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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회장

Korea Internet Conference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올해로 스물 여덟 번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컨퍼런스, KRnet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KRnet 2020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개최 대신 온라인 행사로 개최됩니다.
직접 뵙지 못해 안타깝지만 온라인 행사를 통해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언택트(Untact) 시대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5G, VR/AR 등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코로나19 펜데믹까지
겹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 곳곳에 커다란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 조선, 의료, 자동차, 교육 분야 등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라는 혁신의 옷을 갈아입고 산업의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全
산업의 지능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자 국가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열쇠가 되었습니다.
올해 KRnet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New Era of Digitalization through Intelligence and
Autonomous Network”을 주제로 10개 트랙, 30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URLLC를 통한 자율주행 및 로봇·드론의
제어, AI와 5G 기반의 스마트 제조·시티·농축산, VR/AR과 차세대 실감미디어 등 ICT 신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융합되고 있는 트렌드를 살펴보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6G 등 ICT 산업 근간을 이루는 네트워크 기술들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아마존 등에서 활약하고 계신
산업 전문가분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ICT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 비즈니스 기획, 연구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연사 분들과 후원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Rnet 2020 대회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창용 원장

공동대회장 Korea Internet Conference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권호열 원장

최희윤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한근 원장

김석환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김명준 원장

최영해 회장

김 창 용

KRnet 연혁
제1회 KRnet 1993 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특강 등 인터넷 관련 운영/기술

제15회 KRnet 2007 Ubiquitous Technology Essentials

제2회 KRnet 1994 Network & UnixWare 등 인터넷 관련 운영/기술

제16회 KRnet 2008 Service Convergence thru Creative Network Technology

제3회 KRnet 1995 차세대통신서비스와 표준프로토콜 등 인터넷 표준/운영 관리

제17회 KRnet 2009 Towards Service-centric Converged Networks

제4회 KRnet 1996 인터넷 관련 표준/운영 관리, 응용 및 미들웨어

제18회 KRnet 2010 Network Technology Insight, Leading the Smart Future

제5회 KRnet 1997 전자상거래, 인터넷 운영관리, 인터넷과 ATM

제19회 KRnet 2011 Cutting Edge Technologies for the Smart Era

제6회 KRnet 1998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ATM, 차세대 인터넷, 인터넷 보안

제20회 KRnet 2012 Celebrating 30 Years of the Internet in Korea and 20 Years of KRnet

제7회 KRnet 1999 Internet toward New Millennium

제21회 KRnet 201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제 2의 인터넷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OSIA)

제8회 KRnet 2000 인터넷 망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제22회 KRnet 2014 Internet Revolution towards Internet of Things

문용식 원장

유명식 회장

제9회 KRnet 2001 New Internet Wave toward Future Life

제23회 KRnet 2015 Open Connected Community for Collaboration and Ecosystem

제10회 KRnet 2002 Bringing Internet to Everywhere

제24회 KRnet 2016 Open Collaboration+Open Innovation+Creative Destruction

제11회 KRnet 2003 Internet Technologies for Ubiquitous Society

제25회 KRnet 2017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제12회 KRnet 2004 Digital Convergence thru Ubiquitous Internet

제26회 KRnet 2018 Soft Waves in Digital Transformation

제13회 KRnet 2005 Realizing u-Korea thru Network Convergence

제27회 KRnet 2019 Creating Better for the Future

제14회 KRnet 2006 Internet Evolution for u-Life

제28회 KRnet 2020 New Era of Digitalization through Intelligence and Autonomous Network

※ 기관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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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개회식 Korea Internet Conference

김영한(숭실대)

•조직위원장

6월 22일(월)

11:00-13:00

대회장

구경철(TTA)
여재현(KISDI)

김기천(건국대)
이영로(NIA)

김상재(KCA)
임정규(MSIT)

김형준(ETRI)
홍상균(NIPA)

•개회사

•조직위원

강신각(ETRI)
석우진(KISTI)
황성원(KISA)

강철희(고려대)
신용태(숭실대)
이성춘(기가코리아사업단)
정 송(KAIST)
채기준(이화여대)
홍충선(경희대)

강현국(고려대)
안상현(서울시립대)
이재용(연세대)
정광수(광운대)
최양희(서울대)

김봉태(ETRI)
안순신(고려대)
이혁준(광운대)
정성호(한국외대)
최종원(숙명여대)

김치하(POSTECH)
이동호(광운대)
장영민(국민대)
정일영(한국외대)
한선영(건국대)

•축 사

•자문위원

강선무(경희대)
손승원(ETRI)
이상홍(단국대)
전경표(위시컴)
조국현(광운대)
홍진표(한국외대)

모데라토룸

사회: 강신각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창용 원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위원장

•환영사

김영한 교수(숭실대학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운영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신용태 (숭실대학교 교수)

공로패

이근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위원)
추현승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신각(ETRI)

•운영위원장

•시상식
•부위원장

김중헌(고려대)

•운영위원

권경인(Ericsson-LG)
김승해(KISTI)
김일규(ETRI)
원유재(충남대)
이종민(SK텔레콤)
정경숙(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하선우(IITP)

김기천(건국대)
김영화(TTA)
민옥기(ETRI)
유승국(KCA)
이헌주(텔레필드)
정소기(SK브로드밴드)
함상범(MS코리아)

김기형(아주대)
김용진(큐버)
박수홍(삼성전자)
이강해(TTA)
이현우(ETRI)
정연민(해카스)
황의종(한국재정정보원)

김득중(NIPA)
김우태(KT)
신덕순(한국화웨이)
이근구(TTA)
임승옥(KETI)
조준상(KISA)

김선미(ETRI)
김익균(ETRI)
양종한(NIA)
이상헌(LG유플러스)
전병천(넷비젼텔레콤)
최성호(IITP)

인터넷진흥상

인터넷기술상

이영로 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강찬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안내 Korea Internet Conference

프로그램위원회 Korea Internet Conference

● 등록비

● 사전등록 방법
일반

10만원

학생

5만원

김기천(건국대)

•프로그램위원장

● 등록 기간: 5월 20일(수) ~ 6월 12일(금)

•프로그램위원

강신각(ETRI)
김상철(국민대)
김태홍(충북대)
도인실(이화여대)
백상헌(고려대)
이상운(남서울대)
이의신(충북대)
이현우(ETRI)
주성순(ETRI)

고한얼(고려대)
김성민(KAIST)
김호원(부산대)
박동주(Ericsson-LG)
신명기(ETRI)
이상환(국민대)
이재학(연세대)
장원규(KCA)
최계원(성균관대)

김대중(TTA)
김영용(연세대)
김효일(UNIST)
박상준(ETRI)
양현종(UNIST)
이승윤(ETRI)
이정구(TTA)
정성아(경북대)
최봉준(숭실대)

김동호(TTA)
김진범(아콘소프트)
나성욱(NIA)
박수홍(삼성전자)
우홍욱(성균관대)
이웅섭(경상대)
이정륜(중앙대)
조부승(KISTI)
최연철(NIPA)

김민경(KISA)
김태윤(순천향대)
남기동(ETRI)
박진하(건국대)
이경한(서울대)
이원혁(KISTI)
이주현(한양대)
조오현(충북대)

● 입금계좌 안내
•예 금 주: (사)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신한은행: 100-019-796860

● 유의사항

● 등록 및 계산서 문의
•KRnet 2020 사무국
- Tel: 02)562-7041
- E-Mail: sec@osia.or.kr

•KRnet 2020 홈페이지(http://www.krnet.or.kr)
“등록 → 사전등록” 페이지 접속
계산서는 온라인 입금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
단, 신용카드 결제 건은 계산서 발급 불가(거래명세서로 발급 가능)
•등록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등록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자세한 사항은 KRnet 홈페이지 참고

•본 행사는 온라인(zoom 웨비나)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자에게 별도 접속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Fax: 02)56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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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Keynote Speech I

6월 22일(월)

Track C: Beyond 5G & 6G, The Future Technologies and Services
⊙ 자동화로서의 인공지능,
그 위협과 새로운 기회

11:00
~
11:30

프로그램

6월 22일(월)

11:45
~
12:15

⊙ 인공지능이 만드는
2035 미래상 실현방안

장병탁 교수/서울대

이윤근 소장/ETRI

Track A: URLLC and Its Critical Applications
Session A1 차량통신
A1-1 자율주행과 C-ITS 기술
09:00
~
A1-2 교통의 뉴 패러다임: 이모빌리티 기반 이동서비스와 통신
10:50
A1-3 5G와 차량통신

Session A2 로봇과 드론
A2-1 로봇 기술 동향
14:00
~
A2-2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및 비행시험
15:50
A2-3 군집드론을 위한 제어

좌장: 김태윤 교수(순천향대)
심상규 상무(펜타시큐리티시스템)
배효수 국장(이모빌리티연구조합)
배정숙 기술총괄(ETRI)

좌장: 양현종 교수(UNIST)
이상호 그룹장(ABB 코리아)
노정호 교수(한국항공대)
문준 교수(서울시립대)

Session C1 5G, AI, Edge, and Automation

좌장: 최계원 교수(성균관대)

09:00 C1-1 5G, AI, MEC 비전 및 상용화 기술
C1-2 5G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
10:50 C1-3 5G RAN 지능화, 자동화 기술

이동기 리더(SK텔레콤)
옥기상 팀장(KT)
박인택 상무(삼성리서치)

Session C2 6G Services and Technologies

좌장: 이재학 교수(연세대)

14:00 C2-1 6G 선도를 위한 국가 R&D 추진 방향
~
C2-2 3GPP 5G 진화(Rel-16/17 & beyond) 표준화 동향 및 주요 이슈
15:50 C2-3 6G 무선을 위한 도전적/기술적 과제, 미래기술

최성호 PM(IITP)
윤영우 상무(LG전자)
한진규 상무(삼성리서치)

Session C3 5G Enablers: Vertical Industries, Slicing, B2B Services

좌장: 정성아 교수(경북대)

16:10 C3-1 5G+ 버티컬 산업용 NPN(Non-Public Network) 기술
~
C3-2 5G Vertical Biz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18:00 C3-3 Network Automation for 5G(E2E Network Slicing with SDN Evolution)

신명기 PL(ETRI)
박중건 팀장(SK텔레콤)
박기범 수석(삼성전자)

Track D: Quantum Network & Quantum ICT
Session D1 Quantum Network

좌장: 남기동 실장(ETRI)

09:00 D1-1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 양자통신시험망
~
D1-2 양자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현황 및 전망
10:50 D1-3 양자암호의 개발과 전망

이원희 이사(코위버)
김형수 팀장(KT)
김장면 매니저(SK텔레콤)

Session D2 Quantum Computing

좌장: 박성수 단장(ETRI)

14:00 D2-1 양자컴퓨팅/알고리즘 연구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
~
D2-2 양자컴퓨팅을 위한 반도체 스핀 큐비트 기술
15:50 D2-3 NISQ 양자컴퓨터 응용 기술

방정호 연구원(고등과학원)
김도헌 교수(서울대)
지동표 교수(서울대)

Session A3 5G와 URLLC

좌장: 이의신 교수(충북대)

A3-1 URLLC 5G 표준 동향
16:10
~
A3-2 초저지연 네트워크 기술
18:00
A3-3 URLLC Use Case와 상용 전망

박동주 실장(Ericsson-LG)

Session D3 Quantum Materials

좌장: 장원규 박사(KCA)

이진성 연구원(콜로라도대)

16:10 D3-1 양자통신 집적화 및 소형화 기술
~
D3-2 양자 센싱과 메트롤로지 기술
18:00 D3-3 단일광자검출기

윤천주 PL(ETRI)
박희수 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찬용 부사장(우리로)

강지훈 팀장(Ericsson-LG)

Track E: BlockChain

Track B: Convergence by Smart X
Session B1 스마트제조/물류
B1-1 Wireless Factory vs. Smart Factory
09:00
~
B1-2 5G 기반의 Wireless Manufacturing
10:50
B1-3 물류4.0 구현을 위한 핵심 물류 기술

Session B2 스마트시티
B2-1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14:00 B2-2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현전략: 부산 국가시범도시 사례
~
15:50 B2-3 AI와 스마트시티
B2-4 스마트시티 표준화 동향

Session B3 스마트농축산/해양
B3-1 지능형 스마트 축산 기술
16:10
~
B3-2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
18:00
B3-3 디지털 트윈기반 아쿠아팜 플랫폼 기술

좌장: 최봉준 교수(숭실대)

Session E1 블록체인 튜토리얼

좌장: 김상철 교수(국민대)

09:00 E1-1 모두를 위한 블록체인
~
10:50 E1-2 블록체인의 트렌드

김병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삼성전자)

김성륜 교수(연세대)
윤종필 부장(SK텔레콤)

Session E2 블록체인의 시범사업

좌장: 황인표 센터장(KISA)

민연주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권호 CSO(람다256)

좌장: 이정구 수석(TTA)

E2-1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 및 BaaS의 필요성 대두
14:00
~
E2-2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계약 플랫폼의 발전방향
15:50
E2-3 분산ID(DID) 생태계 현황 분석

김재호 센터장(KETI)

Session E3 블록체인의 생태계

좌장: 박진하 교수(건국대)

조영임 교수(가천대)

16:10 E3-1 크립토 파이낸스의 글로벌 동향과 미국 SEC의 기조
~
E3-2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도입 전략 및 사례
18:00 E3-3 온체인 거버넌스와 스테이킹을 통해 살펴보는 블록체인 생태계

권용진 전략이사(비브릭)
황용택 대표(다날핀테크)
이진우 이사(Tezos Korea Foundation)

김용운 실장(ETRI)

Special Session

황종성 연구위원(NIA)

좌장: 강신각 본부장(ETRI)
송준익 교수(연암대)
안은기 대표(UBN)
김세한 실장(ETRI)

6/22(월)
14:05~14:30
14:30~14:55
14:55~15:20
15:20~15:45

최윤일 수석(삼성전자)

정종식 이사(코인플러그)
이강효 선임(KISA)

Intelligent Industry (디지털헬스, 스마트조선)

좌장: 이준영 팀장(NIPA)

(P-HIS) 병원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닥터앤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치료 지원 사례
(응급의료) 5G와 인공지능 기반, 응급프로세스 개선
(스마트조선) 시뮬레이션과 인공 지능

이상헌 교수(고려대안암병원)
김영학 교수(서울아산병원)
장혁재 교수(세브란스병원)
우종훈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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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Keynote Speech II

Session H1 Core Technology of Future Cloud Computing

좌장: 김태홍 교수(충북대)

H1-1 Service Provider Edge Cloud
09:00
~
H1-2 Kubernetes with Future Cloud
10:50
H1-3 Cloud Native Platform for Telco

배철민 팀장(Ericsson-LG)

Session H2 Future Application of Emerging Cloud Computing

좌장: 이승윤 센터장(ETRI)

H2-1 Intelligent Service with Cooperative Cloud Edge Platform
14:00
~
H2-2 Cloud-Native Modern Application Patterns
15:50
H2-3 When 5G met Cloud Native Computing

김선욱 책임(ETRI)

좌장: 도인실 교수(이화여대)

Session H3 Emerging Cloud Architecture & Devops

좌장: 우홍욱 교수(성균관대)

F1-1 AI 보안 취약성 및 대응 기술 동향

최대선 교수(공주대)

김홍수 팀장(카카오페이)

F1-2 동형 암호 및 함수 암호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이문규 교수(인하대)

H3-1 Biometric Identification Services on Cloud
16:10
~
H3-2 Serverless Computing at Naver
18:00
H3-3 Large Scale GPU Cluster for AI

F1-3 AI를 활용한 부채널 분석 공격 기술 동향

한동국 교수(국민대)

11:30
~
12:00

정 송 교수/KAIST

⊙ NVIDIA가 바라본 AI의
현재와 미래
유응준 대표/NVIDIA Korea

Track F: Advanced Security & Privacy
Session F1 암호 및 보안 기반 기술

Session F2 융합 보안
F2-1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튜닝
14:00
~
15:50

좌장: 최두호 실장(ETRI)
오주형 책임(KISA)

F2-2 스마트공장 보안기술과 보안성 제고방안

이희조 교수(고려대)

F2-3 블록체인에서의 보안 이슈 및 관련 기술

김호원 교수(부산대)

Session F3 인프라보안 - 튜토리얼
16:10
~
18:00

6월 23일(화)

Track H: Cloud-Native & Edge Computing

⊙ Learning to Make
Decisions Optimally

11:00
~
11:30

09:00
~
10:50

프로그램

6월 23일(화)

좌장: 권동현 교수(부산대)

F3-1 5G 엣지 보안 기술

박종근 책임(ETRI)

F3-2 하드웨어 공급망 보안

최병철 실장(ETRI)

Track G: Future of Immersive Virtual Reality Space Media

Session I1
09:00
~
10:50

AI/ML 기반 네트워크 표준기술 및 선도시험망 적용

백성복 박사(KT)

Contents Caching Networks: Optimization versus Reinforcement Learning

곽정호 교수(DGIST)

I1-3

분산 AI GPU 클러스터링을 위한 네트워킹

정재웅 대표(아토리서치)

Session I2
14:00
~
15:50

Programmable 네트워크(SDN/NFV/P4)

좌장: 백상헌 교수(고려대)

I2-1

NG-SDN 기술 동향

강경순 책임(ETRI)

I2-2

MEC기반 초고속·초저지연 선도네트워킹 기술 및 실증

박성용 CEO(쿨클라우드)

I2-3

P4를 활용한 SRv6/GTP-U 구현 기술

이충한 선임(토요타 자동차)

이머징 네트워킹 기술

좌장: 석승준 교수(경남대)

I3-1

글로벌 고성능 R&E 네트워킹 기술 이슈 및 전망

조부승 박사(KISTI)

I3-2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한 이머징 네트워크 기술

고남석 실장(ETRI)

I3-3

미래 혁신 이머징 서비스와 기술

이종민 상무(SK텔레콤)

Session I3
16:10
~
18:00

박성익 PL(ETRI)

Session J1 AI for Network and Big Data-I

Session G2 초저지연 텔레프레즌스 원천기술

좌장: 최연철 본부장(NIPA)

Session G3 차세대 실감 미디어 응용 서비스 기술
G3-1 5G 기반 AR/VR/MR 공공/산업 융합 프로젝트 발굴/실증 사례
16:10 G3-2 NIPA 실증사업: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
~
18:00 G3-3 몰입감 극대화를 위한 초실감 가상훈련시스템
G3-4 오감 혼합현실과 영화

손정우 선임(ETRI)

좌장: 박상준 박사(ETRI)
김민석 팀장(NIPA)
이세환 이사(제이에스씨)
이소연 책임(ETRI)
이승훈 CEO(The2H)

조규남 수석(삼성리서치)

I1-2

Track J: What, Why and How of AI & Open Source

정승원 교수(고려대)

김동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네이버)

I1-1

이상운 교수(남서울대)

14:00
~
G2-2 AI 기반 초고화질 영상 품질 향상 및 복원 기술
15:50
G2-3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 자율 창작 기술

윤대균 교수(아주대)

좌장: 나성욱 팀장(NIA)

G1-1 모바일방송 과거 현재 미래(3.0모바일)
09:00
~
G1-2 ATSC 3.0 지상파 UHD 방송기술 및 서비스
10:50
G1-3 AR/VR/MR 기술동향

서정일 실장(ETRI)

윤석찬 테크에반젤리스트(AWS)

AI/ML for 네트워크

좌장: 이현우 본부장(ETRI)

G2-1 MPEG-I Immersive Media Technology

박종한 수석(삼성전자)

Track I: Future of Networks 2030

Session G1 차세대방송 및 실감미디어 - 튜토리얼

정순기 교수(경북대)

정철 컨설턴트(아콘소프트)

09:00
~
10:50

J1-1 Communication Efficient Training for Neural Networks

Session J2 AI for Network and Big Data-II
14:00
~
15:50

윤세영 교수(KAIST)

좌장: 주성순 박사(ETRI)

J2-1 BeeAI: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DevOps Platform Technology

이연희 실장(ETRI)

J2-2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실현 가능한 통신 분야 오픈소스 기술 동향 및 비전

홍문기 CL3(삼성리서치)

Session J3 Open Source Projects
16:10
~
18:00

좌장: 이주현 교수(한양대)

좌장: 박수홍 그룹장(삼성전자)

J3-1 통신망 인프라 내 오픈소스의 현황 및 이슈

신상호 매니저(SK텔레콤)

J3-2 Cloud-Barista: Technology and Community for Journey to the Multi-Cloud

강동재 PL(ETRI)

Special Session
6/23(화)
14:00~16:00

OCF 표준기반 스마트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기술
스마트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OCF 표준 소개
스마트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사례

차홍기 선임(ETRI)
Viktor Ariel(Sure Universal)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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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A3. 5G와 URLLC

Keynote Speech I

장병탁 교수
서울대
<11:00~11:30>

6월 22일(월)

Keynote Speech II

6월 23일(화)

자동화로서의 인공지능, 그 위협과 새로운 기회

Learning to Make Decisions Optimally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과 가장 구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사람의
정신 노동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머신러닝은 프로그래머가 하던
알고리듬 설계와 코딩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이다.
업무 처리의 속도,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업무에서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제조, 물류 등에서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금융과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나 설계, 연구,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며 또한 많은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One of the grand challenges of networking research today is to build
“autonomous” or “self-driving” networks, where network control decisions
are made in real time and in an automated fashion. Yet, building such
self-driving networks that are practically deployable has largely remained
unrealized due to two major obstacles known as “curse of modeling” and
“curse of dimensionality”. In this talk, I will describe a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 to overcome these obstacles using an example of wireless
scheduling and demonstrate that networks can indeed learn to manage radio
resources on their own, i.e., directly from experience interacting with their
environment. Furthermore, networks can also learn to predict their future
from experience if the network states are recurrent, thereby allowing the
design of “foresighted” wireless scheduling policies that can solve the longstanding high queueing delay problem in the state-of-the-art max-weight
scheduling policy while maintaining throughput optimality.

정 송 교수
KAIST
<11:00~11:30>

인공지능이 만드는 2035 미래상 실현방안

NVIDIA가 바라본 AI의 현재와 미래

ICT 및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전략과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국가출연연으로써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발맞춰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펼쳐질 미래상을 예측해본다.

AI는 이제 죽음의 계곡(Chasm)을 지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많은 회사들이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구축하여 비약적인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AI computing
platform 회사인 Nvidia는 AI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산업별 AI platform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AI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AI를 통하여 쉽게 구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session을 통하여 AI의 과거/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AI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기술, data center 및 AI를 적용한
몇몇 기업들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AI 구축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윤근 소장

유응준 대표

ETRI

NVIDIA Korea

<11:45~12:15>

<11:30~12:00>

A3-1

박동주 실장
Ericsson-LG

콜로라도대

6월 22일(월) 09:00~10:50
A1-1

심상규 상무

자율주행과 C-ITS 기술

5G 통신의 최대 수혜처는 자동차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 부문에서 V2V, V2I, V2N 통신을
통해 자동차는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에서 C-ITS 사
업은 초기에 WAVE 통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현재는 5G 통신도 채
용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WAVE 통신 및 5G 통신을 활용한 자동차
의 V2X 통신의 역할과 기술 이슈에 대해서 다룬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배효수 국장

ETRI

이상호 그룹장


교통의
뉴 패러다임: 이모빌리티 기반
이동서비스와 통신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강화로 전기구동 기반의 다양한 이동수단의 보
급이 확대되고 있음.
전기구동의 특징이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춤으로
서 단순한 모빌리티를 넘어 서비스와 연계한 네트워크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서비스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이에, 이동서비스와 통신의 관계를 조명하고 향후 요구되는 상호연계 방안에 대한 논제를
제시하고자 함.

A1-3

배정숙 기술총괄

A2-1

ABB 코리아
A1-2

이모빌리티연구조합

A2. 로봇과 드론

윤종필 부장
SK텔레콤

URLLC Use Case와 상용 전망

민연주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New Era of Digitalization
through Intelligence and
Autonomous Network

5G 기반의 Wireless Manufacturing

물류4.0 구현을 위한 핵심 물류 기술

최근 제조·유통·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간 영역 파
괴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융합이 아닌 경계가 무너진 신산업이 다
수 등장하여 물류산업에 있어 경쟁력 강화 기회이자 기존사업에게는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기술기반 물류장비 제조업, 물
류 플랫폼 기반 IT 기업, 신규 배송업체 등 새로운 기술기반 스타트업
의 등장과 기존 물류기업의 서비스 영역 확장, 유통·제조기업의 물류
서비스 확대 등 산업 영역 파괴에 따른 새로운 물류서비스업 개념 정
립 및 물류를 중심으로 한 기술·산업 융복합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
정이다. 이륜차 서비스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 급증, 드론의 시범사업
화,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실용화·가시화 등 신규 운송수단의 물류서
비스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규제완화 등 지원 대응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강연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른 물류 산업 미래상을 전
망하고, 최근 기술을 매개로 한 유통, 제조, 물류, IT 등의 융복합 현상
에 대응한 물류4.0 핵심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물류 4.0 시
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류 4.0시대를 사회·환
경·경제·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산업구조변화를 전망하고 물류 4.0시
대 핵심기술 개발방안과 이를 연계한 물류산업 성장 가능성과 정부 지
원 등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B2. 스마트시티
B2-1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및 비행시험

노정호 교수

Wireless Factory vs. Smart Factory

5G는 `18년 최초 표준화 이후 `19년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적용에 유용한 무선망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오고 있
습니다. 5G망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는 기존 제조 영역의 OT 및 IT결합
에 새롭게 5G CT(Communication Technology)를 융합하여 제조 공
정의 혁신을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이에 기술적 관점에서 스마트팩
토리에 적용 가능한 5G망 기술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
서 5G기술을 어떻게 공장에 적용하였는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B1-3

Ericsson-LG

6월 22일(월) 09:00~10:50

이 발표는 5G 버티컬 응용 중에서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우리나라 (한국형) 모델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통신 공급적인 입장에서는 5G 통신 기술(특히, URLLC)과 빅데이터
의 결합을 제조업에 적용을 하고자 하지만, 수요입장에서는 와이파이 및 기존의 제조장
비(예를들어 로봇, MES)등으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입
장에서, 한국적인 스마트 공장 현장에서는 풀리지 않은 갭이 존재한다. 관련하여, 이 발
표에서는 발표자의 2018년이후 현재까지의 경험을 우리나라의 상황 측면 공유하고, 앞
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Use Case, 주파수 제도 등 각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B1-2

로봇 기술 동향

본 세미나에서는 항공대에서 개발중인 멀티콥터 타입의 소형 무인항공
기 시스템의 개발방향을 공유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요구사항,
문제점, 센서처리 및 연동 등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오픈소
스 기반의 드론 코드 및 시스템과의 개발 연계 및 차별성 등 개발의 방
법론에 대해서도 같이 서술하였다.

김재호 센터장
KETI

6월 22일(월) 14:00~15:50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도시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폐기
되어 진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점점 확산되
면서 도시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적적히 활용한다면 도시의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도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응용분야와 관계없이 융합하
고, 분석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도시의
데이터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B2-3

조영임 교수
가천대

AI와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기능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를 말한다. 국내외 많은 국가들의 인공지능 전략에서 인공지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특
히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에서 인공지능이 잘 구현되어 스마트시
티가 여러 목적을 잘 달성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어떻게 구
축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전
략을 국내외 현황비교를 통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항공대

5G와 차량통신

본 강연에서는 5G 이동통신의 버티컬 영역의 가장 대표적 분야인 자율
주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화되어온 셀룰러 기반의 차량통신 기술을 소
개한다. 3GPP Rel.16 NR-V2X에 이르기까지 셀룰러 차량 통신 기술
의 특징과 성능, 경쟁 기술인 WAVE차량 통신 기술과의 성능 비교, 그
리고 기술의 세대별 진화에 따른 차량 통신 기반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생태계 현황 분석 및 기술 적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통해 5G 시대에서의 차량 통신 기술의 전개를 전망한다.

연세대

강지훈 팀장

6월 22일(월) 14:00~15:50

인더스트리 4.0 트렌드 및 스마트 팩토리 추세에 발맞춰 로봇 산업의 진
화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다양한 솔루션, 예를
들면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함께 연동되어 더욱 고차원적인 자동화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
용되는 여러 로봇 자동화 사례를 살펴보고, 기술 진화 트렌드에 대해 공
유하고자 합니다.

A2-2

김성륜 교수

산업영역별URLLC Use Case를 소개하고 상용화 전망을 알아본다.

6월 22일(월)
A1. 차량통신

B1-1

초저지연 네트워크 기술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상용화와 함께 초저지연 네트워크 기술 및 서
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저지연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크게 두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1)
MEC (mobile edge computing)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한쪽 극단에 존재하는 단말 사용자들과 IoT 장치들에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Single-ended type, 2) 네트워크 양쪽 극단에 모두 저지연
서비스 대상이 존재하는, 원격실재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한 Doubleended type, 이들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A3-3

B1. 스마트제조/물류

URLLC 5G 표준 동향

높은 신뢰성과 낮은 지연시간을 제공하는 URLLC 관련 기술은 5G의
가장 차별화된 내용으로, 3GPP에서는 Rel.15, Rel.16를 통해 표준화
를 진행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3GPP를 중심으로 URLLC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 그 산업 분야에서의 의미를 살핀
다. 이를 위해 높은 신뢰성과 낮은 지연을 위한 Access 기술과 산업에
서의 적용 방법을 소개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신뢰성과 낮은 지연
을 위한 기술을 포함한다.

A3-2

이진성 연구원

6월 22일(월) 16:10~18:00

A2-3

군집드론을 위한 제어

본 강연에서는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완전비행 가능 헥사로터 무인기
그룹에 대한 분산 군집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분산 군집제어
이론은 계산량이 최소화되서 설계가 간단하고 다수의 헥사로터 무인기
에 대한 최적성능을 보장한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제안
하는 이론을 검증한다.

문 준 교수
서울시립대

B2-2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현전략:
부산 국가시범도시 사례

지금까지 스마트시티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고, 각종 플랫
폼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사후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많이 개발될 수 있었지만 서비스가 연계
가 안되고 서비스 고도화도 비용이 많이 들어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황종성 연구위원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
이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개념이다. 이 강연에서는 새로운 개념과
NIA
구현전략을 부산 시범도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한다.

B2-4

김용운 실장
ETRI

스마트시티 표준화 동향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및 정리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과 용어
정의를 소개하고, 표준이란 이름으로 스마트시티 구축과 운영 및 관리
에 공통의 소통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그룹
들의 현황을 설명한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대표적 국제표준화 그룹인
ISO/TC 268, ISO/IEC JTC 1/WG 11, IEC SyC-SC, ITU-T SG 20
의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개발 현황과 이들 그룹들의 표준화 주제 범위
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활용 현황을 함께 다루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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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B3. 스마트농축산/해양
B3-1

송준익 교수
연암대

6월 22일(월) 16:10~18:00

B3-2

C1. 5G, AI, Edge, and Automation

지능형 스마트 축산 기술

축산 분야는 크게 경제동물로 한(유)우, 돼지, 닭 3축종에 한하여 스마
트팜 기술이 발달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돈 분야의 ICT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어 현재는 사양기구나 장비
가 개발되어 농장에 설치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농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젖소에 있어서도 특히 착유우의 로봇착유기는 많은 농
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후 설치를 하고자 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
마트팜 기술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
가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질병도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미래가 될 것
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스마트팜의 기술 접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
대된다.

C1-1

이동기 리더
SK텔레콤

옥기상 팀장

6월 22일(월) 09:00~10:50

D1. Quantum Network

5G, AI, MEC 비전 및 상용화 기술

SK텔레콤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진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 기존의
초고속 초저지연 5G 네트워크를 클라우드화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에게 개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기존에 존재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SK텔레콤의 비전이다. 이를 위
해서는 영상인식, 음성분석 등의 AI 기술이 MEC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
공되고 상용화되기 위한 계획을 공유한다.
C1-2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

표준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플랫폼 기술로서, 현장에서 실
제 운용중인 클라우드 스마트팜 시스템의 구성, 무선으로 제어되는 구
동기, 자체 배터리로 동작하는 무선센서, 사용자 맞춤형 웹/모바일 서
비스 등에 대한 무선통신 기반의 클라우드 스마트팜 실증 기술의 소개

세부프로그램
D1-1

이원희 이사
코위버

5G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5G는 NFV 및 SDN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의 분산 Cloud 상에서 구
성 및 제어된다. 다양한 버티컬 니즈를 위한 5G 슬라이스 구성 요소 및
기술, 그리고 슬라이스 프로비저닝 자동화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5G
슬라이스별 품질(Class of Service) 보장 등을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
으로 상황 판단 및 예측을 통한 제어 자동화의 방향 및 기술에 대해 소
개한다.

안은기 대표

C1-3

UBN
B3-3

디지털 트윈기반 아쿠아팜 플랫폼 기술

농축수산 분야에서의 AI 및 디지털트윈의 필요성, 디지털트윈을 중심
으로 하는 기술적 배경과 플랫폼의 의미, 농축수산 분야의 사례, 아쿠
아팜 4.0을 중심으로 하는 AI 및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개발 방향, 관련
시장동향 등을 통한 향후 방향을 살펴본다.

박인택 상무
삼성리서치

김세한 실장
ETRI

C2. 6G Services and Technologies 6월 22일(월) 14:00~15:50
C2-1

최성호 PM

C3. 5G Enablers: Vertical Industries, Slicing, B2B Services 6월 22일(월) 16:10~18:00

6G 선도를 위한 국가 R&D 추진 방향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6G
R&D 경쟁이 시작되었다. 5G 시대를 선도한 우리나라도 6G 국가
R&D 추진을 위한 사업을 2018년부터 준비하여 금년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6G R&D 착수를 예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6G 국가 R&D 추진 방향과 상세 추진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IITP

C3-1

신명기 PL
ETRI

C2-2

3GPP 5G 진화(Rel-16/17 & beyond)
표준화 동향 및 주요 이슈

윤영우 상무

한진규 상무
삼성리서치

6G 무선을 위한 도전적/기술적 과제,
미래기술

이동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여,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컴
퓨터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5G는 더 나아가서
이전 세대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통신 성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동통신은 10년 주기로 새로운 세대가 정의되는데, 2030
년대를 대비한 6G 통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C3-3

김장면 매니저

양자암호는 양자물리학에 기반해 높은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양자암호 개발을 시작해 현재 LTE 및 5G
망과 공공망 등에 양자암호 적용을 확장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양자암
호의 핵심적인 원리와 향후 양자암호가 활성화되기 위한 양자암호 모
듈의 소형화, 위성 양자암호, 효율적 프로토콜, 양자암호의 표준화와
인증체계 등을 소개한다.

박기범 수석
삼성전자

서울대

지동표 교수
서울대

SK텔레콤

D3. Quantum Materials
D3-1

6월 22일(월) 16:10~18:00

양자컴퓨팅을 위한 반도체 스핀 큐비트 기술

양자전산, 양자계측 등 양자기술로의 도약을 위해 양자소자의 핵심단위인
큐빗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양자 결맞음(quantum coherence) 및 얽힘
(entanglement)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물리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물리계 중 반도체 집적소자를 기반으로 양자정보 하드웨어 개발분
야 및 양자계측 분야를 소개하고 핵심 접근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면 게이
트 기반 양자점 큐빗(gate defined quantum dot qubits) 중 대표적으로 단일점
(전자/핵) 스핀큐빗과 이중점 전하큐빗을 소개하고, 고순도 재료의 개발, 고급 전
자기파 측정법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 단일 큐빗레벨을 뛰어넘어 다중 큐빗을 제
어하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얽힘의 측정, 이중큐빗 상태 토모그래피 등
의 다중큐빗 측정이 반도체 소자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를 소개한다.

양자통신 집적화 및 소형화 기술

E1-1

윤천주 PL

김병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ETRI

삼성전자

D3-2

박희수 소장

양자 센싱과 메트롤로지 기술

단일 양자계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기술은 그 자체로 극한의 정밀도를
제공한다. 또한 원자, 광자, 초전도체의 양자적 성질인 물질-파동 이중
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면, 기존 거시물리계 기반의 센싱, 메트롤
로지 기술이 설정한 근본적인 한계를 깰 수도 있다. 본 발표는 양자역
학 원리에 의해 분해능, 감도, 물질분석의 고전적 한계를 돌파하는 양
자 센싱·메트롤로지 기술들을 소개한다.

D3-3

양자암호통신은 단일광자에 정보를 실어 통신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단일광자를 수신하여 신호를 재생해내는 단일광자검출소자가 가장 중
요한 핵심부품이라 할 수 있다. 단일광자 검출소자의 성능에 따라 시스
템의 성능과 cost가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본 고에서는 단일광자검출
소자의 기술과 중요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 최고수준의 단일광자검
출소자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우리로의 단일광자검출소자 기술을
소개한다.

박찬용 부사장
우리로

최윤일 수석

단일광자검출기

6월 22일(월) 09:00~10:50

모두를 위한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시초인 비트코인의 개념은 뉴스,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매
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실제와 다른 애매한 설명과 용어들, 백서
와는 다른 코드로 인해 특히 블록체인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들에게는
막연한 오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
는지 그 매커니즘을 코드와 함께 이해해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와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다.

E1-2

삼성전자

Network Automation for 5G

NISQ 양자컴퓨터 응용 기술

Linear algebra is the basis of most of machine learning protocols. In 2009, Harrow, Hassidim,
Lloyd developed so-called HHL algorithm which is a quantum linear algebra algorithm that
outperforms classical algorithm so far developed, exponentially, at least in case of sparse matrix.
Since then, many quantum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re developed such as quantu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quantum support vector machine, and quantum topological data
analysis toward NISQ regime. But many people have the opinion of usefulness against such
algorithms, because we deal with classical data. In 2017, Kerenidis and Prakash developed
quantum recommendation system when data are given in classical form. Amazingly in 2018,
Ewin Tang then at the age of 18, a student of university of Texas succeeds in dequantizing
the quantum recommendation system. After this initial success of dequantization, many
dequantization, i.e., quantum inspired classical algorithm have been obtained.

E1. 블록체인 튜토리얼

본 발표에서는 차세대 ICT 융합기술로서 양자암호통신 기술에 대한 간
단한 소개와 유선과 무선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인 양자
암호통신 집적화칩 및 소형화 모듈 기술에 대한 기술 소개, 동향 및 향
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2E Network Slicing with SDN Evolution)
본 강연을 통해서 5G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5G의 global 사업화 및 상용화 경험을 기반으로 느꼈던 점들을 5G를 위한 자동화의 필수 요구사항 및 요구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Open Standard & Open Source 기반 E2E Network Slicing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
SDN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당사에서 5G 전체 data center를 SDN 및 Network Slicing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보
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 및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보는 자리가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D2-2

김도헌 교수

양자컴퓨팅/알고리즘 연구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

최근 양자컴퓨팅 연구의 뜨거운 감자는 어느 정도의 오류를 허용하며
(Noisy), 지나치게 크지 않은 중간규모(Intermediate-Scale)의 시스템
에서 실현 가능한 양자(Quantum)기술, 소위 “NISQ”라는 키워드에 충
실한, 단기구현이 가능한 형태의 양자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최
근 구글의 초전도 회로 기반의 양자우위 실험증명은 양자정보과학 연구
전반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본 강연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의 양
자컴퓨팅/알고리즘 연구의 현안 및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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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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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과학원

양자암호의 개발과 전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중건 팀장

방정호 연구원

양자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는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표준화 주제
로, 양자 기술 보유 해외 장비제조사 위주 기술경쟁을 ICT 강점을 보
유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계층구조로 전환시켰다. 양자암
호통신 네트워크 관련 ITU-SG13에서의 핵심 표준화 이슈와 보안 요
구사항 관련 SG17 및 양자컴퓨터/센서 포함 ITU-T Focus Group
QIT4N에서의 최근 표준화 현황과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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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cal Biz를 위한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5G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말, 기지국, 코어 장비의 QoS 관리 기술을 살펴본
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저지연 기술을 B2B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성 요소, 인프라와 플
랫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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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트렌드

2017년말부터 2018년초 비트코인 광풍이 지나간 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일종의 도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 블록체
인 기술을 이용한 이렇다 할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
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수년 간의 연구개발의 결과를 살펴보고 최근 기
술적 트렌드 및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리브라와 디지털위안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암호화폐가
헤게모니 다툼,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DeFi, DID를
위시로 한 정부주도 블록체인 등 최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트렌드를
이야기한다. 또한, 국내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제도
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블록체인을 기
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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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버티컬 산업용 NPN
(Non-Public Network) 기술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5G 단독망(SA: Stand-Alone)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버티컬 산업 분야
네트워크 적용 구조 및 장비 개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향후 버티컬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5G+ 전략에 따른 5G의 전산업 분야 확산을 위해 신
규 시장인 버티컬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5G NPN(Non-Public Network)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 의료, 철도 등 다양한 버티컬 산업군에 따른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반의 다양한 유즈케이스들을 분
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조사 중심의 Enabling Technology들과 현재 3GPP에서 개발중인 표준들을 비
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적합한 솔루션들을 예측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5G+ 산업 생태계와 경
쟁력 있는 개방형 제품의 생산을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NPN 관련 기술로써 저비용 산업 맞춤형 소형 코어 및
공용망 서비스 연동 기술, 개방형 소형 기지국 기능 분리 기술, SBA(Service-Based Architecture) 기반 경
량 UPF(User Plane Function) 기술, 통신사업자와 버티컬 서비스 제공자 간 분산된 NWDAF(Network Data
Analytics Function) 간 연동 및 페더레이션 기술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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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에서는 3GPP의 5G 표준화 history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향후 5G진화 표준의 진화 방향 등에 대해 현재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
로 설명한다.

LG전자

5G RAN 지능화, 자동화 기술

5G 가 도입되어, IoT 기기와 Machine Type 등 다양한 기기가 연결되고, mmWave와 같은 신규 무선 기술이 적용되어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해지면서 이동통신망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망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리자의
경험이나 룰 기반의 heuristics등을 적용했을 때, 무선망의 성능 유지 측면이나 운영 비용의 효율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표준단체, 산업계 및 Alliance 등 많은 곳에서 네트워크에 인공지능 요소를 도입 및 활용하는 방안과 그것
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NWDAF, ORAN-RIC, RANDAF, MDAF 등이 이에 해
당합니다.
본 강연에서는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요소 도입의 필요성과 각 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요소 구조 및
논의를 소개하고, 또한 무선망에 인공지능 요소를 도입 및 적용하려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아래
와 같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네트워크 시스템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및 여기에 적
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기술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AI 기반 네트워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 데이터 수집 시 고려사항: 데이터의 크기, 수집 기간 및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수집 간격과 기존 망 동작에의 연관성 및 영향
- 계층별

다양한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인한 시스템의 복잡성 및 상호 연관성을 포함한 무선망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점 반영의
어려움
-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영 환경에 적합한 인공지능 기술 및 상황인지 기술과 이를 위한 선결 조건

김형수 팀장

D2. Quantum Computing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 양자통신시험망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 양자암호통신 전송 통합장치 테스트베드 구축
과 실증 시험을 통하여 이 기종 양자통신기술, 통신사업자간에도 연동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기준으로 연구 및 시험 검증한 결과이다. 서로 다
른 양자키분배기(QKD)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양자암호통신망 연동
을 위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ROADM, P-OTN전송장비에 탑
재한 100G~200G급 암호화기에 ETSI표준 보안 애플리케이션 엔터티
(SAE)와 양자키분배기(QKD)의 키관리 엔터티(KME)와 연동하여 개방
형 국제표준의 양자암호통신 통합망 실증에 성공한 결과를 얻었으며,
향후 국내 양자 산업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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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t 2020

The 28th Korea Internet Conference

New Era of Digitalization through Intelligence and Autonomous Network

세부프로그램
E2. 블록체인의 시범사업
E2-1

6월 22일(월) 14:00~15:50

세부프로그램

E3. 블록체인의 생태계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 및 BaaS의
필요성 대두

E3-1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와 이를 Mass Adoption하기 위한 서비스형 블록
체인(BaaS) 소개

6월 22일(월) 16:10~18:00

F3. 인프라보안 - 튜토리얼


크립토
파이낸스의 글로벌 동향과
미국 SEC의 기조

F3-1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크립토 파이낸스가 점점 더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
오고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며, 미래에 크립토 파이낸스가 어떤식으로 발전해가고 어떤 미래
를 준비해야할지 진단해본다.

정권호 CSO

권용진 전략이사

박종근 책임

람다256

비브릭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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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이사
코인플러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계약 플랫폼의 발전방향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가 시작되었고 2%로 시작한 공급의무량이 2020년에는 7%이며 2023
년 이후에는 10%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REC)를 발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자, 매년 공급의무량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REC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공급
인증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거래소 등 많은 기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
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블록체
인 기반 REC 거래 계약 플랫폼에 대하여 소개하며 향후 블록체인 기반 다자간 계
약 시스템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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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택 대표
다날핀테크

분산ID(DID) 생태계 현황 분석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본격화됨에 따라 데이터만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분산ID는 데이터 주권을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핵심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다
양한 시도가 추진 중에 있다. 본 강연에서는 분산ID를 둘러싼 생태계
동향 및 기술, 표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강효 선임

이진우 이사
Tezos Korea Foundation

KISA


온체인
거버넌스와 스테이킹을 통해
살펴보는 블록체인 생태계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은 탈중앙화이다. 블록체인 플랫폼마다 탈중앙
화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탈중앙화를 주요 핵심 가치로 세우고 있
다. 탈중앙화의 핵심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합의를
이루는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에 있다. 탈중앙화를 지속가능하
게 하는 온체인 거버넌스의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의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스테이킹(Staking) 비즈니스의
사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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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융합 보안

AI 보안 취약성 및 대응 기술 동향

최대선 교수

오주형 책임

공주대

KISA

이문규 교수
인하대

동형암호 및 함수암호는 암호문 간의 계산이 가능한 암호로서, 원본 데
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유용한 계산 결과를 제
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원격 바이오인증에 2
차식 계산이 가능한 동형암호를 적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사례, 전기요
금 과금에 내적 계산이 가능한 함수암호를 적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사
례를 소개한다. 또한 프로토콜의 효율적인 설계 및 최적화된 구현을 통
해 이러한 응용들에서 동형암호 및 함수암호가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결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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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국 교수
국민대


동형
암호 및 함수 암호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고려대

AI를 활용한 부채널 분석 공격 기술 동향

1996년 P. Kocher에 의해 처음 부채널 분석 기술이 소개된 이후 지난
20여년동안 부채널 분석 기술은 스마트카드,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IoT 디바이스 등에 사용되어지는 암호 알고리즘의 암호키 해독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부채널 분석 기술을 소
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부채널 분석
공격의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를 금융IC카드 분석을 통해 소개하고 그
위협을 살펴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악성코드 탐지, 보안 관제 등 다양
한 사이버보안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발표에
서는 다양한 오픈소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악성코드 수집/분석/탐
지 등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각 인공지능
모델 별 성능 분석을 통해 최적의 hyperparameter optimization 방법
에 대해 설명한다.

F2-2

이희조 교수

부산대

G2-1

ATSC 3.0 지상파 UHD 방송기술 및 서비스

G2-2

박성익 PL

정승원 교수

ETRI

고려대

정순기 교수
경북대

AR/VR/MR 기술동향

최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다양
한 응용분야에서의 활용 시도는 AR/VR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
다. 또한 AR/VR 컨텐츠가 5G 기술의 응용 분야로 인식됨에 따라 시
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AR/VR
요소 기술들의 최신 동향을 통해 AR/VR 분야의 발전가능성을 알아본
다. 특히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그 기술적 성숙도
가 높아짐에 따라 AR/VR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에 따른 다양한 응용
서비스 예시를 통해 AR/VR 시장 확대 가능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하드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한 대응 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실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
아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야에 어떻게 접근
해야 할 것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보안취약점분석연구실에서 보유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공학 기
반의 보안성 분석 체계를 소개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사
례(Bad USB, Supermicro 스파이칩 등)를 재해석함으로써 실제 장치
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튜토리얼 형식으로 설명한다.

MPEG-I Immersive Media Technology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몰입형
immersive media에 대한 국제표준인 MPEG-I immersive media
기술에 대한 개요와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본 발표에서는 2세대 디지털 지상파 방송방식인 ATSC 3.0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현황과, ATSC 3.0을 통해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G2-3

손정우 선임
ETRI

AI 기반 초고화질 영상 품질 향상 및 복원 기술

다양한 영상 품질 향상 및 복원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특
히 AI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영상 디노이징 기술과 고해상도 변환
기술을 설명한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들이 실제 스마트폰으로 촬영
된 영상에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실 세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제안된 최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본다. 지난 해 CVPR의
NTIRE 워크숍에서 진행된 Real Image Denoising 경진대회 및 우승
기술인 GRDN 기술을 소개한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 자율
창작 기술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창작은 더 이상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활동이 아
니다. 그 동안 인간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수의 창작 활동은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으
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기 충분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 본 강연
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기술인 미디어 자율 창작 기술을
설명한다. 본 강연에서는 미디어 자율 창작을 1)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 및 2) 영상 콘텐츠의
생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각 단계별로 현재까지 개발된 혹은 개발 중인 기술들을 소
개하고, 창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넘어야 할 장애 요소들을 설명한다.

G3. 차세대 실감 미디어 응용 서비스 기술
G3-1

김민석 팀장
NIPA

이세환 이사
제이에스씨

6월 23일(화) 16:10~18:00

 기반 AR/VR/MR 공공/산업 융합
5G
프로젝트 발굴/실증 사례

‘19년 4월 5G 세계최초 상용화 이후 실감콘텐츠가 5G 킬러서비스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5G 전용 실감콘텐츠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B2C 이외에 쇼핑/거래, 제조/
설계/정비, 교육/훈련, 의료/헬스, 국방 등의 B2B/B2G 분야에서 5G
가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실증 사례를 짚어보고 개선점과 발
전방향을 찾고자 한다.
G3-2

블록체인에서의 보안 이슈 및 관련 기술

블록체인은 AI, IoT와 더불어 전산업에 디지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일으킬 주요 3대요소(Trinity)로
간주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해쉬체인과 공개키 암호, 그리고 합의 매커니즘 등을 토대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한다. IoT로부터 센싱 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블록체인이 제공하고, 블록체인에 의해 믿을 수 있는 데이터
를 기반으로 AI가 학습 및 판별하면, 우리 주변의 여러 산업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
에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많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성능과 상호 연동 이슈, 기술의
복잡성, 규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도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프라이버시 보호의 어려움이나 익명성 악용 사례, 과도한 기존 공개키 인증서(Certificate)에 대한 의
존성, 스마트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성, 디바이스와의 신뢰체인 생성의 어려움 등, 블록체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관점에서 고려 할 이슈가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모바일방송 과거 현재 미래(3.0모바일)

ETRI
G1-2

하드웨어 공급망 보안

G2. 초저지연 텔레프레즌스 원천기술 6월 23일(화) 14:00~15:50

서정일 실장

스마트공장 보안기술과 보안성 제고방안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GDP 약 30%, 수출 85%)이며,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까
지 국내 제조기업의 50%인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 중에 있다. 하지만 IT와 OT가 접목하는 스마트
공장의 보안기술은 배경이 다른 두 분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과 예산 문제로 보안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공장에서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해
커에 의한 금품 요구 사건과 해킹 공격에 의한 생산 기밀 정보 유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발표에
서는 스마트공장 보안 현황과 스마트공장의 보안 내재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운영방안을 다룬다.
특히, 스마트공장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유용한 보안 기술과 IEC 62443 인증 등 국내
및 국제표준, 법제도 강화방안 등도 논의한다.
F2-3

김호원 교수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튜닝

ETRI

남서울대

6월 23일(화) 14:00~15:50
F2-1

최병철 실장

이상운 교수

G1-3

모든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AI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공
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딥러닝 방식의
AI를 중심으로 학습 단계와 활용단계에서의 AI 보안 취약점들을 소개하
며 다양하게 시도된 공격 연구 내용 들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취약점
에 대한 대응 보안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F1-2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 초저지연 서비스, IoT와의 융합, 클라우드에 대
한 의존성 증가, 다양한 모바일 융합 서비스 등장 등 5G는 초연결 지능
화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5G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5G 네트워크에서의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
표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5G 엣지에서의 보안 기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F3-2

본 강연에서는 라디오방송의 태동부터 현재의 ATSC3.0, 5G
FeMBMS까지의 모바일방송 기술들을 소개한다. 특히 5G 와 지상파
방송의 융합매체로서 부상되고 있는 새로운 모바일서비스 기술인 5G
New Radio(5G-NR)와 5G FeMBMS 소개 및 활용시나리오 등을 포
함한다.

6월 23일(화)
F1. 암호 및 보안 기반 기술

5G 엣지 보안 기술

G1. 차세대방송 및 실감미디어 - 튜토리얼 6월 23일(화) 09:00~10:50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소비 형태 및
결제 습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결제 패턴에 적합한 결제 시스
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결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였다. 본 강
연에서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들이 어떠한 유형을 가
지는지 살펴보고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가 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 시스템에 주는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3-3
E2-3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도입
전략 및 사례

6월 23일(화) 16:10~18:00

G3-3

이소연 책임
ETRI


NIPA
실증사업: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

2019년 NIPA 5G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진행한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
통제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례를 소개한다.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은 5G 네트워크의 초고속 및 초저
지연 데이터 전송 특성을 활용해, 지휘통제실과 작전현장 사이에 지형 및 기상, 아
군 및 적군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한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onal Picture, COP)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확
한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SA)을 통해 효율적인 작전을 보장할 수 있
는 세계 최초의 실감형 지휘통제 플랫폼이다.

VR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전 경험을 하기 어려운 국방분야에 최신 VR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국방분
야에서 이미 전력화가 되었거나 전력화 계획중인 가상훈련시스템 현황
에 대해 살펴보고,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기
술적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AI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확장 가능한 훈련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G3-4

이승훈 CEO
The2H


몰입감
극대화를 위한 초실감 가상훈련
시스템

오감 혼합현실과 영화

시각정보는 사람의 모든 생활활동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
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은 70~90%까지 경험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인지판단 할 수 있다. 컨텐츠 제작 측면에서, VR의 기본 시작은, 바로, 이 시각정
보의 조작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다른 감각기관은 많은 오류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오류들에 의해 컨텐츠 개발자는 다양한 일루전 효과를 창
조 할 수 있게 된다. 조작된 시각정보와 감각기관의 활용방법은, 시각정보의 인지
판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을 다른 환경 속으로 쉽게 블랜드 할 수 있게 만
들어준다. 이번 발표는, 조작된 시각정보와 조작된 감각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방법에 대해 여러 제작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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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H1. Core Technology of Future Cloud Computing 6월 23일(화) 09:00~10:50
H1-1

세부프로그램

H2. Future Application of Emerging Cloud Computing 6월 23일(화) 14:00~15:50

Service Provider Edge Cloud

H2-1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 공장, 게임 및 AR/VR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cloud native 와 distributed cloud를 통한
edge computing을 소개한다.

배철민 팀장

김선욱 책임

Ericsson-LG

ETRI

H1-2

정 철 컨설턴트

Kubernetes with Future Cloud

Container orchestration platform인 Kubernetes가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Kubernetes를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도
메인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
화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클라우드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고 리눅스 재
단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프로젝트들을 살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윤석찬 테크에반젤리스트

Intelligent Service with Cooperative
Cloud Edge Platform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은 대규모 단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단말 근처
에서 처리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하고 지능형 엣지 서비스
의 응답 속도를 보장하는 분산 클라우드 형태의 컴퓨팅 방식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지능형 엣지 서
비스의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코어 클라우드-클라우드 엣지-단말
간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의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H2-2

I2. Programmable 네트워크(SDN/NFV/P4) 6월 23일(화) 14:00~15:50
I2-1

강경순 책임
ETRI

Cloud-Native Modern Application Patterns

대부분 기업들은 시장 속도 및 고객 변화에 민감하게 응대하기 위해 더
빠르고 빈번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는 아키텍처와
개발 조직 및 문화를 요구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
화를 위한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서비스로의 분화 방법, 클
라우드 기반 서버리스 배포 방식, 데브옵스 기반 조직 및 민첩성 등의
아키텍처 패턴을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AWS

박성용 CEO
쿨클라우드

아콘소프트
H2-3
H1-3

박종한 수석
삼성전자

Cloud Native Platform for Telco

Telco 환경을 Public/Private Cloud를 이용해 가상화로 구성하
기 위한 시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Kubernetes를 이용한 Cloud Native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Telco 환경에서는 기존 IT와는 다르게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
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Openstack을 거쳐 Kubernetes에
이르기까지 Cloud를 이용해 Telco 환경을 가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
술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H3. Emerging Cloud Architecture & Devops 6월 23일(화) 16:10~18:00
H3-1

김홍수 팀장
카카오페이

김동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주대

I1-1

백성복 박사
KT

Serverless Computing at Naver

이 강연에서는 Emerging Cloud의 한 분야인 Serverless Computing
에 대해 소개 드리고, 네이버에서 Serverless Computing이 어
떤 형태 및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픈소스 구현체인 Apache
OpenWhisk를 네이버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떤 변경들을 적용하였고,
이를 오픈소스에 다시 컨트리뷰션하면서 겪은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공
유 드리려 합니다.

네이버

곽정호 교수
DGIST

6월 23일(화) 09:00~10:50

이충한 선임
토요타 자동차

조규남 수석
삼성리서치

Large Scale GPU Cluster for AI

Contents

Caching Networks: Optimization
versus Reinforcement Learning

비디오 컨텐츠의 엣지 캐싱은 네트워크 백본(Backbone)의 트래픽을 획기적으
로 줄이고, 고품질의 비디오를 지연없이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
만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단말의 모빌리티와 무선 채널환경, 그리고 컨
텐츠 인기도로 인해 복잡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컨텐츠 캐싱 기술을 개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강연에서는 강화학습과 DRL(Deep Reinforcement
Learning)의 개념 및 이론에 대해 설명한 후, DRL을 복잡한 환경과 파라미터를
가지는 컨텐츠 캐싱 연구에 적용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인기도 예측 기
반의 엣지 컨텐츠 캐싱 최적화 연구와 비교 분석해본다.

Cloud를 활용한 AI/ML 학습 시스템의 발전 이유와 방향을 살펴보
고, Kubernetes 및 Container를 활용한 다양한 Platform 예제를 살
펴본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Container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 대 이상
의 GPGPU를 활용한 대규모 Cloud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발생한 다양
한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AI에서 대규
모 Workload가 필요한 AutoML을 활용한 학습 자동화에 대한 대규모
GPGPU Cloud에서의 활용법을 살펴본다.

I1-3

정재웅 대표
아토리서치

최근 전세계 연구 및 교육망(R&E Network)은 제4차 연구패러다임
으로 불리는 데이터 집약형 과학의 출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화, 고성능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100G를
넘어 400G/800G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광통신시스템, 빅데이터 전
송 아키텍처 및 시스템, ID 기반 Federation, SDN/P4 기반 네트워크
Programmability 제공 등 연구 및 교육망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
고 관련 국내외 활동을 소개한다.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한 이머징 네트워크 기술

I3-2

고남석 실장

50년 전에 연구망으로 시작한 IP 네트워크는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
여 오늘날 일반 생활 및 산업의 기본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요구사항 다변화 수용, 보안, 결정적 QoS
보장 등의 이슈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본 발표는 향
후 10년 이후 미래 디지털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견고한 네트워크
를 위한 구조 및 기술 연구 현황과 R&D 방향을 소개한다.

ETRI

P4를 활용한 SRv6/GTP-U 구현 기술

Recently, GTP-U/SRv6 stateless translation and co-existence
with GTP-U have been proposed in IETF.
However there are no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between
GTP-U and SRv6.
In this presentation we focu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between
GTP-U and SRv6 stateless translation on P4 Programmable
Switch.

미래 혁신 이머징 서비스와 기술

I3-3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SK텔레콤이 준비하고 있는 혁신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
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실현될 미래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이종민 상무
SK텔레콤

J1. AI for Network and Big Data-I
J1-1

윤세영 교수
KAIST

J2-1

이연희 실장

분산 AI GPU 클러스터링을 위한 네트워킹

Communication Efficient Training for Neural Networks

홍문기 CL3
삼성리서치

6월 23일(화) 14:00~15:50

J3. Open Source Projects

BeeAI: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DevOps Platform Technology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알고리즘 개발로부터 현장 적용으로 점차 이동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X 분야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를, 현장의 디지털
화를 추구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의 경우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
조 현장을 연결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조 시스템의 자율적인 재구성과 최적화
를 통해 스마트 제조를 실현한다. KSB융합연구단에서는 현장형 End-to-End 지
능 플랫폼인 BeeAI를 개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 현장을 위한 현장의 요구
와 더불어 KSB융합연구단에서 개발한 BeeAI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자동화와 지능
화를 위한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J2-2

AI의 확대 적용이 전 사회에 걸쳐 일어나며, AI가 다루어야 할 데이터
의 양과 연산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cale-out
기반의 분산 AI 인프라 클러스터링이 필수적이다. 본 강연에서는 다수
의 연산노드로 구성된 AI 인프라 클러스터링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킹 기술에 대해 설명한
다.

6월 23일(화) 09:00~10:50

최근 딥러닝은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 알파고를 비롯한 수많은 성과는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 성
공의 가장 큰 요소는 데이터의 크기와 컴퓨팅 파워이다.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그리고 좋은 컴퓨팅 환경을 가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팅 환경의
발전 속도는 물리적 비용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단일 머신으로 학습하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의 머신을 활용한 분산 환경 구축
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터들을 다수의 머신에 분산시키고 모든 머신을 활용하여 복잡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제한된 컴퓨팅 환경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장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산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머신 간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딥러닝은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에 통신에 사용되는 시간이 결국 기계학습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분산 자원을 활용한 딥러닝 연구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통신 효
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법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J2. AI for Network and Big Data-II

ETRI
H3-3

KISTI

MEC기반 초고속·초저지연 선도네트워킹
기술 및 실증

5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G 시대에는 사람 간의 음성통신으로 매출이 생기는 것
이 아니라, 응용 앱(게임, 화상회의, 클라우드 연동, IoT 및 로봇제어 등)과 연동
된 매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앱들은 MEC에서 동작하거나, 퍼블
릭 클라우드와 연동해 동작한다. 본 강연에서는 본 회사가, (1) Redhat 오픈스
택에 기반한 MEC를 구축하고, (2) 독일의 Fraunhofer 연구소에서 개발한 5G
코어망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운영해서, (3)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및 초저지연
서비스를 실제로 서비스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4)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MEC 사업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I2-3

AI/ML 기반 네트워크 표준기술 및
선도시험망 적용

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망사업자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
며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전문가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시스템화 하여 운용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
는 AI/ML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망 운용 기술의 혁신적 고도화를 이룩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를 통해 AI/ML 기술이 가져
온 망 운용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과 각 발전 단계별 핵심 기술,
그리고 AI/ML 기술이 운용 환경에 선도 적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I1-2


글로벌
고성능 R&E 네트워킹 기술 이슈 및
전망

I3-1

조부승 박사

6월 23일(화) 16:10~18:00

When 5G met Cloud Native Computing

5G가 지향하는 중요한 한 축인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는 동일한 물리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유
즈케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속성의 논리적 네트워크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VNF: Virtualized
Network Function)의 조합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는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분산 환경에서 VNF를 어떻게 전개/실행할 것인
가가 주요 관심사이며, 바로 여기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다. 본 강연에서는 관련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능한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I1. AI/ML for 네트워크

Biometric Identification Services on Cloud

카카오페이는 테크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Biometric Identity
Platform에서 지문인식,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본인인증(e-KYC)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카카오페
이는 효율적인 자원활용 및 Latency를 위해 K8S 가상화 환경과 클라
우드 환경을 Hybrid Cloud로 활용하고 있고,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
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DL 모델기반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테크핀 비즈니스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H3-2

윤대균 교수

NG-SDN 기술 동향

네트워크 사용자 관점에서 SDN 기술의 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NG-SDN의 탄생 배경과 기존 SDN과의 차별성, NG-SDN 구성
요소, 프로젝트 적용 사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성 요소에
서는 NG-SDN의 핵심인 P4 기반의 네트워크 장비를 위한 소형 운영
체제인 Stratum 구조와 개발 및 시험 프레임워크에 대해 다루며, 적용
사례에서는 Stratum과 연계된 ONF 프로젝트들의 개발 현황과 함께
ETRI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에서의 Straum 활용에 대해 소개하
고자 한다.
I2-2

I3. 이머징 네트워킹 기술

J3-1

신상호 매니저
SK텔레콤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실현 가능한
통신 분야 오픈소스 기술 동향 및 비전

5G 및 그 이후의 통신 기술은 Softwarization, Cloudification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네트워
크 기술의 가상화 및 소프트웨어화 및 지능화, 자동화 뿐만 아니라, vRAN, vCore 및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등 분산 배치가 가능한 다양한 통신 Entity 간의 인터페이스 및 그 구성 방식
을 품을 수 있는 개방형 표준/오픈소스 기술의 중요성이 통신 업계 내 최근 화두로서 급부상하
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월에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 도입을 위
한 다양한 정부, 업계 움직임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O-RAN Alliance 기술을 중심으로
ONAP(Open Networking Automation Platform), Kubernetes, LF Edge의 Akraino Edge
Stack 등의 통합 및 연계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관련 오픈소
스 진영의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파급효과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ETRI

통신망

인프라 내 오픈소스의 현황 및 이슈

과거 1G부터 4G초기까지 기존 통신망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통신망
벤더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SDN/NFV
이 추진되면서 Hardware에 Open Architecture도 도입이 되기 시작하
고 SW 또한 가상 인프라부터 점차 벤더 중심으로 Open Source가 도
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가상화가 컨테이너화까지 진화하면서 그 영
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그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 다
루고자 한다.

J3-2

강동재 PL

Cloud-Barista:

Technology and Community
for Journey to the Multi-Cloud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 운용, 활용, 관
리하기 위한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서,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
프라 서비스를 연동하여 통합 운용하고, 구성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
서 클라우드 응용의 유연한 배치, 운용 및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본 강연에서는 상기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개요 및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공개SW 기반으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 중인 공개SW 커뮤
니티 Cloud-Barista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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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able
첫째날 (6월 22일, 월요일)

Time

Intelligent Industry (디지털헬스, 스마트조선)

6월 22일(월) 14:00-16:00

A

B

C

D

E

Track

URLLC and Its Critical
Applications

Convergence
by Smart X

Beyond 5G & 6G,
The Future
Technologies and
Services

Quantum Network &
Quantum ICT

BlockChain

09:00-10:50

차량통신

스마트제조/물류

Quantum Network

블록체인 튜토리얼

(P-HIS) 병원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상헌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은 일관성 높은 의료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클라우드와 IoT,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획일적인 진단과 치료라는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사전 예방과 관리, 환자 맞춤형 최적의 치료
제공으로 바뀔 것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미래의료의 가장 중요 부분인 빅데이터나 AI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5G, AI, Edge, and
Automation

(닥터앤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치료 지원 사례

Special
Session I

김영학 교수(서울아산병원)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영상 분석, 딥러닝, 클라우드 등의 기술 발전은 의료 환경에서 새로운 환자 치료의 모델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닥터앤서 프로젝트는 수도권 및 권역별 거점 병원 등 총 25개 병원과 ICT 기업 21개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8개 중점질환(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 유전질환)의 21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 중이고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들어 있다.
예측(예방), 분석·진단, 치료, 예후관리, 시각화로 이루어진 5개 분야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고 있으며, 예측(예방)부분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유방암 발생
위험도, 대장암(예방/예측), 뇌전증 관련 발작 시간 및 발작 초점 추정으로 4건의 S/W가 개발 중이며, 분석·진단 부분은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진단, 뇌출혈 진단,
뇌동맥류 병변 진단, 심장질환 진단, 전립선암(영상/조직병리) 진단, 치매 조기 진단, 발달장애와 난청의 유전변이 해석까지 10건의 S/W가 개발 중이다. 치료분야의
S/W는 대장암의 치료 의사결정 지원 1건, 예후관리 분야는 심혈관 질환 재발 예측, 생존 기간별 유방암 재발 위험도 예측, 전립선암 병기/재발/생존예측까지 3건이
개발중이며, 시각화 분야에서는 심장질환의 다면데이터 통합 시각화, 치매질환의 한국인 표준 지도 및 시각화, 뇌전증 질환의 정상 신경 생리맵 기반 정량화 및 네트워크
분석으로 3건이 개발 중이다. 이 중 대장암 분석/진단과 치매 조기 진단 S/W는 2020년초 기준으로 2등급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획득하였다.
개발된 제품들은 기존 방법대비 정확성 및 임상 검증을 통하여 수요자(병원)의 신뢰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급 및 확산을 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실증사업을
실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 병원까지 포함한 다기관 임상검증을 통해 폭넓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피드백을 통한 S/W 고도화로 사용성을 향상 시키려 한다.
의료와 인공지능기술의 융합은 진료의 효율 향상으로 의료비 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국민 기대 수명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인공지능 의료 S/W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의료역량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닥터앤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대한민국의 융합기술이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응급의료) 5G와 인공지능 기반, 응급프로세스 개선

11:00-11:30

기조연설 (Keynote Speech) I - 장병탁 교수/서울대

11:30-11:45

개회식

11:45-12:15

기조연설 (Keynote Speech) I - 이윤근 소장/ETRI

14:00-15:50

로봇과 드론

스마트시티

6G Services
and Technologies

Quantum Computing

블록체인의 시범사업

16:10-18:00

5G와 URLLC

스마트 농축산/해양

5G Enablers: Vertical
Industries, Slicing,
B2B Services

Quantum Materials

블록체인의 생태계

Intelligent Industry
(디지털헬스, 스마트조선)

장혁재 교수(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의 전과정에서 정보의 연계와 적절한 해석능력 부재는 많은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소생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5G 통신기술의 저지연성과 대용량 정보 전달능력과 이에 기반한 AI요소기술을 구급활동 상황별 요구사항과 접목해 최적화된
응급의료서비스로 개발하고 5G기반 AI응급의료 시스템을 세계최초로 선도지역에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궁극적으로, 관련
연구성과를 토대로 중증 응급 환자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통합적 치료제공을 통해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5C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C1(Continuity)는 효율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전과정의 ‘정보연계’ 방안
C2(Completeness)는 실시간 현장데이터의 ‘정확한 수집’과 클라우드를 통한 ‘신속한 정보공유’
C3(Complement)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AI 응급의료 서비스’ 개발
C4(Community)는 실용화를 담보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업기간 내 ‘지역사회 실증’
C5(Consensus)는 AI 응급의료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 및 제도 정비를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둘째날 (6월 23일, 화요일)

Time

Track

(스마트조선) 시뮬레이션과 인공 지능

F

G

H

I

J

Advanced
Security & Privacy

Future of Immersive
Virtual Reality Space
Media

Cloud-Native &
Edge Computing

Future of Networks
2030

What, Why and
How of AI &
Open Source

암호 및 보안
기반 기술

차세대방송 및
실감미디어 - 튜토리얼

Core Technology
of Future Cloud
Computing

AI/ML for 네트워크

우종훈 교수(서울대)
기존의 제조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주어진 정보와 시나리오에 대한 What-If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생산 준비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알파고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기존의 What-If 시뮬레이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야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융합에 대한 배경 지식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OCF 표준기반 스마트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기술

차홍기 선임
ETRI

AI for Network
and Big Data-I

11:00-11:30

기조연설 (Keynote Speech) II - 정 송 교수/KAIST

11:30-12:00

기조연설 (Keynote Speech) II - 유응준 대표/NVIDIA Korea

6월 23일(화) 14:00~16:00

스마트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OCF 표준 소개
The presentation introduces a short overview of OCF and
its deliverables on healthcare. The overview includes a short
history of OCF, its membership, its unique policy (3-pillar
alignment), and so forth. The deliverables on healthcare include
devices, data models, and a PoC presented at the CES 2018.

09:00-10:50

스마트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사례

Viktor Ariel CEO
SURE Universal

At SURE UNIVERSAL, we have developed a complete software IoT solution to
provide remote medical care for the family. SURE UNIVERSAL’s solution addresses
continuous remote patient monitoring, home healthcare, and home safety.
The solution allows medical service providers with maximum flexibility by using
off-the-shelf WiFi and Bluetooth medical devices. Ar the same time, SURE uses
the leading IoT and medical standards, such as, OCF, WebRTC, and HL7 FHIR to
guarantee interoperability and data security.
SURE UNIVERSAL offers the only solution providing a complete, simple to deploy,
manageable and practical platform that offers system integrators maximum
interoperability and data security.
SURE UNIVERSAL is currently engaged in pilots with a number of medical centers
and healthcare providers in Israel.

14:00-15:50

융합 보안

초저지연
텔레프레즌스
원천기술

Future Application
of Emerging Cloud
Computing

Programmable
네트워크
(SDN/NFV/P4)

AI for Network
and Big Data-II

16:10-18:00

인프라보안 - 튜토리얼

차세대 실감 미디어
응용 서비스 기술

Emerging Cloud
Architecture & Devops

이머징
네트워킹 기술

Open Sour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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