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075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스템 및 서비스의 구축 사례

*송교선, 박겨 , 최유락, 이세상평화, 김민 , 김윤삼, 조은선

충북 학교 자 기컴퓨터공학부 

Implementation of Ubiquitous Digital Systems and Services

*Kyo-Sun Song, Gyeo-Re Park, Yu-Raak Choi, SeSangPyoungHwa Lee, 

Min-Young Kim, Yun-Sam Kim, Eun-Sun Cho

School of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Chungbuk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middleware for 
ubiquitous computing systems. Developed with UPnP in 
Java, it efficiently organizes runtime interactions of 

devices.   To show the feasibility of this system, 

we implemented a set of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is middleware. This prototype allows users to 

enjoy services at various spatial points even while 

moving around.

I.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 '이란 모든 사물이 사용자 서비스

를 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된 공간을 구성하기 

한 컴퓨  환경이다. 한 컴퓨터는 에 보이지 않게 

물리  공간에 내재되어 제공되며 사용자의 상황에 따

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 련 연

구들이 그간 지 않게 있어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환

경을 구축, 실험한 사례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유비쿼터스 미들웨어를 제안

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제안

하는 유비쿼터스 미들웨어는 주어진 사용자를 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기기들이 연동되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Java 와 uPnP를 사용하여 구성하 다. 그리

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장소를 이동하 을 때에 

이동 의 공간에 내재된 기기에서 받았던 자신이 좋아

하는 화나 음악 등의 서비스를 새로운 공간의  다

른 장비에서도 끊어짐 없이 지속 으로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구 된 시스템인 1Inch 시스템 을 소개한다. 

실험환경의 각 공간에는 소 트웨어 로   사용자 

편의 서비스가 가능한 디스 이 장비들이 각각 내재

되도록 하 으며, 사용자 이동에 한 감지는 카메라

와 RFID를 통해 이루어졌다.

II. 미들웨어

2.1 동작 모델 

  미들웨어의 기본 인 동작 모델은 모든 Device

에게서 발생한 event를 Event Deliver에 의해서 

EventManager에게 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리

를 Ctrl을 통해서 Action을 취해주어 Device가 동

작하게 해주는 구조이다.  그림 1은 이러한 구조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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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작 모델

2.2 uPnP 구

  Universal Plug and Play의 약자로 연결하면 인식하

는 Plug and Play의 개념을 네트워크까지 확장한 개념

으로 로컬 네트워크에서 장치의 상태를 보거나 제어가 

가능하다. 장치 제어용으로 CP(Control Point) 사용하

고 있다.

UPnP protocol은 많은 표 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GENA, SSDP, SOAP, HTTPU, HTTP) 따라서 UPnP 

device를 만들기 해서는 이런 protocol들을 이해하고 

구 할 필요가 있다. CyberLink에서는 UPnP 개발을 

해서 자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uPnP를 이용하

여 의 모델을 구 했을 경우 몇 가지 단 이 존재한

다.

  첫째로 EventManager와 Device는 양방향 통신을 

해야 하지만 UPnP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CP(Control Point)에서 Device로의 제어만이 가능하고 

Device에서 CP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Device는 

CP에 Action과 Attribute Description을 제공하고, CP

는 제공된 Attribute Description을 바탕으로 Device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evice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EventManager

에 달하기 한 별도의 방안 필요하고 2가지 정도로 

해결방법이 있다.

2.2.1 체킹에 의한 방법

  Device는 발생한 이벤트를 기억할 임의의 Event 

Attribute를 가지고, CP는 일정 시간마다 각 Device의 

Event Attribute를 체크하여, 실행할 이벤트가 있을 경

우 한 조치를 취한 후, Event Attribute를 기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UPnP는 네트워크 통신에 의한 딜 이가 비

교  심하기 때문에 CP가 Event Attribute를 확인하기 

에 새로운 Event가 발생할 경우, 이  Event는 처리

되지 않고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 이 경우 Event 

Attribute를 여러 개 둔다고 해도 근본 인 해결은 되

지 않는다.

2.2.2 CP를 이용한 방법

  EventManager에 이벤트를 달하기 해 Device에

서 근 가능한 특별한 CP 제공하는 것이다. 즉 

Deliver는 EventManager에 이벤트 발생을 알리는 단

일 메소드 sendEvent()만을 제공하는 작은 CP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게 할 경우 체킹에 의한 방법과 같은 문제는 발

생하지 않지만, Device 하나당 하나의 CP가 만들어 지

기 때문에 제공하는 메소드가 하나라 하여도, Device

를 찾거나 리스트를 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기 때

문에 쓸데없이 많은 자원을 소요할 수 있다. , 하나

의 장치에 둘 이상의 Device가 존재할 경우가 있는데 

CP도 Device의 개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A Device

에 한 A CP와 B Device에 한 B CP가 있다고 할 

때, B CP에서 Device들을 찾을 때, 그 결과를 A CP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어 B CP는 온 한 Device 

list를 가지지 못하여, 통신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2.3 RMI 구

  RMI(Remote Method Invocation)는 자바가 제공하

는 분산 객체들 간의 메서드의 호출을 말한다. 

RMI를 사용할 때 Server는 rmiregistry를 띄워야만 하

고 Server의 주소를 Client가 알고 있어야 한다. , 원

격으로 사용할 객체가 수정되었을 경우, 해당 stub  

skeleton 일을 Client에 다시 용하여야 하는 번거

로움 있다. 

  UPnP에 비해서 보다 유연하게 기능들을 구 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일단 객체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고 보다 나은 통신 

속도를 보여 다.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주

소와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Device 

추가 시에 재 컴 일이 필요하다. 

의 두가지 방법(UPnP, RMI)으로 구 을 하여 동작

테스트를 거쳐보았다. UPnP는 범용 로토콜과 추후 

확장이 쉽다는 장 이 있었지만 테스트에서는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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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Inch Service Room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지 못해서 재는 RMI로 미

들웨어를 구 하 다.

III. 서비스 구

  1 Inch 서비스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된 공간에서 제

안한 미들웨어에 의해 동작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이

다. ① web cam은 방안에 사람이 없을시 방문하는 사

람들을 캡쳐해서 장해 놓는 역할을 하고 ②, ③ web 

cam은 A방이나 B방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악하여 

사용자의 치를 확인한다.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

면에는 1 Inch 서비스 화면이 나온다. 만약 A방에서 1 

Inch 서비스  하나인 화나 음악 감상을 하다가 B

방으로 이동하면 A방에서 보고 있던 화나 듣고 있

던 음악이 B방에서 이어서 서비스되어진다.

  여기서 사용된 사용자 인식 방법과 1 Inch 서비스에  

해서 설명한다.

4.1 Motion Detector

  Motion detection을 해 사용된 Web cam은 당 

25 frame의 상을 송할 수 있다. 단순한 감지를 

해선 1frame/sec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충분한 상

을 capture 하여 메모리에 장을 할 수 있다.

  이미지간의 변화를 감지하기 해 잠시 의 이미지

와 재 이미지의 각 픽셀을 비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상의 변화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을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서 Binary 

Conversion을 사용하 다.

4.1.1 Binary Conversion Algorithm

  상은 상정보를 지니고 있는 독립 인 작은 이미

지 픽셀(pixel)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이미지 픽

셀은 Index, Red, Green, Blue 이 게 4가지의 정보로 

구성된다. Index는 픽셀의 치를 담은 정보이며 Red, 

Green, Blue 이 게 기본 인 3원색의 정보를 규합하

여 자신만의 독특한 색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있는' 상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픽셀은 특별한 '값'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값'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

구성할 수 있다. 

  Binary Conversion의 경우 각각의 값에 한 정보를 

일 인 Integer 값으로 읽어 들인 후 그 값에 한 

히스토그램을 완성하고 각각의 값에 한 평균값을 산

출한다. 그 평균값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픽셀만 1

로 표시하고, 그 이하의 값은 모두 0으로 처리하면 완

벽히 이진 화된 상을 추출해 낼 수 있다. 

4.1.2 Image comparison

  이미지는 web cam의 해상도 320x240에 의해 

76800(320x240)픽셀이 존재하고 각 픽셀은 0과 1의 값

을 가지게 된다. 각각의 픽셀 값을 비교해서 1  이

미지와 재 이미지의 차이를 수치화할 수 있다. 

320x240의 해상도에서 사람의 으로 변화 없어 보이

는 이미지가 수치화된 값에선 100~9000 사이에 나타나

고 약간의 변화에도 15000 이상으로 값이 변하게 된

다. 이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방 B에서 방 A로 이동

        

4.2 1 Inch Service

  1 Inch 서비스는 체화면으로 화면에 보여주며 기

본 인 4가지 서비스인 화보기, 음악듣기, 날씨정보, 

방문자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와 간단한 동작을 하는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

( 화, 음악, 사진)는 1 Inch Service Room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내의 폴더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와 음악을 자바에서 재생하기 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직  미디어 일을 다루어

서 모든 처리를 사용자가 해주는 것과 JMF라고 하는 

자바 미디어 임워크를 사용해서 미디어 일을 다

루는 방법이 있다. 재 JMF 2.1.1e까지 나온 JMF는 

직  미디어 일을 다루는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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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문자 사진보기와 화보기 화면

 

이 러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음악의 경우는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게 되어있다.

  날씨 정보는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kweather에서 데

이터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는 텍스트 일이기 때문

에 간단한 싱을 통해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된다.

  방문자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사용자가 나가있던 사

이 방문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게 해 다. 

Ⅳ. 련 연구

           

4.1 미들웨어 련

  Project Aura는 카네기 학에서 연구한 유비쿼터스 

아키텍쳐이다. Aura는 시스템 OS에서부터 하드웨어까

지 모든 부분에 해 연구를 하고 Aura 아키텍쳐를 

만들어서 이것에 로 Portable Help Desk 어 리 이

션을 만들었다. PHD(Portable Help Desk)는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다루는데 즉, 사람에 한 련 정보, 

치, 방향, 스  시간 등 데이터를 다룬다. Aura의 

경우 많은 컨텍스트 정보들을 리하는 서버들이 효율

으로 서로 처리하고 교환하는가에 을 두었다.

  이와 다르게 PICO에서는 Camileun이라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들과 Delelgent라는 Autonomous 소 트웨어 

entity로 구성되어 필요 할 때마다 Community라는 것

을 구성하여 정보들을 처리하게 한다. Camileun이라는 

디바이스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Delegent에 의해 

처리되어 진다. PICO는 소 트웨어 Agent에 의해서 

자동으로 필요한 Community를 구성하여 정보 달을 

할 것인지에 을 두었다.

  우리는 각 디바이스에 의한 처리보다는 Aura와 같

이 많은 컨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서버에서 효율 으로 

리할 것인가에 해 향후 연구 할 것이다.

4.2 서비스 구  련

  MIT에서 Smart Room 로젝트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애완동물이 존재해서 사용자의 명령을 따르거나 

도움을 다. Smart Room은  vision-based tracking을 

통해서 실제로 없는 애완동물과 사용자를 연결해주고 

로젝션을 통해 화면에 보여주게 꾸며져 있다. 

  UICU의 GAIA 시스템의 example로 Active space라

는 것이 있다. Active space와 Smart Room은 우리와 

같이 공간 인 서비스라는 측면은 비슷하다. 즉, 서비

스 가능한 공간 내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서비스

를 해 다. 

  1Inch 서비스 역시 서비스 가능한 공간 내에서 사용

자의 입력에 따라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의 두 시스

템과 같다. 하지만 두 시스템은 서비스 공간 내의 사

용자 이동은 고려하 지만, 1Inch 서비스처럼 서비스 

공간을 이동하는 사용자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미들웨어와 서비스를 제

안하 다. 미들웨어는 자바의 RMI와 UPnP로 구 을 

하 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 동작하는 유비쿼터스 서

비스인 1 Inch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 받고 있던 화나 음

악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보 다. 향후

에는 지 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재

의 미들웨어를 개선하고 사용자에 보다 극 인 서비

스를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로 과 네트워크 내에 리소

스를 공유하여 화나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VOD나 MOD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David Garlan, Daniel P. Siewiorek,Asim 

Smailagic, and Peter Steenkiste Aura: Toward 

Distraction-Free Pervasive Computing

[2] Kumar, M. Shirazi, B.A. Das, S.K. Sung, B.Y.   

Levine, D. Singhal, M PICO: A Middleware 

Framework for Pervasive Copumting

[3] M. Roman, C.Hess, R. Cerqueira, A. 

Ranganathan, RH Campbell, K. Nahrstedt. Gaia: 

A Middleware Infrastructure for Active Spaces. 

IEEE Pervasive Computing Vol. 1, No. 4, p. 

74-83. October - December, 2002


	Main
	Table of contents
	반도체 소사이어티
	구두 논문
	1. MMIC 모듈을 이용한 V-band 무선 송수신 시스템의 구축
	2. Asymmetric 고 내압 MOSFET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고온 영역에서의 전기적 특성 분석
	3. V-band용 고이득 저잡음 증폭기와 모듈 제작에 관한 연구
	4. 인식거리 향상을 위한 UHF 대역 RFID 태그용 전압체배기 설계
	5. IEEE 802.11i 보안용 AES 기반 CCM 프로토콜의 효율적인 하드웨어로 구현
	6. DTV Receiver의 Front-End module Interface 설계에 관한 연구
	7. 높은 fmax를 갖는 InGaAs/InAlAs MHEMT의 Pad 설계
	8. Shallow S/D Junction에 적용 가능한 NiSi를 형성하기 위한 Ni-Pd 합금의 특성 연구
	9. Nano-scale CMOS에 적용하기 위한 Ni-Ta 합금을 이용한 Ni-Germanosilicide의 열안정성 개선
	10. Formation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Stability of Ni Silicide with Ni-V Alloy for Nano-scale MOSFETs
	11. The Effects of Corner Transistors in STI-isolated SOI MOSFETs
	12. 나노급 CMOSFET을 위한 SOI 기판에서의 Ni/Co 증착 두께에 따른 Nickel silicide 특성 분석
	13. DAML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의 SIR BPF의 설계 및 제작
	14. 불연속 경계면을 갖는 광 방향성 결합기의 최적 결합효율을 위한 새로운 통합기준
	15. A Study about Mass Measurement Sensor of Optical Fiber Bragg Gratings
	16. 광 파이버 브래그 격자를 이용한 파장가변형 필터의 온도 특성에 관한 연구
	17. H.264 동영상 압축을 위한 낮은 복잡도를 갖는 부 화소 단위에서의 움직임 추정
	18. 사이클 정확도의 재목적화 가능한 마이크로아키텍쳐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19. 이중 부스팅 회로를 이용한 저전압 SRAM
	20. 임베디드 SoC를 위한 Bus-splitting 기법 적용 ECC 보안 프로세서의 구현
	21. 시퀀셜 회로를 위한 리키지 최소화 입력 검색방법
	22. OFDM 변복조를 위한 파라메터화된 FFT/IFFT 코어 생성기
	23. 3D 그래픽 가속기를 위한 검증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24. 마이크로 스프링을 이용한 수직형 프로브 카드 제작
	25. BSIM3v3 RF Macro Model의 파라미터 추출
	26. RF MOSFET을 위한 개선된 BSIM3v3 Macro 모델
	27. Simulation Study on a Quasi Fermi Energy Movement in the Floating Body Region of FITET(Field-induced Inter-band Tunneling E
	28.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3차원적 구조에서의 저항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29. H.264/AVC를 위한 효율적인 pipelined Arithmetic Encoder
	30. Pre-Emphasis 기능을 갖는 10Gbps 드라이버의 설계
	31. 타원곡선 암호를 위한 시스톨릭 Radix-4 유한체 곱셈기의 설계
	32. Redundant Multi-Valued Logic을 이용한 4.5Gb/s CMOS 디멀티플렉서 구현
	33. ARM platform 기반의 스테레오 비전 SoC 설계
	34. 다중 프로세서를 갖는 SoC를 위한 CDMA 기술에 기반한 통신망 설계
	35. 모바일 3D 그래픽 프로세서의 지오메트리 연산을 위한 부동 소수점 연산기 구현
	36. 모바일 3차원 그래픽 프로세서의 조명처리 연산을 위한 초월함수 연산기 구현
	37. 재구성 Cell을 이용한 Photon mapping SIMD프로세서 설계
	38. GALS 시스템용 전류 모드 다치 논리 회로 기반 저전력 지연무관 데이터 전송 회로 설계
	39. 저전압 SRAM의 고속동작을 위한 전류감지 증폭기
	40. 새로운 구조의 ESD 보호소자를 내장한 고속-저전압 LVDS Driver 설계
	41. AMBA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디블록킹 필터 회로의 설계 및 검증
	42. CMOS Image Sensor를 위한 효과적인 플리커 검출기 설계
	43. PDP 데이터 드라이버를 위한 출력회로 설계
	44. 저온 Poly-Si TFT를 이용한 저소비전력 레벨 쉬프터
	45. Mobile 기기에 적합한 Vertex Shader의 설계 및 구현
	46. 유체소자가 집적화된 면역검사용 휴대용 CMOS 바이오칩의 분석
	47. DOT Pattern을 이용한 2.2인치 LGP의 설계및 제작

	포스터 논문
	1. 높은 LO-RF 격리 특성의 94 GHz MMIC Single-balanced Mixer
	2. A CMOS Analog Front End for a WPAN Zero-IF Receiver
	3. GDI Host-Dopant를 이용한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제작
	4. Low power 3rd order single loop 16bit 96kHz Sigma-delta ADC for mobile audio applications 
	5. 마이크로 스펙트로미터 적외선 센서용 저응력 Si3N4 Membrane 상에서의 Thermopile 제조 및 특성
	6. The Optimum Structure Design of 1005 RF Chip Inductors for GHz Band
	7. 파이프라인 구조를 적용한 병렬 CRC 회로 설계
	8. Wafer level vertical interconnection method for microcolumn array
	9. Design of A 10-Bit Data Driving Circuit for HDTV/XGA AMOLED Displays
	10. Verilog-HDL을 이용한 SDTV용 8bit 색상보정기의 설계
	11. 저 전압 트리거형 ESD 보호소자를 탑재한 LVDS Driver 설계
	12. Extraction of Substrate Resistance Parameters for RF MOSFETs Based on Three-Port Measurement
	13. Radix-16 Montgomery Modular 곱셈 알고리즘의 FPGA 구현과 전력 소모 비교에 관한 연구
	14. Nano MOSFET의 게이트길이 종속 최대진동주파수 추출
	15. Write Characteristics of Silicon Resistive Probe
	16. Novel Nonvolatile Unit Memory Cell and Proposal Peripheral Circuit Using the Polymer Material
	17. TG Inverter VCDL을 사용한 광대역 Dual-Loop DLL
	18. Nano-gap Trench Etching using Forward Biased PN Junction for High Performance MEMS Devices
	19. A Design of 3D Graphics Lighting Processor for Mobile Applications
	20. WCDMA(UMTS)용 다중출력 VC-TCXO
	21. 초광대역 시스템 Hopping Carrier 발생을 위한 0.18um 4.224GHz CMOS PLL 설계
	22. 2개의 곱항에서 공통인수를 이용한 논리 분해식 산출
	23. OCB TFT-LCD의 시야각 특성 개선을 위한 보상필름 최적화 설계
	24. 70 nm MHEMT와 DAML 기반의 하이브리드 링 커플러를 이용한 우수한 성능의 94 GHz 단일 평형 혼합기
	25. Low Frequency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180nm MOSFETs
	26. A Low Power UART Design by Using Clock-gating
	27. AMBA AHB와 AXI간 연동을 위한 Switch Wrapper의 설계
	28. EM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LNA 설계
	29. 고속 저전력 프리스케일러를 사용한 2.5GHz CMOS PLL 주파수합성기 설계
	30. The dependence of contractile force for the cardiomyocytes on a different engineered surface
	31. Design of a ARM9 Compatible 32bit RISC Microprocessor
	32. VPN을 위한 IPSec 암호프로세서의 FPGA 구현
	33. 무선랜을 위한 5.25GHz 이미지 제거 저 잡음 증폭기 및 믹서 설계
	34. Linearity Optimization of DG MOSFETs for RF Application
	35. 혼합신호 회로를 위한 Specification 기반의 전류 테스트와 최적의 테스트 포인트 선택
	36. Design of-60dB THD, 32ohm Load, 0.7Vrms Output Low Power CMOS class AB Stereo Audio Amplifier
	37. CMOS Single Supply OP Amp IC Layout Design
	38. 마이크로 적층형 압전밸브의 제작과 그 특성
	39. A Design of 3D Graphics Geometry Processor for Mobile Applications
	40. Fabrications of Low Conversion Loss and High LO-RF Isolation 94 GHz Resistive Mixer
	41. High performance couplers using micromachined transmission lines in millimeter-wave band 
	42. Studies on the Pull-up MEMS Switch for the Lower Actuation Voltage and High Speed using Double Electrode
	43. Overdrive Frame Memory Reduction Using a Fast Discrete Wavelet Transform
	44. BCD 기술을 이용한 고전류 및 Low Drop Out-voltage Regulator IC 설계에 관한 연구
	45. The Analysis of Input Power Matching for CMOS RF Low Noise Amplifier Design
	46. PXA270 프로세서를 사용한 저전력 멀티미디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
	47. 다중 상수 곱셈을 위한 하드 와이어드 분산 연산
	48. 미세 간극 수직 콤을 이용한 저 전압 고 격리도 단결정 RF MEMS 스위치


	통신 소사이어티
	구두 논문
	1. Nested Mobile Network에서 반복적 CoA 치환을 이용한 경로최적화방안 연구
	2.위치정보 기반 Ad hoc 네트워크에서의 방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Dual-Channel MAC 프로토콜
	3. 멀티프로토콜을 지원하는 VoIP 서비스에서 SMS 전송 방법
	4.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위한 분산 다중 안테나 기반 전송 프로토콜의 설계 및 분석
	5. 분산무선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Dual Virtual Cell 개념 및 운용방안
	6. 무선 환경에서 부하 균등화를 고려한 모바일 노드 관리 알고리즘
	7. 열잡음 보상을 위한 비선형 왜곡제거 모듈 설계
	8. Polling을 이용한 전력선통신(PLC) 프로토콜의 설계
	9. 저궤도 위성용 S-Band 수신기 설계 및 제작
	10. H.264 표준에서 가중된 다중 참조 블록을 이용한 효율적인 VLC표 예측 방법
	11. 개방형 서비스 생성 체험 환경 제공 방법
	12. IPTV를 위한 SLA 시스템 구조에 관한 연구
	13. LBS를 이용한 웹기반의 CID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14. A Dynamic Priority-based QoS Control Scheme for Wireless Mobile Networks
	15. 측정용 지그 시스템을 이용한 VCXO의 스펙트럼 분석 및 성능평가
	16. 다중경로 레일리 감쇄 채널에서의 채널 예측을 이용한 적응 변조 부호화 방법
	17. 다중 안테나를 적용한 UWB 시스템의 PN 부호 포착 성능 분석
	18. Study on the preamble based OFDM timing synchronization
	19. DVB-RCS 터보코드 기반의 반복 위상 추정 기법
	20. 다중 사용자 OFDMA 시스템에서 궤환 정보량을 줄이기 위한 부대역 할당 알고리즘
	21. 폐-루프 다중안테나시스템에서 제한된 피드백을 이용한 시공간블록부호기술의 적용
	22. 상호 결합 적응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한 WiBro system의 성능 분석
	23. 스마트 반지름 제어를 사용한 효율적인 구복호 알고리즘
	24. 페이딩 환경에서 비동기 블록 수신 CPFSK에 적용되는 TCM의 성능 분석
	25. IPv6 네트워크에서 핸드오버 성능개선 방안
	26.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개선된 위치기반 라우팅에 관한 연구
	27. 개선된 분산 Delay-Constrained Unicast Routing 알고리즘
	28. 소프트스위치 시스템의 호처리 성능 향상
	29. 13.56MHz RFID Type B 시스템에서 변조지수에 따른 인식거리의 변화
	30. 다수의 슬롯을 이용한 이중대역 원형편파 사각 패치 안테나 설계 및 구현
	31. 13.56MHz RFID 트랜스폰더의 공진 주파수에 따른 인식거리의 변화
	32. LTCC를 이용한 DMB용 SIR형 대역통과 필터의 특성 개선

	포스터 논문
	1. Development of Hearing Aid with FM Wireless Communication
	2.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서 Noncoherent UWB 시스템을 위한 고속 고신뢰의 동기획득 기법
	3. PZT 캔틸레버 구동기와 마이크로 시소구조를 적용한 저전압 SPDT MEMS RF 스위치 구현
	4. CAN-LIN 통합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5. Investigation of Power Saving Efficiency for the OFDM Based Multimedia Communication Terminal
	6. A Study 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Adaptive AQM Using the Variation of Queue Length
	7. 900MHz ZigBee System 응용 분포소자형 Band Pass Filter 설계
	8.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HFC망의 활용 가능성 연구
	9. 중대사고 조건에서 회로 모델링 모의시험을 통한 새로운 신호분기의 설계
	10. Carrier Frequency Offset Estimation Using ESPRIT fot the Interleaved OFDMA Uplink Systems
	11. Ubiquitous 교육환경과 U-Learning에 대한 시범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사, 학생의 인지도 분석에 관한 연구
	12. OFDM 시스템의 PAPR 저감을 위한 가변적인 윈도우 크기를 적용한 피크 윈도잉 기법
	13. 서비스 분배관리 시스템에서의 듀얼모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방법
	14. 몬테-카를로(Monte-Carlo) 방법을 적용한 시스템 양립성 분석
	15. 이중게이트 FET를 이용한 광대역 하이브리드 믹서 설계
	16. AWGN Optical Fiber에서 M-ary PPM UWB 시스템의 채널용량 분석
	17. 무선랜의 인터리버 메모리 구조 설계에 대한 연구
	18. Performance of Selective Rake Receivers for Weak Signals in Impulsive Fading Channels
	19. 반복구조 심볼을 이용한 Multi-Band UWB 시스템의 초기 심볼 동기화 성능분석
	20. 국소 최적 검정 통계량을 쓴 순차 검파 기법의 문턱값 분석
	21. pHEMT 전력 증폭기의 IMD3 비대칭성과 ACPR 특성 해석
	22.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을 가진 노드 인식기술
	23. Mobile IP와 WCDMA 망에서의 사용자 이동 pattern에 따른 location management
	24. 10Giga급 보안 프로세서를 이용한 VPN 가속보드 구현
	25.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thernet and TDM Convergence Systems
	26. MIMO-UWB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의 채널 모델
	27. 채널 특성 변화에 적응하며 QoS 보장이 가능한 무선 랜 프로토콜 연구
	28. 인터넷을 통한 원격 미디어 공유를 지원하는 DLNA 프락시 시스템
	29. FTTH 수동 광가입자망 기술 소개 및 진화 방안
	30. Design and Evaluation of Hybrid Wireless Mesh Networks
	31. 이중대역 무선랜용 능동발룬 내장 광대역 믹서 설계
	32. Cricket 방식을 사용하는 실내 위치 측정 시스템에서의 Power Saving 방안
	33. Nested Mobile Network상의 Route Optimization을 위한 MANET Protocol 적용 방안 연구
	34. Ubiquitous Home Computing and Networking
	35. 이중대역 중계기를 위한 주파수합성기의 설계에 관한 연구
	36.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WPA 성능 분석
	37. UWB 신호의 빠른 동기 획득을 위한 두 단계 Binary Exponential 탐색 알고리즘
	38. 멀티홉 애드혹 환경에서 간섭 영향을 줄이기 위한 mac개선 방안 연구
	39. Performance Analysis of MMoF-OFDM System by PAPR Reduction using PTS Technique 
	40. Comb-type pilot을 이용한 OFDM 시스템 반복 채널 추정 기법
	41. MIMO-OFDMA 시스템에서 실시간 트래픽 적용을 위한 자원 할당 기법
	42. MIMO 채널에서 시공간 블록 코드의 성능 분석
	43. IEEE 802.16e 시스템 하향 링크 트래픽 상황을 고려한 Power Saving 메커니즘 성능 분석
	44. ROTT를 이용한 TCP 세그먼트의 혼잡 손실과 무선 손실 구분


	컴퓨터 소사이어티
	구두 논문
	1. 다채널 DVR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디지털 비디오 저장 탐색 및 인터넷 전송 기술
	2. 삼차원 메쉬 모델의 텍스처 좌표 부호화를 위한 텍스처 영상 재배열 방법
	3. 다중 영상 및 텍스트 동기화를 고려한 Music Player MAF의 확장 포맷 연구
	4. SOPC기반 광-센서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5. 이종망 환경에서 오류 은닉에 기반한 효과적인 비디오 전송 기술
	6. Coiflet Wavelet과 LoG 연산자를 이용한 자연이미지에서의 텍스트 검출 알고리즘
	7. 미래 홈 멀티미디어 가전을 위한 디지털 컨버젼스 플랫폼 구현
	8. 에지 방향 지도와 영역 컬러 정보를 이용한 얼굴 추출 기법
	9. 다단계 분류기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추론을 통한 프로토타입 표적 광고 시스템의 개발
	10.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QoS 지원을 위한 불확정계산 기반의 스케줄링
	11. JPEG2000을 위한 개선된 비율-왜곡 최적화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구조에 관한 연구
	12. 정점 셰이더의 가상 기계 구현
	13. 점진적 융선 정합을 통한 지문 영상 정렬 방법
	14. 홍채 코드 기반 생체 고유키 추출에 관한 연구
	15. 부분방전 신호의 PRPDA누적 검출과 퍼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 진단에 관한 연구
	16.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무인 감시/추적 시스템의 구현
	17. 차량 원격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차량 지능 정보시스템의 설계
	18. IP 기반의 모바일 Ad-Hoc Network 구현
	19.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용한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현
	20. 기가비트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TOE 기반IPSec 시스템
	21. ISO/IEC18000-6 Type B규격에 적합한 리더 펌웨어 개발
	22. Sensor Network 환경에서 저전력 기반의 적응적 라우팅 알고리즘 연구
	23. 상용 CAD 툴을 이용한 RFID 에뮬레이터 시스템 구현
	24. 16채널 로드셀 계측시스템 개발
	25. 하이브리드 Ad-hoc 네트워크에서 다중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끊김없는 핸드오프 기법
	26. EPC Class 1 Generation 2 규격에 적합한 리더 펌웨어 개발
	27. Mobile IPv6기반 Ad-Hoc 네트워크에서의 Internet Gateway를 통한 IP주소 자동 할당 방법
	28. RFID 기술을 활용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개선 방안 연구
	29.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스템 및 서비스의 구축 사례
	30. 홈네트워킹 미들웨어 보안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정확하고 효율적인 간접 분기 예측기 설계
	32. 큐잉 모델을 이용한 분산된 리오더 버퍼 수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성능분석
	33. 이기종 시스템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MPI Work Packet Manager

	포스터 논문
	1. Web기반 Bio Image 검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2. JPEG 방식과 Relay Server를 이용한 로봇제어 UI Program 개발에 관한 연구
	3. 병렬 VOD 시스템에서 서비스 모델의 성능분석
	4. 테스트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최적발행
	5. EPC C1G2 상호인증 프로토콜 제안
	6. 유비쿼터스 홈을 위한 실내위치인지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7. Bio-Image 검색에 효율적인 특징적 Edge Block을 이용한 Edge Histogram Descriptor
	8. 교육용 블로그를 위한 RSS 문서 분류기
	9. 객체 분할과 운동 시차를 이용한 입체 영상 변환 알고리즘
	10. 백업 및 복원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11. 상황인지형 사용자 미디어 정보 추출을 위한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반 동기화 에이전트 프로토콜 개발
	12. 확장 가능한 범용 Associative Processor 구조 및 응용
	13. IEEE 802.15.4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저전력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14. MDCT 영상으로 측정한 복부지방량의 면적과 체적의 비교
	15. 사용자 관심분야에 따른 RSS 채널 추천 시스템
	16. 2D 칼라 얼굴 영상에서 반복적인 PCA 재구성을 이용한 자동적인 잡음 제거
	17.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의 life cycle 분석 및 예측
	18. 구역단위 위치인식을 위한 다중카메라에서의 이동객체 식별 방법
	19. RFID 시스템에서 다중 태그 인식을 위한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20. 영상 특성을 이용한 3D-DCT 기반의 적응적인 비디오 워터마킹
	21.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아키텍쳐에 관한 연구
	22. 무선 인터넷 데이터링크 레이어의 응답속도를 만족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23. 무선 생체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24. 스케치 연산자를 이용한 얼굴 인식
	25. IPv6를 이용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달 방식
	26. 온톨로지 추론을 위한 온톨로지 컨트롤 구현
	27. 자바카드기반 다중 사용자 파일접근에 대한 애플릿 설계 및 구현
	28. 공간자료구조를 활용한 단층인식 시스템
	29. Office 환경을 위한 x86 Processor를 이용한 Windows CE 기반의 Network Display System의 설계 및 구현
	30. 지연 제약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ILP 스케줄링 알고리즘
	31. 수퍼스칼라 디지탈 신호처리 프로세서에 대한 통계적 모의실험
	32. MPEG-4를 이용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동영상 코스웨어 개발
	33. 자료 이동 측면에서 자바가상기계와 x86 프로세서의 비교


	신호처리 소사이어티
	구두 논문
	1. H.264를 위한 적응적인 비트-왜곡 최적화 방법
	2. 저 전송률 비디오 부호화 환경에서 잔상 현상의 제거 기술에 관한 연구
	3.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고속 블록 추정 알고리즘
	4. 처리 프레임의 재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MCTF 구조
	5. 움직임 해석을 통한 고속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
	6. 웨이블릿 부호화 자기공명영상
	7. 컬러 SSD 알고리즘 기반 칼만 예측기를 이용한 다수의 얼굴 검출 및 추적 시스템
	8. 파장 변화에 따른 홍채 및 공막의 반사율 변화를 이용한 위조 홍채 검출 방법
	9. 상관 필터를 이용한 위조 지문 검출 방법
	10. 얼굴 요소의 특징과 명암차를 이용한 원거리 얼굴 검출
	11. 거리순위를 이용한 얼굴검출
	12. 스케일 스페이스 특징점을 이용한 영상 워터마킹
	13. CIE L*U*V*를 이용한 컬러 이미지 Saturation 향상 알고리즘
	14. 깊이정보를 포함한 다시점 비디오로부터 계층적 깊이영상 생성 및 부호화 기법
	15. 라이팅 시뮬레이션을 위한 분광특성기반의 랜더링 기법
	16. Hough Transform을 이용한 차선 검출의 고속화에 관한 연구
	17. 위상 보정된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영상확대
	18. 비교정 영상으로부터 왜곡을 제거한 3차원 재구성방법
	19. BAMA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방위 파노라믹 모자이크 생성
	20. 초음파 진단 기기에서의 시간 이득 보상과 다이나믹 범위 조절을 위한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
	21. Bayer 패턴의 de-mosaic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색상잡음 제거를 위한 검열기반 적응적 평탄화 기법
	22. Sub-field 재배열을 통해 Dynamic False Contour를 감소시키는 PDP 구동 방법
	23. 지향성 디지털 보청기의 성능 검사 장치 개발
	24. 디지털 보청기 적합 검증을 위한 전기음향 시험장치 개발
	25. 표준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발색 시뮬레이터
	26. ISI+AWGN 채널에 적합한 LDPC 부호를 이용한 수신 시스템 설계
	27. EZW를 이용한 POCS 기반의 후처리 기법
	28. 멀티채널 오디오 압축 코덱 음질의 객관적인 측정방법
	29. TMS320C6713 DSK를 이용한 가야금 사운드 합성
	30. 비행 탑재 레이다의 이동 클러터 신호 수집 및 스팩트럼 특성 분석
	31. 헬기탑재 펄스 도플러 레이다 신호처리기 개발
	32.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을 위한 가상음원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인공잔향기

	포스터 논문
	1. 부정맥 분류를 위한 ECG 신호의 파형검출 알고리즘
	2. 보청기 텔레코일의 전자계 잡음 소거를 위한 회로 설계
	3. 잔여정보 부호화를 이용한 다중분광영상 압축
	4. 동적인 환경에서의 심전도 특징 추출을 위한 잡음 제거 기술
	5. Motion Compensated Deinterlacing with Variable Block Sizes
	6. 이식형 인공중이용 압전 플로팅 매스 트랜스듀서 설계
	7. 열악한 환경에서 번호판 인식을 위한 다중 이미지 전처리 방법
	8. 위상 상관(Phase Correlation)기반의 부화소 영상 정합방법을 이용한 다중 프레임의 초해상도 영상 복원
	9.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를 위한 피부색 기반의 사람 추적
	10. Non-intrusive measurement of pulse arrival time and Estimation of Systolic Blood Pressure 
	11. The Unconstrained Sleep Monitoring System for Home Healthcare using Air Mattress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12. 다채널 단일톤 위상 측정칩 개발
	13. 블록 기반 움직임 추정을 위한 유연한 탐색 알고리즘
	14. Adaptive Noise Reduction of the Frequency Domain using the MDFT in the Biomedical Signal
	15. 향상된 영상 획득을 위한 실시간 시스템의 VHDL 모델링
	16. QoS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SVC 비트스트림 추출기에 대한 연구
	17. 색 재현 문제가 없는 동영상 CSTN-LCD 프로세서 구현
	18. 침대에 부착된 용량성 전극 배열을 이용한 수면 중의 심전도 측정
	19. 동영상용 CSTN LCD 이미지 프로세서 설계 및 구현
	20. PEAQ를 이용한 다중 오디오 소스 신호에 대한 BSS 알고리듬 평가법
	21. 표정 인식을 위한 얼굴의 표정 특징 추출
	22. 웨이블릿 계수의 히스토그램 수정을 이용한 무손실 데이터 은닉
	23. H.264 인트라 프레임에서의 방해함수를 이용한 적응적인 인터폴레이션 기법
	24. 다시점 카메라 및 depth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비디오 생성 기술 연구
	25. 가상 공간에서의 객체 조작을 위한 비전 기반의 손동작 인식 시스템
	26. Shadow and Highlight Invariant Color Models
	27. JPEG 파일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DPCM 기반의 영상 사전 분석기와 양자화 방법
	28. PC 기반의 실시간 다채널 DVR 시스템을 위한 MPEG-4 인코더 구현
	29. A DSP Platform for the HD Multimedia Streaming


	전자기술 소사이어티
	포스터 논문
	1. PDA를 이용한 교통사고 검색
	2. 마크로셀과 마이크로셀에서 수신하는 전력의 비에 따른 시스템 분석
	3. 고속 샘플링 8bit 100MHz DAC 설계
	4.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에서 RFID 시스템에 관한 연구
	5. MIM(Metal-Insulator-Metal) Cathode를 이용한 Lithography 연구
	6. 고정 압축률에서의 JPEG2000 코덱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형식 모델링
	7. 지상용 무인 차량의 경로 계획을 위한 적응적인 공간좌표 검출 기법
	8. Synthesis of Semiconducting KTaO3 Thin films
	9. 적응적인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의 팬/틸트 제어를 통한 표적 감시-추적 시스템
	10. 원형도파관을 이용한 Ku-band BPF 설계
	11. 통신소자 응용을 위한 MIM 구조 유기박막의 전자특성
	12. 아크의 방전에 따른 전기안전에 미치는 영향
	13. 객체지향형 실시간 EMS 데이터베이스 개념디자인
	14. 천연색 LED 정보표시 시스템의 휘도보정 제어장치
	15. H2/H∞ 혼합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비행체의 자동조정장치 설계
	16. PLC에서의 구동회로설계에 관한 연구
	17. 태극권 수련이 인체 12경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arch This CD-ROM
	CD-ROM Help
	Ex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