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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공학대학 4호관

장소
D014 D005 D009 D012 D013 D316 D415 D411 D424 로비&복도

지하1층 3층 4층 지하1층
10:00-10:20

W1
단말 

독립형 
퍼스널 

클라우드 
시스템
워크샵
*Closed

Workshop

S1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워크샵

O1.1
고성능 
컴퓨팅

O1.2
정보통신

Ⅰ

O1.3
컴퓨터 
시스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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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1
11:00-11:20
11:20-11:40
11:4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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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1
데이터
베이스

Ⅰ

O2.2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Poster2
13:20-13:40
13:40-14:00
14:00-14:20

C1 설명회
ACM-ICP

C

T1
webOS
-오재덕
(LG전자)

W2.1
시-측각 

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워크샵
*Open

Workshop

W2.2
파이프라

인시설의...
개발사업
워크샵
*Closed

Workshop

W2.3
차세대
정보

컴퓨팅
워크샵
*Open

Workshop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30

15:30-15:40 C2 개회식 & 기조연설 / 장소-D014(지하1층)
ODYS: a Massively-Parallel Search Engine Using a DB-IR Tightly-Integrated Parallel DBMS

for Higher-Level Functionality, 황규영 교수(KAIST)
15:40-16:00
16:00-16:10
16:10-16:20 C3 초청강연 / 장소-D014(지하1층)

  1. Automatic Face Recognition, Anil K. Jain 교수(Michigan State Univ.)
  2. DUKING IT OUT AT THE SAMRTPHONE MOBILE MAPPING APP CORRAL: APPLE, GOOGKE, 
      AND THE COMPETITION*, Hanan Samet 교수(Univ. of Maryland)

16:20-17:00
17:00-17:20
17:20-17:30
17:30-17:40
17:40-18:00

정기총회 / 장소-D014(지하1층)
18:00-18:10
18:10-18:20
18:20-18:40

뱅킷 / 장소-글로벌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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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11월 15일 (금), 제주대학교
► 등록(09:30~17:00) : 공대4호관 1층 로비
*아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중식 : 글로벌 하우스 2층 레스토랑
▪ 인터넷 룸 : D417호 / 프린터 사용 : 학과 사무실(D410호) 협조
▪ 임원 휴게실 : D421호
▪ W2.3 워크샵 관련 미팅(고려대) : 10:00~12:00, D009호



16일(토) 공과대학 4호관

장소
D014 D005 D010 D012 D013 D015 D114 D316 D415 D411 D424 로비&복도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1층 3층 4층 4층 4층 지하1층

09:20-09:40
S2

CG&I
표준화
워크샵

O3.1
데이터
베이스

II

O3.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

T2
Nintendo 
DS에서 

Linux사용
하기

-박문주
(인천대)

O3.3
소프트
웨어
공학

O3.4
정보통신

II

O3.5
정보보호

O3.6
컴퓨터
시스템

II

O3.7
언어공학

O3.8
인공지능

I

O3.9
컴퓨터
이론

Poster3
09:40-10:00

10:00-10:20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Poster4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13:20-13:40
O4.1

건설환경IT
융합

O4.2
모바일
응용및
시스템

II

O4.3
국방 

소프트
웨어

O4.4
정보통신

III

O4.5
전산교육시

스템

O4.6
컴퓨터 
시스템

III

O4.7
고신뢰
컴퓨팅

O4.8
인공지능

II

O4.9
프로그래밍

언어
Poster5

13:4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11월 16일 (토), 제주대학교
► 등록(08:40~15:00) : 공대4호관 1층 로비
*아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중식 : 글로벌 하우스 2층 레스토랑
▪ 인터넷 룸 : D417호 / 프린터 사용 : 학과 사무실(D410호) 협조
▪ 임원 휴게실 : D421호



행사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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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2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오는 11월 15일, 16일 양일간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려 합니다. 

평소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충고와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개발성과인 4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한국공학상을 

수상하신 KAIST 황규영 교수의 기조연설, 해외 석학이신 미시간대 Anil Jain 교수와 메릴랜드대 

Hanan Samet 교수의 초청강연, 정보과학분야의 핫 이슈를 다룬 튜토리얼을 준비하며, 분과 워크샵

으로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워크샵, CG&I 표준화 워크샵이 개최되며, 국책과제 수행 

연구단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협력 워크샵 4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

다. 이번 학술발표회가 정보과학 및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

해 회원 여러분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최근 연구동향과 학문을 접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 11월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대    회    장    서 정 연(한국정보과학회장)
조 직 위 원 장    곽 호 영(제주대학교), 최 종 원(숙명여자대학교)
프로그램위원장    나 연 묵(단국대학교)



대회 조직

대회 조직❚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3

 ■ 위 원 장 나연묵(단국대학교)

 ■ 부위원장 권기현(경기대학교)
김효곤(고려대학교)
박경주(중앙대학교)

이민수(이화여자대학교)
이혁준(광운대학교)
채진석(인천대학교)

최영우(숙명여자대학교)
하  란(홍익대학교)

 ■ 위    원 강승식(국민대학교)
곽수영(한밭대학교)
김기천(건국대학교)
김성렬(건국대학교)
김재범(건국대학교)
서창호(공주대학교)

송민석(인하대학교)
우운택(KAIST)
이명호(명지대학교)
이민수(이화여자대학교)
이수현(창원대학교)

이형근(광운대학교)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승도(한양사이버대학교)
채흥석(부산대학교)
한정현(고려대학교)

 ■ 심사위원

강수용(한양대)

강현규(건국대)

경민호(아주대)
고병철(계명대)

고영중(동아대)

고응남(백석대)
고인영(KAIST)

고재필(금오공대)

곽  진(순천향대)
권혁철(부산대)

김강희(숭실대)

김경덕(위덕대)
김광수(한밭대)

김기응(KAIST)

김남수(강원대)
김도현(제주대)

김동형(한양여대)

김동호(숭실대)
김  명(이화여대)

김무섭(ETRI)

김문주(KAIST)
김민수(DGIST)

김병창(대구가톨릭대)

김병철(충남대)

김상욱(한양대)
김상진(한국기술교대)

김상철(국민대)

김선정(한림대)
김성동(한성대)

김세화(한국외대)

김수형(전남대)
김수환(부산외대)

김영국(충남대)

김영식(조선대)
김영준(이화여대)

김유성(인하대)

김윤희(숙명여대)
김응모(성균관대)

김인철(경기대)

김장우(포항공대)
김재훈(부산외대)

김정민(대진대)

김정선(한양대)
김정아(관동대)

김정태(목원대)

김정현(고려대)

김종덕(부산대)
김종익(전북대)

김직수(KISTI)

김진수(성균관대)
김진호(강원대)

김철기(항공대)

김철연(경원대)
김태석(광운대)

김태현(서울시립대)

김판구(조선대)
김학수(강원대)

김한준(서울시립대)

김혁만(국민대)
김형신(충남대)

김호원(부산대)

김환구(호서대)
나중채(세종대)

남기효(유엠로직스)

남범석(UNIST)
남양희(이화여대)

노동건(숭실대)

노웅기(성결대)

노원우(연세대)
노종혁(ETRI)

류민수(한양대)

류석영(KAIST)
문미경(동서대)

문양세(강원대)

민준기(한국기술교대)
민홍(호서대)

박능수(건국대)

박대용(연세대)
박동주(숭실대)

박문주(인천대)

박상원(한국외대)
박상현(연세대)

박상훈(동국대)

박  석(서강대)
박성배(경북대)

박성용(서강대)

박성우(POSTECH)
박소영(상명대)

박수진(서강대)

박영호(숙명여대)

박용수(한양대)
박인규(인하대)

박재성(수원대)

박정희(충남대)
박  준(홍익대)

박준상(홍익대)

박준석(인하대)
박지숙(서울여대)

박진아(KAIST)

박태준(DGIST)
박혁로(전남대)

박희민(상명대)

박희진(한양대)
반효경(이화여대)

배상원(경기대)

백상헌(고려대)

백종문(KAIST)

백종호(서울여대)

변석우(경성대)

서의성(성균관대)

대회 조직

대 회 장

 ■ 대 회 장 서정연(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회

 ■ 위 원 장 곽호영(제주대학교) 최종원(숙명여자대학교)

 ■ 부위원장 고희준(제주국제대학교) 김장형(제주대학교) 김형수(제주한라대학교)

 ■ 위    원 김근형(제주대학교)
김도현(제주대학교)
김성백(제주대학교)
김종우(제주대학교)
김철민(제주대학교)
김한일(제주대학교)

김휴찬(제주한라대학교)
박경린(제주대학교)
박찬정(제주대학교)
박충희(제주국제대학교)
변상용(제주대학교)

송왕철(제주대학교)
안기중(제주대학교)
이동철(제주대학교)
이상준(제주대학교)
이정훈(제주대학교)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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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서울대)

성민영(서울시립대)

송민석(인하대)

송석일(충주대)

송왕철(제주대)

송하윤(홍익대)

송하주(부경대)

송황준(포항공대)

신동군(성균관대)

신병석(인하대)

신봉기(부경대)

신상욱(부경대)

신인식(KAIST)

신일훈(서울산업대)

신찬수(외대)

신현준(아주대)

신효섭(건국대)

심정섭(인하대)

안동언(전북대)

안은영(한밭대)

안준선(한국항공대)

양종원(KISTI)

양희덕(조선대)

어양담(건국대)

엄현상(서울대)

염헌영(서울대)

오경수(숭실대)

오성회(서울대)

오세진(LG전자)

오유수(대구대)

오재철(순천대)

오혜연(KAIST)

옥철영(울산대)

용환승(이화여대)

유관희(충북대)

유영환(부산대)

유재수(전북대)

유환조(포항공대)

윤성로(서울대)

윤용익(숙명여대)

윤회진(협성대)

윤효석(KAIST)

이경옥(한신대)

이경우(연세대)

이공주(충남대)

이관우(한성대)

이규웅(상지대)

이규철(충남대)

이근배(포항공대)

이동명(동명대)

이명원(수원대)

이명호(명지대)

이미정(이화여대)

이상구(서울대)

이상규(숙명여대)

이상근(고려대)

이상용(공주대)

이상웅(조선대)

이상환(국민대)

이석룡(한국외대)

이선민(삼성종기원)

이성원(경희대)

이성희(KAIST)

이수안(강원대)

이승형(광운대)

이영구(경희대)

이영민(서울시립대)

이영석(한양대)

이영호(목포대)

이영호(목포대)

이옥연(국민대)

이우기(인하대)

이우진(경북대)

이원석(연세대)

이윤진(아주대)

이윤호(영남대)

이  융(KAIST)

이은서(안동대)

이인권(연세대)

이재길(KAIST)

이재호(서울시립대)

이재훈(동국대)

이정륜(중앙대)

이정원(아주대)

이정준(한국산업기술대)

이정현(숭실대)

이종원(세종대)

이진선(우석대)

이찬근(중앙대)

이창건(서울대)

이창기(강원대)

이창환(동국대)

이춘화(한양대)

이향원(MIT)

이혁준(서강대)

이호준(영동대)

이홍로(군산대)

이환용(경북대)

임상범(건국대)

임순범(숙명여대)

임유진(수원대)

임  혁(광주과기원)

임현일(경남대)

장두성(KT)

장  윤(세종대)

정광수(광운대)

정교일(ETRI)

정민수(경남대)

정석원(목포대)

정성우(고려대)

정성원(서강대)

정순기(경북대)

정승도(한양사이버대)

정용화(고려대)

정임영(경북대)

정창성(고려대)

정태선(아주대)

정한민(KISTI)

정해덕(한국성서대)

조선화(강원대)

조성래(중앙대)

조성배(연세대)

조은숙(서일대)

조정원(제주대)

조진성(경희대)

조환규(부산대)

조희승(전북대)

진현욱(건국대)

차정원(창원대)

채진석(인천대)

최대선(ETRI)

최선웅(국민대)

최승진(포항공대)

최아영(삼성전자)

최용훈(광운대)

최웅철(광운대)

최원익(인하대)

최유주(한독미디어대학원)

최재영(숭실대)

최정주(아주대)

최종원(숙명여대)

추교남(인천대)

추현승(성균관대)

하재철(호서대)

한동국(국민대)

한연희(한국기술교대)

한욱신(경북대)

한혁(삼성전자)

허준영(한성대)

홍도원(공주대)

홍순좌(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홍장의(충북대)

홍헬렌(서울여대)

황선태(국민대)

황순욱(KISTI)

황인극(공주대)

황인준(고려대)

황호영(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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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기조연설
  

 개회식

11.15(금) 15:30~15:40, 공대4호관 D014호(지하1층)

사회 : 최종원  조직위원장(숙명여대 교수)

⁍ 국민의례
⁍ 축  사  -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서 정 연

 기조연설

11.15(금) 15:40~16:10, 공대4호관 D014호(지하1층)

사회 : 최종원  조직위원장(숙명여대 교수)

ODYS: a Massively-Parallel Search Engine Using a DB-IR Tightly-Integrated
Parallel DBMS for Higher-Level Functionality, 황규영 교수(KAIST)

<강연소개> Recently, parallel search engines have been implemented based on scalable distributed systems 
such as Google File System. However, we claim that building a massively-parallel search engine using a 
parallel DBMS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since it supports a higher-level (i.e., SQL-level) interface than 
that of a distributed system for easy and less error-prone application development while providing scalability. 
Regarding higher-level functionality, we can draw a parallel with the traditional O/S system vs. DB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pproach of building a massively-parallel search engine using a DB-IR 
tightly-integrated parallel DBMS. To estimate the performance, we propose a hybrid (i.e., analytic and 
experimental) performance model for the parallel search engine. We argue that the model can accurately 
estimate the performance of a massively-parallel (e.g., 300-node) search engine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from a small-scale (e.g., 10-node) one. Using our model, we demonstrate a commercial- 
level scalability and performance of our architecture. Our proposed system ODYS is capable of handling 1 
billion queries per day (81 queries/sec) for 30 billion Web pages by using only 43,472 nodes with an average 
query response time of 194 ms, which is comparable to or even better than those of commercial search 
engines. By using twice as many (86,944) nodes, ODYS can provide an average query response time of 148 
ms. These results show that we can build a massively-parallel search engine using a DBMS with advantages 
of supporting the high-level DBMS functionality, such as SQL, schemas, indexes, and (partially) transactions 
in the search engine.  We use the Odysseus (오디세우스) DBMS, which have been being developed at KAIST 
for over 23 years, for this purpose.

<연사소개> 1983 Stanford 대학 EE/CSL 박사
1990-present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교수/특훈교수
2013-현재 : IEEE Technical Committee on Data Engineering,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ACM/IEEE Fellow
수   상 : 한국공학상(2012), 이달의 과학자상(1998), 정보문화상 기술상(1999) 등
연구분야 :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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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11.15(금) 17:40~18:10, 공대4호관 D014호(지하1층)

사회 : 강승식 부회장(국민대 교수)

⁍ 국민의례

⁍ 성원보고

⁍ 전회의록 접수

⁍ 사업실적 보고

⁍ 의안심의

1) 2013도 예산결산(안)

2) 차기임원선출(안)

3)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기타사항

⁍ 폐회

연회(Banquet)
 ◆ 일 시 : 2013. 11. 15(금) 18:20~

 ◆ 장 소 : 글로벌 하우스(2층)

사회 : 강승식 부회장(국민대 교수)

 공지사항
 1. 시상식(공로상, 가헌학술상,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이 진행되오니, 
   수상자(명단은 7쪽 참고)\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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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분야 논 문 색 인 제목 저자
건설환경IT
융합

O4.1-01 R을 이용한 대용량 교통정보모델링 연구
김선홍‧신효섭‧손석현
(건국대)

데이터
베이스

O3.1-06
MapReduce를 이용한 효율적인 병렬 유
전자 선택 기법

임채균‧A.K.M.TauhidulIslam·
정병수(경희대)

모바일응용
및시스템

O4.2-05
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위한 스마트 단말
기 3축 가속도계 센싱 기법

이진(한양대),김진환(한성대),
김정선(한양대)

소프트웨어
공학

O3.3-02
하모니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소프트웨
어 신뢰성 성장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

김태현‧백종문(KAIST)

인공지능 O3.8-06
스테레오 카메라와 퍼지 로직을 이용한 
화재 불꽃 영역 검출 및 3차원 볼륨 생성

정지훈‧고병철‧김형훈‧
남재열(계명대)

정보통신 O4.4-02
게임이론을 이용한 펨토셀간 간섭 완화 
기법 연구

이주화‧홍충선(경희대)

컴퓨터그래
픽스및상호
작용

O2.2-05
마주침 형식의 구부러지는 판을 이용한 곡면 
햅틱 렌더링

이홍채‧NomanAkbar‧
전석희(경희대)

컴퓨터
시스템

O3.6-01
가상화 환경에서 파일 입출력 성능 향상
을 위한 구조 설계

이기홍‧이동우‧엄영익
(성균관대)

O1.3-02
효율적인 데이터 중복제거를 위한 GPGPU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

마정현‧박세진‧박찬익
(POSTECH)

컴퓨터이론 O3.9-02
편집거리계산을 위한 4-러시안 방법의 효
율적인 룩업테이블 생성

김영호‧조석현‧허성찬‧
심정섭(인하대)

수상자 명단

1. 공  로  상 고진광(순천대), 최종원(숙명여대), 한정현(고려대), 황선태(국민대)

2. 가헌학술상 이성환(고려대)

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제목 저자 수상자

MGLS-T: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차량 
이동경로 정보를 활용한 동적 이동 그룹 기반 
차량 위치 서비스 방안

이미정(이화여대) 이미정(이화여대)

4.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

소사이어티 제목 저자 수상자

소프트웨어공학
분기 거리 이웃 선택을 이용한 
향상된 담금질 기법 테스팅

최현재‧이선열‧채흥석
(부산대)

최현재(이화여대)

정보통신
단말 근접성 분석과 협력 GPS 
위치측정기법

곽정호(KAIST),모정훈
(연세대),정송(KAIST)

곽정호(KAIST)

데이터베이스
F-Index: 빠른 부분그래프 
매칭을 위한 특징 인덱스

김송현‧송인철‧이윤준
(KAIST)

김송현(KAIST)

5. 제40회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1) 최우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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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분야 논문색인 제목 저자
고성능
컴퓨팅 O1.1-01

DistCom: HTCondor기반의 분산 컴파일러 
네트워크

임 근 식 ( 성 균관 대 , 삼 성 전
자),김태훈‧R.J.W.E.Lahaye
‧엄영익(성균관대)

O1.1-03
임의 편의(Random Excursions) 검증의 병
렬 구현

손창환‧박우열‧김형균(홍익
대),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
표창우(홍익대)

고신뢰
컴퓨팅 O4.7-04

가상화 환경을 위한 고성능 캐시 저장장치 
관리 모델

강동우‧김세욱‧최종무(단국
대)

국방소프트
웨어 O4.3-01

전쟁 환경에서 최적 대응전략 추천 알고리
즘

노기섭‧이재훈‧이규행‧
김종권(서울대)

데이터
베이스 O2.1-01

해쉬자료구조와 CF-LRU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깅 및 회복

김재광‧한혁(㈜리얼타임테
크),진성일(충남대)

O2.1-04
실시간 복합 이벤트 처리를 위한 대용량 
트리플 저장소 구현

엄정호‧김태홍‧황미녕‧
서동민‧최성필‧이승우‧
정한민(KISTI)

O2.1-06
암호화 데이터 상에서의 효율적인 질의처
리를 위한 k-anonymity 지원 순서 보존 
암호화 기법의 개발

이현조‧장재우(전북대)

O3.1-01
온톨로지 기반 효율적인 RDF 질의 생성 
및 처리

정성재‧김태홍(UST,KISIT),
이 승 우 ( K I S T I ) , 정 한 민
(UST,KISTI)

O3.1-03
PReAMacy: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
용자의 친밀도를 고려한 개인화 추천 알고
리즘

서영덕‧김정동‧백두권
(고려대)

O3.1-08
온톨로지 관리를 위한 온톨로지 프로비넌
스 모델

신은영‧이석훈‧백두권
(고려대)

모바일응용
및시스템 O3.2-02

터치 기반 환경에서의 그래프를 이용한 데
이터관리 스케치 인터페이스 시스템

박범준‧정한길‧전재웅‧
최윤철(연세대)

O3.2-06
결정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상황공유 시스템

전기춘‧조성배(연세대)

O4.2-03
이기적 노드가 존재하는 모바일 애드혹 네
트워크에서 데이터 갱신을 고려한 효율적
인 데이터 복제본 할당 기법

류병걸‧장원준‧이승준‧
이상근(고려대)

O4.2-04
안드로이드 불법 복제 앱 탐지기의 성능 
개선 방안

조득연‧김은회‧최재영
(숭실대)

소프트웨어
공학 O3.3-01

사용자와 서비스 민감성 기반 웹 서비스 
신뢰성 예측 방법

김다정‧최옥주‧백종문
(KAIST)

O3.3-03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모델링 언
어 개발

문영주‧김문주(KAIST). 
김태효(포멀웍스)

O3.3-05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한 J2EE 어플리
케이션 패키지 구조 분석

이종국‧전필재(싸이버로지
텍)

(2) 우수논문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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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공학
O3.7-03

조사 제약조건의 완화를 통한 문맥 철자오
류 교정의 재현율 향상 방식

최현수‧윤애선‧권혁철
(부산대)

O3.7-04
높은 선호도의 웹 문서 집합과 질의의 상
대적 명확성을 고려한 서브토픽 순위화

김세종‧신기영‧이종혁
(포항공대)

인공지능
O3.8-03

콘텐츠 내용과 협력적 필터링 기반 복합 
추천 시스템

오병화‧양지훈(서강대),
이현진(ETRI)

O3.8-05
어파인 조밀 국부 기술자를 이용한 표정 
및 포즈에 강인한 얼굴 인식

강봉남‧김대진(포항공대)

O4.8-05
베이지안 모형 결합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앙상블 모델 선택 기법

장하영‧김경민(서울대),박정
완‧황성택(삼성전자),장병탁
(서울대)

O4.8-06
물체인식을 위한 계층적 구조 패턴 기반의 
이진 기술자

김인수‧성명철‧김대진
(포항공대)

전산교육시
스템

O4.5-01 청소년 스마트 진로코칭 시스템 설계
홍미선･박정환･조정원
(제주대)

정보보호
O3.5-02

자동 구축된 코퍼스를 이용한 비정형 개인
정보 탐지 기법

조진만･김석현･최대선･
진승헌(ETRI)

O3.5-03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검토 

최대선･진승헌(ETRI)

정보통신
O1.2-01

센서 노드의 에너지 잔량을 고려한 협력통
신 방법

홍승기･김현덕･유보선･
최원익(인하대)

O1.2-03
Wi-Fi Direct 기반 사용자 중심 스마트 홈 
환경을 위한 2단계 그룹 형성 기법

배푸름･고영배(아주대)

O1.2-05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홀을 고려한 
센서 위치 측정 기법의 성능평가 

손인국･황재민(충북대),박혁
(LG전자),박기순(유소프테이
션),류은경･박준호･
유재수(충북대)

O4.4-05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통 이웃 유사도 기반
의 친밀도 측정 기법

설광수･김정동･백두권
(고려대)

컴퓨터그래
픽스및상호
작용

O2.2-01
입자동역학을 이용한 모바일 아바타의 즉
흥적 동작저작

진영훈･김두범･AjayKumar
G･채영호(중앙대)

O2.2-02
베이지안네트워크와 AHP를 이용한 스마트 
TV의 다수 시청자 프로그램 추천

전기춘･조성배(연세대)

컴퓨터시스
템 O1.3-01

HEVC UHD 실시간 소프트웨어 디코딩을 
위한 성능 예측

정준수･최준철･하순회
(서울대)

O1.3-05
이기종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통합을 위
한 SFA 기반 클라우드 페더레이션 모니터
링 시스템

서승현･김명진･최운･이한구
(건국대)

O3.6-02
다중 포트 CAN 디바이스를 위한 CAN 버
스 가상화

석종수･진현욱(건국대)

O4.6-01
병렬 작업을 위한 고정 우선 순위 기반 실
시간 최적 스케줄링 기법

이지연･좌훈승･신인식
(KAIST)

컴퓨터이론
O3.9-04

분할된 웨이블릿 트리를 이용한 한글 문자
열의 효율적인 버로우즈-휠러 표현

김성환･조환규(부산대)

프로그래밍
언어

O4.9-01
ARM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데이터 흐름 
분석 방법

엄기진･백준영･조은선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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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 고교생 논문

논문분야
발표

인덱스
제목 저자

고신뢰
컴퓨팅 P4.1-01

구조화된 Fork-join 병렬 프로그램의 자료
경합 디버깅을 위한 공간 효율적 시각화 
도구

박세원･강명신･하옥균･
전용기(경상대)

데이터
베이스

P2.2-10
칼만 필터를 이용한 무선 센서 기반의 에
너지 효율적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민세희･오연주･박석
(서강대)

모바일응용
및시스템 P3.3-12 그룹 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김종찬･김종혁･신동근･
서대영･전광일(한국산업기
술대)

P4.2-01
SNS를 활용한 인맥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조동혁･조효정･지효근･
김에스더･이상준(숭실대)

언어공학
P5.3-03

주제어의 선형 중첩관계를 이용한 문서 그
래프 생성

강다현･김재윤･박강희･
정재원(한국과학영재학교),
탁해성･조환규(부산대)

인공지능
P1.5-03

자연어처리 기반의 후보주제어 선정을 통
한 주제어 추출 성능 개선

조제현･백은옥(한양대)

컴퓨터그래
픽스및상호
작용

P1.4-02 전방위 영상에서 2/4 방향 영상 생성 기법
김준건･임성수･김보민･
이대호(경희대)

컴퓨터
시스템

P2.4-01
lz4s: 스왑아웃된 데이터를 위한 압축알고
리즘

권세준･김진수(성균관대)

P2.4-02
모바일 장치를 위한 사용자 입력 및 프로
세스 정보에 기반한 전력 관리 기법

김영훈･박대준･신동군
(성균관대)

컴퓨터이론

P4.6-01
빠른 동위원소 분포 계산을 위한 LL-알고
리즘의 분석과 동위원소비를 고려하는 성
능향상법

변민석･차형찬･조호성･
박희진(한양대)

P4.6-09
Boyer-Moore-Horspoo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압축패턴매칭

허성찬･조석현･심정섭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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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금) 16:10~17:30, 공대4호관 D014호(지하1층)

사회 : 나연묵 프로그램위원장(단국대 교수)

Automatic Face Recognition, Anil K. Jain 교수(Michigan State Univ.)

<강연소개> Automatic face recognition is essential to solve a variety of security problems, namely, access to 
secure buildings, de-duplication of identification documents (e.g., passports and driver licenses) and 
identifying suspects in surveillance videos.
 The challenge in automatic face recognition is the large intra-class variability due to many intrinsic (e.g., 
expression and aging) and extrinsic variations (e.g., pose and ambient illumination). In other words, different 
face images of the same person acquired at different times and under different imaging conditions can be 
substantially different that are difficult to match by state of the art systems. This talk will summarize the 
progress made in face recognition and highlight a number of ongoing research projects in my laboratory, 
including (i) matching face sketches to photos, (ii) unconstrained face recognition, (iii) cross-spectral face 
recognition, and (iv) face liveness detection.

<연사소개> Anil K. Jain received his B.Tech.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in 1969 and his M.S. and Ph.D. degrees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1970 and 1973, respectively. He joined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1974 where he holds the rank of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He served as the Editor-in-Chief of the IEEE Trans. Pattern Analysis & Machine Intelligence during 1991-95 
and holds eight patents in the area of fingerprint and face matching. He has received Guggenheim, 
Humboldt and Fulbright research awards and is a Fellow of the IEEE and ACM.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ies study teams on “Biometrics Recognition” and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and as a 
member of the Defense Science Board (2008-2010), he has made many contributions to the fields of Pattern 
Recognition and Biometrics. ISI has listed him as a highly cited author

DUKING IT OUT AT THE SMARTPHONE MOBILE MAPPING APP CORRAL: 
APPLE, GOOGLE, AND THE COMPETITION*, Hanan Samet 교수(Univ. of Maryland)

<강연소개>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Apple iPhone 5 and the accompanying iOS6 software environment 
which, among other changes, d the use of a mapping App based on Google's map data with one that 
makes use of Apple's map data, as well as changing the decisions as to what data is displayed (served to 
the user) in responses to queries (especially implicit ones through the manipulation of the viewing window),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user experience with apps that make use of map data and has resulted 
in closer scrutiny of mapping applications on mobile devices.  Many of these changes in the user experience 
deal with the quality of the data that is being produced and presented to the user, and has led to a wide 
ranging discussion of data quality and the seeming lack of use of quality assurance policies and protocols by 
Apple. These are widely documented in web postings, and have generally been fixed soon after being 
disclosed.  However, equally important a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manner in which, and the amount and 
nature of, the data that is presented to the user, but, surprisingly,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aspect of the user experience which is somewhat analogous to the concept of the “last mile” when 
discussing the bandwidth of communications networks and its associated costs. The chang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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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and in the amount of data that is presented to the user on the Apple iOS platform (using the 
iOS6 Apple Maps App and the iOS5 Google Maps App), with an emphasis on mobile devices with a small 
form factor such as smartphones, are tabulated and compared along with other mapping Apps such as the 
iOS apps of Bing, Nokia (called HERE Maps), ESRI (called ArcGIS), MapQuest, OpenStreetMap (whose open 
source map data forms the basis of OpenSeaMap which is used here), and a new one from Google (termed 
iOS Google Maps) which was designed as a means to enable the use of the Google map data in iOS (both 
iOS5 and iOS6).  We also compare these apps on the Apple iOS platform with the Google Maps App on the 
Android platform, as well as demonstrate a research prototype App which is affected by these presentation 
changes. 

* Best Paper Award, 1st ACM SIGSPATIAL International Workshop on Mobil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MobiGIS 2012), Redondo Beach, CA, November 2012.  

<연사소개> Hanan Samet (http://www.cs.umd.edu/~hjs/ is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and is a 
member of the Institute for Computer Studies. He is also a member of the Computer Vision 
Laboratory at the Center for Automation Research where he leads a number of research 
projects on the use of hierarchical data structures for database applications involving spatial 
data

He has a Ph.D from Stanford University. His doctoral dissertation dealt with proving the correctness of 
translations of LISP programs which was the first work in translation validation and the related concept of 
proof carrying code.  He is the author of the recent book “Foundations of Multidimensional and Metric Data 
Structures” published by Morgan-Kaufmann, San Francisco, CA, in 2006 (http://www.mkp.com/multidi-
mensional), an award winner in the 2006 best book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competition of the 
Professional and Scholarly Publishers (PSP) Group of the American Publishers Association (AAP), and of the 
first two books on spatial data structures titled “Design and Analysis of Spatial Data Structures” and 
“Applications of Spatial Data Structures: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GIS” published by 
Addison-Wesley, Reading, MA, 1990. He is the Founding Editor-In-Chief of the ACM Transactions on Spatial 
Algorithms and System (TSAS), the founding chair of ACM SIGSPATIAL, a recipient of the 2009 UCGIS 
Research Award, 2011 ACM Paris Kanellakis Theory and Practice Award, the 2010 CMPS Board of Visitors 
Award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 Fellow of the ACM, IEEE, AAAS, and IAP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attern Recognition), and an ACM Distinguished Speaker.  He received best paper awards at both the 
2008 SIGMOD and SIGSPATIAL Conferences, the 2012 SIGSPATIAL Workshop on Mobil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MobiGIS), and the 2007 Computers & Graphics Journal, as well as a best demo paper 
award at the 2011 SIGSPATIAL Conference. His paper at the 2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ICDE) was selected as one of the best papers for publication in the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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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행사일정

인덱스 주제 및 연사 일자 시간 장소

T1
webOS 플랫폼과 앱 개발환경
- LG전자 오재덕 선임연구원

11.15(금) 14:00~15:00
공대 4호관 

D005호(지하1층)

T2
Nintendo DS에서 Linux 사용하기
- 인천대 박문주 교수

11.16(토) 09:20~12:20
공대 4호관 

D012(지하1층)

 튜토리얼 상세정보 

T1 / 11.15(금) 14:00~15:00, 공대4호관 D005호(지하1층)

webOS 플랫폼과 앱 개발환경
LG전자 오재덕 선임연구원

<강연소개> webOS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webOS TV 앱 개발환경과 개발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사소개>
학력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 석사
주요연구 : QoS of Grid Network, MobileIPv6
경력 : LG전자(2006 ~ 현재)
관심분야 : Web Application, HTML5, UX, Smart TV, Technical Evangelism

T2 / 11.16(토) 09:20~12:20, 공대4호관 D012호(지하1층)

Nintendo DS에서 Linux 사용하기
인천대 박문주 교수

<강연소개> Nintendo DS 게임기는 ARM9과 ARM7 두개의 프로세서를 가지는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교육
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강의에서는 Nintendo DS 게임기에 DSLinux를 올려 사용하는 방법과, DSLinux 
상에서 LCD 제어, 드라이버 제작 등을 교육하기 위한 실습 예제를 다룬다.

<연사소개>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박사 (2002)
2002~2006 LG전자 MC연구소 선임/책임연구원
2006~2007 Advisory SW Engineer, IBM Ubiquitous Computing Lab.
2007~현재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실시간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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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워크샵

S1 / 11.15(금) 10:00-15:30, 공대4호관 D316호(3층)

주관 : 모바일응용및시스템연구회, ITRC: 실시간모바일클라우드연구센터(RmCRC)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좌장

09:30~10:00 행사 준비  
10:00~10:10 개회식 (위원장) 우운택 교수 / KAIST

  세션 I –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미래 좌장: 김도현 교수 / 제주대

10:10~10:30 (I-1) 모바일 응용 서비스 주요 표준화 이슈 이승윤 / ETRI

10:30~11:00 (I-2) 모바일 LBS의 미래 박종일 대표 / 엔트리소프트

11:00~11:30 (I-3) HTML5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서비스의 미래 권성인 대표 / 스마트하우스

11:30~12:00 (I-4) 모바일 웹 OS의 현황 - Firefox OS를 중심으로 윤석찬 팀장 / 다음

12:00~13:30 점심식사  
  세션 II – 모바일 클라우드와 모바일 융합 서비스 좌장: 김영국 교수 / 충남대

13:30~14:00 (II-1) 모바일 IoT 서비스 게이트웨이 기술 동향 방효찬 실장 / ETRI

14:00~14:30 (II-2) 웹 기반 IoT 서비스 기술 (WoT) 및 서비스 이순호 대표 / 달리웍스

14:30~15:00
(II-3) Toward to Real-Time Mobile Cloud with Wearable 

Devices
허의남 교수 /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연구센터

15:00~15:30 (II-4)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기술 및 보안 SLA 평가 방안
나상호 연구원 /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연구센터

▶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추계+워크샵 참가시 워크샵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 50,000

정&종신회원 50,000 70,000

비회원(학생) 40,000 60,000

비회원(일반) 60,000 80,000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 60,000

정&종신회원 60,000 80,000

비회원(학생) 50,000 70,000

비회원(일반) 7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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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 표준화 워크샵

S2 / 11.16(토) 09:30-13:30, 공대4호관 D014호(지하1층)

주관 :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소사이어티
후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프로그램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좌장

09:00~09:30 등록  

09:30~09:35 CG&I 표준화 워크샵 소개 류관희 교수(충북대학교)

09:35~10:35 세션 I 좌장: 류관희 교수(충북대학교)

  컴퓨터 그래픽스 표준화 (15분) 김하진 교수(한림대학교)

  UX/UI 표준화 (15분) 김지인 교수(건국대학교)

  전자책(EPUB) 표준화 (15분) 조용상 박사(KERIS)

  Khronus 그룹 표준화 (15분) Trevett Neil(Khronus&NVidia)

10:35~10:45 / Break

10:45~13:00 세션 II 좌장: 이명원 교수(수원대학교)

  인체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15분) 이명원 교수(수원대학교)

  얼굴 애니메이션 표준화 (15분) 최정주 교수(아주대학교)

  손과 발 모델링 및 모션 표준화 (15분) 류관희 교수(충북대학교)

  증강현실 참조모델(15분) 김정현 교수(고려대학교)

  증강현실을 위한 물리센서(15분) 이명원 교수(수원대학교)

  증강현실을 위한 현실캐릭터표현(15분) 류관희 교수(충북대학교)

  폰트 표준화(15분) 임순범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접근성 표준화(15분) 김석일 교수(충북대학교)

  국방과학 그래픽스 표준화(15분) 이환용 교수(경북대학교)

13:00~ / 질의응답

▶참가비

등록구분 회원구분 추계+워크샵 참가시 워크샵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10,000 20,000

정&종신회원 20,000 30,000

비회원(학생) 20,000 30,000

비회원(일반) 30,000 40,000

현장등록

학생회원 20,000 30,000

정&종신회원 30,000 40,000

비회원(학생) 30,000 40,000

비회원(일반) 4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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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워크샵

W1 / 11.15(금) 10:00-15:30, 공대4호관 D013호(지하1층)

단말 독립형 퍼스널 클라우드 시스템 워크샵

▶ Closed Session (일반참가자 참가 불가)

W2.1 / 11.15(금) 14:00-18:00, 공대4호관 D009호(지하1층)

시-촉각 융합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워크샵

▶ 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시-촉각 융합디스플레이 기술 및 렌더링 엔진 개발’
과제의 기술 개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필름형 촉각입출력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임.
▶ Open Session (일반참가자 참가 가능)

W2.2 / 11.15(금) 14:00-18:00, 공대4호관 D012호(지하1층)

파이프라인시설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제어시스템 인트라넷 보호용 침해사고 이상징후 탐지 및 다중계층 
대응 기술 개발 사업워크샵

▶ 프로그램
o 석유, 가스, 식용수 등의 파이프라인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어시스템 

인트라넷의 세부영역별 심층방어 개념의 실시간 방어 기술 협의

o 파이프라인 기반시설 영역의 다양한 특성 반영 및 보안 상황에 따른 유연한 구조의 내부망 활동감시 강화형 
실시간 위협 전조증상 탐지/대응 기술 개발 전략 협의

▶ Closed Session (일반참가자 참가 불가)

W2.3 / 11.15(금) 14:00-18:00, 공대4호관 D411호(4층)

차세대 정보 컴퓨팅 워크샵

▶ 프로그램
현 미래창조과학부/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정보컴퓨팅사업 소속 5개 연구단의 공동 워크샵으로, 
각 연구단 연구내용 발표, 연구단 현안 토의, 미래부/연구재단 관계자 특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Open Session (일반참가자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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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일정표

◘ 11.15(금) 공과대학 4호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1.1 고성능컴퓨팅 5 D415 10:00~11:40 장성태(수원대)  

O1.2 정보통신 I 6 D411 10:00~12:00 김근형(제주대)  

O1.3 컴퓨터시스템 I 5 D424 10:00~11:40 서의성(성균관대) 강경태(한양대)

O2.1 데이터베이스 I 7 D415 13:00~15:20 서동민(KISTI)  

O2.2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6 D424 13:00~15:00 송창근(한림대) 박지영(고려대)

◘ 11.16(토) 공과대학 4호관

세션 분야 발표편수 장소 시간 좌장 평가위원

O3.1 데이터베이스 Ⅱ 8 D005 09:20-12:00 온병원(서울대) 강주영(한양대)

O3.2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 6 D010 09:20-11:20 정한민(KISTI) 박종일(M TreeSo ft)

O3.3 소프트웨어공학 8 D013 09:20-12:00 김동관(목포해양대) 채흥석(부산대)

O3.4 정보통신 II 8 D015 09:20-12:00 김휴찬(한라대)  

O3.5 정보보호 6 D114 09:20-11:20 박남제(제주대) 박현아(건국대)

O3.6 컴퓨터시스템 II 6 D316 09:20-11:20 송민석(인하대) 권원옥(ETRI)

O3.7 언어공학 4 D415 09:20-10:40 강승식(국민대)  

O3.8 인공지능 I 7 D411 09:20-12:00 고재필(금오공대)

O3.9 컴퓨터이론 4 D424 09:20-10:40 박희진(한양대)  

O4.1 건설환경IT융합 5 D005 13:20-15:00 이  강(한동대)  

O4.2 모바일응용및시스템 II 5 D010 13:20-15:20 이영호(목포대) 윤효석(KAIST)

O4.3 국방소프트웨어 4 D013 13:20-14:40 이형근(광운대) 한창희(육사)

O4.4 정보통신 III 6 D015 13:20-15:20 김응규(한밭대)  

O4.5 전산교육시스템 4 D114 13:20-14:40 김도현(제주대) 박남제(제주대)

O4.6 컴퓨터시스템 III 5 D316 13:20-15:00 진현욱(건국대)  

O4.7 고신뢰컴퓨팅 4 D415 13:20-14:40 허준영(한성대) 김판구(조선대)

O4.8 인공지능 II 7 D411 13:20-15:40 양희덕(조선대) 고재필(금오공대)

O4.9 프로그래밍언어 4 D424 13:20-14:40 구본태(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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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좌장

① 담당 논문발표세션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해당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는지 세션시작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발표시간은 논문 1편당 20분(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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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이 없도록 일정대로 발표시간을 준수토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발표논문에 대해 제공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평가위원

① 담당 논문발표세션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해당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③ 좌장 불참시, 위 좌장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④ 발표논문에 대해 제공된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시어, 담당자(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발표자

① 본인 논문 발표세션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해당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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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젠테이션(PPT 파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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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해당 세션의 모든 논문이 발표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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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O1.1 고성능컴퓨팅 11.15(금) 10:00~11:40 / 공과대학 4호관 D415

▹좌장 : 장성태(수원대) ▹평가위원 : 

O1.1-01 【우수논문】DistCom: HTCondor기반의 분산 컴파일러 네트워크

임근식(성균관대,삼성전자), 김태훈･R.J.W.E. Lahaye･엄영익(성균관대)

O1.1-02 SIMD 아키텍처 기반 계층적 병렬 프로그래밍 성능

이홍석(KISTI), 지호근(컴퓨팅브릿지)

O1.1-03 【우수논문】임의 편의(Random Excursions) 검증의 병렬 구현

손창환･박우열･김형균(홍익대), 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 표창우(홍익대)

O1.1-04 급작스러운 전원 차단시 SSD의 메타데이터 일관성 보장을 위한 저널링 기법

신태수･양승언･김동욱･강수용(한양대)

O1.1-05 대규모 전자메일 전송을 위한 클라우드 리소스 최적화

마우리시오 고매즈･니라바이지 아쑤마･밤복흥･허의남(경희대)

O1.2 정보통신 I 11.15(금) 10:00~12:00 / 공과대학 4호관 D411

▹좌장 : 김근형(제주대) ▹평가위원 : 

O1.2-01 【우수논문】센서 노드의 에너지 잔량을 고려한 협력통신 방법

홍승기･김현덕･유보선･최원익(인하대)

O1.2-02 CoCoMRP: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협력적 채널 센싱 기반 인지 무선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김재범･고영배(아주대), 김창주(ETRI)

O1.2-03 【우수논문】Wi-Fi Direct 기반 사용자 중심 스마트 홈 환경을 위한 2단계 그룹 형성 기법

배푸름･고영배(아주대)

O1.2-04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제어

곽문상･홍영식(동국대)

O1.2-05 【우수논문】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홀을 고려한 센서 위치 측정 기법의 성능평가

손인국･황재민(충북대), 박혁(LG전자), 박기순(유소프테이션), 류은경･박준호･유재수(충북대)

O1.2-06 가격 차등화를 통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의 다중 경로 자원할당 기법

이지섭･소성용･이원준(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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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 컴퓨터시스템 I 11.15(금) 10:00~11:40 / 공과대학 4호관 D424

▹좌장 : 서의성(성균관대) ▹평가위원 : 강경태(한양대)

O1.3-01 【우수논문】HEVC UHD 실시간 소프트웨어 디코딩을 위한 성능 예측

정준수･최준철･하순회(서울대)

O1.3-02 【우수논문】효율적인 데이터 중복제거를 위한 GPGPU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

마정현･박세진･박찬익(포항공대)

O1.3-03 동영상 복사본 검출을 위한 MPEG-7 Video Signature 성능 분석

류재석･이재호･최지수･낭종호(서강대)

O1.3-04 모바일 기기간 데이터 공유 서비스 모델 제안

이기범･오상윤(아주대)

O1.3-05 【우수논문】이기종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통합을 위한 SFA 기반 클라우드 페더레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서승현･김명진･최운･이한구(건국대)

O2.1 데이터베이스 I 11.15(금) 13:00~15:20 / 공과대학 4호관 D415

▹좌장 : 서동민(KISTI) ▹평가위원 : 

O2.1-01 【우수논문】해쉬자료구조와 CF-LRU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깅 및 

회복

김재광･한혁(㈜리얼타임테크), 진성일(충남대)

O2.1-02 이벤트 템플릿을 이용한 효율적인 MPEG-7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어노테이션 시스템

박경욱(한양대), 이무훈(ETRI), 이동호(한양대)

O2.1-03 고품질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이수영･박석(서강대)

O2.1-04 【우수논문】실시간 복합 이벤트 처리를 위한 대용량 트리플 저장소 구현

엄정호･김태홍･황미녕･서동민･최성필･이승우･정한민(KISTI)

O2.1-05 빅데이터 상에서 질의 처리 성능 극대화를 위한 Prefix 트리 기반 GPU 병렬 질의처리 

기법

신영성･이현조･장재우(전북대)

O2.1-06 【우수논문】암호화 데이터 상에서의 효율적인 질의처리를 위한 k-anonymity 지원 순서 

보존 암호화 기법의 개발

이현조･장재우(전북대)

O2.1-07 진입차수를 활용한 트위터 콘텐츠 영향력 측정 기법

이의종･김정동･백두권(고려대)



Oral Session

Oral Session❚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21

O2.2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11.15(금) 13:00~15:00 / 공과대학 4호관 D424

▹좌장 : 송창근(한림대) ▹평가위원 : 박지영(고려대)

O2.2-01 【우수논문】입자동역학을 이용한 모바일 아바타의 즉흥적 동작저작

진영훈･김두범･Ajay Kumar G･채영호(중앙대)

O2.2-02 【우수논문】베이지안 네트워크와 AHP를 이용한 스마트 TV의 다수 시청자 프로그램 추천

전기춘･조성배(연세대)

O2.2-03 유화 스타일화 벡터 이미지 생성 기법

윤종철(강원대), 이인권(연세대)

O2.2-04 사용자의 음악 성향을 고려한 상황인지 기반 모바일 음악 추천 시스템

김선유･조성배(연세대)

O2.2-05 【우수논문】마주침 형식의 구부러지는 판을 이용한 곡면 햅틱 랜더링

이홍채･Noman Akbar･전석희(경희대)

O2.2-06 모션 대응 기반의 다중 보행자 추적 시스템

장규진･유혜연(성균관대), 정재영(동양대), 김문현(성균관대)

O3.1 데이터베이스 II 11.16(토) 09:20~12:00 / 공과대학 4호관 D005

▹좌장 : 온병원(서울대) ▹평가위원 : 강주영(한양대)

O3.1-01 【우수논문】온톨로지 기반 효율적인 RDF 질의 생성 및 처리

정성재･김태홍(UST, KISIT), 이승우(KISTI), 정한민(UST,KISTI)

O3.1-02 시맨틱 위치기반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화 클로킹 생성 기법

오유나･박석(서강대)

O3.1-03 【우수논문】PReAMacy: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친밀도를 고려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서영덕･김정동･백두권(고려대)

O3.1-04 맵리듀스 기반 스트리밍 세타 조인 알고리즘

손정민･이정훈･김영훈･심규석(서울대)

O3.1-05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평점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검색 기법

전인배･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O3.1-06 【우수논문】MapReduce를 이용한 효율적인 병렬 유전자 선택 기법

임채균･A. K. M. Tauhidul Islam･정병수(경희대)

O3.1-07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트위터 트렌드 추출

류우종･하종우･Md. Hijbul Alam･이상근(고려대)

O3.1-08 【우수논문】온톨로지 관리를 위한 온톨로지 프로비넌스 모델

신은영･이석훈･백두권(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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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 11.16(토) 09:20~11:20 / 공과대학 4호관 D010

▹좌장 : 정한민(KISTI) ▹평가위원 : 박종일(M TreeSo ft)

O3.2-01 탭 패턴 입력을 이용한 스마트폰 UX 설계 및 구현

김영빈･곽문상(동국대), 김유희(신흥대)

O3.2-02 【우수논문】터치 기반 환경에서의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관리 스케치 인터페이스 

시스템

박범준･정한길･전재웅･최윤철(연세대)

O3.2-03 가변적인 측정 간격을 사용하는 효율적인 이동 물체 파악 기법

최중현･윤태섭･조은선(충남대)

O3.2-04 스마트폰 기반 행위인지 기법을 활용한 운동량 측정 및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이원주･이호성･이승룡(경희대)

O3.2-05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악보인식에서 프리뷰 분석을 통한 악보 기울기 보정 기법의 설계 

및 구현

김성룡･김태희･김미선･이보람･김근정･김계영･이상준(숭실대)

O3.2-06 【우수논문】결정 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상황공유 시스템

전기춘･조성배(연세대)

O3.3 소프트웨어 공학 11.16(토) 09:20~12:00 / 공과대학 4호관 D013

▹좌장 : 김동관(목포해양대) ▹평가위원 : 채흥석(부산대)

O3.3-01 【우수논문】사용자와 서비스 민감성 기반 웹 서비스 신뢰성 예측 방법

김다정･최옥주･백종문(KAIST)

O3.3-02 【우수논문】하모니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

김태현･백종문(KAIST)

O3.3-03 【우수논문】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모델링 언어 개발

문영주･김문주(KAIST), 김태효(포멀웍스)

O3.3-04 안드로이드 마켓 응용프로그램들의 평점과 품질간의 연관성 분석

이제민･김형신(충남대)

O3.3-05 【우수논문】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한 J2EE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구조 분석

이종국･전필재(싸이버로지텍)

O3.3-06 유전자 알고리즘의 엘리트 전략과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 파라미터 예측에 대한 

민감성 분석

이광규･김태현･최옥주･백종문(KAIST)

O3.3-07 비전 피드백을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 정밀 제어방법

권수현･금대현･진성호(DGIST)

O3.3-08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을 활용한 프로세스 테일러링 방안

최승용･박정수･김정아･김순태(관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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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 정보통신 II 11.16(토) 09:20~12:00 / 공과대학 4호관 D015

▹좌장 : 김휴찬(한라대) ▹평가위원 : 

O3.4-01 다중 Bloom Filter를 이용한 OpenFlow 스위치에서의 Elephant 플로우 감지 기법

이용승･임기열･염상길･김동수･추현승(성균관대)

O3.4-02 IEEE 802.11ac AP 버퍼 지연을 고려한 TXOP 공유 알고리즘

이지영･석승준(경남대)

O3.4-03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플로우바이저 플랫폼 확장성 연구

김동현･곽명철･이문영･손동현･권태경･최양희(서울대)

O3.4-04 The Fractional Cooperative Caching in Content-Oriented Networks

Phuong Luu Vo･Choong Seon Hong(경희대)

O3.4-05 Spectrum Handoff in Cognitive Radio Network Based on Hidden Markov Model

Chuan Pham･Cuong Do The･Choong Seon Hong(경희대)

O3.4-06 Cooperative Spectrum Sharing Among Primary and Secondary Users in 

Cognitive Radio Networks

Zaw Htike･Duc Ngoc Minh Dang･Choong Seon Hong(경희대)

O3.4-07 CCN에서의 컨텐트 생산자 이동성 지원 방안

장성만･홍충선･이성원(경희대)

O3.4-08 기회주의적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지역적 종속성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 기법

김서향･김종권(서울대)

O3.5 정보보호 11.16(토) 09:20~11:20 / 공과대학 4호관 D114

▹좌장 : 박남제(제주대) ▹평가위원 : 박현아(건국대)

O3.5-01 사용자 요청 상관 관계에 기반하여 Map/Reduce 알고리즘을 이용한 웹 공격 탐지

Touch Det Outhdom･PARK JONG SOU(고려대)

O3.5-02 【우수논문】자동 구축된 코퍼스를 이용한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법

조진만･김석현･최대선･진승헌(ETRI)

O3.5-03 【우수논문】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검토

최대선･진승헌(ETRI)

O3.5-04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 계정 연결 방법

박준범(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최대선･진승헌(ETRI)

O3.5-05 영상 변환을 이용한 보안 감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재순･성슬기･이기욱･한군열･김계영･이상준(숭실대)

O3.5-06 CDNi 기술의 보안이슈 및 서비스 보안을 위한 키관리 및 인증 구조

김현정･도인실･채기준(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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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6 컴퓨터시스템 II 11.16(토) 09:20~11:20 / 공과대학 4호관 D316

▹좌장 : 송민석(인하대) ▹평가위원 : 권원옥(ETRI)

O3.6-01 【우수논문】가상화 환경에서 파일 입출력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설계

이기홍･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O3.6-02 【우수논문】다중 포트 CAN 디바이스를 위한 CAN 버스 가상화

석종수･진현욱(건국대)

O3.6-03 호스트 시스템의 의미 정보를 이용한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향상 분석

김재호(서울시립대), 최종무(단국대), 이동희(서울시립대), 노삼혁(홍익대)

O3.6-04 SSD 공간 활용률에 따른 Adaptively Preemptive Garbage collection 기법

홍종원･이태화･강주영･차재혁(한양대)

O3.6-05 메모리 하부 시스템(subsystem)에 대한 경쟁상황을 보여주는 모델링

서동유･엄현상･염헌영(서울대)

O3.6-06 Recordroid: 안드로이드 사용자 입력 재현 및 반응 시간 측정 도구

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

O3.7 언어공학 11.16(토) 09:20~10:40 / 공과대학 4호관 D415

▹좌장 : 강승식(국민대) ▹평가위원 : 

O3.7-01 형태소 분석 결과를 사용한 통사 지표 자동 부여

박정열(IRISA, 프랑스 렌느1대학), 함영균･임경태･김영식･최기선(KAIST)

O3.7-02 사용자가 입력한 띄어쓰기 정보를 이용한 Structural SVM 기반 한국어 띄어쓰기

이창기(강원대)

O3.7-03 【우수논문】조사 제약조건의 완화를 통한 문맥 철자오류 교정의 재현율 자동화 향상 방식

최현수･윤애선･권혁철(부산대)

O3.7-04 【우수논문】높은 선호도의 웹 문서 집합과 질의의 상대적 명확성을 고려한 서브토픽 순위화

김세종･신기영･이종혁(포항공대)

O3.8 인공지능 I 11.16(토) 09:20~12:00 / 공과대학 4호관 D411

▹좌장 : 고재필(금오공대) ▹평가위원 : 

O3.8-01 Estimate-Exploration 알고리즘과 진화 신경망을 이용한 능동적인 데이터 수집 및 상대 

플레이어 모델링

박현수･김경중(세종대)

O3.8-02 사용자 유형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트위터 스패머 탐지

이찬식(국립암센터), 김준태(동국대)

O3.8-03 【우수논문】콘텐츠 내용과 협력적 필터링 기반 복합 추천 시스템

오병화･양지훈(서강대), 이현진(ETRI)

O3.8-04 개체군 분포 편차 기반의 적응적 차분 진화 알고리즘

최태종･안창욱(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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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8-05 【우수논문】어파인 조밀 국부 기술자를 이용한 표정 및 포즈에 강인한 얼굴 인식

강봉남･김대진(포항공대)

O3.8-06 【우수논문】스테레오 카메라와 퍼지 로직을 이용한 화재 불꽃 영역 검출 및 3차원 볼륨 생성

정지훈･고병철･김형훈･남재열(계명대)

O3.8-07 영화 영상의 색 분포를 이용한 시청자 정서의 확률적 추정

천효선(서울대), 최원희(서울대,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O3.9 컴퓨터 이론 11.16(토) 09:20~10:40 / 공과대학 4호관 D424

▹좌장 : 박희진(한양대) ▹평가위원 : 

O3.9-01 문법적 진화기법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유전 연산자 설계

김현태･안창욱(성균관대)

O3.9-02 【우수논문】편집거리계산을 위한 4-러시안 방법의 효율적인 룩업테이블 생성

김영호･조석현･허성찬･심정섭(인하대)

O3.9-03 나눗셈 테이블을 이용하는 순차 난수 생성법의 확률적 분석

조호성･박희진(한양대)

O3.9-04 【우수논문】분할된 웨이블릿 트리를 이용한 한글 문자열의 효율적인 버로우즈-휠러 표현

김성환･조환규(부산대)

O4.1 건설환경IT융합 11.16(토) 13:20~15:00 / 공과대학 4호관 D005

▹좌장 : 이강(한동대) ▹평가위원 : 

O4.1-01 【우수논문】R을 이용한 대용량 교통정보모델링 연구

김선홍･신효섭･손석현(건국대)

O4.1-02 소셜 빅데이터 재난이슈 탐지 모델

최선화･배병걸(국립재난안전연구원)

O4.1-03 u-Button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제어시스템

최형도･박총명･최진섭･조영태･정인범(강원대)

O4.1-04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홈오토메이션 및 디지털 도어락 제어시스템

임지민･차원석･김찬･허규원･한태문･이상준(숭실대)

O4.1-05 IoT기반 다기능 노변기지국 연구

손석현･신준호･송병훈(전자부품연구원), 신효섭(건국대)

O4.2 모바일 응용 및 시스템 II 11.16(토) 13:20~15:20 / 공과대학 4호관 D010

▹좌장 : 이영호(목포대) ▹평가위원 : 윤효석(KAIST)

O4.2-01 XmlPullParser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기반 무선 IVEF 프로토콜의 성능개선

김경환(제주대), 김주영･이병길(ETRI), 박남제(제주대)

O4.2-02 다중 기기 환경을 위한 메타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

권오철･김주성･이창건(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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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2-03 【우수논문】이기적 노드가 존재하는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갱신을 고려한 

효율적인 데이터 복제본 할당 기법

류병걸･장원준･이승준･이상근(고려대)

O4.2-04 【우수논문】안드로이드 불법 복제 앱 탐지기의 성능 개선 방안

조득연･김은회･최재영(숭실대)

O4.2-05 【우수논문】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위한 스마트 단말기 3축 가속도계 센싱 기법

이진(한양대), 김진환(한성대), 김정선(한양대)

O4.3 국방 소프트웨어 11.16(토) 13:20~14:40 / 공과대학 4호관 D013

▹좌장 : 이형근(광운대) ▹평가위원 : 한창희(육사)

O4.3-01 【우수논문】전쟁 환경에서 최적 대응전략 추천 알고리즘

노기섭･이재훈･이규행･김종권(서울대)

O4.3-0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을 통한 해군 함정 컴퓨팅 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

엄준호･오상윤(아주대)

O4.3-03 SD-USN 환경에서 AHP 기법을 이용한 경로결정

서형준･정대원(ETRI), 이만희(한남대), 최윤철(연세대)

O4.3-04 소규모 인원 진동 신호 수집 분석 연구

정준･유현재･김재경･권철희･이상명(LIG 넥스원)

O4.4 정보통신 III 11.16(토) 13:20~15:20 / 공과대학 4호관 D015

▹좌장 : 김응규(한밭대) ▹평가위원 : 

O4.4-01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트위터 트랜딩 주제 분류

퍼다나･김수형･나인섭(전남대)

O4.4-02 【우수논문】게임이론을 이용한 펨토셀간 간섭 완화 기법 연구

이주화･홍충선(경희대)

O4.4-03 POSCO 미들웨어 메시지 통신 부분 요소 기술 개선 사례

안형태･이건희(포항공대), 김도훈･신기영･박영복(POSCO), 김치하(포항공대)

O4.4-04 Spectrum Sensing for DCF in Opportunistic Spectrum Access Environment

Thant Zin Oo･Choong Seon Hong(경희대)

O4.4-05 【우수논문】소셜 네트워크에서 공통 이웃 유사도 기반의 친밀도 측정 기법

설광수･김정동･백두권(고려대)

O4.4-06 Coalitional Game Formulation for Multi-channel cooperative in Heterogeneous 

Cognitive Wireless Networks

Le Anh Tuan･Choong Seong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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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5 전산교육 시스템 11.16(토) 13:20~14:40 / 공과대학 4호관 D114

▹좌장 : 김도현(제주대) ▹평가위원 : 박남제(제주대)

O4.5-01 【우수논문】청소년 스마트 진로코칭 시스템 설계

홍미선･박정환･조정원(제주대)

O4.5-02 집단 지성 태그 분석을 이용한 창의력 측정 도구 및 평가 시스템 설계

정영호･홍성용(KAIST)

O4.5-03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C언어 학습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우여명･방지웅･송재민･유진영･신정훈･이상준(숭실대)

O4.5-0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용 빅데이터 활용 방안

이영석(한양대), 조정원(제주대)

O4.6 컴퓨터시스템 III 11.16(토) 13:20~15:00 / 공과대학 4호관 D316

▹좌장 : 진현욱(건국대) ▹평가위원 : 

O4.6-01 【우수논문】병렬 작업을 위한 고정 우선 순위 기반 실시간 최적 스케줄링 기법

이지연･좌훈승･신인식(KAIST)

O4.6-02 멀티코어 모션 제어기를 위한 실시간 파이프라인 스케줄링

최진영･강형석･이준우･김강희(숭실대)

O4.6-03 복수 개의 매핑 테이블을 지원하는 페이지 매핑 기법

조윤장･이태화･강주영(한양대), 서윤찬(SK하이닉스), 차재혁(한양대)

O4.6-04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의 I/O 워크로드 분석

정성수･이태화･강주영(한양대), 서윤찬(SK하이닉스), 차재혁(한양대)

O4.6-05 낸드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쓰기 성능을 위한 사용자 요청 병합 기법

한웅희･이태화･강주영(한양대), 서윤찬(SK하이닉스), 차재혁(한양대)

O4.7 고신뢰 컴퓨팅 11.16(토) 13:20~14:40 / 공과대학 4호관 D415

▹좌장 : 허준영(한성대) ▹평가위원 : 김판구(조선대)

O4.7-01 고 신뢰성 시스템을 위한 동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안

박미정･강민정･최진영(고려대)

O4.7-02 정지궤도 복합위성 비행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강수연･최종욱･이재승･채동석･박수현･양승은･신현규･천이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O4.7-03 스마트폰을 위한 사용자 이벤트 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 기법

최우진(한국산업기술대), 박지연(LG전자), 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O4.7-04 【우수논문】가상화 환경을 위한 고성능 캐시 저장장치 관리 모델

강동우･김세욱･최종무(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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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8 인공지능 II 11.16(토) 13:20~15:40 / 공과대학 4호관 D411

▹좌장 : 양희덕(조선대) ▹평가위원 : 고재필(금오공대)

O4.8-01 객체 인식을 위한 SIFT 템플릿 매칭 방법 Part I: 클러스터링 기반 SIFT 템플릿 생성 방법

김상철･김소현･김유진･낭종호(서강대)

O4.8-02 이동 경로 및 도착지 예측에서의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스무딩 기법

이상우･허민오･장병탁(서울대)

O4.8-03 시간을 고려한 앱 추천

장보람･박성배･이상조(경북대)

O4.8-04 집단지성과 다중트리 기반 유전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향상된 정확도의 패턴 분류 시스템

이종현･안창욱(성균관대), 안진웅(DGIST)

O4.8-05 【우수논문】베이지안 모형 결합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앙상블 모델 선택 기법

장하영･김경민(서울대), 박정완･황성택(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O4.8-06 【우수논문】물체인식을 위한 계층적 구조 패턴 기반의 이진 기술자

김인수･성명철･김대진(포항공대)

O4.8-07 자동차 정비 훈련을 위한 JESS 기반 시뮬레이터

박대성･김준태(동국대)

O4.9 프로그래밍 언어 11.16(토) 13:20~14:40 / 공과대학 4호관 D424

▹좌장 : 구본태(ETRI) ▹평가위원 : 

O4.9-01 【우수논문】ARM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데이터 흐름 분석 방법

엄기진･백준영･조은선(충남대)

O4.9-02 워크플로우 규칙 모델링을 위한 규칙 기반 BPEL 시스템 설계와 구현

곽동규･최재영(숭실대)

O4.9-03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단계적 On-Stack-Replacement 기법 분석

박혁우･문수묵(서울대), 구본태･김진규(ETRI)

O4.9-04 직관 양상논리 IS5를 위한 양방향 증명탐색 방법

박형철･박성우(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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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일정표

 
◘ 11.15(금) 10:40~12:0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1.1 데이터베이스 I 16 홍성용(KAIST) 안병태(안양대)

P1.2 소프트웨어공학 I 9 채흥석(부산대)  

P1.3 정보통신 I 17 김응규(한밭대)  

P1.4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I 10 이상철(인하대) 김동호(숭실대)

P1.5 인공지능 I 14 서안나(건국대)

◘ 11.15(금) 13:20~14: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2.1 고성능컴퓨팅 15 김성백(제주대)  

P2.2 데이터베이스 II 17 황명권(KISTI) 김진형(KISTI)

P2.3 정보통신 II 16 김응규(한밭대)  

P2.4 컴퓨터시스템 I 19 김강희(숭실대)  

P2.5 인공지능 II 12 곽수영(한밭대) 고병철(계명대)

◘ 11.16(토) 09:20~10: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3.1 건설환경IT융합 10 이강(한동대)  

P3.2 국방소프트웨어 8 이형근(광운대)  

P3.3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17 이승윤(ETRI) 이병일(TONC)

P3.4 컴퓨터시스템 II 19 조진성(경희대) 임성수(국민대)

P3.5 인공지능 III 13 양희덕(조선대)  

◘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4.1 고신뢰컴퓨팅 4 이상준(제주대)

P4.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I 17 이도훈(부산대) 김도현(제주대)

P4.3 전산교육시스템 2 이도훈(부산대) 김도현(제주대)

P4.4 정보통신 III 17 김응규(한밭대)

P4.5 컴퓨터시스템 III 16 성민영(서울시립대)

P4.6 컴퓨터이론 11 이상준(제주대)

P4.7 프로그래밍언어 4 성민영(서울시립대)

◘ 11.16(토) 13:20~14:2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세션 분야 발표편수 평가위원A 평가위원B

P5.1 데이터베이스 III 15 김진형(KISTI) 황명권(KISTI)

P5.2 소프트웨어공학 II 14 김동관(목포해양대)  

P5.3 언어공학 11 최성필(KISTI) 정한민(KISTI)

P5.4 정보보호 17 권훈(제주대)  

P5.5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II 12 윤종철(강원대) 최정주(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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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진행유의사항

1. 평가위원

① 담당 논문발표세션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발표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해당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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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2. 발표자

① 본인 논문 발표세션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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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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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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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표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발표자료 게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료 부착에 필요한 

도구(스카치테이프)는 발표자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양면접착테이프는 사용불가

④ 각 패널마다 발표논문 인덱스 및 분야명이 기재된 순서지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본 책자 ‘논문발

표자 색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⑤ 세션시간동안 발표자는 정위치에서 참가자, 평가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발표시간이 종료 후 20분 이내에 게시물을 제거하십시오.

[발표자료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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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ession

P1.1 데이터베이스 I 11.15(금) 10:40~12:0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홍성용(KAIST) ▹평가위원B : 안병태(안양대)

P1.1-01 빅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IT학습자의 집단지성 학습경로 예측 및 추천 기법

홍성용(KAIST)

P1.1-02 모바일 디바이스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 분산 처리 모델 제안

이상정･윤승배･이준섭･오기환･이상원(성균관대)

P1.1-03 협업 미들웨어를 이용한 XMPP 워크스페이스

진재환･이홍창･이명준(울산대)

P1.1-04 영화정보 분석을 통한 추천 시스템 접근 개선 방법

이동우･최상민･한요섭(연세대)

P1.1-05 공유 펩티드를 이용한 단백질 정량

조윤성･김현우･황규백･박희진･백은옥(한양대)

P1.1-06 페이스북 페이지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 도구 설계 및 구현

황윤영(KISTI), 장인호(테스트마이다스), 이규철(충남대)

P1.1-07 (학부생 논문) OLTP환경에서 SSD의 성능 분석

정승훈･이재성･강윤석･조용연･배덕호･김상욱･강주영･차재혁(한양대)

P1.1-08 온톨로지 기반의 학습자 중심 스마트러닝 자원 메타데이터 설계 및 구현

전승연(원광대)

P1.1-09 OLAP/OLTP 혼합 워크로드 처리 환경에서 메모리 캐시 성능을 향상시키는 

컬럼그룹 기반의 동적 페이지 저장 모델

박경현･이미영･허성진(ETRI)

P1.1-10 RMI와 NIO 기반 분산형 웹 크롤러

서동민･신성호･최성필･이승우･정한민(KISTI)

P1.1-11 폭소노미 기반 다중문서 요약을 위한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허지욱･홍현기･이동호(한양대)

P1.1-12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 인덱싱 파이프라인

김태홍･정성재(UST/KISTI), 이승우(KISTI), 최성필･정한민(UST/KISTI)

P1.1-13 시각언어 기반의 영상 검색 기술

오원근･나상일(ETRI)

P1.1-14 협업을 위한 주제 기반 유사 연구자 그룹 형성 방법

황명권･김진형･김장원･송사광･정도헌･이미경･정한민(KISTI)

P1.1-15 (학부생 논문)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서 뉴스 추천 방법의 정확도 평가

이정민･박정･황원석･김상욱(한양대)

P1.1-16 (학부생 논문) 추천 방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신뢰 네트워크 기반 대치 방법

김지곤･황원석･이소우･김상욱(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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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소프트웨어공학 I 11.15(금) 10:40~12:0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채흥석(부산대) ▹평가위원B : 

P1.2-01 단순확률추출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기능점수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욱･이민재((주)티큐엠에스)

P1.2-02 (학부생 논문)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프락시 서버 기반의 서버 지속성 보장 기법

정진수･김동관(목포해양대)

P1.2-03 Selection 패턴의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딩 가이드라인

박재진･김두환･홍장의(충북대)

P1.2-04 (학부생 논문) JADE를 이용한 합성된 오토마타의 시뮬레이션

권혁･권령구･권기현(경기대)

P1.2-05 실시간 모델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코드 테스트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

서동원･지은경･배두환(KAIST)

P1.2-06 국가 R&D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색인설계에 관한 연구

한희준･김윤정･최희석･김재수(KISTI)

P1.2-07 AVM 컨피규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리엔지니어링

양진석(관동대), 이재우(아진산업)

P1.2-08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이진코드 변환 규칙 자동 생성

이주석･서용진･김현수(충남대), 문대건(국방과학연구소)

P1.2-09 (학부생 논문) JNI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길･김동관(목포해양대)

P1.3 정보통신 I 11.15(금) 10:40~12:0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응규(한밭대) ▹평가위원B : 

P1.3-01 에이알피-스푸핑을 활용한 에드혹 네트워크 차단

김대선･박명순(고려대)

P1.3-02 PMIPv6 성능향상을 위한 OpenFlow 기반 아키텍쳐

Syed Muhammad Raza･염상길･김동수･추현승(성균관대)

P1.3-03 OpenFlow 기반 KREONET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석승준･정현욱･유종원･전기훈(경남대)

P1.3-04 WAVE 환경에서 채널 점유율에 따른 능동적 전송 주기 조절 알고리즘

하지훈･김효곤(고려대)

P1.3-05 Dynamic Spectrum Access for Delay-sensitive Multimedia Applications in Cognitive Radio

Cuong T. Do･Choong Seon Hong(경희대)

P1.3-06 A Hybrid Efficient Reliable MAC for VANET

Duc Ngoc Minh Dang･VanDung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P1.3-07 차량 대 차량 간 통신에서의 메시지 전송 주기의 불규칙성에 관한 연구

양승남･김효곤(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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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8 IEEE 802.11k 기반의 무선랜 AP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 방안 연구

강혜진･서유화･신용태(숭실대)

P1.3-09 Xen 기반 가상 라우터 성능 분석 및 향상에 대한 연구

안창진･이신형･유혁(고려대)

P1.3-10 IEEE 802.11ac와 IEEE WAVE 시스템이 공존 하는 경우의 안전 메시지 전송 성능 측정

박용태･김효곤(고려대)

P1.3-11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동적 영역 기반에너지 효율적인 혼잡 제어 기법

류은경･손인국･김천중･윤종현･박준호･유재수(충북대)

P1.3-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중 경로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기법

정지은･송병훈(전자부품연구원)

P1.3-13 EtherUDP를 위한 프로토콜 간 충돌 방지 기법; SEP

박근영･이신형･유혁(고려대)

P1.3-14 OpenFlow 기반 네트워크에서 링크 상태에 따른 동적 플로우 관리 메커니즘

문승일･홍충선(경희대)

P1.3-15 (학부생 논문) 무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라우팅 전략 연구

김태경･김규영･이원준(고려대)

P1.3-16 텔레매틱스 센터 데이터 기반 IT융합 자동차 산업 서비스 개발 절차

김성호(고려대)

P1.3-17 스마트 블랙박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의 스마트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박종문･황규효･이명준(울산대)

P1.4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 11.15(금) 10:40~12:0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상철(인하대) ▹평가위원B : 김동호(숭실대)

P1.4-01 산업용 CT 볼륨데이터에서 밝기값 및 영역 유사도 측정을 통한 이물질 자동 검출

지혜림･홍헬렌(서울여대)

P1.4-02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전방위 영상에서 2/4 방향 영상 생성 기법

김준건･임성수･김보민･이대호(경희대)

P1.4-03 대화형 진화 연산과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보드 게임용 물체 자동 생성

윤두밈･김경중(세종대)

P1.4-04 (학부생 논문) 압축/계층화를 통한 빅그래프 가시화 연구

이가람･신성준･이용혁･강태욱(부산대)

P1.4-05 간략화된 직물의 질량을 복원한 사실적인 옷감 시뮬레이션

권오석･김영봉(부경대)

P1.4-06 세일리언시를 고려한 스타일 전이 기법

이태민･강동완･윤경현(중앙대)

P1.4-07 Rule-based Engine Design for video surveillance applications

Tran Hoang Dai･Tran Hoang Nguyen･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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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08 프리폼 건축물에서의 자동 스테레오 3D 내비게이션

윤여진･최수미(세종대)

P1.4-09 실시간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전달을 위한 키네틱타이포그래피 메신저

이준환･장수연･김동환･위지은･장예나･원인호･하세용(서울대), 전수진(연세대)

P1.4-10 자율 주행 시스템을 위한 운전자 상태 인식 방법

김진우･한우용(ETRI)

P1.5 인공지능 I 11.15(금) 10:40~12:0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서안나(건국대) ▹평가위원B : 

P1.5-01 3D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왜도 분석과 슬랩-평균투영을 이용한 유두 자동 검출

김한나･홍헬렌(서울여대)

P1.5-02 (학부생 논문) 초기 조건이 랜덤한 하노이 타워의 최소 이동횟수 구하기

남용욱･김용혁(광운대)

P1.5-03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자연어처리 기반의 후보주제어 선정을 통한 주제어 추출 성능 개선

조제현･백은옥(한양대)

P1.5-04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서 한우의 특이 행동 탐지

오승근･정용화･박대희(고려대), 장홍희･김석(경상대)

P1.5-05 A*와 경로 계획 적용을 위한 플랫폼 게임 인공지능의 후처리 알고리즘 제안

김현태･김경중(세종대)

P1.5-06 WEKA를 이용한 단기 건조특보 예측

서재현･김동원(광운대), 이용희(기상청), 김용혁(광운대)

P1.5-07 제스처 인식을 이용한 슈팅 게임 유저 인터페이스 시스템

우병대･조선영(연세대), 서민지(풍문여고), 변혜란(연세대)

P1.5-08 CSD-9과 RCC-8 이론 기반의 정성적 공간 추론기 설계 및 구현

남상하･한상두･차영일･김인철(경기대)

P1.5-09 (학부생 논문) 단백질 DB에서 분할된 갭의 크기로 태그를 검색하는 동적 검색 알고리즘

강진택･김현우･박희진･백은옥(한양대)

P1.5-10 하둡을 이용한 MODa의 병렬화 및 최적화

정진훤･김현우･박희진･오현옥･백은옥(한양대)

P1.5-11 (학부생 논문) 질량 스펙트럼에서 효율적인 Peak Picking을 위한 FWHM과 m/z의  

상관관계와 관한 연구

곽재호･박종찬･김현우･박희진･백은옥(한양대)

P1.5-12 새로운 히스토그램 변환을 사용한 영상대조 향상방법

조완현･서성채(전남대), 유진호(도울정보기술)

P1.5-13 감시시스템을 위한 원근감 영상에서의 도주행위 검출

강주형･곽수영(한밭대)

P1.5-14 도로주행을 위한 혼성 전역 경로 계획 방법

노삼열･안경환･한우용(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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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고성능컴퓨팅 11.15(금) 13:20~14: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성백(제주대) ▹평가위원B : 

P2.1-01 웹 기반 슈퍼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시뮬레이션 관리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유정록･김한기･진두석･최찬호･이준형･이종숙･조금원(KISTI)

P2.1-02 HPC 환경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결합한 사용자 공간 설계

진두석･유정록･김한기･이준형･최찬호(KISTI)

P2.1-03 서버 기반 SW 분할 실행을 위한 스토리지 접근 제어 방법

정문영(ETRI), 최지훈(유니인포), 최원혁･장수민･김원영(ETRI)

P2.1-04 SAGA-Python기반의 LoadLeveler adaptor 개발

김한기･유정록(KISTI)

P2.1-05 GPU 가상화 환경에서의 통신 성능 평가

어유경･이치영･유혁(고려대)

P2.1-06 Energy Management for mVDI in Mobile Cloud Environment

누엔티엔융･고메즈마우리시오･아이만압둘라알사파르･밤복홍･탕웨이･허의남(경희대)

P2.1-07 A ganglia-based service for monitoring energy usage in cloud

Shujaat Hussain･Muhammad Bilal Amin･Manhyung Han･Sungyoung Lee(경희대),

Yoon Yong Ik(숙명여대)

P2.1-08 Prediction, Provisioning, Elastic (PPE) : Energy-aware recommendations model for 

Cloud Platforms

Muhammad Bilal Amin･Shujaat Hussain･Manhyung Han･Sungyoung Lee(경희대),

Yoon Yong Ik(숙명여대)

P2.1-09 CUDA 환경에서 NIST 통계적 난수 검증 모음의 병렬화

박우열･손창환･김형균(홍익대), 한경숙(한국산업기술대), 표창우(홍익대)

P2.1-10 MaRTiAN: MapReduce based Efficient Tweet ANalysis

Muhammad Idris･Shujaat Hussain･Sungyoung Lee(경희대)

P2.1-11 GPU 공유 메모리 크기에 따른 최적화 기법

이세연･허의남(경희대)

P2.1-12 Object Detection and Parallel Rendering OpenGL-based Graphics Applications in 

Mobile Cloud Computing

흥콩틴･누엔티엔융･고메즈 마우리시오･허의남(경희대)

P2.1-13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의 블록 레벨 모니터링을 통한 입출력 병목 예측 방법

성민영･엄현상･염헌영(서울대)

P2.1-14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태스크 스케줄링 최적화

밤복흥･누엔티엔융･마우리시오 고매즈･탕웨이･허의남(경희대)

P2.1-15 고가용성 및 부하 분산처리를 고려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재용･김남수･김진호(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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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데이터베이스 II 11.15(금) 13:20~14: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황명권(KISTI) ▹평가위원B : 김진형(KISTI)

P2.2-01 Honeybee를 활용한 하이브 질의 처리 성능 향상과 join연산 분석

김태원･정혜진･최원석･최종무･김준모(단국대)

P2.2-02 스마트폰 기반 집단 동작 인식을 위한 프레임워크

최정인･용환승(이화여대)

P2.2-03 지시적 분석을 위한 연구자 역량 분석 및 롤모델 추천 모델

김진형･황명권･김장원･송사광･정도헌･이승우･정한민(KISTI)

P2.2-04 빅데이터 기반 과학 기술 이벤트 지식 추출 및 구조화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최성필･신성호･정창후･황미녕･서동민･엄정호･김태홍･이승우･정한민･박정훈(KISTI)

P2.2-05 지시적 분석(Prescriptive Analytics)을 통한 연구자 조언 시스템

송사광･황명권･김진형･김장원･정도헌･이미경･정한민･성원경(KISTI)

P2.2-06 (학부생 논문)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1, 2세대 전자식 디젤 엔진 성능향상 연구

안성식(성균관대), 이재영(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안대현･이준한(성결대)

P2.2-07 Multimedia Search for Music Incipit

Otgonjargal Myagmar･Zhanying Jin･Bohyun Kim･Minsoo Lee(이화여대)

P2.2-0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맞춤형 추천 기법

Lianhua Tian･김연정･김보현･이재현･이민수(이화여대)

P2.2-09 시간 정보를 고려한 위치 기반 소셜 검색

안민제･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2.2-10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칼만 필터를 이용한 무선 센서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민세희･오연주･박석(서강대)

P2.2-11 이벤트 추출을 위한 제약규칙 및 필터링

조민희･이승우･김광영･정한민(KISTI)

P2.2-12 동작유발과 동작연관사물 상식을 이용한 논리 동작 인식

이선숙･용환승(이화여대)

P2.2-13 Linked Data 기반의 이벤트 통합을 위한 개체 식별

정창후･김태홍･황미녕･엄정호･서동민･신성호･최성필･이승우･정한민(KISTI)

P2.2-14 가상화 환경에서 병렬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컴퓨팅 테스트베드 

프레임워크 제안

정혜진･김태원･최원석･최종무･김준모(단국대)

P2.2-15 LOD를 이용한 학술 데이터 공개 방안 연구

강민아･손윤희(충남대), 현미환･김완종(KISTI), 이규철(충남대)

P2.2-16 Chrome 브라우저 상의 사용자 맞춤 북마크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심재문･김현진･김설희･김연지･이상준(숭실대)

P2.2-17 하둡 성능 관련 연구 현황 및 전망

이동진･이상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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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정보통신 II 11.15(금) 13:20~14: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응규(한밭대) ▹평가위원B : 

P2.3-01 소음이 있는 축사 내에서의 소 소리 획득 및 발정기 탐지 프로세스

인경준･정용화･박대희(고려대), 장홍희･김석(경상대)

P2.3-02 무선센서네트워크 듀티사이클 환경에서 로드밸런스된 클러스터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Phuc Nguyen Van･염상길･Vyacheslav Zalyubovskiy･추현승(성균관대)

P2.3-03 차량 네트워크상에서 은닉 단말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응용 계층에서의 탐지 방법

김병조･김효곤(고려대)

P2.3-04 차량 간 통신과 운전자 행동 감시를 이용한 자동차 충돌 방지 시스템

김혜민･박해월 ･하지훈 ･김효곤(고려대)

P2.3-05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협력 컴퓨팅 시스템 성능 분석

박총명･조영태･최형도･정인범(강원대)

P2.3-06 A Method of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Using Coordinated Beam Forming 

Technique In HetNet

CHENYU ZHANG･Hyogon Kim(고려대)

P2.3-07 움직이는 객체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반영하는 센서티브 칼만필터 연구

천지애･정찬기(국방대)

P2.3-08 (학부생 논문) ETSI DCC Algorithm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Throughput과 Fairness에 

주는 영향에 관한 분석

한상록･김병조･김효곤(고려대)

P2.3-09 (학부생 논문) ETSI DCC 알고리즘의 상태 증가와 메트릭 보간을 통한 공평성 개선에 

대한 연구

국승호･김병조･김효곤(고려대)

P2.3-10 Probabilistic In-Networking Chunk Marking and Caching for Information-Centric Networks

Saeed Ullah･Choong Seon Hong(경희대)

P2.3-11 IEEE WAVE 시스템에서 BSM 전송을 이용한 차량수 추정방법의 연구

박해월･박용태･김효곤(고려대)

P2.3-1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미들웨어

조용성･최종선･최재영(숭실대)

P2.3-13 VoD 서비스를 위한 DASH 시스템 구현

이유녕･김성택･우지석･조용대･엄준영･이형근(광운대)

P2.3-14 mVDI를 위한 센서 연동 기법 구현

봉재식･신영록･허의남(경희대)

P2.3-15 (학부생 논문) 위치 정보를 이용한 PCGN(Proximity Car Group Network) 동적 관리 알고리즘

이재준･유민수(한양대)

P2.3-16 Learning to estiamte Traffic Matrix for M2M Management
Rossi Kamal･Mi Jung Choi･Choong Seon Hong(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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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컴퓨터시스템 I 11.15(금) 13:20~14: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강희(숭실대) ▹평가위원B : 

P2.4-01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lz4s: 스왑아웃된 데이터를 위한 압축알고리즘
권세준･김진수(성균관대)

P2.4-02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모바일 장치를 위한 사용자 입력 및 프로세스 정보에 기반한 전력 
관리 기법
김영훈･박대준･신동군(성균관대)

P2.4-03 (학부생 논문) 사용 빈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프로세스 로딩 개선
곽현호･안진우･신동군(성균관대)

P2.4-04 에너지 효율적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정책 기반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신동욱(고려대), 김진환(한성대), 최린(고려대)

P2.4-05 Cold Data를 위한 DM-Cache 기반의 티어드 스토리지 시스템
이재면･박주영･이구연･한상화･강경태(한양대)

P2.4-06 (학부생 논문) DM-Cache를 이용한 SSD 캐시의 실험적 평가
송현섭･김태진･노삼혁(홍익대)

P2.4-07 실내 군집 비행을 위한 AR.Drone 내부 시스템 개발
문성태･조동현･문상만(항공우주연구원)

P2.4-08 (학부생 논문) DVFS를 통한 휴대기기의 CPU Thermal Emergency 방지 기법
유재정･김재민･김민용･정성우(고려대)

P2.4-09 (학부생 논문) 임베디드 환경 Node.js의 병렬화와 메모리 중복 제거 효과 분석
김동훈･홍경환･신동군(성균관대)

P2.4-10 OpenCL을 이용한 LBPH 얼굴인식 가속
우영상･이새한슬･이영민(서울시립대)

P2.4-11 낸드 플래시 기대 수명 보장을 위한 스왑 조절 기법
김민지･신동군(성균관대)

P2.4-12 심박동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기법의 비교 연구
박주영･이재면･이구연･한상화･강경태(한양대)

P2.4-13 EtherCAT 시계 동기화 기법의 성능 평가 및 개선
김웅기･성민영(서울시립대)

P2.4-14 3D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수민･양경아･정문영･최원혁･김원영(ETRI)

P2.4-15 모바일 스토리지를 위한 페이지 교체 기법
강동현･김태훈･엄영익(성균관대)

P2.4-16 하이퍼스레딩 시스템에서 캐쉬미스를 인식하여 부하 불균등을 통한 성능 향상
표효찬･노삼혁(홍익대)

P2.4-17 (학부생 논문)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전용 파일시스템 분석
김승희･이현구･김태훈･엄영익(성균관대)

P2.4-18 프로세서 친화도에 따른 디스크와 네트워크 I/O 성능 영향
조중연･진현욱(건국대)

P2.4-19 (학부생 논문) 유사 파일 검색을 위한 개선된 Piecewise 해싱 기법

오수진･고영웅(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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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인공지능 II 11.15(금) 13:20~14: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곽수영(한밭대) ▹평가위원B : 고병철(계명대)

P2.5-01 대규모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위한 SVM-BTA 갱신 방법

오승근･진승지･박대희(고려대)

P2.5-02 손상된 특허 영상 검색을 위한 SURF 방향 히스토그램

유주희･이경미(덕성여대)

P2.5-03 추천 시스템에서 Sigmoid 함수를 사용한 유사도 측정 개선 방안

김룡･김영국(충남대)

P2.5-04 (고교생 논문) 문자의 시청각적 상상에 의한 뇌파 신호 데이터 분석

이우현･정지훈･김찬명･박찬후(대구과학고), 권형오･김경수･최지웅･강원석(DGIST)

P2.5-05 다감각 서비스의 감정 예측을 위한 모듈형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양견모･조성배(연세대)

P2.5-06 MCT-AdaBoost를 사용한 Multi-Pose 보행자 검출기

김용현･김대진(포항공대)

P2.5-07 온라인 게임 로그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게임봇 검출에 관한 연구

김주영･이헌주(ETRI)

P2.5-08 (학부생 논문) 디지털 문서에서 도장 영상 영역 검출

이송희･김우정･강민주･유견아(덕성여대)

P2.5-09 의미적･철자적 거리를 고려한 단어의 DNA 부호화

류제환･이지훈･장병탁(서울대)

P2.5-10 (학부생 논문) 객체인식을 위한 SIFT 템플릿 매칭 방법(Part 2: 브랜드 로고 인식 성능 분석)
김소현･김유진･김상철･유재석･낭종호(서강대)

P2.5-11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학습 기법

김경민･장하영(서울대), 박정완･황성택(삼성전자), 장병탁(서울대)

P2.5-12 Comparing Genetic Algorithms and Genetic Programming for a Medical Data-Fitting 

Problem

Changwan Hong･Jungyeop Yeom･Bob McKay(서울대)

P2.5-13 (고교생 논문) 레고 마인드스톰 NXT와 NXTCam을 사용한 목표 추적 로봇 설계 및 성능 시험

김진표･윤인섭･박재일･정영민(서울과학고등학교), 최진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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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건설환경IT융합 11.16(토) 09:20~10: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강(한동대) ▹평가위원B : 

P3.1-01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프로토타입 설계
양성훈･김남곤･김성진･김태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02 건설공사기준관리시스템의 개발방향
정인수･한재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03 토목분야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 개선
김성진･김남곤(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04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용지보상 실시간 현장조사시스템 설계
서명배･김남곤･김성진･양성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05 BIM 기반 철근 수량산출 활용성 검토
문진석･나혜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06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의 수행결과 분석
김진욱(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1-07 도로 접근성 표현을 위한 왜곡 지도 시각화기술
조광수(강원대), 홍성수(워싱턴대), 윤종철(강원대)

P3.1-08 강화학습 기반 도심지 교차로 신호제어
최진섭･조영태･최형도･정인범(강원대)

P3.1-09 소셜 빅데이터 재난관리 사례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배병걸･최선화(국립재난안전연구원)

P3.1-10 고정밀 무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모바일 진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김수희(호서대), 이현준(알엠에스테크놀러지)

P3.2 국방소프트웨어 11.16(토) 09:20~10: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형근(광운대) ▹평가위원B : 

P3.2-01 국방 분야에서의 온톨로지 활용
한창희･신진희･유동희･노성천･나민영(육사)

P3.2-02 DDS 성능 분석을 위한 Message Unit(mUnit) 기법
박정도･윤군재･최훈(충남대), 이수형(ETRI)

P3.2-03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신뢰도 기반 트랙관리 방법
전기남･박영우(LIG넥스원), 안미림･김주엽(국방과학연구소)

P3.2-04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자기센서를 이용한 소총인원 탐지
유현재･정준･조정배･권철희･이상명(㈜LIG넥스원)

P3.2-05 분산 모델 연동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김형래･박정기(LIG넥스원)

P3.2-06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전투규모 식별 메커니즘 연구
백승호･임병욱･박영우(LIG넥스원), 김용현(국방과학연구소)

P3.2-07 가상환경에서의 무인비행체 조종성능 모니터링 연구
이기훈(국방과학연구소,충남대), 변진구･임재근(국방과학연구소), 김형신(충남대)

P3.2-08 다중 송신자 상황에서 패킷 충돌을 방치하는 비동기 센서 MAC 프로토콜

박인혜･오규태･이형근(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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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 11.16(토) 09:20~10: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승윤(ETRI) ▹평가위원B : 이병일(TONC)

P3.3-01 무분할 재정렬 압축 방식 과 분할 재정렬 압축 방식의 성능 비교

박용균･김동윤(아주대)

P3.3-02 동물의 행동반경을 제어하기 위한 동물과 스마트 전자울타리 간의 거리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신은희･권영민･송병훈(전자부품연구원)

P3.3-03 QRS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이구연･한상화･박주영･이재면･강경태(한양대)

P3.3-04 Care Record Summary 모바일 서비스

임종호･김일곤･배성철･이도윤(경북대)

P3.3-05 스마트 TV를 위한 모바일 셋탑박스 기반 온라인 SW 서비스의 설계

최원혁･장수민･정문영･양경아･김원영(ETRI), 최지훈(유니인포)

P3.3-06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동작인지 시스템

이호성･이승룡(경희대)

P3.3-07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이용한 동적 워크플로 시스템

김태훈･김건우･엄영익(성균관대)

P3.3-08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 상황 인식

고병길･이승룡(경희대)

P3.3-09 802.11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채널을 위한 공간 재사용 분석

변승규(부산대), 이성호(국방과학연구소), 김종덕(부산대)

P3.3-10 개인 경험 지식스토어에서의 개인 경험 지식 모델 및 전송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정승욱(ETRI,충남대), 박윤경(ETRI), 최훈(충남대)

P3.3-11 (학부생 논문) 증강 현실을 활용한 경로 찾기 안드로이드 앱 개발

김길호･정진수･김동관(목포해양대)

P3.3-12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그룹 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김종찬･김종혁･신동근･서대영･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P3.3-13 Reflection을 이용한 실험적 안드로이드 해킹

박성재･엄헌영(서울대)

P3.3-14 NFC 기반 박물관 디지털가이드에서 Junction Protocol을 적용한 도슨트 서비스 구현

박세화･정태보･박석(서강대)

P3.3-15 메소드 오프로딩을 통한 모바일 장치의 성능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김주성･이창건(서울대)

P3.3-16 영상전송 출입장치의 인증성능 개선

류정규･류환규･김정호(국립한밭대)

P3.3-17 실내 위치 추적을 위한 최소 자승법 기반의 무선 전역 SLAM 알고리즘 설계

최은미･김인철(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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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컴퓨터시스템 II 11.16(토) 09:20~10: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조진성(경희대) ▹평가위원B : 임성수(국민대)

P3.4-01 (학부생 논문) 대용량 분산파일시스템환경에서 메타데이터서버 부하분산 방법에 대한 

기법 비교 분석 및 제안

이한빛･이현구･주영현･엄영익(성균관대)

P3.4-02 SCM을 활용한 메인 메모리에서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기술 동향 분석

이민호･강동현･김정훈･엄영익(성균관대)

P3.4-03 (학부생 논문) 가상화 환경에서의 ext4 파일 시스템 성능 분석

허태경･이기홍･엄영익(성균관대)

P3.4-04 (학부생 논문) 스마트폰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PC 제어 애플리케이션

김기창･유민재･이용현･전광일･배유석･서대영(한국산업기술대)

P3.4-05 로그 기반 플래시 전환 계층을 위한 데이터 패턴 기반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

여창준･김보경･이동호(한양대)

P3.4-06 GPS 수신기 성능 분석 실험 연구

조수형･김대환･하길수(전자부품연구원)

P3.4-07 FRIS 콘텐츠 자동 확충을 위한 웹 크롤러 개발

양진혁･최정남(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안형근(농림축산식품부)

P3.4-08 스마트 기기를 위한 서비스 레벨 응답시간 관리 기법

안영준･고광진･전준민･신현식(서울대)

P3.4-09 초음파 센서의 초음파 반사를 이용한 실내 벽 탐색 기법

김강욱･이창건(서울대)

P3.4-10 (학부생 논문) 모션인식을 통한 강의보조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현진･이희인･안민규･방지연･최진구･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P3.4-11 내장형 GPU 환경에서의 GPU 프로세스의 성능 보장을 위한 캐시 분할 방식

성한울･엄현상･염헌영(서울대)

P3.4-12 (학부생 논문) N-스크린 서비스의 끊김없는 화면 전환을 위한 Intel® Quick Sync Video 

기반 트랜스코더 및 RTSP 스트리밍 서버 구현

이재환･이형수･김성조(중앙대)

P3.4-13 CarSim-RT 를 이용한 실시간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시스템

오유연･위경수･이창건(서울대)

P3.4-14 반가상화 환경에서 I/O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이경운･홍철호･유혁(고려대)

P3.4-15 멀티코어 TrustZone 환경에서 인터럽트 핸들링을 고려한 실시간 스케줄링 기법

이상범･김세원･유혁(고려대)

P3.4-16 (학부생 논문) 프로세서 코어 수 변화에 따른 임베디드 리눅스의 성능분석

남대환･박시형･권철순･김형신(충남대)

P3.4-17 클라우드 상의 가상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상머신 배치 기법

사공현･우영주･박소민･서의성(성균관대)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43

P3.4-18 서버 에너지 효율 등급 측정 기술 동향

오병택･전성익(ETRI)

P3.4-19 작업 특성에 따른 전력 상한 제한 기법의 에너지 효율 분석

이병규･전성익(ETRI)

P3.5 인공지능 III 11.16(토) 09:20~10: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양희덕(조선대) ▹평가위원B : 

P3.5-01 대화기반의 계획형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한 NAO 로봇의 심부름 서비스

채유정･조성배(연세대)

P3.5-02 뇌의 기억 처리에 의한 유효 EEG 연결성 분석

이충연･장병탁(서울대)

P3.5-03 산등선이 데이터와 데이터 소거법을 이용한 사람의 3차원 포즈 인식 방법

김연호･김대진(포항공대)

P3.5-04 광전용적맥파를 이용한 휴대형 생체 상황 인지 측정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임채영･김영환･김동순(전자부품연구원)

P3.5-05 화산분출 검출을 위한 초저음파 특징추출 기법

서정범(고려대)

P3.5-06 피라미드 가버 필터와 계층적 분류기의 나이 추정 방법

홍윤정･신종주･강봉남･김대진(포항공대)

P3.5-07 비모수적 베이지안 모델을 이용한 서브패턴 추출기법 설계

허민오･이상우･장병탁(서울대)

P3.5-08 3차원 깊이 영상 시퀀스에서의 정확한 사람 계수 방법

김지만･김대진(POSTECH)

P3.5-09 (학부생 논문) 베이시안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터넷 메시지 보드의 정치적 극성 판단

노건우･김유철･강대기(동서대)

P3.5-10 소벨에지 영역 기반의 연결요소 분석을 이용한 차량 번호판 영역 탐색

김광복･김수형･나인섭(전남대)

P3.5-11 백혈구 운동 계측용 미소혈관에 따른 시공간 영상 생성

김응규(한밭대), 이훈규((주)트리스메드)

P3.5-12 Face Verification in Unconstrained Environment: a Joint Bayesian Formulation

Hai Wang･Bong-Nam Kang･Daijin Kim(POSTECH)

P3.5-13 분자컴퓨터를 통한 애너그램 시뮬레이션

이지훈･천효선･이은석･류제환･장병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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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 고신뢰컴퓨팅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상준(제주대) ▹평가위원B : 

P4.1-01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구조화된 Fork-join 병렬 프로그램의 자료경합 디버깅을 위한 

공간 효율적 시각화 도구

박세원･강명신･하옥균･전용기(경상대)

P4.1-02 (학부생 논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강의 노트

김정수･이준행･염정훈･한경탁･정영채･구민수･전광일(한국산업기술대)

P4.1-03 기계 학습 기반의 기업 파산 예측 모델 신뢰성 향상

허준영(한성대), 민홍(호서대)

P4.1-04 동적 스택 사용 패턴을 이용한 바이너리 유사도 분석

박영성･최용석･최종무(단국대)

P4.2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II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도훈(부산대) ▹평가위원B : 김도현(제주대)

P4.2-01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SNS를 활용한 인맥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조동혁･조효정･지효근･김에스더･이상준(숭실대)

P4.2-02 【우수논문】스마트폰과 이동형 디바이스를 결합한 가정용 로봇

김하종･박용진･양우철･유정호･임상글･이상준(숭실대)

P4.2-03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성 교육 강좌 안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서이슬･이한민･김병규･태민지･이상준(숭실대)

P4.2-04 (학부생 논문) 무선 AP를 활용한 실내 공간에서의 위치 추적 시스템

지명주･김승준･김용겸･이정현･이상준(숭실대)

P4.2-05 (학부생 논문) 뇌파감지를 통한 운전습관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유승은･김완수･마상기･송상근･김명호･이상준(숭실대)

P4.2-06 블루투스를 이용한 PC와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다중접속 게임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상면･김호진･김정길･최종윤･황태규･송상근･이상준(숭실대)

P4.2-07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스마트 폰과 USB 대용량 저장 장치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전민지･강민수･임병수･신정훈･이상준(숭실대)

P4.2-08 스마트폰을 이용한 운동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양창준･김형유･유정식･천장유･하상호(순천향대)

P4.2-09 안드로이드의 LMK에 기반한 LRU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개시 속도 향상

류상선･안소진･최진영(고려대)

P4.2-10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접근성 연구

박은주･임양원･임한규(안동대)

P4.2-11 차세대 수요반응을 위한 공동주택용 IoT 기반 에너지 미터링 플랫폼 연구

신준호･송병훈(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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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12 (학부생 논문)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들의 사전 전력 소모 정보 제공 서비스

양태훈･박용준･이종욱･이제민･김형신(충남대)

P4.2-13 다양한 매쉬업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IoT 플랫폼 연구

임재윤･신준호･송병훈(전자부품연구원)

P4.2-14 QR코드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QR코드 리더기의 성능비교분석

배미영･조대제･임한규(안동대)

P4.2-15 RESTful 기반 Open API 방식의 Static Map에 대한 GIS 클라이언트 환경에서의 

Mashups 방법론 검증

김현목(고려대)

P4.2-16 동적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NFC 전자명함 시스템 설계

김영섭･이윤석･김은･정민수(경남대)

P4.2-17 모바일 환경에서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NFC 보안카드에 관한 설계

김성윤･김종민･김은･정민수(경남대)

P4.3 전산교육시스템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도훈(부산대) ▹평가위원B : 김도현(제주대)

P4.3-01 후판 공정 조업을 위한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김석･최자영･이진휘･김용수(포스코)

P4.3-02 (학부생 논문) 타블렛 PC를 활용한 상호작용에 중심을 둔 교육보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예지･박은지･유영화･전현진･최아란･이상준(숭실대)

P4.4 정보통신 III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응규(한밭대) ▹평가위원B : 

P4.4-01 (학부생 논문) CO-Driver : OBD2와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연료 절감 및 경제 

운전습관 유도 시스템

박진관･권주완･이창용･장원앙･이도훈(부산대)

P4.4-02 자동차 통신에서 BSM 메시지 전송 주기가 거리 오차에 미치는 영향

임승헌･김효곤(고려대)

P4.4-03 차세대 시퀀싱 데이터 분석 성능 향상 방법

정호열･김민호･임명은･김대희･최재훈･최완(ETRI)

P4.4-04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오승희･이병길(ETRI)

P4.4-05 Cluster-based Cooperative Caching and Forwarding in CCN

Kyi Thar･Choong Seon Hong(경희대)

P4.4-06 CCN TV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권한 설정 및 제어 메커니즘

조응준･홍충선(경희대)

P4.4-07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에서 효율적인 콘텐츠 전송을 위한 콘텐츠 콘트롤러를 이용한 

콘텐츠 전송 기법 연구

허림･홍충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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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08 Cost-optimized Selection of CaaS Provider in Cloud Brokering Architecture for Cloud 

Based Healthcare Services

Md. Golam Rabiul Alam･Choong Seon Hong(경희대)

P4.4-09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 중간 라우터의 효율적인 Interest 패킷 제어 기법

성태진･홍충선･이성원(경희대)

P4.4-10 학술적 연구 분석 서비스를 위한 평가 모델

Mazhar Sajjad･김장원･김진형･황영권･송사광･정도헌･이승우･정한민(KISTI)

P4.4-11 (학부생 논문) 확장된 UDP를 활용한 N스크린 환경의 구현

박제만･하지훈･김효곤(고려대)

P4.4-12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상의 진실된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기법 설계의 필요성 연구

김규영･이원준(고려대)

P4.4-1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간 서비스 결합을 위한 Smart SLA Composition 기술

신영록･봉재식･허의남(경희대)

P4.4-1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구조 설계

손아영･허의남(경희대)

P4.4-15  맵-리듀스 기반의 범위 질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인덱스 갱신 기법과 성능 평가

박준호･오현교･김기연･류은경･손인국･복경수･유재수(충북대)

P4.4-16 거리 학습과 k-nearest neighbor 분류기를 이용한 음악 장르 분류

장달원･신사임･이종설･장세진･임태범(전자부품연구원)

P4.4-17 (학부생 논문) NXC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능적 군집로봇 제어 방법 연구

조성현･최종훈･현지음･홍성용(KAIST)

P4.5 컴퓨터시스템 III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성민영(서울시립대) ▹평가위원B : 

P4.5-01 택배 물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방법 및 구현

조수형･김대환･장현택(전자부품연구원)

P4.5-02 OpenGL 그래픽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 가상화 프레임워크

주영현･이동우･엄영익(성균관대)

P4.5-03 N-스크린 환경에서 끊김 없는 화면전환을 위한 모바일 P2P 네트워크 기반 콘텐츠 

프리페치 기법 설계

김혜림･김성조(중앙대)

P4.5-04 이기종 스마트 기기간 협업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유니버설 게이트웨이

김종관･조정욱･서의성(성균관대)

P4.5-05 리눅스 커널 수준 DVFS governor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정량적 분석

온진호･안백송･전성익(ETRI)

P4.5-06 멀티코어 컴퓨터 시스템의 소모 전력 추정을 위한 간단한 전력 모델

김민중･주윤덕･박문주(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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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07 DDoS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라우터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법 분석

강대명･안성원･유혁(고려대)

P4.5-08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

위경수･김종찬･오유연･이창건(서울대)

P4.5-09 서버 환경에서 지역성 기반 SSD Cache Module

이윤규･김태경･박창원･김영환(전자부품연구원)

P4.5-10 (학부생 논문) 효과적인 Video Scene/Shot 단위 내용 Tagging을 위한 시스템

이호준･김윤후･최장원･낭종호(서강대)

P4.5-11 경성 데드라인과 연성 데드라인을 모두 가지는 주기적 태스크의 스케줄링

이지화･위경수･이창건(서울대)

P4.5-12 ARM TrustZone을 기반으로 한 루트킷 탐지 모니터

배희재･홍철호･유혁(고려대)

P4.5-13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한 일반 워크로드 프리페칭 프레임워크 연구

고광진･신현식(서울대)

P4.5-14 (학부생 논문) 리눅스 로컬 백도어 침입 탐지

강세준･김원일･이창훈(건국대)

P4.5-15 (학부생 논문) F2FS와 Ext4의 FTL별 성능 비교 및 BAST Padding 기법 제안

최시훈･신동군(성균관대)

P4.5-16 VDI 환경의 하이브리드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를 위한 GPU 최적화

탕웨이･밤복흥･누엔티엔융･고메즈 마우리시오･허의남(경희대)

P4.6 컴퓨터이론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이상준(제주대) ▹평가위원B : 

P4.6-01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빠른 동위원소 분포 계산을 위한 LL-알고리즘의 분석과 

동위원소비를 고려하는 성능향상법

변민석･차형찬･조호성･박희진(한양대)

P4.6-02 GCD 함수를 이용하여 스마트 모바일 장치에 적합한 효율적인 소수 검사법 연구

최상준･김정진･조호성･박희진(한양대)

P4.6-03 두 아미노산 사이에 갭을 포함하는 태그를 효율적으로 단백질 DB에서 검색하는 알고리즘

강진택･김현우･박희진･백은옥(한양대)

P4.6-04 탠덤 질량 스펙트럼에서 2-PTM 검색을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안수한･김현우･박희진･백은옥(한양대)

P4.6-05 부분 트리 매칭을 위한 정규 트리 언어의 상태 복잡도

이하림･고상기･한요섭(연세대)

P4.6-06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배치 접미사 배열의 실험적 분석

홍민성･이선호･박근수(서울대), 나중채(세종대), 박희진(한양대)

P4.6-07 Target-decoy 검색 방법을 사용할 때 Threshold 값을 구하는 빠른 알고리즘

정진훤･김현우･박희진･오현옥･백은옥(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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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08 순회판매원 문제(TSP) 해결을 위한 메타 유전알고리즘 기반의 최적 파라미터 탐색모델

김동훈･손지성･백두권(고려대)

P4.6-09 【우수논문】(학부생 논문) Boyer-Moore-Horspoo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압축패턴매칭

허성찬･조석현･심정섭(인하대)

P4.6-10 L1 2-센터 문제에 대한 향상된 Data Stream 알고리즘들

김상섭･안희갑(포항공대)

P4.7 프로그래밍언어 11.16(토) 11:20~12:4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성민영(서울시립대) ▹평가위원B : 

P4.7-01 (학부생 논문) 웹 어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Just-In-Time Compiler의 성능 효과

김영완･권진우･박혁우･문수묵(서울대), 구본태･김진규(ETRI)

P4.7-02 멀티캐스트 AMI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폰 앱

황유진･백덕화(창원문성대학), 고영탁(올넷전자)

P4.7-03 RF모듈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경기관제시스템

조형돈･이수현(창원대)

P4.7-04 NFC를 활용한 개인 정보 보호 택배 서비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최정원･유현주･정민수(경남대)

P5.1 데이터베이스 III 11.16(토) 13:20~14:2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진형(KISTI) ▹평가위원B : 황명권(KISTI)

P5.1-01 모바일 P2P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아이템 공유를 위한 평판 관리

임종태･복경수･유재수(충북대)

P5.1-02 소셜 멀티미디어 태그 전파를 위한 사용자 신뢰도 모델

홍현기･허지욱(한양대), 조준면(ETRI), 이동호(한양대)

P5.1-03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동행인과 거리를 고려한 장소 추천 기법

차재홍･양희태･임종태･이하(충북대), 이석희(동아방송예술대학), 복경수･유재수(충북대)

P5.1-04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및 기능 분석

이가원･김용현･정병호･허의남(경희대)

P5.1-05 Intelligent SSD에서 이질 스케줄링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방안

조성우･조용연(한양대), 배덕호(한양대,삼성전자), 김상욱･오현옥(한양대)

P5.1-06 과학기술 연관 관계 추출을 위한 테스트 컬렉션 구축

황미녕･정창후･이승우･김순영･최성필･정한민(KISTI)

P5.1-07 인터넷 게시판 분류에 따른 사용자 연결망 특성 분석

탁해성･조환규(부산대)

P5.1-08 국가 현안 주제 선정 및 키워드 추출 방법론

홍진성(국민대), 최희석･한희준･김재수(KISTI), 유은지･임소라･김남규(국민대)

P5.1-09 (학부생 논문) 빅데이터화를 위한 관계 데이터 모델의 빅데이터 테이블화

양효석･황준순･강건희･권하은･박보경･김동호(홍익대), 박용범(단국대), 김영철(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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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10 고차원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인덱싱을 위한 Locality Sensitive Hashing

문병문･홍지원･정교성･김상욱(한양대)

P5.1-11 국방 M&S 가상 시험 연동을 위한 효율적인 DB설계

최성우･이예나･최미선･김영국(충남대)

P5.1-12 SAM 파일을 활용한 유사 프로파일을 가지는 리드 생성기

이상민･탁해성(부산대), 박기정(KOBIC), 조환규･이도훈(부산대)

P5.1-13 의료환경에서 데이터 객체의 민감도를 고려한 상황인식 접근제어 기법

이용우･정강수･박석(서강대)

P5.1-14 지시적 분석을 위한 연구자 히스토리 추출 방법

김장원･황명권･송사광･김진형･정도헌･정한민(KISTI)

P5.1-15 Classification of Discretization Schemes

Rahman Ali･Muhammad Hameed Saddiqi･Donghai Guan･Sungyoung Lee(경희대)

P5.2 소프트웨어공학 II 11.16(토) 13:20~14:2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김동관(목포해양대) ▹평가위원B : 

P5.2-01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소프트웨어의 소모전력 절감을 위한 고려사항

김두환･박재진･홍장의(충북대)

P5.2-02 국가R&D정보 중심의 분석서비스 모델 연구

김윤정･최희석･한희준･김재수(KISTI)

P5.2-03 자가 적응 시스템의 적응 전략 수정을 위한 특징 조사

우인희･이석원(아주대)

P5.2-04 NTIS 웹진의 설계 및 구현

송희정･김무철･노현숙･최희석(KISTI)

P5.2-05 (학부생 논문) 온톨로지 기반 자가 적응 자율주행 시스템

이수형･문선아･박신영･이효철･이석원(아주대)

P5.2-06 R&D정보검색서비스를 위한 용어사전 구축 방법

최희석･김무철･한희준･김윤정･김재수(KISTI)

P5.2-07  쿼리 파라미터 이름간의 유사도를 이용한 자동 mash up 서비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정완･김화성(광운대)

P5.2-08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목표 및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휘처 모델 식별

이학준･김정아(관동대), 김순태(강원대), 김세훈(관동대)

P5.2-09 결함정보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결함정보 수정 알고리즘
전형민･김태연･채홍석(부산대)

P5.2-10 고객 요구사항 식별을 위한 Fillmore's Case grammar을 적용한 유스 케이스 추출 방법
김보연･손현승･서채연･박병호･김영철(홍익대)

P5.2-11 분산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험성 분석 기법
권장진･이재욱･홍장의(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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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12 코드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상태 기계 변환 방법

윤영동･배정호･채흥석(부산대)

P5.2-13 소프트웨어 결함 정보를 이용한 샘플링 기법의 비교

구교진･김태연･채홍석(부산대)

P5.2-14 이종 스마트폰 앱을 위한 모델 변환 도구 개발

손현승(홍익대), 김우열(대구교육대), 김영철(홍익대)

P5.3 언어공학 11.16(토) 13:20~14:2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최성필(KISTI) ▹평가위원B : 정한민(KISTI)

P5.3-01 워드넷 특징을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 개체명 인식 시스템

김태원･조세형(명지대)

P5.3-02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 채점 시스템

장은서･강승식(국민대), 노은희･김명화･성경희･성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P5.3-03 【우수논문】(고교생 논문) 주제어의 선형 중첩관계를 이용한 문서 그래프 생성

강다현･김재윤･박강희･정재원(한국과학영재학교), 탁해성･조환규(부산대)

P5.3-04 웹 콘텐츠 자동 분석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부가정보 추출 시스템 구현

신사임･김다희･장달원･박성주･장세진(전자부품연구원)

P5.3-05 대화형 개인 비서 소프트웨어를 위한 대화 플랫폼

장순필･박영민･강상우･구명완･서정연(서강대), 김학수(강원대), 고영중(동아대)

P5.3-06 사건 기반의 신문 기사 클러스터링

신유현･안연찬･이상구(서울대)

P5.3-07 개체 인식용 학습 집합 태깅 방식과 개체 인식 정확도 향상

신성호･황미녕･서동민･최성필･이승우･정한민(KISTI)

P5.3-08 혼합 방식에 기반한 트윗 철자 오류 교정 시스템

고대옥･이형규･임해창(고려대)

P5.3-09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질의응답 지식 베이스 구축 방법론 연구

임경태･함영균(KAIST), 박정열(IRISA, 프랑스 렌느 1대학), 김영식･최기선(KAIST)

P5.3-10 한국어 구문분석기 KLParser 2.0의 개발

남웅･권혁철･윤애선(부산대)

P5.3-11 다중 영역 대화 관리를 위한 대화 온톨로지 모델

장순필･강상우･서정연(서강대)

P5.4 정보보호 11.16(토) 13:20~14:2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권훈(제주대) ▹평가위원B : 

P5.4-01 (학부생 논문) 바이너리 코드를 위한 지능적 화이트 박스 퍼징 시스템

배찬우･박용수(한양대)

P5.4-02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분산 암호화 기법

정장영･홍영식(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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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03 난독화된 안드로이드 악성 앱에서의 효과적인 악성 연관 API 호출 탐지 및 분석

김도래･박용수(한양대)

P5.4-04 안티디버깅 루틴 자동 탐지 기법

박진우･박용수(한양대)

P5.4-0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사적 공격에 효과적인 비결정적 검색가능 암호화 기법

정준호･홍영식(동국대)

P5.4-06 비정형 사용자 이름의 정형화된 한글 이름 변환 방법

김석현･최대선･진승헌(ETRI)

P5.4-07 Microsoft Office 2013 버전의 암호화 패스워드 검증 과정 연구

이상수･은성경(ETRI)

P5.4-08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Web OS 기반의 상호 인증 보안 스킴

김혜린･강미영･최진영(고려대)

P5.4-09 (학부생 논문) 안드로이드 GCM을 이용한 스마트폰 상의 DoS 공격 피해정도 분석

한덕･안동혁･염익준(성균관대)

P5.4-10 안드로이드 기기의 애플리케이션 퍼미션에 관한 연구

강진아･김형식(성균관대)

P5.4-11 (학부생 논문) 이미지 암호화 방식들의 보안성 평가 척도의 적절성

주정현･이강(한동대)

P5.4-12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에서 키 관리 프로토콜

이실･도인실･채기준(이화여대)

P5.4-13 SCARF를 이용한 전자파 부채널 분석

김주한･최용제･최두호(ETRI)

P5.4-14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하여 폭로된 NSA와 GCHQ의 정부 감시 프로그램 사례 연구

송영배･김형식(성균관대)

P5.4-15 (학부생 논문) 모바일 기기에 대한 Deniable Storage 암호화 기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오승렬･최형기･김형식(성균관대)

P5.4-16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 대응 기법

황치광･홍충선(경희대)

P5.4-17 Privacy Preserving e-Health Data Sharing in Cloud : Extended utilization of 

anonymization with random effect

Mahmood Ahmad(경희대), Zahid Anwar(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Sungyoung Lee(경희대)

P5.5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II 11.16(토) 13:20~14:20 / 공대4호관 지하1층 로비&복도

▹평가위원A : 윤종철(강원대) ▹평가위원B : 최정주(아주대)

P5.5-01 페이스북에서 한글 자모음의 독립적 사용과 정서 표현

오종환･장수연･이준환(서울대)

P5.5-02 MCT 및 Adaboost를 이용한 다양한 인종의 성별인식

신종주･김대진(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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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03 휴대단말기를 위한 고속 Active Appearance Model

박현성･신종주･김지은･김대진(포항공대)

P5.5-04 (학부생 논문) Kinect를 이용한 Dexterous Image Rendering and Tweaking (DIRT) 구현

전진섭･국승호･박용태･김효곤(고려대)

P5.5-05 CSS3 스타일시트를 이용한 3D 뷰 포인트 설정 기법 연구

김문연･이희진･임순범(숙명여대)

P5.5-06 3D 가상공간 센서 장치 표현 시스템

김성관･유민혁･임창혁･이명원(수원대)

P5.5-07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인체 애니메이션 뷰어

김익수･정철희･이명원(수원대)

P5.5-08 EEG 신호의 공간필터 분석을 통한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

김다희･조성배(연세대)

P5.5-09 다층 신경망 기반의 지하철 승강장 승객 혼잡도 측정

김규진(성균관대), 안태기(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영남･김진평･김문현(성균관대)

P5.5-10 반도체 식각 시뮬레이션에 최적화된 플럭스 연산 환경

정승한･권오봉(전북대)

P5.5-11 효과적인 3차원 자기력선 시각화를 위한 선행 연구

박지영･한정현(고려대)

P5.5-12 (학부생 논문) 키넥트를 이용한 손동작에 의한 펜모드 프레젠테이션 제어

윤영준･손상길･장원앙･이도훈(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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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P2.4-02
김용혁 P1.5-02
김용현 P2.5-06
김웅기 P2.4-13
김유희 O3.2-01
김윤정 P5.2-02
김응규 P3.5-11
김익수 P5.5-07
김인수 O4.8-06
김장원 P5.1-14
김재광 O2.1-01
김재범 O1.2-02

김재호 O3.6-03
김정수 P4.1-02
김종관 P4.5-04
김종찬 P3.3-12
김주성 P3.3-15
김주영 P2.5-07
김주한 P5.4-13
김준건 P1.4-02
김지곤 P1.1-16
김지만 P3.5-08
김진우 P1.4-10
김진욱 P3.1-06
김진표 P2.5-13
김진형 P2.2-03
김태경 P1.3-15
김태원 P2.2-01
김태원 P5.3-01
김태현 O3.3-02
김태홍 P1.1-12
김태훈 P3.3-07
김한기 P2.1-04
김한나 P1.5-01
김현목 P4.2-15
김현정 O3.5-06
김현태 O3.9-01
김현태 P1.5-05
김형래 P3.2-05
김혜린 P5.4-08
김혜림 P4.5-03
김혜민 P2.3-04
남대환 P3.4-16
남상하 P1.5-08
남  웅 P5.3-10
노건우 P3.5-09
노삼열 P1.5-14
단넉민덕 P1.3-06
두더크엉 P1.3-05
두더크엉 P1.4-07
레안트완 O4.4-06
로비 P4.4-08
로씨카말 P2.3-16
류병걸 O4.2-03

류상선 P4.2-09
류우종 O3.1-07
류은경 P1.3-11
류재석 O1.3-03
류정규 P3.3-16
류제환 P2.5-09
마정현 O1.3-02
문성태 P2.4-07
문승일 P1.3-14
문영주 O3.3-03
문진석 P3.1-05
민세희 P2.2-10
박경욱 O2.1-02
박경현 P1.1-09
박근영 P1.3-13
박남제 O4.2-01
박대성 O4.8-07
박미정 O4.7-01
박범준 O3.2-02
박성재 P3.3-13
박세원 P4.1-01
박세화 P3.3-14
박영성 P4.1-04
박용균 P3.3-01
박용태 P1.3-10
박우열 P2.1-09
박은주 P4.2-10
박인혜 P3.2-08
박재진 P1.2-03
박정도 P3.2-02
박제만 P4.4-11
박종문 P1.3-17
박주영 P2.4-12
박준범 O3.5-04
박준호 P4.4-15
박지영 P5.5-11
박진관 P4.4-01
박진우 P5.4-04
박총명 P2.3-05
박해월 P2.3-11
박혁우 O4.9-03
박현성 P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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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O3.8-01
박형철 O4.9-04
방지연 P3.4-10
배미영 P4.2-14
배병걸 P3.1-09
배찬우 P5.4-01
배푸름 O1.2-03
배희재 P4.5-12
백승호 P3.2-06
변민석 P4.6-01
변승규 P3.3-09
보티루푸엉 O3.4-04
봉재식 P2.3-14
사공현 P3.4-17
사이드우랄 P2.3-10
서동민 P1.1-10
서동원 P1.2-05
서동유 O3.6-05
서명배 P3.1-04
서승현 O1.3-05
서영덕 O3.1-03
서재현 P1.5-06
서정범 P3.5-05
서형준 O4.3-03
석승준 P1.3-03
석종수 O3.6-02
설광수 O4.4-05
성민영 P2.1-13
성태진 P4.4-09
성한울 P3.4-11
손상길 P5.5-12
손석현 O4.1-05
손아영 P4.4-14
손인국 O1.2-05
손정민 O3.1-04
손창환 O1.1-03
손현승 P5.2-14
송사광 P2.2-05
송영배 P5.4-14
송현섭 P2.4-06
송희정 P5.2-04
신동욱 P2.4-04
신사임 P5.3-04
신성호 P5.3-07
신영록 P4.4-13
신영성 O2.1-05
신유현 P5.3-06
신은영 O3.1-08
신은희 P3.3-02
신종주 P5.5-02
신준호 P4.2-11
신태수 O1.1-04
안민제 P2.2-09

안성식 P2.2-06
안수한 P4.6-04
안영준 P3.4-08
안창진 P1.3-09
안형태 O4.4-03
양견모 P2.5-05
양성훈 P3.1-01
양승남 P1.3-07
양진석 P1.2-07
양진혁 P3.4-07
양창준 P4.2-08
양태훈 P4.2-12
양효석 P5.1-09
어유경 P2.1-05
어트겅자르갈 P2.2-07
엄기진 O4.9-01
엄정호 O2.1-04
엄준호 O4.3-02
여창준 P3.4-05
염상길 O3.4-01
염상길 P1.3-02
염상길 P2.3-02
오병택 P3.4-18
오병화 O3.8-03
오수진 P2.4-19
오승근 P1.5-04
오승근 P2.5-01
오승렬 P5.4-15
오승희 P4.4-04
오원근 P1.1-13
오유나 O3.1-02
오유연 P3.4-13
온진호 P4.5-05
우병대 P1.5-07
우영상 P2.4-10
우인희 P5.2-03
위경수 P4.5-08
유재정 P2.4-08
유정록 P2.1-01
유주희 P2.5-02
유현재 P3.2-04
윤두밈 P1.4-03
윤여진 P1.4-08
윤영동 P5.2-12
윤종철 O2.2-03
윤종철 P3.1-07
이가람 P1.4-04
이가원 P5.1-04
이경운 P3.4-14
이광규 O3.3-06
이구연 P3.3-03
이기범 O1.3-04
이기홍 O3.6-01

이기훈 P3.2-07
이동우 P1.1-04
이동진 P2.2-17
이민호 P3.4-02
이병규 P3.4-19
이상민 P5.1-12
이상범 P3.4-15
이상수 P5.4-07
이상우 O4.8-02
이상정 P1.1-02
이상준 O3.2-05
이상준 O3.5-05
이상준 O4.1-04
이상준 O4.5-03
이상준 P2.2-16
이상준 P4.2-01
이상준 P4.2-02
이상준 P4.2-03
이상준 P4.2-04
이상준 P4.2-05
이상준 P4.2-06
이상준 P4.2-07
이상준 P4.3-02
이선숙 P2.2-12
이세연 P2.1-11
이송희 P2.5-08
이수영 O2.1-03
이수형 P5.2-05
이  실 P5.4-12
이우현 P2.5-04
이원주 O3.2-04
이유녕 P2.3-13
이윤규 P4.5-09
이의종 O2.1-07
이재면 P2.4-05
이재준 P2.3-15
이재환 P3.4-12
이재훈 O4.3-01
이정민 P1.1-15
이제민 O3.3-04
이종국 O3.3-05
이종현 O4.8-04
이주석 P1.2-08
이주화 O4.4-02
이지섭 O1.2-06
이지연 O4.6-01
이지영 O3.4-02
이지화 P4.5-11
이지훈 P3.5-13
이  진 O4.2-05
이찬식 O3.8-02
이창기 O3.7-02
이충연 P3.5-02

이태민 P1.4-06
이하림 P4.6-05
이학준 P5.2-08
이한빛 P3.4-01
이현조 O2.1-06
이호성 P3.3-06
이호준 P4.5-10
이홍석 O1.1-02
이홍채 O2.2-05
인경준 P2.3-01
임경태 P5.3-09
임근식 O1.1-01
임승헌 P4.4-02
임재윤 P4.2-13
임종태 P5.1-01
임종호 P3.3-04
임채균 O3.1-06
임채영 P3.5-04
장규진 O2.2-06
장달원 P4.4-16
장보람 O4.8-03
장성만 O3.4-07
장수민 P2.4-14
장수연 P5.5-01
장순필 P5.3-05
장순필 P5.3-11
장은서 P5.3-02
장하영 O4.8-05
전기남 P3.2-03
전기춘 O2.2-02
전기춘 O3.2-06
전승연 P1.1-08
전인배 O3.1-05
전진섭 P5.5-04
전형민 P5.2-09
정강수 P5.1-13
정문영 P2.1-03
정성수 O4.6-04
정성재 O3.1-01
정승욱 P3.3-10
정승한 P5.5-10
정승훈 P1.1-07
정영호 O4.5-02
정  완 P5.2-07
정인수 P3.1-02
정장영 P5.4-02
정  준 O4.3-04
정준수 O1.3-01
정준호 P5.4-05
정지은 P1.3-12
정지훈 O3.8-06
정진수 P1.2-02
정진훤 P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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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훤 P4.6-07
정창후 P2.2-13
정혜진 P2.2-14
정호열 P4.4-03
조득연 O4.2-04
조민희 P2.2-11
조수형 P3.4-06
조수형 P4.5-01
조완현 P1.5-12
조용성 P2.3-12
조용연 P5.1-05
조윤성 P1.1-05
조윤장 O4.6-03
조응준 P4.4-06
조정원 O4.5-01
조정원 O4.5-04
조제현 P1.5-03
조중연 P2.4-18
조진만 O3.5-02
조타이크 O3.4-06
조형돈 P4.7-03
조호성 O3.9-03
주영현 P4.5-02
주정현 P5.4-11
지타 P4.4-05
지혜림 P1.4-01
진두석 P2.1-02
진재환 P1.1-03
차재홍 P5.1-03

채영호 O2.2-01
채유정 P3.5-01
천지애 P2.3-07
천효선 O3.8-07
최대선 O3.5-03
최상준 P4.6-02
최선화 O4.1-02
최성우 P5.1-11
최성필 P2.2-04
최승용 O3.3-08
최시훈 P4.5-15
최우진 O4.7-03
최원혁 P3.3-05
최은미 P3.3-17
최재용 P2.1-15
최정원 P4.7-04
최정인 P2.2-02
최중현 O3.2-03
최진섭 P3.1-08
최진영 O4.6-02
최태종 O3.8-04
최현수 O3.7-03
최형도 O4.1-03
최희석 P5.2-06
탁해성 P5.1-07
탄진우 O4.4-04
탕웨이 P4.5-16
팜추안 O3.4-05
퍼다나 O4.4-01

표효찬 P2.4-16
하지훈 P1.3-04
한  길 P1.2-09
한  덕 P5.4-09
한상록 P2.3-08
한웅희 O4.6-05
한창희 P3.2-01
한희준 P1.2-06
함영균 O3.7-01
허  림 P4.4-07
허민오 P3.5-07
허성찬 P4.6-09
허준영 P4.1-03
허지욱 P1.1-11
허태경 P3.4-03
현지음 P4.4-17
홍경환 O3.6-06
홍민성 P4.6-06
홍성용 P1.1-01
홍승기 O1.2-01
홍윤정 P3.5-06
홍종원 O3.6-04
홍진성 P5.1-08
홍창완 P2.5-12
홍현기 P5.1-02
황명권 P1.1-14
황미녕 P5.1-06
황유진 P4.7-02
황윤영 P1.1-06

황치광 P5.4-16
HAIWANG P3.5-12
HuynhCongThinh

P2.1-12
LianhuaTian P2.2-08
MahmoodAhmad

P5.4-17
MauricioGomez

 O1.1-05
MazharSajjad P4.4-10
MuhammadBilalAmin

P2.1-08
MuhammadIdris

P2.1-10
PhamPhuocHung

P2.1-14
RahmanAli P5.1-15
ShujaatHussain

P2.1-07
Tien-DungNguyen

P2.1-06
TOUCHDETOUTHDOM

O3.5-01
ZHANGCHENYU

P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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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 1차(Early Bird) : 10.15(화)~31(목) / 2차 : 11.1(금)~7(목)
▶ 현장등록 : 11.15(금)~16(토)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기간; 11.15(금)~16(토)1차(Early Bird)

기간 ; 10.15(화)~31(목)
2차

기간 ; 11.1(금)~7(목)

학생회원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120,000원 140,000원 160,000원

비회원(학생) 130,000원 150,000원 170,000원

비회원(일반) 190,000원 210,000원 230,000원

1) 비회원 참가자에게는 1년간 회원 혜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단, 1개월 이내 회원정보 입력시 적용).
2) 참가자에게는 논문집CD를 제공합니다(논문집 하드카피 제작하지 않음).
3) 논문 발표자는 1편당 1인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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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 워크샵 참가비

S1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워크샵 
   11.15(금) 10:00~15:00

등록구분 회원구분
추계+분과워
크샵 참가시

분과워크샵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30,000원 5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70,000원

비회원(학생) 40,000원 60,000원

비회원(일반) 60,000원 8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일반회원 60,000원 80,000원

비회원(학생) 50,000원 70,000원

비회원(일반) 70,000원 90,000원

 

S2 CG&I 표준화 워크샵
   11.16(토) 09:30~13:30

등록구분 회원구분
추계+분과워
크샵 참가시

분과워크샵만 
참가시

사전등록

학생회원 10,000원 20,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0,000원

비회원(학생) 20,000원 30,000원

비회원(일반) 3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일반회원 30,000원 40,000원

비회원(학생) 30,000원 40,000원

비회원(일반) 40,000원 60,000원

 협력 워크샵 참가비
W2 차세대 정보 컴퓨팅 워크샵 / 11.15(금) 14:00~18:00
● 회원구분없이 80,000원이며, 추계 등록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워크샵만 참사신청 불가능).

 등록방법
사전등록자(온라인상에서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함) /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등록확인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등록사이트 http://www.kiise.or.kr/conference02/cf03/02.asp
현장등록자 /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등록지 수령 -> 자료교환

 기타안내
1) 특별회원기관의 임직원은 참가 등록시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2) 참가등록일과 참가비 송금일을 동일 일자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비 환불은 대회 2주전 100%, 1주전 50% 환불,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4) 문의처 : 학회 사무국 한영진 차장 yjhan@kiise.or.kr 02-588-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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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약도
 

◎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제주대학교)

      - 공항에서 제주대학교

         좌석버스 ⇒ 500번(제주대행) * 소요시간 약35분 / 택시 ⇒ 소요시간 약 20분(택시비 약 13,000원)

     - 시청에서 제주대학교

         시내버스 ⇒ 제주대행 탑승 * 소요시간 약20분 / 택시 ⇒ 소요시간 약 10분(택시비 약 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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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안내
 

◎ 제주칼호텔 http://www.kalhotel.co.kr/jeju/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1동) Tel. 064-724-2001

       - 객실료 135,000원(학회 할인요금 적용) / 예약마감 : 2013. 10. 25(금)

       - 문의 및 예약 : 이정근 Tel.02-310-6677   예약신청서 다운로드

 
◎  여행사(보람21C트래블)를 통한 예약 

숙소명 할인요금 비 고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 제주시 탑동

120,000원 트윈/조식미포함

제주팔레스호텔
* 제주시 삼도2동

95,000원 더블 OR 트윈/2인조식포함/주중가격

금호패밀리관광호텔
* 제주시 연동

80,000원 트윈/2인조식포함

아모렉스펜션
* 제주시 도두 1동

90,000원 12평형원룸형/주중가격

95,000원 18평형원룸형/주중가격

그린밸리펜션
* 제주시 노형동

80,000원 18평형/스위트룸/바다전망/2인조식포함

150,000원 32평형/패밀리룸/바다전망/4인조식포함

** 문의 및 예약은 "보람21C트래블"의 단체지정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보람21세기 트레블 http://www.boram21.co.kr/ 
   Tel. 02-2248-7040  Fax. 02-6455-7040  E-mail ; boramtour@naver.com

◎  기타

      제주도 관광정보 http://cyber.jeju.go.kr/

          -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볼거리/즐길거리/잘거리/먹거리/살거리/여행도우미 정보 제공

      제주관광가이드 http://www.jtg.co.kr/main/main.php

          - 관광 정보, 숙박/항공/렌트카 등 정보제공 및 예약

      제주마실 게스트하우스 http://cafe.naver.com/goodstay/

▣ 버스이용 안내 : 숙소 <->제주대

숙소(인근정류장명) 교통편 소요시간 첫차/막차시간(배차)

제주 KAL호텔(삼성초등학교) 버스

좌석500 33분 06:10~22:07 (10분)

좌석37 33분 06:55~21:50 (9분)

좌석887 34분 06:35~20:55 (21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관덕정) 버스 좌석500 44분 06:10~22:07 (10분)

제주팔레스호텔(중앙로사거리) 버스 좌석500 43분 06:10~22:07 (10분)

금호훼미리관광호텔(그레이스호텔) 버스

좌석500 40분 06:10~22:07 (10분)

좌석31 46분 06:33~21:18 (16분)

좌석502 48분 06:20~20:15 (5분)

아모렉스펜션(해안로) 버스 일반7 57분 06:15~20:45 (45분)

※ 택시이용시 요금: 11,000원(9.8km~13.99km) 소요시간: 30분 내외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bus.jeju.go.kr) ☎064-71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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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안내

▣ 약도 : 제주국제공항, 인근 호텔 및 펜션, 제주대학교

▣ 제주시 숙박시설 주변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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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훼미리관광호텔, 제주도청 주변 맛집 (가나다순 정렬)

▶마라도횟집
제주 그랜드호텔 인근에 자리 잡은 횟집.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잡아 올린 방어를 취급하는 전문점으로 다양한 
부위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방어가 제철이 아닐 때는 도미나 다금바리 등 다른 일반 생선회를 취급. 
주소: 제주시 연동 262-10 / 전화번호:064-746-2286

▶삼성혈해물탕
살아 있는 해물만을 이용하는 해물탕 전문점. 해물탕의 특징은 신선함과 푸짐함, 해물의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
해 조미료는 일절 넣지 않음. 때문에 다소 국물이 싱거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물에서 시원한 국물
이 우러나와 해물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음
주소: 제주시 연동 312-45 / 전화번호: 064-745-3000

▶앞뱅디식당
제주 도청 뒷편,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음. 제주도 향토음식인 각재기(전갱이)와 멜(멸치) 전문 식당. '뱅디'는 
제주도 방언으로 '넓은 들'을 의미함. 칼칼하고 시원한 맛의 맑은 각재기국과 멜국은 이곳의 대표 메뉴. 국과 함
께 나오는 소박한 밑반찬은 주 메뉴만큼이나 맛이 좋아 관광객보다는 제주도민들에게 인기가 있음.
주소: 제주시 연동 314-90 / 전화번호: 064-744-7942

▶황금어장
제주 향토 음식들을 다루며 갈치 요리로 특히 유명한 식당. 매일 새벽에 공수해오는 갈치로 회, 국, 조림 등을 
조리함. 밑반찬으로 나오는 자리조림, 흑돼지 돔베구이, 자리 젓갈도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주소: 제주시 연동 294-114 / 064-748-8989

▶해오름식당
농장 직영으로 다양한 흑돼지 요리를 선보임. 살이 푸짐하게 붙어 있는 통갈비와 항정살, 호박, 피망 등이 꿰어 
있는 모둠 꼬치가 특히 인기. 좁착뼈국이라 불리는 진한 뼈국탕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047-2 / 전화번호 064-744-0367

▣ 제주칼호텔, 제주팔레스호텔, 오션스위츠호텔, 제주시청 주변 맛집

▶감초식당
만화 '식객'에 나온 순대국밥집으로, 제주도 보성시장 내에 위치.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여행객들뿐 아니
라 제주도민들이 단골이 많음. 이 곳의 순대국밥에는 콩나물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 국물이 아주 시원함. 머
리고기와 순대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머리고기, 순대, 술국이 함께 나오는 모둠순대주문 추천. 
주소: 제주시 이도1동 1289-5 / 전화번호: 064-753-7462

▶광명식당
50년 전통의 찹쌀 순대 전문점. 제주 동문시장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박한 시골 식당 분위기. 순대와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진한 맛의 순대국밥과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부위의 고기가 나오는 모듬고기 인기. 
※현금결제만 가능
주소: 제주시 일도1동 1103 / 전화번호: 064-757-1872

▶광평도새기촌
흑돼지 오겹살 전문점. 제주산 흑돈고기, 암퇘지모음구이가 유명함
주소: 제주시 이도2동 2007-4/ 전화번호: 064-752-3308

▶돌하르방식당
인심 좋으신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음식점. 주 메뉴는 각재기국(전갱이). 물에 된장을 풀고, 배추와 전갱이 한 마
리를 넣고 끓여 해장으로 제격.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후 3시까지. 
각재기국. 조미료 전혀 없는 제주 전통 맛.
주소: 제주시 일도2동 320-14 / 전화번호: 064-75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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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물식당
어랭이물회의 원조 식당. 매일 아침 잡아온 신선한 어랭이를 통째로 썰어 넣어, 된장과 고춧가루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시원해 여름철 별미. 물회, 활어회, 조림, 구이, 무침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골라먹는 재미
가 있음. 제주올레 18코스 시작점이 근처에 있으며 동문재래시장이 주변에 있어 식후 산책이 좋음
주소: 제주시 건입동 1388-1 / 전화번호: 064-752-5599

▶삼도제주보쌈
제주 고기를 야들야들하게 삶아 썰고 야채와 새우젓갈, 마늘 등의 쌈 재료와 콩나물국, 묵 등의 간단한 반찬을 
곁들여내는 보쌈. 족발, 한치 오징어 보쌈, 쟁반국수 등의 메뉴도 있음. 
주소: 제주시 삼도2동 1238-5 / 전화번호: 064-753-6614

▶양대곱
가마솥에 펄펄 끊여 만든 국물이 인기인 해장국 곰탕 전문점. 인기메뉴인 곰탕과 내장탕의 국물은 큰 가마솥에 
직접 끊여 더욱 깊은 맛을 냄. 제주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아침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
하기에도 편리. 메뉴로는 곰탕, 내장탕, 해장국, 차돌전골, 불곱전골, 곱창전골이 있음. 

※영업시간: ~오후 4시
주소: 제주시 이도2동 1176-114 / 전화번호: 064-724-0792

▶용출횟집
용두암 근처에서 제주 앞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전망 좋은 횟집. 전복과 소라 등의 바다향 가득
한 여러 가지 회와 함께 내주는 황돔이 인기 메뉴로 초밥용 밥을 따로 줘서 깻잎과 회, 양념장을 넣고 즉석 초
밥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음. ※참조: 횟감이 일찍 동날 때가 있어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편이 편리
주소: 제주시 용담3동 505 / 전화번호: 064-742-9244

▶자매국수
고기국수 가게들이 모여 있기로 유명한 신산공원 인근에 자리 잡은 국수 전문 한식당. 이 집의 대표 메뉴 역시 
제주도 향토음식인 고기국수로, 비빔국수를 주문해도 돼지고기 수육을 얹어서 나옴. 
주소: 제주시 일도2동 1034-10 / 전화번호: 064-727-1112

▶청해일횟집
묵은지에 회를 싸먹는 색다른 맛을 제안한 곳. 1인분에 2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횟집으
로, 메뉴는 일반 모둠회와 안주용 모둠회가 있음. 안주용 모둠회는 술안주로 회를 드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로 
곁반찬(츠키다시)의 양을 줄이고, 메인 회의 양을 늘린 메뉴. 
주소: 제주시 이도2동 323-29 / 전화번호: 064-756-2008

▣ 간단한 식사 가능한 대학 주변 식당
▶오니기리와이규동 제주대점 
주소: 제주시 아라2동 35-22 / 전화번호: 064-757-0290 
▶김가네 제주대점
주소: 제주시 아라2동 35-21 / 전화번호: 064-726-0035
▶밥먹젠
주소: 제주시 아라2동 35-21 / 전화번호: 064-751-7555
▶초밥축제
주소: 제주시 아라2동 35-21 / 전화번호: 064-726-3288
▶김밥천국제주대학점
주소: 제주시 아라2동 35-18 / 전화번호: 064-702-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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