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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스물세 번째로 열리는 KRnet을 통해 인터넷분야 전문가분들과 기업 및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자인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인터넷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시스템 전반을 크게 바꾸어왔으며, 최근에는 융합과 연결,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람,
사물, 공간 등 만물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시키면서 사이버 세상을 현실과 일체화
시키는 초(超)연결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소위 ICBM으로 대변되는 분야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핀테크 등 기존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33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입된 인터넷을 배우고 연구하며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왔던 우리 KRnet의
노력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빅뱅(Big Bang)의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KRnet 2015’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기술의 전망과 발전, 이와 함께 변화될 미래 모습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막힌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개방형 생태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서비스, 미디어 신기술 등 우리 생활의 변화로 직결되는 사물
인터넷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내실 있고 안전한 인터넷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함께 장착되어야 할 정보
보호 기술 및 산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한 ‘인본주의 인터넷’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됩니다. 기존의
기술적, 물리적 성취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미래인터넷이 인간 중심의 이용, 소통, 창조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10개 트랙, 30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KRnet 2015를 통해 개발자들은 미래 인터넷 기술을, 기업인
들은 인터넷 기반의 미래 경영환경을 그리고 이용자 모두는 각자의 삶에 녹아들 미래인터넷의 청사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실 연사분들과 후원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Rnet 2015 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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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I
12:40-13:30

6월 22일(월)
김종원 교수/GIST

Vision for IoT & Key Technologies
최종덕 부사장/삼성전자

Track A. Cloud/Network Operation & Services
A1: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A1-1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전
09:20-11:20

A1-2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PaaS/SaaS 솔루션
A1-3 기술사업화 가능한 ETRI 첨단 클라우드 R&D 솔루션
A1-4 G-IDC Cloud Network Infra

A2: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13:40-15:40

김성국 교수/연세대
이은희 이사/더존비즈온
최완 부장/ETRI
장혁 주무관/정부통합전산센터
좌장: 송황준 교수/POSTECH

A2-1 SKT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SDDC) 구축 및 운영

이강원 상무/SKT

A2-2 ToastCloud: OpenStack 기반의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이병준 수석/NHN Entertainment

A2-3 NoOps 자동화를 활용한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A2-4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간 네트워킹: InterCloud Fabric

A3: 개방형 테스트베드 & PoC
A3-1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SDN/NFV
16:00-18:00

좌장: 황순욱 실장/KISTI

A3-2 IoT & OIC Specification A and Certification Overview
A3-3 개방형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테스트베드
A3-4 개방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국제 연동

김기태 선임/삼정데이타서비스
김형수 부장/CISCO
좌장: 박경수 교수/KAIST
백은경 상무/KT
이주열 수석/삼성전자
나성욱 부장/NIA
석우진 실장/KISTI

Track B. Industrial IoT Domains
B1: 스마트라이프 및 웰니스
B1-1 스마트 의료 정보 표준
09:20-11:20 B1-2 진단용 바이오센서 및 상용화 동향
B1-3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스마트 라이프 및 웰니스

B2: 스마트 팩토리

좌장: 구경철 부장/TTA
이병기 수석/삼성서울병원
이민호 팀장/KETI
박태준 교수/한양대
좌장: 김홍석 센터장/KITECH

B2-1 스마트공장 산업 R&D 전략

이규택 PD/KEIT

13:40-15:40 B2-2 ICT 기반 스마트팩토리 기술

김현 부장/ETRI

B2-3 스마트 팩토리 공급/수요 산업 분석

B3: 스마트 인프라
B3-1 IoT 전용 스마트 인프라/네트워크 기술
16:00-18:00 B3-2 IoT 기반 지능형 교통 시스템
B3-3 IoT 기반 드론 활용 기술

조용주 수석/KITECH
좌장: 백상헌 교수/고려대
강충구 교수/고려대
정재훈 교수/성균관대
김재호 팀장/KETI

Track C. Intelligence & Web/Media
C1: New Web Technology and Services
C1-1 HTTP 2.0: The New Web Standard and Issue
09:20-11:20 C1-2 오프라인과 스마트 서비스의 결합(O2O Service)
C1-3 HTML5와 웹앱 기술 발전 동향

C2: Media Technology and Services
C2-1 개방형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방송 기술
13:40-15:40

C2-2 고신뢰 사물지능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기술
C2-3 사물인터넷 기반 공공 스마트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
C2-4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미디어 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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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허태성 팀장/KT
이은복 상무/SK Planet
이원석 선임/ETRI
좌장: 정광수 교수/광운대
김선중 책임/ETRI
최준균 교수/KAIST
김성원 이사/M&M Networks
윤창희 부장/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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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Real-Time Analytics
C3-1 Big Data Analytics for Telco Industry
16:00-18:00 C3-2 분산 환경에서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C3-3 Open Source를 이용한 Big Data 플랫폼과 실시간 처리/분석

6월 22일(월)
좌장: 안상현 교수/시립대
최정아 전무/삼성전자
이영석 교수/충남대
이상훈대리/SK C&C

Track D. Open Collaboration & Eco-system
D1: 인프라/플랫폼 중립성
D1-1 인프라/플랫폼 중립성 정책 동향
09:20-11:20 D1-2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부상 : 플랫폼 경제로의 패러다임 쉬프트
D1-3 공공 WiFi/농어촌 BcN인프라 구축 방향

D2: 스타트업 (해당세션 발표 외 별도 포스터 전시)
D2-1 SDN based Managed WiFi Applications
D2-2 iCanvas: SDN Network 기반의 OpenStack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시스템
13:40-15:40

D2-3 Policy Driven Dynamic White Box SDN Router
D2-4 Docswave! B2B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작!
D2-5 크로스보더 마켓플레이스 ‘스냅샵’
D2-6 프라이빗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FromDL’

D3: 개방형 생태계

좌장: 이재호 단장/NIA
안인회 팀장/KISA
김진영 대표/로아컨설팅
최대규 부장/NIA
좌장: 손재권 기자/매일경제
김의국 팀장/넷비젼텔레콤
박준홍 과장/유미테크
공석환 팀장/쿨클라우드
장선진 대표/SW인라이프
김진하 대표/캐주얼 스텝스
이준호 대표/프라미솝
좌장: 권현준 단장/KISA

D3-1 해외 스타트업의 생태계
16:00-18:00 D3-2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민간협력형 Eco-system
D3-3 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을 통한 Eco-system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종표 팀장/KISA
양종한 수석/NIA

Track E. Special Sessions
E1: Cloud 정책 특별세션
E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
09:20-11:20 E1-2 클라우드 산업 현황 및 활성화 정책
E1-3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E2: 기술과 인간사회 특별세션
E2-1 공유경제와 사회규제와의 관계
13:40-15:40 E2-2 IoT의 사회적 파급효과
E2-3 IoT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E3: ITU 150주년 특별 세션
E3-1

ITU 150주년 기념 동영상
ITU 150주년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좌장: 서광규 교수/상명대
서성일 과장/미래부
조유진 단장/NIPA
김은주 부장/NIA
좌장: 최재홍 교수/강릉원주대
조산구 대표/코자자
한상기 대표,교수/소셜컴퓨팅연구소,세종대
전정호 COO/Benple
좌장: 이상훈 과장/미래부
김태은 부연구위원/KISDI
위규진 본부장/TTA

E3-2 대한민국 ITU 활동사
16:00-18:00

김형준 센터장/ETRI
서보현 그룹장/KISDI

E3-3 민간이 바라보는 ITU
E3-4 [패널] 바람직한 ITU 활동방향

전해영 수석/삼성전자
김형수 팀장/KT
사회: 이상훈 과장/미래부

포스터 전시
6월 22(월)

넷비젼텔레콤, 유미테크, 쿨클라우드, SW인라이프, 캐주얼스텝스, 프라미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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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II
12:40-13:30

6월 23일(화)
김종원 교수/GIST

인터넷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ICT 인프라의 재창조
강성주 국장/미래창조과학부

Track F. SDN/NFV/Cloud Technology
F1: SDN/NFV/Cloud Next

09:20-11:20

F1-1 SDN 2.0: 차세대 SDN 구조

유혁 교수/고려대

F1-2 NFV Phase-2 기술

이종화 책임/ETRI

F1-3 IoT 인프라를 위한 SDN과 NFV기술

신명기 실장/ETRI

F1-4 SDN/NFV 기반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킹

F2: Future Network Ideas

13:40-15:40

좌장: 양선희 부장/ETRI

이성원 교수/경희대
좌장: 김형준 센터장

F2-1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동향

김효일 교수/UNIST

F2-2 SDN/NFV에 기반한 보안 서비스 기술 동향

신승원 교수/KAIST

F2-3 Software-Defined WAN: Application-centric Virtualization and Visibility
F2-4 클라우드 효율성을 개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

F3: SDN/NFV/Cloud Solutions
F3-1 SDN/NFV 기반 분산 클라우드 인프라
16:00-18:00 F3-2 SDN/NFV 기반의 분산 구조 EPC 시스템
F3-3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김동균 책임/KISTI
한동수 교수/KAIST
좌장: 안종석 전무/나임네트웍스
이범철 실장/ETRI
유근출 본부장/콘텔라
이문원 이사/VMWARE

Track G. IoT/CPS Security
G1: IoT/CPS 서비스 및 플랫폼 보안
G1-1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과 보안
09:20-11:20

G1-2 Securing IoT-Based Service using Context
G1-3 IoT 속성과 보안 구현 방안
G1-4 리스크기반의 IoT 보안대응 전략

G2: IoT/CPS 센서/장비 및 인프라 보안
G2-1 공유기 취약점과 IoT 보안위협
13:40-15:40 G2-2 효율적인 IoT 시스템 보안을 위한 하드웨어 지원 기술
G2-3 IoT 관점에서의 자동차 보안

G3: IoT/CPS Safety & Resilience
G3-1 사이버물리 융합보안
16:00-18:00 G3-2 재난안전통신망 보안이슈 및 해결방안
G3-3 PS-LTE 보안 요구 사항

좌장: 이재용 교수/연세대
김호원 교수/부산대
김종 교수/POSTECH
김기영 대표/플라이하이
신종회 이사/한국MS
좌장: 주용완 단장/KISA
손기종 선임/KISA
백윤흥 교수/서울대
김휘강 교수/고려대
좌장: 권동승 부장/ETRI
박경준 교수/DGIST
조학수 전무이사/윈스
김용대 교수/KAIST

Track H. Mobile & Optical
H1: 5G Mobile Communications

09:20-11:20

좌장: 한영남 교수/KAIST

H1-1 5G Spectrum Requirement

홍인기 교수/경희대

H1-2 Full Duplex Radios: Basics and Applications to D2D Communications

채찬병 교수/연세대

H1-3 주파수 공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B 현황 및 구축

김준수 교수/산기대

H1-4 Licensed Assisted Access (LAA) 표준 기술

www.krnet.or.kr

고영조 실장/ETRI

The 23rd Korea Internet Conference
6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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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Quantum Information Systems

13:40-15:40

좌장: 안도열 교수/시립대

H2-1 양자키분배 기술 동향과 SK텔레콤 개발 현황

곽승환 랩장/SKT

H2-2 양자 정보 시스템 오류 정정 기술

허준 교수/고려대

H2-3 빛을 이용한 양자정보처리 - 단일광자 큐비트를 넘어서

정현석 교수/서울대

H2-4 다중 큐빗 양자암호키 분배

서창호 교수/KAIST

H3: Optical Networks

좌장: 이종현 부장/ETRI

H3-1 All Optical Network 기술
16:00-18:00

유명식 교수/숭실대

H3-2 광 기반 무선 프론트홀/백홀 기술

정환석 실장/ETRI

H3-3 무선 백홀과 광전송망 기술

김보성 부장/LG U+

H3-4 Transport SDN 기반 광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박수명 책임/ETRI

Track I. Open-Source HW & SW
I1: Open-Source Strategy

09:20-11:20

I1-1

오픈소스 라이선스/특허 이슈

I1-2

오픈소스와 표준화 단체의 발전적 관계 수립

I1-3

네이버 오픈기술 및 오픈 생태계 구축 소개

I1-4

삼성전자 오픈소스 추진 동향

좌장: 임용재 CP/미래부IITP
정윤환 변호사/삼성전자
전종홍 책임/ETRI
옥상훈 부장/NAVER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I2: Open-Source Networking

13:40-15:40

I2-1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가져온 Paradigm Shift

I2-2

오픈소스 SDN제어기

I2-3

OpenStack Neutron Networking

I2-4

Open Platform for NFV(OPNFV) 소개 및 활용방안

좌장: 김영한 교수/숭실대
유명환 소장/엑세스
정재웅 대표/아토리서치
심장훈 매니저/Canonical
박종한 매니저/SKT

I3: Open-Source Cloud/IoT

16:00-18:00

I3-1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술의 진화: 가상화와 컨테이너 기술

I3-2

오픈소스 실전 사례를 통한 문화/프로세스 변화 제언

I3-3

Interoperability Test Based on Open-source IoT Platforms

I3-4

BT Smart, Beacon 및 Mesh Network 개발 플랫폼과 활용 사례

좌장: 이영로 연구위원/NIA
안재석 매니저/SKT
공용준 연구원/다음카카오
윤재석 책임/KETI
백승철 이사/CSR Korea

Track J. Back to Basics (튜토리얼)
J1: SDN/NFV Basics
09:20-11:20

좌장: 임혁 교수/GIST

J1-1

NETCONF/YANG: A Southbound Interace for SDN/NFV Orchestration and
Configuration

J1-2

OpenStack을 이용한 NFV 인프라 구축

김남곤 선임/KT

J2: OS Basics
13:40-15:40 J2-1

좌장: 김한준 교수/POSTECH
Cloud, Virtualization, and Hadoop - System Software Engineers Perspective

J3: Machine/Deep Learning
16:00-18:00 J3-1

최미정 교수/강원대

Deep Learning with Image Big Data

조희승 교수/전북대
좌장: 최종원 교수/숙명여대
김지원 책임/NAVER

※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Rnet 2015

등록안내
등록비

사전등록 방법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30만원

33만원

학생

14만원

18만원

등록기간
•사전등록 : 5월 18일(월) ~ 6월 17일(수)
•현장등록 : 6
 월 22일(월) ~ 23일(화)
입금계좌 안내
•예금주 :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신한은행 : 100-019-796860
•국민은행 : 829-01-0282-003
•우리은행 : 364-000554-13-002
사전등록 및 계산서 문의
•KRnet 2015 사무국
- Tel : 02-562-7041/2
- Fax : 02-562-7040
- E-Mail : sec@osia.or.kr

•KRnet2015 홈페이지(http://www.krnet.or.kr)의
"등록> 사전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
•온라인 입금자에 한하여 계산서가 발급되며, 신용카드
결제시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등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금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
시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프로시딩 책자 대신에 발표자료가 포함된 OTG
USB가 제공되므로 노트북 지참을 권해드립니다.
•무선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안내
KRne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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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센터

테
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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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타워
삼성역
6번출구

봉은사역
1번출구

행사장 교통편 안내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또는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로 나온 후 봉은사
방면으로 도보로 약 15분

www.kr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