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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ICT는 하룻밤 사이에도 급속하게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를 포착하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KRnet의 25번째 場이 열린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나 4차 산업혁명이 이슈입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을, 혹자는 5G를, 또 다른
누군가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필요한 논의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문가들의 혜안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담론이지, 표준화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기술과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보다
지능화되고 사람과 사물, 가상과 현실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KRnet에서는‘지능형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미래의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기술 트랜드에 대하여 10개 트랙 30개 세션과 2개의 특별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각 세션에서 다루는 기술과
서비스들은 모두 사람과 사물, 가상과 현실의 융합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5G 없이 IoT를 상상하기 힘들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ICT 업계에서 개인정보와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을 열망하고 있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확산과 발전을 기대하며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공유와 분야 간 협업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 통찰을 제공하는 KRnet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기회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핵심기술들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KRnet을 통해 타 분야와 생각을 나누고 변화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기관 및 학계, 기업의 구성원이 모이는 만큼 온도차를 해소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유기체 생태계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 선뜻 시간을 내주신 많은 연사 분들과 후원사 관계자 여러분,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KRnet 2017 대회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상훈

KRnet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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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KRnet 1993 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특강 등 인터넷 관련 운영/기술

제13회

KRnet 2005 Realizing u-Korea thru Network Convergence

제2회

KRnet 1994 Network & UnixWare 등 인터넷 관련 운영/기술

제14회

KRnet 2006 Internet Evolution for u-Life

제3회

KRnet 1995 차세대통신서비스와 표준프로토콜 등 인터넷 표준/운영 관리

제15회

KRnet 2007 Ubiquitous Technology Essentials

제4회

KRnet 1996 인터넷 관련 표준/운영 관리, 응용 및 미들웨어

제16회

KRnet 2008 Service Convergence thru Creative Network Technology

제5회

KRnet 1997 전자상거래, 인터넷 운영관리, 인터넷과 ATM

제17회

KRnet 2009 Towards Service-centric Converged Networks

제6회

KRnet 1998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ATM, 차세대 인터넷, 인터넷 보안

제18회

KRnet 2010 Network Technology Insight, Leading the Smart Future

제7회

KRnet 1999 Internet Toward New Millenium

제19회

KRnet 2011 Cutting Edge Technologies for the Smart Era

제8회

KRnet 2000 인터넷 망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제20회

KRnet 2012 Celebrating 30 Years of the Internet in Korea and 20 Years of KRnet

제9회

KRnet 2001 New Internet Wave toward Future Life

제21회

KRnet 201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제 2의 인터넷

제10회

KRnet 2002 Bringing Internet to Everywhere

제22회

KRnet 2014 Internet Revolution towards Internet of Things

제11회

KRnet 2003 Internet Technologies for Ubiquitous Society

제23회

KRnet 2015 Open Connected Community for Collaboration and Ecosystem

제12회

KRnet 2004 Digital Convergence thru Ubiquitous Internet

제24회

KRnet 2016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www.krnet.or.kr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대회장

Korea Internet Conferen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상훈

공동대회장 Korea Internet Conference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장영민

윤종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김대희

한선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석진

백기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박재문

서병조

※ 기관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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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조직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최종원(숙명여대)

•조직위원장

•조직위원

김영표(KCA)
손석준(미래부)
황승구(ETRI)

김형준(ETRI)
이근구(TTA)

민병수(NIPA)
이재호(NIA)

박동욱(KISDI)
이필우(KISTI)

박형우(KISTI)
주용완(KISA)

•자문위원

강선무(경희대)
김영한(숭실대)
서재철(KISA)
안순신(고려대)
이호진(ETRI)
조국현(광운대)
황일선(KISTI)

강철희(RAPA)
김윤관(가톨릭대)
손승원(ETRI)
이동호(광운대)
전경표(ETRI)
채기준(이화여대)

강현국(고려대)
김종원(GIST)
신상철(NIPA)
이상홍(IITP)
정 송(KAIST)
한선영(건국대)

김대영
김치하(POSTECH)
신용태(숭실대)
이재용(연세대)
정광수(광운대)
홍진표(한국외대)

김봉태(ETRI)
박기식(ETRI)
안상현(서울시립대)
이혁준(광운대)
정일영(한국외대)
홍충선(경희대)

김기천(건국대)
박현제(IITP)
유승국(KCA)
이현우(ETRI)
조일연(ETRI)
추현승(성균관대)

김영진(ETRI)
백은경(KT)
유형준(NIPA)
장윤옥(머니투데이)
조준상(KISA)
함상범(Microsoft)

김원석(전자신문)
양선희(ETRI)
이승윤(ETRI)
정성호(한국외대)
진승헌(ETRI)

김두현(건국대)
방승찬(ETRI)
신승원(KAIST)
이현우(ETRI)
허재두(ETRI)

김선미(ETRI)
백상헌(고려대)
안종석(나임네트웍스)
이희열(Ericsson-LG)

나성욱(NIA)
백은경(KT)
이경한(UNIST)
장원규(KCA)

운영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김형준(ETRI)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김기형(아주대)

김용진(모다)

•운영위원

권경인(Ericsson-LG)
나성욱(NIA)
오민석(LG전자)
이정구(TTA)
정소기(SKB)
최귀남(CISCO)

김 현(ETRI)
박명환(LGU+)
원유재(충남대)
이진욱(삼성전자)
조부승(KISTI)
최운호(HUAWEI)

프로그램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김영한(숭실대)

•프로그램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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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추현승(성균관대)

•프로그램위원

강지양(AWS)
박경준(DGIST)
석우진(KISTI)
이성원(경희대)
전철기(TTA)

www.krnet.or.kr

김 현(ETRI)
박수홍(삼성전자)
손경호(KISA)
이승윤(ETRI)
한연희(한국기술교대)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리셉션 Korea Internet Conference
6월 26일(월)

18:00~20:00

•개회사

대회장

다이아몬드룸

사회: 김형준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격려사

국회의원

•축    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환영사

조직위원장

최종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인터넷기술상

이승윤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진흥상

정광수 교수/광운대학교

•시상식

관련회의 Korea Internet Conference
날짜
6월 26일(월)

6월 27일(화)

시간

회의명

주관

13:00~15:00

Media Trust 기술과의 만남

IPTV포럼

15:00~17:00

Data Trust 기술과의 만남

TII포럼

10:00~11:00

ITU-T SG20 분과위원회 회의

ITU-T 대한민국 연구단

11:00~12:00

oneM2M 프로젝트그룹(SPG13) 18차 정기회의

TTA

13:30~15:30

KOREN 연구협력포럼 운영위원회

KOREN연구협력포럼

회의실

안단테룸

등록안내 Korea Internet Conference
● 등록비

● 유의사항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30만원

33만원

학생

14만원

18만원

● 등록기간
•사전등록: 5월 22일(월) ~ 6월 21일(수)
•현장등록: 6월 26일(월) ~ 6월 27일(화)
● 입금계좌 안내
•예 금 주: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신한은행: 100-019-796860
● 사전등록 및 계산서 문의
•KRnet 2017 사무국
- Tel: 02-562-7041/2
- Fax: 02-562-7040
- E-Mail: sec@osia.or.kr

•프로시딩 책자 대신에 발표자료가 포함된 OTG USB가
제공되므로 노트북 지참을 권해드립니다.
•회의장 내에 무선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일간 중식 및 기념품(고급우산)이 제공됩니다.
● 문의사항
•계산서는 입금 확인 후 금융결제원의 “트러스빌”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되며, 계산서 수령자의 E-Mail로
발송됩니다.
•사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하신 E-Mail로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이 발급됩니다.
•참석확인증 및 거래명세서는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행사종료 후 KRnet 홈페이지 ‘등록확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현장등록자는 사무국 E-Mail로 별도 요청

The 25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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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일람

6월 26일(월)

KRnet 2017 프로그램
Keynote Speech I - 하모니볼룸(I,II,III)
11:10-12:00

특별
강연

12:00-12:40

I

AI시대 맞이하기 - 새 문명속 한국인의 잠재력 -

이어령 이사장/
(재)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IoT: Current Trend and Winning Strategy

박준호 Executive Director/OCF

Track A. 5G

하모니룸I

A1: 5G Readiness
09:00-10:50

좌장: 이희열 수석/Ericsson-LG

A1-1

5G Standardization Status

김대중 부장/TTA

A1-2

5G Core Network

박노익 PL/ETRI

A1-3

5G Radio Access Network

박병성 부장/Ericsson-LG

A1-4

5G: From Vision to Reality

권상욱 수석/삼성전자

A2: 5G Demo/PoC

13:40-15:40

좌장: 방승찬 본부장/ETRI
평창ICT올림픽 추진 현황 및 계획

강성주 국장/미래부

A2-1

5G 평창 시범서비스 시스템 현황

김종현 수석/삼성전자

A2-2

KT 5G 시스템 개발 현황 및 시범 서비스 계획

곽도영 팀장/KT

A2-3

SKTelecom’s Moving toward 5G & 5G Connected Car

조성호 랩장/SKT

A2-4

LG유플러스 5G 인프라 도입 현황과 전망

김중섭 팀장/LGU+

A3: 5G Ecosystem

16:00-18:00

사회: 김영한 교수/숭실대

좌장: 박현철 교수/KAIST

A3-1

5G 에코시스템 현황 및 발전 방향

박동주 부장/Ericsson-LG

A3-2

5G Ecosystem의 산업 전략

이재학 CP/IITP

A3-3

Automotive driving을 실현하는 5G 통신 기술

채혁진 책임/LG전자

A3-4

토론: “How to Make 5G Successful in Korea”
패널: 곽도영 팀장/KT, 김종현 수석/삼성전자, 김중섭 팀장/LGU+, 박동주 부장/Ericsson-LG, 조성호 랩장/SKT

Track B. IoT

하모니룸II

B1: OCF for Industry

좌장: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09:00-10:50

B1-1

Core Technology & Framework

최진혁 수석/삼성전자

B1-2

OCF in Smart Home

강성천 부장/엔텔스

B1-3

OCF in Car

유한민 소장/티노스

B2: IoT Networking
13:40-15:40

좌장: 정광수 교수/광운대

B2-1

IoT 커넥티비티 표준 기술 동향

조한규 수석/LG전자

B2-2

IoT를 위한 무선전력전송기술

최계원 교수/성균관대

B2-3

IoT 공통 플랫폼 글로벌 시험인증(oneM2M, OCF)

전숙현 책임/TTA

B3: IoT+Analytics
16:00-18:00

좌장: 이경한 교수/UNIST

B3-1

의료 IoT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

고정길 교수/아주대

B3-2

2D 임베딩 기법을 통한 실시간 시각화 분석론

주재걸 교수/고려대

B3-3

oneM2M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 및 관련 표준화 현황

정승명 선임/KETI

B3-4

oneM2M 기반 IoT solution ‘UIoT(HPE Universal IoT Platform)’

정상수 상무/HPE

Track C. Cloud

하모니룸III

C1: Cloud Services
09:00-10:50

좌장: 김종원 교수/GIST

C1-1

Experimental Cloud for ICT and Science

석우진 책임/KISTI

C1-2

공공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 Cloud 적용 방안

백두현 팀장/KT

C1-3

그룹사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Private Cloud Service 사례

강남규 차장/한화S&C

C1-4

NAVER Cloud Platform

박기은 리더/NBP

C2: Hybrid Cloud/Management
13:4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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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강선무 교수/경희대

C2-1

AWS 기반 고급 하이브리드 IT 디자인

김용우 솔루션즈 아키텍트/AWS

C2-2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데모(Azure Stack)

백승주 부장/Microsoft

C2-3

K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

정기영 팀장/KT

C2-4

SDDC 메타-오케스트레이터 탱고

안종석 전무/나임네트웍스

www.krnet.or.kr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6월 26일(월)

KRnet 2017 프로그램
C3: Serverless Computing
16:00-18:00

좌장: 강지양 솔루션즈 아키텍트/AWS

C3-1

AWS 클라우드 기반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 패턴과 사례

윤석찬 Evangelist/AWS

C3-2

Serverless,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김명신 부장/Microsoft

C3-3

오픈소스 Serverless Computing, OpenWhisk

공진기 차장/IBM

Track D. Security

비바체룸

D1: IoT/CPS Security
09:00-10:50

좌장: 손경호 단장/KISA

D1-1

IoT침해사고 동향, 공격자의 움직임과 방어자의 고민

이재광 팀장/KISA

D1-2

ICS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김신규 실장/국가보안기술연구소

D1-3

Security of Sensors for Self-driving Cars

김용대 교수/KAIST

D1-4

IoT 보안기술 발전방향

이주화 소장/이니텍

D2: Usable Security
13:40-15:40

좌장: 권태경 교수/연세대

D2-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주요국가 법제도 및 기술 현황

김 원 본부장/KISA

D2-2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술

김수형 기술총괄/ETRI

D2-3

양자암호 기술의 현재와 미래

곽승환 랩장/SKT

D2-4

블록체인과 보안

박성준 교수/동국대

D3: AI Security
16:00-18:00

좌장: 원유재 교수/충남대

D3-1

네트워크 애널리틱 기술 기반의 데이터센터 보안

최우형 수석부장/CISCO

D3-2

Watson for Cyber Security

나병준 실장/IBM

D3-3

Big Data & Intelligence

강용석 상무/SK인포섹

D3-4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사이버국방

김승주 교수/고려대

Track E. Tutorials I

알레그로룸

E1: Openstack

좌장: 안종석 전무/나임네트웍스

09:00-10:50

E1-1

OpenStack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 살펴보기: 버그 제출, 커밋 & 코드 리뷰 등

E2: PaaS
13:40-15:40

좌장: 이재호 본부장/NIA
E2-1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개요

윤정희 수석/NIA

E2-2

클라우드 소개 & KPaaS-TA 시범서비스 사례 발표

김성철 팀장, 박종민 과장/코스콤

E3-1

Microservice, Docker and Kubernetes

조병욱 부장/Google

E3-2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DevOps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전략

오세영 차장/RedHat

E3: Container
16:00-18:00

좌장: 신용태 교수/숭실대

Special Session I

30층 주피터룸

S1: Immersive Media
09:00-10:50

좌장: 이현우 본부장/ETRI

S1-1

MPEG 몰입형 미디어 표준화 동향 및 전망

서종열 수석/LG전자

S1-2

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최신 기술동향과 응용 이슈 및 전망

황재인 선임/한국과학기술연구원

S1-3

360 비디오 제작 및 서비스 기술 동향

서영우 팀장/KBS

S2: New Services
13:40-15:40

좌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S2-1

기계학습을 통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금융시장 예측 응용

최재식 교수/UNIST

S2-2

인공지능 변호사

임영익 대표/인텔리콘연구소

S2-3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유진규 대표/AITrics

S3: Smart Factory
16:00-18:00

최영락 회장/오픈스택한국커뮤니티

좌장: 김 현 본부장/ETRI

S3-1

IoT기반 개방형 제조서비스(FaaS) 스마트팩토리 구축 현황

손지연 책임/ETRI

S3-2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기술개발 및 검증 센터

김덕영 교수/UNIST

S3-3

유연 조립을 위한 IoT와 CPS기반 가변 재구성형 스마트공장

노상도 교수/성균관대

The 25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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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II - 하모니볼룸(I,II,III)
11:20-12:40

사회: 김영한 교수/숭실대

II

축적의 길: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스케일업 전략

이정동 교수/서울대

III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전환전략 제언

김봉태 소장/ETRI

Track F. Deep Learning

하모니룸I

F1: Deep Learning Tech. Trends

좌장: 한연희 교수/한국기술교대

09:00-11:00

F1-1

딥러닝의 최근 트렌드 및 이슈

이종석 교수/연세대

F1-2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활용한 생성 모델 응용 연구

노형기 책임/지능정보기술연구원

F1-3

Knowledge-Defined Networking 가능성과 미래

신승원 교수/KAIST

F2: Deep Learning Framework
13:40-15:40

강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H/W, S/W기술의 조건과 동향 및 TensorFlow 활용 방안

김진철 매니저/SKT

F2-2

초연결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브레인 프레임워크

이연희 팀장/ETRI

F2-3

NVIDIA GPU를 이용한 딥러닝 응용 사례

유현곤 부장/NVIDIA

F3: Deep Learning Application
16:00-18:00

좌장: 홍용근 실장/ETRI

F2-1

좌장: 김평수 교수/한국산업기술대

F3-1

엑소브레인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

김현기 책임/ETRI

F3-2

챗봇 시스템 기술 이슈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방법

서희철 박사/NAVER

F3-3

SKT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강봉주 매니저/SKT

Track G. Smart-Mobility

하모니룸II

G1: 소셜 융합 지능로보틱스

좌장: 정교일 기술총괄/ETRI

09:00-11:00

G1-1

인간에게 필요한 로봇은 무엇인가?

곽소나 교수/이화여대

G1-2

물류 이송로봇의 동향 및 사업화 사례

박성주 부사장/유진로봇

G1-3

소셜로봇 기술

김재홍 그룹장/ETRI

G2: 미래자율주행 자동차
13:40-15:40

G2-1

자율주행차 기술 동향 및 전망

정구민 교수/국민대

G2-2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박재호 상무이사/엑셈

G2-3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V2X 통신 기술

오현서 책임/ETRI

G3: 무인 자율비행 이동체
16:00-18:00

좌장: 이혁준 교수/광운대

좌장: 박경준 교수/DGIST

G3-1

드론과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전략

강왕구 단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G3-2

드론 군집비행 - 동기, 이론 및 구현

안효성 교수/GIST

G3-3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 지도 작성

한수희 교수/POSTECH

Track H. Open Infra

하모니룸III

H1: Open Source Projects

좌장: 이승윤 실장/ETRI

09:00-11:00

H1-1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과 효과적 활용/관리를 위한 시사점

김병선 상무/블랙덕소프트웨어

H1-2

오픈소스 중요성과 대응 및 활성화 전략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H1-3

Open Telco Platform Ecosystem

박지수 팀장/KT

H2: SDI/Edge-Fog Computing
13:40-15:40

H2-1

분산 지능 에지 컴퓨팅

이범철 실장/ETRI

H2-2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의 선도적용 모델 및 정책 방향

유시형 수석/NIA

H2-3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주석원 팀장/SKT

H2-4

V2X 기반의 에지-포그 컴퓨팅 기술

백상헌 교수/고려대

H3: Open Network Testbed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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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백은경 상무/KT

좌장: 이영로 자문관/경기도

H3-1

SDN 기반 개방형 선도시험망 고도화 전략

박춘걸 책임/KT

H3-2

공공안전 LTE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최두정 팀장/TTA

H3-3

ICT R&D 시험검증 현황 및 발전 방향

남기동 센터장/ETRI

www.kr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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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I. New Technologies

비바체룸

I1: Quantum Computing

좌장: 정한욱 교수/경희대

09:00-11:00

I1-1

양자 컴퓨팅 플랫폼 기술

최병수 실장/ETRI

I1-2

양자 암호 기술

허 준 교수/고려대

I1-3

양자 컴퓨팅 기술 현황

정연욱 책임/한국표준과학연구원

I2: BCI/BMI(Brain I/F)
13:40-15:40

좌장: 송기봉 그룹장/ETRI

I2-1

뇌-뉴로모픽 인터페이스 기술

정상돈 실장/ETRI

I2-2

의수(보철손) 제어를 위한 뇌 인터페이스 기술

신현출 교수/숭실대

I2-3

뉴로모픽 기반 청각신호처리 기술

이보름 교수/GIST

I3: Wearable Computing
16:00-18:00

좌장: 문영래 교수/조선대

I3-1

웨어러블 분야 특허 전략

정태균 변리사/BLT

I3-2

헬스케어/웨어러블 기술 표준 동향

전종홍 책임/ETRI

I3-3

패션과 웨어러블 기술의 결합 사례

강성지 대표/WELT

I3-4

무선전력전송 기술 동향

조인귀 PL/ETRI

Track J. Tutorials II

알레그로룸

J1: BlockChain

좌장: 채기준 교수/이화여대

09:00-11:00

J1-1

블록체인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

J2-1

IoTivity 활용과 실전응용

박세열 실장/IBM

J2: IoTivity

좌장: 한선영 교수/건국대

13:40-15:40

이주철 책임, 이원석 선임/ETRI

J3: IoT 표준기반 OCEAN 오픈소스 활용방법  
16:00-18:00

좌장: 민병수 단장/NIPA

J3-1

OCEAN 오픈소스 소개

김재호 팀장/KETI

J3-2

OCEAN 오픈소스 활용 디바이스 개발 소개

안일엽 책임/KETI

Special Session II

30층 주피터룸

S4: Standardization

좌장: 이근구 본부장/TTA

09:00-11:00

S4-1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획득전략

김상준 센터장/한국지식재산전략원

S4-2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TU/ISO/JTC1) 대응전략

이황재 팀장/RRA

S4-3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ICT 표준화 대응전략

김동호 부장/TTA

S5: Open Infra for Science

13:40-15:40

S5-1

오픈사이언스 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은정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S5-2

ScienceDMZ와 초고속 전송

문정훈 선임/KISTI

S5-3

NDN 기반 기상기후 CMIP5 데이터 전송 기술

김다빈 연구원/아주대

S5-4

Open ICT for Better Climate Services with Farm Resilience and Food
Security

이병열 의장/UN, WMO

S6: Smart City
16:00-18:00

좌장: 조금원 센터장/KISTI

좌장: 홍충선 교수/경희대

S6-1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오정선 선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6-2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김병운 책임/ETRI

S6-3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및 응용

권준철 연구위원/한국스마트도시협회

S6-4

IoT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전준수 본부장/NIPA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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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Keynote Speech I

6월 26일(월) 11:10~12:40

AI시대 맞이하기 - 새 문명속 한국인의 잠재력 인공지능은 신화시대로부터 문학, 예술, 과학에 일관해서 흐르는 서구사상의 마지막 귀결점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가 알
게 되고,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어떻게 다른지 상대화할 수 있는 인류 최초로 겪는 기회를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인의 힘(문화유전자, 밈)을 통
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하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혀본다.

이어령 이사장/(재)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IoT: Current Trend and Winning Strategy
IoT 관련 연구와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IoT 사업화는 초기에 주로 사물(기기)간 저렴한 통신모듈(WiFi, Bluetooth, ZigBee, etc.)을 활
용하여 SmartHome 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활발히 전개 되었다. 그러나 SmartHome 사업은 매출 면에서 업계가 바라는 증가율보다는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AI 와 Machine Learning 등의 기술이 검증되면서 이 기술들을 Big Data 그리고 IoT와 결합하여 매출 잠재력이 매우 큰
Industrial IoT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수년 이내에 총 IoT 사업규모는 천조에서 수 천조까지 달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예
측이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이 제대로, 그리고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힘, 즉 표준화 또는 De factor 표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IoT 관련 표준화나 관련단체가 수백 개 이상 존재한다. 이는 IoT 열기를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나 Industry가 fragmentation 되는 역작용을 할 수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는 IoT 표준단체 및 컨소시엄과 광범위한 상호 호환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
해 표준화 분열을 최소화 하고 또한 기기와 서비스의 인증을 통해 IoT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Industry 의
Major Leading Company 를 포함 약 400 개 회사 및 비영리 단체들이 OCF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IoT Industry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
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박준호 Executive Director/OCF

Keynote Speech II

6월 27일(화) 11:20~12:40

축적의 길: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스케일업 전략
한국 산업의 위기는 창의적 개념설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개념설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곧바로 개념설계
가 나오는 것일까? 시행착오의 축적이 왜 필요한 것일까? 스케일업 전략이란 무엇일까? 스케일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전략과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한
국 산업의 현실과 위기의 원인,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스케일업 전략의 핵심을 살펴본다.

이정동 교수/서울대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전환전략 제언(Transforming Societ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변혁에 직면해 있다. 변화의 다양성과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 지구는 지능화된 디지털 유기체 생태계
(Digital Organic Ecosystem)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실시간으로, 믿을 수 있는 상태로 연결
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더욱 스마트해지고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지식의 이전(Transfer), 기술의 인간 초월(Transcendence), 산업의 변환(Transformation), 사회 시스템의 변
혁(Transition)이라는 4T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산업과 사회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전환 전략으로서 IDX(Intelligent
Digital X-formation)을 제언 한다.
IDX는 제조, 서비스 등 민간 영역으로부터 행정, 국방 등 공공영역에 이르기 까지 국가인프라 시스템 개조를 포함한 지능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
천 전략으로, 산업 자체를 지능화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과정이다.
IDX 추진을 위해서는 지식의 융합(혁신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 주고, 혁신주체간에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여 국가 혁신역량을 결집시
켜야 한다. ICT지식과 非ICT 지식이 함께 모일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의 추동력인 기술 합류와 새로운 지식·지능의 창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IDX추진에 필요한 공통지식인 ICT지식을 가진 IDX추진허브를 구성하여 국가적 R&D협력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IDX추진을 위한 개방·공유·협업이 이
루어지는 R&D 생태계 허브를 만들고, 그곳에 국가 데이터 자산 형태로 축적된 지식을 또 다른 혁신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ID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현장데이터들 간의 새로운 결합은 한 영역의 지식을 다른 영역에 활용하는 등 융합이
촉진되고, 기술이 시장을 보다 빨리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다.

김봉태 소장/ETRI

A1: 5G Readiness
A1-1 5G Standardization Status

A1-3 5G Radio Access Network

ITU-R WP5D 5G(IMT-2020)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3GPP 5G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28GHz 등 초고주파수대역의 5G 활동을 위한 논의 현황
국내 5G 표준화 준비 현황
5G 국제표준화 국내 대응 현황 및 방향

5G의 Radio 기술은 LTE망과 연동하는 비단독(Non-Standalone)
운용에서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여 독자운용모드로 진행될 것이며,
Radio Access Network에서의 가상화 개념 도입, C-RAN, D-RAN
을 위한 다양한 아키텍쳐 옵션들을 수용하면서 진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강연에서는 5G Radio Access Network가 지원하는 주요
기술들, 그리고, 5G로의 아키텍쳐 진화 방향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소개한다.

박병성/EricssonLG

김대중/TTA

A1-2 5G Core Network
현재 국내(출연연)에서 진행되고 있는 5G Core 관련 연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소개와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5G Core 규
격작업 내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박노익/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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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5G: From Vision to Reality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증대 및 신규 디바이스(VR,
IoT)의 보급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의 용량 증대 및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LTE)의 한계로 인해 신규
5G 이동통신의 표준화 및 초기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다. 본 강연에서는
5G 주요 비전,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5G 대표 device
인 5G V2X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다. 5G 비전, 주요 서비스, 요구 조건
권상욱/삼성전자 을 정의하고, 5G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신규 초고주파 대역(Above6GHz) 기반 빔포밍 기술을 포함하는 5G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실제 테스트베드 개발을 통한 기술
검증 결과를 통해 5G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끝으로 5G V2X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2: 5G Demo/PoC

6월 26일(월) 13:40~15:40

A2-1 5G 평창 시범서비스 시스템 현황

김종현/삼성전자

5G use case, 동향 및 시스템 현황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
합니다.
1) 전반적인

5G use case 및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5G 진행 방향 소개
2) 5G가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실제 측정 결과를 기반으
로 공유하고, 국내외 Demo/PoC 진행 현황들을 공유
3) 5G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5G 발
전 방향 발표

A2-3 SKTelecom’s Moving toward 5G &
5G Connected Car

조성호/SKT

A2-4 LG유플러스 5G 인프라 도입 현황과
전망

A2-2 KT 5G 시스템 개발 현황 및
시범 서비스 계획
- ‘15년 MWC keynote speech에서의 ‘5G Vision’ 선언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KT의 5G 현황
· 5G R&D 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5G 협력
· 세계 최초 5G 공통 규격 정립/공개 및 1st call 수행
· 평창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KT R&D activity(채널 모델링,
곽도영/KT
필드 검증 등)
- ‘17년 2차 Test Event를 통한 5G 시범 서비스 필드 검증
· Omni-point view, 360° VR, Time-slice, 5G Bus 등
- KT의 평창 5G 시범 서비스 및 향후 계획

미래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서비스,기술관점에서의 5G로의 진
화의 의미와 고객측면에서의 5G에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SK
텔레콤의 5G시대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 Architecture,
기술준비, 표준화 및 Global활동 및 초연결의 일환으로 5G
Connected Car기술개발에 대해 소개

김중섭/LGU+

- 이동통신 트렌드 및 국내 ICT 현황
- 5G 기술적 특징과 제공 가치
- 통신사업자의 5G 인프라 요구사항
- 5G 기지국, NFV/SDN장비 검증 결과
- 5G를 유무선 네트워크 구조

A3: 5G Ecosystem

6월 26일(월) 16:00~18:00

A3-1 5G 에코시스템 현황 및 발전 방향
이동통신의 차세대 시스템인 5G 시스템은 속도 향상(eMBB)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다수의 단말 연결(eMTC) 및 고신뢰성과
짧은 응답 속도(URLLC)에 기반하여 그 적용 영역을 다양한 산업
으로 확장 시키고 있다. 5G에 의해 새로 제공되는 특성들에 의해
기존의 산업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산업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며, 이동통신은 이를 지원하면서 발전
박동주/Ericsson- 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산업 들에서 5G를 통해 새로운 기
LG
술과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과 정책은 이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session에서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5G에
대한 발전 현황을 살피고 다양한 산업군과의 결합을 통해 생태계의 확대를 도모하는
현황을 살펴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A3-2 5G Ecosystem의 산업 전략
5G 이동통신은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여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상용 수준의 5G 기술이
가시화 되면서 융합 기술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조기
상용화 계획을 토대로 5G 미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타
산업 융합을 위한 표준화도 관련 표준화 단체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황에 맞추어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이재학/IITP
5G 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타 산업간 융합이 촉진
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
련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통하여 5G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하여 5G 상용화를 앞
당기는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A3-3 Automotive driving을 실현하는
5G통신 기술
본 강연에서는 차량간 통신 기법, 특히 셀룰러 기반 V2X 통신 기
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3GPP에서 현재까지 표준화 된 주요 기술
을 소개하고 향후 지원될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5G 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채혁진/LG전자

B1: OCF for Industry

6월 26일(월) 09:00~10:50

B1-1 Core Technology & Framework
This talk presents IoT framework in OCF perspective
from specification and implementation experience.
Open Connectivity Foundation(OCF) is an industry group
with the objective of standard specification and device
certification. OCF has worked on IoT specification in
parallel with code development since 2014 and started
최진혁/삼성전자 device certification with plugest & ATL at 2016.
This presentation provides an IoT viewpoint from OCF experience. The first
part covers general IoT overview, core technologies, protocol stacks and
the second specific OIC architecture, framework, resource model, concrete
resource type(e.g., light, a fruit flies of IoT research) and operation procedure.
Much more pieces are needed to realize full IoT potential and we also share
the issues to be resolved.

B1-2 OCF in Smart Home
스마트홈 분야에서의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기
술 적용 방안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소개

강성천/엔텔스

B1-3 OCF in Car
- OCF Automotive Project 개요
- 타 표준과의 연동: Genivi, W3C등
- 차량 연동 적용 사례 및 Use case

유한민/티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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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B2: IoT Networking

6월 26일(월) 13:40~15:40

B2-1 IoT 커넥티비티 표준 기술 동향
The interest on Internet of Things(IoT) has been drastically
increasing due to the pervasiveness of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and the demand on new services. IoT
consists of many function blocks from sensors and
connectivity technologies like Wi-Fi, Bluetooth, ZigBee to
the various services which eventually provide new values
조한규/LG전자 to the clients. This talk briefly says about IoT and details
on the IoT connectivity standards which are mainly considered in the market.

B2-2 IoT를 위한 무선전력전송기술
IoT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IoT 기기가 주변 환경에 설치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대규모 IoT 기기의 전력 충전은 IoT
의 실현을 위해 선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로 자기장을 활용한 단거리 전송 기술이 주
류를 이루고 있어 IoT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발표에서
최계원/성균관대 는 최소 수 미터 이상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기파 기반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이의 IoT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원거리 무
선전력전송의 요소기술로써 높은 에너지 전송 효율을 위한 에너지 빔포밍 기술, 다중
IoT 기기 동시충전기술, IoT 기기의 에너지 관리기술 등에 대해 알아본다.
- KT의 평창 5G 시범 서비스 및 향후 계획

B2-3 IoT 공통 플랫폼 글로벌 시험인증
(oneM2M, OCF)

전숙현/TTA

B3: IoT+Analytics

6월 26일(월) 16:00~18:00

B3-1 의료 IoT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
Recent advances in machine learning based data
analytics are opening opportunities for designing effectiv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CDSS). However,
common patient movements in hospital wards may lead
to faulty measurements in physiological sensor readings,
and training a CDSS from such noisy data can cause
고정길/아주대 misleading predictions. We present MediSense, a system
to sense, classify, and identify noise-causing motions and activities that
affect physiological signals when made by patients. MediSense combines
wirelessly connected embedded platforms for motion detection with
physiological signal data collected from patients to identify and filter faulty
physiological signal measurements. We deploy our MediSense in ICUs,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using real-patient traces collected from a 4-month
pilot study at the Ajou University Hospital Trauma Center.

B3-3 oneM2M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 및
관련 표준화 현황

정승명/KETI

oneM2M 기반 IoT 플랫폼인 HPE의 UIoT(Universal IoT
platform)를 소개하고, UIoT의 서비스 사례를 통해 oneM2M
표준이 실제 IoT 서비스에서 어떻게 동작하며 어떤 가치를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상수/HPE

C1: Cloud Services

석우진/KISTI

6월 26일(월) 09:00~10:50

C1-1 Experimental Cloud for ICT and
Science

C1-3 그룹사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Private
Cloud Service 사례

본 발표에서는, ICT 실험 및 Science 실험을 위한 베어메탈 기반
의 테스트베드 클라우드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술적 요소 등을 발
표하고자 한다. 다양한 테스트/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목적의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와 구현 방식 등을 소개하고,
또한 ICT 분야의 보안/프로토콜 연구에 대한 적용 사례와 계산
중심의 Science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T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Private Cloud 서비
스와는 다르게,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의 Cloud서
비스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다. 그룹사를 대상으로 제공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Private Cloud서비스의 특성과 Public
Cloud 서비스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룹사 Cloud 서비
스 도입을 위한 검토내용과 실제 구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
우드 전략, 아키텍처 설계, 플랫폼 구축, 과금모델, 운영 체계 수
립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강남규/한화S&C

C1-2 공공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 Cloud
적용 방안

C1-4 NAVER Cloud Platform

일반 IT기업이 아닌 공공/금융/의료/교육 등 규제 분야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도입 방향과 레퍼런스

백두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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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를 통해 우선 oneM2M 표준 기반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
축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동향을 전달한다. 여기에는 실증 사업
으로 진행 중인 부산, 고양 그리고 대구 스마트 시티를 소개하고
영국 런던의 사례도 소개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 oneM2M, NIST, ETSI 등의 표준화
및 글로벌 협업 등의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B3-4 oneM2M 기반 IoT solution
‘UIoT(HPE Universal IoT Platform)’

B3-2 2D 임베딩 기법을 통한 실시간
시각화 분석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시각화 분석론은 상호작용적 시각화
(interactive visualization)를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 중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t-SNE) 등의 2D 임베딩 기법은 고차원 데이터를
주재걸/고려대 직관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데,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2D 임
베딩 기반의 시각화를 통해 통찰력 있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사용자 주도의 실시간 시각화 기법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IoT 공통 플랫폼 기술인 oneM2M과 OCF의 기술개요,
시험인증현황, 시험방법 등을 설명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제
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개발 단계부터 시험인
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
축 및 제품 신뢰성 보장의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www.krnet.or.kr

박기은/NBP

네이버와 계열사의 IT인프라를 운영하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
폼(NBP)에서 국대 최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쳐로 구현된 NAVER Cloud Platform(NCP)에 대
한 기본 소개와 기술적 특징을 설명합니다. NCP의 기술 로드맵
과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NCP 활용 방안을 네이버, 라인 등 국내
최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설명합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2: Hybrid Cloud/Management

6월 26일(월) 13:40~15:40

C2-1 AWS 기반 고급 하이브리드 IT 디자인

김용우/AWS

클라우드의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맞
닥드리는 당면과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IT자원과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동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고객들의
기존 온프레미스 IT자원을 AWS Cloud로 연결할수 있는 방법인
VPN 및 Direct Connect에 대한 디자인 및 구성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2-3 K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
KT 클라우드에서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인프
라 기술 소개
·기업 고객을 위한 Cloud 서비스 고려사항

정기영/KT

·고성능 인프라 기반 기업 특화 Cloud 서비스
·Cloud Zone 간 L2 Overlay 연동 기술
·Hybrid Cloud 서비스 및 기술

C2-2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데모
(Azure Stack)
Microsof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공용 클라우드(Microsoft
Azure), 그리고 사설 클라우드(Microsoft Azure Stack)으로 이
루어집니다. 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소프트
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기술의 집약체인 Microsoft Azure Stack
백승주/Microsoft 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이에 적절한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Stack을 통해 Microsoft의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됩니다.

C2-4 SDDC 메타-오케스트레이터 탱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데이터센터의 인프라는 IP 주소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동 관리를 위한 시간 소비와 물리적
장비 등을 추가하여 인프라 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비용과
민첩성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기반의
관리체계는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와
같이 가변적인 IP 주소 기반으로 자원 제공하면서 가시화 관리가
안종석/나임네트웍스 어려워 진다. 탱고는 이의 개선을 위해 물리 머신의 메타 정보 기
반으로 네트워크의 논리적인 환경 변화에도 물리 머신 식별용 메타 정보를 연동하는
관리 도구이며 SDDC자원을 물리적 가시화 기반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빠르
게 발전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킹 관리를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어기와 SDDC 내의
SDN제어기가 연동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소개 한다.

C3: Serverless Computing

6월 26일(월) 16:00~18:00

C3-1 AWS 클라우드 기반 서버리스
(Serverless) 컴퓨팅 패턴과 사례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은 서버 관리 개념 없이도 확장 가
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축하는 새로
운 클라우드 서비스 패러다임입니다. AWS Lambda는 다양한
AWS서비스의 이벤트를 응답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서버리스 아
윤석찬/AWS 키텍처의 주요 서비스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는 물론 모
바일 및 IoT 디바이스로부터의 연결 및 메시지도 관리할 수 있습
니다. 본 강연에서는 AWS를 기반으로 Amazon API Gateway 및 다양한 AWS 관리
형 서비스를 통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패턴과 구축 사례를 통해 가용
성 및 운용에 대한 걱 없이 서비스 혁신 및 출시 기간 단축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미
래의 서버리스 컴퓨팅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C3-2 Serverless,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하여 유수의 기업들은 주요
생존 전략의 하나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IT자산에 대한
운용과 관리의 부담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Microsoft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Serverless
Computing과 Serverless Architecture는 클라우드 시대에 응
용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loud Platform인 Azure와 Serverless computing을 위한
Platform Service인 Azure Function App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더불어 활용 가능성
을 심도 있게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C3-3 오픈소스 Serverless Computing,
OpenWhisk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위한 Serverless 컴
퓨팅 아키텍쳐를 알아보고, 오픈소스 기반의 OpenWhisk 를 살
펴봅니다.

공진기/IBM

D1: IoT/CPS Security

6월 26일(월) 09:00~10:50

D1-1 IoT침해사고 동향, 공격자의 움직임과
방어자의 고민

이재광/KISA

최근 KISA가 대응한 IoT 인프라 관련 침해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대응하면서 가졌던 생각들(공격자 움직임과 방어자의 고민
을 중심으로)을 공유한다. 특히, 대응사례 중에는 최근 국내 홈페
이지를 통해 유포되었던 미라이 악성코드 대응 사례(감염규모 및
IP, 유포 서버에서 발견된 파일들 등)를 상세히 소개한다.

D1-3 Security of Sensors for Selfdriving Cars
세계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구현
하는 핵심적인 기술들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센서 기술, 원격 제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동통신,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GPS, 그리고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
김용대/KAIST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중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세계1위 카메라 센서
의 동작이 마비되거나 오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데모 및 설명이 제시되며 많은 자
율주행차에 사용되고 있는 라이더의 시야를 가리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간단한 시연을 할 예정이다.

D1-4 IoT 보안기술 발전방향

D1-2 ICS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ICS(Industrial Control System)는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장치
를 원격에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이는 우리 주변의
전력, 원자력, 철도, 공장 등을 운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력 ICS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여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철강업체 ICS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용광로 통제 불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
김신규/국가보안 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ICS대상 사이
기술연구소
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연에서는 ICS 보안위협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기술을 소개한다.

이주화/이니텍

본 발표에서는 먼저 현재 국내외 IoT 표준 보안 기술에 대한 이슈
사항을 분석 및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저 사양의 관리
대상 디바이스 수가 수십에서 수백억 개로 증가되는 사물인터넷
의 표준 4개 도메인(Device, Network, Server Platform, User
& Application Domain) 환경에서 서비스 수준별 요구되는 맞춤
형 보안 기술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미래에 요구되는 IoT 보안 기
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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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D2: Usable Security
D2-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주요국가
법제도 및 기술 현황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활
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제정내용 중 익명정보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
김 원/KISA 다. 일본은 지난 2016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익명
가공정보 규정을 신설했다. 본 강연은 선진각국(EU, 미국, 일본)
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제도와 비식별 조치, 익명조치, 가명조치의 개념을 유럽 29
조 작업반의 의견서, NIST의 비식별 보고서, 한국의 비식별 조치 개념을 비교분석하
여, 현재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 개념과 S/W현황, 비식별 사례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의 비식별 조치의 법제도 현황
· 유럽연합, 일본 익명조치 가이드라인, 한국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차이분석
· 비식별 조치(익명조치) 공개 S/W, 상용S/W현항
· 정보집합물 결합 사례 및 향후과제

6월 26일(월) 13:40~15:40
D2-3 양자암호 기술의 현재와 미래
세계적으로 양자컴퓨터의 등장에 대비한 Quantum Safe
Cryptography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구
자들은 양자암호(QKD: Quantum Key Distribution) 및 Post
Quantum Cryptography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중 양자암호기술을 지난 2011년부터 개발을 해
왔고, 현재 SK텔레콤 상용 LTE망 및 KISTI의 SuperSIRen 망 등
곽승환/SKT
총 4구간에서 현장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국가로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중국, 일본, 미국 및 심지어 북한에서도 양자암호장비를 개발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며 향후 Global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산업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해
외 및 국내 광통신 장비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및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무선양자암호 및 개별 가입자 망에 적
용을 하기 위한 계획과 양자암호 기술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D2-4 블록체인과 보안

D2-2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술
사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변
화·발전하고 있다. XX페이로 대변되는 현실의 간편 결제 서비스
는 물론이고, 아마존 에코와 같은 인공지능비서가 사람을 대신해
거래하는 근미래의 서비스 환경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
증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ID 도용 사례들은 좀더 엄격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김수형/ETRI 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기술로 바이오 인증과 같이 사용자의 신체
적/행동적 특성을 인공지능을 통해 확인하는 기술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용
환경과 상황적 특성을 활용하는 기술도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
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최근의 신원확인 기술에 대한 트렌드와 최신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블록체인의 정보보호 문제 대두
· 블록체인의 안전성
· 블록체인과 암호학
· 블록체인과 사이버보안

박성준/동국대

D3: AI Security

6월 26일(월) 16:00~18:00

D3-1 네트워크 애널리틱 기술 기반의
데이터센터 보안
최근 북미 지역 및 인터넷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내부의 Flow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보안 및 데이터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Flow 및 Telemetry 기술의 발
전 방향과 이러한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최우형/CISCO 분석기술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애널
리틱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및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등을 소개합니다.

D3-2 Watson for Cyber Security
부제: 보안 분석에 대한 코그너티브
          보안 시대
나병준/IBM

현재의 보안 분석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하
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코그너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지식을
습득한 인공지능이 보안 분석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
을 줄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E1: Openstack
E1-1 OpenStack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
살펴보기: 버그 제출, 커밋 & 코드
리뷰 등
오픈스택(OpenStack)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
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6개
의 코어 및 19개의 선택 컴포넌트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하
최영락/오픈스택 여 직접 클라우드를 구성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분야 대표적인
한국커뮤니티 오픈 소스로서 SDN, NFV 등 다양한 유스 케이스와 함께 계속 성
장하고 있으며, 이 때, 업스트림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적극
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유스 케이스에 맞는 새로운 스펙 및 기능을 제안하거나 버그 수
정, 때로는 직접 간단한 소스 코드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OpenStack 컨트리뷰션을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버그 제출, 커밋 & 코드 리뷰
등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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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3 Big Data & 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의 근간이 되고 있는 Big Data의 현황
을 살펴보고, Big Data를 통해 만들어지는 Intelligence를 어떻
게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현과 이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
을 소개한다.

강용석/SK인포섹

D3-4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사이버국방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이 인터넷을 매개
로 물샐틈없이 연결돼 정보의 생성과 수집, 공유와 활용 등이 자
동으로 이뤄지는 지능화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이 지켜내야 할 대상
이 단순히 군대 내의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이를 매개
로 한 모든 사람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주/고려대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관련 사고로 봤을 때, 우리 군
의 사이버국방 태세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사이버국방’(cyber
defense)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군의 사이버국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6월 26일(월) 09:00~10:50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2: PaaS

6월 26일(월) 13:40~15:40
E2-1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개요
- 클라우드 플랫폼 동향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추진 개요
- 파스-타 향후 추진 방향 소개

윤정희/NIA

김성철/코스콤

E2-2 클라우드 소개 & KPaaS-TA
시범서비스 사례 발표

E2-2 클라우드 소개 & KPaaS-TA
시범서비스 사례 발표

- 국내 클라우드 필요성
- 클라우드의 성격
- 클라우드에서 PaaS 의 필요성 등을 주재로 한국의 PaaS-TA
소개

- 코스콤 K PaaS-TA 소개
- K PaaS-TA 를 사용으로 인한 기술적/서비스적 장점
- K PaaS-TA 의 발전 방향 등 을 통해 K PaaS-TA 전반을
소개함

박종민/코스콤

E3: Container

6월 26일(월) 16:00~18:00

E3-1 Microservice, Docker and
Kubernetes
시장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IT는 고객과 현업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을 기능별 단위 시스
템으로 나누고 각 개발 조직이 나눠서 개발 및 운영을 하는 마이
크로 서비스가 각광 받고 있다.
조병욱/Google 이번 세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념과 성공 실패 요인에 대
해서 살펴보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 및 배포
하기 위한 도커 기술과 함께, 대규모 도커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레이션 솔루
션인 오픈소스 Kubernet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E3-2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DevOps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전략
Enterprise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주요 3가지 측면을 알아보고, 실제로 기업들이 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Digital Transformation을 성공하는지 알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오세영/RedHat 기술이 무엇인지, 기업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햇은 이러한 컨테이너 기술을 어
떻게 구현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 될 겁니다.

S1: Immersive Media
S1-1 MPEG 몰입형 미디어 표준화 동향 및
전망
현재 진행 중인 MPEG-I 표준화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단계별
기술 로드맵에 따른 표준화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소개한다.

서종열/LG전자

S1-2 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최신
기술동향과 응용 이슈 및 전망

황재인/한국과학
기술연구원

6월 26일(월) 09:00~10:50
S1-3 360 비디오 제작 및 서비스 기술 동향
360VR기술을 방송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기존 영상 콘텐츠는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연출된
무대 구성, 편집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다
면 360VR은 다양한 시각의 구성을 있는 그대로 실감있게 전달
하여야 하고 제작도 그것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방송
분야에서는 360영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송 미디
서영우/KBS
어 콘텐츠에 대해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본 발표
에서는 360VR의 방송 응용분야 및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고려사항 등을 다양한 사례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강연에서는 증강현실/혼합현실의 최근 동향 및 응용사례
에 대해서 논한다. 증강현실/혼합현실에 필요한 tracking,
interaction 등의 기술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기반하여 설명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한다.

S2: New Services

6월 26일(월) 13:40~15:40

S2-1 기계학습을 통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금융시장 예측 응용
시계열 데이터는 금융, 군사, 날씨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최근 딥러닝등 기계
학습 기법의 발전은 시계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정확하
게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내용을 자동으로 보고서로 작성하
최재식/UNIST 는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금융 데이터
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인 관계형 자동 통계학자를 소개하
고, 최근 발전한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 기법을 소개합니다.

S2-3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유진규/AITrics

·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 소개
·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소개
· 최신 인공지능 기술 소개: 헬스케어 중심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및 서비스 소개
· 헬스케어에 인공지능 적용 시 예상되는 이슈 소개
· 인공지능이 바꿀 헬스케어의 미래 소개

S2-2 인공지능 변호사
· 인공지능과 법률 융합의 세계
· 인공지능 변호사 개발 현황
· 규칙과 기계학습의 하이브리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구현 원리
·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와 리걸테크 전망

임영익/인텔리콘연구소

The 25th Korea Interne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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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Smart Factory

6월 26일(월) 16:00~18:00

S3-1 IoT기반 개방형 제조서비스(FaaS)
스마트팩토리 구축 현황

손지연/ETRI

3D프린터와 로봇과 같은 혁신적 제조설비를 기반으로 개인맞
춤제품의 소량생산을 지원하는 IoT기반의 개방형 제조서비스
(FaaS, Factory as a Service)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S3-2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기술개발 및
검증 센터

S3-3 유연 조립을 위한 IoT와 CPS기반 가변
재구성형 스마트공장
· 본 발표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자동차 모듈 조립 공장
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변 재구성형 유연 조립시스템 및 ICT
융합 기반 스마트 시스템 핵심 요소기술 개발 과제의 내용과 성
과, 테스트베드 설계 및 운영 결과를 소개한다.
노상도/성균관대 · IIoT 기반 스마트 제어기 등 스마트공장의 핵심요소 기술을 개
발하고, 이에 기반한 자동차 모듈 업종의 가치사슬 연계형 가변
능동형 유연 조립시스템 플랫폼을 개발, 적용한다.
· 이를 위하여 자동차 모듈 업종의 가변재구성 조립시스템 Platform 및 시범 플랜트를
구축하고, 고속 센서/통신 융합 IoT 기반 스마트 제어기 및 이종 네트워크 기술을 개
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사업을 소개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 공급
기술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기술 추월을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관련 공급기술 검증용 생산시스템 테스트
김덕영/UNIST 베드 구축 및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된 테스트베드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 (기술검증 개방형 실험실)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술 관련기업 기술개발 지원
- (스마트팩토리 기술인증 표준연구소) 스마트팩토리 기술 인증체계 개발을 위한 성
능 평가 설비의 필요성, 기술공인을 통한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팩토리 기술허브)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연합체 조성, 기술/기업 홍보
- (제조 빅데이터 도서관) 고부가가치 제조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기반

F1: Deep Learning Tech. Trends

6월 27일(화) 09:00~11:00

F1-1 딥러닝의 최근 트렌드 및 이슈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고 학습된 지식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고 있는 중요
한 측면이다. 이를 모방하려는 머신러닝 기술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은 기존의 머신러닝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과 많은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머신러닝부터 최근의 딥러닝
이종석/연세대 까지 발전 과정과 그 원리, 최근 주목받는 딥러닝 기술 및 응용들,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F1-2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활용한 생성 모델 응용 연구

노형기/지능정보
기술연구원

F1-3 Knowledge-Defined Networking
가능성과 미래
Software-Defined Networking이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로 자
리매김을 하면서, 최근 SDN 기술을 이용하여 Network에 새로
운 기능을 집어 넣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MIT에서 제
안한 Knowledge plane과 같은 네트워크 자동 지능 제어 기술이
신승원/KAIST 이제는 가능해 짐에 따라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 knowledgedefined networking 이라는 이름 하에 SDN과 machine
learning 을 결합하여 machine learning 기술로 사람의 도움없이 네트워크를 제어하
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knowledge defined networking
기술의 현재 동향과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 그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 최근 인공지능/딥러닝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소개
- GAN기본 설명과 다양한 변형 모델 및 응용 분야 소개
-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사진을
수묵화 스타일로 변환하는 응용 사례를 소개

F2: Deep Learning Framework

6월 27일(화) 13:40~15:40

F2-1 강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H/W, S/W
기술의  조건과 동향 및 TensorFlow
활용 방안  
인공 지능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 학습 알
고리즘은 필연적으로 최적화(optimization) 연산 및 대규모의
매트릭스, 텐서 연산이 필요하다. 이런 연산들이 실생활에 필요
김진철/SKT
한 수준으로 적절한 지연 조건을 만족하면서 계산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고성능 컴퓨팅 아키텍처와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의 기계 학습 기술이 앞으로 강인공지능으로 발전되기 위해 필요한 병렬 연산 시스템
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병렬 연산 시스템이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아
키텍처 변화 요건을 생각해본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변화의 동향을 같이 살펴보면서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 같이 생각해본다. 이런 컴퓨터 아키텍처의
변화를 고려해서 강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아이디어
에 대해서 살펴보고, TensorFlow가 이런 강인공지능 시스템 구현을 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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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초연결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브레인
프레임워크

이연희/ETRI

IoT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동향 및 요구사항과 사례를 살
펴보고, 현자 KSB융합연구단에서 연구개발 중인 IoT 인공지능
플랫폼을 위한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브레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와 오픈소스 참여방법 등을 소개한다.

F2-3 NVIDIA GPU를 이용한  딥러닝 응용
사례

유현곤/NVIDIA

최근 딥러닝에 기반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습
니다. 특히 GPU의 가속 기능에 힘입어 기존의 CPU 성능으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를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최신 NVIDIA GPU하드웨어와 라이브러리를 이용
하여 어떻게 딥러닝을 가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응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3: Deep Learning Application

6월 27일(화) 16:00~18:00

F3-1 엑소브레인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
엑소브레인은 글로 기술로 된 언어를 분석하는 기술, 분석된 언
어분석 결과를 지식으로 학습하고 축적하는 기술, 자연어로 기술
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답을 추론하는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로
구성된다.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은 기존의 정보검색과 달리 자연
어 문장들로 기술된 질문을 입력받아, 정답가설을 생성하고 검증
하여 신뢰성있는 최적 정답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김현기/ETRI 본 발표에서는
1) 한국어 어휘 및 문장의 분석 기술
2) 지식학습 및 축적기술
3) 자연어 질문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표현을 분석하는 질문 분석 기술
4) Data-intensive QA와 Knowledge-based QA의 방법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정
답후보 생성
5) 수백개 이상의 정답후보 대상으로 최적정답 추론에 대해 설명한다.

F3-2 챗봇 시스템 기술 이슈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방법
· 챗봇 서비스 소개
- 심심이,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에코 등의 챗봇
서비스 예시
- 심심이 형태의 잡담용 챗봇과 애플 시리 형태의 목적 지향 챗
봇 소개
서희철/NAVER
· 잡담용 챗봇 개발 방법 소개
- AIML, 검색 기반, deep learning 기반 방법 소개
· 목적 지향 챗봇 시스템 구조 및 모듈 설명
- 자연어 이해 모듈 소개 및 개발 방법
- 대화 관리 모듈 소개 및 개발 방법
- 자연어 생성 모듈 소개 및 개발 방법
· 네이버 챗봇 ‘네이버 i’ 소개

F3-3 SKT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 인공 지능 응용서비스 개요(트렌드, 고려사항)
- SKT 인공지능(음성/언어이해 기반) 응용 서비스(NUGU 등)
- SKT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응용 서비스

강봉주/SKT

G1: 소셜 융합 지능로보틱스

6월 27일(화) 09:00~11:00

G1-1 인간에게 필요한 로봇은 무엇인가?
본 강연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로봇을 디자인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인간 중심의 인간-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 디자인 방법과 일상 제품의 로봇화 방법을 소개한
다. 인간 중심의 인간-로봇 상호작용 디자인 부분에서는 사용자
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로봇 디자인을 위해 다양
한 사회심리학 및 디자인 이론을 적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곽소나/이화여대 일상 제품의 로봇화 디자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일반 제품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는 지능형제품 디자인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블록형
한글교육로봇, 한글봇>, <종이접기 기반 로봇 키트, 종이봇>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G1-2 물류 이송로봇의 동향 및 사업화 사례
로봇기술은 인공지능기술, 센서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
팅기술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 중 하
나이다. 생산장비간, 프로세스간, 사업주체간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 연결이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
화를 꾀하고 있다.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
종 소량생산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부품의 이송을 위해서 기존의
박성주/유진로봇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보다 유연하고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적
합한 물류 이송로봇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물류 이송량이 많
은 창고, 병원, 호텔 등 에서도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발표에서
는 물류 이송로봇의 트랜드 소개와 함께 병원에서 식사, 린넨, 검체, 수액등을 이송하
는 물류 로봇의 사업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단계에서 수행한 사전 프로
세스 분석 단계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적용한 Fast iteration 개발방식을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G1-3 소셜로봇 기술

김재홍/ETRI

G2: 미래자율주행 자동차

6월 27일(화) 13:40~15:40

G2-1 자율주행차 기술 동향 및 전망
최근 주요 자동차사들의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더불어,
완전자율주행을 향한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센서의 저가화와 성능향상, 정밀지도 기술
의 발달, 컴퓨팅 파워의 증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V2X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상용화된 기술, 연구개발용 기술과 더불어 주요 업
정구민/국민대 체들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기술 비전을 소개하고, 각 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정리해 본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크게 제조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에 소셜로봇이라는 용
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도 다수 개발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소셜로봇의 정의, 시장에서 소셜 로봇이 채택되기 위
한 주요 요소, 가정/공공/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로봇 개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로봇을 소셜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G2-2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차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급속도로 현실
로 다가오는 중이다. 이미 미국 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용차가 상업 운행을 시작했으며,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테
스트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근간에는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소프트웨어 발전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차량에
박재호/엑셈
장착된 다양한 센서에서 받은 시그널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모
델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머신러닝을
포함해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G2-3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V2X 통신 기술

오현서/ETRI

자동차는 V2X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자동차 또는
Connected Car라고 부르며 차량 안전 서비스와 자율주행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에 관
련하여 V2X 통신 기술의 개념과 주요 서비스를 알아 본다. 그리
고 V2X 통신 기술의 표준화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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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G3: 무인 자율비행 이동체

6월 27일(화) 16:00~18:00

G3-1 드론과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전략

강왕구/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드론의 정의, 종류, 역사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
- 민수용 드론의 향후 발전전망을 응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찰
- 4차산업혁명을 추동시킬 기술개발 플랫폼으로서의 드론의 역할
을 제안
- 드론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개발전략을 제안

G3-2 드론 군집비행 - 동기, 이론 및 구현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생명체의 군집행동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
에서 동기를 얻어, 생명체의 군집행동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고, 이로부터 공학적 응용성을 거론한다. 공학적 응용성의 하
나로서 소형 드론의 다중 편대비행을 소개한다. 소형 드론의 편
대비행을 위한 센싱 메커니즘, 통신 메커니즘, 그리고 분산제어
관점의 자율주행 원리를 소개한다. 이후에 이러한 이론을 실제적
안효성/GIST 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현 측면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자율비행
하는 다중 편대드론 시스템을 소개하고, 실제적으로 구현되어 시현/공연된 영상들 중
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G3-3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 지도 작성

한수희/POSTECH

H1: Open Source Projects

6월 27일(화) 09:00~11:00

H1-1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과 효과적 활용/
관리를 위한 시사점

H1-3 Open Telco Platform Ecosystem

- 산업별/업종별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현황소개
- 글로벌 오픈소스 라이선스, 보안취약점 현황 소개
- 오픈소스의 효과적 활용/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소개

김병선/블랙덕
소프트웨어

깊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등장으로 3D 공간지도 작성
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 강
연에서는 라이다(LiDAR)를 활용한3D 공간지도 작성 기술에 대
해 간단히 소개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작성된 3D 공간지도 기반
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기존의 2D 카메라 영상에 기
반한 기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어, 측량분야, 재난 대응 분야,
도시 계획 분야, 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예정이다.

박지수/KT

어플리케이션과 IT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가 최근들어 통신사업자 인프라 분야에도 활발하게 도입되
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오픈소스의 역할과 개발측면에서의 이
슈를 고찰한다. 이어서 통신사업자의 SDI(Software Defined
Infrastructure)에 대한 오픈소스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향
을 제언한다.

H1-2 오픈소스 중요성과 대응 및 활성화 전략

박수홍/삼성전자

최근 오픈소스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오
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
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만큼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고
기업들은 주도권 경쟁에 많은 노력 중이다. 본 강연에서는 오픈소
스의 성장 배경과 중요성, 그리고 현재의 트랜드를 살펴보고 향후
각 산업 분야에서 대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전략을 공유한다.

H2: SDI/Edge-Fog Computing
H2-1 분산 지능 에지 컴퓨팅

이범철/ETRI

진화되고 있는 네트워크-컴퓨팅 융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에지
컴퓨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다양한 이종 기술로 연결
된 단말 및 사물에서 초실감, 저지연, 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
산 지능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과 연계하여 저전력 분산 지능 에지 컴퓨팅의 진화
방향을 전망한다.

H2-2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의
선도적용 모델 및 정책 방향

유시형/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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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네
트워크 트래픽 수용을 위한 SW기반의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
시험·검증과 공공분야 선도적용, 확산 추진 모델인 SD-DC, SDLAN, SD-WAN, SD-IoT, SD-vCPE를 설명하고 미래 네트워크
고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SW기반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의 추진
정책과 발전 방향을 소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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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화) 13:40~15:40
H2-3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Software-Defined Data Center;
이하SDDC)는 데이터센터의 모든 자원을 가상화하여 소프트
웨어 기반으로 최적화하고 자동화 가능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를 의미한다. SK텔레콤에서는 All IT 시대 및 AI Innov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의 구조를 SDDC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
한 R&D를 수행하고 있다. SDDC Infra 로의 전환을 통해, 5G
주석원/SKT
Network, AI Cloud, IoT 등 차세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Biz Enabler의 기반 기술을 R&D 하고 있다. NIC기술원
에서는 SDDC 기술 확보를 위해 인프라 운영자동화 솔루션, 통합 Network 분석 솔루
션, All Flash SSD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내 적용 중이며, Container,
OpenStack, ONOS(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Ceph를 활용하여
SDDC 솔루션을 내재화 중이다. 또한, ONOS, OCP, OpenStack, Ceph 등 Global
Community 및 AT&T, Verizon 등 Global Telco 사 들과 협업을 통해 Global Tech
Leadership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H2-4 V2X 기반의 에지-포그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는 높은 지연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솔루션으로 에지(Edge)/포그(Fog) 컴퓨팅 기술이 높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에지/포그 컴퓨팅 기술은 실시간으로 즉각
적인 처리가 필요한 차량 네트워크 응용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표에서는 에지-포그 컴퓨팅 기술에 대
한 동향과 이를 차량 네트워크에서 활용한 주요 응용에 대해서
백상헌/고려대 알아보고 V2X를 기반으로 차량을 에지-포그 컴퓨팅의 한 구성
요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H3: Open Network Testbed
H3-1 SDN 기반 개방형 선도시험망 고도화
전략
초 연결 지능형 인프라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해, 향후 3년간 KOREN의 Re:Design을 추진합니다. 기존 물리 장
비에 의존적이고 단순 회선 서비스에 그쳐왔던 인프라를, SDN/
NFV, Cloud 등 혁신기술들을 적용하여 유연하고 동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SW적으로 정의
박춘걸/KT
가능한 SDI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KT SDN 상용화 인
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Infra 연구소가 직접 참여하여 “세계 최초 All Node
100G SDI”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개방형 선도시험망으로의 전환을 위
한 KOREN의 Re:Design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화) 16:00~18:00
H3-2 공공안전 LTE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정부는 음성, 단문메시지 위주의 공공안전 통신망을 광대역 멀
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LTE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
다.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 철도
통합무선망(LTE-R), 해양수산부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LTEMaritime)이 공공 LTE망 구축사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발표
에서는 국가 공공안전 LTE망 구축사업 계획과 현황을 소개하고,
최두정/TTA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LTE 무선망
테스트베드와 개발지원시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H3-3 ICT R&D 시험검증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개발 과정의 시험검증은 결과물의 신뢰성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SDI(Software
Defined Infrastructure) 기반 혁신 기술들의 적용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시점에 시험검증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단순 결과물 검증이 아닌 R&D 개발
프로세스에 기반한 시험검증 체계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상
남기동/ETRI
용화 성공 사례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SDI 기반 혁신 기술 개발의 결과물들에 대한 시험검증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
입니다.

I1: Quantum Computing

최병수/ETRI

6월 27일(화) 09:00~11:00

I1-1 양자 컴퓨팅 플랫폼 기술

I1-2 양자 암호 기술

· 목적: 양자컴퓨팅에서 필요한 SW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내용
소개
· 필요성: 양자컴퓨팅 HW부분과 SW부분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양자컴퓨팅의 구현
· 범위:
- 신뢰성, 범용성, 확장성을 갖기 위한 양자컴퓨팅 구현 방법론
소개
- 양자컴퓨팅에서의 프로그래밍 방법, 양자컴퓨팅을 구성하는
빌딩블럭, 양자컴퓨터 시스템 구조
-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SW적 측면
- 각 기능별로 요구되는 기술적 성능 측면
- 플랫폼에서 필요한 HW들의 성능 평가
- 현재까지 개발된 양자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한 양자컴퓨팅 시
스템의 성능 평가

양자통신의 원리가 되는 양자역학적 성질에 대하여 고찰한다. 양
자의 중첩성, 복제 불가능성, 측정 후 복원 불가능성 등에 대하여
광자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양자암호의 작동원리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양자컴퓨
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 컴퓨터와의 차별점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주요 국가에서의 양자컴퓨터
연구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 이슈:
- 1세대 아날로그 접근과 2세대 디지털 접근 사이에서의 기술적 요구수준 차이점
- 양자계산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수준
-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기술적 요구수준
- 현재까지 개발된 양자컴퓨터 HW+SW들의 전체적인 비교평가등

I2: BCI/BMI(Brain I/F)
I2-1 뇌-뉴로모픽 인터페이스 기술
하드웨어 기반의 뉴로모픽 컴퓨팅 또는 시스템 개발은 최근 급속
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뢰성이 높은 시냅스 기능
모방 소자 및 뉴로모픽 시스템의 학습과 컴퓨팅 규칙 등의 부재
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뉴로모픽 시스템과 뇌를 포함하
는 신경네트워크 간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통하여 뇌 기능 모
방에 필요한 뉴로모픽 시스템 설계가 시도되고 있으며, 본 강연
정상돈/ETRI 에서는 그 가운데 신경네트워크와 뉴로모픽 시스템 간의 신뢰성
이 높은 인터페이스 구축에 관한 소개가 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허 준/고려대

I1-3 양자 컴퓨팅 기술 현황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자컴퓨터의 최신 기술 현황을 소
개한다.

정연욱/한국표준
과학연구원

6월 27일(화) 13:40~15:40
I2-3 뉴로모픽 기반 청각신호처리 기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신경망 알고
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고자 하는 뉴로모픽 회로 기술에 대한
연구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음절, 단어
와 같은 언어정보 처리를 위한 청각 뇌파신호의 자동 분석을 위
한 뉴로모픽 회로 기술의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즉, 개
발된 멤리스터 기반의 뉴로모픽 하드웨어 신경망을 이용하여 /
이보름/GIST
a/, /e/, /i/, /o/, /u/와 같은 음성자극이나 음성상상에 의하여
유발된 청각중추 뇌파신호를 성공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 기술을 이용하면 향후
신개념의 BCI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2-2 의수(보철손) 제어를 위한
뇌 인터페이스 기술
의학과 공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최근 들어 신경계 인
터페이스 기술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경계 인터페이스 기
술은 신경 정보의 활용, 능력 증강, 한계 극복 및 재활 등의 목적
을 위해 생명체의 신경계와 기계/전자 소자와의 직접적/능동적
신현출/숭실대 연결과 신경신호처리 및 제어 기술을 포함한다. 본 강연에서는
뇌 신경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공 의수의 능동적 제어 기술
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정교한 인공 손의 제어를 위한 신경계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
해서 현 기술 상황, 연구 개발 동향,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더불어
손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신경신호의 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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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Wearable Computing
I3-1 웨어러블 분야 특허 전략

I3-3 패션과 웨어러블 기술의 결합 사례

웨어러블 분야 특허 분쟁 사례
웨어러블 분야 특허 사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국내/해외 웨어러블 분야 업체의 특허사례 및 특허전략 소개
웨어러블 분야 업체에 적합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기본적으로 웨어러블은 패션에 IoT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봐
야한다.
웨어러블이 성장하려면 패션이 가지는 속성과 가치를 존중하면
서, IT 기술을 활용한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수
반되어야한다.
이러한 쉽지 않은 융합의 문제를 각자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태균/BLT

전종홍/ETRI

6월 27일(화) 16:00~18:00

강성지/WELT

I3-2 헬스케어/웨어러블 기술 표준 동향

I3-4 무선전력전송 기술 동향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 속에서 웨어러블 기기는 차세대 스
마트 기기 시장을 주도할 항목으로 주목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초기 기대와는 달리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다양한 기술적인 한계와 함께 활용성/
응용성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되는 ITU, ISO, IEC, OCF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표준 개발 현황을 살피고, 시장 확산과 재도약을 위해
표준과 상호호환성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점 등을 함
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무선전력전송기술의 정의, 필요성을 기술하며, 현재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및 무선전력전송기술의 특징과 미래 무
선전력전송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할 것임.
1. 무선전력전송 개요
2. 무선전력전송기술 특징
3. 국내외 연구동향
4. 국내외 시장동향
5. 미래기술

조인귀/ETRI

J1: BlockChain

6월 27일(화) 09:00~11:00

J1-1 블록체인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이 모든 산업
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회자되다 사라질 기
술이 아닌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기존의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의 핵심기술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IBM 기업가치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
년에는 모든산업에서 14~16%, 2002년까지 56%~80%의 기
박세열/IBM
업들이 상용화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비즈니스는 점점 투명해지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서 점점 신뢰를 받을수 있는 유망한 핵심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전망해 봅니다.

J2: IoTivity

6월 27일(화) 13:40~15:40
J2-1 IoTivity 활용과 실전응용
- IoTivity 소개
- IoTiviity 빌드 방법
- IoTivity 샘플 애플리케이션 개발
- IoTivity-node 설치 및 샘플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주철/ETRI

이원석/ETRI

J3: IoT 표준기반 OCEAN 오픈소스 활용방법

6월 27일(화) 09:00~11:00

J3-1 OCEAN 오픈소스 소개

김재호/K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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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은 IoT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를 공유하여 표준기반 IoT 서비스의 조
기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표준기술을 활용한 대·중·소 기
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한 오픈소스
연합체이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OCEAN에 대한 소개 및 OCEAN
에 공개된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OCEAN 오픈소
스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
자에게 관련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www.krnet.or.kr

J3-2 OCEAN 오픈소스 활용 디바이스 개발
소개

안일엽/KETI

- OCEAN(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은 IoT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한 오픈소스
연합체로써 여기에 공개된 오픈소스 및 다양한 자료 소개
- 이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디바이스 개발 방법 소개 및 시연
- 오픈 플랫폼 활용한 개발 사례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4: Standardization

김상준/한국지식
재산전략원

6월 27일(화) 09:00~11:00

S4-1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획득
전략

S4-3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ICT 표준화 대응
전략

기술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호환 가능한 제품-서비스로 통일하
자는 후행표준에서 애초에 호환된 제품-서비스를 염두에 둔 선
행표준의 영역이 커지고 있다.
표준에서 다루는 기술에 따라 표준특허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
고 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만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 공유관점의 표준에 독점관점의 특허를 왜 허용하는가?
- 표준특허를 획득 또는 대응 할 수 있는 환경
- 4차 산업혁명기술과 표준특허의 관계
- 중소중견기업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접근 방식
- R&D-특허-표준의 IP-R&SD 연계체계 구축

제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사회구조 대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전
망되는 지능정보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 및 글로벌 ICT 기업도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ICT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글로벌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통한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지능정보사
회에서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김동호/TTA

S4-2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제표준화
기구(ITU/ISO/JTC1) 대응전략

이황재/RRA

·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5G,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 새로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대응방향 등을
제안

S5: Open Infra for Science
S5-1 오픈사이언스 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은정/과학기술
정책연구원

본 발표는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최근의 해외정책동향에 대해 소
개하고 해외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동향이 국내 정책 및 연구현장
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픈사이언스정책으로서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정이 디지
털화되면서 등장하는 다양한 개방형 연구개발모델에 관한 정책
을 함께 소개하고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S5-2 ScienceDMZ와 초고속 전송
최근 Data-Intensive 과학분야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발전과 분
석, 관측, 실험 등을 위한 장비의 고도화 등에 따라 생산되는 과학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연구패러다임의 변
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한 Exabyte급의 대용량 데이터들은 한곳
의 스토리지나 특정 데이터센터에 존재하기보다는 전세계적으
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고용량, 고부가가치
문정훈/KISTI 의 과학데이터들에 대한 초고속전송 기술은 과학분야의 연구개
발에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Data-Intensive 과학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들 간의 다
양한 협의를 통해 빅데이터를 위한 차세대 IT 분야의 고려 사항으로 다음 4가지의 공
통적인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도출되었다. 1) SDN과 Terabit 네트워크 2) 인텔리전트
글로벌 시스템과 네트워크 통합형 글로벌 시스템 3) 워크플로우 최적화 4) 장거리 초
고속 전송 기술.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분야 요구사항을
토대로 장거리 원격지 간 안전한 초고속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인 ScienceDMZ
기술과 DTN(Dtat Transfer Node)의 최적화 기술, KISTI의 구축 사례 등에 대한 소
개와 실제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에 대한 전송 성능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며, 빅데이
터 과학분야의 획기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는 미국형 오픈사이언스 플랫폼인
PRP(Pacific Research Platform) Project의 소개와 KISTI와의 연동 및 실제 성능을
소개한다. 또한 KISTI 주도의 한국형 PRP의 구축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전송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소개로 구성된다.

6월 27일(화) 13:40-15:40
S5-3 NDN 기반 기상기후 CMIP5 데이터
전송 기술
본 발 표 에 서 는 대 용 량 의 과 학 데 이 터 를 처 리 하 는 D a ta intensive science중 기후 모델링 분야에서 대용량 기상/기
후 데이터(CMIP5)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Named Data
Networking(NDN)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룬다. 특히, IP주
김다빈/아주대 소를 기반으로 현재 운용중인 ESGF portal을 통한CMIP5 데이
터 탐색/전송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NDN기반 통신 구조에 동일
하게 적용하기 위해 연구 수행한 내용과 NDN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해 실제 기후 모
델링 데이터 전송 지원을 위해 구축한 NDN테스트베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S5-4 Open ICT for Better Climate
Services with Farm Resilience and
Food Security
WMO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차원의 노
력의 일환으로 2009년 WCC-3(World Climate Conference)
에서 전지구 기후서비스체계(GFCS: Global Framework for
이병열/UN, WMO Climate Services)를 제안, 현재 유엔 등 관련국제기구와 함께
효율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GFCS는 기후변화 관련 현존 프로그램인 GEOSS/
IGBP/WCRP/IPCC/UNFCCC등 각 관측/연구/예측/평가/협상을 아우르는 기후서비
스 분야로, IPCC와 UNFCCC가 각각 WCC-1, 2를 통해 제안 설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GFCS의 향후 역할과 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맞춤형 기후정보의 생산/
제공/평가를 사용자 참여방식체계로 국가/지역/전구 단위에서 구축, 회원국의 기후
변화/변동 대응 저감 및 적응 정책 이행과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우선 순위 서
비스 제공분야로는 재해경감/수자원/보건/에너지/식량안보를 선정, 각 분야별로 취
약국(8개국)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차원의 기후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1) 기후예측능력의 획기적인 개선, 2) 수요부응형 상세(시간/공간/요소) 기후
정보 생산, 그리고 3) 사용자 참여형 생산/배분/피드백 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들 3분야의 과학기술적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산인프라의 확립이 필수적으
로 이는 기상선진국에서 조차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은 국가 ICT인프라의 극적인 강화없이는 결국 향후
GFCS 잠재적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빅데이터의 경우처럼 선진국 또는 거대 인터넷기
업 의존도 심화 등으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궁극적인 국가단위 기후서비스 제공이
더욱 어려워져 결국 기후서비스에서도 남북격차는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ICT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개도국의 농
업 및 식량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공유 개방형 ICT 인프라를 ScienceDMZ, Cloud/
GRID, GIS-online 첨단 ICT기반으로 시범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WMO와 KISTI간에
합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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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 Smart City

오정선/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6월 27일(화) 16:00-18:00

S6-1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S6-3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및 응용

도시는 다양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중첩된 복잡계이며, 도시의 모
든 활동들은 데이터형태로 표현이 가능함. 스마트시티는 ICT를
이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수집하고, 저
장하며, 분석활용하는 것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적인 기능임. 본
강연에서는 도시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운영관리시스템,
데이터허브, 빅데이터, Semantic Data, 오픈데이터 등 스마트시
티에서 추구하는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기법과 서비
스 응용사례를 소개

2002년 u-Korea에 처음 도입된 u-City개념이, 2017년3월21
일 국회에서 유비쿼터스도시법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유비
쿼터스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용어의 핵
심은 융복합에 있다. 지난 15년 동안 국내 모든 기초지자체(시군
구)에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
지도 스마트시티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서비
스(방범, 방재, 교통 등)중심이며, 공공서비스간의 융합이나 공공
및 민간서비스 융합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S6-2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권준철/한국
스마트도시협회

공공서비스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도시정보 공동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건
물(아파트)과 도시관제센터의 연계, 공공 주차장 정보와 민간 주차장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서비스 등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4차산업의 특징인 융복
합 시대의 스마트시티는 보다 창의적인 응용으로 서비스 융복합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S6-4 IoT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스마트시티는 연평균 성장률14.7%
로 ‘20년 1.5조달러로 세계 시장규모가 전망됨. 특히 스마트에
너지 19.6%로 가장 유망하며, 스마트홈 시설관리 및 커넥티드
홈 각각 63.2%, 17.3% 기대됨. 최근 글로벌 기업(시스템, 네트
김병운/ETRI 워크, H/W장비, 서비스)들은 파트너쉽으로 자사의 부족한 기술
역량을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버전스에 노력 중. 한편,
호주/영국/일본 등 통신정책기관들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경쟁 활성화 정책을 강화
하는 추세.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 시티(홈 포함) 관련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현황, 핵심
기기 및 기술, 그리고 서비스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본 강연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추진현황
에 대해서 소개한다. ‘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및 ’16년 고양
시 호수공원 지역에서 실증단지를 조성 운영중에 있다. 부산시에
서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안전, 교통, 에너지 등 20여개 서비스를
구축 실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민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마
트 공원환경, 생활환경, 생태환경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
전준수/NIPA 다.또한 두 지역의 실증단지에서는 중소기업의 IoT 제품 및 서비
스를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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