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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지하철 안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8번 출구 국기원 방향
※ 교통편에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st.or.kr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 반 12만원 14만원

학생 7만원 9만원

※사전등록은 8월 15일(화요일)까지 입니다.

•입금 계좌

- 입금은행 : 조흥은행

- 입금계좌 : 358-01-162404 (예금주 : 임지영)

- e-mail : jylim@bible.ac.kr

- 전화 : 02-950-5444 

- H·P : 016-350-3506

•유의사항

-  등록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net.bible.ac.kr 

-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등록시 

미리 신청하시면 행사장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등록 양식 작성시 한번에 1명만 작성 가능하며, 

입금증 사본을 반드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제공이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

시기 바랍니다.

등록안내 단기강좌 운영위원

행사장 약도

정보통신 최신 이슈에 대한
단기강좌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연구회는 네트워크 분야의 최신 연

구결과 및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단기강좌를 매년 2회 개

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 최신 이슈에 관한 단기

강좌"라는 제목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뜨거운 토의의 장을 열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단기강좌는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최신연

구결과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연구방법을 토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테마로 부상한 무선망 기술과 유무선통합 및 

통신방송통합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기법과 논문작성법을 진지하

게 토론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본 단기강좌가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

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희망하며, 아무쪼록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정성껏 준비

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토론과 유익한 배움의 장이 되기

를 바랍니다.

2006년 8월

정보통신연구회 운영위원장  김종권

2006년 8월 17일 (목요일)

초청의 말씀 프로그램

시간 제목 발표자
09:10-09:50 등록

09:50-10:00 인사말 김종권(정보통신연구회 위원장)

세션 I 좌장 : 최종원 교수 (숙명여대)

10:00-11:10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모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여러가지 트래픽 플로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개한다. 하
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산 변수를 연속변수로 표현함으로써 NS-2와 같은 패킷 레벨 시뮬레이터에서 단점으로 나타
나는 CPU와 메모리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본 발표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
토콜을 모델하는 방법과 예를 소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NS-2 와 정확도 그리고 성능측면에서 비교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Topology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Tool들도 소개된다.

이준수 교수 (숙명여대)

11:10-12:20

이동 WiMAX와 WiBro에 대한 이동성 이슈

Mobile WiMAX 및 WiBro의 L2 핸드오버 규격은 IEEE802.16e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몇 
가지 핸드오버 기술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글로벌 이동성(global mobility) 제공을 위해서 
IEEE802.16e의 L2 핸드오버와 함께 사용될 L3 핸드오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본다. L3 핸드오버 기술 중,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WiMAX 및 WiBro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Fast Mobile IPv6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본다.

최용훈 교수 (광운대)

12:20-13:20 점    심

특별강연 좌장 : 김종권 교수 (서울대)

13:20-14:20 영문 논문은 어떻게 써야하는가? 김 원 박사 (삼성전자)

세션 II 좌장 : 이미정 교수 (이화여대)

14:20-15:30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최근 무선통신 기기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무선전송 
서비스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PAN, WLAN, WMAN 그리고 WAN 관련 새로운 무선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각각의 기술은 전송거리 및 네트워크구성 특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MAC (Medium 
Access Control)과 PHY (Physical) Layer를 설계하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 전송의 QoS (Quality of Service) 
파라미터 값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포함한 보다 진화된 무선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김태곤 교수 (고려대)

15:30-15:50 휴    식

15:50-17:00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기법 및 응용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여러 네트워크 특성 측정치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트워크 노드간의 대역폭, 
시간지연, 패킷 손실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2P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 지연 
기반의 토폴로지, 비등방성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리적 정보 토폴로지,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메쉬 노드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한 RF 신호크기 기반의 토폴로지등과 같은, 좌표계 표현 기법
을 활용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구성 기법 및 그 응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임 혁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17:00-18:10

IPTV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설계

본 발표에서는 백본 네트워크에서 IPTV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설계 공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설계 선
택사항들은 계층구조, 라우팅, 그리고 복구와 같은 기술적 관점에서 논의된다. 다음으로 WDM 네트워크상에서의 
IPTV에 대한 설계 사례와 현 솔루션 보다 우수한 비용대비 효율적인 백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기술
적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IPTV 서비스와 관련된 VoD 서비스에서의 남은 과제들을 알아보는 것으
로 결론을 맺는다.

문수복 교수 (KA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