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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 국 정 보 과 학 회 가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  한 국 전 자 기 술 연 구 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1회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SWCS 2021)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사회 전반에 smartness가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그리드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는 점점 편해지고 효율이 높아지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SWCS 2021에서는 스마트 사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Software Converged Smart 
Society”라는 주제 하에 “AI, Bigdata, IoT+Edge Computing/5G”를 부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사회의 핵심 요소 기술인 AI, Bigdata, 
IoT+Edge Computing/5G에 대해서 살펴보며, 산학연에서 진행 중인 R&D 
프로젝트와 향후 산업 전망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5일간에 걸쳐 2개의 기조강연과 2개의 튜토리얼, Smart Tech 
Industry 세션, 2개의 R&D 세션, 6개의 기술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조강연에서는 “Smart Appliance, Smart Home, Smart 
City”에 대해서 LG전자 김동욱 전무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혁신 
전략”에 대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부원장님으로부터 관련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튜토리얼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AI 보안 기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Smart Tech Industry 세션에서는 라인플러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AWS, 
Intertrust, Netflix의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R&D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세션은 
AI, Bigdata, IoT+Edge Computing/5G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교육 현안과 SW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특별세션이 오프라인으로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SWCS 2021에 소프트웨어 기술과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할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연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조직위원 및 
프로그램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대  회  장 나연묵 회장(한국정보과학회), 

김명준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영삼 원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현제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재수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 직 위 원 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김형준 소장(ETRI), 

최병호 본부장(KETI), 임춘성 실장(SPRi), 

황순욱 본부장(KISTI)

프 로 그 램 위 원 장 김영길 실장(ETRI), 김철연 교수(숙명여대), 

문양세 교수(강원대), 이경택 센터장(KETI), 

조성래 교수(중앙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초대의 글 Invitation ■대회 조직

【대  회  장】   나연묵 회장(한국정보과학회), 

 김명준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영삼 원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현제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재수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직위원회】

위   원   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김형준 소장(ETRI),

 최병호 본부장(KETI), 임춘성 실장(SPRi), 

 황순욱 본부장(KISTI)  

위        원  김영균 본부장(ETRI), 이상환 교수(국민대),  

홍태영 센터장(KISTI) 

【프로그램위원회】

위   원   장   김영길 실장(ETRI), 김철연 교수(숙명여대), 

 문양세 교수(강원대), 이경택 센터장(KETI), 

 조성래 교수(중앙대), 진현욱 교수(건국대)  

위        원   김광선 교수(포항공대), 김수연 박사(Ernst&Young),  

박경준 교수(DGIST), 백상헌 교수(고려대),  

성효진 교수(포항공대), 유재수 교수(충북대),  

이영한 책임연구원(KETI), 임효상 교수(연세대),  

최재식 교수(KAIST) 

■참가 안내

【참 가 비】

구분 사전등록

회원
학생 15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50,000원

비회원
학생 180,000원

일반 280,000원

- 행사기간 동안 강연 VOD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집(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 정(종신)회원 및 일반 참가자에게는 참가기념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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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 로 그 램

기조강연
(40~50분)

Smart Appliance, Smart Home, Smart City 김동욱 전무(LG전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혁신 전략 이규복 부원장(KETI)

튜토리얼
(각 90분)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임세준 교수(국민대)

AI 보안 이상근 교수(고려대)

Smart Tech Industry
(각 60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LINE Blockchain Platform 류인선 리더(라인플러스)

NNStreamer: 효율적인 AI System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신경망 파이프라인 함명주 마스터(삼성리서치)

자동차 산업의 데이터 활용현황과 도전과제 김일환 상무(현대자동차)

R&D를 위한 AWS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 조상만 SA(AWS)

Multiparty Data Governance - the next big wave in distributed big data services and IoT Talal Shamoon CEO(Intertrust) 

컨텐츠 플랫폼의 선두주자 - Netflix의 소프트웨어 인사이트 전강훈 연구원(Netflix)

세션1
(각 40분)

AI Ⅰ- 산업적용 AI

산업 디지털 변환 – 비전, 사례, 그리고 도전 윤병동 교수(서울대, 원프레딕트)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이해 및 전망 금동석 교수(KAIST)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동향 정진우 책임(KETI)

세션2
(각 40분)

AI Ⅱ - 실생활 AI 

인공지능과 감성 : 실생활에서의 감성컴퓨팅 박외진 대표이사(아크릴)         

GPT-3 등 딥러닝 사전학습 언어모델 기술 임준호 책임연구원(ETRI)

시각지능의 어제, 오늘, 미래 기술 박종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세션3
(각 40분)

Bigdata Ⅰ- 빅데이터/클라우드 최신 기술

대규모 복잡 SQL 질의 최적화 기술 김민수 교수(KAIST)

클라우드 DBMS 동향: 오픈소스 중심의 고찰 오명환 상무(큐브리드)

IoT 제품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AI 적용 사례 정종진 책임연구원(KETI)

세션4
(각 40분)

Bigdata Ⅱ - 빅데이터 스토리지

지능화 도시를 위한 데이터 및 컴퓨팅 기술의 도전 서민호 단장(KISTI)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유사도 조인 기법 민준기 교수(한국기술교육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송석일 교수(한국교통대)

세션5
(각 40분)

IoT+Edge Computing/5G Ⅰ- IoT와 MEC

IoT카메라를 위한 비디오 프라이버시 이석복 교수(한양대)

Edge AI를 위한 연합 분산 학습 박지홍 교수(Deakin Univ.)

포그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딥러닝 기반 컨텐츠 캐싱 기법 김훈 교수(인천대)

세션6
(각 40분)

IoT+Edge Computing/5G Ⅱ- 5G와 소프트웨어

5G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성원 교수(경희대)

5G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랫폼 정명기 연구원(삼성리서치)

오픈 소스 기반의 5G 네트워크 김우중 MTS(ONF)

세션7
(각 40분)

R&D Ⅰ- 기관 R&D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Ambient Intelligence 기술 임화섭 단장(KIST)

BeeAI, 스마트 AI 플랫폼 기술 이연희 실장(ETRI)

산업 데이터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 강정훈 센터장(KETI)

세션8
(각 40분)

R&D Ⅱ - SW스타랩

중대형 디스플레이 UX 플랫폼 시스템 기술 엄영익 교수(성균관대)

딥 러닝과 HPC 이재진 교수(서울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이해와 응용 안희갑 교수(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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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 로 그 램

정책세션
(120분)
오프라인

4월 22일(목) 15:00~17:00, 부산 펠릭스호텔  *Closed 세션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좌장 : 최종무 교수(단국대)

시 간 내 용 발표자

15:00~15:10 인사말 나연묵 회장(한국정보과학회)

15:10~15:30 과제 전체 소개 조성제 교수(단국대)

15:30~15:50 제1세부(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방안) 백상헌 교수(고려대)

15:50~16:00 Break Time

좌장 : 조성제 교수(단국대)

16:00~16:20 제2세부(포스트 AI∙SW 기술) 김경중 교수(광주과학기술원)

16:20~16:40 제3세부(데이터 신뢰와 안전) 권준호 교수(부산대)

16:40~17:00 토론/논의/Q&A

특별세션
(130분)
오프라인

4월 23일(금) 15:00~17:10, 부산 더베이101 지하1층 마린홀  *선착순 50명 참가

컴퓨터 비전공자들을 위한 코딩 교육 현안과 SW 인재 양성 정책

사회 : 이원준 부회장(고려대)

시 간 내 용 발표자

15:00~15:10 개회 및 축사 나연묵 회장(한국정보과학회)

15:10~15:40 [기조강연]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으로 하자 이민석 학장(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5:40~16:00 컴퓨터 비전공자 코딩 교육 사례 홍봉희 교수(부산대)

16:00~17:10

지정 토론   좌장 : 최진영 교수(고려대)

우리나라 SWㆍAI일자리 전망 및 관련 정책 소개 
초중고 코딩 교육 현황
ETRI AI 아카데미 교육
SW교육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비전공자를 위한 SW기반의 문제 해결

하준홍 팀장(과기정통부)
김현철 교수(고려대) 
박종현 부원장(ETRI) 
신혜권 대표(이티에듀)
한혁수 교수(상명대)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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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강연제목    Smart Appliance, Smart Home, 

Smart City 

강 연 자  김동욱 전무(LG전자) 

강연요약  전통적으로 Hardware의 기술로 경쟁력을 

다투던 시장에 Software 기술이 들어오면서 단순한 기능 

추가의 수준을 넘어서서, software기술로 제품/서비스를 

재정의하는 software defined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

다. LG전자에서 전망하는 각 단계의 가치와 풀어야 하는 문

제들을 소개하고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혁신 전략 

강 연 자  이규복 부원장(KETI) 

강연요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우리의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키워드로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First-

Mover로서의 대한민국을 조망한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현황 및 R&D 방향 소개를 통

하여 산학연 협력모델 발굴의 기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강연제목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으로 하자 

강 연 자  이민석 학장(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강연요약  모든 교육에서 진도 나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강의 주도 교육보다, 실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패턴

도 바뀌어 학습 촉진자로서의 선생님 역할, 그리고 동료 학

습, 동료 평가도 중요해졌다. 더불어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관점의 적응형 학습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노베

이션 아카데미가 추구하고 있는 확장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한다. 

튜토리얼

강연제목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강 연 자  임세준 교수(국민대학교)

강연요약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자율

주행의 개요, 기술동향, 기술적/사회적/법적 이슈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자율주행 인지/판단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인공지

능을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다룬다.

강연제목    AI 보안 

강 연 자  이상근 교수(고려대학교) 

강연요약  AI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침입탐지시스템 등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에서 AI

의 신뢰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본 강연에서는 오

동작 유도, 데이터 오염, 모델 탈취, 데이터 탈취 공격 등으로 

인한 취약성과 학습 알고리즘, 학습 SW 플랫폼, AI 증강 시스

템 등에서 발생 가능한 AI의 신뢰성 이슈들과 대응 방안에 대

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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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제목    Multiparty Data Governance - the 
next big wave in distributed big data 
services and IoT  

강 연 자  Talal Shamoon CEO(Intertrust) 

강연요약  The last ten years have witnessed a massive 

evolution in the way companies do business on the Interne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e have gone from on premise 
servers fully distributed virtualized data centers in the cloud. The 
evolution is phenomenal - from cloud services like AWS and Azure 
to a new era of data warehouses have created efficiencies never 
before seen. Corporation are now looking at new efficiencies 
based on these technologies and new opportunities in commerce 
and data-driven business models. One huge impediment stands 
in the way - once data is placed in these new services, it becomes 
much harder to control, manage and secure it. The opportunities 
created by created intercompany and intracompany data sharing, 
data exchanges, and data management are hobble by fears of 
data misappropriation, data breaches and expropriation of cor-
porate data. These fears, combined with legal regulations around 
data residency and privacy have frozen the market. Furthermore, 
enterprises are facing a chaotic interoperability problem, needing 
to manage data stored in multiple cloud systems, databases and 
warehouses. Even inside large corporations, the cost of reformat-
ting and securing data between these systems has, to date, been 
massive.  Intertrust, the leader in data rights management, de-
signed The Intertrust Platform to solve this problem and liberate 
the potential of data-drive business models. Intertrust Platform 
sits above cloud systems, databases and warehouses and pro-
vide a layer of security and rights management that allows these 
systems to talk with each other and for companies to create 
one stop interoperability between competing systems. Multiple 
companies using Intertrust Platform can trade and build data 
value chains without worrying about data misuse. Intertrust 
Platform is revolutionary and opens the door to true data com-
merce within and between companies. On the device side, Inter-
trust Platform allows device authentication of IoT devices and 
sensors to ensure that data collected from endpoint systems 
running in hostile environments can move safely from device to 
clou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 Intertrust Platform pro-
vides a framework for third party analytics and AI to operate on 
data collected from sensors made by different companies and 
stored in cloud service made by different companies as if it was 
one system. Applications abound and the Platform is being used 
in Energy, Entertainment and Media, Automotive and Climate. 
We will present the platform in detail, discuss applications from 
energy, EV and ESG as well as climate and discuss the enable-
ment we bring to the table. 

Smart Tech Industry

강연제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LINE 

Blockchain Platform 

강 연 자  류인선 리더(라인플러스)   

강연요약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전

자 화폐(CBDC)에 대한 소개, 최근 동향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LINE Blockchain Platform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소

개하고자 합니다. 

강연제목    NNStreamer: 효율적인 AI System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신경망 파이프라인 

강 연 자  함명주 마스터(삼성리서치)  

강연요약  AI System은 잘 만들어진 신경망 모델 만으

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모델들이 여러 센서로부터 발

생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추론과 제어를 할 경우 모

델과 각종 처리기, 입출력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제어할 것인

지, 연결 상태나 구성 요소의 변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AI System의 개발

을 더 쉽고 빠르게 하고 실제 제품에 탑재되어 그 성능도 최적

화하기 위한 Framework로 NNStreamer를 제안합니다. 또

한, Samsung Research의 Open Source AI Framework 

Software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강연제목    자동차 산업의 데이터 활용현황과 도전과제  

강 연 자  김일환 상무(현대자동차) 

강연요약  

- 현대자동차 CDO 조직 및 연사소개 

- 자동차 산업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도전과제

강연제목    R&D를 위한 AWS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   

강 연 자  조상만 SA(AWS) 

강연요약  AWS는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의 고객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10년연속 리더 자

리를 차지할 만큼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R&D 인력들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필

요한 기술 요소들을 중심으로 AWS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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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제목    컨텐츠 플랫폼의 선두주자 - Netflix의  

소프트웨어 인사이트    

강 연 자  전강훈 연구원(Netflix) 

강연요약  Netflix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개인화된 컨텐

츠 추천 서비스가 가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

했다. Netflix의 추천 서비스는 personalized ranking, page 

generation, search, similarity, ratings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와 같은 Netflix의 컨텐츠 추천 기

술을 설명하며 Netflix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및 Streaming 

Platform을 소개한다. 

6

Session 1 AI I - 산업적용 AI

[Session 1-1] 

강연제목    산업 디지털 변환 - 비전, 사례, 그리고 도전  

강 연 자  윤병동 교수(서울대학교, 원프레딕트) 

강연요약  최근 산업은 52시간 근무제 시행, 중대재해

법,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이슈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산업의 디지털 변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

지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 변환이라는 거대한 비전의 실행은 

현재 정부주도하에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산업군(에너지, 

발전, 전력, 제조, 모빌리티 등)에서 디지털 변환의 성공적 사

례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소개하고 도전 요인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Session 1-2] 

강연제목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이해 및 전망 

강 연 자  금동석 교수(KAIST)  

강연요약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

우 어렵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이 보장된 자

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특히 판

단과 제어 기술 측면에서 어떠한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는지 

논의하고 KAIST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Session 1-3] 

강연제목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동향 

강 연 자  정진우 책임(KETI) 

강연요약  본 발표에서는 네트워크 모델 압축과 같은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동향에 알아본다. 또한 GPU에 인공

지능 경량화를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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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AI II - 실생활 AI 

[Session 2-1]

강연제목    인공지능과 감성 : 실생활에서의 감성컴퓨팅  

강 연 자  박외진 대표이사(아크릴) 

강연요약  1995년 MIT Media Lab의 Rosalind 
Picard 교수가 발행한 technical report 인 ‘Affective 

Computing’ 이 공개된 후, 감성 컴퓨팅은 인공지능의 주요

한 영역으로서, 감성 인식, 표현, 증강 등의 각 부문에서 활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감성

컴퓨팅의 산업계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인공지능 영역내에서

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Session 2-2]

강연제목    GPT-3 등 딥러닝 사전학습 언어모델 기술 

강 연 자  임준호 책임연구원(ETRI) 

강연요약  본 강연은 GPT-3를 포함하여 최근 언어처리
의 주요 접근방법으로 자리 잡은 사전학습 언어모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 아래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 인코더 기반 언어모델 (BERT 계열)

- 디코더 기반 언어모델 (GPT-3)

- 인코더-디코더 기반 언어모델 (T5)

- 각 모델 구조 별 장점 및 단점 

[Session 2-3] 

강연제목    시각지능의 어제, 오늘, 미래 기술 

강 연 자  박종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연요약  인공지능에서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는 오랫
동안 진행했지만, 사람 수준의 인지 능력을 구현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딥러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

로 시각지능 분야에서 특히 인지지능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

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는 서비

스가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을 거치는지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개발된 기술, 지금 사용

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미래에 부상할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합니다.

Session 3 Bigdata I - 빅데이터/클라우드 최신 기술

[Session 3-1]

강연제목    대규모 복잡 SQL 질의 최적화 기술 

강 연 자  김민수 교수(KAIST)  

강연요약  산업에서 사용되는 DB의 구조가 점점 복

잡해지면서 두 테이블을 기본키(primary key)와 외래 키

(foreign key)가 아닌 외래 키와 외래 키로 결합하는 복잡

한 형태의 SQL 질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표준 벤치마크인 

TPC-DS의 26%가 이런 복잡한 SQL 질의들로 구성돼 있

고 기계학습 및 생물정보학 분야들에서도 이러한 복잡한 

SQL 질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상용 및 비상

용 DBMS들은 두 테이블이 주로 기본 키와 외래 키로 결합

한다는 가정하에 왼쪽 깊은 이진 트리 형태로 질의들을 처

리하고 있어 외래 키들 간의 결합이 필요한 복잡한 SQL 질

의들에 대해 처리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메모리 부족

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다. 본 강의에

서는 그러한 복잡 SQL 질의들을 n항 조인 연산자와 최악-

최적 조인 알고리즘을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SPRINTER 기술을 소개한다. 해당 기술은 TPC-DS 벤

치마크에서 기존 상용 DBMS들 대비 최대 20배나 처리속

도를 향상시키며, GPU를 활용할 경우 처리 속도를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Session 3-2] 

강연제목    클라우드 DBMS 동향: 오픈소스 중심의 고찰 

강 연 자  오명환 상무(큐브리드) 

강연요약  클라우드 DBMS 정의, 대용량 트랜잭션 처

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 및 관련된 국내주도 오픈소스 

DBMS인 큐브리드의 차세대 프로젝트 소개

[Session 3-3] 

강연제목    IoT 제품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AI 적용 사례

강 연 자  정종진 책임연구원(KETI) 

강연요약  IoT 가전제품을 생산, 유통, AS후속 조치까

지 수행하는 중소 가전업체들이 각 개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경

제등의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외부 채널로부터 수집/분석

한 결과를 활용 하여 각 단계에서 제품 관련 업무 효율성 높

이고, 차기 제품 기획 및 모델 설계에 분석된 결과를 반영함

으로써 자사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및 활용 

예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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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Bigdata II - 빅데이터 스토리지

[Session 4-1]

강연제목    지능화 도시를 위한 데이터 및 컴퓨팅 기술의 

도전 

강 연 자  서민호 단장(KISTI)

강연요약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데이터 센터

가 운영되고, 지능화된 기능 응용 연구가 활발하다. 재난안

전 패러다임이 데이터를 통한 예측, 예방 중심으로 이동하

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더 빠른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 낼 수 있

는 연구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지능화 관점에서 해당 분야 

데이터 및 컴퓨팅 기술의 도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이 기대될지 공유한다.

[Session 4-2]

강연제목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유사도 조인 기법 

강 연 자  민준기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연요약  유사도 조인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유사

한 쌍들을 추출하는 조인 연산으로 추천시스템, 중복 탐지, 

문서 군집화, 표절 검사, 데이터 클리닝 등의 응용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의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에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다양

한 병렬 유사도 조인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 한다.

[Session 4-3]

강연제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강 연 자  송석일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강연요약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반은 대용량 데이

터에 대한 저장 및 관리, 요구에 따른 빠른 전달이다. 본 발표

에서는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수집-전처리-학습-적용및

보관)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스토리지 요구사항의 특징을 살

펴보고 이를 고려한 최근의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개발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본다. 

Session 5
IoT+Edge Computing/5G I

- IoT와 MEC

[Session 5-1]

강연제목    IoT카메라를 위한 비디오 프라이버시 

강 연 자  이석복 교수(한양대학교) 

강연요약  With various IoT cameras today, shar-

ing of their video evidences, while benefiting the 

public, threatens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the 

footage. However, protecting visual privacy without 

losing video authenticity is challenging. The conven-

tional post-process blurring would open the door 

for posterior fabrication, whereas the realtime blur-

ring results in poor quality, low-frame rate videos 

due to the limited processing power of commodity 

cameras. This presentation will introduce Pinto, a 

software-based solution for producing privacy-pro-

tected, forgery-proof, and high-frame-rate videos 

using low-end IoT cameras. Pinto records a realtime 

video stream at a fast rate and allows post-process-

ing for privacy protection prior to sharing of videos 

while keeping their original, realtime signatures 

valid even after the post blurring, guaranteeing no 

content forgery since the time of their recording. 

Pinto is readily implementable in today’s commodity 

cameras. Ou rprototype on three different embed-

ded devices, each deployed in a specific application 

context (on-site, vehicular, and aerialsurveillance) 

demonstrates the production of privacy-protected, 

forgery-proof videos with frame rates of 17--24 

fps, comparable to those of HD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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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2]

강연제목    Edge AI를 위한 연합 분산 학습 

강 연 자  박지홍 교수(Deakin Univ.) 

강연요약  In just a few years, breakthroughs 

in machine learning (ML) have transformed how 

computational models perform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face recognition, autono-

mous driving, and language translation. Expanding 

its territory to mission-critical wireless applica-

tions makes the impossible become possible, e.g., 

supporting a massive number of devices with low 

latency and high reliability guarantees. This calls 

for a paradigm shift from classical ML to edge 

ML. To abide by the application’s low latency con-

straint, the inference in edge ML is operated at the 

network edges such as base stations (BSs) and 

mobile devices. Furthermore, the training process 

is performed locally at the edge side, and is collec-

tively updated over the wirelessly connected edge 

devices, while not directly exchanging private 

data samples. Preserving data privacy enables the 

access to a huge amount of the user-generated 

training dataset, thereby improving the inference 

reliability. Unfortunately, traditional deep models 

and training algorithms exert severe demands on 

the energy/memory/communication resources of 

local devices, thus limiting their adoption for edge 

ML. Motivated by this, in this talk we explore the 

building blocks of edge ML, and propose its suit-

able theoretical and technical enablers, followed 

by several case studies demonstrating the effec-

tiveness of our proposed approaches. 

[Session 5-3]

강연제목    포그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딥러닝 기반 컨텐츠 

캐싱 기법 

강 연 자  김훈 교수(인천대학교)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포그 엑세스 포인트에서 영

화 컨텐츠 전송 지연과 컨텐츠의 캐싱 적중률을 개선할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을 소개한다. 요청되는 영화 컨텐츠 정보 

외에 영화 컨텐츠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셋에 추가

하여 2D-CNN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컨텐츠 요청을 예측

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포그 엑세스 포인트 캐싱 환경

에서 1D-CNN, 지프 분포 등을 적용한 방법과의 비교를 통

해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인다.
9

Session 6
IoT+Edge Computing/5G II 

- 5G와 소프트웨어

[Session 6-1]

강연제목    5G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강 연 자  이성원 교수(경희대학교) 

강연요약  과거 Telco 라는 단어가 가졌던 폐쇄적인 기술 

개발 환경은, SDN/NFV의 시작과 함께 무너졌으며, 이제 IT 기

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동통신과 네트워킹의 핵심 적

인 기술로 자리 잡았다. 본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과거의 흐름

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5G 및 미래 통신 기술의 발

전에서의 주목해야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Session 6-2] 

강연제목    5G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 연 자  정명기 연구원(삼성리서치) 

강연요약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의 S/W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장비 업

체간 호환성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페이스의 개방화 

및 규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 동향과 S/W 기반의 개방형 Network Platform의 참조 

Architecture를 소개한다.

[Session 6-3] 

강연제목    오픈 소스 기반의 5G 네트워크 

강 연 자  김우중 MTS(ONF) 

강연요약  최근 화두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은 점차 커지고 있습

니다. 본 강연에서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성하는 5G 네트

워크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ONF에서 개

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CBRS 

대역 네트워크인 Aether와 SD-RAN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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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 R&D I - 기관 R&D

[Session 7-1]

강연제목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Ambient  

Intelligence 기술

강 연 자  임화섭 단장(KIST) 

강연요약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인간-

로봇의 공존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람, 상황, 

환경을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와 

액션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Ambient Intelligence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KIST 인공지능연구단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자의 

신체 형상을 인식하고 건강 상태를 예측하며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Ambient Intelligence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Session 7-2]

강연제목    BeeAI, 스마트 AI 플랫폼 기술 

강 연 자  이연희 실장(ETRI)  

강연요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SB융합연구단에서 

개발한 BeeAI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로부

터 자동화와 지능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데브옵스 플

랫폼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지능화 서비스 기술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기 위한 자기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제공한다. 본 발표에서는 BeeAI의 

진화 가능한 지능 서비스 구현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Session 7-3]

강연제목    산업 데이터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 

강 연 자  강정훈 센터장(KETI) 

강연요약  코로나19등 산업환경 및 시장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 적용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개발 플랫폼의 산업 

현장 데이터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Session 8 R&D II - SW스타랩

[Session 8-1]

강연제목    중대형 디스플레이 UX 플랫폼 시스템 기술 

강 연 자  엄영익 교수(성균관대학교) 

강연요약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

해 최근 중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

다. 기존의 단일 사용자 기반 컴퓨팅 프레임워크들은 개인

형 디스플레이를 가정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이들은 중대

형 디스플레이 장치의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중대형 디스플레이 환경에

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팅 기기를 공유하는 새로

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를 시스템 레벨에서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UX 플랫폼 SW 기술과 다중 사용

자 UX 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Session 8-2]

강연제목    딥 러닝과 HPC 

강 연 자  이재진 교수(서울대학교)  

강연요약  최근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AI 또는 딥 러

닝 응용은 학습을 수행할 때 수백, 수천 대의 GPU 컴퓨

터 시스템을 빠른 네트워크로 엮은 슈퍼컴퓨터 클러스

터와 같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강연은 이와 관련하여 고전적 High Performance 

Computing(HPC)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종 컴퓨팅에 대

하여 살펴본다. 또, 현재 딥 러닝 응용을 실행하는 딥 러닝 

플랫폼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고전적인 High Per-

formance Computing의 관계를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

로 주어진 딥 러닝 응용을 자동으로 병렬처리하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Session 8-3]

강연제목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이해와 응용 

강 연 자  안희갑 교수(포항공과대학교) 

강연요약  공간을 거리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Voronoi 

diagrams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수학의 기하학과 조합

론, 컴퓨터공학의 알고리즘, 그리고 건축학과 재료공학 등 

이론과 응용분야 전반에 걸쳐 최적 공간분할을 위해 사용되

는 개념인 동시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다. 본 강연에서는 

Voronoi diagrams에 대한 개념 소개와 함께 응용문제 해

결 알고리즘, 그리고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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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션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정책 

▣ 일시 : 4월 22일(목) 15:00~17:00

▣ 장소 :   부산 펠릭스호텔 (*Closed 세션) 

 

▣ 프로그램

좌장 : 최종무 교수(단국대)

시간 내용 발표자

15:00~15:10  인사말 나연묵 회장(한국정보과학회)

15:10~15:30  과제 전체 소개 조성제 교수(단국대)

15:30~15:50  제1세부(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방안) 백상헌 교수(고려대)

15:50~16:00  Break Time

좌장 : 조성제 교수(단국대)

16:00~16:20  제2세부(포스트 AI∙SW 기술) 김경중 교수(광주과학기술원)

16:20~16:40  제3세부(데이터 신뢰와 안전) 권준호 교수(부산대)

16:40~17:00  토론/논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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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컴퓨터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교육 현안과 SW 인재 양성 정책

▣ 일시 : 4월 23일(금) 15:00~17:10

▣ 장소 :   부산 더베이101 지하1층 마린홀 (선착순 50명 참가) 

 

▣ 프로그램

최근 SW 개발자의 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만큼 SW 

인재난이 심하다는 반증이다. 국가 전분야로 확산된 디지털 시대에서 

필요한 SW 인재는 컴퓨터 전공 학생들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 전분야로 확산된 디지털화를 뒷받침할 SW 인재 양성은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컴퓨터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코딩 교육 방식은 컴퓨터 

비전공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실토한다. 이번 워크샵은 컴퓨터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교육 과정의 전개, 코딩 교육 방법, 코딩 교육 교재 및 컨텐츠의 

개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당면 코딩 교육 

현안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SW 인재 양성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국내 최초의 워크샵이다. 개별 대학으로 흩어져 공유가 되지 

않는 SW 코딩 교육에 대한 현장 노하우를 들어보고 SW 인재 양성을 위한 

지침이나 정책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토론할 예정이다. 

사회 : 이원준 부회장(고려대)

시 간 내 용 발표자

15:00~15:10  개회 및 축사 나연묵 회장(한국정보과학회)

15:10~15:40
 [기조강연]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으로 하자
이민석 학장(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5:40~16:00  컴퓨터 비전공자 코딩 교육 사례 홍봉희 교수(부산대)

16:00~17:10

지정 토론 좌장 : 최진영 교수(고려대)

우리나라 SW·AI일자리 전망 및 관련 

정책 소개 
하준홍 팀장(과기정통부)

초중고 코딩 교육 현황 김현철 교수(고려대)

ETRI AI 아카데미 교육 박종현 부원장(ETRI)

SW교육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신혜권 대표(이티에듀)

비전공자를 위한 SW기반의 문제 해결 한혁수 교수(상명대)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강연제목    컴퓨터 비전공자 코딩 교육 사례   

강 연 자  홍봉희 교수(부산대학교) 

강연요약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

시의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교육 과

정의 개발, 코딩 교안의 개발, 교육 방법의 개선 현안에 대

하여 살펴본다. 비전공자들에 대한 코딩 진입 장벽을 없애

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코딩 교육 노하우를 공유 교환 확산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강연제목    우리나라 SW·AI일자리 전망 및 관련 정책 

소개  

강 연 자  하준홍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연요약  디지털 일자리 현황 및 예측과 ICT전문인력 

수급전망에 대한 mismatch를 소개

 그에 대한 근본대책으로서 정보교육에 대한 초중고 보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SW·AI 관련 일자리 발굴 정책 

및 인재양성 정책 등을 설명 

강연제목    초중고 코딩 교육 현황 

강 연 자  김현철 교수(고려대학교) 

강연요약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코딩교육의 

현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다. 

강연제목    ETRI AI 아카데미 교육 

강 연 자  박종현 부원장(ETRI) 

강연요약  ETRI AI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

고 이의 확장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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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제목    SW교육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강 연 자  신혜권 대표(이티에듀)  

강연요약  초·중학교 SW교육은 여러 요인으로 학교

(교사)·학생·학부모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남. 이런 가운

데 정부는 2025년 SW교육과 별개로 AI교육 도입을 추진

함. AI가 SW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 SW와 AI

를 별개로 나눠 교육 정책을 진행함. AI가 떠오르면서 SW

교육은 하나의 옛 트렌드로 전락함. SW교육과 AI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연계해 SW교육을 확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공교육 한계를 사교육으로 보완. 공교육은 SW교육 본 취

지인 사고력·창의력 향상에 초점을 맞춤. 코딩 등 심화교육

은 사교육을 활용. 이렇게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을 구분함. 

사교육 문제인 지리적·경제적 교육 불균등은 원격교육 플

랫폼을 통해 해소 가능. 

비전공 대학생의 SW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도입한 SW중

심대학 제도도 양적 성과에만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음. 비전공 학생들이 교양필수로 SW교육을 

이수하지만, 실질적 융합 사고를 갖는데 한계가 있음. 문·

이과를 융합한 전공과목 개설에 따른 교육이 필요함. SW

교육 가치확산 사업에 대한 평가 비중이 낮은 것도 지역 내 

SW교육 저변 확대에 한계가 됨. 1기 SW중심대학 재지정

도 4개 대학만 재지정하는 것보다 특정 평가점수를 넘은 대

학을 재지정하는 절대평가로 변환돼야 함. 

강연제목    비전공자를 위한 SW기반의 문제 해결

강 연 자  한혁수 교수(상명대학교)  

강연요약  비전공자들에게 <SW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도구>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가르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