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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은행: 우리은행
• 입금계좌: 744-06377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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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wsna@uclab.re.kr
※  문의는 가급적 e-mail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등록 마감 : 11월 15일(화) 까지 운영위원회
•대회장: 김영한(숭실대)
•운영위원장: 장영민(국민대)
•등록: 조성래(중앙대)
•현장: 김기천(건국대)
•재무: 김영용(연세대)
•출판: 최용훈(광운대)
•홍보: 이상환교수(국민대), 원유제(KISA), 강선무(NIA),
 이승윤(ETRI), 손영수(NIPA)

프로그램위원회
•프로그램위원장: 이혁준(광운대)/정송(KAIST)
•프로그램위원: 김종원(광주과기원), 송황준(포항공대),
  안상현 (서울시립대), 박준상(홍익대),
  정성호(한국외대), 이승형(광운대), 최선웅(국민대),
  김지혜(국민대), 김승욱(서강대), 정교민(KAIST),
  이융(KAIST)

단기강좌 운영위원등록안내

Network Resource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행사장 및 교통편 안내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추계단기강좌

Network Resource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twork Resource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건대 역 2번 출구
•7호선 건대 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 3번 출구

■버스	이용	시
•건대 역: 240, 721, 2222, 2223, 2224
•건국대학교 앞: 240, 721, 2222, 3220, 4212, 320, 3216 
•건국대학교 병원: 2223, 2224, 322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가을을 맞이하여 정보통신소사이어티에서는 새롭게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네
트워크 자원 최적화 이론 및 응용 강좌라는 내용으로 추계 단
기강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이번 단기강좌에서는 최적화이론, 기계학습이론, 게임
이론 및 확률이론 분야의 국내 최고 강사진을 모시고 이들 이
론의 기본 개념과 네트워크 문제에의 응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강좌를 이틀 에 걸쳐 마련하였습니다.  본 강좌는 대부분을 
영어로 강의하고 토론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날 오전의 "게임이론의 개요" 강좌에서는 개인들 이 자
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다수로 모여있을 경우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경제
학적, 수학적인 툴인 게임이론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요 및 그 예를 살펴봄으로써 게임이론의 
활용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째 날 오후의 "기계학습이론/그
래프 이론 및 응용" 강좌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학습, 유추, 대
응이 필요한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그와 관련한 수학적 이론을 
연구하는 융합 학문분야로서 전자, 정보통신, 전산, 통계, 바이
오, 네트워크,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계학습
이론의 기초가 되는 베이지안 확률이론과 그래피컬 모델을 설
명하고 이들 방법들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에서 어떻게 응
용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둘째 날 오전엔 "Genetic 알고리즘의 개요" 강좌와 "Ramdom 
Graph 이론"을 설명하고 이의 SNS 분석에의 응용을 살펴봅
니다. 둘째날 오후의 "Flocking Algorithm의 응용" 강좌를 통
해 Bio Inspired Networking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게임이
론의 응용 강좌에서는 Cognitive Radio 및 Radio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적용 사례에 대해 공부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 분들과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
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단기강좌 행사가 활발한 토
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행 
사를 준비한 운영위원 및 프로그램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국내 학생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 학생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십시요. 

2011년 11월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 김영한

추계단기강좌 운영위원장 장영민
추계단기강좌 프로그램위원장 이혁준/정송

초청의 말씀

Network Resource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twork Resource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Network Resource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시간 내용 좌장/발표자

11/17(목) 첫째 날 오전  

10:00-12:00  Game Theory overview (영어	발표) 모정훈 교수(연세대)

Game theory is a is an interesting  mathematical method for analyzing calculated circumstances, such as in games, where a person’s success is based upon 
the choices of others. Traditionally, it is mostly used in economics,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s. However, recent Trend is that more and more engineering 
discipline adopts it for studying algorithms. In this lecture, we provides overview of game theory and important concepts such as Nash Equilibrium.

12:00-13:30 Lunch

13:30-15:30 Machine Learning and Graph Theory (영어	발표) 유창동 교수(KAIST)

A short introduction and history of machine learning will be presented, and among the many topics considered in machine learning, this talk will focus on 
probablistic graphical model. Directed, undirected and factor graph will be introduced in conjuction with the notion of conditional independence. Message 
passing will also be considered.

15:40-17:40 Machine Learning Methods and Applications (영어	발표) 오성회 교수(서울대)

We will survey a number of machine learning methods and discuss applications in which these methods are applied to solve nontrivial problems.

11/18(금) 둘째 날 오전

09:00-10:30 Overview of Genetics Algorithm (영어	발표) 이상환 교수(국민대)

Genetic algorithms can be use for many optimization problems. In this talk, I will present the basic idea of genetic algorithms and some applications. 
Basically, Genetic algorithms can be implemented with very simple operators such as crossover and mutation, which resembles the evolution of organisms. 
Furthermore, I will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Genetic algorithm compared to other optimization algorithms so that users can choose an appropriate 
optimization algorithm for their problems.

10:30-12:30 Applications of Random Graph Theory to Social Network Analysis (영어	발표) 정교민 교수(KAIST)

Social network generation models and information spreading models play fundamental role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dynamics of 
social networks. Most of the models are based on certain random processes on the network graph to generate link structures,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patterns. In the first part of this lecture, we will study fundamental graph theoretic concepts and randomized network generation models. In the second part 
of the lecture, we will study applications of spectral graph theory to the community detection of social networks.

11/18(금) 둘째날 오후

14:00-15:00 Flocking Algorithm and Its Application to Wireless Network 이정륜 교수(중앙대)

Many researchers have taken an interest in mathematical modeling of natural phenomena in order to apply simple and distributed behavior of natural 
objects to various engineering fields. Recently Felipe Cucker and Steve Smale announced Cucker-Smale flocking model that analyzed velocity and position 
control mechanisms of group of life in ecosystem, for example, huge numbers of birds or fishes.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some bio-inspired algorithms, 
mainly focusing on flocking algorithm and the some applications of flocking algorithm to various wireless networks.

15:00-16:00 Game-theoretic Approach for Modeling of CR-based Wi-Fi Market Dynamics 김효일 교수(UNIST)

Application of game theory to wireless networks has been one of the growing interest in the research community. This lecture introduces a case study of 
applying game theory to cognitive radio networks to analyze the market dynamics of super Wi-Fi.

16:00-17:00 Two Examples of the Game-theoretic Approach for Radio Resource Management 김성륜 교수(연세대)

In this lecture, I will introduce two examples from our recent results, where the the game-theoretic approach plays key roles. The first example is from our 
robotic network experiments, where groups of autonomous robots try to maximize their utility, while making communications each other. I will show how 
the Nash equilibrium is set up and how it is achieved via distributed algorithms. The second example is about the pricing competition in wireless services 
among the operators. High price will increase the revenue but it is on the cost of loosing customers. We will show how the so called "price war" arise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ice war will be ended (i.e., convergence).

단기강좌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