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 *, *, *, *
*

e-mail : khcho@dblab.chungbuk.ac.kr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Using Associative 
Classification

Kyung Hwan Cho*, Heon Gyu Lee*, Bum Ju Lee*, Kwang Su Jung*, Keun Ho Ryu* 
*Dept. of Computer Science,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  3
 CATH database .  CATH database
,  3 ,

 CATH database .

1. 1

. , 3
.

 3

.  3

.  3
 CATH 

database  PDB(Protein Data Bank)
 4 .

 2
 C (Class)-Level , (Barrels or 

Sandwiches)  2 , Units
A (Architecture)-Level, 2

( )  T (Topology)-Level, 

 H (Homologous Super family)-Level
.[1, 2]  

 CATH database ,
                                                          

 2006 
.

 3
, CATH database
, .

, CATH database  PDB  Protein ID, 
 CATH 

. ,

. ,
 Protein ID ,

,

.
.

 (  1) .



32

2.

2.1 CATH database 
 3  PDB 

(Protein Data Bank)

 CATH .
CATH 

 Level  Class, Architecture, 
Topology, Homology

 (  2.) , CATH database

<  1> .

(  2) CATH database

2.2

.[4, 5, 6, 7]. 
, ,

 DNA 

, ,
(association rule)

.
,  A, B  A

, A B, B A
 A B

.

2.3

.[7, 8] 
( ,

) . ,

,
. , Naïve Bayes 

.

.
(simplicity)

.

3. CATH 

 CATH 

.

3.1 PID, 

 (  3)
 CATH database  CATH 

database Flat File .
 CATH ID, Class, Topology

.

,
.

(  3) CATH data Flat File

3.2

3.1 ,
 AprioriAll 

,
(Maximal Sequence Pattern)

.  H-Level



33

, C-Level, A-Level, T-Level
H-Level . (
4)  H-Level

, (  5)
.

Input: H-Level , DH

Output:  MSP. 
MSP1 = {1-frequent sequence patterns}; 
for (k=2 ; MSP k-1 !=  ; k++) { 
     Ck = Candidates generated from MSP k-1;
     forall (protein sequences s DH) { 
          Increment the count of all candidates in Ck

that are contained in s. 
     } 
     MSPk = candidates in Ck >= minimum support. 

A set of MSP = Max-sequences in k MSP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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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rotein D, minSup, minConf. 
Output: <CARk>{

L1={large 1-RuleItems in D} 
}

For (k=2; Lk-1 ; k++){ 
    // PHASE I: Generate RuleItems. 
       Ck = candidateGen(Lk-1);
       For each data case d D{
           Cd = subset (Ck, d); 
           For each candidate c Cd{
               c.ItemSupCnt++; 
               if d.class = c.class then 
                 c.RuleSupCnt++; 
               } 
           } 
        } 

Lk = {c Ck | c.RuleSupCnt minSup}; 
   // PHASE II: Generate class association 
      CARk = genRule(Lk); 
Answer = kCARk = From_calUpdatei(); 

(  7) 



34

1: 
large RuleItem .  k-RuleItem
k  ItemSet  RuleItem  Lk

k-RuleItem . Lk

<(ItemSet, ItemSupCnt), (ClassLabel, RuleSupCnt)> .
,

.
(1) (k-1)  Lk-1  candidateGen()

 Ck .
(2)  Ck

 k-RuleItem .
(3) ,

minimumSupport  RuleItem
.

2:  k-Ruleitemem  Lk

genRules()  k  ItemSet
 CARk .  Lk

, , minimumConfidence
. , ItemSet
 RuleItem

,  RuleItem .
 ItemSet  RuleItem

,
1. {MSP1, MSP4} = Class: 1.10.8.10,   
2. {MSP1, MSP4} = Class: 1.10.8.30 

minimumConfidence = 0.3 , ItemSet  3
.  RuleItem  2 ,

 RuleItem  1 .
,  RuleItem  67% ,

 RuleItem  33% .
 RuleItem  {MSP1, MSP4} = Class: 

1.10.8.10 .

5.

 10-fold 
cross-validation(CV-10) , CATH database

(RMSE)  F-Measure , <
2> .

<  2> CATH database

Level Precision Recall F-Measure RMSE 
C-Level 0.889 0.941 0.914 0.2788 
A-Level 0.921 0.939 0.93 0.2532 
T-Level 0.88 0.889 0.884 0.334 
H-Level 0.814 0.576 0.675 0.4825 

< 2>  precision  recall
 F-Measure

 (3) .

2 precision recallF
precision recall

        (3) 

F-Measure
 precision  recall .

6.

 CATH database
 flat file

, ,
,

, F-Measure  C-
Level, A-Level, T-Level, H-Level  0.914, 0.93, 
0.884, 0.675  H-Level
Level ,

(RMSE) Level  H-Level
 Level

.

[1] CA Orengo, AD Michie, S Jones, DT Jones, MB 
Swindells and JM Thornton, “CATH – a hierarchic 
classification of protein domain structures” 

[2] Frances Pearl, Annabel Todd, “The CATH Domain 
Structure Database and related resources Gene3D and 
DHS provide comprehensive domain family information 
for genome analysis” 

[3] N. Rattanakronkul, T. Wattarujeekrit, and K. Waiyamai, 
“Predicting Protein Structural Class from Closed Protein 
Sequences” 

[4] J. Han  and M. Kamber,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5] Rakesh Agrawal, Ramakrishnan Srikant, “Mining 
Sequential Patterns” 

[6] Qiankun Zhao, Sourav S. Bhowmick, “Sequential Pattern 
Mining: A Survey” 

[7] R. Srikant, R. Agrawal, “Mining Sequential Patterns: 
Generalizations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8] Bing Liu, Wynme Hsu, Yiming Ma, “Integrating 
Classification and Association Rule Mining” 

[9] R. Agrawal, T. Inielinski, A. Swami, “Mining association 
rules in large databases” 


	Main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데이터베이스
	모티프 자원에 대한 통합 접근 검색 메소드 구현
	센서 네트워크에서 집계 연산을 위한 점진적 뷰 관리 기법
	템플릿 기반 PHP 웹 스크립트 생성기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Context RBAC/MAC Model
	스냅샷을 사용하는 다중 레벨 공간DBMS를 가지는 효율적인 센서 미들웨어 구조 설계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한 점진적인 회귀분석 모델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GML데이터의 효율적인 적재를 위한 데이터 통합 기법
	연관적 분류기법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예측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개념 계층을 지원하는 공간 데이터 큐브
	심장 질환 진단을 위한 베이지안 분류 기법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다중 연속질의 분할
	메모리 상주 DBMS환경에서 DB접근 통제를 이용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연구
	분산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객체 방향정보를 이용한 연속궤적최근접질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실체화 뷰 선택 기법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웹 분석 시스템의 개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실내 환경에서의 위치 색인 시스템의 설계
	이동 객체의 궤적 관리를 이용한 물류 관리 시스템
	유비쿼터스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 처리 기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워크플로우에 관한 연구
	웹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저장소 브라우저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큐브 구축을 위한 GML 기반의 스키마
	효율적인 시멘틱 질의 처리를 위한 인덱싱 기법
	다중 레벨 공간 DBMS에서 스냅샷 데이터 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 설계 및 구현
	인라인 정규트리문법
	대용량 개인화 실시간 상품 추천 시스템 설계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통합 인덱스

	멀티미디어
	VoD 시스템의 장애확률 모델
	IEEE1394와 이더넷 사이의 실시간 A/V스트리밍을 위한 홈 게이트웨이 설계
	인간 시각과 MPEG-7 시각 기술자를 이용한 관심영역 기반의 의료 영상 검색
	MPEG-2 TS 기반에 고화질 이미지 송·수신 모듈 구현
	능동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적응적 지능형 제어 모델
	ATSC-ACAP 환경에서 통합편성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Patriot Tracking Device를 이용한 가상현실 엔진 구현
	효율적인 프로그램 표절 탐지에 관한 연구
	H.264의 고속 정수 단위 화소 움직임 예측을 위한 개선된 Uneven Multi-Hexagon-grid 검색 알고리즘
	DiTV를 위한 SCORM 메타데이터 변환 시스템의 설계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 다중채널을 위한 오류 제어
	시맨틱 웹과 MPEG-7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
	제한적인 휴대 전화 입력 환경에서 다중 해상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그래픽 입력 방법
	P2P 캐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브로드캐스트 스트리밍 기법
	Patriot Tracking Device를 이용한 가상현실 엔진구현

	소프트웨어공학
	도메인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UML 모델의 OWL변환 연구
	MVC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빌더 설계
	PC 기반 JAVA 프로그램에서 WIPI 프로그램으로의 리엔지니어링
	PS-Block 구조 기반의 반복횟수 분석 구조 설계
	TMO기반 프로그램을 위한 소스코드 분석 및 분해
	재사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Statemate 모듈화
	일관성을 보장하는 UML 특성모델 편집기
	CMMI 기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ML2-PMS) 구축
	MDA 기반 모바일 컨버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위한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
	산업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모델의 개발
	.Net Framework 환경에서 한국형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설계 및 구현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위한 xUML 확장에 관한 연구
	IT 조직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소프트웨어 신뢰성 품질 평가에 대한 표준화 연구
	위험기반 테스트에서 제 3자 시험기관의 위험요소 분석 연구
	임베디드 S/W의 체계적 재사용을 위한 재사용 체계
	필드 위치결정을 위한 리팩토링 요인
	AOP 코드 이해를 지원하는 애스펙트 클래스 참조 테이블(ACRT)
	S/W 로지스틱 테스트 노력함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X-Internet 기반 웹 UI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온톨로지를 이용한 S/W Product line 도메인의 명시적 feature 분석 모델
	PSP/TSP-6 시그마 도구 적용 방법론에 관한 연구
	PSP 지원을 위한 개인 메트릭 자동 수집 및 분석 도구 개발
	내장형 소프트웨어 품질평가를 위한 툴킷의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정형적 접근
	Executable UML확장을 통한 U-Home 제어 시스템 모델링 연구

	인공지능
	상태 인식에 따른 자율 주행 에이전트 시스템
	얼굴패턴 검출 문제에서 WFMM 신경망 기반의 피부색 검출 기법
	사용자 행동패턴을 기반으로 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조
	제품 영상을 이용한 제품 설계 정보 검색 시스템
	전자상거래에서 멀티 이슈 기반의 에이전트 협상 방법
	FMM신경망을 이용한 OSD 메뉴 검증기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가 치유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
	다중 계층 퍼셉트론의 교대학습 알고리즘
	계획 시스템에서 이정표상태 생성에 관한 연구
	ASN.1 기반의 온톨로지를 이용한 시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랭킹 방법
	문맥광고에서 관련 사이트 추천을 위한 연관 키워드 마이닝기법
	퍼지 논리와 패턴을 이용한 유고감지 알고리즘
	지리정보의 의미적인 검색을 위한 온톨로지 구축 방법
	퍼지규칙을이용한 가상대학연구
	퍼지 규칙을 이용한 교통사고 연구
	생물학적 데이터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에서의 효과적인 스코어링 척도 비교

	전자상거래
	사례 기반 추론에 의한 경매 가격 생성 시스템
	에이전트 기반 인터넷 경매 예측 알고리즘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위한 e-CRM 기반의 고객 관리 시스템 구현

	정보처리응용
	신호 패턴 분류를 위한 ADSTM 기법
	가상기계 코드 실행을 위한 역컴파일러
	TinyOS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용 실시간 조도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개발
	GIS와 URL정보 연동 모듈 설계 및 구현
	PEFP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TV-Anytime 메타데이터 연속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시청 선호도 프로파일 생성 기법
	형식개념분석 기법을 이용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P2P 환경에서 구간 정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
	다중 센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가시화 시스템의 구현
	망진을 위한 안면 컬러 영상의 최적화
	안면 형태 분석을 이용한 사상 체질 분류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 및 전문가 분류시스템 구현
	온톨로지내 효율적 정보 탐색을 위한 CQET 시스템 구현
	SVM을 이용한 효율적인 위암관련 SNP 정보분석
	모바일 주소록 웹서비스를 위한 메시지 처리부
	모바일 주소록 웹서비스 개발
	C++ 컴파일러에서 심벌 테이블의 검증과 분석을 위한 역번역기의 설계 및 구현
	GPS 데이터를 이용한 링크통행속도 예측에 관한 연구
	소송서류 전자파일링시스템 개발 사례 연구
	철강산업 코일센터전용 통합 ERP시스템 구현 연구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장애관리 시스템의 구현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이용한 일반적 문서 요약
	NMF와 코사인유사도를 이용한 질의 기반 문서요약
	Ajax 기반의 SCORM 2004 시퀀싱 엔진 및 데이터 모델의 설계 및 구현
	U-캠퍼스 환경에서의 동적 접근 제어 메커니즘
	Cash Flow 중점관리 시스템 모델
	재버를 위한 도메인 간 인증 메카니즘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설계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한 교통정보 및 주변정보 제공 시스템
	TTS를 이용한 음성지원 일정관리 시스템의 구현
	임베디드시스템 활용 교육을 위한 가상교육 시스템
	닷넷 기반의 학생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LabVIEW를 이용한 회로이론 원격 실험실
	Rolling Forecasting 기반의 경영계획시스템 설계와 구현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한 웜 탐지방법에 관한 연구
	RFID를 이용한 자재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국가 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 구축 및 적용
	감정 인식을 위한 음성신호 비교 분석
	시공간 전력부하분석모델 설계 및 구현
	모바일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PC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부가서비스 시스템 개발
	웹 기반 미들웨어시스템에서 RFID의 적용
	가중치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측정 방법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Eigenface를 이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설계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P2P를 이용한 대용량 파일 공유 방법에 관한 연구
	확률기반 지능형 서비스 모델링
	화력발전소용 통합 전자 결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자원 방향성 개선을 위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스마트카드 시스템
	전자태그(RFID)를 적용한 병원 약물전달 시스템 설계(HMDS)
	디지털 TV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유수율 제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스마트 클라이언트 응용을 이용한 문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u-우편물류를 위한 RFID 운송용기관리 시스템 모형
	작업장 감지 SMS 시스템의 개발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퍼지기반 성능분리

	한국어정보처리
	웹 검색을 이용한 한글대역어와 영어약어의 중의성 해소
	형태소분석에 의한 어절사전의 구축
	하이퍼 수화문장을 사용한 수화 생성 시스템
	연상 지식을 이용한 문서 분류 엔진의 구현
	HS-eLearner: 영어 학습과 영한번역 시스템 평가를 위한 도구

	영상및음성처리
	웨이블렛 기반 변화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VoIP 음성품질 개선을 위한 전송패킷의 크기와 코덱분석
	탁본영상의 공간분석
	가중 위치값을 응용한 섬모 진동 주파수 측정에 관한 연구
	CDF 부합에 의한 영상 개선
	칼라정보에 기반한 텍스트 영역 추출에서의 지워진 획 복구
	KLT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적에서 안정된 특징점 선택
	동영상내의 물체 추적에 관한 연구
	모의 TRISO 핵연료입자 코팅층 두께 비파괴 측정을 위한 X-선 영상처리기술 개발
	불균등 조명에서 비접촉 계측을 위한 반자동 카메라 교정 방법
	이동객체 인식을 활용한 웹기반 차량이동 감지 시스템
	능동형상모델과 피부색 검출을 통한 손바닥 경계 형상의 추적
	디지털 이미지 보호를 위한 DCT 기반의 워터마킹 구현
	문서 영상의 그림 영역에서 효과적인 단어 영상 추출에 관한 연구
	JPEG2000에서 관심영역 코딩에 대한 연구
	비디오 편집을 위한 손동작 추적 및 인식
	손동작 인식 시스템을 위한 동적 학습 알고리즘
	내용기반 검색 기법을 이용한 유방암 검색 설계
	변형계층적 모션벡터 추정알고리즘

	HCI
	Radial Basis Function을 이용한 특징점 기반 3차원 얼굴 모델의 변형
	방향키를 이용한 한글입력 시스템
	DMB 방송 시청취를 위한 User Interface 연구
	휴대전화 메뉴 인터페이스의 사용시간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양방향 방송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요소에 관한 연구
	웹 문서의 가독성을 고려한 색 대비 평가 알고리즘 비교

	분산및병렬처리
	피보나치 후위순회 원형군
	동적인 성능과 유사도 기반의 계층형 P2P 시스템
	CallBack 지연시간 감소를 통한 DMA 통신 기반의 클러스터 응용 시스템
	혼합 다중 큐를 사용한 그리드 컴퓨팅의 작업 스케줄링 기법

	컴퓨터교육
	초등과정의 학습용 컨텐츠 구현과 학업성취도
	수학 문제를 활용한 알고리즘 교수학습
	동영상 객체추출 기술 기반의 H2M e-learning 시스템 제안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학습자 정보 모델
	차세대 교육정보공유모델 설계
	조립 설계를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협동학습
	학습자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웹기반 교육시스템
	웹 기반 논술첨삭지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컴퓨터게임중독 예방 사이트의 현황 분석
	유무선 웹 기반 수행평가 관리 시스템
	SMIL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WPL시스템 설계 및 구현
	XML 기반 특기·적성 지원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웹 기반 자기주도적 학습 콘텐츠 개발
	개념적 거리와 밀도를 이용한 웹 문서 검색
	현행 초·중등 컴퓨터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공동모듈 설계 및 구현
	지식정보사회에서 컴퓨터 교육의 역할
	한글 받아쓰기 문제 자동 출제 시스템

	컴퓨터이론
	모든 l x n, n × m, m x k 불리언 행렬의 곱셈 시간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USN 환경에서의 위험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자산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기반 Randomized Path-Hash 노드 인증 프로토콜
	클러스트링 라우팅 환경의 MANET에서 자율적인 공개키 인증 모델에 관한 연구
	무선랜 보안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보안 강화 방안 연구
	HMIPv6 기반의 모바일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송신자에 대한 멀티캐스트 분배 트리 접근제어에 관한 연구
	RFID시스템에서 OTP를 활용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을 통해 강화된 Cerberus에 대한 연구
	ECDSA 검증이 가능한 효율적인 WAP PKI용 POP 프로토콜
	정형적 방법론을 이용한 해쉬 기반 RFID 인증메커니즘의 취약성 분석
	RBAC을 위한 역할 정보 저장소의 설계
	MKR: 센싱 정보에 기반한 비트 스트림 암호화 방식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퍼지볼트를 이용한 지문정보 보호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적합한 암호알고리즘 제안
	전방위 안전성이 향상된 RFID 인증 프로토콜 제안
	무선 랜 환경에서의 비정상 트래픽 차단기법에 관한 연구
	Secure-FMIPv6: ID기반 암호시스템에 기반한 안전한 Fast 핸드오버 연구
	MANET에서의 안전한 통신 보장을 위한 노드 관리 기법
	DCCP를 이용한 SNMP Congestion Control Model 연구
	SSFNet 기반의 침입평가데이터 생성기 설계 및 구현
	개선된 히스토그램 변형에 기반한 리버서블 워터마킹 기법
	차분영상을 이용한 리버서블 워터마킹
	Scalable Video Coding에서의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한 키 관리 기법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한 향상된 인증 프로토콜 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안전한 웹 서비스를 위한 위임모델
	연구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보안 요소 연구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및 대응 방안
	Hotlisting과 Tracking 방지를 위한 RFID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ElGamal 방식의 ECC를 이용한 안전한 인스턴트 메시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웹기반 사용자 정보 키로그해킹 방지를 위한 입력 시스템
	USNs에서 노드 위치정보 보호기법
	접근제어 방식이 유닉스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안전한 마이크로모빌리티 환경에서의 멀티캐스트
	신규IT서비스의 정보보호사전평가모델:RFID 서비스 적용 중심
	PKI 기반의 안전한 인증서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Self-healing 방법을 사용한 그룹키 관리
	모바일 사용자 인증을 위한 티켓기반 AAA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등차수열을 이용한 효율적인 RFID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IGMPv3 인증을 위한 키 분배기법
	모델 체킹을 이용한 RFID 인증 프로토콜 안전성 분석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RFID 미들웨어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 효율적인 키 관리 프로토콜
	난수를 이용한 RFID 태그-리더의 상호 인증 기법
	MIS 환경하의 취약점 보완 및 해킹방지 시스템 설계 방안 연구
	RFID Tag를 위한 개선된 인증 프로토콜 설계
	Ad-Hoc 네트워크의 노드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그룹 키 관리기법

	정보통신
	데이터 방향성에 기반한 향상된 PEGASIS 라우팅 프로토콜 기법 연구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설계
	Ad Hoc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
	Address Configuration Module for mSCTP Handover
	멀티 싱크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플러딩 기법
	이종 무선망 환경에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수직적 핸드오프 알고리즘
	Mobile IPv6에서의 향상된 티켓 기반 바인딩 갱신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OFDMA-TDD 환경에서 채널상태 예측 기반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하향링크 스케줄링 기법
	유비쿼터스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위한 서비스 조합 기법
	공개키기반 u-Healthcare 전송 시스템의 구현 및 테스트
	이동 노드의 움직임에 기반한 새로운 페이징 기법에 관한 연구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에서 DUAL BAND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적 실시간데이터수집 기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홈 네트워킹 적용을 위한 ZigBee 응용 연구
	Diameter Mobile IPv4 응용에 기반한 Mobile VPN 서비스 제공
	MPEG-21 이벤트리포트 요구 생성도구 구현
	Mobile IPv6에서 Movement Detection의 지연 분석
	RTSP 기반의 3D영상 스트리밍 시스템 개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우선순위 버퍼 혼잡제어 알고리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객체의 위치인식을 위한 게이트웨이 노드의 설계 및 구현
	IPv6 네트워크와 IPv4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NAT-PT에서의 IPsec 지원 기법
	향상된 통계기반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탐지 시스템
	A Resource-Optimal Key Pre-distribution Scheme for Secure Wireless Sensor Networks 
	An Algorithm to Detect Bogus Nodes for a Cooperative Intrusion Detection Architecture in MANETs
	RFID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Context-aware ALE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Home Network에서 ZigBee Binding 기술을 이용한 댁내·외 망의 연계방법에 대한 연구
	부분 Publication 및 Notification에 기반한 SIP 프리젠스 서비스 구현
	모바일 P2P 환경에서 객체 크기 기반의 협력적인 캐시 교체 정책
	Mobile Ad-hoc 네트워크에서 Threshold 적용과 신호세기 기반의 효율적인 파워소모 라우팅 프로토콜
	유무선 컨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설계
	Enhancement of SCTP Throughput using Chunk Checksum
	유무선 혼합 망에서 Snoop과 수신신호(received signal strengths)의 상호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3G 네트워크와 WLAN 통합망에서의 효율적인 고속 계층적 핸드오프를 위한 방안
	Adaptive Frequency Hopping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피코넷의 패킷 간섭과 통합 처리량 분석
	유량계 자동검침 중계기를 이용한 상수도관리시스템
	데이타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스크 캐쉬 교체 연구
	저궤도 위성용 탑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MCM-ERC32의 VASI UART 기능 소개
	반도체 공정장비 간 통신 프로토콜 상호 변환에 대한 연구
	Wireless Ad-Hoc Network에서 TCP 성능 향상을 위한 TCP-SF 방안
	FMIPv6 적용을 위한 보안 아키텍처 연구
	효율적인 P2P 시스템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UPnP기반 유비쿼터스 가상저장공간 설계
	소켓 인터페이스의 바이너리 호환성을 제공하는 TCP/IP Offload Engine용 Linux 커널 모듈
	대규모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최적 경로 복구 방법
	모바일 원격진료시스템을 위한 협력 시스템 설계
	광대역 통합망에서 사용자 단말과 망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 품질 협상 메커니즘
	컨텍스트 기반 채널 환경에서 신뢰성 보장을 위한 반영적 지연시간 산출 방법
	IEEE 802.11 무선 멀티홉 환경에서 채널캡쳐문제 해결을 위한 TCP 성능분석
	DiffServ를 활용한 정책기반 QoS 관리에서의 효율적인 QoS 적용 기법
	FFNN을 사용한 P2P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학생 상담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MANET에서 분산 클러스터 기법을 활용한 DNS 시스템
	VoIP망에서 리눅스기반 IP 녹취 시스템 설계
	IP 컨택센터에서 통화 처리 모의 실험을 위한 VoIP 트래픽 생성기
	VoIP망에서 Agent 기반 IP 녹취 시스템
	IPv6 기반 RFID 물류추적 시스템 설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현황과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무선 로컬 네트워크에서 최적 AP의 자동 접속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화면 예측 부호화를 위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서노드들 사이의 거리측정 시스템
	고객품질보증을 위한 SLA 관리시스템
	SNMP를 이용하는 무선 센서 관리 아키텍처
	IEEE1394 DLNA 기기 간 AV 콘텐츠 전송을 위한 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현
	IEEE 802.11 무선 랜 환경에서 Idle time 기반의 링크 적응기술에 관한 연구
	IEEE 802.15.4와 ZigBee Protocol : ZIGBEE Network Layer이 사용하는 AODV
	다수의 컨텐츠서버를 이용한 포워드캐스트(ForwardCast)스트리밍 방법
	모바일 센서 노드 지원을 위한 자기구성 라우팅 프로토콜
	EPC 농산물 코드 변환 방안

	컴퓨터그래픽스&CAD
	하이라이트 기반의 제한된 영역확장방법을 이용한 Color line 생성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해체 공정 시나리오 예비 평가
	Attribute Based ModelingTM surface 디자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컴퓨터시스템
	임베디드 자바 가상머신을 위한 가비지 컬렉터 개발
	RTOS-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모델기반 개발방법
	모바일 환경 기반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시스템을 위한 선인출 기법의 설계 및 구현
	쓰기 패턴 기반 플래시 메모리 지움 정책 설계
	플래시 변환 계층에서의 효과적인 가비지 콜렉션 기법
	Extended TED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데이터 오류 감지 성능 개선
	NEC 시스템의 I/O 성능 향상을 위한 파일 시스템 최적화 구성
	RFID/USN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XML 기반 정보 관리 시스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freed memory 기능 검증 모듈 설계
	리눅스 운영체제 안정화를 위한 커널 하드닝 기능 설계
	Sort-Last 병렬 렌더링을 위한 효과적인 메모리 프로세서 구조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소드 호출 빈도의 분석
	TinyOS를 위한 향상된 전력관리 기법

	컴퓨터응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HRV 구현
	무선랜기반의 실내 위치모니터링 시스템
	전자캠퍼스를 위한 옥내외 측위 모듈
	동적 UI 서비스를 위한 RUI(Remote UI)의 확장
	결함 감내 지원을 위한 적응형 자율 미들웨어 서비스
	회의 문서의 관계성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엔터티 표현 기법
	PID 제어기를 이용한 실시간 피드백 스케줄러의 구현
	C++ 컴파일러에서 중간코드의 검증과 분석을 위한 역컴파일러의 설계 및 구현

	컴퓨터시스템응용
	에이전트를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효율적인 수치지도 시스템을 위한 DXF 파일로부터의 웹기반 공간개체 추출
	유·무선 통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CAN Protocol을 이용한 CAN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RFID/USN을 이용한 전력설비관리 테스트베드에 관한 연구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 디지털 예산 회계 도입과 연계하여
	비공유 저장장치를 가지는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에서 다중 디스크립션 코딩을 이용한 스트리밍 방법
	삼각 측량법을 이용한 전자캠퍼스를 위한 옥내 측위 모듈 개발
	RFID 검색 시스템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S/W 자동 업데이트
	그리드 환경에서 Replica 최적화를 위한 Data Location Service 연구
	Grid 컴퓨팅 환경에서 JClarens를 이용한 Discovery Service 연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RTE 환경하의 EA 구현을 위한 Framework 활용방안
	하이브리드 메시지 로봇 아키텍처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Search This CD-ROM
	CD-ROM Help
	Ex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