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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KIISE),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KISTI),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 그리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iTIP 2019 “제37회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iTIP 2019: 2019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심포지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ICT 학회인 한국정보과학회에서는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 

초연결사회로 변화되는 현재의 과정을 ICT 기술 진화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가까운 미래 사회의 변화와 기술적 진화를 정확히 

예측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ICT가 이끄는 미래 혁신”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주셨고, 오전 세션에는 

기관별로 다양한 시각의 ‘ICT 미래기술 산업전망’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후 세션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CT 분야를 크게 

4개의 카테고리(4트랙)로 나누고 이를 다시 8개의 세부 분야(8세션)로 

나누어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관련 분야의 현황과 

앞으로 변화될 기술과 산업의 전망에 대한 발표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Future Data Intelligence 트랙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하여, Future Computing 트랙에서는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기술과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가 

개최되는 대전광역시의 특화산업이 국방ICT임을 고려하여 특별히 Smart 

Defense & Security 트랙을 마련하여 미래국방과 Trusted ICT 기술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Emerging ICT Service 트랙에서는 5G+ 

기술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Smart Mobility 기술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초청 연사님들의 주옥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혜안을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격동하는 지능정보기술의 시대 속에서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미래의 기술과 사회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여, 미래 스마트 사회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9월

대  회  장 김영국 부회장(한국정보과학회)

김재수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춘성 실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 직 위 원 장 류연승 교수(명지대)

이상환 센터장(KISTI)

민옥기 본부장(ETRI)

지은희 실장(SPRi)

초대의 글

등  록(08:30~) : 중회의장 로비(1층)

세션   ICT 미래기술 산업전망  101+102호	 사회 : 류연승 조직위원장(명지대)

09:30~10:40

  - 인공지능 기술 전망 - Autonomous, Augmented, Amplified!  	
     이승민 책임연구원(ETRI)

  - 자율협력주행시대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전략        	
					탁세현 부연구위원(KOTI)

10:40~10:50 휴  식

10:50~12:00

  - 언론 데이터를 활용한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김정민 연구원(SPRi)

  -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기술로드맵 수립 및 방향	
     박재민 대표(다윈전략컨설팅)

12:00~13:00 중  식(2층 그랜드볼룸)

  기조강연  101+102호	 사회 : 김영국 대회장(충남대)

13:00~13:50
  -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장병규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13:50~14:00 휴  식 

트랙

트랙 A
Future Data 
Intelligence

103호

트랙 B
Future 

Computing
105호

트랙 C
Smart Defense & 

Security 
106호

트랙 D
Emerging ICT 

Service
107호

세션
세션1 

(인공지능)
세션2 

(클라우드/엣지컴퓨팅)
세션3 

(미래국방)
세션4 
(5G+)

좌장 최용석 교수(한양대) 강동재 책임연구원(ETRI) 노병희 교수(아주대) 김일규 본부장(ETRI)

14:00~16:00

-   인공지능스포츠 
캐스팅 기술
최용석 교수(한양대)

-   제조 AI 사례와  
엔지니어링
박찬진 상무(SK하이닉스)

-   자연어처리의  
현안과 전망
윤덕호 부사장
(코난테크놀로지)

-   인공지능과 일의 미래
서봉원 교수(서울대)

-   5G Mobile Edge  
Computing 현황  
및 전망
김근현 매니저(SKT)

-   HPC 클라우드  
고려사항
문수영 이사(한국MS)

 -   Intelligent Edge  
Computing Technology
홍용근 실장(ETRI)

-   Edge-Cloud  
Interworking  
Technology for  
Distributed  
Computing
윤주상 교수(동의대)

-   미래 국방을 위한  
슈퍼컴퓨팅 활용
염민선 센터장(KISTI)

-   5G의 미래 전술네트
워크 체계 활용
임재성 교수(아주대)

-   국방 인공지능 개발 
현황 및 발전방향 
이상호 팀장(ADD)

-   AI기반 영상처리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및 성능향상
양용석 교수(여주대)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전략
김사진 수석연구원(IITP)

-   5G 산업 융합 기술 
및 사례
박동주 실장(에릭슨LG)

-   5G 스몰셀 기술
나지현 실장(ETRI)

-   미래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 향후 전망
이문규 교수(서울시립대)

16:00~16:10 휴  식 

세션
세션5 

(스마트데이터)
세션6 

(양자컴퓨팅)
세션7

(Trusted ICT)
세션8

(Smart Mobility)

좌장 노웅기 교수(가천대) 권오성 이사(한국MS) 원유재 교수(충남대) 김종찬 교수(국민대)

16:10~18:10

-   이종 사물데이터  
관리 및 검색 기술
이용 선임연구원(KISTI)

-   추천시스템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과 
최신 기술 동향
유환조 교수(포항공대)

-   이벤트 기반의  
이슈 탐지
차정원 교수(창원대)

-   현실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서민호 책임연구원(KISTI)

-   양자컴퓨팅의  
의미와 적용분야
이건복 상무(한국MS)

-   양자컴퓨팅의 이정표, 
IBM Q 소개
노기선 실장(한국IBM)

-   양자컴퓨팅 프로 
그래밍 및 성능 
평가 기술
최병수 실장(ETRI)

-   양자 기계학습
이진형 교수(한양대)

-   블록체인이 몰고 올  
미래사회
김형중 교수(고려대)

-   Trusted Computing  
기술 동향과 전망
장진수 교수(충남대)

-   사이버보안관점에서 
5G 보안 이슈와 대응 
기술의 도전과제
김환국 팀장(KISA)

-   사용자 서비스로서의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
김건우 실장(ETRI)

-   빅데이터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이재호 소장 
(카카오모빌리티)

-   자율주행과 도전과제
기석철 교수(충북대) 

-   연결형 자율주행과  
고정밀 지도 서비스
김강희 교수(숭실대)

-   자율주행 인지 시스템 
종단간 지연시간  
최적화
김종찬 교수(국민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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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프로그램별 세부안내

기조강연

9.20(금) 13:00~13:50, 101+102호 사회: 김영국 대회장(충남대)  

	 주					제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강	연	자 	장병규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강연요약 	4차 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속도, 그에 

따른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 

산업혁명보다 더욱 빠르고 넓고, 급격한 양태로 산업구조 

전반을 바꾸면서 일자리는 물론 삶의 모습 전반을 

변화시킨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 및 원칙 수립, 혁신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책화 

지원,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다각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장과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ICT 미래기술 산업전망

9.20(금) 09:30~12:00, 101+102호 사회: 류연승 조직위원장(명지대) 

	 주					제 			인공지능	기술	전망	-	Autonomous,	

Augmented,	Amplified!	

	 강	연	자 			이승민	책임연구원(ETRI)	

   강연요약 	딥러닝 등장 이후,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과 

산업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점차 

자율지능을 추구하며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세 가지 관점으로 압축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지능(Autonomous Intelligence)을 향해가는 

SW와 HW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둘째, 인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으로써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다. 

셋째, 혁신의 방식 자체를 혁신(Amplified Innovation)하는 

인공지능의 파괴적 혁신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					제 			자율협력주행시대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전략	

	 강	연	자 			탁세현	부연구위원(KOTI)

   강연요약 	기존의 자율협력주행 차량 관련 기술은 

도로 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 발달로 주요 이슈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율협력주행 기술은 

간선, 지선 등과 같은 도로 전반에 적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공 서비스의 종류 또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공 가능한 

모빌리티 및 물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필요 기술 및 향후 산업을 전망하였다.

	 주					제 			언론	데이터를	활용한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강	연	자 			김정민	연구원(SPRi)	

   강연요약 	언론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반 트랜드 

분석이 조명 받음에 따라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 본 

발표는 토픽모델링을 통해 언론데이터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SW분야의 주제를 식별 및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언론데이터에서 식별 된 주제의 중요도를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SW산업에서 주목할 10대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SW·IT언론사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종합하였다.

	 주					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기술로드맵	수립	

및	방향

	 강	연	자 			박재민	대표(다윈전략컨설팅)

   강연요약 	병력대상 남자 인구감소 및 해외주요 

국방력 강화 등 국내외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도전적 미래국방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기초원천 R&D 로드맵 구축 - 무인화, 에너지무기, 

미래추진, 초연결, 생존성, 초지능, 생화학, 특수소재, 

센싱 등 총 9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요구기능과 6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 

수립(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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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A - Future Data Intelligence

세션 1 인공지능

9.20(금) 14:00~16:00, 103호 좌장: 최용석 교수(한양대) 

	 주					제 			인공지능스포츠캐스팅	기술

	 강	연	자 			최용석	교수(한양대)

   강연요약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generate captions or explanations about images 

or video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 

combination of well-known CNN and RNN is often 

used to generate natural language captions from 

the features of image frames. Recently, many 

attention models are also used to understand 

more detailed and accurate visual contexts. 

Therefore, deep learning can be a good option 

to automatically make a caption on a variety of 

images and videos. However, when considering 

AI sportscaster like baseball-caster, AI has to 

create natural language narrations not only from 

shallow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who plays 

what, but also by deeper understanding and 

reasoning using player/team information, domain 

knowledge, and a variety of game statistics. This 

talk first describes three vision models (scene 

classifier, player detection, motion recognition) to 

obtain contextual information from sport-video 

frames and then presents the usage of ontology 

to make sportscasting in baseball games. Our AI 

sportscaster also incorporates on-line text web 

data related to the target game into the ontology 

that is built in real-time. We finally illustrate our 

early version of AI sportscaster for a KBO baseball 

game by using game statistics and learning motion 

pictures from September 2017 to April 2018.

	 주					제 			제조	AI	사례와	엔지니어링	

	 강	연	자 			박찬진	상무(SK하이닉스)	

   강연요약 	본 발표에서는 반도체 제조 분야의 AI 

적용 현황 및 수준을 소개한다. 특히, 불량 탐지 및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반 Visual Inspection 과제 사례를 

통해, AI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AI 모델을 

생산라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정 개선 혹은 외부 

요인의 변화로 입력 데이터에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하고 AI 모델 재학습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하고, 작업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AI 모델로 구현 가능한 지에 대한 Feasibility 

Study, 모델을 라인 운영에 배포하기 전의 Testing, 

모델 Inference에 대한 Performance Monitoring, 모델 

Upgrade, 과제 횡전개를 위한 Platform 설계 등의 AI 

엔지니어링 기술 및 역량의 확보가 제조 분야 AI 기술 

적용이 성공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주					제 			자연어처리의	현안과	전망	

	 강	연	자 			윤덕호	부사장(코난테크놀로지)	

   강연요약 	최근 딥러닝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이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딥러닝은 우선 합성곱 신경망(CNN) 

형태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이어서 순환 신경망(RNN) 형태의 딥러닝 

모델들이 자연언어처리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첫째, 그동안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연구의 주된 흐름을 형성했던 80년대식의 지식 

기반 접근 방법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 그리고 딥러닝 

기법의 활용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영어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온 딥러닝 활용 기법들을 소개한다. 단어정보 

학습법, 언어모델 학습법, 인코더-디코더를 활용한 

번역,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한 문장 생성 등의 

기겁이 소개될 것이다. 셋째, 이들 기법을 한국어에 

적용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소개한다. 교착어로서의 갖는 한국어의 특성이 딥러닝 

기법의 적용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를 헤쳐 나갈 

방안이 다루어질 것이다. 넷째, 갈수록 엔드-투-엔드 

접근이 선호되는 딥러닝 연구 추세를 감안하여 자연어 

처리, 특히 한국어와 관련한 처리 방법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가야 할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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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인공지능과	일의	미래	

	 강	연	자 			서봉원	교수(서울대)	

   강연요약 	4차산업혁명이란 말은 더이상 기술에 국

한된 용어가 아니다. 산업혁명이란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이 주

도하는 기술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기술적인 측

면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고찰하여 본다. 또

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션 5 스마트데이터

9.20(금) 16:10~18:10, 103호 좌장: 노웅기 교수(가천대) 

	 주					제 			이종	사물데이터	관리	및	검색	기술	

	 강	연	자 			이용	선임연구원(KISTI)	

   강연요약 	다양한 국가/도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사

물데이터는 개별 문제해결에만 집중되어 데이터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데이터 공유·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본 발

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이종 사물데이터

의 통합적 수집·관리 및 검색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품질 사물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제안한다. 

	 주					제 			추천시스템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과	

최신	기술	동향	

	 강	연	자 			유환조	교수(포항공대)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추천시스템에서 풀어야할 

문제들과 최신 기술 동향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cold-

start추천, scalability, privacy, timing, diversity 이슈들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설명하고, 그 중에 가장 최근 연구인 

diverse 추천 기술과 user behavior prediction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주					제 			이벤트	기반의	이슈	탐지		

	 강	연	자 			차정원	교수(창원대)		

   강연요약 	딥러닝 학습을 통해 한글 뉴스기사들로부터 

이슈를 추출하고 탐지하는 것. Espreeso를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한글 데이터의 입력을 기반으로 함. wikipeida/dbpedi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멀티헤드 어텐션 기법으로 본문 과 

관계어를 이용하여 주어나 목적어를 찾는 모델을 선행 

학습함. 학습된 모델로 전이학습 기법을 통해 한글 뉴스 

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육하원칙(5W1H+Do)의 패턴을 

결합하여 이벤트를 추출. 최종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군집화를 통해 한글 뉴스 기사의 이슈를 탐지 

	 주					제 			현실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강	연	자 	서민호	책임연구원(KISTI)

   강연요약 	과학기술의 사회현안 해결에의 기여, 국민 

생활안전 문제에의 도전 등의 취지로 시작된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의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데이터 협력 등을 통해 

현실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도전을 해오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MOU를 맺고 인천시는 현실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침수, 교통, 지진, 미세먼지의 

4개 영역에서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솔루션 개발이 

진행중이다. 본 강연에서는 인천시와의 협력과정, 솔루션별 

성과, 항후 계획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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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B - Future Computing

세션 2 클라우드/엣지컴퓨팅

9.20(금) 14:00~16:00, 105호 좌장: 강동재 책임연구원(ETRI)

	 주					제 			5G	Mobile	Edge	Computing	현황	및	전망

	 강	연	자 			김근현	매니저(SKT)	

   강연요약 	5G Mobile Edge Computing의 중요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들을 소개

합니다. 나아가, SK 텔레콤의 MEC 기술현황과 전망

을 살펴보고, MEC를 활용한 5G 혁신 서비스 사례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					제 			HPC	클라우드	고려사항

	 강	연	자 			문수영	이사(한국MS)	

   강연요약 	성공적인 HPC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CPU, GPU, 네트워크, 디스크, 

파일시스템 등의 인프라 요소와 클러스터 자동화, 

사용자 관리, 관리자 지원 등의 기능적인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					제 			Intelligent	Edge	Computing	

Technology

	 강	연	자 			홍용근	실장(ETRI)	

   강연요약 	기존에는 IoT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실시간성, 대규모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이 요구되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산업 IoT 분야에서 에지 컴퓨팅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엣지 노드에서 데이터 전처리, 

추론, 판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에지 

컴퓨팅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산업용 IoT를 위한 에지 컴퓨팅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분야로서 지능형 에지 컴퓨팅 

기술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주					제 			Edge-Cloud	Interworking	Technology	

for	Distributed	Computing

	 강	연	자 			윤주상	교수(동의대)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클라우드와 협업이 가능

한 에지-클라우드 컴퓨팅 협업 모델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에지컴퓨팅 기술 개발 현황 중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 및 연계를 통해 개발 중인 기

술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

이 진행 중인 에지컴퓨팅 기술과 서비스 개발 내용 등

을 소개한다. 또한, 에지-클라우드 컴퓨팅 협업 모델

에서 클라우드 자원과 서비스 분할 및 추가 기능에 대

한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고 최적화된 협업 모델과 기

능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 6 양자컴퓨팅

9.20(금) 16:10~18:10, 105호 좌장: 권오성 이사(한국MS)

	 주					제 			양자컴퓨팅의	의미와	적용분야	

	 강	연	자 			이건복	상무(한국MS)	

   강연요약  양자컴퓨팅의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고 그 다양한 활용분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양자컴퓨팅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스템 환경과 S/W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양자컴퓨팅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주					제 			양자컴퓨팅의	이정표,	IBM	Q	소개	

	 강	연	자 			노기선	실장(한국IBM)	

   강연요약 	IBM의 Quantum Computing 브랜드 

IBM Q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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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양자컴퓨팅	프로그래밍	및	성능평가	기술

	 강	연	자 			최병수	실장(ETRI)	

   강연요약 	양자컴퓨팅 구현 및 활용 기술이 지속적

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개념적, 이론적으로만 연구되던 

수준에서 구체적, 실용적 수준에서의 양자컴퓨팅 시스

템의 구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서 양자컴퓨팅의 원래의 높은 계산 성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고성능 양자알고리즘, 고성능 양자컴퓨팅 시스

템, 고성능 양자소자부품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구현되어야 하는 범용적으

로 사용 가능한 고신뢰 고성능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현

을 위해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기술, 시스템 구조화기

술, 부품구현기술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구

성요소들의 기능적 성능적 요구수준등을 검증하기 위

해서 필요한 양자컴퓨팅 성능 분석 시스템을 소개한다.

	 주					제 			양자	기계학습		

	 강	연	자 			이진형	교수(한양대)	

   강연요약 	양자컴퓨터 등 양자정보과학기술과 기계

학습 등 인공지능기술은 최근 눈부신 발전에 기초하여 

미래 유망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두 분야를 융

합한 양자 기계학습 및 양자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본 강연에서는 

양자 기계학습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동향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rack C - Smart Defense & Security

세션 3 미래국방

9.20(금) 14:00~16:00, 106호 좌장: 노병희 교수(아주대)

	 주					제 			미래	국방을	위한	슈퍼컴퓨팅	활용	

	 강	연	자 			염민선	센터장(KISTI)	

   강연요약 	첨단화된 차세대 무기체계에서는 방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분석이 

요구된다. 함정 파악, 표적 및 미사일 추적, 무인정찰기, 

지리공간정보, 보안위협 대응 및 전투차량 개선 등 

미래 국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슈퍼컴퓨팅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주					제 			5G의	미래	전술네트워크	체계	활용	

	 강	연	자 			임재성	교수(아주대)	

   강연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서비스는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로 정의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3GPP에서는 eMBB, mMTC, uRLLC의 5G 네트워크 

속성을 정의하고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C4I, ISR, PGM 체계를 연결하여 

작전능력을 극대화하자는 NCW 개념을 정립하고 

전술데이터링크를 중심으로 NCOE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유무인 체계를 통합하여 지능정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NCOE를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3-tier 전술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UAV를 활용한 공중통신 

방식으로 UAV-BS를 활용한 분산지능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공중통신 목적의 UAV 활용은 

UAV의 추락, 충돌, 네비게이션, 사이버전자전 등 통신 

외적인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UAV 데이터링크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운용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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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국방	인공지능	개발	현황	및	발전방향	

	 강	연	자 			이상호	팀장(국방과학연구소)

   강연요약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개발전략 및 추진방향, 현 연구내용 소개를 통한 산학연 

협력방안 

	 주					제 			AI기반	영상처리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및	성능향상

	 강	연	자 			양용석	교수(여주대)		

   강연요약 	본 연구는 AI기반 영상처리기술의 무기

체계 적용 및 성능향상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분야에서 

활용 중인 AI 영상처리 기술을 본 연구에 적용 한 것으

로 특히 민간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원하는 영상을 추

출하거나 분석 및 처리하는 기술을 실제 군에서 사용

하고 있는 감시무기체계에 적용 할 수 있는지 연구하

고 적용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내용임 

세션 7 Trusted	ICT

9.20(금) 16:10~18:10, 106호 좌장: 원유재 교수(충남대) 

	 주					제 			블록체인이	몰고	올	미래사회	

	 강	연	자 			김형중	교수(고려대)	

   강연요약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신뢰를 확보하

는 수단으로서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비트코

인은 화폐이지만 자산 성격이 강하다. 페이스북이 리

브라를 출시하기로 함에 따라 블록체인 지평이 크게 

확대대고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약해

졌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 물류, eSports 등

에서 어떻게 사회를 변모시킬 지에 대해 살펴본다.

	 주					제 			Trusted	Computing	기술	동향과	전망

	 강	연	자 			장진수	교수(충남대)	

   강연요약 	디바이스의 안전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

해서 신뢰 실행 기반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하드웨어 칩에 보관된 암호화키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안전한 디바이스 부팅 기술을 구현한다. 본 강연

에서는 Intel과 ARM 아키텍처에서 신뢰 실행을 보장

하기 위한 상용 기술 및 활용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

다. 또한 신뢰 실행 환경 기술의 발전을 위한 향후 연

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					제 			사이버보안관점에서	5G	보안	이슈와	

대응기술의	도전과제	

	 강	연	자 			김환국	팀장(KISA)	

   강연요약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서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되

고 5G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

아지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기반 인프라, MEC 등 

5G 네트워크의 기술적 진화는 사이버보안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사이버

보안분야에서 바라보는 5G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과 

기술 변화에 따른 보안이슈 그리고 현재 보안 기술의  

Challenges 와 요구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					제 			사용자	서비스로서의	지능형	영상	

보안	기술

	 강	연	자 			김건우	실장(ETRI)	

   강연요약 	

	 -   지금까지 보안은 각종 서비스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해당 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음

 -   하지만 최근에는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발전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도약하고 있음

 -   특히 CCTV와 같은 지능형 영상보안 분야에서 개인

영상정보보호 서비스가 개발되어 사용자 서비스 영

역으로 발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서비스로서의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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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D - Emerging ICT Service

세션 4 5G+

9.20(금) 14:00~16:00, 107호 좌장: 김일규 본부장(ETRI)

	 주					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전략	

	 강	연	자 			김사진	수석연구원(IITP)	

   강연요약 	5G 상용화를 기회로 5G 전·후방 산업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5G를 

전면적으로 융합하여, 5G 기반 신산업의 글로벌 리더

십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하기 위한 5G+ 

전략 소개

	 주					제 			5G	산업	융합	기술	및	사례	

	 강	연	자 			박동주	실장(에릭슨LG)	

   강연요약 	5G는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산업 지원을 위한 5G의 특징적인 기술을 

살펴보고 자동차, 공장, 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주					제 			5G	스몰셀	기술	

	 강	연	자 			나지현	실장(ETRI)	

   강연요약 	본 세션에서는 5G 네트워크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5G 스몰셀 기지국에 대하여 소개한다. 먼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및 구조에 대한 소개를 하

고 그 중 5G 스몰셀 기지국 장비의 역할,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한 후 국내외 연구동향 및 기술개발 이슈에 대

하여 소개한다.

	 주					제 			미래	위성통신	기술	및	서비스	향후	전망

	 강	연	자 			이문규	교수(서울시립대)	

   강연요약 	최근 위성 분야는 세계적인 기술 및 서

비스 변환기를 맞고 있다. 국가 주도의 중대형 위성위

주에서 민간 주도의 초소형 군집위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강연은 최근 변화를 맞고 있는 위성 기술의 

트렌드와 ICT 전반에서의 기술적 의미를 고찰해보고, 

향후 10년 우리가 집중할 (초소형) 통신 위성 핵심기술

을 정리해 본다.

세션 8 Smart	Mobility

9.20(금) 16:10~18:10, 107호 좌장: 김종찬 교수(국민대)

	 주					제 			빅데이터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강	연	자 			이재호	소장(카카오모빌리티)	

   강연요약 	모빌리티 플랫폼이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이동패턴을 

확인한다. 또한 다가올 자율주행과 통합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논의한다.

	 주					제 			자율주행과	도전과제	

	 강	연	자 			기석철	교수(충북대)	

   강연요약 	2000년대 중반까지 자동차 산업은 철강, 

금속, 기계, 소재산업, 설비, 자동차 설계 및 판매 등의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차, 전기차, 

커넥티드카의 등장이다. 본 강연에서는 자율차를 위한 

환경인지 센서, 전자제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신개념 

서비스, 안전성 평가 방안 등 상용화를 위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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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세부안내

	 주					제 			연결형	자율주행과	고정밀	지도	서비스	

	 강	연	자 			김강희	교수(숭실대)	

   강연요약 	자율주행차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

나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요

구하는 고용량 컴퓨팅 보드를 저렴한 저용량 보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 3차원 

고정밀 지도를 차량이 실제 주행하고자 하는 목표 경

로에 필요한 최소만큼만 온디맨드로 다운로드받아 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실제 자율주행

차를 대상으로 고정밀 지도 다운로드 서비스를 구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소개하고, 구현 사례

를 소개한다.

	 주					제 			자율주행	인지	시스템	종단간	지연시간	

최적화

	 강	연	자 			김종찬	교수(국민대)	

   강연요약 	자율주행 시스템의 카메라 기반 인지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인지의 정확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인지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인지 시스템의 

카메라부터 최종 결과 생성까지 종단간 지연시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는 회원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술 정

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의 컴퓨터, 

정보과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정기적

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입니다.

KSC는 12월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논문발표, 초청강연, 튜

토리얼, 패널,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매회 

1,80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자] 2019년 12월 18일(수)~20일(금)

[장소] 평창 휘닉스파크

[주제]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Everyone)

[주요 일정]

- SW 구현/데모 경진대회 제안서 접수마감 : 9월 30일(월)

- 논문접수마감(일반논문/학부생주니어논문) : 10월 21일(월)

- 튜토리얼 제안서 접수마감 : 10월 21일(월)

- 워크샵 제안서 접수마감 : 11월 1일(금)

- 좌장신청 접수마감 : 11월 8일(금)

- 후원 및 협찬 모집 : 12월 2일(월)

- 1차 사전등록 마감 : 12월 2일(월)

2019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Korea Software Congress 2019(KSC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