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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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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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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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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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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당일등록

학 생(통신학회 회원)

100,000원

120,000원

학 생(통신학회 비회원)

120,000원

140,000원   

일 반(통신학회 회원)

200,000원

220,000원   

일 반(통신학회 비회원)

220,000원

240,000원    

■ 문의처
·전화: 010-5299-9766 (담당자: 김성은)
·E-mail: world8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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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최신 무선네트워크를 위한 NS-2 개발 워크��
4월 3일(화) 첫째날

안녕하십니까?
귀하 및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9:00 ~ 등 록

최근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기술 표준관련 주요 이슈는 2010년 이후
에 상용화될 IMT-Advanced(4G) 기술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무
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2007년도는 WiBro 서비
스 활성화 및 3G 기술로의 논의도 추진 중에 있고 10월부터는 4G(IMTAdvanced) 용도의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은 핵심망으로 IPv6를 사용하고 액세스 네트워크로 기존의 셀
룰러망, WLAN, WPAN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무선 액세스 기술이 융합
된 형태로 발전될 것입니다. 관련된 표준화 기구로는 현재 IEEE 802에
서 802.3, 802.11, 802.15, 802.16, 802.20, 802.21 및 802.22 등
의 워킹그룹이 활동 중이며, ITU-T, 3GPP, 3GPP2 및 IETF에서는 NGN,
FMIP, MANET, Interworking, IP Mobility Optimization 등의 그룹이 있습
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의 많은 연구자들이 합심이 되어서 차세대 통합망
을 위한 다양한 무선액세스 네트워크별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세대 이동 및 컨버전스 네트워크
표준 기술의 주도권을 갖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에 관한 표준화 기술과 특허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기고 및 제품 개발에 앞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성
능평가를 수행하며 성능 평가에는 이론적인 접근, 시뮬레이션 관점의 접근
및 실제 구현을 통한 성능 측정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접근 방법 중에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 연구 논문 및 기고서를 작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드리고자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신 무선 네트워크 및 NS-2 개발
워크샵”이라는 제목으로 단기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IEEE 802 및 3GPP, 3GPP2, IETF 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표준화 동향과 더불어 이를 NS-2의 시뮬레이션 모듈로 구현
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표준화 및 기술
동향으로 media independent handover, 802.16기반의 LBS, mobile
multihop relay (MMR), cognitive radio, USN, A-IMS, Telebiometrics,
IP address management over WPAN, WMAN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시뮬레이션 사례로, IEEE802.11, 15, 16을 위한 내부 구조 및 확장을 살
펴보며, sensor network routing, multichannel MAC, MIPv4/v6에 대해
서도 다룹니다. 특히 본 단기 강좌에서는 NS-2에 대한 피상적인 소개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 측면에서 심도있게 소개하여, 여러분들의 각 분야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가 현재 무선 네트워크 방향으로 논문이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향후 시뮬레이션
Tool로 NS-2를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기법을 함께 공부하
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통신학회 교환및라우팅연구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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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장영민

09:20

개회사
축 사

사회: 이승형 교수 (광운대)
장영민 교수 (교환및라우팅연구회 위원장)
이병기 교수 (한국통신학회 회장)

SESSION 3: 최신 네트워크 기술 동향
좌장: 이채우 교수 (아주대)
09:25-10:00

SESSION 1: IEEE 802 Wirless Network 동향

IPv6 over LP-WPAN
박수홍 책임 (삼성전자)

좌장: 이장원 교수 (연세대)

10:00-10:35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Tech. for IP
Service Infra
박창민 팀장 (ETRI)

IPv6 over IEEE 802.16(WiBro)
김평수 교수 (산업기술대)

10:35-11:10

MANET Address Autoconfiguration
안상현 교수 (서울시립대)

10:00-10:35

Location-based services in IEEE 802.16 System
김범준 교수 (계명대)

11:10-11:20

휴식

10:35-11:10

Mobile Multihop Relay for Mobile WiMAX
임형규 박사 (삼성전자)

11:20-11:55

A-IMS 표준 핵심 기술

11:10-11:20

휴식

11:55-12:30

Telebiometrics 핵심기술과 국제표준화동향
김재성 센터장 (KISA)

11:20-11:55

Cognitive Radio Technology 및 IEEE 802.22
WRAN 표준화동향
김창주 그룹장 (ETRI)

12:30-13:30

점심

11:55-12:30

USN Architecture for U-City Services
전호인 교수 (경원대)

SESSION 4: NS-2 시뮬레이션 사례 (II)

점심

13:30-14:50

09:25-10:00

12:30-13:30

류원 팀장 (ETRI)

좌장: 김정근 교수 (경희대)
Routing in Sensor Networks
김영만 교수 (국민대)

SESSION 2: NS-2 시뮬레이션 사례 (I)

14:50-16:10

Multi-channel MAC
모정훈 교수 (ICU)

좌장: 탁성우 교수 (부산대)
13:30-14:30

IEEE 802.16 MAC
김승운 박사 (ICU)

14:30-15:30

802.11s Mesh Network 기술 및 L2 라우팅 구현
이성희 연구원/고영배 교수 (아주대)

15:30-15:45

휴식

15:45-16:45

802.11e/n-based Wireless Mesh Networking
김성관 연구원/최성현 교수 (서울대)

16:45-17:45

Application-aware MAC for HR-WPAN
이병주 연구원/이승형 교수 (광운대)

16:10-16:20

휴식

16:20-17:40

MIPv4/v6
정현구 연구원 (KAIST)/채영수 교수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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