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일 반 250,000원 280,000원

학 생 120,000원 150,000원

입금안내

• 입금은행: 우리은행

• 입금계좌: 1005-100-944052

• 예금주: (사)한국정보과학회

※  온라인등록 웹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iise.or.kr/evt/sigin/pay/payform.asp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현금 및 카드 결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결재가 안되는 일부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카드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온라인등록 웹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식이 제공되며, 주차할인권(5,000원/1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 담 당: 이정륜 교수님 연구실 서동윤

• e-mail: dong-yoon@wm.cau.ac.kr

• 연락처: 02-813-0409

※  문의는 가급적 e-mail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등록 마감 : 10월 26일(금)까지 

운영위원회

•대회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 이승형 교수(광운대)

•프로그램: 정윤원 교수(숭실대), 모정훈 교수(연세대)

•현장: 이성원 교수(경희대)

•출판: 박준상 교수(홍익대)

•등록: 이정륜 교수(중앙대)

•재무: 최용훈 교수(광운대)

•홍보: 김기형 교수(아주대), 김영용 교수(연세대),

 송병훈 박사(KETI), 주성순 박사(ETRI)

단기강좌 운영위원

등록안내

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추계단기강좌

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 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

|일 시| 2012년 11월 1일(목) - 2일(금)

|장 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B2 국제회의장

|주 관|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후 원|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OSIA)
 한국통신학회 통신네트워크연구회

■행사장(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행사장 및 교통편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이용시
•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버스 이용시
•건국대병원앞: 2217, 2222, 3216 (군자역방향), 3217, 4212

세종대학교

화양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

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스타시티
동문회관

일감문상허문
건국대학교 병원

건국대학교

건국문

●어린이회관

●어린이대공원 정문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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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계
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가을을 맞이하
여 정보통신소사이어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관련 주제
에 대한 기본 개념과 최신 연구개발 현황의 소개를 통
해 여러분들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라는 주제의 단기강좌를 개
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기강좌에서는 이틀에 걸쳐 통신네트워크 관련 
주제에 대해 선정된 다섯 편의 최신 Tutorial/Survey 논
문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개념의 소개부터 최신 연구개
발 동향까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다섯 분을 강사로 모셨
으며 강의 수준은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수준에 맞추
어 알기 쉽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단기강좌의 첫째 날에는 배터리기반 무선 센서 네
트워크에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Energy 
Harvesting,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에서 그린 통신 네트
워크를 위한 Energy Efficient Communications, 이기종 
무선네트워크에서 Mobility Management and Handover
의 세 주제를 각각 두 시간씩 강의합니다. 둘째 날에
는 최근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이론인 Game Theory, 무선 네트워크에
서 대표적인 MAC 기법인 CSMA에서 backoff time 및 
holding time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성능을 달
성하고자 하는 Optimal CSMA의 두 주제를 각각 세 시
간씩 강의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 분들과 이 분야
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단기강
좌 행사가 활발한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
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행사를 준비한 운영위원 및 프
로그램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1월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 안상현
추계단기강좌 운영위원장 이승형

초청의 말씀

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 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Lectures with Tutorial/Survey Papers

단기강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담당연사

11월 1일(목)

09:50-10:00 인사말 (안상현 교수/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

10:00-12:00 Energy Harvesting 노동건 교수(숭실대)

S. Sudevalayam and P. Kulkarni, "Energy harvesting sensor nodes: Survey and implication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vol. 13, no. 3, pp. 43-461, 2011.

본 강의에서는 기존의 배터리 기반 Wireless Sensor Network의 짧은 수명 및 높은 유지관리 비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에너지 수집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연구 동향과 이슈들을 살펴본다.

12:00-13:00 중식

13;00-15:00 Energy Efficient Communications 최낙중 박사(한국 Bell Lab)

R. Bolla, R. Bruschi, F. Davoli and F. Cucchietti, “Energy efficiency in the future Internet: A survey of existing approaches 
and trends in energy-aware fixed network infrastructure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vol. 13, no. 2, pp. 
223-244, 2011.

본 강좌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약조건(constraint)이 아닌 목표(objective)로 삼는 그린 통신 네트워크를 유선, 무선 분야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및 프로젝트 동향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15:00-15:15 휴식

15:15-17:15 Mobility Management and Handover 김홍석 교수(서강대)

M. Zekri, B. Jouaber and D. Zeghlache, "A review on mobility management and vertical handover solutions over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2012, Computer Communications, vol. 35, no. 17,  pp. 2055-2068, October 2012.

This lecture overviews the mobility management and vertical handover solutions which are applicable for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In addition, the concept of Self Organizing Network is introduced using handover and cell load balancing.

11월 2일(금)

10:00-13:00 Game Theory 모정훈 교수(연세대)

Dimitris E. Charilas et al., "A survey on game theory applications in wireless networks," Computer Networks, vol. 54, no. 
18, pp. 3421-3430, December 2010.

게임이론은 상호작용을 하는 다수의 참여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응용학문이다. 최근 공학에서도 게임이론이 활발히 적용되
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게임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에 관하여 발표한다.

13:00-14:00 중식

14;00-17:00 Optimal CSMA 이융 교수(KAIST)

S. Y. Yun, Y. Yi, J. Shin and D. Y. Eun, "Optimal CSMA: A Survey,"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2012.

최근 3-4년 동안 분산적 MAC 방법인 CSMA가 최적의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론적 원리 
및 그것의 실제 구현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