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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은행, 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융기 에서는 채권 리  회수, 각종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해 채

무자 는 고객의 최종 주소의 악이 필요하다. 주소 악을 한 업무 로세스는 융기  직원이 채무자와 사실

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 에 직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  받는 등 Off-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서류 발  업무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거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 으

로 증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 산망과 융 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인증공동이용시스템(ACCESS, Address Certification Co-opErat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CESS를 구축을 한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  민원서류 발 업무 담당자, 융기  해

당업무 종사자 등의 업무를 폭 임으로서 산업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향후 행정

산망과 융 산망의 연결체계에서 새롭게 구축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여, 효율 인 정보의 공유와 유통  이를 통한 시 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의 활용  가치를 극 화하고자 

한다. 

Ⅰ. 서 론

  그동안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국가 산화는 자정

부의 기반까지 마련되어 각 분야에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

다. 행정 산망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등( )본 등 400

여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1]으로 직  발 하거나, 신청 받

아 처리기 으로 달하는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융

산망은 융결제원을 통한 융기 간의 자동인출기의 

공동이용시스템인 CD공동망시스템업무, 결제시스템인 타행

환공동망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시스템, 신용카드공동망시스

템 등 자 융서비스[2]를 구축하여 각종 고객 융서비

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 인 산Infra의 기반은 국민 생활에 편익

을 제공하고 산업생산성을 제고 한다는 에서 의심할 여지

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산화는 각 분야별로 개별

으로 발 되어 왔다. 이제는 각각의 산망을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 정보 리 주체에 의

한 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보의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

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융기 에

서 채권의 사후 리에 련한 주민등록등( )본 발  로

세스를 행정 산망과 융 산망을 융결제원을 계 센터

로 서로 연결하여 주민등록 련정보의 열람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좁게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자문서 이용 진방안에서 보듯이 종이문서 유

통의 표 인 사례인 주민등록등( )본 발 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넓게는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국가 정보자원의 효율 인 유통을 진하는 사례로서 

제시하여, 향후 국가 기간 산망에서 리되고 있는 다양

하고 유용한 정보의 유기 이고 원활한 유통을 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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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은행
 시 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앙회 2개,
 특수은행  기업은행, 정보통신부 

축은행  114개

증권사  57개 

보험사  23개 본부  업

신용카드사  6개

신용정보사  31개

새마을 고  1,658개

동조합
 농업1,158개, 수산업93개, 신용1,070개,
 인삼 12개, 축산업 151개

투자신탁  31개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단 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융기 에서 주민등록정보 

악을 행 업무흐름을 악하고, Ⅲ장에서는 ACCESS의 요구

분석  자동화된 업무처리흐름을 기술하고, Ⅳ장에서는 

ACCESS의 표 화 규칙  문 Layout을 설계하 다. 끝

으로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향후 ACCESS의 발

시키기 한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융기 의 주소정보 악업무 고찰

1. 주민정보 악의 필요성  상 융기

  융기 은 고객이 직  기록한 거래신청서를 통해 최  

거래 계약 당시의 주소를 산시스템에 고객주소정보에 등

록함으로서 실시간으로 업 의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산시스템에 주

소변경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고객의 최종 주소를 악 할 

수 없게 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연체 고객에 한 

변제독 , 압류통보, 법 차 착수 통보 등 주요 사안에 

하여 우편물이 해당 고객에게 달될 수 없다. 특히 최종 

주민등록등( )본에 한 주소정보는 재산조사를 한 기

자료로 당사자 입증의 증거로 그 의미가 있으며, 세법구조

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심으로 재산, 부동산 등 재산조사의 

시발 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고객에 한 주소지 

악이 필요한 경우, 융기 의 해당업무 담당직원들은 동사

무소 등 행정기 을 통하여 최종 주소를 악하고 있다. 제

도권 내에 상 융기 의 황은 다음의  <표 1>과 같

다.

<표 1> ACCESS 상 제도권 융기  황[3]

2. 행 주민등록등( )본 신청 방법  흐름

  주민등록법 제 18조  주민등록시행령 제45조 “정당한 

이해 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 )

본을 열람  교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융기  해당업무 

담당자는 이해 계에 한 소명자료를 입증하여 발 을 받

고 있다.[4] 융기 에서 최종 주소 악을 해 주민등록등

( )본을 발  받는 내외 처리 로세스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영업점
일반직원

단말

민원서류신청D/B

영업점
민원서류
담당직원

단말

① 서류신청 등록

⑥ 신청 직원에게
서류 배부

② 서류신청 접수 및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③ 행정기관 방문

및 서류신청
④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⑤ 영업점으로 복귀

⑦ 변경 주소정보
온라인 등록

⑧ 최종 주소정보
공유 사용

고객 또는 채무자
D/B

금융기관 대내업무 금융기관대외업무
(행정기관 대내업무)

영업점
일반직원

단말

영업점
일반직원

단말

민원서류신청D/B

영업점
민원서류
담당직원

단말

영업점
민원서류
담당직원

단말

① 서류신청 등록

⑥ 신청 직원에게
서류 배부

② 서류신청 접수 및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③ 행정기관 방문

및 서류신청
④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⑤ 영업점으로 복귀

⑦ 변경 주소정보
온라인 등록

⑧ 최종 주소정보
공유 사용

고객 또는 채무자
D/B

금융기관 대내업무 금융기관대외업무
(행정기관 대내업무)

(그림 1) 최종 주소정보 악을 한 업무흐름도 

Ⅲ. ACCESS 요구분석

1. 산화요구 사항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ACCESS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

의 기본 제는 지 까지 언 한 두 개의 산망을 연결하

여 주소정보의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

발로 구축에 활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방문을 통한 Off_line에서의 주민등록등( )본의 

발 업무를  행정망D/B의 정보를 이용하는 주소인증체계로 

산화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주민등록등( )본에 갈음한 산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계없이 융기 에서 융결제원, 행정망에 속하여 검색

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최종 주소정보를 융기  고객 

는 채무자 D/B에 자동으로 산 등록되도록 하여 해당 

융기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단순화 한다.

∙ 융기   융결제원, 행정망시스템의 거래 처리사항, 

즉 주민정보 요청  인증 결과에 한 Log를 각각의 시스

템에 기록 리한다. 한 인터넷을 통하여 융기 별 요

청 내역을 채무자 는 고객 본인, 요청 융기 에서 실시

간으로 조회가능 하도록 한다.   

∙ACCESS를 이용한 융기 의 인증 요청 시 발생하는 

이용수수료의 집계  결제체계는 융결제원에서 리한

다. 융결제원에서는 각 융기 의 이용수수료를 집계 하

여 일정한 주기(일반 으로 월주기)로 각 융기 에 청구

하고, 일정 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해당 행정 산망이 

설치된 행정기 으로 이체 처리 한다.

∙신규 융기 의 정보 인증 추가나, 융기  폐쇄로 인

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모든 이용기  조직정보는 

Parameter Driven 방식으로 구성한다.

∙ACCESS 구축의 표  제정은 융결제원과 융기  간

에 구축되어 있는 표 화 규칙[5,6]을 따른다.  

∙향후 ACCESS 구축 후 각종 민원서류의 인증 확 를 고

려하여 새로운 기능 문 SPEC의 추가 등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구성한다.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665

-송수신중계

-인증요구상황Log

-수수료집계

영업점
직원단말

주민등록
D/B

①

인
증
조
회

신
청

⑥

고처
객리
정정
보보
변응
경답

및

행정망시스템

④주민등록등(초)본
정보응답

⑦최종주소정보
공유사용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대내외송수신정보
D/B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고객또는채무자
D/B

대내외송수신정보
D/B 이용수수료집계

D/B

대내외송수신정보
D/B

②인증요구 ③인증요구

⑤주민등록등(초)본
정보응답

-인증요구Log 기록

-정보변경자동화

-인증요구Log 기록

-정보인증

-송수신중계

-인증요구상황Log

-수수료집계

영업점
직원단말
영업점

직원단말

주민등록
D/B

①

인
증
조
회

신
청

⑥

고처
객리
정정
보보
변응
경답

및

행정망시스템

④주민등록등(초)본
정보응답

⑦최종주소정보
공유사용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대내외송수신정보
D/B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고객또는채무자
D/B

대내외송수신정보
D/B 이용수수료집계

D/B

대내외송수신정보
D/B

②인증요구 ③인증요구

⑤주민등록등(초)본
정보응답

-인증요구Log 기록

-정보변경자동화

-인증요구Log 기록

-정보인증

업 무 명 개      요

주소정보
조회

이용기 이 의뢰한 주민등록번호의 최
종주소정보 조회를 인증하는 거래

주소이력
정보조회

이용기 이 의뢰한 주민등록번호의 최
종주소부터 최종 10건의 기록정보(역순) 
조회를 인증하는 거래

세 주 
세 원정보
조회

이용기 이 의뢰한 주민등록번호의 최
종주소  세 주, 세 원의 계정보 
조회를 인증하는 거래

2. 업무처리흐름 분석

  이용기 의 COMPUTER를 계센터( 융결제원)에 속

하고, 계센터는 행정망과 상호 속하여 이용기 의 본  

 업 에서 지역에 계없이 주민증록등( )본 정보를 

ON-LINE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구축

이 완료된 ACCESS를 이용하여, 융기 에서 최종 주소

악을 해 주민등록등( )본 정보를 인증 받는 처리 로세

스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CCESS 업무처리 흐름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기  직원의 행정기  방

문이나 행정기  담당자의 주민등록등( )본 발 업무가 처

리 로세스에서 삭제되었다. 한 ACCESS 인증 신청으로 

해당 융기 의 고객 는 채무자 D/B의 최종 주소를 

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융기  자체 내의 

주소변경업무가 처리 로세스에서 삭제되었다. 반 로 

산처리 시 산 장애, 수수료 집계  정산에 비하여 거

래기록을 융기 , 계센터( 융결제원), 행정 산시스템

에 각각 기록하는 로세스가 포함 되었다.

3. 용업무 상

ACCESS의 용업무 상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ACCESS 용 상 업무

Ⅵ. ACCESS 설계

1. 표 화 규칙

  재 행정망시스템과 융공동망시스템의 사용 인 문

Spec이 서로 상이하고, 은행과 축은행 앙회 산하의 114

개 축은행의 공동망업무가 융결제원의 융공동망 설계 

표 을 따르고 있으므로 ACCESS 참여 기 이 시스템 구

축에 무리가 없는 범 에서 련사항의 표 화  통일화는 

융결제원과 융기 간의 표 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화의 내용은 통신 로토콜, 업무처리 차, 각종 

양식, CODE체계, 문 FORMAT, 문 FLOW, DATA 

FILE 보존  운용 등을 상으로 한다. ACCESS의 문 

유형에는 통신망 리 문과 실제 ACCESS업무 문, 거래집

계용 문으로 구성되며 해당 문종별코드와 거래구분코

드, 문 Size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ACCESS 문종별코드  거래구분코드

  문  종  류

문종별코드 거래구분코드
문길이

(Bytes)지시/
요구

보고/
통보

지시/요구/
보고/통보

통신
리
문

 개시(재개시)

0800 0810

(001000)

80

 종료 (002000)

 시스템장애 (003000)

 시스템장애복구 (005000)

 종료 고 (201000)

 회선장애회복
(Test Call)

(301000)

주소
인증
업무
문

재주소정보 0200 0210 401000 260

주소이력정보 0300 0310 402000 1700

세 주  

세 원정보
0400 0410 403000 620

집계
문
거래집계 0700 0710

4010000
4020000

120

2. 공통정보부 문 LAYOUT

  ACCESS 문의 공통정보부는 11개의 Data항목으로 

구성되며 Type, Size, 기 별 Set여부는 다음의<표 4> 와 

같다.

<표 4> ACCESS 공통정보부 Layout 

구분 NO DATA 항목 TYPE 길이
SET

A C I

공

통

정

보

부

0 Transaction Code AN 9 - ○ -

1 SYSTEM ID AN 3 ○ * *

2 문종별코드 N 4 ○ ○ ○

3
통신망 리정보 
는 거래구분코드

N 6 ○ * *

4 송수신 FLAG N 1 ○ ○ ○

5 STATUS N 3 ○ ○ ○

6 응답코드 AN 3 ○ ○ ○

7 문 송일 N 8 ○ ○ ○

8 문 송시간 N 6 ○ ○ ○

9 문추 번호 N 8 ○ ○ *

10 거래발생일 N 8 ○ ○ ○

 3.  문별 LAYOUT

  ACCESS 문의 통신 리 문  업무 리 문의 

Layout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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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O DATA 항목 TY
PE 길이

SET

A/I C

공통정보부

통신
리

정보

11 기 코드 N 4 ○ ○

12 장애기 코드 N 4 ○ ○

13 FILLER A 13 ○ ○

재

주소

정보

부

11 거래고유번호 AN 12 ○ ○

12 이용기 코드 N 4 ○ ○

13 제공기 코드 N 4 ○ ○

14 주민등록번호 N 13 ○ ○

15 성명 AH 20 - ○

16  주소우편번호 N 6 - ○

17  주소 AH 100 - ○

18  주소 입일 N 8 - ○

19  FILLER A 34 ○ ○

주소

이력

정보

부

11 거래고유번호 AN 12 ○ ○

12 이용기 코드 N 4 ○ ○

13 제공기 코드 N 4 ○ ○

14 FILLER A 1 ○ ○

이하 ARRAY 10 TIMES

15 요청주민등록번호 N 13 ○ ○

16 성명 AH 20 - ○

17  주소우편번호 N 6 - ○

18  주소 AH 100 - ○

19  주소 입일 N 8 - ○

20  주소 출일 N 8 - ○

21  FILLER A 7 ○ ○

세 주

세 원

정보부

11 거래고유번호 AN 12 ○ ○

12 이용기 코드 N 4 ○ ○

13 제공기 코드 N 4 ○ ○

14 요청주민등록번호 N 13 ○ ○

15 성명 AH 20 - ○

16  주소우편번호 N 6 - ○

17  주소 AH 100 - ○

18  세 주성명 AH 20 - ○

19  세 주주민번호 N 13 - ○

20  FILLER A 19

이하 ARRAY 10 TIMES

21  세 원성명 AH 20 - ○

22 세 원주민번호 N 13 - ○

23  가족 계코드 N 2 - ○

<표 5> ACCESS 문 LAYOUT 

Ⅴ.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융 산망과 행정 산망 간의 네트웍을 서로 연결하여 

최종 주소정보, 주소이력정보, 세 원정보 등의 정보를 공유

함으로서 수많은 융기   행정기  직원들의 주소정보 

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한 이에 따른 사

회 인 간 비용의 감 효과를 획기 으로 이룰 수 있다.

  향후 산분야의 담당자들은 이러한 ACCESS의 논리

인 기반과 설계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각 분야의 산망

을 연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확장하여야 하겠다. 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 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역부터 우선순 를 두어 순차 으로 이루

어져야한다. 한 산시스템 장애에 한 고려, 참여기 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본 ACCESS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민원서류, 즉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

을 최 한 수용하여 ACCESS 기반에서 보다 폭 넓은 민원

서류 인증의 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셋째, 주민등록정보는 개인에게는 요한 정보이므로 

융기  직원들이 사실 계 없이 남용함으로서 개인정보가 

불법 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안 장치가 필요

하다. 따라서 산 측면에서는 처리직원의 권한 리, 인증요

청 상 고객의 산원장 존재 여부  주소공개 승낙 여부 

등에 한 유효성 검증도 감안하여야 하겠다. 융기  계

약 측면에서는 사실 계 없이 주민등록정보를 인증 받기 

해서는 융거래약 에 ‘거래 융기 에 한 주소공개신청’

란을 추가하고, 고객의 선택과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 제정 

측면에서는 사실 계 없이 개인의 주소정보를 습득한 경우

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겠다.

  넷째, ACCESS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인증 가능 민원

서류의 확 를 해서는, 련 법률이나 시행령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한 산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최종 주소정보 리에 한 입체 인 산 기반을 갖

추게 되면 융기  등에 남아있는 휴면계좌의 정리문제와 

우편물 반송에 따른 사회간 비용 낭비 등의 문제들을 보다 

쉽게 개선 할 수 있다.

  컴퓨터응용기술 분야, 특히 어 리 이션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처리하기 해 축 된 데이터의 기반

을 갖추면, 이것을 토 로 효율 인 정보 공유와 유통  

이를 통한 시 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그로 인한 가치를 극 화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한민국 자정부, http://www.egov.go.kr

 [2] 융결제원, http://www.kftc.or.kr

 [3] 융감독원, http://www.fss.or.kr

 [4] 송종용, 채권 리.회수의 모든 것,청림출 , 2003.10.

 [5] 융결제원, 자 융공동망 기본설계서(폼/폰뱅킹

    계업무), 2000. 12.

 [6] 융결제원, CD공동망 본설계서(APPLICATION),

    1999. 12


	Main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Invited Paper & Tutorial
	IT 인력양성 방안
	Ubiquitous Cities : Vision, Model & Strategies
	홍채인식 기술
	IT 혁신과 BPM

	데이터베이스
	Dewey order기법을 이용한 RDBMS 환경에서의 XQuery 질의 처리기 구현
	유효성이 유지되는 XML Schema의 저장 모델 설계
	Bitmap Index를 이용한 RDBMS 성능향상 기법에 관한 연구
	트랜잭션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연관규칙 생성
	XML 문서의 효율적인 경로 통합 기법
	변환정보파일을 이용한 XML Schema 자동생성시스템 설계 및 구현
	클러스터링 기반 다중 서열 정렬 알고리즘
	온톨로지를 이용한 웹서비스 기반 바이오 정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역 색인을 이용한 경로 질의 기반 대용량 XML문서 검색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부분 색인 전송을 이용한 효율적인 색인 재구성 기법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시공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집계 정보 관리 기법
	S-XML 미들웨어에서 캐싱을 이용한 효율적인 공간 데이터 변환 기법
	S-XML 데이터의 효율적인 X-Path 처리를 위한 색인 구조
	스냅샷 데이터를 갖는 다중 레벨 저장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리프레시 기법
	시맨틱 XML 질의 캐쉬의 교체 기법
	XML기반의 바이오 및 임상정보통합 저장소를 위한 미들웨어의 설계
	X-Internet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성능평가
	XML기반의 통합 임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XML압축 기법에 대한 연구
	XML 뷰 기반의 생물 정보원 통합 시스템 개발
	건강 스트림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저장구조
	이종 에이전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의미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조합 도구의 설계
	PC그리드 컴퓨팅에서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에이전트 플랫폼에 관한 연구
	web 기반 육군의 병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건설정보시스템간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GMS에서의 공간 연관 규칙 탐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튜플 데이터 스트림에서 과부하 처리 기법
	의존성 기반 워크플로우 마이닝 기법
	웹기반 지도안 작성 시스템의 설계및 구현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정보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TB-Tree를 이용한 이동객체 조인 알고리즘
	RFID시스템에서 태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시간 매개변수 간격 모델링 기법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XML기반 유무선 웹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관계형 DB에서 Local Order 방식을 이용한 XQuery 변환기 설계 및 구현
	J2EE 환경에서 DB2 for z/OS 성능 향상
	전력검침데이터의 실시간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
	초대형 워크플로우 엔진의 로깅 메커니즘

	멀티미디어
	가상환경에서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 계기 스크립팅 툴킷
	지형/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형태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
	웹 기반 멀티미디어 문서저작도구의 구현
	히스토그램 영역 계산을 이용한 내용기반 영상검색
	HVS기법을 이용한 의료영상에서의 강인한 워터마킹
	객체 움직임 표현을 위한 모션 온톨로지
	움직임이 큰 비디오에 효율적인 비디오 분할 방법
	대규모 환경에서 파노라믹 기반 영상 모핑을 이용한 임의 시점의 영상 생성
	Template을 이용한 동영상 비정규 구조 색인 방법
	P2P 환경에서의 프록시 캐싱 기법
	이미지 개체 표현을 위한 논리적 프레임워크
	모바일 단말을 위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시스템의 확장
	오류 상호 인지 기능을 갖는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향상된 트래킹 연산
	Enhanced distributed streaming system based on RTP/RTSP in resurgent ability
	3D 객체 기반의 양방향 합성 서비스 시스템
	A Hybrid Video Mixing Method for Multimedia Video Conference
	얼굴입모양변화를 이용한 3D 아바타 메신저
	MHP(Multimedia Home Platform)기반의 디지털 방송스케줄 정보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다중 스트리밍 시스템에 관한 연구
	예측로딩을 통한 온라인게임 부하 감소 기법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술과 개인화된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홈 내 상황 감시 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준 평가방안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컴포넌트 조립을 위한 커넥터 생성에 관한 연구
	문서중심 웹서비스를 위한 XML 타입을 지원하는 언어 제안
	다중센서데이터 융합시스템 개발의 제품계열적 접근에 관한 연구
	게임 소프트웨어의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국방 CBD 방법론 기반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프로세스
	GPS시스템적용을위한맵정보와매칭알고리즘의구현
	레거시 컴포넌트의 자동화 된 웹서비스 명세생성기법에 관한 연구
	SPEM 기반 개발방법론 지원도구, PRiME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고려 사항과 지원 방안
	SOC 환경에서의 개발 프로세스 모델 정립을 위한 개별 프로세스의 제시 및 역할 분석
	SOA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연구
	비즈니스 시스템을 위한 UML 기반의 분석 모델링의 문제점
	해체 정보 평가 시스템의 모듈 연구
	게임 기획을 위한 모델링의 표현요소 표기법에 관한 연구
	게임제작 프로젝트 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일정과 산출물 연계에 관한 연구
	장치 적응력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생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웹 기반 LCMS와 연계한 LMS에서의 학습통계 모듈 설계 및 구현
	다사용자 온라인 게임을 위한 지능형 MOB 에이전트 설계
	의료용 소프트웨어 평가체계 비교 연구
	COM+를 이용한 WebProgramming 오류검출의 시각화 설계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를 위한 XSL 스타일 편집기 설계
	의료용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품질시험 모듈과 검사표의 개발
	결함도입을 고려한 개발 소프트웨어의 최저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
	USE 모델검증 효율화를 위한 명령어 생성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성과 측정 모델에 관한 연구
	Case 기반 컴포넌트 검색 시스템 설계
	멀티유저 온라인 게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연구
	NEC 시스템에서의 컴파일 속도 향상을 위한 크로스 컴파일러 서버 구현
	3-주소 코드를 스택-기반 코드로의 변환기
	차세대 LBS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리퍼포징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아키텍처
	ISO/IEC 15504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메트릭스 설계
	이원적 품질속성을 이용한 효율적인 요구분석 방법
	정보 가전기기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자 중심의 평가 방법을 활용한 아키텍처 설계 방법론
	ITIL모델 기반의 통합 IT 서비스를 위한 Service Support시스템 기능개선
	웹 서비스 사용자의 블랙 박스 테스트를 위한 요구명세에 관한 연구
	웹의 표현 계층 지원 컴포넌트 설계 및 구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모바일 에이전트 컴퓨팅 아키텍처 기반의 PDA 서비스를 위한 모델링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식베이스를 이용한 다단계 주소 정제 방안
	미지의 공간상의 실시간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kNN 알고리즘에서의 속성 가중치 자동계산 방법
	퍼지기반 선형판별 분석기법을 이용한 홍채인식
	모멘트와 바이어스 학습법에 의한 학습 성능
	이차원 대전 액션 게임을 위한 신경망 기반의 지능 캐릭터 구현
	체인 코드를 이용한 문서 영상의 잡음 제거 기법
	FMM 신경망 기반의 패턴분류 문제에서 특징의 중요도 판별 기법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웹 서비스 정보 클러스터링
	복합형 필터와 CNN 모델을 이용한 효과적인 얼굴 검출 기법
	XBRL 기반의 EFIS 설계
	실시간 반응형 로봇 행위 지정을 위한 에이전트 언어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온톨로지의 자동 생성
	3차원 게임에서의 물리엔진에 기반한 인공지능 캐릭터에 관한 연구
	Python을 사용한 유전 알고리즘 구현
	유전자알고리즘 기반 신경망제어기를 이용한 학습효과
	FPGA를 이용한 신경망의 파이프라인 설계

	전자상거래
	이동에이전트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안전한 그룹통신 기법
	B2B 웹사이트 평가요인 추출과 평가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 기법
	.NET 기반의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시스템의 구현

	정보처리응용
	사상 체질 분류를 위한 정면 얼굴내 특징 요소 추출
	KEM Ver 2.0을 이용한 MPEG-7 기반의 교육정보 이미지 검색시스템 설계
	SAHCA에 관한 연구
	시멘틱 웹 서비스의 조합
	정맥패턴 융합을 위한 Boundary Stitching Algorithm
	DFA를 이용한 코드 최적화
	ILM을 위한 웹기반 SAN 관리 솔루션 개발
	SAN 관리를 위한 DB 기반의 SAN 모니터링 시스템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수정가능한 아바타 시스템
	패턴 매칭 기법을 이용한 SIL 코드 최적화기
	응용프로그램 스트리밍의 효과적 패키징을 위한 파일정보수집방법
	EVM SIL에서 C 프로그램 생성을 위한 역컴파일러의 설계 및 구현
	프로그램 선언부를 위한 심벌테이블에서 C 프로그램 역번역기의 설계 및 구현
	온톨로지 기반 DTD 필터링 및 정합에 의한 XML 질의 시스템
	생물다양성데이터 검색포탈 구축
	RFID를 이용한 환자 인식 시스템 개발
	웹 서비스 기반의 협상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설계
	유비쿼터스 응용을 위한 Annotation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전자의무기록으로부터 진료경로 추출을 위한 연관규칙마이닝 접근 방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FIPA 기반 에이전트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생명과학 문헌정보 프로토타입 설계
	적응형 컨텐츠 추천 시스템 개발
	인문전산학 활용을 위한 데이터마이닝기법
	실시간 데이터 접근을 위한 ODS 레이어 아키텍처
	웹서비스 기반 ePost 시스템 방안
	클릭스트림 분석을 이용한 즐겨찾기 메뉴 자동 생성 시스템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설계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및 분석(호텔 및 특급식당의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중심으로)
	유연한 금융 수수료를 위한 업무 규칙 기반 컴포넌트 설계
	입출력 변수 조작에 의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황정보 처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이기종 단말기 사용자를 위한 동적 서비스 관리 플랫폼
	효율적인 트랜지스터 특성 검사시스템의 개발
	DTD 기반의 XForms 자동 생성기 설계 및 구현
	IP 기반 방송 서비스를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전송 방안
	이용도를 적용한 SCORM기반 학습컨텐츠 검색방법
	도메인 온톨로지 구축에 관한 연구
	온톨로지와 UDDI를 이용한 시각 미디어 서비스 매치메이커의 설계
	기업용 유무선 그룹웨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의 주소인증공동이용시스템 설계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
	UML 및 OCL을 이용한 서비스 온톨로지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컴퓨팅 환경을 위한 스케쥴러 설계 및 Prototype 구현
	정보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분산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원격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위한 XML기반 Contents Generator System
	인터벌 데이터를 이용한 수요그룹 분류 연구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부가서비스 시스템 개발
	공간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위한 구조설계
	국가안전관리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참조모델과 표준프로파일 적용
	Mobile GIS 가시화를 위한 Integrated Map Preprocessor 개발
	효율적인 웹 로그 분석을 위한 웹 정보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실시간 기업환경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 모니터링 아키텍처
	슈퍼컴퓨터 사용자 계정 통합 관리 시스템 구현
	확장가능한 멀티플랫폼 아바타 시스템을 위한 저장소의 설계 및 구현
	효율적 계측기기 교정검사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현
	웹 서비스 기반 학술지 정보 자동갱신 시스템 구현

	한국어정보처리
	화제 출현, 계속, 전환 처리를 이용한 한국어 문서의 단락분할
	PPeditor: 한국어 의존구조 말뭉치 구축 도구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전문용어 추출 및 순위화
	음악 수사법을 이용한 악곡의 주제선율 추출
	구문분석기의 어휘확장
	동사의 문형 패턴을 이용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인터페이스의 구현
	정보 검색에서 질의문 길이에 대한 가중치와 질의어 출현 빈도 가중치 적용
	음소 기반의 유사율 알고리즘을 이용한 Home Network 환경에서의 음성인식
	분야별 관련어사전에 의한 한글 웹문서 자동분류
	사용자의 행동과 점진적 기계학습을 이용한 쓰레기 편지 여과 시스템의 설계

	화상 및 음성처리
	영상의 초점값을 이용한 홍채 영상 복원 연구
	계층적 각-거리 그래프를 이용한 물체 면적 측정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듬
	휴대폰에서 눈 영역 검출 연구
	영상변화판별 알고리즘을 이용한 NC 가공시간 집계
	FP-ICA의 인수부호에 의한 얼굴인식
	서브 샘플링을 이용한 블라인드 워터마킹
	효율적인 엔트로피부호화를 위한 명암도 등급 이미지의 전처리 기법
	워터쉐드 영역병합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의 베이지언 접급방법
	휴대폰 환경에서의 홍채인식을 위한 홍채코드 추출에 관한 연구
	Morphological Filtering을 이용한 복부 MDCT 영상의 간혈관 자동 추출 알고리즘
	얼굴인식을 위한 눈동자 검출
	DRM 기반의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 보호
	스킨 칼라 모델링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얼굴 영역 추출
	지문 특징점 추출을 위한 방향성 연구
	스테레오 영상의 변이 정보를 이용한 머리 회전 각도 추정에 관한 연구
	필기 방향 변이를 수용하는 문자 인식 방법
	텍스쳐 분석 기법을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의 비교
	운동 객체 검출 방식의 실시간 입체 영상 변환 장치 구현
	직교식 스테레오 비젼 시스템에서의 3차원 좌표 변환
	휴대폰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얼굴 검출을 위한 영상 개선
	스위칭 엑티비티를 최소화한 저전력 DCT 아키텍쳐 구현
	물류 영상에서 MaxiCode 후보 영역 검증 방법에 관한 연구

	HCI
	3차원 1인칭 슈팅 게임에서의 화면 조정을 위한 시선 위치 추적 연구
	동적 프로파일을 이용한 시맨틱 웹 기반의 맞춤 뉴스 서비스
	OSGi 모델 기반의 효율적인 Service Bundle 관리에 관한 연구
	2족 보행 로봇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및 추적 시스템
	Context Toolkit에서의 동적 확장을 위한 Dynamic Widget Binder
	모바일 폰 카메라를 이용한 손가락 움직임 인식 구현
	Flying Cake: PDA를 이용한 실감형 게임
	Advanced Documents 저작 도구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방사선치료용 결손조직보상체 모델링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재활용
	스크린리더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API설계
	지능적인 홈을 위한 사용자 모션 트래킹 시스템에 관한 연구
	손을 이용한 실감형 보드게임

	분산 및 병렬처리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D-클래스 계산 병렬 알고리즘
	DSM을 사용한 VOD스트리밍 시스템 설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시스템에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협업 관리 시스템 설계
	병렬 소켓 간의 트래픽 간섭 현상 분석 및 대역폭 예측
	글로버스 기반 그리드 환경에서의 분산 웹 크롤러 매니저 설계 및 구현
	BPEL4WS를 이용한 통합 관점의 웹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
	HLA/RTI 기반 분산시뮬레이션의 객체 관리 성능향상
	P2P환경에서 피어 관리 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다운로드 방법
	서버기반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 패턴을 이용한 효율적 로드 밸런싱 구현
	계산 및 데이터 그리드 환경을 위한 Information Providers에 관한 연구
	침입감내시스템의 신인도 향상 방안
	COM+ 기반의 다중 계층 아키텍처 환경
	P2P 기반의 PC 백업 시스템

	원격교육
	모바일 환경에서의 컴퓨터 기반 적응적 검사(CAT) 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
	SPRT와 EXSPRT-R 검증법의 언어능력 시험적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학습 기법을 기반으로 한 e-learn 컴퓨터교실 콘텐츠 개발
	웹기반 학생상담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웹 기반의 독립적 LMS를 지원하는 교수-학습자를 위한 개방형 설문 시스템
	WIPI 기반의 모바일 영단어 학습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e-러닝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컨셉맵 에이전트
	프로그램 실행 시각화에 의한 프로그램 이해도 향상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e-learning자기 주도적 학습 콘텐츠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웹기반 교육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의미 커널과 워드넷을 이용한 주관식 문제 채점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웹 기반 토론 시스템
	웹기반 e러닝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가상학습 시스템의 평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전산이론
	대규모 염색체들을 위한 개선된 Probe 선택 알고리즘
	Unified Process를 이용한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모델링
	Wegmann해법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dvFS와 UFS의 메타데이타 관리기법 비교 분석

	정보보안
	여원벡터에 의해 유도된 여원 그룹 셀룰라 오토마타에 관한 연구
	보안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시스템 설계 및 구현
	ECC(Elliptic Curve Crptographics) 기반의 보안프로세서를 위한 스칼라 곱셈기의 FPGA 구현
	Secure E-Voting System With Secure Storage Media
	이중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한 지문정보 보호
	RSA Based Digital Signature For Secure Authentication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XML 데이터의 접근 권한 메커니즘
	보안 정형 검증 도구를 이용한 보안 SW 검증 방안
	IPS 구축을 위한 Embedded Linux 성능 비교
	메시지 분할을 이용한 RSA 다중서명 방식
	IPv6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비정상 트래픽 제어 프레임워크 설계
	DICOM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면적효율적인 통합 TLS 보안 프로세서의 구현
	DVCS를 이용한 전자서명 유효성 연장 방법에 관한 연구
	멀티캐스트 키 관리 시스템에서 서버 계산 비용 향상을 위한 해쉬 일괄 키 갱신 기법
	네트워크 패킷의 그룹화를 이용한 Anomaly 침입탐지 시스템
	경량화된 타입 강제를 이용한 안전한 Embedded Linux의 설계
	추출된 프레임을 이용한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에 관한 모델 연구
	다중등급보안정책(MLS)에서 개선된 참조모니터
	OSGi 서비스 플렛폼에서 사용자 접근제어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관리 서비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공격에 대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센서 네트워크 보안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 프로토콜과 라우팅 프로토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RFID에 기반한 안전한 디바이스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IT 시스템 보안 평가 인증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한 연구
	휴대폰환경에서의 실시간 홍채영역 추출에 관한 연구
	컨텐츠 공유를 위한 DRM 호환 모델
	Pre-Forensic 정책을 도입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연구
	P2P 기반의 신뢰성 있는 e-Commerce시스템 설계
	DRM에서 키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
	무선환경의 의료인증시스템
	비정상 트래픽 제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퍼지로직 기반의 포트스캔 공격 탐지기법
	ICMP 역추적 메시지를 이용한 IP 역추적 시스템
	무선인터넷 보안 연구
	OVAL을 이용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통합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설계
	저가의 RFID시스템 환경의 프라이버시보호
	다중 역할 계층을 위한 암호학적인 키 할당 기법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 보안관리 기능에 관한 연구
	SMS와 OTP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효율적인 기업 VPN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비용대비 성능향상 사례 연구
	PKI 환경에서 인증서 기반 권한 정책에 관한 연구
	DDoS 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기법을 이용한 지역적인 방어 모델
	공공기관을 위한 XML기반의 접근제어 모델에 관한 연구
	AAA 기반 Mobile IP 등록을 위한 키 관리기법
	트래픽 분석에 의한 n-차원 벡터 기법을 사용한 침입 탐지
	정보시스템에서 사이버 침해에 따른 잔여위험분석 및 보험산정 연구
	Ad hoc 환경에서의 안전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위한 키 관리 기법
	기업 분산 환경에 적합한 ESM 시스템 구현
	라이선스 보호를 위한 유,무선 디바이스와 Agent 기반의 DRM 시스템 설계
	검증 요청자 신원 정보를 이용한 인증서 상태 확인 메커니즘의 설계

	정보통신
	홈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하에 상호 운용성을 가지는 댁내 제어 네트워크의 통합 방안
	텔레메트릭스 시스템에서의 효과적인 센서 데이터 전송 방식
	고속 네트워크에서 TCP 성능 개선 기법
	대규모 Ad-hoc 네트워크에서 AODV 프로토콜의 효율적인 경로 탐색 기법
	소형 경량의 특성을 만족하는 ZigBee MAC 프로토콜 개발
	Mobile IPv4와 IPv6 네트워크 상에서 TCP 성능 비교 평가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통합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WLAN망 AP에서 사용자 인증과 자원관리 프로토콜의 구현 및 테스트
	Mobile IPv6의 실시간 트래픽 보장
	휴대인터넷 망에서 효과적인 IPv6 기반의 이동성 지원기술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의 위치정보 은닉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보안기법
	IP 기반-IMT 네트워크에서의 이동관리 메카니즘 향상기법
	RTC기반 홈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의 시간 성능 분석
	개인용 포털을 지향하는 인터넷 디스크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조물 하중 감지 시스템
	RTOS를 이용한 MPC8260 하드웨어 환경에서 교육용 라우터 개발
	서비스 거부 공격이 TCP 상태 전이에 미치는 영향
	동작 센서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 기자재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센서 네트워크 에너지절감을 위한 온디맨드 패러다임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끊김없는 이동성 지원을 위한 수직적 핸드오버 기법
	위치정보 및 시간정보 기반 상황인식 서비스 모델
	에드혹 네트워크에서 지역 기반 트리를 이용한 멀티캐스팅 프로토콜
	DOGF를 이용한 분산 프로그램 개발 Tool-Kit의 구축
	분산객체그룹 프레임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홈 서비스 지원 시뮬레이터 환경 제안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SA 협상을 위한 OTIAS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Ad-hoc 이동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텔레매틱스 네트워크 모델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향상된 충돌 회피 기법을 이용한 TDMA기반 MAC 프로토콜에서의 에너지 절감 방안 연구
	센서와 미들웨간의 통신을 위한 아카텍쳐 설계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상황정보 기반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개발
	캠퍼스 네트웍에 IPv6망 구현에 관한 연구
	Ad-Hoc Network 환경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 비교
	지능형 로봇을 위한 홈 네트워크 연동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Access-Control List 가 MPLS GE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GSM과 DVB-H를 이용한 비대칭 이동통신 기법
	SIP 기반의 계층적 이동성 및 세션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량 안전진단 시스템 구현
	이질적인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위한 클러스터 VOD 시스템
	VOD 서비스에서 특산품 온라인 쇼핑 시스템의 구현
	효율적인 의료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웹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온라인 퀴즈 게임에서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게임 시나리오
	Web Beacon을 이용한 이메일 읽음 확인 시스템
	시맨틱 웹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플랜 생성기
	비동기 환경에서의 RSSI를 이용한 센서 위치 추적
	Mobile Ad Hoc 네트워크에서 로드분산기법
	문자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2차 한글 허프만 부호 설계 및 최적화 기법
	온톨로지기반의 컨텍스트 모델
	NGN에서 세션기반 이동성 관리를 갖는 Mobile VPN
	웹 서비스 기반 실행 프로세스 생성에 관한 연구
	이동 Ad 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러스터링 구조에 기반한 인증 메커니즘
	유무선 혼합망에서 Snoop과 TCP 성능 비교
	GMLGen: WIPI 기반의 모바일 GIS 가시화
	스칼라 컴퓨터에 부착 사용가능한 벡터 머신 설계
	A Combination of AOC-SS Modulation, Mapping Technique and Space-Time Coding for Variable High-Rate Transmission
	PAPR Reduction and BER Improvement for OFDM System using WH Transform and Data Grouping Technique
	HIP 관련 IETF 연구 동향 분석
	IPv6 주소체계 기반 복수 주소 비용 위험성 분석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전력, 이동성, 및 주변 무선 채널 상태를 고려한 연결형 dominating set 구성 방법
	두 독립변수의 효율적 조합을 사용한 멀티캐스트 트리 생성 알고리즘
	DSR 기반의 대규모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경로 유지
	클러스터 가중치를 이용한 Ad Hoc 네트워크 QoS 경로 설정 기법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성능지수를 사용한 작업할당 기법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이질 웹 서버 승인 제어
	대형매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모델 설계 및 구현
	UHF 대역 RFID 시스템을 위한 충돌방지 알고리즘 분석
	통신사업자의 기업용 IPT 시스템 서비스 방안
	초고속 인터넷에서 QoS 제공 기술을 사용한 VoIP 성능 향상 연구
	중앙인증서버를 이용한 HFC 서비스 가입자 관리방안 및 시스템구현에 관한 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DCCP기반의 혼잡 제어 정책
	PoC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모바일 전자장부 시스템에 관한 연구
	VPN 환경에서 이동 IPv6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UPnP 환경에서 협력작업을 이용한 자율적인 복구 방법
	저궤도 위성용 탑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ERC32 프로세서 소개
	시맨틱 웹서비스를 이용한 GIS시스템
	IEEE 802.16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ARP 스푸핑을 이용한 인터넷 차단기 설계 및 구현
	LAN 환경에서 Topology diameter에 따른 네트워크 성능분석
	하이퍼링크 연관성을 이용한 유해사이트의 자동분류
	적응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동을 위한 미들웨어 설계 및 구현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
	TCP의 계층적 페트리 넷 모형
	BGP/MPLS VPN과 가상 라우터 VPN을 이용한 기업 네트워크 구성 방안
	홈 네트워크를 위한 저전력 무선 센서의 설계 및 구현
	ZRP 기반 Ad-hoc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설계
	적응적 콘텐츠 리퍼포징 서비스를 위한 ICDN 설계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ACK 기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를 고려한 효율적 라우팅 기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쿼리 전달 방법

	컴퓨터그래픽스&CAD
	컨텍스트 이해를 통한 로봇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3D 작업공간 모델링
	초음파 데이터에서 실시간 잡음 감쇄를 이용한 광선 투사법
	2D 실사 영상에 기반한 다중 가상 헤어스타일 생성 방법
	표면 및 복셀 유사성 기반 다중모달리티 비선형 의료영상정합
	회전 값을 갖는 음함수 프리미티브 모델링
	Optical receiver
	꼭지점 및 픽셀 쉐이더를 이용한 3D 텍스쳐 기반의 빠른 볼륨 렌더링 기법
	4-레이어 채널 배선을 위한 효율적 유전자 알고리즘
	타일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볼륨 데이터 가시화
	A Scheme of 3D Objects Vewing and Editing System
	관상동맥의 로드맵 형성을 위한 X-ray angiogram에서의 혈관골격추출

	컴퓨터시스템
	차세대 통신 플랫폼을 위한 입출력 컨트롤러 설계 및 검증
	PCI 2.2 타겟 컨트롤러 설계 및 검증
	계층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 이동기법
	SoC(System-on-Chip) 설계와 검증을 지원하는 실시간운영체제
	위치 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용자 위치 정보 관리 메커니즘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멀티미디어 파일 시스템의 구조 설계
	웹 객체 참조 확률분포특성을 이용한 캐싱 기법
	I-node간의 블록 재배치를 이용한 파일 분할과 재결합 연산의 성능 평가
	이동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에이전트 기반 결함 내성 기법 설계 및 성능평가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재생
	트랩 기반의 동적 커널 재구성 기법
	3차원 렌더링 프로세서를 위한 효과적인 가시성 선별 방법
	멀티애플리케이션 스마트카드를 위한 스마트카드 애플릿관리시스템
	상황인지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위치 인식 노드 클러스터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결함 허용 기법
	결함모형기반 고속결함검출기법
	DVB-T baseband 수신기를 위한 DSP 기반 SoC 플랫폼 설계
	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킹 H/W 설계에 관한 연구
	고성능 시스템을 위한 세션 상태 저장소 복제
	SLA를 고려한 주-백업 웹 스위치의 가용도 분석
	FDS 응용 분할을 위한 개선된 DF 생성방법
	컴포넌트 기반 멀티 스레드 지원 초경량 운영체제 설계 및 구현
	요구 페이징 기반 가상메모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구현 및 성능 분석
	리눅스 기반의 USB TV 수신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및 구현
	고속, 저해상도, 저비용, 저전력용 Successive Approximation A/D 변환기의 설계
	3차원 영역확장 알고리즘 기반의 MRI에서의 뇌 영상 분할 시스템
	운영체제 수준에서 QoS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순위 기반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
	Radix- 4,2 SIC FFT 프로세서 설계
	802.11 무선랜을 이용한 자동차용 다기능 디지털 셋탑 구현
	리눅스 운영체제를 위한 POSIX 호환 네트워크 비동기 입출력의 구현 및 성능 평가

	Search This CD-ROM
	CD-ROM Help
	Ex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