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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2회 소프트웨어컨버전스심포지움(SWCS 2012)에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심포지움은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

과 관련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주요 응용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조명해 보고자 합

니다. 이번에 준비한 심포지움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향을 주고 있는 6개 분야인 Big Data,

모바일 보안, 스마트 방송, 클라우드, 국방 소프트웨어, 창의 IT

융합 분야의 기반기술을 소프트웨어를 통한 컨버전스 관점에

서 다루고자 준비하 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사들을 초빙

하여 각 분야 별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플랫폼, 미들웨어, 서

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학회에서는 본 심포지움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컨버전

스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는 국내 최고의

행사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

디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소프트

웨어 기반의 컨버전스 기술에 대한 뜨거운 토론의 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심포지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조직위원 및 프

로그램위원 여러 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훌륭

한 발표를 준비하여 주신 연사들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이윤준(KAIST)
SWCS 2012 조직위원장 엄 익(성균관대), 황승구(ETRI)

SWCS 2012 프로그램위원장 최진 (고려대)

구분 학생회원 일반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200,000원 120,000원 220,000원

현장등록 120,000원 250,000원 150,000원 250,000원



1월 17     일(화)  
시 간 프로그램 장소

9:30~11:30 등 록 401호 앞 로비

10:00~12:00 [개회식&Keynotes] 사회 : 최진 교수(고려대)

10:00~10:15 [개회식] 개회사-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이윤준

10:20~11:10 Keynote 1 소프트웨어와 법정책, 정상조 교수(서울대)

11:10~12:00 Keynote 2 조선 IT융합 성공전략, 황시 부사장(현대중공업)

12:00~13:30
신년 하례식

참가자 중식

13:00~16:00 등 록 307호 앞 로비

Track 1 (장소 : 307호) 좌장/발표자 Track 2 (장소 : 308호) 좌장/발표자

1133::3300~~1177::1100 [[SSeessssiioonn 11]] BBiigg DDaattaa 박재득 PD(KEIT) [[SSeessssiioonn 22]] 모모바바일일 보보안안 조현숙 단장(ETRI)

13:30~14:10 비정형 빅 데이터의 의미적 분석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모바일 악성코드 급증에 따른 모바일 보안 생태계 구축방안 김기 실장(안철수연구소)

14:10~14:50 Oracle의 Big Data 전략 최윤석 전무(한국오라클) 모바일 NFC 보안기술 동향 및 이슈 김승주 교수(고려대)

14:50~15:30 빅 데이터 시대의 차세대 분석 최대우 교수(한국외대) Mobile Security, the keystone of today’s ICT life 안도성 부장(인포섹)

15:30~15:50 Coffee Break

15:50~16:30 빅데이터 기반 SW인텔리전스 기술 동향 민옥기 팀장(ETRI) 스마트 단말 보안 위협 및 보안 패러다임 변화 김정녀 팀장(ETRI)

16:30~17:10 금융 분야에서의 빅 데이타 현안과 방안 김성우 대표(아펙스 CNS) LTE 망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이옥연 교수(국민대)

1월 18     일(수)  
09:30~15:00 등 록 307호 앞 로비

Track 1 (장소 : 307호) 좌장/발표자 Track 2 (장소 : 308호) 좌장/발표자

1133::3300~~1177::1100 [[SSeessssiioonn 33]] 스스마마트트 방방송송 박현제 PD(KEIT) [[SSeessssiioonn 44]] 클클라라우우드드 나연묵 PD(KEIT)

10:00~10:40 Web of Object 기반 미래미디어 기술 최준균 교수(KAIST) 페타급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응용 서비스 개발 한재선 대표(넥스알)

10:40~11:20 스마트 미디어시대 방송통신 융합기술 동향 류 원 부장(ETRI) 단말 독립형 퍼스널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김경환매니저(SK텔레콤)

11:20~12:00 스마트방송 환경에서의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술 김경원 선임연구원(KETI) 클라우드 DaaS 시스템 김성운 팀장(ETRI)

12:00~13:30 중식(1층 WIZWIT)

1133::3300~~1166::1100 [[SSeessssiioonn 55]] 국국방방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 윤희병 교수(국방대) [[SSeessssiioonn 66]] 창창의의 IITT 융융합합 한만철 PD(KEIT)

13:30~14:10 디지털 환경하 미래병사체계 기술발전방향 최의중 책임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창의 IT융합 공모전/발명캠프 추진현황 한만철 PD(KEIT)

14:10~14:50
SW중심의 국방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김원태 팀장(ETRI)
인체활동 기반 그린 에너지 하베스팅 및

정명애 부장(ETRI)
CPS(Cyber-Physical Systems) 핵심기술 고효율전력전송시스템개발

14:50~15:30 M&S 기반 무기체계 개발 이동준 팀장(LIG넥스원) Digital Convergence in IT and Fashion 박창규 교수(건국대)

15:30~16:10 한국군 전술데이터 링크 발전방향 손 창 그룹장(삼성탈레스) 플렉시블 촉감 인터페이스와 이를 이용한 실감 미디어 박연규 센터장(표준과학연구원)

16:10~16:20 폐회 및 경품추첨

401호

307호A

1층 WIZWIT

*세미나실은 세션별 참가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eynote1] 10:20~11:10

발표제목 : 소프트웨어와 법정책
발 표 자 :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강연요약 : 소프트웨어의 컨버전스는 최적의 법정
책을 필요로 한다. 그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의 보급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에 따라서 보

안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의 성공을 보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콘텐츠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법정책과 계약체결이 시장에서의 성패
를 좌우하는 핵심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강연은 다양
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과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정책
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Keynote 2] 11:10~12:00

발표제목 : 조선 IT융합 성공 전략
발 표 자 : 황시 부사장(현대중공업)
강연요약 :
-조선산업 현황 소개
조선산업의 위상과 혁신
선주사 및 IMO 최근 이슈

-@조선IT융합 적용사례
Smart-Ship
Digital Shipyard
SmartWork 

-@조선산업의 미래 선도기술
블루오션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그린십 / Energy Saving 핵심기술 개발

Keynote [Session 1] Big Data 

[Session 1-1] 13:30~14:10

발표제목 : 비정형 빅 데이터의 의미적 분석
발 표 자 :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강연요약 :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폰 대중화 등,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과학기술
및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되는 빅 데이터 시
대가 도래하고 있다. 향후, 거의 모든 선도적 연구

와 기업 경 및 의사결정 체계에 빅 데이터 분석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초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과 민간 상용 사업이 급격히 증가, 큰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빅 데이터의 대부분은 정형보다는 매우 다
양한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상당수는 스
트림 형태로 실시간 유통, 공유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비정형 빅 데이터에 대한 의미적 분석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
발 및 구축 사례를 소개함으로, 향후 비정형 빅 데이터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ession 1-2] 14:10~14:50

발표제목 : Oracle의 Big Data 전략
발 표 자 : 최윤석 전무(한국오라클)
강연요약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타가 무
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즈
니스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오
라클에서 빅데이터 구현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 기

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
를 갖는다.

코엑스401호 코엑스307호



[Session 1-3] 14:50~15:30

발표제목 : 빅 데이터 시대의 차세대 분석
발 표 자 : 최대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강연요약 : 빅 데이터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분
석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데 있다.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빅 데이터의 엄청난 양,
그리고 다양함과 그 생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분석 패러다임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분석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가의 손을 거쳐 그 의미를 발굴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
거 방식이 아닌 데이터의 흐름 속에 내제되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현상을 파악한 후 @반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
로 과거 통계적인 분석방법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여
적용될 수 있는 IT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한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과연 빅 데이터 시대가 가져온 근본적 변화는 무엇이
며,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Session 2-1] 13:30~14:10

발표제목 : 모바일 악성코드 급증에 따른 모바일
보안 생태계 구축방안

발 표 자 : 김기 실장(안철수연구소)
강연요약 : 2011년 중순 이후로 모바일 악성코드
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모바일을 기
반으로한 산업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용자나 기업

이 모바일을 일생 생활과 업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급냉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보안 제품과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최근 악성 코드들을 보면 한두 솔루션이나 서비스로 그 피해를 막기
힘들고 새로운 공격기법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독립적인 한두 제품
이 아닌 전체적인 보안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기술적
인 것만이 아닌 입체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모바일 보안 환경을 계선할 입체적인 생태계구축 방안에 대해
서 논의하고자 한다.

[Session 2-2] 14:10~14:50

발표제목 : 모바일 NFC 보안기술 동향 및 이슈
발 표 자 : 김승주 교수(고려대학교)
강연요약 : 최근 스마트 기기는 결제, 할인쿠폰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진화되면서 통신
과 금융이 융합된 모바일 NFC 서비스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NFC 결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NFC 결제
서비스는 국내 외적으로 널리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기술력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강연에서는
NFC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안위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Session 1-4] 15:50~16:30

발표제목 : 빅데이터기반SW인텔리전스기술동향
발 표 자 : 민옥기 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 IT 현안으로 부상한 빅데이터와 관련하
여, 폭증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용량 한계 극복, 빅데이타 실시간 처리를 위한 성
능 한계 극복,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는 Analytics등 기술적 현안을 설명하고 공개SW를 중심으로 펼쳐지
는 기술개발 현황을 설명함

[Session 1-5] 16:30~17:10

발표제목 : 금융분야에서의빅데이타현안과방안
발 표 자 : 김성우 대표(아펙스 CNS)
강연요약 : 금융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현안과 클
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금융 분야 빅 데이터 플랫
폼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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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모바일 보안

[Session 2-3] 14:50~15:30

발표제목 : Mobile Security, the keystone of
today’s ICT life

발 표 자 : 안도성 부장(인포섹)
강연요약 : 스마트 기기의 보급 속도 및 활용 범위
의 확장은 괄목할 만하지만 이로 인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모바일 운 체

제가 갖는 각 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통된 보안 정책을 갖고 가기
곤란하다는 점의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업무 활용은 제
한적일 수 밖에 없다. 새롭게 모바일 보안 솔루션도 필요하며, 기존
의 보안 제품과 정책에서도 모바일을 고려한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
다.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서비스 활용에 선행
되어야 할 모바일 보안 기능을 알아보고 이의 구현 및 역별 적용
전략을 소개한다.

[Session 2-4] 15:50~16:30

발표제목 : 스마트단말보안위협및보안패러다
임변화

발 표 자 : 김정녀 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스마트
단말 시장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 단말에
대한 보안 우려가 고조되면서 개방형 플랫폼 환경

에 적합한 스마트 단말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 단말 플랫폼을 위주로 스마트 단말의 보안 위
협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또,
이러한 보안 위협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 보안의 기술적인
주요 이슈들과 함께 변화하는 보안 패러다임을 다루어 본다.

[Session 2-5] 16:30~17:10

발표제목 : LTE 망보안위협및대응기술
발 표 자 : 이옥연 교수(국민대학교)
강연요약 : 현재 국내외 이동통신환경은 3G에서
LTE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LTE망은 UMTS
기반의 국내 3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진화된 모
습이며 백만이상의 신규가입자에게 새로운 이동통

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유선인터넷 사용자보다 3G 및 LTE 이동통신 사용자의 무선인터넷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3G 이동통신망의 AN과 CN의
보안구조를 설명하고, SMS flooding attack, paging attack,
signaling attack, DCH starvation attack 등의 보안위협과, GTP
에 대한 보안취약성 등을 설명한다. 
또한 LTE 망인 E-UMTS에서의 새로운 보안 구조와 각 구성요소의
보안역할을 소개하고, LTE의 Security Layers, 보안 Key 체계, 네
트워크 개체에서의 키 분배 및 키 유도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LTE 망에서 UE에 대한 보안위협, e-NB와 last-mile
transport link의 보안위협, MM과 연관된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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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1] 10:00~10:40

발표제목 : Web of Object 기반미래미디어기술
발 표 자 : 최준균 교수(KAIST)
강연요약 : 본 발표에서는 기존 방송 미디어와 통
신 미디어가 진화하고, 현재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기존

의 다양한 미디어를 전달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웹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상황인지 정보를 결합하려는 web of object 기술이 기존 미
디어 기술의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를 줄 지를 살펴본다.

[Session 4-1] 10:00~10:40

발표제목 : 페타급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과응용
서비스개발

발 표 자 : 한재선 대표(넥스알)
강연요약 : 페 타급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
원하는 확장성있고 구조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
폼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응용서비스로서 오픈소

스 기반 대용량 시맨틱 검색 서비스와 SaaS 멀티태넌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실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얻은 기술
적/사업적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하여 연구주제들을 논의한다.

[Session 4-2] 10:40~11:20

발표제목 : 단말독립형퍼스널클라우드시스템개발
발 표 자 : 김경환 매니저(SK텔레콤)
강연요약 : 다양한 단말과 온라인 공간에 흩어져있
는 개인 콘텐츠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저장/
관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단말 독립적으로 콘텐츠
의 접근 및 분석, 가공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해 주는 미래 개인 컴퓨팅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에 관
련된 개발 현황 및 황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Session 4-3] 11:20~12:00

발표제목 : 클라우드DaaS 시스템
발 표 자 : 김성운 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IT 서비스 패러
다임이 바뀜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하여 언
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원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통하여 사용자의 PC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등장함에 따라 Desktop As A
Service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DaaS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가상 데스크탑 서
비스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과제로서, 근거리 서비스를 위한 D-
DaaS와 원거리 서비스를 위한 C-DaaS로 나뉘어 개발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ETRI에서 개발되고 있는 두가지 DaaS 시스템의 구
성 및 내부 기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Session 3-2] 10:40~11:20

발표제목 : 스마트미디어시대방송통신융합기술
동향

발 표 자 : 류 @원 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 본 발표에서는 통신매체와 방송 매체의
결합으로 인한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라이프 시대
에 기술의 진화 방향을 살펴보고, 방송통신의 결합

으로 인한 새로운 스마트 방송시대의 요소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새로이 도래되는 방통융합 기술의 기술현황 및 전망, 그리고 생
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ession 3-3] 11:20~12:00

발표제목 : 스마트방송환경에서의스케일러블어플
리케이션프레임워크기술

발 표 자 : 김경원 선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강연요약 :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방송 서비스 환경
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단말기기에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동시 적용

가능케 하고 단말 특성,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취향, 사용자의 시청
상황, 서비스 가입 정보 등에 따라 다양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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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국방 소프트웨어

[Session 5-1] 13:30~14:10

발표제목 : 디지털환경하미래병사체계기술발전방향
발 표 자 : 최의중 책임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강연요약 : 병사들은 미래에도 변함없이 전장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전면
전이 펼쳐지는 고강도의 충돌, 국부적인 중강도의
충돌, 정예화 되지 못한 폭도들에 대한 저강도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주의 전투에 적용될 것이다. 미래의 전장
은 위성, 항공기, 전차 등 모든 무기체계가 하나의 정보통신망 내에
서 실시간 전투정보를 상호공유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므로,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지휘관이나 각개 전투병사는
21세기 군의 과학화 및 정예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환경 내에서 연동
하여 임무 종결시까지 부상없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개인전투체계는 소부대 전
투원이 네트워크 중심 디지탈 환경하에서 Sensor to Shooter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명성, 지휘통제, 생존성, 임무지속성 및 기동
성 향상을 목적으로, 전투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복합무기체계
이다. 미래병사체계는 다양한 무기체계와 방탄복, 전투복 등 비무기
체계가 혼합된 복합무기체계이므로, 체계 특성 및 관련 소요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능, 비용, 중량을 최적화하는 한국적인 개인전
투체계 구현이 필요하다.

[Session 5-3] 14:50~15:30

발표제목 : M&S 기반무기체계획득기술
발 표 자 : 이동준 팀장(LIG넥스원)
강연요약 : NCW(Network Centric Warfare) 개
념의 미래전장환경은 무기체계 개발환경의 변화가
수반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M&S(Modeling &Simulation)

기반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
태의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M&S 환경은 기반구축에 관련 핵심기술
의 축적이 필요하며, 많은 기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에 대하여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발표 및 토의한다.

[Session 5-4] 15:30~16:10

발표제목 : 한국군전술데이터링크발전방향
발 표 자 : 손 창 그룹장(삼성탈레스)
강연요약 : 전술데이터 링크의 개념, 전 세계 데이
터링크 개발 현황 및 개발 추세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군의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의 개발 현황
을 소개한다. 향후 합동 전술 데이터링크 개발 방

향도 또한 제시한다. 

[Session 5-2] 14:10~14:50

발표제목 : SW중심의국방무기체계개발을위한
CPS(Cyber-Physical Systems) 핵
심기술

발 표 자 : 김원태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 CPS(Cyber-Physical Systems)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융합산업시스템에서 소프트

웨어 중심의 新융합산업시스템으로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新造語이다. 최근 국방무기체계들이 SW중심으
로 그 성능과 기능이 결정되게 되었으며, 복잡한 컴퓨팅 시스템들과
실시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국방무기체계 SW의 개발이 시간이 흐
를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향후 SW중심의 국
방무기체계 및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서 CPS 개념 도입에 대해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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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창의 IT 융합

[Session 6-1] 13:30~14:10

발표제목 : 창의 IT융합공모전/발명캠프추진현황
발 표 자 : 한만철 PD(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연요약 : 지식경제부는 2011년 IT융합 선도국 도
약 원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 IT융합 핵심
역량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창의IT융합의 실행과제의 하
나인 창의IT융합 기획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수행하 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공모전 및 발명캠프를 통하여 일반대중 및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성이 반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구체화,
관련 특허분석 및 개념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R&D프로그램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과제기획을 기존의 기획프로세스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창의IT융합 기획에서는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기획이 아닌 고객 즉
인간이 원하는 꿈의 서비스 및 제품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적인 기술
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발표에서는2011년 시행된 창의IT융합 기획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Session 6-3] 14:50~15:30

발표제목 : Digital Convergence in IT and
Fashion (IT와섬유패션의융합)

발 표 자 : 박창규 교수(건국대학교)
강연요약 : IT와 섬유패션기술의 융합에 대한 개념
과 실행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중인
i-Fashion 기술의 응용에 대한 사업모델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주로 3차원 SW 기술, 3차원 Scanning 기술, 무선인식 기술,
DTP(digital textile printing), 가상현실(VR), 맞춤형 섬유패션 제품
제조기술(PLM) 등이 섬유패션산업에 어떻게 응용되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Session 6-4] 15:30~16:10

발표제목 : 플렉시블촉감인터페이스와이를이용
한실감미디어

발 표 자 : 박연규 센터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연요약 : 현재까지 시각 및 청각과 관련된 멀티
미디어는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촉각, 후각, 미각
기능을 갖는 실감미디어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외부환경과의 접촉을 통한 접촉력과 접촉부위에서의 미끄러지
는 정도를 감지하는 촉각기능은 외부와의 상호교감을 일으키는 중요
한 수단이기 때문에 촉각 정보를 이용한 실감미디어는 광범위한 활
용성을 가진다. 촉각을 이용한 실감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
소는 촉각 센서와 제시장치이다. 특히 곡면 형태의 촉각 인터페이스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렉시블한 촉각 센서, 제시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플렉시블한 촉각인터페
이스를 이용한 실감미디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하 으며, 이
를 위한 세부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플렉시블 촉각센서 촉각제시장치 substrate로 구성된 하드웨
어 개발

-@@촉각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감형 4D 실감미디어 서비스 모델 개발

[Session 6-2] 14:10~14:50

발표제목 : 인체활동기반그린에너지하베스팅및
고효율전력전송시스템개발

발 표 자 : 정명애 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 인체 활동 및 주변의 에너지를 활용하
여 휴대용 및 착용형 IT 기기의 구동 동력으로 활
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IT 융합형 초소형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구현을 최종목표로 하며, 인체로 유
기되는 전자기적 신호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저전력 에너
지 변환회로 개발, 인체 신호 전송을 위한 최적 전송 시스템 개발, 섬
유형태 태양전지 구현 원천기술 개발, 첨단 고효율 유전 탄성중합체
를 기반으로 하는 인체활동-전기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핵심 기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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