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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
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7회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
지움(SWCS 2017)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다양한 학문 간 융합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
한 융합 기술들이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
는 이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에 대한 조망이
라는 주제로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융합 기술/산
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시스템SW,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기술들이 어떤 융합 산업을 창
출하고 있는지, 기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 학연산
에 계시는 대표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표 및 소통하는 자리
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2일간에 걸쳐 4개의 기조강연, 2개의 초청특강,
20개의 세션 발표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연산의 전문
가 여러분들과 미래 기술/산업에 대한 함축적 정보를 공유하
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을 주제
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약 90분간의 특별좌담회
를 개최하여 미래 산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참석자 모
두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대학원생
등 신진연구인력들을 위해서는 90분 내외의 튜토리얼을 3건
진행하며,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새해 초 바쁜 시기이지만
저희 행사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훌륭한 발표를 준비
해주신 연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
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조직위원 및 프로그램위원 여러분들
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대

회

장

조 직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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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위원장

홍충선
이상훈
박청원
엄영익
한동원
이형수
이상구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전자부품연구원)
교수(성균관대)
소장(ETRI)
본부장(KETI)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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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및 내용

행사 일정 및 내용
1st Day [1월 19일(목)]

2nd Day [1월 20일(금)]

등 록(08:40~17:30) : 그레이스홀(6층) 로비

등 록(09:00~17:30) : 그레이스홀(6층) 로비

시간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그레이스홀

09:15~10:45

[튜토리얼1]
- 추천시스템
유환조 교수(POSTECH)

10:45~11:00

좌장 : 이상근 프로그램부위원장(고려대)

그레이스홀

[Short Talk]
09:30~10:00
- 딥러닝의 현재와 미래
최승진 교수(POSTECH)

좌장 : 심규석 교수(서울대)

휴 식

그레이스홀
그레이스홀

[기조연설]

좌장 : 엄영익 조직위원장(성균관대)

- IDX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도래
11:00~12:20 이상훈 원장(ETRI)
- 4차 산업혁명 속의 가전산업과 소프트웨어
민경오 부사장(LG전자)
※ 경품추첨 : 스마트패드
12:20~14:00

중식(도시락, 그레이스홀)
그레이스홀1

그레이스홀2

[초청강연]
[Session 1] Big Data 1
좌장 : 이상근 프로그램부위원장(고려대) 좌장 : 김영훈 교수(한양대)
- 인더스트리 4.0 추진현황
- 다차원 데이터 마이닝
강유 교수(서울대)
14:00~15:40 김은 부회장(한국ICT융합네트워크)

빅
그래프 데이터 처리 기술
- IBM의 Cognitive Manufacturing
한욱신 교수(POSTECH)
소개
이형기 상무(한국 IBM)
- 마이크로 시뮬레이션기반 인구동태
변화 예측
백의현 박사(ETRI)
15:40~16:00

휴 식
그레이스홀1

[Session 2] AI 1
좌장 : 최희열 교수
(한동대)
- AI 헬스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기반 힐링
플랫폼
최재훈 실장(ETRI)
-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16:00~18:00 기계학습
최재식 교수(UNIST)
- Neural Attention
Models을 이용한
Video Captioning
김건희 교수(서울대)
- 초대규모 오브젝트 인
식을 위한 기계학습
황성주 교수(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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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홀2

엘가든홀

[Session 3] Big Data 2
좌장: 한욱신 교수
(POSTECH)
- 클라우드 소싱 방법론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김영훈 교수(한양대)
- 딥러닝과 토픽모델링
을 결합한 텍스트 분석
모델
오혜연 교수(KAIST)
- 데이터베이스와 플래
시 메모리 저장장치의
융합
이상원 교수(성균관대)
- 중소 제조산업의 4M
데이터 통합 분석을 활
용한 프리딕티브 매뉴
팩춰링 시스템 개발
지수영 실장(ETRI)

[Session 4] System 1
좌장: 엄현상 교수
(서울대)
- 딥 러닝을 위한 확장가능
이종 프로그래밍 모델
이재진 교수(서울대)
- Intel Xeon Phi
(Knights Landing) 및
머신러닝 적용 방안
나승구 이사(인텔코리아)
-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CPS기반 가상공장 구
축 및 시뮬레이션 기술
전인걸 실장(ETRI)

[기조연설]

좌장 : 한환수(성균관대), 최승진(POSTECH) 프로그램부위원장

10:00~11:20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계의 종말과 대응전략
박청원 원장(KETI)
- GPU Computing & Future Technology
이용덕 지사장(NVIDIA)
11:20~11:30

휴 식
그레이스홀

[특별좌담회]
좌장 : 이상구 프로그램위원장(서울대)  
4차산업

견인기술의
현황과
현안
11:30~13:00
김진형 원장(AIRI), 차상균 원장(서울대빅데이터연구원),
이근배 전무(삼성전자), 우병현 실장(조선일보)
※ 경품추첨 : 스마트워치
13:00~14:30

중식(도시락, 그레이스홀)
그레이스홀1

그레이스홀2

[Session 5] System 2
[튜토리얼2]
좌장 : 노삼혁 교수(UNIST)
좌장 : 최승진

프로그램부위원장
(POSTECH)
- 클라우드에서의 분산 및 병렬 응용의
성능 간섭
- Convex Optimization for Ma허재혁
교수(KAIST)  
chine Learners
14:30~16:10
신현정 교수(아주대)
- In-memory Caching Orchestration for Hadoop
최영리 교수(UNIST)  
- 네이버의 오픈소스 APM, Pinpoint
의 개발 및 대규모 운영 사례
김성관 리더(NAVER)
16:10~16:30

휴 식
그레이스홀1

그레이스홀2

[Session 6] AI 2
[튜토리얼3]
좌장 : 최재식 교수(UNIST)    
좌장 : 한환수

프로그램부위원장
(성균관대)
- Introduction to Recurrent Neural
- Cosmos+OpenSSD 구조 및 활용
16:30~18:00 Networks
최희열 교수(한동대)  
사례
송용호 교수(한양대)
- 딥러닝 구현 최적화기술
유승주 교수(서울대)  
- GPU기반 딥러닝 가속 솔루션 소개
유현곤 부장(NVIDIA)
* 중식은 한식과 일식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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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기조연설

1.19(목) 11:00~12:20, 그레이스홀(6층)

기조연설

1.20(금) 10:00~11:20, 그레이스홀(6층)

좌장 : 엄영익 조직위원장(성균관대)
[기조연설 1] 11:00~11:40
주

제

IDX

(Intelligent Digital Transfor-

좌장 : 한환수 프로그램부위원장(성균관대)
[기조연설 3] 10:00~10:40
주

제

mation) 시대의 도래
강 연 자

이상훈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우리는 과거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계의 종말과
대응전략

강 연 자

박청원 원장(전자부품연구원)

분야에 발을 들여놓는 과학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강연요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의 변화를 “허
물어져가는 3가지 경계”라는 프레임으로 되짚어 보고,

이를 현실로 가능케 하는 ICT기술은 끊임없는 파도

변화된 산업 환경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을 제

처럼 생성되다가 때론 중첩되어 거대한 쓰나미를 만

시한다. 또한 새로운 전략이행을 위한 핵심기술들에 대

들곤 한다. IoT, Big data, CPS,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해 조망해 본다.

ICT 파도의 본질은 초연결·초지능·초실감에 기반
하여 수확가속의 법칙이 작동하는 초증강현실의 도래
이며,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유
좌장 : 최승진 프로그램부위원장(POSTECH)

기체 생태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
러한 변화의 과정을 “IDX(Intelligent Digital Transfor-

[기조연설 4] 10:40~11:20

mation)” 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적인

주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강 연 자

이용덕 지사장(NVIDIA)

강연요약

4차 산업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제

GPU Computing & Future Technology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딥 러닝과 GPU 컴퓨
[기조연설 2] 11:40~12:20
주

제

4차 산업혁명 속의 가전산업과 소프트웨어

강 연 자

민경오 수석연구위원(LG전자)

강연요약

TV/휴대폰 등으로 대표되는 가전산업은

인터넷의 발달, 반도체 기술의 발달, 기능의 컨버전스
화 등으로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가전 제품
의 스마트화도 가속화 되면서 애플/구글/아마존 등 그
동안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기업으로 여겨지
던 업체들도 제품 경쟁에 뛰어 들면서 가전산업에서도

팅 기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의 현 주소
를 살피기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자율주
행, 가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의 트렌드
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살피고 4차산업이 만
들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기회와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
이 목적이다.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 요소로 되고 있다. 이런 변
화 속에서 가전산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요
트렌트와 이슈를 알아 본다.

※ 경품 추첨 : 스마트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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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특별좌담회

1.20(금) 11:30~13:00, 그레이스홀(6층)

주

제

육성 방안

좌장 : 이상구 프로그램위원장(서울대)

[4차산업 견인기술의 현황과 현안]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공유지 역할과

강 연 자

우병현 실장(조선일보)

강연요약

2017년 한국 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미

‘4차 산업 혁명’도 디지털 공유지의 존재를 절실하

국,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의 약진이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

게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좌담회에서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기반 디지털 공유

산.학.연과 언론을 대표하는 리더 4인과 함께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

지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는 기술을 조망하고 그 현안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의 스마트 스피커 ‘누구(Nugu)’가 아마존의 ‘에코
(Echo)’처럼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한국어 기
반 지식베이스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위키피디아

주

제

강 연 자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 교육혁신

한국어 항목 수가 크게 부족하고 내용도 질적 편차

김진형 원장(지능기술정보연구원)

가 심해 범용 서비스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위
키피디아에서 한국어 항목은 30만 항목으로 130여

강연요약

개 언어권 중에서 전체 27위 수준으로 핀란드어, 베
트남어 항목보다 적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제대
로 꽃을 피우려면 디지털 공유지를 반드시 확보해
야 한다. 특히 한국어 관련 공공 인프라를 제대로 구
주

제

강 연 자

글로벌 빅데이터 AI 혁신 메커니즘과

축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정부와 기업에 기대할 수도

디지털 혁신 국가로의 길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 오로지 시민 사회가 수평

차상균 원장(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적 협업을 통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디지털 공유지
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

강연요약

지 않는 공유지를 보유하고 그 혜택을 오랫동안 누
릴 수 있다.

주

제

강 연 자

Intelligent Assistant as a Ubiquitous
Companion

※ 경품 추첨 : 스마트워치

이근배 전무(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인공지
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조명하기 위하여, 본 발표
에서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 카, 로봇 등 다양한 형
태의 제품과 건강관리, 쇼핑, 고객 응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
는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기술의 활용 사례들을 알
아보고 그에 필요한 언어/시각 이해 및 실행 계획/
추론 등 핵심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연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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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초청강연

1.19(목) 14:00~15:40, 그레이스홀1(6층)
좌장 : 이상근 프로그램부위원장(고려대)
[초청강연 2]

[초청강연 1]

IBM의 Cognitive Manufacturing 소개

인더스트리 4.0 추진현황

주

강 연 자

김은 부회장(한국ICT융합네트워크)

강 연 자

이형기 상무(한국 IBM)

강연요약

독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일환

강연요약

Industry 4.0의 실현을 위한 IBM의

주

제

제

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추진현황에

“Cognitive” IoT & Analytics 연구 활동, 솔루션 아키

대한 조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독일

텍처 및 구성 요소, Use Cases를 소개합니다.

과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면에 있어서는 유사함. 그러나 주
요 산업 및 산업별 구조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응방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일를 위해서는
먼저 독일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내용, 추진전략, 주요 구성요소 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차
이를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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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튜토리얼 & Short Talk
튜토리얼 1

튜토리얼 3

1.20(금) 16:30~18:00, 그레이스홀2(6층)
좌장 : 한환수 교수(성균관대)

1.19(목) 09:15~10:45, 그레이스홀(6층)
주

좌장 : 이상근 교수(고려대)
추천 시스템
유환조 교수(POSTECH)
강연요약 Recommender systems have high
demands and various applications in industry,
and developing an accurate and efficient recommender system is technically challenging thus
also actively researched in academia. This talk
first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nd techniques in recommender systems, and presents
several practical issues in building recommender
systems such as cold-start recommendation,
novel recommendation, when to recommend,
and scalable recommendation.
주

제

강 연 자

제

Cosmos+ OpenSSD 구조 및 활용사례
송용호 교수(한양대학교)

강연요약 최근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장치의 인
터페이스 표준으로 제안된 NVMe 프로토콜에 대
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는 Cosmos+
OpenSSD 구조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Cosmos+ OpenSSD를 저장장치 아키텍처 및 알고
리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저장장치 관리 기능의 host migration을 지
원하는 Open Channel SSD의 동작방식에 대해 설
명하고, 이를 Cosmos+ OpenSSD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강 연 자

튜토리얼 2 1.20(금) 14:30~16:10 / 그레이스홀2(6층)
좌장 : 최승진 교수(POSTECH)
Convex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ers
강 연 자 신현정 교수(아주대학교)
강연요약 Convex optimization은 기계학습의 근
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기계학습의 대부
분 문제들은 특정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를 찾는 것으로 해결된다. 종종, 이것은 두 가지 요
소, cost term과 regularization term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된다. 만약 이 두 요소가 convex라면, 그 문제를
convex optimization 문제라고 한다. Convex optimization으로 문제를 정의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함수가 convex이면 문제가 단일 global
minimum 해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기 개발된 solver들을 활용해서 해를 효율적
으로 구할 수 있다. 한편, convex optimization 문제
가 갖는 이론적 장점으로는, 원문제(primal problem)
에 대한 쌍대문제(dual problem)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 기계학습
에서 convex optimization문제로 정의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support vector machines, semisupervised learning, Tikhonov regularization을 활
용한 ridge regression 등이 있다. 반면에 neural
networks, maximum likelihood mixtures of Gaussians 등은 non-convex 문제에 해당한다. 이번 강
의는 최적화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적 설명과 잘 알
려진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의 convex programming
formulation에 대해서 소개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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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Short Talk

1.20(금) 09:30~10:00, 그레이스홀(6층)
좌장 : 심규석 교수(서울대)
주

제

딥러닝의 현재와 미래

강 연 자

최승진 교수(POSTECH)

강연요약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딥

러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향후 딥러닝의 발
전 방향에 대하여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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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데이터베이스 트랙
Session 1

1.19(목) 14:00~15:40, 그레이스홀2(6층)

Big Data 1

좌장 : 김영훈 교수(한양대)

[Session 1-1]
주

제

강 연 자

다차원 데이터 마이닝
강유 교수(서울대학교)

통화 내역 그래프에서 어떻게 중요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을까? 다차원 지식 베이스에서
강연요약

서로 연관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룹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서 어떻게 악
성 패킷을 찾을 수 있을까? 위 질문들에서 언급한
데이터들은 모두 다차원 데이터(텐서)로 모델링되며,
텐서 마이닝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툴

TurboGraph를 소개한다. TurboGraph는 1) 멀티
코어 병렬 기능 및 FlashSSD IO의 병렬 기능을
완전하게 활용하였으며, 2) CPU 처리 및 IO 처리
연산들이 가능한 많이 겹치도록 하여 완전한
병렬화를 성취한 첫 그래프 엔진이다. TurboGraph는
수백에서 수천 대에 이르는 머신을 필요로 하는
기존 분산 처리 방법들과 비교하여, 단일 PC상에서
백만 단위 규모의 그래프를 그들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100대 미만의
머신만을 사용하여 조 단위 규모 그래프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스크-기반
병렬 그래프 삼각형 카운트 기법인 OPT와 OPT의
확장인 DUALSIM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텐서 마이닝은 텐서에서
유용한 패턴과 이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발표에서는 텐서 분석의 사례, 이론, 알고리

[Session 1-3]
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기반 인구동태 변화
예측

강 연 자

백의현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

즘에 대해 설명한다.

[Session 1-2]
주

제

강 연 자

빅
 그래프 데이터 처리 기술
한욱신 교수(POSTECH)

그래프는 생물학 구조, 소셜 네트워크,
화학물, 온톨로지, 웹 그래프와 같은 실세계의 많은
강연요약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사회
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강연요약

(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
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

객체들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로 인해 컴퓨

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

터 사이언스, 바이오인포매틱스, 화학, 물리학, 헬스

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본 발

케어 등의 많은 응용들이 그래프 구조 데이터의 효

표에서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율적/효과적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

는 먼저 서브 그래프 색인 및 서브 그래프 동형 검색

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iGraph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

다. 서브 그래프 동형 검색은 바이오인포매틱스에서

술의 현황과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의 모티프 검색, 화학에서의 화합물 검색, 소셜 네트
워크 검색, RDF 질의 처리 및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의 악성 코드 탐지와 같은 많은 중요한 응용에서 사
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최신 알고리즘보다 수만 배까
지 빠른 서브그래프 동형 검색 알고리즘인 TurboISO
를 소개한다. 그리고 개발 중인 그래프 분석 엔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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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Session 3

1.19(목) 16:00~18:00, 그레이스홀2(6층)

Big Data 2

좌장 : 한욱신 교수(POSTECH)

[Session 3-1]
주

제

클라우드 소싱 방법론을 이용한 데이
터마이닝

강 연 자

김영훈 교수(한양대학교)

강연요약

클라우드 소싱은 컴퓨터가 수행하기에

는 어렵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
는 일들, 예를 들어 스캔된 이미지에서 글자를 찾는
다던가 리뷰를 읽고 호텔의 평가를 하는 등, 인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다수의 익명의
군중에게 배분하여 수행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클라
우드 소싱은 물론 근래에 고안된 새로운 시스템이라
할 수는 없으나 컴퓨팅의 일부분을 인간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해 컴퓨터가 전체 솔루션을 찾는다는

[Session 3-3]
주

제

데이터베이스와 플래시메모리 저장장
치의 융합

강 연 자

이상원 교수(성균관대학교)

강연요약

All-flash 저장장치 시대가 성큼 다가오

고 있다.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기존 저장장치
인 하드디스크를 단순 읽기, 쓰기 인터페이스만을 사
용했다. 하지만,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SSD)는, 하
드디스크와 달리, 단순 블록 디바이스를 넘어 다양한
최적화 기회를 제공한다. 본 강연에서는 플래시메모
리 특성과 최근 제안된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리뷰하
고, MySQL 오픈소스 DB 사례 중심으로 SSD와 DB
엔진의 수직적 최적화 기법을 소개하고, 새로운 오픈
소스 DBMS 엔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기회도 간단
히 논한다.

관점과 온라인을 이용해 소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비전문가 군중들에게 일을 맡겨 해결한다는 점, 따라
서 다수의 군중들이 병렬/분산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
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최근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Session 3-4]
주

제

을 활용한 프리딕티브 매뉴팩춰링 시스

널리 응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클라우드 소싱을

템 개발

통한 데이터마이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사가 수행
해온 몇 가지 관련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 제조산업의 4M 데이터 통합 분석

강 연 자

지수영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제조 전 과정에 관련된 4M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관리, 예측적 분석을 통해 선제적 제조
[Session 3-2]

활동 개선이(예방정비, 불량 요인 개선, 생산성 향상

딥러닝과

토픽모델링을 결합한 텍스트
분석 모델

요인 제고 등) 가능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소 제

오혜연 교수(KAIST)
강연요약 텍스트 분석은 뉴스나 블로그, 상품 후
기, 소셜미디어 등의 수많은 텍스트 데이타에 대한

o 핵심 기술 - 4M 데이터 통합저장관리 기술 - 4M

주

제

강 연 자

토픽 분석, 오피니언(감정) 분석 등에서 매우 중요
하다. 이미지 분석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 딥러닝은 텍스트 분석에서도 다양한 모델로 적용
되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토픽과 감
정 분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토픽모델인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그리고 새롭게 딥러닝을
통해 텍스트 모델링을 하는 word2vec 모델을 결합
한 dual representation topic model을 소개한다.
16 | SW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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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트랙
Session 2

1.19(목) 16:00~18:00, 그레이스홀1(6층)

AI 1

좌장 : 최희열 교수(한동대)
[Session 2-1]
주

제

AI
 헬스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기반 힐
링 플랫폼

강 연 자

최재훈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연요약

개인 주도로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헬스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유기적
으로 연결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헬스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개인 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힐링 플랫폼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헬스 서비스 개발을 헬스 빅
데이터 딥러닝 기반 개인 주도 건강 지능 API 개발,
의료 복합 지능을 위한 다기관 협진형 앙상블 딥러
닝 기술 소개

[Session 2-3]
주

제

Neural Attention Models을 이용한
Video Captioning

강 연 자

김건희 교수(서울대학교)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attention model을 이

용하여 짧은 동영상에 대한 설명 문장을 생성하는
Video captioning 연구에 대하여 소개한다. 첫 번째
로, 사람들이 영화를 시청할 때 얻은 시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attention model을 지도학습하고 이를 통해
video captioning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제안
한다. 두 번째로, 근래 영화기반 video captioning 대
회인 LSMDC 2016 challenge에서 2개 부분에 대해
우승한 attention model 에 대해 설명한다.
[Session 2-4]
주

제

초대규모 오브젝트 인식을 위한 기계학습

강 연 자

황성주 교수(UNIST)

강연요약

최근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

work 등 딥 러닝 모델들의 발전에 힘입어 시각 오브
[Session 2-2]
주

제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기계학습

강 연 자

최재식 교수(UNIST)

강연요약

시계열 데이터는 금융, 군사, 날씨등

젝트 카테고리 인식 성능이 놀랍게 향상되어, 최신
모델은 천개의 오브젝트에서 80% 이상의 분류 성능
을 내고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긴 하지만, 아
직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엔 인식 가능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오브젝트의 개수가 부족하다. 세상에는 몇 십만개의

필수적인 도구이다. 본 강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름을 가진 물체들이 존재하며, 이 숫자는 매일 새

분석하는 최신 기계학습 기술을 소개한다. 시계열

롭게 생겨나는 상품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비선형 방법인 가우시안

있다. 따라서, 진정 실용성을 가지는 물체 분류 시스

과정 및 딥러닝 기반 다중 시계열 데이터 분석

템은 이들 몇십만, 백만개의 오브젝트들을 인식할 수

기법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최신 오브젝트 인식 시스
템들은 만단위 오브젝트의 인식에서 30% 정도의 성
능만을 획득하여, 이러한 대규모 오브젝트 인식에 부
적합하다. 이러한 낮은 성능은 클래스의 세분화, 파
라메터와 학습 시간의 증가, 클래스의 불균형, 학습
데이터의 부족 등의 대규모 오브젝트 인식에서 새롭
게 나타나는 어려움들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
한 기계학습 모델과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18 | SW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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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시스템 트랙

1.20(금) 16:30~18:00, 그레이스홀1(6층)

AI 2

좌장 : 최재식 교수(UNIST)
[Session 6-1]
주

제


Introduction
to Recurrent Neural
Networks

최희열 교수(한동대학교)
강연요약 딥러닝은 음성이나 이미지 인식과
같은 패턴인식 분야에서 최고 성능을 갱신해 왔고,
최근엔 번역이나 언어 모델 등을 포함하는 자연어
이해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패턴인식 문제와 달리 자연어 이해 관련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sequence-to-sequence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s) 이 입력
sequence 에 대한 encoding 과 출력 sequence 에
대한 decoding 에 모두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RNNs 에 대해 소개하고,
응용분야들에서의 성과들도 포함한다.
강 연 자

[Session 6-2]
딥러닝 구현 최적화기술
유승주 교수(서울대학교)
강연요약 딥 뉴럴네트워크는 알고리즘적으로
계산량을 많이 줄인 경우에도 실제 구현에서는
몇배 또는 10배가 넘는 실질적인 계산량 감소가
가능하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딥뉴럴네트워크의
구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기술로 네트워크 압축, pruning, 양자화, 저비용
convolution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또한, 실시간성과
에너지효율을 위해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뉴럴네트워크의 하드웨어 가속기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주

제

강 연 자

[Session 6-3]
GPU기반 딥러닝 가속 솔루션 소개
유현곤 부장(NVIDIA)
강연요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픈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GPU 가속을 통한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딥러닝 학습 및 서비스 구현에서의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살펴본다.
주

제

강 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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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1.19(목) 16:00~18:00, 엘가든홀(8층)

System 1

좌장 : 엄현상 교수(서울대)
[Session 4-1]
주

제

딥 러닝을 위한 확장가능 이종
프로그래밍 모델

이재진 교수(서울대학교)
현재 딥 러닝을 위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가속기는 GPU이다. GPU 외에 ASIC,
FPGA, Xeon Phi coprocessor 등을 딥 러닝의
가속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GPU 같은
가속기에 의해 딥 러닝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대규모 신경망 모델은 아직까지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또, Caffe, CNTK, TensorFlow,
Theano, Torch와 같은 딥 러닝 라이브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이종 클러스터의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라이브러리는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cuDNN과
같은 상용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강연은 현재 딥 러닝 라이브러리가 가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다. 1) 여러 가지 종류의 가속기를 동시에
지원하는 문제, 2) 대규모 이종 클러스터의 이용, 3)
OpenCL과 같은 비상용 프로그래밍 모델의 지원
강 연 자

강연요약

[Session 4-2]
주

제

Intel

Xeon Phi (Knights Landing)
및 머신러닝 적용 방안

나승구 이사(인텔코리아)
IT 인프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PU 기술은 clock speed race 를 거쳐 현시점에는
multi core를 넘어선 many core로 향해 가고 있습니
다. Many core 아키텍처의 대명사인 Intel(R) Xeon
Phi™ (Knights Landing) 이 제공하는 호환성, 성능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
는 머신러닝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강 연 자

강연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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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3]
주

제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CPS기반 가상공
장 구축 및 시뮬레이션 기술

전인걸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는 제조산
업의 재도약을 위해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패
러다임에 대응하고 선진국형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CPS(Cyber-Physical Systems, 사물지능제어(事物知
能制御)시스템)기반 가상공장 구축 및 시뮬레이션 기
술에 대해 소개한다.
강 연 자

강연요약

Session 5

1.20(금) 14:30~16:10, 그레이스홀1(6층)

System 2

좌장 : 노삼혁 교수(UNIST)
[Session 5-1]
주

제

클라우드에서의 분산 및 병렬 응용의
성능 간섭

허재혁 교수(KAIST)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병렬 및 분산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할 시에 응용
간의 공유 자원을 통한 간섭으로 인하여 성능의
저하가 발생한다. 이 강연에서는 분산 응용에 대해,
캐쉬 및 메모리 간섭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분산 응용의 배치 기법을 설명한다.
강 연 자

강연요약

[Session 5-2]
주

제

In-memory Caching Orchestration
for Hadoop

최영리 교수(UNIST)
최근 들어 인메모리를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인 하둡에서 인메모리를
강 연 자

강연요약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Session 5-3]
주

제

네이버의 오픈소스 APM, Pinpoint의
개발 및 대규모 운영 사례

김성관 리더(NAVER)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오픈소스화한
APM인 Pinpoint(https://github.com/naver/
pinpoint)의 개발과 전세계 개발자들의 사용현황,
네이버의 적용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합니다.
강 연 자

강연요약

22 | SWCS 2017

SWCS 201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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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