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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조직
【대 회 장】 김동규 부회장(KIISE), 황순욱 본부장(KISTI), 이수인 소장(ETRI)
【조직위원장】 권기룡 교수(부경대), 이식 센터장(KISTI), 이현우 본부장(ETRI)
【 조 직 위 원 】 강순주 교수(경북대), 권성근 교수(경일대), 김상욱 교수(한양대),
김순철 교수(대구대), 김일곤 교수(경북대), 김재성 책임연구원(KISTI),
김형식 교수(성균관대), 노원우 교수(연세대), 문기영 센터장(ETRI),
박경석 책임연구원(KISTI), 성원경 책임연구원(KISTI),
심재창 교수(안동대), 임성수 교수(국민대), 장성우 전무(오라클),
정기문 선임연구원(KISTI), 한보형 교수(서울대),
함재균 선임연구원(KISTI)

▣ 참가등록
구분

학생회원

정(종신)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200,000원

150,000원

300,000원

현장등록

120,000원

240,000원

180,000원

360,000원

• 참가자에게 발표 자료집(USB) 및 15일(토) 중식 제공
• 정회원, 종신회원, 비회원(일반) 참가자에게 14일(금) 만찬 제공
• 비회원 등록자에게 1년간 회원 혜택 무료 제공(단, 회원정보 입력시)
• 참가자 전원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무료 관람 가능

▣ 행사장 안내

제36회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
2018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 Beyond AI & Connected SW Platform -

EXCO 3층 회의실, 1층 전시장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https://www.exco.co.kr, 053-601-5000

| 일자 | 2018년 9월 14일(금)~15일(토)
| 장소 | 대구 엑스코 3층 회의실, 1층 전시장

| 주최 |

| 후원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방배동, 머리재빌딩 401호)
전화 : 1588-2728 / 팩스 : (02)521-1352
http://www.kiise.or.kr / kiise@kiise.or.kr

초대의 글

행사 일정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금)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KIS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그리고 엑스코(EXC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iTIP 2018 “제36회 미
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iTIP 2018: 2018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심포지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ICT 학회인 한국정보과학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초연결 사회의 시대로 변화되는 현재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가까운 미래 사회의 변화와 기술적 진화를 정확히
예측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Beyond AI & Connencted SW
Platform”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전문분야인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핀테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차세대 의료 및 헬스 분야 등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관련 분야의 현황과 앞으로 변화될 기술과 산업의 전망에 대한 발표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초청 연사님들의 주옥같은
체험과 이론적 기반을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올해의 심포지움은 대구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ICT융합
EXPO”행사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전국의 ICT융합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의 전시와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전문분야의
강연과 더불어 ICT 융합기술의 현재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훌륭한 기조강연을 준비해주신
권인소, 정하웅, 최재붕 교수님과 조금원 부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각 세션에서 전문지식의 강연을 준비하여 주신 세션
발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심포지움을 공동개최하고 행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대구 엑스코 및 대구 컨벤션뷰로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심포지움을 위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후원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격동하는 정보기술의 시대 속에서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미래의 기술과 사회의 핵심을 파악하여, 미래사회의 중심이
되기를 기원하는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8년 9월
대

회

장

조 직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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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부회장(한국정보과학회)
황순욱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수인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기룡 교수(부경대)
이식 센터장(KISTI)
이현우 본부장(ETRI)

기조강연, 1층 전시장 / 세션, 3층 325호
13:30~14:30

등 록(3층 로비)

14:30~15:30 [기조강연 1]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답이다!
정하웅 교수(KAIST)

1층 전시장
사회 : 김동규 대회장

15:30~16:30 [기조강연 2] 4차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최재붕 교수(성균관대)
16:30~16:40

1층 전시장
사회 : 김동규 대회장

휴식

트랙

Track A
인공지능

Track B
블록체인 & FinTech

Track C
Connected SW Platform

세션 1

AI 플랫폼
325A호(3층)

블록체인 기술
325B호(3층)

스마트시티
325C호(3층)

좌장

강석형 교수(POSTECH)

문기영 센터장(ETRI)

강순주 교수(경북대)

16:40~18:40

-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의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모델 및 응용
이해
최재식 교수(UNIST)
양대헌 교수(인하대)

- 대구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및 계획
백왕흠 과장(대구광역시청)

- 모바일 인공신경망을 위한 - 스마트 컨트랙트와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보안 이슈
이영주 교수(POSTECH)
이종협 교수(가천대)

- 오픈소스 지능형 IoT SW
프레임워크 기술
박동환 책임연구원(ETRI)

- Deep Learning Hardware - 블록체인 보안
Accelerators
이종혁 교수(상명대)
궁재하 교수(DGIST)

- IoT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 개발 방향
김재호 수석연구원(KETI)

- 가상화 시스템과 하드웨어 - 블록체인 디자인을 위한
가상화 기술
코어 기술 분석
김대훈 교수(DGIST)
김재윤 박사과정(서울대)

- 스마트시티를 위한
교통정보 인식 및 서비스
임길택 실장(ETRI)

※ 세션 종료 후 뱅킷 예정, 인터불고엑스코호텔 지하1층 아이리스홀
[Banquet Speech] “미래의 데이터베이스 트렌드, Autonomous DB”, 장성우 전무(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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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및 내용

행사 일정 및 내용
9월 15일(토)

9월 15일(토)
기조강연, 3층 324호 / 세션, 3층 321~323호
08:30~09:00
Track A
인공지능
AI 영상처리
321호(3층)

Track C
Connected SW Platform
스마트의료
323호(3층)

이영주 교수(POSTECH)

성원경 책임연구원(KISTI)

김일곤 교수(경북대)

-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식 센터장(KISTI)
- Private GPU Cloud SCALE(SKT Cloud for AI
Learning)
정무경 팀장(SKT)
- Data-Centric Open Science
Cloud
김종원 교수(GIST)
- Big Compute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
문수영 이사(Microsoft)
휴식

-스마트 헬스케어와 교육
시스템
조재형 교수(서울성모병원)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헬스
케어 산업전망
김영학 교수(서울아산병원)
- Information Technology to
fighting Neurological
Diseases
이호원 교수(칠곡경북대병원)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전망
및 활성화 방안
황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트랙
세션 2
좌장

세션 4

등 록(3층 로비)
Track B
블록체인 & FinTech
HPC 클라우드
322호(3층)

- 영상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전역 평균 풀링
방법
장길진 교수(경북대)
- 의미론적 영상 정합을 위한
심층신경망 학습
09:00~11:00 조민수 교수(POSTECH)
-Visual Recognition Going
Beyond Datasets
최종현 교수(GIST)
- 재난/공공안전을 위한 AI 기반
무인기 획득 영상처리 기술
이용태 그룹장(ETRI)
11:00~11:10

11:10~12:00 [기조강연 3] 연구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연구방법 혁신으로
조금원 부원장(KISTI)
12:00~13:00
중식(5층 컨벤션홀 B)
13:00~13:50 [기조강연 4] 지능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전과 한계
권인소 교수(KAIST)
13:50~14:00
휴식
빅데이터 응용
블록체인 응용
세션 3
321호(3층)
322호(3층)
좌장
송하주 교수(부경대)
홍준영 의장(한국핀테크연합회)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암호화폐의 역사와 교훈
심규석 교수(서울대)
김형중 교수(고려대)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뢰할 수
통한 개인화 서비스
있는 미디어 생태계
유재수 교수(충북대)
곽창욱 선임연구원(ETRI)
-빅데이터와 그 활용방법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플랫폼
그리고 활용사례
14:00~16:00 한욱신 교수(POSTECH)
김상환 상무(딜로이트 컨설팅)
-대규모 딥러닝을 위한
모델 압축 기술
-NFT기반의 블록체인
강유 교수(서울대)
서비스 구축
김슬기 CTO(Kodebox)

16: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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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호(3층)
사회 : 이현우 조직위원장

324호(3층)
사회 : 권기룡 조직위원장

좌장

Beyond AI
321호(3층)

FinTech
322호(3층)

김동규 교수(한양대)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 로봇, 영상 응용
권인소 교수(KAIST)
- 빅데이터 딥러닝
심규석 교수(서울대)
- 복잡계 과학(CCS)
정하웅 교수(KAIST)

16:10~18:10 - 자율주행 자동차
김병철 교수(한양대)
- 의료정보처리
민현석 팀장(토모큐브)

권기룡 교수(부경대)
-핀테크현황과 신기술과의
융합
정유신 센터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beyond

Blockchain
beyond Capital!
4세대블록체인 Ko-Fun
(한류Coin&DEX)
홍준영 의장
(한국핀테크연합회)
-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및
상용화 사례
정경찬 과장(금융결제원)

자율주행
323호(3층)
권성근 교수(경일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이에 대한 대구지역 대응
현황
오세일 본부장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Connected Automated
Driving Ecosystem
이재천 교수(계명대)
- Architectures

fo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유승훈 수석연구원
(이인텔리전스)

-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창조적 - 국내외

라이다 기술동향과
분해
응용분야
김홍일 상임이사
최진호 CTO(휴먼플러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중식(12:00~13:00): 컨벤션홀 B(5층)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디지털헬스
323호(3층)
김일곤 교수(경북대)
-디지털 헬스시대의 한의약품
김영우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SleepCare Kit for
Active Assisted Living
정설영 교수(경북대)
-Cancer prediction
methodology through
feature selection using
miRNA data
황형주 교수(POSTECH)
-Healthcare Interoperability
& FHIR
이병기 수석연구원
(삼성서울병원)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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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기조강연 1 9.14(금) 14:30~15:30, 1층 전시장

기조강연 3 9.15(토) 11:10~12:00, 324호(3층)

사회: 김동규 대회장(한양대)
주
제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답이다!
강 연 자 정하웅 교수(KAIST)

	 강연요약 빅데이터(Big-Data), 단어는 많이 들어
보았는데 과연 빅데이터의 본질은 무엇일까? Volume,
Velocity, Variety의 3V로 정의되는 빅데이터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과학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 성공적 응용사례로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한 선거의 예측, N-gram 프로젝트를
통한 과거의 검색엔진 개발, 알파고의 AI 알고리즘,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예측, 인문학 및 예술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공의
이면에 숨겨있던 빅데이터의 한계점과 어두운 그림자까지
빅데이터의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살짝 엿보고자 합니다.

기조강연 2 9.14(금) 15:30~16:30, 1층 전시장

사회: 이현우 조직위원장(ETRI)
주

제

강 연 자

	 강연요약

기조강연 4 9.15(토) 13:00~13:50, 324호(3층)

주

인류의 진화와 스마트신인류, Phono Sapiens의 탄생
포노사피엔스가 이끄는 시장의 혁명
자본의 선택과 미디어산업 변화로 읽어보는 혁명시대
생존 전략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큐레이션 서비스
시대
5. 제조업의 혁신 - 지능형제품과 지능형제조의 시대

	 강연요약

	
1.
2.
3.

제

강연요약

6. 비즈니스

모델 혁신 - 킬러콘텐츠와 다양해진 소통
플랫폼
7. 4차 산업혁명시대, 사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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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기룡 조직위원장(부경대)


4차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최재붕 교수(성균관대)

주

조금원

부원장(KISTI)
이론과 실험, 계산과학 등의 연구방법 발전은

시간단축과 비용절감을 넘어 새로운 과학발견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왔다. 슈퍼컴퓨터와 계산과학의 발전은
핵개발에도 기여를 하였으며, 노벨상을 받는 연구자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자연현상을 제대로 구현하는
지배방정식은 존재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월등히 빠른
슈퍼컴퓨터는 만들 수 있는지? 연구자가 원하는 시간내에
정확도를 담보하는 수치알고리즘은 존재하는지? 기존의
연구방법의 한계로 기초과학과 공학분야에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4세대 연구방법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컴퓨팅(계산과학)과 데이터의 결합, 지배방정식을 어려운
편미분 수치방정식에서 데이터로 표현하는 연구들이
진행된다.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다. 본 발표에서 새로운 연구방법,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 김동규 대회장(한양대)

강 연 자

연구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연구방법
혁신으로

제

강 연 자

지능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
도전과 한계
권인소

교수(KAIST)
2016년 이세돌vs알파고 사이에 이루어 진

세기의 바둑 대결은 수 많은 대중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회자되며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학계에서는 이미 2010년대 초부터
딥러닝에 대한 연구와 그 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딥러닝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용의 예로 자율자동차와 지능형로봇에 대한
최근 학계와 산업계의 기술수준과 발전방향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KAIST-RCV 실험실에서 개발된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딥러닝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과 그
한계도 함께 소개한다. 이 같은 강연내용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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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A 인공지능


가상화
시스템과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김대훈 교수(DGIST)
	 강연요약 모바일 시스템 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가상화 기술에 대해 소개 하고,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 하는 기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 가상화 기술을 소개하고, 그
이외에도 공유 캐쉬 메모리, 전력 관리 기법 가상화 등에
대한 기술을 다룬다.
주

AI 플랫폼

세션 1

9.14(금) 16:40~18:40, 325A호(3층) 좌장 : 강석형 교수(POSTECH)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의 모델 및 응용
최재식 교수(UNIST)
	 강연요약 딥러닝과 같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의 내부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의 수가 매우 많아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블랙박스’에 비견되기도 한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국방, 금융, 의료와 같이 중요한(mission critical)
작업에 쓰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강연에서는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 모델 및 그
응용을 소개한다.
주

제

강 연 자

주

제


모바일
인공신경망을 위한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강 연 자 이영주 교수(POSTECH)
	 강연요약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의 저장용량
및 에너지 소비의 제약으로 고성능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는 메모리
시스템의 복잡도 및 전력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의 최적화 방법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모바일화를 위한 도전 과제들을 소개한다.


Deep
Learning Hardware Accelerators
강 연 자 궁재하 교수(DGIST)
	 강연요약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해당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고성능/저전력으로 연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등과 같은 대형 IT회사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만큼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가속하드웨어의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연구 방향들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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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강 연 자

세션 2

AI 영상처리

9.15(토) 09:00~11:00, 321호(3층)
주

제

좌장 : 이영주 교수(POSTECH)

영상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전역 평균 풀링 방법

강 연 자 장길진

교수(경북대)
	 강연요약 본 발 표 에 서 는 합 성 곱 신 경 망 ( C N 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영상 분류(object
classification)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최대풀링(max
pooling)을 개량하여 서로 다른 단계의 출력값의 평균을
사용하는 전역 평균 풀링 방법을 발표한다. 전역 풀링의
도움으로 단계별로 손실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객체 분류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다양한 DB에 대하여 성능의 변화를 소개한다.
*English Title: Global Average Pooling Technique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Image Classification
주

제

의미론적

영상 정합을 위한 심층신경망
학습

강 연 자 조민수

교수(POSTECH)
	 강연요약 본 강 의 에 서 는 영 상 정 합 문 제 를 위 한
심층신경망 기반 연구를 개관하고,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의미론적 영상 정합 문제와 그 학습 방법론들을 소개한다.

iTIP 2018 | 9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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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Recognition Going Beyond
Datasets

빅데이터와 그 활용방법
한욱신

교수(POSTECH)
	 강연요약 빅데이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특성을 기반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왜
빅데이타를 잘 구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즉, 인공 지능 기술이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
빅데이타의 도움이 큼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자 한다.
주

강 연 자 최종현 교수(GIST)
	 강연요약 The supervision in curating datasets is
sometimes not enough even for the target task and the
supervision is expensive and bias prone. I will discuss
a few ideas to build recognition models with information
going beyond the given datasets.

대규모

딥러닝을 위한 모델 압축 기술
강유

교수(서울대)
	 강연요약 딥러닝은 가장 널리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은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델 학습, 저장 및 실행에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딥러닝을 컴퓨터와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대규모 딥러닝을 위한 효율적인 딥러닝 모델
압축 기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딥러닝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주

제


재난/공공안전을
위한 AI 기반 무인기
획득 영상처리 기술

빅데이터 응용

9.15(토) 14:00~16:00, 321호(3층)

좌장 : 송하주 교수(부경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심규석

교수(서울대)
	 강연요약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노출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단순한 방법은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식별자를 제거하고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공개된 데이터와
조인을 해서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 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가진 민감한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 한다.
주

제

제

강 연 자

강 연 자 이용태 그룹장(ETRI)
	 강연요약 무인기 탑제 센서정보를 Deep learning 등의
AI 기술을 활용 분석, 예측하여 산불, 국지홍수, 산사태 등의
국지적 재난을 관리하는 기술 개발 소개

세션 3

제

강 연 자

Beyond AI

세션 4

강 연 자

주

제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

강 연 자 유재수

교수(충북대)
	 강연요약 개인과 집단의 상호 작용 및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표현 매체 또는 소통 매개체로 소셜 미디어가
확대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 및
수익 모델이 제시됨에 따라 소셜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개념과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술과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 제공 가능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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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토) 16:10~18:10, 321호(3층)

좌장 : 김동규 교수(한양대)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로봇, 영상 응용

빅데이터 딥러닝

권인소 교수
(KAIST)

심규석 교수
(서울대)

자율주행 자동차
김병철 교수
(한양대)

복잡계 과학(CCS)
정하웅 교수
(KAIST)

의료정보처리
민현석 팀장
(토모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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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B 블록체인 & FinTech
9.14(금) 16:40~18:40, 325B호(3층)

좌장 : 문기영 센터장(ETRI)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이해
양대헌 교수(인하대)
	 강연요약 Public blockchain과 private blockchain을
이 루는 기 술 이 무 엇인 지 살 펴 보고 , 최 근의 암호 화 폐
시스템들의 의미를 찾아본다.
주

제

강 연 자


스마트
컨트랙트와 보안 이슈
이종협 교수(가천대)
	 강연요약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만의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버그와 취약점들은 블록체인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하는 보안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주

제

강 연 자


블록체인
보안
이종혁 교수(상명대)
	 강연요약 데 이 터 무 결 성 과 비 가 역 성 을 블 록 체 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넘어 다양한 응용에 적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살펴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의 동작을
네트워크 통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키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서 가능한 공격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주

제

강 연 자

주

제

강 연 자

HPC 클라우드

9.15(토) 09:00~11:00, 322호(3층)

블록체인 기술

세션 1

세션 2


블록체인
디자인을 위한 코어 기술 분석
김재윤 박사과정(서울대)

주

제

좌장 : 성원경 책임연구원(KISTI)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강 연 자 이식

센터장(KISTI)
	 강연요약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가 사용자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인텔 KNL에 기반한 5호기 시스템은 이론성능
25.7 PFlops의 주력 시스템과 인텔 스카이레이크가 탑재된
보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기준 세계에서
11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이다. 전통적인 슈퍼컴퓨터 사용
분야인 과학 및 공학연구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

제

Private

GPU Cloud - SCALE
(SKT Cloud for AI Learning)

강 연 자 정무경

팀장(SK텔레콤)
	 강연요약 최근의 복잡한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GPU가 필수이며,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GPU server
cluster를 활용하고 있다. 고가의 GPU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loud 환경이 필요하며, 본 발표에서는
SKT AI 개발 인프라의 GPU Cloud 시스템인 SCALE을
소개한다. 외에 AI를 위한 Big Data 시스템과 고품질 AI
서비스를 위한 AI 연산 가속기를 소개한다.

Data-Centric Open Science Cloud
김종원

교수(GIST)
	 강연요약 HPC / HPDA 를 망라하는 데이터 집약형
오픈 사이언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 환경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정의
기반 융합형(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킹) 인프라/플랫폼을
구성하는 데이터-중심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논의함.
주

제

강 연 자

* KCC2018

라인X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강연요약 최신 블록체인 기술 및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2 | iTIP 2018

iTIP 2018 | 13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Big
Compute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
문수영 이사(Microsoft)
	 강연요약 동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한 Big Compute
연구 환경과 비즈니스 상황에 유연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 지, 그리고 현실적인
활용 방안에는 어떤 모델 들이 있는 지 살펴본다. 특히
Bursting의 개념과 적용 사례들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 및
산업 환경에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 지 고찰해본다.
주

제

강 연 자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세션 4

FinTech

9.15(토) 16:10~18:10, 322호(3층)

핀테크현황과

신기술과의 융합
정유신

센터장(한국핀테크지원센터)
	 강연요약 핀테크시장의 발전과 최근 신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과의 융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
주

제

강 연 자

블록체인 응용

세션 3

주

제

9.15(토) 14:00~16:00, 322호(3층) 좌장 : 홍준영 의장(한국핀테크연합회)

암호화폐의
역사와 교훈
김형중 교수(고려대)
	 강연요약 암 호 화 폐 역 사 가 1 0 년 도 되 지 않 지 만
인류문명 역사 100년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
스스로 은행 기능도 지닌 암호화폐 자체도 혁신적이지만,
이익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ICO를 통해 모금할 수 있으며, 산업을 변혁시킬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암호화폐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통해 놀라운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
주

제

강 연 자

주

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

강 연 자 곽창욱 선임연구원(ETRI)
	 강연요약 본 발표에서는 최근 미디어 소비 트렌드
변화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서비스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적용 방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주

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플랫폼 그리고
활용사례

강 연 자 김상환 상무(딜로이트 컨설팅)
	 강연요약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란 무엇이고,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소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플랫폼들의 내용과 비교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 유스케이스
주

제

강 연 자

NFT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
김슬기 CTO(Kodebox)

	 강연요약 블록체인에서 NFT(non-fungible token)를
사용하면 소유권 증명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CodeChain을 기반으로 NFT를 이용하여
바우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의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14 | iTIP 2018

좌장 : 권기룡 교수(부경대)


beyond
Blockchain beyond
Capital! 4세대블록체인 Ko-Fun
(한류Coin&DEX)

강 연 자 홍준영 의장(한국핀테크연합회)
	 강연요약 beyond Blockchain beyond Capital!
4세대 블록체인 Ko-Fun(한류Coin&DEX) “한류 + 가상세계
+ 블록체인“ 융합 연결 Dapp / Main Platform Project
Beyond Blockchain : 1~2세대 암호화폐의 본질은
채굴보상(마이닝)을 통한 “화폐의 민주화”의 실현. 3세대
암호화폐는 플랫폼상에서 채굴보상 API를 제거하여 마그네틱
카드수준의 처리속도를 개선시켰지만 “화폐의 민주화”
라는 암호화폐 출현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공급 개발자의
룰기반의 화폐발행 권력의 집중 중앙화(Centrailzd)라는
폐해로 복귀시킴. 한류 Coin&DEX(탈중앙화거래소) Ko-Fun은
1~2세대의 마이닝 API를 제거하였으나, 화폐의 발행권을
창작·저작제에게 AI 집단지성(축제)방식의 보상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화폐의 민주화”를 유지시킨 “4세대 블록체인”
Beyond Capital : 블록체인의 본질은 디지털 원본 증명
전송이 어려운 무한 공유 인터넷 세상을 디지털 원본증명과
전송의 시대를 열게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화 독점소수
자본주의 세상을 창작 저작자의 세상의 신개념 자본주의
세상의 출현을 실현.
주

제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및 상용화 사례

강 연 자 정경찬

과장(금융결제원)
	 강연요약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금융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상용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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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강 연 자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창조적 분해
김홍일 상임이사(은행권청년창업재단)

	 강연요약
핀테크(Fintech)
		 (1) 개요
		 (2) 발생 배경
		 (3) 핀테크가 미치는 영향
		 (4) 신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1) 핀테크와 지적재산권
		 (2) 핀테크 특허 동향
		 (3) 지적재산권의 가치 변화

Track C Connected SW Platform
스마트시티

세션 1

9.14(금) 16:40~18:40, 325C호(3층)

좌장 : 강순주 교수(경북대)

제

강 연 자

주

제

오픈소스 지능형 IoT SW 프레임워크 기술

박동환 책임연구원(ETRI)
	 강연요약 본 강 연 에 서 는 현 재 연 구 개 발 중 이 며
오픈소스로 연내 공개 예정인 지능형 IoT 소프트웨어인
SLICE 프레임워크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소개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대규모 지능형 IoT 시스템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한다.
주
제 IoT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 개발 방향
강 연 자 김재호 수석연구원(KETI)
	 강연요약 머지않은 시대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점원이 없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될
것이다. 또한 알파고가 바둑천재를 이기는 기술적 특이점이
현실화된 지금 우리의 도시 시스템에도 이러한 기술적
특이점이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도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미래의
도시의 새로운 형태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그릇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중심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대한 개발 방향을 살펴보고, 실제로 연구 및 적용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도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개발하기위하여 고려되어야할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강 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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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제

스마트의료

9.15(토) 09:00~11:00, 323호(3층)

좌장 : 김일곤 교수(경북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교육시스템
조재형 교수(서울성모병원)
	 강연요약 질환이 다양화되고 만성화되고 있으며 또 이를
치료하는 약제, 시술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환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환자 케어의 장소인 진료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하나로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존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환자를 좀더 잘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목적하에 새로인 개발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소개하고자한다.
주


대구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및 계획
백왕흠 과장(대구광역시청)
	 강연요약 대 구 시 의 스 마 트 시 티 사 업 의 추 진 배 경 ,
추진전략, 추진성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설명
주


스마트시티를
위한 교통정보 인식 및 서비스
임길택 실장(ETRI)
	 강연요약 스마트시티에서 교통 분야는 에너지, 안전과
함께 전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와 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혼잡, 주차문제와 같은 도시 교통문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도시 교통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교통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등의 기술 소개와, 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제어 서비스 등 교통 서비스를 소개한다.
주

강 연 자

제

강 연 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망
김영학 교수(서울아산병원)
	 강연요약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되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혁신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융합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혁신들은
병원, 제약, 의료기기에 국한되어 있던 전통적인 의료산업을
웰니스, 항노화 산업 등과 같은 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증진 및 질병 관리의 시대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융합과 이로
인한 보건의료의 전망·기대 및 우려,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

제

강 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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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Information
Technology to fighting
Neurological Diseases

강 연 자 이호원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강연요약 최 근 에 I n f o r m a t i o n T e c h n o l o g y 을
사용하여 치매,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 질환과 연관된
징후 및 장애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을 사용한
정량적 평가는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유효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 할 수 있고
임상시험에서 결과매개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자의 연구에 따르면 동결보행을
경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규칙적인 시각 또는 청각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동결보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치매,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 질환에서 Information
Technology의 사용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주

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전망 및 활성화
방안

강 연 자 황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강연요약 전세계가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헬스케어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의 접점으로 앞으로도 그 발전의 속도와 영향은
상상을 넘어서는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적인 IT
기업부터 비교적 최근의 플랫폼 사업자까지, 또한 미국과
같은 선도적 나라에서 캐나다, 호주, 유럽을 거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유전체 의학을 중심으로 한 정밀의료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현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중심
축으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모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강연에서는 기술에 있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공중을 위한 더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산업으로 정착시킬지에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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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디지털헬스

9.15(토) 14:00~16:00, 323호(3층)

좌장 : 김일곤 교수(경북대)


디지털
헬스시대의 한의약품
김영우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강연요약 한의약품의 국제 표준 및 이를 활용한 헬스 케어
주

제

강 연 자

주

제

SleepCare Kit for Active Assisted
Living

강 연 자 정설영 교수(경북대)
	 강연요약 최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은 병원 중심에서
일상생활 중심의 예방관리로 진화되고 있음. 복합생체신호
처리 기술이 웨어러블 단말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들과
융합되어 실용화될 때에 일상생활을 하는 건강군 또는
반건강군에서 조기에 질병증후군을 발견이 가능함. 본
강연에서는 일상생활 중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IoT 기반 헬스케어 단말을 기반으로 생체신호
분석/활용/관리 등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 가능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을 제안함.
주

제

Cancer prediction methodology
through feature selection using
miRNA data

강 연 자 황형주 교수(POSTECH)
	 강연요약 A large amount of data is being collected
recently. Such medical dataset shows a promising ability
to leverage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our main goal is to detect anomalies of patients.
Such unsupervised analytics finds how much a subject is
deviated from normal conditions. The difficulty of applying
the anomaly detection on healthcare dataset lies on its
sparsity and overdetermined structure. Medical records
usually have the higher number of features than the number
of patients due to the security issues among medic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data shows non-zero values on
particular indices since a disease usually involves specific
symptoms rather than shows entire malfunctioning on patient
body. Therefore, a scalable anomaly detection methodology,
which is robust to sparsity and overdetermined structure
needs to be developed. We investigate many possibilities
from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o properly
estimate the density of anomaly and find how the medical
anomaly detection algorithm can be efficient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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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Interoperability & FHIR
이병기 수석연구원(삼성서울병원)
	 강연요약 의료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복잡한 업무처리 프로세스로 특징되며,
의료정보화에 있어 상호운영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용어, 메시지, 문서 등, 의료정보 분야의 주요
표준들과 맥락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HL7 FHIR 표준과 그 활용에 대해서 다룬다.
주

제

주

제

강 연 자

자율주행

세션 4

9.15(토) 16:10~18:10, 323호(3층)
주

제

좌장 : 권성근 교수(경일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이에 대한
대구지역 대응 현황

강 연 자 오세일 본부장(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강연요약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이
기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ICT 업계까지 영역을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IT
상용화 제품과는 다르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안정성
담보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본
강연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현재와 미래 상용화로
가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대구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소개 드리고자 한다.
주

제

Architectures fo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유승훈 수석연구원(이인텔리전스)
	 강연요약 Autonomous Driving 이 자동차의 미래로
여겨지는 시점에 복잡하고 다양한 세부기능으로 엮어지는
자율 주행 Software 에서 기본 요건으로 요구되는 FailOperation을 수행하기 위한 Software Architecture 에 대한
Conception 을 제시하고, 기존의 Redundancy 개념의
Software 기능안전 개념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강 연 자


국내외
라이다 기술동향과 응용분야
최진호 CTO(휴먼플러스)
	 강연요약 ‘ 라 이 다 ’ 란 지 면 의 형 상 과 전 방 물 체 의
거리 및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한 레이저 스캐닝 기술로서
레이저 빔을 전방에 일정각도로 방사하고, 반사되는 레이저
빔의 비행시간을 분석하여 거리, 방향, 속도, 온도 등을
감지하여 3차원 영상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라이다 생산기업들인 벨로다인, 이베오,
카네비컴등이 라이다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아이템을
구상하며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국내
산업환경에 라이다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

제

강 연 자


Connected
Automated Driving
Ecosystem

강 연 자 이재천 교수(계명대)
	 강연요약 This lecture presents technological main
issues of connected and self-driving automobiles,
such as competence in sensor life and price, huge
computational power consumption, safety goals beyond
practicability, cyber attacks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etc. first. Then the ecosystem of new industrial
sectors that will emerge as a result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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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2018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9월 14일(금), 1층 전시장
14:30~15:30, Keynote I
연사 정하웅 교수(KAIST)
주제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답이다!

15:30~16:30, Keynote II
연사 최재붕 교수(성균관대)
주제 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9월 15일(토), 3층 324호
11:10~12:00, Keynote III
연사 조금원 부원장(KISTI)
주제 연구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연구방법 혁신으로

13:00~13:50, Keynote IV

Korea Software Congress 2018(KSC2018)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는 회원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술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의 컴퓨터, 정보과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입니다.
KSC는 12월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논문발표, 초청강연, 튜토리얼,
패널,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매회 1,500여명이 참
가하고 있습니다.
▣ 일자 : 2018년 12월 19일(수)~21(금)
▣ 장소 : 평창 휘닉스파크
▣ 주요 일정 :
- 논문
 접수마감(일반논문/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 : 10월 22일(월)
- 튜토리얼 제안접수마감 : 11월 2일(금)
- 워크샵 제안접수마감 : 11월 2일(금)
- 후원 및 협찬 모집 : 12월 3일(월)
- 1차사전등록 마감 : 12월 5일(수)

연사 권인소 교수(KAIST)
주제 지능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전과 한계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세션 4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
Software Convergence Symposium 2019(SWCS2019)

Beyond AI

9.15(토) 16:10~18:10, 321호(3층)

좌장 : 김동규 교수(한양대)

발표자(소속)

주제

권인소 교수(KAIST)

로봇, 영상 응용

심규석 교수(서울대)

빅데이터 딥러닝

정하웅 교수(KAIST)

복잡계 과학(CCS)

김병철 교수(한양대)

자율주행 자동차

민현석 팀장(토모큐브)

의료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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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SWCS)은 2011년부터 최근 사회전반
에 걸쳐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과 관련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주요 응용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현황과 미래
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일자 : 2019년 1월 17일(목)~18일(금)
▣ 장소 : 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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