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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0일(월) ~ 6월 21일(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주 최| 미래창조과학부
|주 관| 한
 국정보화진흥원(NIA),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OS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ODB),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후 원| O
 pen Connectivity Foundation(OCF), 네이버㈜, VERISIGN,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Edgecore Networks, SK브로드밴드㈜, 아토리서치㈜,
쿨클라우드㈜, ㈜KT, SK텔레콤㈜, 시에라와이어리스, 에스넷시스템㈜, ㈜엘컴텍,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CJ헬로비전, ㈜SMEC,
모다정보통신㈜, ㈜아이피티브이코리아, ㈜에스씨이, ㈜유비쿼스, 케이론소프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통신학회

KRnet 2016

인사말

올해로 스물 네번째를 맞는 KRnet 2016 행사를 개최하면서 ICT 분야의 전문가와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 동향과 미래를 함께
살펴보고 소통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사회를 지나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가 우리 삶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는 컴퓨터가 내 생각을
저장하고 소통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나의 존재와 행동을 보여주는 매체가 되었고,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지능정보기기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을 수행하는 존재(Be me)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2016년이 지능정보사회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보안 등 ICBMS 분야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적용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 우는 2차 정보혁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KRnet 2016 행사에서는 오픈소스(Open-Source), SDN/NFV/Cloud 등 소프트웨어정의인프라(SDI), 5세대
이동통신과 초연결네트워크, AR/VR과 스마트서비스, 산업분야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학습·분석 등 우리
생활의 변화와 직결되는 미래 인터넷 최신동향과 함께 과학과 기술의 창조적 활용과 산업계 동향, 네트워크 튜토리얼 등
10개 트랙, 30개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계, 산업계, 정부, 출연연구소 및 언론계 등의 전문가 여러분에게 미래 네트워크와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자리이자 유익한 정보 교류 및 소통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를 위해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연사분들과 후원사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Rnet 2016 대회장/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병조

KRnet 연혁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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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특강 등 인터넷 관련 운영/기술
Network & UnixWare 등 인터넷 관련 운영/기술
차세대통신서비스와 표준프로토콜 등 인터넷 표준/운영 관리
인터넷 관련 표준/운영 관리, 응용 및 미들웨어
전자상거래, 인터넷 운영관리, 인터넷과 ATM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ATM, 차세대 인터넷, 인터넷 보안
Internet Toward New Millenium
인터넷 망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New Internet Wave toward Future Life
Bringing Internet to Everywhere
Internet Technologies for Ubiquitous Society
Digital Convergence thru Ubiquitous Internet
Realizing u-Korea thru Network Convergence
Internet Evolution for u-Life
Ubiquitous Technology Essentials
Service Convergence thru Creative Network Technology
Towards Service-centric Converged Networks
Network Technology Insight, Leading the Smart Future
Cutting Edge Technologies for the Smart Era
Celebrating 30 Years of the Internet in Korea and 20 Years of KRnet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제 2의 인터넷
Internet Revolution towards Internet of Things
Open Connected Community for Collaboration and Ecosystem

KRnet 2016
대회장

Korea Internet Conference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

공동대회장

Korea Internet Conference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안상현

윤종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김도환

한선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ODB)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이영덕

김명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백기승

이상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임차식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OSI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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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가나다순

KRnet 2016
조직위원회

조직

Korea Internet Conference

•조직위원장

최종원(숙명여대)

•조직위원

고상원(KISDI)
박형우(KISTI)
이필우(KISTI)

김영표(KCA)
손석준(미래부)
이효은(IITP)

김종원(GIST)
위규진(TTA)
정현규(ETRI)

김형준(ETRI)
이재호(NIA)
조윤홍(KISA)

민병수(NIPA)
이창한(KODB)
황승구(ETRI)

•자문위원

강선무(경희대)
김영한(숭실대)
손승원(ETRI)
이상홍(IITP)
정광수(광운대)
한선영(건국대)

강철희(RAPA)
김윤관(가톨릭대)
신상철(NIPA)
이재용(연세대)
정 송(KAIST)
홍진표(한국외대)

강현국(고려대)
김치하(POSTECH)
신용태(숭실대)
이혁준(광운대)
정일영(한국외대)
홍충선(경희대)

김대영
박기식(ETRI)
안순신(고려대)
이호진(ETRI)
조국현(광운대)
황일선(KISTI)

김봉태(ETRI)
서재철(KISA)
이동호(광운대)
전경표(다산네트웍스)
채기준(이화여대)

김영진(ETRI)
박준성(IITP)
송영화(건국대)
윤대원(전자신문)
이창훈(NIPA)
조준상(KISA)
함상범(MS코리아)

나성욱(NIA)
박현제(미래부IITP)
오민석(LG전자)
윤명현(KETI)
이현우(ETRI)
진승헌(ETRI)
허남호(ETRI)

박명환(LGU+)
백은경(KT)
원유재(충남대)
이승윤(ETRI)
장윤옥(머니투데이)
최귀남(시스코코리아)
허의남(경희대)

김장우(POSTECH)
박정환(TTA)
신승원(KAIST)
이강원(SKT)
임 혁(GIST)

김형식(성균관대)
백상헌(고려대)
안재석(SKT)
이경한(UNIST)
정재웅(아토리서치)

박경수(KAIST)
백은경(KT)
안종석(나임네트웍스)
이성원(경희대)
주용완(KISA)

운영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운영위원장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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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ETRI)

•부위원장

김용진(모다정보통신) 김종원(GIST)

•운영위원

권경인(Ericsson-LG) 김기천(건국대)
박종섭(인텔코리아) 박종헌(SKB)
서재봉(핸디소프트) 손희남(유비쿼스)
유승국(KCA)
유재형(미래부IITP)
이정구(TTA)
이진욱(삼성전자)
정성호(한국외대)
조부승(KISTI)
최운호(화웨이코리아) 추현승(성균관대)

프로그램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프로그램위원장

•프로그램위원

김종원(GIST)

김대영(KAIST)
박경준(DGIST)
석우진(KISTI)
양선희(ETRI)
이승윤(ETRI)
최성현(서울대)

김은주(NIA)
박수홍(삼성전자)
신명기(ETRI)
윤준배(NIPA)
이현우(ETRI)
최 완(ETRI)

KRnet 2016
등록안내

Korea Internet Conference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30만원

33만원

학생

14만원

18만원

유의사항
•모든 참가자에게 발표자료가 포함된 OTG USB가
제공되므로 노트북 지참을 권해드립니다. (기념품
PRESENTER에 포함 제공)
•무선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양일간 중식이 제공됩니다.

등록기간
•사전등록 : 5월 16일(월) ~ 6월 10일(금)
•현장등록 : 6월 20일(월) ~ 6월 21일(화)
입금계좌 안내
•예금주 :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신한은행 : 100-019-796860
사전등록 및 계산서 문의
•KRnet 2016 사무국
Tel: 02-562-7041/2
Fax: 02-562-7040
E-Mail: sec@osia.or.kr
사전등록 방법
•KRnet2016 홈페이지(http://www.krnet.or.kr)의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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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rnet.or.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서 “결제내역확인”을 클릭하시면 영수증을 바로 출력
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E-Mail로도 발송됩니다.
•거래명세서 신청자는 온라인 카드결제 완료 후 등록
확인(성명 클릭 후 E-Mail/PW 접속) 시 거래명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등록자 중 거래명세
서 신청자는 E-Mail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증은 E-Mail로 요청하여 주시면, 행사 종료
후 일괄 발급 됩니다.

Korea Internet Conference

시간

회의명

주관

10:00-12:00

지식정보트러스트포럼(TII포럼) 회의

TII포럼

16:00-18:00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설명회 (1차)

OCF

09:00-11:00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설명회 (2차)

OCF

회의실

6월20일(월)

11:00-13:00 TTA WG2203 (차세대모바일 코어네트워크) 실무반 표준회의
6월21일(화) 13:00-14:30
14:30-16:00

TTA, ETRI

오픈소스 협의체 제4차 회의

TTA

오픈소스 전략맵 회의

TTA

16:00-18:00 FNCP (Future Network Computing Platform) 설명회

FNCP

안단테룸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관련회의

문의사항
•계산서는 입금 확인 후 금융결제원의 “트러스빌” 사
이트를 통하여 발급되며, 계산서 수령자의 E-Mail로
발송됩니다. (계산서 수정발급은 행사 종료 후 일괄
처리됩니다.)
•사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이 발급됩니다. 등록비 결제 완료 후 마지막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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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일람

6월 20일 (월)
Keynote Speech I
11:20-12:40

사회: 김종원 교수/GIST

Open Source Disruption Increasing: Are You Ready?

Jim Zemlin (Executive Director)/Linux Foundation

Harmonizing Open Connectivity Platforms

Gary Martz (Memberships WG Chair, Intel)/OCF

Track A. Open-Source Collaboration
A1: Open-Source Foundations

09:00-11:00

좌장: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A1-1 Linux Foundation: Overview & Projects
A1-2 Apache Foundation: Overview & Projects

Jim Zemlin/Linux Foundation

A1-3 OpenStack Foundation: Overview & Projects

안재석 매니저/SKT

A1-4 Contributing to Enlightenment Foundation Libraries

서주영 Manager/Google

윤진석 VP/Apache Software Foundation

A1-5 Q&A with Open-Source Foundations

A2: Open-Source IoT & OCF

13:40-15:40

좌장: 이승윤 실장/ETRI

A2-1 Vision and Status o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A2-2 IoTivity: OCF Open Source Project

이진욱 상무/삼성전자

A2-3 IoT Practice with OCF: Healthcare
A2-4 Use case for OCF Product Implementation on Microchip-Atmel MCU

전종홍 책임/ETRI

정재훈 교수/성균관대
송병규 수석/Microchip (Atmel)

A2-5 Q&A with OCF

A3: Open R&D Debate

16:00-18:00

좌장: 김영한 교수/숭실대

A3-1 과학기술연구에서의 Open R&D
A3-2 국내 민간 제조기업 입장에서 Open R&D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김석원 책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3-3 창의적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정부과제 기획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안
A3-4 특허/정치로 무장한 표준과 Open R&D는 대립인가 아니면 공존인가?

함진호 박사/ETRI

A3-5 세금이 투입된 국가과제와 Open R&D의 관계는?
A3-6 법률 입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Open R&D 전략은?

김형철 CP/미래부IITP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박정식 부장/TTA
김병선 상무/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이민석 교수/국민대
A3-7 학계입장에서의 Open R&D 추진 전략은?
토론: 한국에서의 Open R&D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
A3-8
패널: 김병선 상무/블랙덕소프트웨어, 김석원 책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형철 CP/미래부IITP,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박정식 부장/TTA, 이민석 교수/국민대, 함진호 박사/ETRI

Track B. SDI Technology
B1: Software Defined Transport
B1-1 KT의 T-SDN 개발 및 상용적용
B1-2 Application-aware Smart WAN 사례 및 기술
09:00-11:00
B1-3 KREONET-S: 분산제어기반 SD-WAN 구축 및 가상화 응용 사례
B1-4 P4를 이용한 네트워크 데이터 플레인 프로그래밍

B2: NFV Next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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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5:40

이영욱 담당/KT
진재환 부장/LGU+
김동균 책임/KISTI
김창훈 Executive Director/Barefoot Networks
좌장: 백상헌 교수/고려대

B2-1 NFV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적용 및 기술 진화 방향
B2-2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NFV 기술 및 문제점 분석

최홍식 수석/PentaLink

B2-3 NFV Phase-2 표준 현황 및 Stage-3 전략
B2-4 재사용 가능한 미들박스 특화 네트워킹 스택 기술

이지현 선임/ETRI

B3: Cloud Next / Edge Computing

16:00-18:00

좌장: 임용재 교수/고려대

정재웅 대표/아토리서치
박경수 교수/KAIST
좌장: 안종석 전무/나임네트웍스

B3-1 AWS를 통해 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의 진화
B3-2 Managed Cloud 기술 및 산업 동향

윤석찬 Evangelist/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B3-3 Mobile Edge Computing 기술 동향
B3-4 CORD 대응 Open Networking 인프라 설계 및 구현

김성연 Senior Engineer/InterDigital

송영선 대표/인프라닉스
신상호 매니저/SKT

Track C. VR/AR, FinTech, Smart Things
C1: Immersive Media - VR/AR
C1-1 몰입형 차세대 플랫폼으로서의 VR 기술
C1-2 초연결 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스페이스 기술
09:00-11:00 C1-3 VR 산업 생태계와 최신 디바이스 기술
C1-4 VR 플랫폼의 시장 가능성과 사용자 경험 기술
C1-5 토론: VR 대중화를 위한 현안과 해결책

좌장: 이현우 부장/ETRI
조선영 수석/KT
정우석 책임/ETRI
곽재도 부장/LG전자
최정환 부사장/스코넥엔터테인먼트

KRn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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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FinTech + O2O

13:40-15:40

C2-1

핀테크 성공조건과 혁신, 확산 전략 사례 탐구

이경전 교수/경희대

C2-2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동산 이사/페이게이트

C2-3

O2O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동향

박민우 교수/청강문화산업대

C2-4

실내위치서비스 기술 및 O2O 적용 사례

홍성표 부대표/피플앤드테크놀러지

C3: Smart Home & Things

16:00-18:00

좌장: 이성주 교수/KAIST

좌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C3-1

Open Platform Technologies for Smart Home

이은서 선임/ETRI

C3-2

Intelligent Services for Smart Home

한현석 대표/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

C3-3

Connectivity Solutions for Smart Home

왕성호 사장/RadioPulse Inc.

C3-4

Ubiquitous Robotic Companion and IoRT (Internet of Robotic Things)

김창환 책임/KIST

Track D. Cyber Security
D1: Software-defined Security

09:00-11:00

좌장: 신승원 교수/KAIST

D1-1

정책기반 SDN 환경에서의 Security 통합

김형수 부장/시스코코리아

D1-2

고속 스트링 패턴 매칭을 사용한 DPI 기반의 Network Function 고속화

한동수 교수/KAIST

D1-3

클라우드기반 보안서비스와 Software-defined Security 기술

김익균 실장/ETRI

D1-4

토론: Software-defined Security?

D2: IoT/Fintech Security

좌장: 주용완 단장/KISA

D2-1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IoT 보안의 현재와 미래

김용대 교수/KAIST

D2-2

IoT 보안: 핵심이슈는?

정수환 교수/숭실대

13:40-15:40 D2-3

IoT 보안을 위한 제품/서비스 설계 전략

장우진 팀장/SK인포섹

D2-4

Fintech 사용자 인증 기술 동향 및 전망

진승헌 본부장/ETRI

D2-5

토론: IoT/Fintech 보안의 미래?

D3: Cybersecurity Technology

16:00-18:00

좌장: 김형식 교수/성균관대

Cybersecurity Intelligence

윤지원 교수/고려대

D3-2

Tizen Security & Privacy

황용호 수석/삼성전자

D3-3

Cloud Security with Homomorphic Encryption

천정희 교수/서울대

D3-4

토론: Security vs Privacy?

Track E. Special Open Sessions
E1: Open Infrastructure for Science & Technology

09:00-11:00

E1-1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혁신 촉진 가능성과 정책적 개선방안

정장훈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E1-2

과학 빅데이터의 전송/저장/처리를 통합 지원하는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문정훈 선임/KISTI

E1-3

개방형 초연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오픈 테스트베드

양종한 수석/NIA

E1-4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PaaS-TA 구축과 생태계 확산 전략

전형철 대표/크로센트

E1-5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을 위한 개방형 체계 구축

나성욱 팀장/NIA

E2: Open Research Ideas

13:40-15:40

18:00-20:00

좌장: 권태경 교수/서울대

E2-1

Wi-Fi Offloading: Edge Resource Pooling Perspective

이 융 교수/KAIST

E2-2

Innovations in Prototyping Real-time Full-duplex MIMO System

채찬병 교수/연세대

E2-3

Energy-efficient Mobile Browsing: Rethinking Energy-Performance Trade-Off in
Mobile Web Page Loading

신인식 교수/KAIST

E3: Open Collaboration Community

16:00-18:00

좌장: 박형우 센터장/KISTI

좌장: 이재호 본부장/NIA

E3-1

오픈 API 개발 전략 및 기술적 고려사항

옥상훈 부장/네이버 랩스

E3-2

HTML5 KIG (CG) 커뮤니티 활동현황 및 주요 이슈

이원석 선임/ETRI

E3-3

ICT DIY 협업 커뮤니티 활동 및 사례

최재규 대표/매직에코

E3-4

3D 프린팅, 협업 그리고 따뜻한 기술

이충일 대표/LI Networks

KRnet 2016 리셉션

다이아몬드룸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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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일람

6월 21일 (화)
Keynote Speech II
11:20-12:40

사회: 김종원 교수/GIST

Open Hardware Collaboration & Open Compute Project (OCP)

Steve Helvie (Vice President)/OCP

Open-Source Leveraged Telco Infrastructure

최진성 원장/SKT

Track F. Open-Source Tools
F1: Open-Source SDN/NFV/Cloud

09:00-11:00

F1-1

시장 표준 선점을 통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프레임워크 전략:
COD (Customer Optimized Datacenter)

류기훈 대표/나임네트웍스

F1-2

TCC1(Toast Cloud Center1)의 Network Architecture VANADA 소개

김주환 팀장/NHN 엔터테인먼트

F1-3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SDDC 전략

이상호 차장/인천유시티

F1-4

클라우드 네트워킹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줄타기

최정대 클라우드 엔지니어/카카오

F1-5

토론: 데이타센터에서의 SDN/NFV/Cloud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F2: Open Hardware #1

13:40-15:40

좌장: 유명환 소장/엑세스

F2-1

OCP: Trends & Challenges for the Open Data Centre Model

Steve Helvie/OCP

F2-2

Achieving Datacenter Energy Efficiency and Limitations of adopting OCP

김영모 이사/비바엔에스

F2-3

The Why and How of Developing All-flash Storage System

김정수 매니저/SKT

F2-4

How to build efficient Infrastructure using Open Hardware

유 현 선임/KT

F2-5

Q&A: OCP Future Directions and Community-based Collaboration

F3: Open Hardware #2

16:00-18:00

좌장: 이성원 교수/경희대

좌장: 정재웅 대표/아토리서치

F3-1

OpenSwitch and Open Networking

Ted Qian (Manager)/HPE

F3-2

Open-Source Networking with ONL (Open Network Linux)

Steven Noble (Evangelist)/Big Switch Networks

F3-3

White-Box Networking with ONL & PRISM

박성용 (CTO)/Kul Cloud

F3-4

OCP-based Bare-Metal Hardwares and Whitebox Switches

George Tsaparian (CEO)/Edgecore

F3-5

Q&A: Network OS Future Directions and Community-based Collaboration

Track G. 5G Networks
G1: 5G Wireless

09:00-11:00

좌장: 최성현 교수/서울대

G1-1

5G 무선 네트워크: Overview

강충구 교수/고려대

G1-2

5G를 위한 mmWave 기술

이 훈 실장/ETRI

G1-3

5G 차세대 무선 전송 기술

설지윤 수석/삼성전자

G1-4

5G 무선통신 표준화와 주요 기술

강지원 수석/LG전자

G2: 5G Core/Access Network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13:40-15:40

G2-1

5G 네트워크 진화 및 표준 전략

신명기 실장/ETRI

G2-2

오픈소스 SDN/NFV를 활용한 5G 네트워크 기술

이성원 교수/경희대

G2-3

5G 코어 및 네트워크 기술

김현숙 수석/LG전자

G2-4

5G 네트워크 연결 및 이동성, QoS 관리기술

박노익 실장/ETRI

G3: 5G Services & DevOps Debate

16:00-18:00

좌장: 이현우 교수/단국대

G3-1

5G 기술, 서비스 및 가치

정상수 매니저/SKT

G3-2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서비스

정제민 팀장/KT

G3-3

토론: 5G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용 전략은?
패널: 강지원 수석/LG전자, 양선희 부장/ETRI, 이준구 교수/KAIST, 정상수 매니저/SKT

Track H. Industrial IoT Domains
H1: Industrial Internet

좌장: 김태홍 교수/충북대

H1-1

정보 가전 산업에서의 사물 인터넷

정진국 수석/삼성전자

H1-2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최윤섭 소장/Digital Healthcare Institute

09:00-11:00 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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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백은경 상무/KT

농식품 생산 및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김대영 교수/KAIST

H1-4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과 표준화 동향

차석근 부사장/에이시에스

H1-5

토론: Industrial Internet & Korea?

KRn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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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mart Cars/Drones

13:40-15:40

H2-1

Smart Highway를 위한 차량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동향

이상선 교수/한양대

H2-2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및 실증 현황

최유준 팀장/자동차부품연구원

H2-3

자율 주행을 위한 확률기반 차량 경로 계획

임세준 교수/국민대

H2-4

드론 편대에 기반한 통신 및 방송 인프라 구성

김황남 교수/고려대

H3: Smart City

16:00-18:00

좌장: 박경준 교수/DGIST

좌장: 강선무 교수/경희대

H3-1

지속가능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

이일우 실장/ETRI

H3-2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에 기반한 최적 교통제어 및 관리기술

손기민 교수/중앙대

H3-3

IoT 기반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하공간 관리 기술

이재흠 실장/ETRI

H3-4

개방형 Io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및 부산 사례

김은광 부장/SKT

Track I. Analytics & Intelligence
I1: Visibility and Visualization

09:00-11:00

I1-1

Data Visualization을 위한 Approximation Algorithm 활용 사례

정주원 연구원/네이버

I1-2

Visual Analytics for Mobile Computing

고성안 교수/UNIST

I1-3

HPC를 활용한 빅데이터 Visualization

김민아 실장/KISTI

I1-4

Intelligent Network Visualization Solution

황인욱 수석/아토리서치

I2: Real-time Analytics

13:40-15:40

좌장: 정성호 교수/한국외대

I2-1

멀티코어 프로세서 기반 40G급 네트워크 패킷 수집, 저장, 분석 적용 사례

김종오 대표/FISYS

I2-2

고속 통신 패킷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김성진 대표/인피니플럭스

I2-3

High-Productivity Big Data Analytics with SparkR

정상오 매니저/SKT

I3: Deep Learning and Internet

좌장: 이경한 교수/UNIST

I3-1

Poseidon: A System Architecture for Efficient GPU-based Deep Learning on Multiple Machines

김건희 교수/서울대

I3-2

DeepSpark: Spark-Based Deep Learning Supporting Asynchronous Updates and
Caffe Compatibility

윤성로 교수/서울대

I3-3

Learning-leveraged Intelligent Cloud Platform for IoT Services

이원석 상무/삼성전자

I3-4

토론: Thinking Internet: The Right Evolution Path?

Track J. Tutorials for Basics
J1: Linux Kernel & Networking
09:00-11:00

J1-1

Linux Kernel 개발 동향

김남형 선임/LG전자

J1-2

Linux 네트워킹 원리와 SDN

공용준 셀장/카카오

J2: SDN/NFV/Cloud Basics
13:40-15:40

J2-1

NFV 기본과 OPNFV 프로젝트 현황

J3: HPC/BigData Basics
16:00-18:00

행사기간내

좌장: 송황준 교수/POSTECH

좌장: 임 혁 교수/GIST
박동주 Technical Director/Ericsson-LG
좌장: 최 완 책임/ETRI

J3-1

BigData 기본 및 동향

최영리 교수/UNIST

J3-2

HPC 기본 및 동향

남덕윤 실장/KISTI

전시: OCF(삼성전자, ATMEL), Edge-Core, 아토리서치㈜, 쿨클라우드㈜

하모니로비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16:00-18:00

좌장: 추현승 교수/성균관대

09

KRnet 2016

세부프로그램

Keynote Speech I

6월 20일(월) 11:20-12:40

Open Source Disruption Increasing: Are You Ready?
While open source takes over the world of software development, companies are struggling with how to navigate the increasing number of projects they need
to assess, manage and integrate into their business and engineering processes.
There is a lot of learning going on as open source becomes the defacto way to build. It's not the same software management story as before and many
companies aren't ready. It requires a shift in thinking, moving away from old world open source questions to new world open source questions. From questions
like: Is everything really free and what is an OSS license? To how does my employer integrate OSS into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re adequate
resources committed to maintaining this project? Open source projects today must meet the level of sophistication companies expect and on which they’re
investing their futures..
Zemlin will share details on this evolution, as well as his expertise on open source management strategy for companies who need to be ready for an ever
increasing footprint of open source software in every product.

Jim Zemlin (Executive Director)/Linux Foundation

Harmonizing Open Connectivity Platforms
In the very near future a new massively smart and connected world will enable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economic value creation. As compute and
connectivity solutions grow smaller and become more cost effective we will witness an accelerated growth in smart devices and new services. However, our
reality at this moment is quite different. Despite an ever growing ecosystem of smart devices, we don’t yet have smart homes, buildings, or cities on a scale
that impacts most people or businesses to realize the full potential. Most devices today still lack the orchestration across manufacturers, brands, and data clouds
and the necessary business models still haven’t been created. The market still lacks the necessary “harmony” of all of the pieces that will allow the sum
of the parts to become greater than the whole. Most of the missing technical gaps will be filled by software. For software developers this presents a grand
opportunity to add value, have a huge impact on people’s lives, and provides the potential to create and grow new business models and new businesses.
What will finally bring this all about? For this answer we can look to the past where broad industry collaboration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the proven
way for market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The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was founded to resolve one of the fundamental challenges for IoT which was limiting the necessary harmony required for
IoT to prosper. This challenge was the secure discovery and connectivity of devices across multiple wireless transport options. The main objective of OCF
is to create of an IoT communications framework that can scale across IoT verticals and device types. To achieve the necessary harmony, OCF was formed
to take advantage of the best of what both the standards and open source communities have to offer. OCF has also looked to proven Internet architectures
and solutions to create a connectivity framework that can scale massively. Additionally, OCF has established liaisons to other collaborative organizations to
coordinate work and negotiate areas of overlap.
Since its formation two years ago OCF has made great progress in defining and building an IoT communications framework solution that harmonizes transports,
scales across verticals, works across device types, and creates a foundation for smart software development. Come and learn about OCF and the progress
being made on enabling the IoT ecosystem of smart devices, services, and experiences that consumers and businesses desire.

Gary Martz (Memberships WG Chair, Intel)/OCF

Keynote Speech II

6월 21일(화) 11:20-12:40

Open Hardware Collaboration & Open Compute Project (OCP)
The Open Compute Project (OCP) was started back in 2011 by Facebook and has evolved to b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oncepts for the sharing of hardware
designs amongst a community of users. OCP has seen experienced increased momentum and adoption from Enterprise and Hyperscale companies all across Asia.
Steve from OCP will share the individual successful case studies and ideas of re-engineering the design of DC facilities and IT infrastructure.

Steve Helvie (Vice President)/OCP

Open-Source Leveraged Telco Infrastructure
Open source is dominating the ICT infrastructure, and nowadays even the traditional industry (e.g., financial or manufacturing sectors) has begun embracing the open
source. Linux has become a classic name in the open source software, now followed by many others including Hadoop, OpenStack, ONOS, ELK and so on. This open
source movement has spread to the hardware world, where Open Compute Project (OCP) is leading the open source hardware.
Telco is not an exception in joining the open source ecosystem to build the infrastructure more flexibly and efficiently at scale. At SK telecom, the software-defined
data center is built on the open source software. Last year, we joined OCP, where we are working on all-flash storage array for massive, fast storage for 5G services,
software-define networking based on open switch, and so on. Ultimately, these data center technologies will evolve to ‘All-IT network’, where all the applications
and services will be running on the open source software and hardware. To this end, we formed OCP Telco Project and Telco Infra Project with Facebook and global
top Telco’s.

최진성 원장/SKT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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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Open-Source Foundations

Jim Zemlin/Linux
Foundation

6월 20일(월) 09:00-11:00

A1-1 Linux Foundation: Overview & Projects

A1-3 OpenStack Foundation: Overview & Projects

The Linux Foundation is the organization of choice for the world's top
developers and companies to build ecosystems that accelerate op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 adoption. Together with the
worldwide open source community, it is solving the hardest technology
problems by creating the largest shared technology investment in
history. Founded in 2000, The Linux Foundation today provides tools,
training and events to scale any open source project, which together
deliver an economic impact not achievable by any one company.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linuxfoundation.org.

OpenStack Foundation에 대한 기본 소개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 커뮤니티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개와 글로벌 시장에서 OpenStack의
동향정보, 그리고 OpenStack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재석/SKT

A1-2 A
 pache Foundation: Overview & Projects

A1-4 C
 ontributing to Enlightenment Foundation
Libraries

In this session,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what Apache Software
Foundation is, which projects are being developed, and how to
contribute them.

윤진석/Apache
Software Foundation

서주영/Google

In this session, the presentor will share his experience with open
source project contribution and becoming a committer. He will
introduce Enlightenment Foundation Libraries project during this
course and explain how/why he started the contribution. He will also
sh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dopting open source
projects to the products - smart phones, smart TVs, smart watches,
smart cameras, and etc.

KRnet 2016
A2: Open-Source IoT & OCF

6월 20일(월) 13:40-15:40

A2-1 V
 ision and Status o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A2-3 IoT Practice with OCF: Healthcare

2014년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으로 시작한 국제 IoT 오픈 컨소시
엄은 최근 Microsoft, Qualcomm, E-Lux 등 다양한 분야 리딩 업체들이 신규 멤버
로 참여하면서 새롭게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세력을 확대 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OCF 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최신 기술 현황
을 소개한다. 또한 OCF 에서 지원하여 운영 중인 IoTivity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
이진욱/삼성전자 술개발동향과 현황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전종홍/ETRI

A2-4 U
 se case for OCF Product Implementation
on Microchip-Atmel MCU

A2-2 IoTivity: OCF Open Source Project
본 발표에서는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에서 IoT 응용 및 서
비스 개발을 위한 Open Source인 IoTivity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본 발표
는 IoTivity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oTivity 개요 및 시스템 구성/•IoTivity와 AllJoyn 간의 비교 분석/•IoTivity
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토콜/•IoTivity 개발 환경 구축 및 응용 개발/•IoTivity
정재훈/성균관대 오픈 소스 프로젝트 참여 방법/•IoTivity 활성화 방안 및 미래 전망

IoT 분야의 대표적인 사실표준화 기구인 OCF에서 개발되고 있는 헬스케어/피트
니스/웨어러블 관련 표준화 활동과 규격에 대해 소개하고, 기타 관련 헬스케어 관
련 표준화와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헬스케어/피트니스/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
넷 응용이 어떻게 결합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IoTivity 오픈
소스를 활용한 개발 사례를 통해 오픈소스 기반 IoT 응용 개발이 갖는 실제적인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최근 IoT 핵심 플랫폼으로 급격히 확장 중인 OpenConnectivityFoundation(OCF)
Consortium의 IoTivity OpenSource와 Atmel MCU시리즈를 활용한 OCF
SmartHome제품 개발 방법과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Atmel MCU환경에서 IoTivity
OpenSource 코드 적용 방식과 제품화를 위한 OpenSource License를 검토하
고 SmartHome 스펙을 이용한 제품군 확장과 제품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송병규/Microchip 도 짚어본다.

A3: Open R&D Debate

6월 20일(월) 16:00-18:00

A3-1 과학기술연구에서의 Open R&D

김석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에서 소프트웨어는 필수 도구
- 2020년의 과학자는 컴퓨터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필요(Nature, 2006)
-경험적 과학, 이론적 과학에서 계산적 과학, 데이터 중심 연구로 패러다임 이동(Jim Gray, 2007)
해외 현황
-연구에서 파생된 소프트웨어 등 산출물의 공개 문화가 연구 자세의 기본으로 확립
-과학기술연구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협업이 활발
국내 연구자도 연구결과의 공개에 긍정적이며 공개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전문가와의 협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개방 등에 대한 요구가 심화

A3-4 특
 허/정치로 무장한 표준과 Open R&D
는 대립인가 아니면 공존인가?

인터넷 기술 연구 및 표준화 방향이 점차 오픈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오픈
R&D 의 연구 및 다양한 업계와의 협업이 필수가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민간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오픈 R&D 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다양한
토킹 포인트를 발표한다.

최근 ETSI 등 주요 표준화 기구들은 ICT 분야의 큰 흐름인 오픈소스의 장점
을 표준과 접목하여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 중에 있다. 기업의 IPR을 인정하
는 표준과, 개방과 공유의 오픈소스는 얼핏 대립관계로 비춰지지만, 서로의 장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존의 관
계로 나아가야 한다.

박정식/TTA

A3-5 세
 금이 투입된 국가
과제와 Open R&D
의 관계는?

A3-6 법
 률 입장에서 글로벌 경
쟁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Open R&D 전략은?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R&D 과제 중에서
Open R&D에 있어서의 글로벌 프로젝트
R&D 과정에서 공개SW 커뮤니티에 공개
의 라이선스 정책 및 현황소개와 공급자
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조건으
및 사용자 관점에서의 법률적 검토사항
로 하는 ‘공개 SW R&D’제도의 현황과 취 김병선/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지에 대해 살펴본다.

B1-1 KT의 T-SDN 개발 및 상용적용
SDN 기술은 DATA 평면과 제어평면을 분리하는 기술로서,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 New Biz 발굴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SDN 기술을 전송망에 적용한 예로써, T-SDN 을 활용한 중앙집
중 제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커넥션 서비스와 아울러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 함.

이영욱/KT

B1-2 Application-aware Smart WAN
사례 및 기술
SDN에서 지향하는 효율화, 자동화, 벤더 의존성 탈피, 비용절감 등을 실질적
인 사업자 관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SDN
의 구현 목표를 제시함
Network에서 발생하는 구간별 요구사항의 특징을 바탕으로 Smart/
Intelligent 망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했던 IP/전송망의 사례를 공유하고, 구현
예정인 SDN기술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명함

B1-3 K
 REONET-S: 분산제어기반 SD-WAN
구축 및 가상화 응용 사례

김동균/KISTI

흔히 캐리어급 네트워킹으로도 불리우는 SD-WAN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최적
화, 가상화, 자동화를 위해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본 강연에서는 국내의
SD-WAN 구축 사례인 KREONET-S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KREONET-S는
SDN/OpenFlow 네트워크 인프라, 오픈소스 SD-WAN 분산제어플랫폼, 가상전
용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
께, 본 발표에서는 최근 ONS2016을 통해 KREONET-S가 공동 참여한 글로
벌 SD-WAN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시연 내용을 소개한다.

A3-7 학
 계입장에서의 Open
R&D 추진 전략은?

이민석/국민대

대학에서 오픈소스 방식으로 R&D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대학 환경에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이슈들에 대하여 나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

6월 20일(월) 09:00-11:00
B1-4 P
 4를 이용한 네트워크 데이터 플레인
프로그래밍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has been successful because it
lets network owners and operators “program” network behavior. SDN’s
programmability, however, is confined to the network control plane today.
The forwarding plane is still largely dictated by fixed-function packetprocessing hardware. Our goal is to change that, and to allow programmers
김창훈/Barefoot Networks to define how packets are to be processed all the way down to the wire.
This is made possible by a new generation of high-performance forwarding
chips. At the high-end, switching chips build with a new machine architecture -- namely PISA
(Protocol-Independent Switch Architecture) -- promise multi-Tb/s of packet processing. At the
mid- and low-end of the performance spectrum, CPUs, GPUs, FPGAs, and NPUs already offer
great flexibility with performance of a few tens to hundreds of Gb/s. In addition to programmable
forwarding chips, we also need a high-level language to dictate the forwarding behavior in a
target independent fashion. "P4" (www.p4.org) is such a language. In P4, the programmer declares
how packets are to be processed, and a compiler generates a configuration for a PISA chip, or a
programmable target in general.
In this talk, I will first give a quick overview of PISA and explain why it is inevitable; within the next
couple of years I expect all switching chips to be programmable, with no performance, power or
cost penalty. I will then give a brief primer on the P4 language, showing some example programs
for a variety of different networks, demonstrating the power of writing portable and reusable P4
programs. Finally I will introduce a few exciting use cases that data-plane programmability can
enable, along with new challenges and problems warranting further study.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B1: Software Defined Transport

진재환/LGU+

함진호/ETRI

과제 평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인 도전
과제에 있어서는 기획 및 평가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표에서는 현재 평가
체계가 갖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과제 기획 및 평가체
계에서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부과제 기획 및 평가체계에 대하여 제안한다. 아울러
성실실패가 용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제안한다.

A3-2 국
 내 민간 제조기업 입장에서 Open
R&D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박수홍/삼성전자

김형철/미래부IITP

A3-3 창
 의적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정부과제
기획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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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B2: NFV Next
B2-1 NFV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적용 및
기술 진화 방향

최홍식/PentaLink

본 발표에서는 SDN, NFV 솔루션들이 어떤 기술들로 채워져 구성되어 있으
며, 현재 적용된 것과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추후,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한 센터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NFVI 기반에 L3, L4, WAF들을
(VNF)로 사용하며, 배포툴을 통하여, 동적 확장을 컨트롤하며, 언더레이는 화이
트박스 기반에 Leaf, Spine 구조를 통한 구성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B2-2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NFV 기술 및
문제점 분석

정재웅/아토리서치

본격적인 SDN NFV 기술의 도입기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의 관련 제품이 개발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아토리서치가 SDN
NFV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심
NFV 기술 및 문제점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연구소에서 연구소재로
삼을 만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화두를 던진다.

6월 20일(월) 13:40-15:40
B2-3 N
 FV Phase-2 표준 현황 및 Stage-3 전략
ETSI NFV ISG그룹은 NFV 기술 관련 산업 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2012년 10월
에 구성된 표준화 그룹으로 2013년 1월 Phase-1을 시작으로 2015년 2월 공식
적인 Phase-2 활동을 개시하여 멀티 벤더 환경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하는 산업 규
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ETSI NFV Phase-2 표준화와 관련한
5개(IFA, EVE, TST, SEC, REL) WG들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 IFA WG
내에서 작업중인 NFV 기능 요구사항과 기능 구조, 인터페이스, 오페레이션 및 이
관련된 정보 모델등을 포함하여 현재 개발중인 산업 규격 내용을 소개한다. 향
이지현/ETRI 와
후 ETSI NFV 그룹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산업 규격과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구
체적인 협력 방안을 위한 Stage-3 표준화 작업을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 본 발표에서는 향후 이와 관련한 대응 전략과 기존/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연
동 방안에 대하여 다룬다.

B2-4 재사용 가능한 미들박스 특화 네트워킹 스택 기술
최근 NFV기술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기반 미들박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
지만 여러 요소 기술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미들박스를 제작하
는 일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소프트웨어 미들박스 제작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복잡한 플로 스테이트를 어떻게 효율적이면서 쉽게 관리하느냐
에 있는데, 대부분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플로 스테이트 관리와 미들박스 코
어 로직을 한데 섞어 제작되어 코드의 복잡성이 높고, 재사용가능하지 않은 모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박경수/KAIST 이
이 강연에서는 재사용가능한 미들박스 전용의 네트워킹 스택 및 API제작을 통해 복
잡한 TCP 플로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구현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미들
박스를 위한 전용 TCP 스택과 이벤트를 사용하여 동작하게 하는 미들박스 앱 제작 기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
를 통해 쉽고 빠르게 미들박스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3: Cloud Next / Edge Computing

6월 20일(월) 16:00-18:00

B3-1 A
WS를 통해 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의 진화
2006년 아마존 웹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개척한 이래, 기존 데
이터 센터 환경을 사용중인 기업 고객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이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본 세
션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존 온-프레미스와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 배포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둥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기존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있는
윤석찬/아마존 경우, 네트워크 연결 같은 기본적인 시작 부터 중요한 업무를 하이브리드 환
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 상호 연결성, 가용성, 보
안 및 Amazon VPC 및 Direct Connect를 통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구성과 AWS CloudFormatio
같은 인프라 자동화 도구 활용 방법까지 살펴 봅니다.

B3-3 Mobile Edge Computing 기술 동향
Mobile edge computing (MEC) is an emerging technology in 5G
communication systems required very low latency requirement. It can be
realized by deploying closer to end users, and in such cases, the edge
servers provide relatively faster services by using the local computing
capacity than servers deeper in the network. ETSI has been leading the
standard of MEC, and 3GPP starts discussion of MEC as a part of next
김성연/InterDigital generation network. In this talk, we discuss the MEC architecture and
standard trend of MEC. Furthermore, we discuss some study issues in various research areas.

B3-4 C
 ORD 대응 Open Networking
인프라 설계 및 구현

B3-2 Managed Cloud 기술 및 산업 동향
• Managed Cloud의 정의
• Managed Cloud의 구성 요소
- Managed Solution & Service
• Systeer Managed Service 소개
- Collaboration & Create
• End-To-End Layered Management
송영선/인프라닉스
- Public Cloud, Private Cloud, Hybrid Cloud
• 활용 사례
- 기업,공공,금융 클라우드서비스

본 발표에서는 ONOS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함께 SKT에서 진행하고 있는
ONOS 프로젝트인 CORD, MCORD, SONA를 설명한다. ONOS 기반의 언더레
이 (Underlay) 네트워킹 솔루션인 SONA Fabric과 5G 네트워크를 위한 ONOS
기반 네트워크 컨트롤러인 Going Forward를 설명한다.

신상호/SKT

C1: Immersive Media - V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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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몰입형 차세대 플랫폼으로서의 VR 기술

C1-4 VR 플랫폼의 시장 가능성과 사용자 경험 기술

최근 VR이 조명을 받게 된 계기인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 이후 행보와
2014년 인수 당시 마크 주커버그가 언급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
로서의 VR에 대한 의미와 이를 위한 주요 기술을 살펴본다.

1. 가
 상현실의 콘텐츠 제공이란? : 가상현실은 일반적인 영상제공과는 달
리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게된다. 우리는
공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콘텐츠는 우리에
게 너무나 익숙한 정보 제공 방법이므로 누구나 쉽게 받아 들일수 있다.
2. 공
 간의 경험 (360,position tracking,Working) : VR이 우리에게 공간의
경험을 제공 하는 기술에는 현재는 크게 3가지의 요소로 제공해주고 있다.
1) 3
 60도 경험–yow, pitch, roll에 의한 머리를 360 돌려가며 경험 하
게 되는 것이다.
2) p osition tracking경험–앞서 이야기한 360 경험에 x, y, z의 위치이
동의 경험도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W
 orking 경험–한자리에서의 회전과 움직임 뿐만 아니라 제법 먼 거
리를 걷거나 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V
 R개발 기술 : VR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발전
되고 있는데,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 어떤것인지 알아본다.
4. V
 R Attraction : VR콘텐츠의 종류를 알아보는데, 그중에서도 어트렉션VR
의 개발 방향과 기술에 관하여 알아본다.
5. V
 R플랫폼의 가능성 : VR이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될 가능성과
그이상의 모습으로 되어 갈것으로 보는 이유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
분들에 관하여 알아본다.

조선영/KT

최정환/스코넥엔터테인먼트

C1-2 초
 연결 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스페이스 기술
모든 사물과 미디어가 IoT/WoT 기반으로 상호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해 현실계를 기반으로 현실과 관련된 가상계와 상호작용을 통
해 공간을 초월한 미디어의 소비환경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혼합현실 기술
에 대해 소개함.

정우석/ETRI

C1-3 VR 산업 생태계와 최신 디바이스 기술
- 최근 Hot 한 산업으로 떠오르는 VR 산업과 관련 글로벌 동향과 선진국 투자
현황과 글로벌 기업의 전략에 대해 소개
- VR 생태계 형성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소개하며, 디바이스 기술 내용과 개
발해야 할 내용 중심의 소개

곽재도/LG전자

6월 20일(월) 09:00-11:00

KRnet 2016
C2: FinTech + O2O

6월 20일(월) 13:40-15:40

C2-1 핀
 테크 성공조건과 혁신, 확산 전략 사례 탐구

이경전/경희대

핀테크 서비스 성공 조건에 대한 설명
사례: PayByPhone,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Squarelike
스마트 환경에서의 새로운 핀테크 패러다임 설명
사례: UBPay, Seamless, Paydiant
핀테크 서비스 전략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사례: Samsung Pay, Payco

C2-2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디테일을 살펴보고 핀테크 응용 범위를 탐색

C2-3 O2O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동향
최근 O2O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지만, O2O 대한 정의
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O2O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면시장과 플랫폼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 영역
이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과의 관계로 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O2O 분야는 리테일/커머스, 헬스케어, 공유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O2O가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
박민우/청강문화산업대 야는 리테일 산업이며, 특히 옴니채널 전략 및 핀테크 기술과도 연계되어 빠르
게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O2O 서비스 중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옴니채널 기술 동향과 사물인터넷/웨어러블 플랫
폼과 연계되어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C2-4 실
 내위치서비스 기술 및 O2O 적용 사례
O2O를 현실화 하기 위한 여러 기반 기술 중에서 실내위치서비스 기술
(IndoorLBS)은 대형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의 사용자의 위치
를 확인하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이다. 실외에서는 GPS를 활용하
여 개략의 사용자의 위 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위성신호가 도달
하지 않아 GPS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실내에서는 사용자의 동선이
단절되어 Seamless한 O2O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다.
홍성표/피플앤드테크놀러지 본 강연에서는 실내위치를 확인하는 여러 기술인 1)WIFI 무선 AP, 2)블루투
스 비콘, 3)지자기 센서, 4)스마트폰의 각종 관성 센서, 5)Li-Fi 기술, 6)UWB
등의 기술의 핵심 동작 원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응용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각 기술들의 측위정밀도, 확장 및 배포의 용이성등 장단점을 소개하여, 다양한 O2O 서비스중
가장 적합한 실내위치서비스기술을 선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동산/페이게이트

C3: Smart Home & Things

6월 20일(월) 16:00-18:00

C3-1 Open Platform Technologies for
Smart Home

C3-3 C
 onnectivity Solutions for Smart
Home

본 발표에서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홈 주요 이슈와 기슐 요소를 살
펴보고 WoT (Web of Things) 기반의 스마트홈 기술을 설명한다. 또한 스
마트홈 플랫폼 기술 동향과 개방형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
한 이슈들을 살펴본다.

본 발표에서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홈에서의 무선
컨넥티비티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사물 인터넷의 시장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스
마트 홈에서 무선 컨넥티비티의 중요성 및 무선 컨넥티비티의 각 표준과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스마트 홈에서 무선 기술로 인해 가능하게 된 응용 및 서비
스에 대해 정리한 후 향후 전망 및 결론을 제시한다.

이은서/ETRI

왕성호/RadioPulse Inc.

C3-2 Intelligent Services for Smart
Home

C3-4 U
 biquitous Robotic Companion
and IoRT (Internet of Robotic
Things)

IoT제품의 활용으로 패시브 하우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본 제품이 실생활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에너지 절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설명한다.

한현석/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

김창환/KIST

D1-1 정책기반 SDN 환경에서의 Security 통합
정책기반 SDN에서 정책이란 SDN 제어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
의 기술입니다. 선언적인 방식, 즉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중심을 두는 정
책기반 SDN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Cisco ACI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반 SDN 환경에서도 기존 레거시 환경과 동일하게 방화벽, IDS/IPS
김형수/시스코코리아 및 NAC 관련 보안 솔루션들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환경 대비
SDN에서는 보안 솔루션들이 SDN 제어부와의 연동을 통해서 보안 위협에
대한 동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Cisco ACI에서는 표준 OpFlex 프로토콜 및 보안 솔루션 별 디바이스 패키지 기술을 활용하며 보
안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유스케이스인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및 보안 위협 분석 기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1-2 고속 스트링 패턴 매칭을 사용한 DPI
기반의 Network Function 고속화
Middlebox services that inspect packet payloads have become
commonplace. Today, anyone can sign up for cloudbased Web
application firewall with a single click. These services typically look for
known patterns that might appear anywhere in the payload. The key
challenge is that existing solutions for pattern matching have become
한동수/KAIST a bottleneck because software packet processing technologies have
advanced. The popularization of cloud-based services has made the
problem even more critical.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multi-pattern string matching
algorithm, called DFC. DFC significantly reduces the number of memory accesses and cache
misses by using small and cache-friendly data structures and avoids instruction pipeline
stalls by minimizing sequential data dependency. Our evaluation shows that DFC improves
performance by 2.0 to 3.6 times compared to state-of-the-art on real traffic workload
obtained from a commercial network. It also outperforms other algorithms even in the worst
case. When applied to middlebox applications, such as network intrusion detection, anti-virus,
and Web application firewalls, DFC delivers 57-160% improvement in performance.

6월 20일(월) 09:00-11:00
D1-3 클라우드기반 보안서비스와
Software-defined Security 기술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기능의 유연성을 제
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서비스로서의 보안’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보안 솔루션의 직접적인 투자 고민 없이 진화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맞춤형 보안기능이 동적으로 적용되고 사이
김익균/ETRI 버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Security as a
Service)’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가 유기
적으로 동작하기 위하여, Software-Defined Security 기술 개념으로 재 정립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능
형 보안서비스(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를 지향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보안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D1: Software-defined Security

2000년대 중반에 제시된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robo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개발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그리고 URC robot의 기술적 달성 목표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한 문제점 등 고찰하
고 현 로봇 개발 동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 로봇 개발자 관점에서 IoT 분
야 기술에 대한 니즈 및 기술융합 가능성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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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D2: IoT/Fintech Security

김용대/KAIST

6월 20일(월) 13:40-15:40

D2-1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IoT 보안의 현재와 미래

D2-3 IoT 보안을 위한 제품/서비스 설계 전략

본 강연에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IoT 기기들에 대한 보안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래 IoT 보안 이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IoT 기기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약점에 대
하여 살펴 본다. 이들 취약점은 가정용 기기부터 시작하여 기반 시설, 자동차,
의료 기기들로 대표되는 Safety Critical System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취약점
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IoT 보
안의 미래에 대하여, 통신/네트워크, 클라우드, 기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oT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기술을 살펴보고 IoT 서비스 사업자가 제품
기획/설계 시 적용 가능한 보안요소를 구현방안과 더불어 소개한다.
1. IoT 서비스 개요
A. IoT 서비스 구간 정의 및 서비스 구현 기술요소
2. IoT 서비스 구간 별 취약점 및 보안 기술
A. Device 취약점 및 보안기술/B. N/W 취약점 및 보안기술/C. 서비스서버 취
약점 및 보안기술/D. 모바일 취약점 및 보안기술
3.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제품설계 고려요소
A. Device 보안설계/B. N/W 보안설계/C. 서비스서버 보안설계/D. 모바일 앱
보안설계
4. IoT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선택 가이드
A. 펌웨어 보호 솔루션/B. Device 인증 솔루션/C. 사용자 인증/권한 관리/D.
Secure Update

장우진/SK인포섹

D2-2 IoT 보안: 핵심이슈는?
IoT 보안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다양한 Io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메인 별 보
안 위협 및 대응 방안들을 살펴본다. 또한 클라우드와 결합된 IoT 서비스 환경에
서 필요한 보안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D2-4 Fintech 사용자 인증 기술 동향 및 전망

정수환/숭실대

진승헌/ETRI

D3: Cybersecurity Technology

6월 20일(월) 16:00-18:00

D3-1 Cybersecurity Intelligence

윤지원/고려대

정보라는 단어는 크게 Information 과 Intelligence라는 두가지 단어가 존재
한다. Information은 데이터 그 자체이며 이러한 Information을 여러가지 의
미있는 방법들과 수단을 통해 정제하고 처리하여 분석에 이르러서 얻어지는
가치있는 정보가 바로 Intelligence로서 최근의 이슈인 빅데이터분석과도 연
결지을수 있으며 Cyber security와 정보수집 및 수사에 이르기까기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특히,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들(SNS, 동
영상, 음성)을 이용하여 어떠한 가치있는 Intelligence들을 추출해낼수 있는
지에 대한 다양한 예를 보이고자 한다.

D3-2 Tizen Security & Privacy

황용호/삼성전자

오픈 플랫폼 환경 및 스마트 기기 사용 시에 보안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오픈 플랫폼인 Tizen은 개발자
들에게 안전한 App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 Privacy 데이터 보호를 위해
기술적인 측면과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보안 기능들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새롭
게 공개되는Tizen 3.0은 강력한 앱 검증 프로세스와 접근제어 시스템, 사용자
리소스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보안 측면에서 Tizen App Ecosystem을 전체적
으로 소개하고 App 실행 시 안전하게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용자 Privacy 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및 강화된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D3-3 C
 loud Security with Homomorphic
Encryption
완전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계산을 지원하는 이상적인 암호로서 암
호학계의 성배(holy grail)로 불리며 1978년 이후 오랫동안 미해결 문제로 알려
져 있었다. 2009년 Gentry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동형암호는 구현이 거의 불
가능할 정도로 복잡하였으나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실용 가능한 스킴들이 제시
천정희/서울대 되고 있다. 완전동형암호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꼭 필요한 암호기술로서 2011
년 MIT Technical Review에서 10대 Emerging Technology로도 선정이 되는
등 IT전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2015년 Eurocrypt에서 발표된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over the Integers Revisited 논문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연구된 동형암호 스킴과 구현결과를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암호화된 탐색과 연산,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데이터 분석, 암호화된
DNA 분석 등에서의 응용들을 소개한다.

E1: Open Infrastructure for Science & Technology
E1-1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혁신 촉진 가능성
과 정책적 개선방안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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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사이언스의 개념적 이해: 혁신을 위한 지식개방과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오픈사이언스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
제로 등장
- 국제적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프로젝트의 동향
•OECD 관련 프로젝트, EU 프로젝트 등
- 한국 오픈사이언스 관련 동향
•한국 역시 2009년 이후 오픈사이언스에 주목: 문화부 오픈액세스코리아 사업
•한국의 정책 동향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추진

문정훈/KISTI

E1-3 개방형 초연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오픈 테스트베드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의 시험검증 지원을 위한 KOREN에 대한 전반적인 설
명과 KOREN 내에 운영중인 판교FNC(Future Network Center)와 공공안전망
시험검증센터의 등의 Open Testbed 소개 및 활용방법 등을 소개

양종한/NIA

6월 20일(월) 09:00-11:00
E1-4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PaaS-TA
구축과 생태계 확산 전략

클라우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하
PaaS)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PaaS는 클라우드 응용
SW(이라 SaaS)의 개발, 실행, 운영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서, SaaS가 특정
PaaS에서 개발되면 이후에도 계속 해당 PaaS에 종속되기 쉽다. 바로 이러
전형철/크로센트 한 특징 때문에 미래의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전략적으로 PaaS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Paa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뜨거운 기술 경쟁 속에서 PaaS 종속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이식성을 가진 오픈소스 PaaS가 주
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E1-2 과학 빅데이터의 전송/저장/처리를 통
합 지원하는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본 발표에서는 Data-Intensive 과학분야의 대용량 데이터들에 대해서 효과
적인 전송/저장/처리를 위하여 KREONET 환경하에서의 ScienceDMZ 구축
과 이를 기반으로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구축 및 통합 지원을 소개한다. 특
히, KREONET/GLORIAD를 통해 이러한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환경은 미
국의 PRP(Pacific Research Project) 프로젝트의 국제 파트너로서 Super
Facility들에 대한 100Gbp연동 기반의 획기적인 연구 환경의 제공에 대한
기술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부터 I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주
요 화두이다.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이
다. 본 발표에서는 핀테크 사용자 인증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
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여 활발하
게 활동중인 FIDO Alliance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사용자 인증기술에 대
한 전망해 본다.

E1-5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을 위한 개방형
체계 구축

나성욱/NIA

우선, 1995년부터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
책과 2015년에 수립된 초연결네트워크 정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BcN확산/기가인터넷, 4G이동통신/공공와이파이, 학교인터넷 등 네트워크 인
프라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2015통신서비스 품
질평가 개요와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개
방형 체계 구축에 대하여 설명한다.

KRnet 2016
E2: Open Research Ideas

6월 20일(월) 13:40-15:40

E2-1 Wi-Fi Offloading: Edge Resource
Pooling Perspective

이 융/KAIST

본 발표에서는 모바일 트래픽 전달 기술인 Wi-Fi Offloading기술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이는 에지 컴퓨팅/네트워킹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요한 에지 리
소스 풀링의 기술로 해석하여 발표하고, 이론적, 실험적, 구현적으로 이루어진
Wi-Fi offloading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발표한다. 특히, 모바일 CDN으로
써의 mobile offloading 기술 구현 사례와 앞으로의 에지 리소스 풀링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E2-2 Innovations in Prototyping Realtime Full-duplex MIMO System
본 강연에서는 5세대 셀룰라 통신 및 미래 무선랜에서 고려되고 있는 전이
중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 후 셀룰라 네트워크에서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 본
다. 아날로그, 디지털 영역에서의 하드웨어 및 신호처리 기술 및 정보 이론
관점에서의 성능 분석 및 실제 구현 결과를 소개한다.

채찬병/연세대

E2-3 E
 nergy-efficient Mobile Browsing:
Rethinking Energy-Performance TradeOff in Mobile Web Page Loading
Web browsing is a key application on mobile devices. However, mobile
browsers are largely optimized for performance, imposing a significant burden
on power-hungry mobile devices. In this work, we aim to reduce the energy
신인식/KAIST consumed to load web pages on smartphones, preferably without increasing
page load time and compromising user experience. To this end, we first
study the internals of web page loading on smartphones and identify its energy-inefficient behaviors.
Based on our findings, we then derive general design principles for energy-efficient web page loading,
and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 open-source Chromium browser and implement our techniques on
commercial smartphon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techniques are able to achieve a 24.4%
average system energy saving for Chromium on a latest-generation big.LITTLE smartphone using WiFi
(a 22.5% saving when using 3G), while not increasing average page load time. We also show that our
proposed techniques can bring a 10.5% system energy saving on average with a small 1.69% increase
in page load time for mobile Firefox web browser. User study results indicate that such a small increase
in page load time is hardly perceivable.

E3: Open Collaboration Community

6월 20일(월) 16:00-18:00

E3-1 오픈 API 개발 전략 및 기술적 고려사항

E3-3 ICT DIY 협업 커뮤니티 활동 및 사례

오픈 API를 개발하여 제공할 때 인증, API스펙 정의, 버전 정책, 문서자동
화, 테스팅 등 기술적 고려사항과 API제휴 정책 등 전략적 고려 사항들을 설
명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새롭게 공개한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계
번역, 캡차 등 다양한 오픈 API 활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ICT DIY 포럼을 통한 메이커 무브먼트 사례
- 메이커무브먼트와 IoT 산업의 연관 관계
- ICT DIY 활동을 통한 민간 메이커톤 사례
- 제조, ICT 융합을 통한 기업간 협업 사례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례

최재규/매직에코

옥상훈/네이버 랩스

E3-4 3D 프린팅, 협업 그리고 따뜻한 기술

E3-2 H
 TML5 KIG (CG) 커뮤니티 활동현황
및 주요 이슈
W3C HTML5 KIG(대한민국 관심그룹)은2010년 11월 11일에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
로 최근에 개최한 42차 회의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최신 HTML5 표준 기
술, HTML5 앱 Best Practice 및 브라우저 오픈소스/제품 기술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
고 있다. 또한 W3C의 Internationalization WG 및 CSS WG 등 W3C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WG이 한국과 관련된 이슈 협의시 HTML5 KIG 메일링 리스트로 한국과 관련된
이원석/ETRI 구체적인 이슈를 문의하는 등 웹과 관련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그룹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HTML5 KIG 커뮤니티 그룹 현황 공유 및 이슈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충일/LI Networks

F1: Open-Source SDN/NFV/Cloud

6월 21일(화) 09:00-11:00

F1-1 시장 표준 선점을 통한 소프트웨어 정
의 데이터센터 프레임워크 전략: COD
(Customer Optimized Datacenter)

F1-3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SDDC 전략
-인
 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송도국제도시 U-City 구축사업을 통하여 진행
중인, 공공 최초 SDDC 도입사례를 전파
•해당 사업의 SDDC 도입 배경 및 효과
•후속 사업의 전개 방향 및 향후 확산 계획

이상호/인천유시티

F1-4 클
 라우드 네트워킹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줄타기

F1-2 TCC1(Toast Cloud Center1)의
Network Architecture VANADA 소개
TCC1(Toast Cloud Center1)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자체기술로 만든 도심형 고집
적 클라우드센터 입니다. 이곳의 Network Architecture인 VANADA를 소개하면서
DataCenter Network의 고민과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주환/NHN 엔터테인먼트

최정대/카카오

F2: Open Hardware #1

Steve Helvie/OCP

6월 21일(화) 13:40-15:40

F2-1 O
 CP: Trends & Challenges for the
Open Data Centre Model

F2-3 The Why and How of Developing Allflash Storage System

The Open Compute Project (OCP) was started back in 2011 by Facebook
and has evolved to b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oncepts for the sharing
of hardware designs amongst a community of users. Steve from the OCP
Foundation will share examples of growth as well as the challenges existing
within OCP today.

고성능, 고효율 저장 매체인NAND Flash 기술의 발전과 단가 하락으로 인해 SSD는 다양한
형태로 Enterprise system 안에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 SKT 종합기술원에서는 All-flash
기반 고성능 Storage System을 개발해 왔으며, Enterprise 향 System 개발을 위한 Ecosystem이 미미한 국내 환경에서 Open Hardware를 활용하여 개발 비용을 줄이고 개발 기간
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본 세션에서 All-Flash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와 어떻게 Open Hardware를 활용하고 OCP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한다.

김정수/SKT

F2-2 A
 chieving Datacenter Energy Efficiency
and Limitations of adopting OCP

김영모/비바엔에스

SDN, NFV, ONOS등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야한
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OpenStack을 기반으로 Private Cloud를 구축하면
서 이런 여러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현실에서 지난 세월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환경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SDN등의 기술과 현실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필요한 점, 부족한 점 그리고 그
들과 협력해 나갔었는지의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근래에 들의 급격하게 이루어 진 데이터 센터 기술의 진화는 전문업체가 아니라 Google아니
FaceBook과 같은 데이터센터 이용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량의 에너지 요구에 비해 증가하
는 그린화의 압박의 여견에서 출발된 데이터센터 최적화 기술은, 특히나 FaceBook이 주도한
OCP를 통해 공개되고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OCP를 통해 공개된 기술들은
실제 한국의 대댜수 기업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제약을 가지고 있어, 실제 적용은 쉽지 않다.
이러한 여견에서 실제 국내 기후조건에서의 기업들이 적용 가능한 에너지 최적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그 결과를 실제 구현 및 운영 결과를 통해 설명한다.

F2-4 H
 ow to build efficient Infrastructure
using Open Hardware

유 현/KT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분야에서 소프트웨어화와 Open Architecture에 의한 혁신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Control Plane에서 Data Plane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Open Hardware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Telco에서 Open Hardware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 Open Hardware를 위한 Open Software 동향
-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Network OS 선택과 활용
- Telco에서 Open Hardware 및 Open Software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이슈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현재 상황에서의 SDx 관련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초기 2년 (2017년까지)의 시
장접근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해본다.

류기훈/나임네트웍스

• 3D 프린팅 개요
• 3D 프린팅과 협업 사례들
- 3D 프린팅 오픈 소스 커뮤니티
- 3D 프린팅과 DIY
- 3D 프린팅 활용 사례
• 3D 프린팅과 따뜻한 기술
- 교육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
- 장애인 들을 위한 적용 사례
- 적정기술(AT, HT)에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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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F3: Open Hardware #2

6월 21일(화) 16:00-18:00

F3-1 OpenSwitch and Open Networking
1)
2)
3)
4)

value of open source and disaggregation in data center
OpenSwitch community
OpenSwitch architecture, and key use cases
OpenStack integration

Ted Qian/HPE

F3-2 Open-Source

Networking with ONL
(Open Network Linux)

Steven Noble/
Big Switch Networks

Open Network Linux is a linux distribution for “bare metal” switches, that
is, network forwarding devices built from commodity components. ONL
uses ONIE to install onto on-baord flash memory.
ONL is already an important part of the Open Compute Project and is
a component in a growing colle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stack
for network.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ONL and why Open Source
based Network OS and software stacks are important for making “open
hardware” meaningful.

F3-3 White-Box

Networking with ONL & PRISM
White-box(WB, 깡통스위치)의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최근 급상승 중입니다. 글
로벌 라우터 제조사인 시스코, 주니퍼도 자신의 OS를 WB에서 운영할 수 있도
록 개방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WB의 강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WB에
서 운영되는 공개소스인 오픈 네트워크 리눅스 (ONL)을 이용하면, 일반 개발
자도 1Tbps로 동작하는 시스코 수준의 라우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쿨클라우드는 한국 최초의 SDN (Software Defined Network)회사로서, (깡통
박성용/Kul Cloud 스위치+오픈네트워크 리눅스+ Redhat 또는 Ubuntu Linux 서버)의 조합으로
시스코 급의 각종 라우터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오픈소스/상용소스 라우
터를 인스톨해 사용할 수 있는 PRISM 솔루션을 개발해 각종 해외 전시회에 발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발표는 현재 및 앞으로의 라우터 산업의 추세, 기술적 개발동향, 그리고 프리즘 솔루션에 대한 소개,
오픈스택과의 연동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F3-4 OCP-based

Bare-Metal Hardwares
and Whitebox Switches

George Tsaparian/Edgecore

G1: 5G Wireless

6월 21일(화) 09:00-11:00

G1-1 5G 무선 네트워크: Overview
5G는 이동 초광대역 통신 서비스(enhanced mobile broadband:
eMBB), 초고신뢰성/저지연 통신 서비스(ultra-reliable & low latency
communications: uMTC), 그리고 대규모 기기간 통신 서비스(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mMTC)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용자 시나
리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G
의 무선 액세스 기술(Radio Access Technology: RAT)은 기존 LTE의 진화
LTE)와 특별한 용도에 최적화된 새로운 무선 접속 방식(new RAT)
강충구/고려대 (evolved
이 밀결합(tight integration)된 기술의 집합이 될 것이다. New RAT의 경우
에는 기존 IMT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넓은 채널 대역폭을 포함하여 활용 가능
하며, 실내 또는 특정 밀집 지역의 소형 셀에서 최대 사용자 전송률과 단위 면적당 용량을 보다 증대하
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때 단말은 기존 매크로 셀의 제어를 통해 이동성과 자원 할당을 수행하면서 매
크로셀 링크와 새로운 무선접속 링크를 밀결합하는 다중 연결성(dual connectivity)이 제공될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5G의 개념과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표준화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여기서 다루게 될 주요 요소 기술은 밀리미터파 대역 통신 기술, 대규모 안테나, 변조 및 부호
화, 다중접속 방식,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관련 구조 등을 포함하며, 이들 기술을 통해 5G의 기술적 요
구사항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

G1-3 5G 차세대 무선 전송 기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신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무선 네트
워크의 획기적 용량 증대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고속 무선전송을
포함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 LTE로 대변되던 4G
이동통신을 대체하는 신규 5G 이동통신의 표준화 및 초기 상용화를 앞두
고 있는 시점에, 본 강연에서는 5G 이동통신의 진화 방향 및 주요 기술에
대한 최근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5G 이동통신의 주요 서비스와 이를 위한 5G 시스템의 주요 요구조건을
설지윤/삼성전자 예측하고,
5G 이동통신에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주요 후보기술들
을 소개한다. 5G 이동통신은 기존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Below-6GHz) 외에 신규 초고주파 대
역 (Above-6GHz)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강연에서는 초고주파 대역 빔포밍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5G向 기술 개요와 실제 테스트베드 개발을 통한 기술 검증 결과를 소개한다.

G1-4 5G 무선통신 표준화와 주요 기술
2015년 ITU-R의 IMT-2020 비전 제시 이후, 산업계에서는 2016년 3
월 3GPP New RAT study item의 승인을 시작으로 5G 표준화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5G 표준화의 주요 일정 소개를 시
작으로 5G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및 주요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G1-2 5G를 위한 mmWave 기술
5G 이동통신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및 KPI를 설명하고,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5G
이동통신 기술 개발 국내외 현황 및 주요 기술 이슈를 점검한 뒤, 기가코리아 5G 사
업을 통해 개발된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소개한다.

Organizations from cloud data center operators to telecoms to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and other compute-intensive enterprises have
deployed open network infrastructures to lower costs, align their
networks to meet specific business objectives, and leverage innovation
from a large ecosystem of open communities and vendors.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use cases for open networks in enterprises
and service providers.

강지원/LG전자

이 훈/ETRI

G2: 5G Core/Access Network

6월 21일(화) 13:40-15:40

G2-1 5G 네트워크 진화 및 표준 전략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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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G 기술은 무선기술(RAN) 의 성능 및 속도 향상과 관련한 측면 외
에도 네트워크 운용 편의성, 신규 서비스 수용 용이성, CAPEX/OPEX 절
감과 같은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여러 표준화기
구들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5G 네트워크 진화 전
략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상화(NFV), 개방형 인터페이스(SDN) 지원
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들을 통해 4G 네트워크 구조의 성능 및 용량 개선
을 통한 기존 표준을 확장하는 방식(Evolution)과, 중장기적으로는 5G를
신명기/ETRI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대응하는 5G native function 정의 및 새로
운 구조를 개발하는 접근 방식(Clean-slate)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SDN, NFV
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의 수용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중인 3GPP SA1, SA2, SA5를 중심으로 한 표
준 연구 동향 및 ETSI NFV 그룹과 ONF, IETF, ITU 등의 각 기구별 전략 및 표준개발 방향 등을 다
양한 시각으로 살펴본다.

G2-3 5G 코어 및 네트워크 기술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5G 네트워크 표준 동향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말의 고려 사항 및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5G Next Generation System에 대한 네트워크 후보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CP/UP split, QoS, 이동성 및 세션 관리, Common
AS-CN interface 등)
LTE/EPS와의 Interworking/Migration 이슈 등

김현숙/LG전자

G2-4 5
 G 네트워크 연결 및 이동성,
QoS 관리기술

G2-2 오
 픈소스 SDN/NFV를 활용한
5G 네트워크 기술

이성원/경희대

과거 표준과 특허가 중요시 되던 네트워킹 기술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SDN/NFV로 촉발된 이
러한 변화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기술발전을 어떻게 네트워킹 분
야의 발전과 연계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발표
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는 5G 네트워킹의 현황을 “개발” 관
점에서 살펴본 후, 2020년 이전에 자연스럽게 도입될 새로운 IT 기술 기
반의 SDN/NFV 진화 방안을 다룹니다. 아울러, 5G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
에 대한 제언을 수행합니다.

박노익/ETRI

현재의 4G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서비
스가 시작되었던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기술을 승계하
고 있다. GPRS구조는 향후 도래할 5G에 대응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기술 세대별로 별도
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기술전
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KRnet 2016
G3: 5G Services & DevOps Debate

6월 21일(화) 16:00-18:00

G3-15G 기술, 서비스 및 가치
5G는 4G 대비 단순히 빠르기만 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
스 경험을 제공하고,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5G 아키텍쳐는 5G 신규 무선전송 기
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NFV와 SDN 기술을 바탕으로 All-IT화 되어야 한다.
본 강연에서는 All-IT 관점에서의 5G 서비스, 요소 기술, 표준화, 그리고 SK 텔
레콤의 Vision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수/SKT

G3-2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서비스
5G는 사용자당 1Gbps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 1ms 이하의 단대단 지연,
km2당 100만대 이상의 단말 연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여 4G LTE 대비 향
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5G는 음성/영상 통화, 인터
넷 접속,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 중심으로 비교적 유사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4G 망과는 달리,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Vehicle-to-vehicle, 자율주행자동차, IoT 등 기존 스마트폰 서비스와는 요구사
항이 매우 다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갖고
정제민/KT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산업별, 고객별로 안
정적인 전용망을 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5G 망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5G에 도입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
해 어떠한 서비스와 Business가 새롭게 가능하게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H1: Industrial Internet

6월 21일(화) 09:00-11:00

H1-1 정보 가전 산업에서의 사물 인터넷
예전 가전 기기는 본연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얼마
나 세탁을 잘하는 지, 얼마나 냉난방을 잘하는 지, 얼마나 청소가 쉬운지 등
이 주요 차별화 포인트였다. IoT 는 기기간의 연동을 통해서 스마트한 서비
스/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환경이다. 그러다 보니, 가전 기기에서도
단순 기능 외에 기기와 기기간의 정보 교환 등이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되
어가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전자 업계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소개하고, 해
변화를 지원하는 기술, 표준화, 오픈소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특
정진국/삼성전자 당
히, 표준/오픈소스 등의 개방형 기술들이 정보 가전 산업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지도 같이 토론하고자 한다.

H1-2 디
 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현재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
대한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덥치고 있다.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를 근본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 변혁의 시발점은 다름아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다.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 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분야는 기존의 헬스케어 및
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한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에 따라 SF 영화에나 나올법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최윤섭/Digital Healthcare Institute 이미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터,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 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 혁신들은 모두 하나같이 헬스케어에 접
목되어 기존의 건강 관리와 질병 진단, 치료의 판도를 뒤집어 놓고 있다.
이 변화의 시기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
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또한 우리가 맞이할 새
로운 숙제와 이슈들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H1-3 농식품 생산 및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의 균형적인 생
산과 투명한 유통, 그리고 안전한 소비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벌이고 있
는 노력과 국제표준화 기술 동향, 그리고 국내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현
황에 대해 소개한다.

김대영/KAIST

H1-4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과 표준화 동향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한국 제조업은 ‘14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4위,
무역규모 1조달러를 상회하고 수출7위, 수입9위의 교육국이며 무역품 중
2000년 기준으로 97.2% 제조업 생산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예측 및 제조기업의 매출감소와 수출 부진
등 위기에 대응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상승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궁극적
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이 IoT, IoS등의 ICT와
차석근/에이시에스 융합하여 자동화 정보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실시간 연동 통합됨으로써
생산성 향상, 에너지절감, 인간중심의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최적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할 수 있다. 중소 제조기업 보급용 한국형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 및 시범적용은 ’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한 창조비타민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시화
반월 단지에 소재한 생산공정에 IT 미적용한 단계에서 수준 1.5 단계로 발전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적
용사례와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H2: Smart Cars/Drones

6월 21일(화) 13:40-15:40

이상선/한양대

교통분야의 C-ITS서비스 기술과 자동차분야의 자율주행기술의 공통 핵
심 기술인 차량 전용 무선통신은 ISO TC204 의 CALM 통신과 IEEE 의
WAVE 통신으로 대변된다. 두 통신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표준기
술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일어나고 있는 표준 개정 내
용 및 두 통신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Harmonization 활동을 소개한다.

H2-3 자율 주행을 위한 확률기반 차량 경로 계획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 선택 기술의 최근 동향과 연
구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도로 상황의 불확실성과 다수의 차량들로 인한
도로 혼잡을 고려한 확률 기반 차량 경로 계획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임세준/국민대

H2-4 드론 편대에 기반한 통신 및 방송
인프라 구성

H2-2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및 실증 현황

최유준/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 모빌리티(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신개념의 1~2인승 전기차로써 일
본,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차량은 실증을 완료하고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 개념의 교통수단 개발 동
향에 근거하여, 한국에서는 2년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스마
트 모빌리티 연구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과 관련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세계 각국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실증 현황 및 서비
스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표는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
역 또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한 지역에 이동성이 높은 드론 편대를 파
견하여 즉시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당 지역 사용자에게 네
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FM라디오 방송을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해 설명한다.

김황남/고려대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H2-1 S
 mart Highway를 위한
차량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동향

17

KRnet 2016

세부프로그램

H3: Smart City

6월 21일(화) 16:00-18:00

H3-1지속가능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자원사용의 최적화로 안전, 교통, 도시효율
등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인프라 구축/
확산 중이며, 지속가능성 제고 및 수요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
가 보유한 자원과 문제점을 고려한 특화된 스마트시티 플랫폼 제공이 필연적임.
국내 스마트시티 개발 정책은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경쟁력 있는 비즈니
스 모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며, 각 국가별 스마트
이일우/ETRI
시티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본 강연에서는 스마트
시티-정보/에너지 융합관점에서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손기민/중앙대

H3-3 IoT 기반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하공간 관리 기술
최근 빈발하는 지하 공동으로 인한 도로 함몰과 지반 침하 등 지하공간 관련 재
난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중요한 사
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그 원인은 도심에서 많은 지하개발로 인해 지하수
가 대량으로 유출되며, 지하수 변화에 따라 토사 유출/유입으로 인해 지반 약화
와 같은 지반 변형 때문이다.
도시 지하공간 내 지하매설물(상하수도)의 상태와 지하공간 상황(지하구조물, 지
이재흠/ETRI
하수, 지반변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 예측, 대응하
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에 대한 설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임.

H3-2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에 기반한
최적 교통제어 및 관리기술

H3-4 개방형 Io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및 부산 사례

- 최적의 교통제어 및 관리기술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통계획 분야
의 핵심 분야
- 교통제어 및 관리기술의 핵심인 4가지 세부 과제에 대해 빅데이터와 기계학
습 기반의 방법론을 적용
- 대중교통 및 공로교통에 대한 정책입안 및 평가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서의 역할 수행

-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 SKT의 스마트시티 접근 전략
-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개요
- 1차년도(‘15년) 주요 추진 내용 및 성과
- 2차년도(‘16년) 추진 계획
- 시사점 및 고려사항

김은광/SKT

I1: Visibility and Visualization

6월 21일(화) 09:00-11:00

I1-1 Data Visualization을 위한
Approximation Algorithm 활용 사례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의 데이터 특징은 엄청난 양, 다양한 형식과 속성, 그
리고 실시간 제공이라고 한다. 엄청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즉시 관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엄청난 양의 CPU, memory, 저장
장치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일까?
본 발표에서는 통계치의 정확함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속도를 얻는 방법들과
정주원/NAVER 그 방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데이터를 관찰하는
방법 중, count, cardinality, percentile의 근사(approximation) 알고리즘과
그것들이 elasiticserach 등의 open software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데이터를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I1-3 HPC를 활용한 빅데이터 Visualization
HPC의 처리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 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및
데이터도 테라, 페타 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
석을 위해서 HPC 컴퓨팅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필
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HPC를 활용한 Visualization의 방법, 동향 및 엑
사급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visualization의 이슈들을 알아 본다.

김민아/KISTI

I1-4 Intelligent Network Visualization
Solution

I1-2 V
 isual Analytics for Mobile Computing

고성안/UNIST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됨에 따라, 이들 기술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도 급격히
커지고 복잡해 졌다.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Visual Analytics
(VA) 연구가 새로이 제안 되었다. 모바일 및 네트워크 컴퓨팅 데이터는 빅
데이터 가운데서도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 인데, 이는 데이터가 spatial,
temporal and multi-dimensional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VA 연구 분야를 간략히 소개하고, 모바일 및 네트워크 빅데이터
를 분석하기 위한 VA 기술을 살펴본다.

I2: Real-time Analytics
I2-1 멀티코어 프로세서 기반 40G급 네트
워크 패킷 수집, 저장, 분석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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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트워크나 서버 기반 플랫폼들이 고속화되고 SDN/NFV 형태로 통합이
되면서, 단일코어 단일쓰레드 기반에서 멀티코어, 멀티쓰레드 기반으로 발전하
고 있다. 네트워크분야에서는 멀티코어를 탑재한 네트워크프로세서들이 10G
~ 100G 물리인터페이스와 직접 접속하면서, 대용량의 고속 트래픽을 처리하
고 있고,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야에서는 수백코어를 내장하
김종오/FISYS 고 있는 GPU가 고속 연산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퍼컴퓨터 영역에서는 IBM
Power Processor, 인텔 제온 CPU등이 성능 경쟁을 벌이고 있고, ARM-64비
트가 출시되면서 ARM CPU가 저전력 고성능 트래픽 처리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직접 제작한 Tile-Gx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40G 플랫폼을 사용하여, Flow 기반 추
상화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네트워크 패킷 수집/저장, 수십Gbps의 데이터를 CPU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구
현 적용한 사례, DPI 기반의 트래픽 분석 등에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멀티코어 프로
세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2-2 고속 통신 패킷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김성진/인피니플럭스

•전통적인 트랜잭션 기반 DBMS의 특징을 소개
•실시간 패킷 저장 및 분석을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소개하고, 전통적 솔
루션을 통한 기술 한계 기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개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소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신기술 소개
•패킷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아키텍쳐 제안
•데모 환경/구성 및 성능 결과 발표
•향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발전 방향 공유

황인욱/아토리서치

클라우드, IoT, 더 빠른 이동통신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보안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이유는 컴퓨팅 환경의 복잡성입니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더 많은 툴로 더 많은 정보를 보면서 이런 복잡
성을 극복하는 기존의 방법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3차원 시각화, 빅데이터 분석, SDN 제어를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네
트워크 시각화/관리 기술을 소개합니다.

6월 21일(화) 13:40-15:40
I2-3 H
 igh-Productivity Big Data Analytics
with SparkR
R은 오픈소스 기반의 통계적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다양한 패
키지들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데, 현재의 R은 Single machine에서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기존의 Hadoop 기반의 분산처리
시스템보다 빠른 Spark이라는 고속 분산처리 시스템이 등장하여, 빅데이
정상오/SKT 터 분석에 있어서 그 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SparkR이라는 R frontend
가 제공되어서, 사용자들은 R을 통해 Spark에 기반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SparkR의 구조와, 특징, 머신러닝과 결합된 빅데이터 분석 방법,
빅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 설명하고, SparkR의 도입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KRnet 2016
I3: Deep Learning and Internet
I3-1P
 oseidon: A System Architecture
for Efficient GPU-based Deep
Learning on Multiple Machines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Poseidon, a scalable system architecture
for distributed inter-machine communication in existing deep learning
frameworks. Poseidon features three key contributions: (1) a three-level
hybrid architecture that allows Poseidon to support both CPU-only and
김건희/서울대 GPU-equipped clusters, (2) a distributed wait-free backpropagation
(DWBP) algorithm to improve GPU utilization and to balance communication, and (3) a structureaware communication protocol (SACP) to minimize communication overheads. I also present
experiment results that Poseidon converges to same objectives as a single machine, and
achieves state-of-the-art training speedup across multiple models and well-established datasets,
using a commodity GPU cluster of 8 nodes (4.5x on AlexNet, 4x on GoogLeNet). On the much
larger ImageNet 22K dataset, Poseidon with 8 nodes achieves better speedup and competitive
accuracy to recent CPU-based distributed deep learning systems such as Adam and Le et al,
which use 10s to 1000s of nodes. Poseidon is active open-source framework, and the current
release is available at https://github.com/petuum/poseidon.

I3-2 D
 eepSpark: Spark-Based Deep
Learning Supporting Asynchronous
Updates and Caffe Compatibility

윤성로/서울대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deep neural networks (DNNs) has made
it challenging to exploit existing large-scale data processing pipelines
for handling massive data and parameters involved in DNN training.
Distributed computing platforms and GPGPU-based acceleration
provide a mainstream solution to this computational challenge. In

6월 21일(화) 16:00-18:00
this paper, we propose DeepSpark, a distributed and parallel deep learning framework that
simultaneously exploits Apache Spark for large-scale distributed data management and Caffe
for GPU-based acceleration. DeepSpark directly accepts Caffe input specifications, providing
seamless compatibility with existing designs and network structures. To support parallel operations,
DeepSpark automatically distributes workloads and parameters to Caffe-running nodes using
Spark and iteratively aggregates training results by a novel lock-free asynchronous variant
of the popular elastic averaging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update scheme, effectively
complementing the synchronized processing capabilities of Spark. DeepSpark is an on-going
project, and the current release is available at http://deepspark.snu.ac.kr.

I3-3 Learning-leveraged Intelligent
Cloud Platform for IoT Services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taking a center stage of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history of IT, IoT become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echnical fields to participate and watch as engineers and
users. From engineering standpoints, device connectivity, data storage,
and computation including computing for machine learning become
이원석/삼성전자 more pervasive than ever. In another, from users' view point, they
want straightforward ways of connecting, monitoring, controlling, and
programming of the connected things. Moreover, users expect a pleasant surprise, that is, a
certain level of smartness or intelligence from all the connected devices and services. In order
to meet such expectations, a new generation of platform that serves users' need is primal. In
this talk, we discuss the essential backend capabilities of an emerging new generation of cloud
platform. This cloud platform enables IoT services by providing scalable data processing, robust
storage solutions, and analytics and learning capabilities whilst all the management and operaions
of connected devices are as easy as turning on the wall switch.

J1: Linux Kernel & Networking

6월 21일(화) 09:00-11:00

J1-1 Linux Kernel 개발 동향

J1-2 Linux 네트워킹 원리와 SDN

최근 리눅스 커널의 개발 방향과 최근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서 살펴본다.
- cgroup
- namespace
- various (networking) improvements

리눅스 커널의 socket buffer 스트럭처(skb)를 기반으로 하는 서버 사
이드 네트워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L2/L3 overlay fullmesh 기반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를 피해가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모델과 오픈스택의 뉴트론을 사용
한 적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컴퓨팅 리소
스인 콘테이너를 위한 네트워크 모델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과 실현 방
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김남형/LG전자

공용준/카카오

J2: SDN/NFV/Cloud Basics

6월 21일(화) 13:40-15:40

J2-1 NFV 기본과 OPNFV 프로젝트 현황

J3: HPC/BigData Basics
J3-1BigData 기본 및 동향
최근 들어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성능 향상을 위해 인메모리가 많이 사용되
는 추세이다. 인메모리 기반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연구 동향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최영리/UNIST

6월 21일(화) 16:00-18:00
J3-2HPC 기본 및 동향
슈퍼컴퓨터 운용에 있어서 전력 가격의 상승으로 운영비는 더욱 부담이 되는 상
황이며, 현재 대다수의 슈퍼컴퓨터 구축 방식인 클러스터 방식의 경우 고성능
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 향후 5년 내에 현재 페
타스케일 수준의 컴퓨팅 성능이 엑사스케일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며, 엑사스케
일 슈퍼컴퓨터는 전력소모 20MWatt 내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를 위해서는 현재의 멀티코어 프로세서로는 불가능하며, GPU 또는 Xeon Phi
같은 매니코어 프로세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고성능컴퓨팅
남덕윤/KISTI 와
(HPC)의 기본과 슈퍼컴퓨터 구축에 대한 주요 국가 및 업체 동향을 살펴보고, 국
가슈퍼컴퓨팅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니코어 시스템 기반의 소프트웨어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박동주/Ericsson-LG

SDN/NFV/Cloud는 5G와 함께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SDN/NFV/Cloud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 최근 가
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open source project인 OPNFV에 대해 알아본다.
OPNFV는 기존의 open source project 뿐 아니라 표준과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는 OPNFV의 업계에서의 위치를 확인
하고 가장 최근의 OPNFV 활동 동향 뿐 아니라 최근 release된 open source
를 중심으로 그 구조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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