진정훈･이동준(LIG넥스원)

P2.1-3 다중모드 훈련시뮬레이션 환경통제를 위한 통제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이규현･김대영･김세환(엘아이지넥스원)

P2.1-4 실장비 GUI SW를 이용한 군 훈련장비

정남훈･김대영･김세환(LIG넥스원)

P2.1-5 군 환경에서의 자원 가상화를 이용한 역할 기반 협업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오준석･송세헌(아주대)

P2.2 소프트웨어공학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조은숙(서일대)

P2.2-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스템 신뢰성 모델링 접근방법

박진희･백종문(KAIST), 신주환(국방과학연구소)

P2.2-2 운송보안장치에서 발생한 경고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미들웨어 구조 설계 

박정우･전승우･권준호･홍봉희(부산대)

P2.2-3 소프트웨어 기술성의 상대적 평가를 위한 평가부문 세분화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김정규･류성열(숭실대)

P2.2-4 Rate-Monotonic Analysis를 이용한 인공심장 서보 전동기 제어 소프트웨어 실시간성 검증

정세훈(고려대), 김희진･박상수(이화여대), 차성덕(고려대)

P2.2-5 시간 기반 인공심장 서보 전동기 제어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특성 향상 사례 연구

정세훈(고려대), 김희진･박상수(이화여대), 차성덕(고려대)

P2.2-6 가상 스마트홈 제어 모델 개발 및 가상 검증을 위한 테스트케이스 도출 연구

우수정･김영철(홍익대)

P2.2-7 VxWorks 기반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테스트 도구의 설계

박송화(LIG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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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8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상에서의 BPSQL 질의어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연구

서채연･문소영･김영철(홍익대)

P2.2-9 James Martin의 정보공학 기법을 이용한 “요구사항 검증 기법” 연구

박보경(홍익대), 장우성(한백전자), 김영철(홍익대)

P2.2-10 Model Driven Architecture 기반의 임베디드 테스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김동호･손현승･김우열･김영철(홍익대)

P2.2-11 구조 기반 테스트 설계에서 단일 노드 제어흐름도의 의미 분석

이채영･윤회진(협성대)

P2.2-12 무선 센서 망에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멀티캐스팅 방안

정영훈(KAIST)

P2.2-13 바이너리 실행파일을 위한 정적 프로그램 슬라이서의 설계 및 구현

최준우･김요셉･최철순･이정민･안우현(광운대)

P2.2-1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ISO/IEC 9126 기반 품질 분류 및 절차 개발에 

대한 연구

박정훈(고려대)

P2.2-15 여러가지 문자코드를 지원하는 한글 폰트 에디터

이재연･김정선(한양대)

P2.3 언어공학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이근배(포항공대) ▸평가위원B : 김용성(전북대)

P2.3-1 한글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한 편집 거리 계산방법

배병걸･박일남･강승식(국민대)

P2.4 전산교육시스템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용성(전북대) ▸평가위원B : 이근배(포항공대)

P2.4-1 Treffinger의 CPS모형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김성호･김신웅･강성미･김용성(전북대)

P2.4-2 태퍼-지능형캠퍼스 구축을 위한 쌍방향 강의시스템 설계

류기환･김현성･윤은준(경일대)

P2.4-3 정보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과학영재들의 교육 현황 분석

김호숙(한국과학영재학교)

P2.4-4 소셜 러닝을 위한 학습자 맞춤형 오답노트 시스템

손지성･김정동(고려대), 김진형(KISTI), 나홍석(고려사이버대), 백두권(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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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정보보호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현성(경일대) ▸평가위원B : 최광훈(연세대)

P2.5-1 Context 정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접근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

이용한･김영갑･백두권(고려대)

P2.5-2 스도쿠(Sudoku) 퍼즐을 이용한 훔쳐보기 방지용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김동화･노유승･김형서･손제득(부산과학고), 조환규(부산대)

P2.5-3 미군의 사이버전 강화 정책과 이슈

서형준(ETRI), 최윤철(연세대)

P2.5-4 분산 서비스 공격 완화를 위한 임계점 기반의 대응 매커니즘을 이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설계

배진석･최옥경･김기형(아주대)

P2.6 정보통신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종원(광주과학원) ▸평가위원B : 김기천(건국대)

P2.6-1 IEEE 802.22 WRAN을 위한 자원 공유 알고리즘

유민영･김영일･오승용･한기준(경북대)

P2.6-2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응적 전송률 제어 기법

김동칠･정광수(광운대)

P2.6-3 WLAN에서 속도에 따른 탐색 주기 관리 기법

김영일･오승용･유민영･한기준(경북대)

P2.6-4 도심환경에서의 효과적인 VANET 라우팅 방법

오승용･김영일･유민영･한기준(경북대)

P2.6-5 그룹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P2P 기반의 스마트폰 협업 어플리케이션

박종은･이홍창･이명준(울산대)

P2.6-6 Multipath TCP Westwood over Wireless Networks

Tuan-Anh Le･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6-7 Maximize Throughput for The Secondary User over Multi-channel Cognitive Radio 

Networks

Cuong The Do･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6-8 Interleaved FEC 방식 기반 IPTV 화질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연･강영석(삼성전자), 안소진･최진영(고려대)

P2.6-9 A Multi-channel MAC Protocol with Power Control for Ad hoc Networks

Dang Ngoc Minh Duc･Choong Seon Hong(Kyung Hee Univ.)

P2.6-10 802.16m 와이브로 기지국 시스템에서 MAC 시그널링 메시지의 검증을 위한 기지국 

진단장치 간 메시지 구조 및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최민석･이숙진(ETRI)

P2.6-11 e-Textile Network를 위한 안드로이드 응용 연동 구조

박경민･유은지･윤태은･최훈(충남대)

P2.6-12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영상 서비스 실험 방법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권기덕･유영환(부산대)

P2.6-13 6LoWPAN에서 RLNC를 이용한 단편화 전송 기법

김영준･김도성･김기형(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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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14 GPU를 이용한 그래프에서 링크 기반 유사도 측정 방안의 성능 평가

조용연･배덕호･김상욱(한양대)

P2.7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권구주(협성대) ▸평가위원B : 윤종철(강원대) 

P2.7-1 키넥트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제작 사례

김혜린･김영석･이인권(연세대)

P2.7-2 가변 유효반경 음함수 곡면을 이용한 모델링

박창민･조구연･황용기･김재정(전남대)

P2.7-3 음함수 곡면과 베지어 곡면을 이용한 식물의 실감 모델링

조구연･박창민･황용기･김재정(전남대)

P2.7-4 골프장 항공 영상에서의 그림자 제거

박제훈･김선정･고영웅･송창근(한림대)

P2.7-5 기대치 최대화 기반의 군집화를 이용한 인간의 이동 패턴 분석

김현욱･송하윤(홍익대)

P2.7-6 그래픽 표준간의 상호 구현 가능성 상관관계

이인균･이환용(휴원), 백낙훈(경북대)

P2.8 컴퓨터시스템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태현(서울시립대) ▸평가위원B : 이경우(연세대)

P2.8-1 네트워크 자원 경쟁을 고려한 가상 머신 할당 기법

유정록･조금원(KISTI)

P2.8-2 데이터 압축을 통한 효율적인 저장 공간 사용을 보장하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 설계

이성헌･장승주(동의대)

P2.8-3 텍스트 분석 및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이용한 웹 문서 분류 시스템

박단호･최원식･김홍조･이석룡(한국외대)

P2.8-4 멀티프로세서 실시간 시스템에서 전역 EDF의 동적 전압조절

노희남･이지연･한상철(건국대)

P2.8-5 특허 문헌 검색 결과를 이용한 KNN 기반의 특허 분류 시스템

이재안･서형국･한규열(Wisenut)

P2.8-6 선택적 중복제거(De-Duplication) 기법

이철민･민영혜･김재훈(아주대), 김영규(에스아이포유)

P2.8-7 파티셔닝 운영체제를 위한 경량 TCP/IP 스택의 포팅

김정석･김형신(충남대)

P2.8-8 재목적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지향 시뮬레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김성진(상지대), 윤종희(강릉원주대), 고광만(상지대)

P2.8-9 CPS에서 오류 회복을 위한 진입 제어 기법

정상민･위경수･이창건(서울대)

P2.8-10 고 가용성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미러링 기법 연구

조완희･엄현상･염헌영(서울대)

P2.8-11 디지털 데이터 방송을 위한 효율적인 캐싱 기법에 관한 연구

이상웅(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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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13 SFX 자바스크립트 엔진 적시 컴파일 오버헤드 감소를 위한 context threading 기법 적용

권진우･오형석･문수묵(서울대)

P2.8-14 가상화 환경에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한 페이지 압축과 저장소 공유 

이치영･이정환･유혁(고려대)

P2.8-15 오픈 소스 기반의 가상 머신 모니터 간의 네트워크 성능 비교

곽근환･유혁(고려대)

P2.8-15 스마트폰 스크린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Droid VNC의 확장

박종은･이유동･이홍창･이명준(울산대)

P2.8-16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Hadoop 기반의 이미지 변환 모듈

허준･김명진･이혁주･이한구(건국대)

P2.8-17 실시간 대기확산 시스템의 누출원 자율추천 방법론

오정석･손충연･성종규(한국가스안전공사)

P2.8-18 데이터 센터에서 스위치 간 병목현상 줄이기 위한 기법 조사

이재훈･김종권(서울대)

P2.8-19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현

김상철･유정수･낭종호(서강대)

P2.8-20 Hybrid 스토리지 관리 장치의 기술동향과 성능 분석

이성진･원유집(한양대)

P2.8-21 비휘발성 메모리 상의 객체저장소 개발

황태호･정재민･원유집(한양대)

P2.8-22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해쉬 알고리즘 회로 개발

김재운･이후웅･원유집(한양대)

P2.8-23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이민･최한석(목포대)

P2.9 컴퓨터이론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김현성(경일대) ▸평가위원B : 류석영(KAIST)

P2.9-1 웹 검색 엔진을 위한 중복문서 검색 알고리즘 분석 및 비교

안수한･채용석･박희진(한양대)

P2.9-2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위한 Aho-Corasick 패턴 매칭 알고리즘 분석 및 멀티 

쓰레딩을 활용한 성능 향상

조종길･박희진(한양대)

P2.9-3 탠덤 질량 분석 스펙트럼에서 추출된 갭을 포함하는 태그를 단백질 DB에서 검색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김현우･박희진(한양대), 백은옥(서울시립대)

P2.9-4 레고 마인드 스톰을 이용한 튜링기계 시뮬레이터 구현 

홍은기･이동호･김태경･박준길･최진영(고려대)

P2.10 프로그래밍언어 11.26(토) 11:20-12:40 / 301동 1층 로비

▸평가위원A : 최광훈(연세대) ▸평가위원B : 류석영(KAIST)

P2.10-1 함수 주소 보호를 위한 링커 기능 확장 

김경태･표창우(홍익대), 이경호(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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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효경 O2.10-4
반효경 O2.12-8
방민선 O2.1-4
배병걸 P2.3-1
배선욱 O2.3-5
배정주 O2.1-6
배주호 O1.3-2
배진석 P2.5-4
백선형 P1.4-25
백종태 O2.2-1
복경수 O1.5-2
서영덕 O2.2-8
서재현 O2.12-7
서채연 P2.2-8
서형준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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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석 P1.4-13
석종수 O2.9-2
설광수 O1.6-3
성노섭 O2.10-5
손지성 P2.4-4
송상일 P1.3-5
송태일 O2.5-3
송형근 O3.4-3
송호길 O3.5-2
신봉기 O2.12-4
신사임 P1.4-1
신필규 O1.5-7
심명보 O3.9-6
심백선 P1.5-8
심준용 O3.9-3
심형남 O3.2-5
아지즈 O2.5-5
안규성 P1.4-6
안득현 O2.10-7
안소진 O3.1-4
안수한 P2.9-1
안재현 P1.5-13
안태현 O2.4-2
양승국 O2.3-1
양  현 O2.7-1
엄해성 O2.13-8
오강한 P1.5-16
오근현 P1.5-2
오병화 O2.11-1
오승근 O1.9-3
오승근 P1.5-11
오승민 O2.6-5
오승용 P2.6-4
오정석 P2.8-17
오준석 P1.4-15
오준석 P2.1-5
옥대윤 O3.3-6
왕희돈 O2.8-1
우수정 P2.2-6
우호영 O2.12-2
유민영 P2.6-1
유병준 O2.13-7
유수곤 P1.5-17
유영호 O3.8-4
유재환 O1.3-6
유정록 P2.8-1
유준희 O2.11-7
유지은 O1.5-8
윤두열 O2.7-9
윤상필 O2.4-6
윤성민 O2.1-1
윤여훈 O3.10-8
윤재열 P1.3-12
윤종민 P1.5-19
윤종철 O3.7-3

윤준식 O3.1-9
윤현철 O3.12-2
윤효진 O2.7-7
이경승 O1.9-2
이광수 O3.4-6
이구연 O1.5-4
이권용 O2.7-8
이규현 P2.1-3
이돈혁 P1.2-4
이동아 O2.4-4
이동우 O3.8-7
이동훈 O1.4-3
이명춘 O1.10-5
이명호 P1.4-7
이민 P2.8-23
이민석 O3.8-1
이민석 P1.4-2
이바도 O1.10-6
이병길 O1.10-4
이상규 O3.6-3
이상웅 P2.8-11
이상헌 O1.8-4
이상화 O3.4-1
이석룡 P2.8-3
이성진 P2.8-20
이성헌 O1.7-3
이성헌 P2.8-2
이수안 P1.4-26
이승도 O2.7-2
이승중 O2.13-3
이시혁 O1.10-2
이시혁 O3.7-4
이영설 O2.11-8
이영설 O2.8-5
이용배 O3.11-4
이용섭 O1.2-1
이용한 P2.5-1
이웅규 O3.9-5
이원범 O2.8-4
이원찬 O2.13-6
이윤정 O2.6-1
이은수 P1.5-22
이은지 O1.7-1
이의신 O2.6-6
이의종 O3.2-7
이일엽 O2.2-2
이재안 P2.8-5
이재연 P2.2-15
이재훈 P2.8-18
이정철 O2.6-7
이종민 O2.7-6
이주호 P1.3-7
이  준 O3.6-8
이준우 O1.7-8
이지연 P2.8-4

이지완 O2.4-3
이채영 P2.2-11
이철민 O1.7-5
이철민 P2.8-6
이충연 O3.10-7
이치영 P2.8-14
이향진 O2.3-3
이현정 O3.6-7
이현종 O2.11-3
이현진 O3.10-3
이호준 O1.1-1
이환용 O2.8-6
이환용 P2.7-6
임병권 P1.4-17
임용빈 O2.6-3
임종태 O1.6-4
장건업 O2.2-6
장경훈 O3.2-4
장대희 O3.5-5
장민우 O3.1-6
장우현 O3.6-2
장주영 O2.8-3
장지은 O1.7-7
장하영 O1.10-7
전병헌 P1.4-4
전수빈 O1.1-2
전  철 O2.5-4
전형규 P1.2-1
정강수 O1.3-1
정강수 P1.3-9
정남훈 P2.1-4
정상민 P2.8-9
정세훈 P2.2-4
정세훈 P2.2-5
정영훈 P2.2-12
정용규 P1.3-11
정원기 O3.9-7
정유나 O3.3-7
정진만 O2.9-4
정진욱 O3.11-1
정혜정 O2.8-2
정혜진 P1.2-2
정호민 O2.10-6
조구연 P2.7-3
조다정 O3.12-3
조미림 O1.6-5
조석희 O2.10-3
조선미 O1.6-1
조완희 P2.8-10
조응준 O3.5-3
조종길 P2.9-2
조중연 O2.9-5
조현철 O2.1-2
조호현 O3.10-5
조홍진 O2.10-2

조홍철 P1.5-15
주원균 P1.3-15
주일범 P1.1-1
진보람 O1.5-5
진준호 O2.3-2
차승우 O1.8-1
차웅걸 P1.4-9
채희서 O2.1-7
천석호 O1.4-1
최광훈 O3.3-5
최민석 P2.6-10
최성욱 P1.4-16
최원석 P1.3-6
최유희 P1.4-14
최윤희 O1.8-5
최윤희 O3.4-4
최은미 O1.10-3
최은수 P1.5-14
최인호 P1.5-20
최재우 O1.8-7
최재홍 O3.9-4
최정식 O3.1-5
최준우 P2.2-13
최진영 O1.5-3
최혁진 O3.10-4
최형도 O1.1-3
최홍구 O2.11-2
최희석 P1.3-17
한민규 O2.7-5
한석희 P1.3-4
한승욱 O3.3-3
한승철 O1.9-6
한  아 P1.3-8
한용만 O1.4-5
한재화 O2.9-3
한정희 O2.9-1
한종수 P1.4-19
허민오 O1.10-1
허승주 O1.8-2
현우석 P1.5-23
홍순일 P2.1-1
황동교 O3.6-6
황명권 O1.3-3
황용기 O3.7-1
황원상 P1.5-21
황윤영 O3.2-6
황태호 P2.8-21
DangNgocM

P2.6-9
PhuongDun

O1.7-6
RezaHaghig

O2.12-6
VinhThanhT

O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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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안내 

◉ 학술대회 참가비

◈ 사전등록 : - 11월 11일                          ◈ 현장등록 : 11월 25일-26일

구 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60,000원 100,000원 110,000원 170,000원

현장등록 80,000원 120,000원 130,000원 190,000원

1. 등록자에게는 논문전체를 수록한 CD와 중식권 1매(11.26(토)사용)가 제공됩니다(논문집 구입은 별도 신청).

2. 논문집 추가 구입은 현장에선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 시 신청바랍니다.

3. 논문발표자는 1편당 1인 등록해야 합니다.

◎ 튜토리얼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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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집 수록 내역 

구분 게재분야

A 권 고성능컴퓨팅, 고신뢰컴퓨팅, 전산교육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이론, 프로그래밍언어

B 권 건설환경IT융합, 국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공학, 언어공학, 컴퓨터지능

C 권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D 권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정보통신

* 1 권당 10,000원(동일논문집 복수구입불가).

◉ 등록방법

사전등록자(온라인상에서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합니다)

사전등록 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발급 -> 자료교환

현장등록자

현장등록 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발급 -> 자료교환

◉ 기타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참가 등록 시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2. 참가등록일과 참가비 송금일을 동일 일자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비 환불은 대회 2주전 100%, 1주전 50% 환불,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학회 사무국 : T. 1588-2728  F. 02-52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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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대학교 신공학관(301동, 302동)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교통편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 출구)
4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다 주유소에서 좌회전하여 제과점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를 이용
신공학관(종점) 앞 하차, 15분 소요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3번 출구)
5511, 5512 버스이용, 신공학관 앞 하차, 15분 소요

☞ 고속버스터미널 하차 시
 - 고속터미널역에서 3호선 수서, 오금행을 타고 교대역 하차
 - 2호선 서초방면을 타고 낙성대역 하차
 - 낙성대역 4번 출구를 나와 02번 마을버스를 타고 신공학관(종점) 앞 하차
☞ 서울역 하차 시
 -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방향 탑승 후 사당역에서 신도림 방향
 - 2호선으로 환승하여 오시다가 서울대역 또는 낙성대역에서 하차

승용차

- 남부순환도로 봉천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진입(서울대 정문) -> 서울대 순환도로 직진하여 
신공학관 주변 주차 

-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진입(서울대 후문) -> 서울대 후문을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 직전하여 신공학관 주변 주차

   * 등록 데스크에서 주차할인권 구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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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안내

 모텔 및 여관

- 아래 숙박업소는 행사장과 20분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숙박일자 및 입실시간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숙박요금
(단위: 원)

노팅힐 모텔 02-888-00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1-6 40,000

서울 모텔 02-878-9881 서울 관악구 청룡동 868-3 40,000

티파니 모텔 02-888-752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26 40,000

꿈의 궁전 02-875-0280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4-13 40,000

21세기 모텔 02-885-7777 서울 관악구 청룡동 863-10 40,000

그랜드장 모텔 02-871-0051 서울 관악구 청룡동 864-3 40,000

쉐르빌 모텔 02-874-7539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855-2 30,000

탐라장 여관 02-882-1023 서울 관악구 청룡동 1569-2 30,000

블루 모텔 02-874-1942 서울 관악구 청룡동 882-3 40,000

 호텔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숙박요금
(단위: 원)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02-838-1101
서울 금천구 독산4동 1030-1 
(시흥대로 309)
www.ambatel.com/doksan 

198,000~

발렌타인 호텔 02-895-8880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8-12
http://www.hotelvalentine.co.kr 

70,0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02-797-1234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47-7
http://grandhyattseoul.co.kr 

180,000~

가야관광호텔 02-798-5101~7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11
www.kayahotel.net  

53,000~

서울팔래스호텔 02-532-5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63-1
www.seoulpalace.co.kr 

200,000~

트리아 호텔 02-553-247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1
http://www.triahotel.co.kr/ 

75,000~

▶기타 숙박업소 찾기 : http://korean.visitkorea.or.kr/kor/ut/w_stay/w_stay_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