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SWCS 2015 SWCS 2015 | 3

⁍ 대회 조직

【대  회  장】 김종권 교수(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자문위원회】
   위        원  김경원(KETI), 김흥남(ETRI),  민경오(LG전자), 

한선화(KISTI), 최종덕(삼성전자)
【조직위원회】
   위   원   장  엄영익(성균관대), 한동원(ETRI), 한정현(고려대)
   위        원  박상규(ETRI), 손주찬(ETRI), 손진호(LG전자), 

임채덕(ETRI), 이원석(삼성전자), 이형수(KETI), 
홍경표(KT)

【프로그램위원회】
   위   원   장 나연묵 교수(단국대)
   부 위 원 장  김두현(IITP), 김재수(KISTI), 유광현(삼성전자), 

안상현(서울시립대), 장병탁(서울대)
   위        원  최  린(고려대), 김정선(한양대), 손강렬(KISTI), 

김영환(KETI), 김원태(ETRI)

⁍ 참가 안내

【사 전 등 록】2015. 1. 16(금) 마감.
【현 장 등 록】2015. 1. 22(목)~23(금)
【등록사이트】http://www.kiise.or.kr/swcs/2015/
【참  가  비】

구분 학생회원 정회원&종신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200,000원 120,000원 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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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에게는 중식과 자료집을 제공합니다(주차료는 참가자 부담)
- 전자공학회 및 통신학회 회원, 학회 회원과 같은 대우를 해드립니다.
- 문의처 :    학회 사무국 남광모 과장 kmnam@kiise.or.kr 02-588-9247 

137-849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방배동, 머리재빌딩 401호) 
http://www.kiise.or.kr/

⁍ 행사장 안내

한국과학기술회관 http://icc.kofst.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Tel: 02-3420-1224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

하는 제5회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SWCS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관련 고급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시점에, 주요 융

합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살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심포지움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산업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10개 분야인 드론, 인지 ICT 융합 SW, 스마트 자동

차, 의료 바이오 IT, Smart Factory, 웨어러블, 건설환경 

융합, Software-Defined Anything, 빅데이터, IoT에 대

해, 국내 최고의 연사들을 초빙하여 각 주제 별로 소프트웨

어와의 컨버전스 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본 심포지움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컨버전스 기술

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분석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최고의 행사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 나가겠습니다. 새 

해를 희망 차게 여는 바쁜시점이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참

석하셔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의 컨버전스 기술에 대해 서로 교류하고 열 띤 토론의 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훌륭한 발표를 준

비해 주신 연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사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조직위원과 프로그램위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2015년 1월

	 대회장	 김종권(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직위원장	 엄영익(성균관대)

	 	 한동원(ETRI)

	 	 한정현(고려대)

	 프로그램위원장		 나연묵(단국대)

		초대의	글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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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및 내용

1st Day(1.22(목))

시간 Track 1 (중회의실) Track 2 (대회의실)

09:30~11:30

[Session 1] 드론과 무인비행체 
좌장 : 김두현 CP(IITP)

1.   드론 기술의 현황 : 심현철 교수
(KAIST)

2.   무인이동체의 SW플랫폼 및 발전 
방향 : 임채덕 부장(ETRI)

3.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비행체 기술 
동향 및 미래 : 김재호 책임(KETI)

4.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현황 
: 조암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Session 2] 인지과학과 ICT 
좌장 : 이성환 교수(고려대)

1.   ‘관제’ 웨어러블과 IoT의 라이프
로그가 만드는 새로운 정보행태 :  
이중식 교수(서울대 융기원)

2.   산업계 응용을 위한 Machine Intel-
ligence 기술 : 이원석 상무(삼성전
자 SW센터)

3.   인지 사물인터넷 : 조광수 교수  
(연세대)

4.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인지 ICT 융
합 SW기술 : 이상국 교수(가톨릭대)

11:30~13:00 중식

13:00~14:00

[개회식](장소 : 대회의실)                        사회 : 엄영익 조직위원장(성균관대)
개회사 : 한국정보과학회 김종권 회장

[기조연설](장소 : 대회의실)                     좌장 : 엄영익 조직위원장(성균관대)
Keynote1 SW R&D 생태계 체질 개선 : 서석진 국장(미래부 SW융합국)

14:00~14:20 휴식

14:20~15:50

[Session 3] 스마트 자동차와 미래 교통
좌장 : 양중근 상무(SK플래닛)

1.   스마트카 기술개발 지원 방향 :  
문종덕 PD(KEIT)

2.   자율주행기술과 미래이동서비스 : 
손주찬 단장(ETRI)

3.   ITS에서 스마트자동차도로체계 : 
문영준 그룹장(교통연구원)

[Session 4] ICT 기반의 힐링과 헬스케어 
좌장 : 김래현 박사(KIST)

Knowledge 기반 개인화 헬스케어 서
비스 플랫폼 : 이승룡 교수(경희대)
2.   헬스케어 빅데이터 소개 : 신수용 

교수(서울아산병원)
3.   신경 인터페이스 응용 기술 : 임창

환 교수(한양대)

15:50~16:10 휴식

16:10~18:10

[Session 5] Industry 4.0과 스마트 
팩토리

좌장 : 최린 교수(고려대)
1.   Industry 4.0 지향 자율 생산 시스템 

: 박홍석 교수(울산대)
2.   ICT 기반 스마트팩토리와 창조경제 

: 김현 부장(ETRI)
3.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IT융합 솔루

션 : 황진상 대표(부품디비)
4.   스마트공장의 국내 중소기업 적용

사례 : 김보현 수석연구원(한국생산
기술연구원)

[Session 6] 웨어러블 기술과 스마트 
라이프

좌장 : 정현태 실장(ETRI)
1.   웨어러블 헬스케어 : 유회준 교수

(KAIST)
2.   피부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 손용기 선임(ETRI)
3.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전력, IoTivity 

기술 및 기술적 챌린지  
: 함성일 책임연구원(삼성전자)

4.   재활을 위한 웨어러블 글로브 기술 
: 최용근 교수(단국대)

2nd Day(1.23(금))

시간 Track 1 (중회의실) Track 2 (대회의실)

10:00~11:30

[Session 7] 환경모니터링과 재난대비
 좌장 : 김정선 교수(한양대) 

1.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실시간 모
니터링, 예측, 및 제어: 이슈 및 플랫
폼 접근방안 : 정갑주 교수(건국대)

2.   사물인터넷 기반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기술 : 김내수 책임(ETRI)

3.   IT환경 융합, 활용사례 - 백두산화
산재해대응시스템을 중심으로 :  
장은미 대표(지인컨설팅)

[Session 8] SW의 마법 : SDx
좌장 : 김영환 박사(KETI)

1.   Software-Defined 데이터센터:  
신정우 이사(VM Ware)

2.   SDS(Software-Defined Storage) 
기술 동향 : 김홍연 책임(ETRI)

3.   IoT를 위한 SDN/NFV 기술 : 신명기 
실장(ETRI)

11:30~13:00 중식

13:00~14:20

[기조연설](장소 : 대회의실)                   좌장 : 나연묵 프로그램위원장(단국대)
Keynote2 : Telco Service Provider의 ICT R&D Issues : 이강원 상무(SKT)  
Keynote3 :   웰니스융합 신산업의 특성과 핵심 요소 : 정경렬 본부장(한국생산

기술연구원) 

14:20~14:40 휴식

14:40~16:10

[Session 9] BigData Best Practices
좌장 : 이민수 교수(이화여대)

1.    nSIMS: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  
이필립 계장(정부통합전산센터) 

2.   METIS: 대규모 위성영상데이터 변
환 및 시각적 분석 플랫폼 :  
이용 박사(KISTI)

3.   다이닝코드: 빅데이터 기반 맛집  
정보 서비스 : 신효섭 교수(건국대)

[Session 10] IoT 기술의 미래
좌장 :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1.   초연결 사회 대응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 방향 : 방효찬 부장(ETRI) 

2.   IoT 웹과의 만남 그리고 지식화: 
Web of Obejcts (WoO) :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3.   IoT 비즈니스의 기술적 챌린지:  
백송훈 상무(KT)

*세미나실은 세션별 참가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행사 일정 및 내용

경품 이벤트!!!

경품 추첨은 양일간 기조연설에서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프로 8.4
(WIFI)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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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Session 1 1.23(목) 09:30~11:30, 대회의실

드론과 무인비행체

[Session 1-1] 09:30~10:00
주     제  드론 기술의 현황

강 연 자  심현철 교수(KAIST)

강연요약  최근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은 초소형 
전자기술 및 GPS기술의 발달에 힘힙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대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무
인기는 전세계 각국에서 수백여종의 무인기가 개발, 
활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7조원의 시장규모에 
연 7%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성숙된 군용 
무인기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용으로 무인기를 활용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20년부터 무인기를 개발하여 정찰
용 무인기를 활발히 운용중이며, 현재 다종의 무인
기 개발 과제가 진행중이고, 2013년부터는 민간용
으로 무인기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가 정부차원
에서 진행중이다. 본 강연에서는 앞으로 더욱 활발
히 성장할 무인항공기 분야의 동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Session 1-2] 10:00~10:30
주     제    무인이동체의 SW플랫폼 현황 및 발전 

방향
강 연 자  임채덕 부장(ETRI) 

강연요약  무인기에 대한 관심은 아마존, 구글 등
이 물류 서비스 개념을 보여줌으로써 국방 도메인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무인기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의 기반이 
되는 SW플랫폼의 구성 요소, 글로벌 현황, 국내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무인이동체의 안전성, 다양한 무인
이동체 간의 협업을 위해 SW플랫폼의 향후 발전 방
향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 등을 제시한다.

[Session 1-3] 10:30~11:00
주     제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비행체 기술 동

향 및 미래
강 연 자  김재호 팀장(KETI)

강연요약  초기 드론 기술은 군사목적으로 개발
되어졌으나 최근 레저 및 물류 등과 같이 민간분야
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많아지고 개체 수개 증가함에 따라 
운용 환경은 점점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기
술과 접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드론 기반 관제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하는 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
래의 드론의 활용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다.

Keynote I 1.22(목) 13:30~14:00, 대회의실

[Keynote 1] 13:00~13:30
주     제  SW중심사회 확산 전략

강 연 자  서석진 국장(미래부 SW융합국)

강연요약  
·   중국 부상, 신 SW융합서비스 등장 등 최근 
ICT·SW 산업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SW가 개
인,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SW중심사
회”로의 급속한 전환 피력

·   그간의 SW육성정책과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당면
과제인 “SW중심사회” 전환을 위한 준비와 제반 
해결과제를 제시

·   “SW중심사회” 비전과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제시

Keynote II 1.22(금) 13:00~13:40, 대회의실

[Keynote 2] 13:00~13:40
주     제  SK telecom의 ICT R&D 전략과 방향

강 연 자  이강원 상무(SK텔레콤) 

강연요약  현재 ICT 기술 동향은 MNO (Mobile 
Network Operator)와 OTT (Over The Top) Provider
의 경계 없이 Technology Innovation이 가속화 되
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oftware를 기반으로 한 
Disruptive Technology인 SDN (Software-Defined 
Networks),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등 네트워크 가상화는 기존의 인프라 기반의 텔레콤 
사업영역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LTE-A
등의 기술로 통신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Software-Defined Every-
thing, Internet of Things, 그리고 Big Data 분야에 
주요 R&D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 강연에서는 당사 R&D 현황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Keynote III 1.22(금) 13:40~14:20, 대회의실

[Keynote 3] 13:40~14:20
주     제  웰니스융합 신산업의 특성과 핵심 요소

강 연 자  정경렬 단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연요약  
-   웰니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배경 및 개념 

정의
-   웰니스(융합) 신산업의 특성과 기업 생태계 개념
-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 신산업 발전에 필

요한 핵심 요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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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3] 10:30~11:00
주     제    인지 사물인터넷 (Cognitive Inter-

net of Things)
강 연 자  조광수 교수(연세대)

강연요약  사물인터넷은 이전 단일 스마트 디바
이스 패러다임을 넘어 다양한 사물이 스마트화되
어 연결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 때 스마트화되
는 사물은 물리적 세계를 센싱하고 센싱한 데이터
를 모아서 넷트웍을 통해 집결하여 분석처리하여 서
비스를 만들어는 것을 근간으로 하게 된다. 그렇지
만 이러한 IoT 패러다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IoT
보다는 물류, 교통, 에너지 같은 산업용 IoT에 적절
하며, 사람(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 관계를 상정하
기 어렵다. 즉 인간의 마인드, 언어, 행동을 이해하
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인지 아키텍쳐 기
반이 필요하듯, IoT 패러다임에서도 인간인지에 기
반을 둔 Cognitive Internet of Things가 필요하다. 
Cognitive Internet of Things에서는 다중감각적 센
싱(=perception)을 비롯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며 발
달(development)하며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세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도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2-4] 11:00~11:30
주     제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인지 ICT 융합 

SW기술
강 연 자  이상국 교수(카톨릭대)

강연요약  착용하는 기기와 센서는 물론 그 디자
인 및 UI/UX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것들로부터 수
집한 데이터의 인지 및 응용을 위해 더 정확하고 더 
실용적인 SW기술이 요구된다. 
본 강연에서는, 지속가능한 웨어러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Time-to-Market”의 강력한 동인이 
될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인지 ICT 융합 SW기술”
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Session 3 1.22(목) 14:10~16:10, 대회의실

 스마트 자동차와 미래교통

[Session 3-1] 14:20~15:50
주     제  스마트카 R&D 정책 방향

강 연 자  문종덕 PD(KEIT)

강연요약  스마트카의 개념 및 범위, 기술개발 진
행방향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2015년도 과제기
획 방향 및 지원과제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부의 지원방향 에 대한 설명할 계획임

[Session 1-4] 11:00~11:30
주     제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현황

강 연 자  조 암 선임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강연요약  회전익기의 고속 및 고고도 비행한계를 
극복한 틸트로터형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는 군용 
무인기 시장 뿐 아니라 민간무인기 인증제도 구축을 
통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민간 무인기 시장에서
도 많은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고속-수직이착륙무
인기 기술은 IT, SW 기술 융합을 통해 2030년 자동
차 시장의 3%이상 점유가 예상되는 미래 개인용 항
공기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으로써 무인기 시장
을 넘어 자동차 산업으로 그 영역이 확대 될 수 있
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수직이착륙 무인
기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Session 2 1.23(목) 09:30~11:30, 중회의실

 인지과학과 ICT

[Session 2-1] 09:30~10:00
주     제    ‘관제’ 웨어러블와 IoT의 라이프로그가 

만드는 새로운 정보행태
강 연 자  이중식 교수(서울대)

강연요약  웨어러블과 IoT는 산업계를 부흥시키는 
키워드이다. 하지만 사용자에겐 웨어러블과 IoT가 만
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라이프로그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가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는 대쉬보드와 
같은 횡적 시각화 방법과 타임라인의 종적 관리 방법
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로그를 바탕으로 나
를 인식하는 방법에 정답은 아직 없는 듯 하다. 몸과 
환경을 관제하며 나의 경계를 찾는 새로운 시도가 벌
어지고 있다.

[Session 2-2] 10:00~10:30
주     제    산업계 응용을 위한 Machine Intel-

ligence 기술
강 연 자  이원석 상무(삼성전자)

강연요약  보통의 사람이 보유한, 그러나 기계또
는 컴퓨터에의한 자연스러운 인지능력과 지능의 실
현이 아직은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최첨단ICT 장비의 조합도 인간 뇌가 
어렵지 않게 수행하는 일들과 인지적 행동을 따라하
기에는 여전히 역부족 인 듯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는 기술의 진보는 인간 인지 능력의 실현에 대
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함은 물론 빠른 속도로 커
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
술 혁신은 ‘학계에서만의 관심 주제’의 단계를 지나
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인지 
컴퓨팅의 기술 중 산업계가 주목하며 사업으로 연결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
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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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roviding numerous platforms. However, these 
platforms are limited either by scope, magnitude or 
efficiency. A cumulative resolution that can handle 
this large volume of heterogeneous personal data 
with efficiency continues to be missing. To support 
large volumes, we have big data technologies, 
however these technologies need to be exploited 
further to handle heterogeneity with efficiency. 
Thus, a new era of personalized healthcare 
support information technology platform can be 
achieved. To embrace this evolution, we have 
proposed a comprehensive healthcare platform 
called “Mining Minds” that is based on a 
layered architecture and provides high quality 
personalized services. Mining minds platform 
takes benefit from the technology of big data with 
respect to the variety as well as volume, mapping 
of life events through sensory environment with 
reasoning and prediction to process the real-
time data for providing personalized services. 
The platform will benefit the users in the form of 
personalized life quality improving services, Silver 
business services, proactive way to control the 
chronic disease services, and life care services. 

[Session 4-2] 14:50~15:20
주     제  헬스케어 빅데이터 소개

강 연 자  신수용 교수(서울아산병원)

강연요약  유전정보, 진료기록, 생활습관, 운동량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데이터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의 하나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 소프트웨어
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본 강연을 통해서 
대표적인 융합 분야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다양한 의료-IT 기술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ession 4-3] 15:20~15:50
주     제  신경 인터페이스 응용 기술

강 연 자  임창환 교수(한양대)

강연요약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감
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뇌과학/인지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가 감
성을 매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플랫
폼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
는 최근 뇌-컴퓨터 접속(BCI) 분야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뇌 상태 모니터링 기술(수동형 뇌-컴
퓨터 접속 기술)과 웨어러블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
의 현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Session 3-2] 14:50~15:20
주     제    ICT 융합 기반 자율주행기술과 미래이

동서비스
강 연 자  손주찬 단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최근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커넥티드카로 발전중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
화를 살펴보고, ICT 융합 기반 자율주행 기반으로 교통
안전·혼잡해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이
동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동서
비스예상 모습과 관련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Session 3-3] 15:20~15:50
주     제  ITS에서 스마트자동차도로체계

강 연 자  문영준 그룹장(교통연구원)

강연요약  
-   지난 20년간 국가주도 및 민간주도의 지능형교통

시스템(ITS)의 현황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인 Cooperative ITS(C-

ITS) 전망 및 투자계획
-   미래 스마트자동차도로체계(Automated Vehicle 

and Highway System : AVHS) 전망 및 연구개발
(R&D), 표준화 및 산업화 계획 

Session 4 1.22(목) 14:20~15:50, 중회의실

ICT 기반의 힐링과 헬스케어

[Session 4-1] 14:20~14:50
주     제    Knowledge기반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강 연 자  이승룡 교수(경희대)

강연요약  With the evolution of bioinformatics in 
conjunction with technology, healthcare has grown 
from individual to global scale. Consequently, 
healthcare and IT professionals are utilizing 
technology to its best for providing better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With this evolution, the 
surge of accumulating personal data from human 
activities and vital signs for better healthcare 
and wellbeing services has grown exponentially. 
Personal gadgets and electronics like smart 
phones and watches are well equipped with 
sensors acquiring various types of vital signs and 
activity information. Clinical data is complemented 
with this accumulated personal data for medical, 
well-being, and care-giving reasons. Personal 
data generated by human beings due to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is of various 
types and magnitude. To support this variety and 
volume of personal data,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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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4] 17:40~18:10
주     제  스마트공장의 국내 중소기업 적용사례

강 연 자  김보현 수석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연요약  독일, 미국 등 제조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제조환경을 고려할 때,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정의 및 이해하고, 제조업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살펴본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비
타민 사업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공장 시범
구축 과제(‘14.09~’16.3)의 개요 및 수행내용을 소
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중소 제조업에 실
제로 스마트공장을 실현할 때, 고려할 사항과 기술
적인 이슈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Session 6 1.22(목) 16:10~18:10, 중회의실

웨어러블기술과 스마트 라이프

[Session 6-1] 16:10~16:40
주     제  웨어러블 헬스케어

강 연 자  유회준 교수(KAIST)

강연요약  웨어러블 헬스케어 산업은 의학, 공학, 
IT 업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목을 집중 시키
고 있는 주제이며, 인구 노령화와 의료 인프라의 부
족, 의료비 상승, 만성 질병의 증가 등 기존 의료 시
스템의 한계를 해결해줄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 분야다. 특히 연구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웨어
러블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58억 달러 규모로 연평
균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는 이와 같이 급격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웨
어러블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와  SoC(System on 
Chip)을 기반으로 개발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Session 6-2] 16:40~17:10
주     제  피부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강 연 자  손용기 선임(ETRI)

강연요약  웨어러블컴퓨터 진화에서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피부부착형 웨어러블컴퓨터
에 대한 개요와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 후, 요구되
는 핵심 기술 및 개발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Session 5 1.22(목) 16:10~18:10, 대회의실

Industry 4.0과 스마트 팩토리

[Session 5-1] 16:10~16:40
주     제  Industry 4.0 지향 자율 생산 시스템

강 연 자  박홍석 교수(울산대)

강연요약  신흥국의 추격과 선진국과의 기술 격
차로 국내 제조업이 위기라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조혁신 3.0’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내 제조업의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저성장 기로의 한국 경제를 탈퇴하고자 한다.
제조업 3.0의 핵심 개념은 스마트 팩토리 만개를 마
들어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의 Industry 4.0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ICT 기반을 두어 제조업의 혁신을 도
모하고자 한다. 현재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
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Industry 4.0의 개념과 지향하
는 바를 본 강연을 통해 소개한다. 이의 바탕 위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전
략을 보인다. 이런 개념 하에 구현된 자율 생산 시스
템의 기능과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들에 스스
로 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한다.

[Session 5-2] 16:40~17:10
주     제  ICT 기반 스마트팩토리와 창조경제

강 연 자  김 현 부장(ETRI)

강연요약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등 선
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 선진화의 핵심은 ICT기술이며, 제조와 
ICT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전된 형태의 공장
이 스마트팩토리이다. 본 발표에서는 ICT 기반 스마
트팩토리의 개념, 국내외 동향 및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하고, 미래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우리나라의 新
제조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Session 5-3] 17:10~17:40
주     제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IT융합 솔루션

강 연 자  황진상 대표(부품디비)

강연요약  전 세계 선진국들이 미래 경제 성장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조업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
을 정립하여 요소 기술들을 발굴 및 창출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신기술을 개발하는 개념보다는 근래
에 개발된 신기술들의 재정립 및 조합을 통해 새로
운 가치를 달성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본다. 이를 위
해, 기존의 제조업 IT 솔루션들 중에서 팩토리(공장)
나 플랜트와 같은 제조업 관련 산업 현장을 스마트 
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들을 조망하고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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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2] 10:30~11:00
주     제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기술
강 연 자  김내수 책임연구원(ETRI)

강연요약  21세기의 화두인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미래사회의 최대 위협으로써, 지속 가
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모
니터링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 및 예보가 필요한 시점이
다. 최근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국내외 ICT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 및 종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생태계와 환경을 효과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생태계·
환경과의 관계, 사물인터넷 기반의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
링 국내외 융합기술을 기술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향후 기술적 이슈 및 전망 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Session 7-3] 11:00~11:30
주     제    IT환경 융합, 활용사례 - 백두산화산

재해대응시스템을 중심으로
강 연 자  장은미 대표(지인컨설팅)

강연요약  차량항법장치와 구글 및 포털의 위성
영상서비스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GIS(공간정보)는 
생활속 일상재가 되었으나, 정책과 과학과 정보통신
이 융합되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융합 패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엑셀에서 DB로, 수치지도에서 공
간정보로, 개별 모형에서 DB와 연계된 규모가 더 큰 
실질모형으로, 과거자료기초 모의에서 실시간 데이
터 병합모형으로 융합의 방향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실질적 사례를 백두산화산대응시스템을 예로 20여
가지의 공간정보와 6가지의 화산재해모형과 산업분
야별 취약성함수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프로세스를 
통해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성체계를 제시한다.

Session 8 1.24(금) 10:00~11:30, 중회의실

SW의 마법 : Software-Defined Anything

[Session 8-1] 10:00~10:30
주     제  Software-Defined Data Center

강 연 자  신정우 이사(VMware)

강연요약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하드웨어 중심 아키텍처
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도로 자동화되고 관리가 간
편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및 모바일 기기에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
는 플랫폼인 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를 소개합니다.

[Session 6-3] 17:10~17:40
주     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전력, IoTivity 

기술 및 기술적 챌린지
강 연 자    함성일 책임연구원(삼성전자 소프트웨

어센터)
강연요약  Smart 기기와 관련된 제품/서비스 경

쟁구도가 웨어러블 기기의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
니다. ’13년도 기어 1부터 작년 말의 Gear S까지 
Display가 있는 4종의 기어 제품군을 출시하면서 적
용된 저전력 연결 기술과 정보 공유 기술을 소개하
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IoT
와 접목 시 발생하는 주요 기술적 이슈들이 무엇인
지 살펴보겠습니다.

[Session 6-4] 17:40~18:10
주     제    재활을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 

RAPAEL 스마트 재활시스템
강 연 자  최용근 교수(단국대)

강연요약  뇌졸중 상지 재활을 위한 스마트 웨어
러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
후 트렌드를 논의하며, 특히 뇌졸중 재활을 위한 스
마트 웨어러블 기술의 개발, 임상, 의료기 인증, 상용
화의 전과정을 RAPAEL 스마트 재활 시스템의 예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Session 7 1.24(금) 10:00~11:30, 대회의실

환경모니터링과 재난대비

[Session 7-1] 10:00~10:30
주     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및 제어: 이슈 및 플랫폼 접근방안
강 연 자  정갑주 교수(건국대)

강연요약  건설, 화공, 항공, 환경 등 과학 및 공학 
응용분야에서 실시간 관측, 변화 예측, 실시간 제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빌딩 관리, 공장 제어, 도시 시설
물 관리 등에서 요구된다. 최근까지 이러한 요구사항은 
응용분야별로 그 분야 산업체들에 의해서 개발된 특화
된 시스템들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관측, 변화 예측, 및 제어 작업의 통합을 
범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한다. 이 기술은 Dis-
tributed Streaming Processing 모델을 토대로 해서 
Sensor Networks, Prediction Models, Rule-based 
Systems 등이 통합될 수 있게 한다. 위해곤충 대응 및 
지하철 공기질 제어 등을 응용사례로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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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9-2] 15:10~15:40
주     제    METIS: 대규모 위성영상데이터 변환 

및 시각적 분석 플랫폼
강 연 자  이 용 선임(KISTI)

강연요약  리모트 센싱기술 및 과학데이터 공유 
환경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위성영상데이터를 이용
한 과학연구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적
조현상과 같은 지역적 문제까지 위성영상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학자들의 이
러한 과학데이터 해석에는 일반적으로 수백TB규모 
데이터에 대한 변환 및 시각적 분석을 위해 수개월
이 소모되어,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TI 과학기술빅
데이터연구실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위성빅데이터 
변환 및 분석 플랫폼을 소개한다.

[Session 9-3] 15:40~16:10
주     제    다이닝코드: 빅데이터 기반 맛집 정보 

서비스
강 연 자  신효섭 교수(건국대/다이닝코드)

강연요약  다이닝코드는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국내 수백만 블로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여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맛집 검
색 서비스이다. 본 강연에서는 국내외 맛집 정보 서
비스의 동향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의 맛집 서
비스 등장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한다. 또한, 다이닝
코드의 개발 스토리와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실생활 
서비스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Session 10 1.24(금) 14:40~16:10, 중회의실

IoT 기술의 미래

[Session 10-1] 14:40~15:10
주     제    초연결사회 대응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 방향
강 연 자  방효찬 부장(ETRI)

강연요약  IoT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2020년 다가올 초연결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와 기술에 대해 고찰해 본다.

[Session 8-2] 10:30~11:00
주     제  Software Defined Storage 기술 동향

강 연 자  김홍연 책임연구원(ETRI)

강연요약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인프
라를 가상화된 상태로 운영하는 Software Defined 
Data Center의 구성 요소중 하나인 Software De-
fined Storage에 대한 기술 동향 소개

[Session 8-3] 11:00~11:30
주     제    Software-Defined IoT Networking 

기술
강 연 자  신명기 실장(ETRI)

강연요약  최근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해 SDN과 
NFV 기술의 결합을 통한 Software-Defined IoT 
Networking 기술의 개발 및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
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
한 SDN 오프소스 프로젝트인 Open DayLight(ODL)
에서 최근 진행중인 oneM2M compliant IoT Data 
Broker (IOTDM)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IETF 국제표
준화기구에서 진행중인 CoAP, DICE/ACE, 6Lo 기
능 등을 NFV 개념을 통해 가상화하여 유연한 end-
to-end IoT Networking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최
신 연구동향 등을 논의한다.

Session 9 1.24(금) 14:40~16:10, 대회의실

BigData Best Practices

[Session 9-1] 14:40~16:10
주     제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강 연 자  이필립 계장(정부통합전산센터)

강연요약  Think Different! Do Different!
NCIA는 44개 정부부처의 2만여 정보시스템이 집
결된 G-IDC로서 24×365 사이버 대응을 수행하
고 있음. 근래 이슈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은 전 국
가적 규모로 빈번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음. 전통적인 보안대응 체계(Signature Based)에서
는 사전 입력된 일부 악의적 접근만을 감지함으로서 
사전대응 및 추적이 어려웠던 상황. 
매일 2만여 정보시스템에서 생성하는 방대한 로그
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서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민첩
한 방어체계(Agile Based)로 운영되는 빅데이터 기
반 대응체계를 소개하고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공유
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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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안내

[Session 10-2] 15:10~15:40
주     제    IoT 웹과의 만남 그리고 지식화: Web 

of Obejcts (WoO)
강 연 자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강연요약  TBD

[Session 10-3] 15:40~16:10
주     제  IoT 비즈니스의 기술적 챌린지

강 연 자    백송훈 상무보(KT 융합기술원 컨버전
스연구소)

강연요약  사물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를 
알아보고 통신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한 시도는 어떤 것들
인지 소개한다. 
지금은 사물인터넷이 vertical industry 에 집중되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수평적 글로벌 데이터 공유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이미 사물인터넷의 허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
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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