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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I
12:30-13:20

좌장: 정 송 교수/KAIST

IoT as the enabler for the Internet of Everything

Mr. John Baekelmans/
CTO of IoT and Smart+Connected Communities, CISCO

Track A. IoT

A1: IoT Technology

09:20-10:00 A1-1
09:20-11:20 10:00-10:40 A1-2
10:40-11:20 A1-3

IoT Platforms
IoT Connectivity
사물인터넷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슈

13:30-14:10 A2-1
13:30-15:30 14:10-14:50 A2-2
14:50-15:30 A2-3

IoT/M2M 표준
GS1 표준
Web of Thing 표준

A2: IoT Standards

A3: IoT Industry Vision

15:50-16:30 A3-1

15:50-17:50

16:30-17:50 A3-2

AllJoyn: An Open Framework for Internet of Everything
[패널토론] IoT 생태계 구축을 하려면?
패널: 김우용 팀장/SKT, 방효찬 부장/ETRI, 신동형 책임/LG경제연구원,
유성완 팀장/미래창조과학부, 이동표 심사역/MVP 창업투자,
임효준 연구위원/LG전자

Track B. 클라우드/빅데이터

B1: Cloud and Big Data for IoT

09:20-10:00 B1-1
09:20-11:20 10:00-10:40 B1-2
10:40-11:20 B1-3

Cloud of Things
IoT Cloud Ecosystem
IoT Big Data Platform and Services

13:30-14:10 B2-1
13:30-15:30 14:10-14:50 B2-2
14:50-15:30 B2-3

Datacenter network 가상화 기술과 Bandwidth 보장 기술의 동향
데이터센터 TCP 기술
Micro DC Concept, Technology and Services

B2: Data Center Networking for IoT

B3: 공공/민간 IoT 서비스

15:50-17:50

15:50-16:20
16:20-16:50
16:50-17:20
17:20-17:50

B3-1
B3-2
B3-3
B3-4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정책, CPND 및 서비스 전략
기술을 활용한 공공분야 서비스 추진현황
산업분야 확산 전략 및 서비스 사례
기반의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전망

Track C. 이동통신
C1: 이동통신

09:20-10:00 C1-1
09:20-11:20 10:00-10:40 C1-2
10:40-11:20 C1-3

Cloud RAN 기술
Wireless SDN 기술
모바일 데이터 오프로딩 기술

13:30-14:00
14:00-14:30
13:30-15:30
14:30-15:00
15:00-15:30

5G
5G
5G
5G

C2: 5G Mobile Technologies

C2-1
C2-2
C2-3
C2-4

Service Vision
System Requirements and Technical Issues
Millimeter-wave Band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Architecture & Multiple Access

C3: 5G Mobile Service Vision & Challenges
15:50-16:10 C3-1

15:50-17:50

16:10-17:50 C3-2

5G Forum: Current Status and Activities
[패널토론] 5G Mobile Service: Vision and Challenges
패널: 김동구

교수/연세대, 김영준 연구소장/Ericsson-LG, 김현표 상무/KT,
박성일 이사/Qualcomm, 이성원 교수/경희대, 최진성 원장/SKT, 최차봉 상무/LG U+

Track D. 인터넷보안
D1: 네트워크 보안
09:20-11:20

09:20-10:40 D1-1
10:40-11:20 D1-2

D2: 대한민국 보안

13:30-14:10 D2-1
13:30-15:30 14:10-14:50 D2-2
14:50-15:30 D2-3

D3: 인터넷 보안 연구동향

15:50-17:50

15:50-16:20
16:20-16:50
16:50-17:20
17:20-17:50

D3-1
D3-2
D3-3
D3-4

[튜토리얼] SSL 우회 기법 및 응용
해킹사례와 소셜넷 분석을 통한 해커프로파일링
대한민국 보안 취약점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 분석
정부의 정보보호 R&D 동향 및 발전방향
양자암호 네트워킹 연구동향 및 미래
사이버 블랙박스 연구동향 및 미래
스크립트 기반 사이버 공격의 현재와 미래
네트워크 장비 보안 검증

Track E. 웹사이언스

E1: 웹사이언스와 공공데이터

09:20-10:20 E1-1
10:20-11:20 E1-2

웹사이언스 연구동향 및 소셜미디어 컨텐츠 분석
공공 데이터와 활용 방법론 – 오픈 API 기술 및 동향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E2-1
E2-2
E2-3
E2-4

정부3.0과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과 소통할 것인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데이터 활용
첨단교통 DB 현황 및 활용

15:50-16:20
16:20-16:50
15:50-17:50
16:50-17:20
17:20-17:50

E3-1
E3-2
E3-3
E3-4

사용자 프로파일 추론 방법론 및 성능 평가
사회적 조사 방법론 및 오차 보정 방법론
선거를 통해 본 소셜 미디어 활용
빅데이터에서 스마트데이터로

09:20-11:20

E2: 공공데이터 활용
13:30-15:30

E3: 소셜미디어 활용

18:00-20:00 KRnet 2014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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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I
좌장: 김치하 교수/포항공대
김재호 팀장/KETI
김기형 교수/아주대
김호원 교수/부산대
좌장: 안순신 교수/고려대
김경수 수석/모다정보통신
김대영 교수/KAIST
최준균 교수/KAIST
좌장: 권영일 단장/NIA
Dr. Enis Akay/Qualcomm
사회: 김대영 교수/KAIST
하모니 II
좌장: 이영로 연구위원/NIA
김성훈 연구교수/KAIST
이강윤 소장/IBM Korea
장영재 교수/KAIST
좌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한동수 교수/KAIST
박경수 교수/KAIST
윤승현 책임/ETRI
좌장: 김봉태 연구위원/ETRI
나성욱 수석/NIA
김영해 부장/NIA
이창훈 팀장/NIPA
김우용 팀장/SKT
하모니 III
좌장: 한선영 교수/건국대
김한석 마스터/삼성전자
신승원 교수/KAIST
이경한 교수/UNIST
좌장: 김윤관 교수/가톨릭대
박용완 교수/영남대
강충구 교수/고려대
김대균 수석/삼성전자
정재훈 수석/LG전자
좌장: 신용태 교수/숭실대
한영남 교수/KAIST
사회: 한영남 교수/KAIST
알레그로
좌장: 채기준 교수/이화여대
이경문 Freelancer
김휘강 교수/고려대
좌장: 강선무 연구위원/NIA
김용대 교수/KAIST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원유재 CP/미래창조과학부
좌장: 김상춘 교수/강원대
이준구 교수/KAIST
박해룡 팀장/KISA
임채태 팀장/KISA
장상운 실장/ETRI부설연구소
비바체
좌장: 이혁준 교수/광운대
맹성현 교수/KAIST
윤석찬 팀장/DAUM
좌장: 강동석 센터장/NIA
송석현 부장/NIA
임성우 과장/서울시청
김범준 교수/성균관대
연지윤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좌장: 김용진 부사장/모다정보통신
문수복 교수/KAIST
이원재 교수/KAIST
김기훈 대표/사이람
김도훈 대표/트리움
다이아몬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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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II
12:30-13:30

좌장: 정 송 교수/KAIST

Empowering the ICT Transformation with SDN, NFV and Cloud Technologies

Dr. Sanqi Li/
CTO of Carrier Network Business Group, Huawei

Track F. SDN/NFV

F1: SDN/NFV Overview
09:20-09:50
09:50-10:20
09:20-11:20
10:20-10:50
10:50-11:20

F1-1
F1-2
F1-3
F1-4

SDN/NFV - Trends and Standards
SDN/NFV Software Framework and SDN Controllers
Mobile Operator's Perspective on SDN/NFV
SDN/NFV for Cloud Data Centers: Case Study

F2: SDN/NFV Software & Hardware
13:40-15:40

13:40-14:20 F2-1
14:20-15:00 F2-2
15:00-15:40 F2-3

Open Source Networking
White-Box Servers/Switches & Acceleration
Building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with DevOps
Automation

F3: SDN/NFV Solution Demonstrations
16:00-16:30 F3-1
16:00-18:00 16:30-17:00 F3-2
17:00-18:00 F3-3

IRIS - Network & Service Virtualization Technology
SDN/NFV Solution Demonstration with Obelle Controller
[공개토론] SDN, NFV, Cloud를 통한 미래형 ICT 인프라로의 전환 전략은?

Track G. 인터넷기술
G1: IETF/IRTF

09:20-10:00 G1-1
09:20-11:20 10:00-10:40 G1-2
10:40-11:20 G1-3

IPv6 Deployment Technology and Strategy
RTCWeb and WebRTC
ICN Challenges and Technologies

G2: 미래인터넷 기술
13:40-14:20 G2-1
13:40-15:40 14:20-15:00 G2-2
15:00-15:40 G2-3

Future Internet Testbeds: GENI and SmartFIRE
Review and Prospect on Future Internet Architecture
Future Network Standardization

G3: Optical Internet
16:00-16:40 G3-1
16:00-18:00 16:40-17:20 G3-2
17:20-18:00 G3-3

차세대 광가입자 전송 기술
KT 차세대 광전달망 구축 전략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RoF 전송기술

Track H. 멀티미디어

H1: Multimedia Networking
09:20-10:00 H1-1
09:20-11:20 10:00-10:40 H1-2
10:40-11:20 H1-3

MMT and DASH over All IP Network
CDN/SDN/Cloud for Multimedia Services
Managed P2P Content Delivery

H2: Multimedia Applications & Services
13:40-14:20 H2-1
13:40-15:40 14:20-15:00 H2-2
15:00-15:40 H2-3

User-Context-Awareness in Networked Multimedia Service
Strategies of Global Players on Multimedia Service
VIVA-CC(Video Value Addition by Cloud Computing)

H3: Giga Korea
16:00-16:30
16:30-17:00
16:00-18:00
17:00-17:30
17:30-18:00

H3-1
H3-2
H3-3
H3-4

기가코리아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
초다시점 단말 기술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

Track I. 모바일인터넷
I1: WLAN

09:20-10:00
09:20-11:20 10:00-10:40
10:40-11:20

I1-1
I1-2
I1-3

WLAN 표준 기술 동향 및 진화 방향
Beyond 11ac: High Efficiency WLAN
Wi-Fi Alliance 기술 동향

I2-1
I2-2

스마트 데이터 과금
망중립성

I3-1
I3-2
I3-3
I3-4

700MHz 대역의
UHD 방송서비스
700MHz 대역의
700MHz 대역의

I2: 인터넷 경제
13:40-15:40

13:40-14:40
14:40-15:40

I3: 700MHz 대역 활용 기술
16:00-16:30
16:30-17:00
16:00-18:00
17:00-17:30
17:30-18:00

Track J. ICT융합
J1: ICT융합

09:20-11:20

09:20-10:20
10:20-11:20

J1-1
J1-2

J2: 교통 ICT융합
13:40-14:20
13:40-15:40 14:20-15:00
15:00-15:40

J2-1
J2-2
J2-3

J3: 국방 ICT융합
16:00-16:40
16:00-18:00 16:40-17:20
17:20-18:00

J3-1
J3-2
J3-3

해외 이용 현황
현황
이동통신 활용
공공분야 활용

하모니 I
좌장: 홍충선 교수/경희대
신명기 실장/ETRI
박성용 연구교수/연세대
김경훈 부장/SKT
안종석 전무/NAIM Networks
좌장: 이동호 교수/광운대
이성원 교수/경희대
이경헌 소장/파이오링크
정소영 부장/NAVER
좌장: 김기천 교수/건국대
최태상 책임/ETRI
정재웅 대표/아토리서치
사회: 김종원 교수/GIST
비바체
좌장: 강현국 교수/고려대
임준형 팀장/KISA
박주영 책임/ETRI
권태경 교수/서울대
좌장: 신상철 센터장/NIPA
김종원 교수/GIST
전우직 초빙연구원/한국외대
강신각 전문위원/ETRI
좌장: 박동준 수석부장/다산네트웍스
이상수 실장/ETRI
정기태 상무/KT
원용욱 교수/연세대
알레그로
좌장: 정광수 교수/광운대
박경모 책임/삼성전자
최낙중 수석/Bell Labs Seoul
현욱 선임/ETRI
좌장: 이호진 연구위원/ETRI
금승우 책임/KETI
송민정 이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서덕영 교수/경희대
좌장: 송호영 팀장/ETRI
박광로 단장/기가코리아사업단
강훈종 팀장/KETI
김성규 책임/KIST
정일권 실장/ETRI
하모니 II
좌장: 김성륜 교수/연세대
최성현 교수/서울대
류기선 책임/LG전자
이욱봉 책임/LG전자
좌장: 최성현 교수/서울대
김성륜 교수/연세대
곽주원 교수/경북대
좌장: 채종석 소장/ETRI
황승훈 교수/동국대
유지상 교수/광운대
홍인기 교수/경희대
박덕규 교수/목원대

하모니 III
좌장: 이효은 단장/NIPA
Information-Centric Vehicular Networking
백상헌 교수/고려대
Mobile CrowdSensing: Practices and Challenges
차호정 교수/연세대
좌장: 유명식 교수/숭실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동향과 주요현안
이재관 본부장/자동차부품연구원
V2X 통신 응용 기술과 발전 방향
한동석 교수/경북대
스마트교통 기술 : Smart Mobility R&D 방향
문영준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좌장: 김장경 단장/TTA
국방 사이버공격 및 대응 체계 기술
김철호 센터장/국방과학연구소
집단생태체계 기반 자율망 운용 기술
최증원 PM/국방과학연구소
위치 기반 국방 응용 기술
임재성 교수/아주대
※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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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위 원 장 : 강현국(고려대)
조직위원 : 	강선무(NIA)
권영일(NIA)
송경희(미래창조과학부) 안치득(ETRI)
이효은(NIPA)
정 송(KAIST)
자문위원 : 	강철희(고려대)
김대영(충남대)
박기식(ETRI)
서재철(KISA)
안상현(서울시립대) 안순신(고려대)
이재용(연세대)
이혁준(광운대)
정일영(한국외대)
조국현(광운대)
한선영(건국대)
황일선(KISTI)

김민철(KISDI)
위규진(TTA)
채종석(ETRI)
김봉태(ETRI)
손승원(ETRI)
이동호(광운대)
이호진(ETRI)
채기준(이화여대)
홍진표(한국외대)

김영표(KCA)
이성춘(KT)

김 원(KISA)
이혁로(KISTI)

김윤관(가톨릭대) 김치하(포항공대)
신상철(NIPA)
신용태(숭실대)
이상홍(IITP)
이영로(NIA)
전경표(다산네트웍스) 정광수(광운대)
최양희(서울대)
최종원(숙명여대)
홍충선(경희대)

운영위원회
위 원 장 : 강선무(NIA)
부위원장 : 김기천(건국대)
운영위원 : 	구경철(TTA)
김상춘(강원대)
김형준(ETRI)
석승준(경남대)
이승택(NIA)
이희조(고려대)
장윤옥(머니투데이)
조윤홍(KISA)
최재원(다음소프트)

김용진(모다정보통신) 류 원(ETRI)
권경인(Ericsson-LG) 김기범(티브로드) 김동호(TTA)
김동환(SKT)
김성운(부경대)
김승해(KISTI)
김영진(ETRI)
김현표(KT)
문병주(NIPA)
박유리(KISDI)
박현제(미래창조과학부) 백은경(KT)
손희남(유비쿼스) 송왕철(제주대)
원유재(미래창조과학부) 이미정(이화여대)
이승형(광운대)
이유경(미래창조과학부) 이재호(NIA)
이종한(CJ헬로비전)
임경식(경북대)
임인수(KISPA)
임태범(KETI)
장영희(KCA)
장지영(전자신문) 장진욱(알티캐스트) 정성호(한국외대) 정종열(NIA)
조현숙(ETRI)
최덕재(전남대)
최성곤(충북대)
최 완(ETRI)
추현승(성균관대) 허의남(경희대)

프로그램위원회
위 원 장 : 정 송(KAIST)
부위원장 : 	김대영(KAIST)
프로그램위원 : 	강신각(ETRI)
박용범(TTA)
이현우(ETRI)

김종원(GIST)
공정욱(KISTI)
송호영(ETRI)
임채태(KISA)

강충구(고려대)
김성륜(연세대)
유명식(숭실대)
임태범(KETI)

서덕영(경희대)
김용대(KAIST)
이인환(ETRI)
최대규(NIA)

문수복(KAIST)
이창훈(NIPA)
홍인기(경희대)

등록안내
등록기간

행사문의(사무국)

사전등록 : 2014년 5월 19일(월) ~ 6월 18일(수)까지
현장등록 : 2014년 6월 23일(월) ~ 6월 24일(화)

•Tel. 02-562-7041/2 Fax. 02-562-7040
•E-mail. sec@osia.or.kr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30만원
33만원

입금계좌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신한은행 : 100-019-796860
•국민은행 : 829-01-0282-003
•우리은행 : 364-000554-13-002

www.krnet.or.kr

학생
14만원
18만원

사전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KRnet 2014 홈페이지(www.krnet.or.kr)의 “등록 →
사전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
•온라인 입금자에 한하여 계산서가 발급되며, 신용카드
결제시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등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금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행사 당일 학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