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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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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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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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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책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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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1

5G 평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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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5G 시험 시스템 및 사업 전망

김중섭 팀장/LGU+

A3: 5G Ecosystem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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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10:50

좌장: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B1-1

Core Technology & Framework

최진혁 박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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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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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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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룸III

C1: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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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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숙현 책임/TTA

좌장: 이경한 교수/UNIST

Track C. Cloud

09:00-10:50

사회: 김영한 교수/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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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C2-3

K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

정기영 팀장/KT

C2-4

SDDC 메타-오케스트레이터 탱고

안종석 전무/나임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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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Serverless Computing
16:00-18:00

좌장: 강지양 상무/파이오링크

C3-1

AWS 기반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 패턴과 사례

윤석찬 Evangelist/AWS

C3-2

Serverless,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김명신 부장/마이크로소프트

C3-3

오픈소스 기반 Serverless Computing

공진기 Evangeli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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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box를 활용한 OpenStack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 살펴보기

E2: PaaS
13:40-15:40

E2-1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개요

윤희근 선임/NIA

E2-2

클라우드의 이해 및 PaaS의 필요성 & 코스콤 K PaaS-TA 서비스 소개

김성철 팀장, 박정민 과장/코스콤

E3-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DevOps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전략 (1)

오세영 차장/RedHat

E3-2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DevOps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전략 (2)

조병욱 부장/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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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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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작 예측 응용

최재식 교수/UNIST

S2-2

기계학습 기반의 법률 지능 서비스

임영익 대표/인텔리콘연구소

S2-3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유진규 대표/AITrics

S3: Smart Factory
16:00-18:00

최영락 회장/OpenStack Korea User Community

좌장: 이재호 본부장/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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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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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화)

KRnet 2017 프로그램
Keynote Speech II - 하모니볼룸(I,II,III)
11:20-12:40

II
III

사회: 김영한 교수/숭실대

축적의 길: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스케일업 전략    
th

IDX: Transforming Society in the 4 I.R. Era  

이정동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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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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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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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홍용근 실장/ETRI

F2-1

유현곤 부장/NV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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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빅데이터 분석 기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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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동향

정구민 교수/국민대

G2-2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박재호 상무이사/엑셈

G2-3

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 기술

G3: 무인 자율비행 이동체
16:00-18:00

좌장: 이혁준 교수/광운대

오현서 책임/ETRI

좌장: 박경준 교수/DGIST

G3-1

드론, 4차산업혁명 그리고 기술 개발 전략

강왕구 단장/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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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덕코리아

H1-2

오픈소스 중요성과 대응 및 활성화 전략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H1-3

Open Telco Platform, Open Sour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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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6월 27일(화)

KRnet 2017 프로그램
Track I. New Technologies

비바체룸

I1: Quantum Computing

좌장: 정한욱 교수/경희대

09:00-11:00

I1-1

양자통신

허   준 교수/고려대

I1-2

양자컴퓨팅 기술 현황

정연욱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I1-3

양자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최병수 실장/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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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개발 사례

J1-2

블록체인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

이진호 대리/대구은행
박세열 실장/IBM

J2: IoTivity

좌장: 한선영 교수/건국대

13:40-15:40

J2-1

IoTivity 활용와 실전응용

이주철 책임, 이원석 박사/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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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민병수 단장/NIPA

J3-1

OCEAN 및 OCEAN 오픈소스 소개

김재호 팀장/KETI

J3-2

OCEAN 오픈소스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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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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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neceDMZ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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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veloping Countries

이병열 의장/UN, WMO

S6: Smart City
16:00-18:00

좌장: 조금원 센터장/KISTI

좌장: 홍충선 교수/경희대

S6-1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조대연 단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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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5th Korea Internet Conference

7

KRnet 2017
등록안내
사전등록 방법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30만원

33만원

학생

14만원

18만원

등록기간
•사전등록 : 5월 22일(월) ~ 6월 16일(금)
•현장등록 : 6월 26일(월) ~ 6월 27일(화)
입금계좌 안내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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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net2017 홈페이지(http://www.krnet.or.kr)의
"등록> 사전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
•온라인 입금자에 한하여 계산서가 발급되며, 신용카드
결제시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등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금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프로시딩 책자 대신에 발표자료가 포함된 OTG USB가
제공되므로 노트북 지참을 권해드립니다.
•무선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안내
KRnet 2017
ⴶ㛮㒦㢮ᛦ㚆#⛚ⱶ#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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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센터

테
헤
란
로

글라스타워
삼성역
6번출구

봉은사역
7번출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구 한국전력)

행사장 교통편 안내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또는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로 나온 후 봉은사 방면으로
도보로 약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