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소프트웨어컨버전스심포지움
4.28(목)~29(금), 여수베네치아호텔리조트 & 온라인

-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SECURE-FIRST, AI-FUELED, SW-CONVERGED

https://www.kiise.or.kr/conference/swcs/2022/

4. 브런치포유

[영업시간] 11:00-21:30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46 1층 / 행사장에서 510m

[전화] 0507-1346-6553

[대표메뉴] 이탈리안 삼합 45.8

5. 1967바다지음

[영업시간] 11:10-20:50

[주소] 여수시 오동도로 20 / 행사장에서 720m

[전화] 0507-1353-3134

[대표메뉴] 바다지음코스 60 마띠유정식 45

6. 엑스포해물삼합

[영업시간] 11:00-22:00

[주소] 여수시 박람회길 46 동성 노블힐스 상가 / 

행사장에서 1.8km

[전화] 061-662-1110

[대표메뉴] 문어해물삼합 39 문어해물차돌삼합 48

7. 낭만포차100도 *여수낭만포차거리 위치

[영업시간] 12;00-새벽 01:00

[주소] 여수시 하멜로 78 1층 / 행사장에서 1.4Km

[전화] 0507-1320-9304

[대표메뉴] 돌문어삼합 40 딱새우 30 서대회무침 30

8.길언니

[영업시간] 11;00-17:00

[주소]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89 / 행사장에서 1.2Km

[전화] Tel. 0507-1466-5758

[대표메뉴] 새우장정식 13 양념게장정식 13 보쌈정식 13

9. 이순신수제버거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위치

[영업시간] 11:00-21:00

[주소] 여수시 중앙로 73 1층 / 행사장에서 2.3km

[전화] Tel. 0507-1315-3243

[대표메뉴] 클래식버거 3.9 이순신버거 4.5 

1. 오동도김밥 

[영업시간] 09:00-18:00

[주소] 여수시 오동도로 61-12 / 행사장에서 220m

[전화] 061-663-3799

[대표메뉴] 간장게장김방 4.5 갓김치김밥 5.0 감태김밥 4.5

2. 별주부횟집

[영업시간] 11:00-22:00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18 / 행사장에서 271m

[전화] 061-661-0003

[대표메뉴] 모듬회 55 도다리 70 서대회무침 40

3. 연화정

[영업시간] 08:00-21:00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20 / 행사장에서 283m

[전화] 061-663-8888

[대표메뉴] 게장꼬막정식 17 짱뚱어탕 11 갈치조림 17

| 주 최 |    

      

| 후 원 |           

 세미나실(호텔 3층) 및 부대시설 안내

 주변 맛집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2회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SWCS 2022)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

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먼저 보안이 고려되어

야 하고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존 산업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번 SWCS 

2022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Secure-first, AI-fueled, SW-converged”라는 주제 

하에  10개 세션, 2개의 기조 강연, 2개의 튜토리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조강연에서는 “컴퓨터공학=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UNIST 노삼혁 교수님이, “글로벌 탄소 중립 대

응 현황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님이 발표를 하실 예정이며, AI보안, 

IoT/Wearable, AI/HCI, 클라우드/엣지컴퓨팅, 블록체인/NFT, 메타버스/디지털트윈, 자동차보안, 헬스

케어, 미래SW기술과 기업의 혁신 전략, 클라우드와 슈퍼컴의 미래전망, 이렇게 10개의 세션을 구성하였습

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현재 IT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으니, IT 전

문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연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 준

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조직위원 및 프로그램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대회장 심규석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서울대 교수) 김명준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영진 원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현제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재수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직

조직위원회 
▷	위원장	 임을규	부회장(한국정보과학회,	한양대	교수)	 김형준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병호	본부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춘성	실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			식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위원	 강신각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광진	센터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프로그램위원회 
▷	위원장	 김경백	교수(전남대학교)	 김동균	교수(경북대학교)
	 박준희	단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사임	센터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조진성	교수(경희대학교)	 최종무	교수(단국대학교)
	 추형석	선임연구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환수	교수(성균관대학교)
▷	위원	 고상기	교수(강원대학교)	 노미나	교수(한양대학교)
	 손영성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병석	교수(인하대학교)

 참가안내

• 사전등록 : 2022.4.20(수)까지
• 등록 홈페이지 : https://www.kiise.or.kr/conference/swcs/2022/
• 참가비 : 학생회원 150,000원 / 정회원&종신회원 250,000원 / 비회원(학생) 180,000원 / 비회원(일반) 280,000원 
  - 강연자료집(PDF파일) 및 중식(현장 참가자 대상) 제공 예정
• 참가방식 : 현장참가 또는 온라인(ZOOM)
• 등록관련문의 :   학회 사무국 정가영 대리, gyjeong@kiise.or.kr, 02-588-4001

   일정표   

▷ 등록(08:30~16:00) : 호텔 3층 로비

4월 28일(목)

시간 트랙 1(컨벤션센터홀) 트랙 2(페스타홀)

09:00~10:20
튜토리얼 1
▷   박재식 교수(포항공대), 3차원 정보 분석을 위한 빠른 점군집 

트랜스포머

튜토리얼 2
▷   김현준 교수(한양대),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인 딥러닝 모델 만들기

10:30~12:00

기조강연(장소:컨벤션센터홀)
사회 : 임을규 교수(한양대)

▷ 노삼혁 교수(UNIST), 컴퓨터공학 = 인공지능?
▷ 김소희 사무총장(기후변화센터),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우리의 과제

12:00~13:20 점심식사

13:20~15:20

세션 1 - AI 보안
좌장 : 조진성 교수(경희대)

▷   구형준 교수(성균관대), Binary code representation for deep 
learning and its applications

▷   오현영 교수(가천대), 프라이버시 보존 AI를 위한 동형암호와 
신뢰실행환경 기술

▷   우사이먼 교수(성균관대), Advanc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Detect Low Quality Deepfakes 

세션 2 - IoT/Wearble
좌장 : 박준희 단장(ETRI)

▷   정현태 실장(ETRI), Assistive Wearables 동향 및 전망
▷   조상만 솔루션즈아키텍트(AWS Korea), AWS IoT 서비스를 통한 

지능 정보 시스템의 구현
▷   홍용근 교수(대전대), IoT 네트워크 기술 및 표준화 동향

15:40~17:40

세션 3 - 인공지능 휴먼인터랙션 기술 동향
좌장 : 신사임 센터장(KETI)

▷   차정원 교수(창원대), 비정형 텍스트를 학습하여 쟁점별 사실과 
논리적 근거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   박한무 선임연구원(KETI), 인공지능 기반 수어 인식 기술
▷ 구명완 교수(서강대), 인공지능 음성대화 기술

세션 4 - 클라우드/엣지컴퓨팅
좌장 : 김동균 교수(경북대)

▷ 강동재 실장(ETRI), 멀티 클라우드 최신 동향 및 이슈
▷   허의남 교수(경희대), 엣지 브레인 도전 기술 : 브레인웨어 컴퓨팅
▷   박기웅 교수(세종대), Double Sidedness of Cloud Native Design 

and Cloud Inspection Security

▷ 등록(09:00~16:00) : 호텔 3층 로비

4월 29일(금)

시간 트랙 1(컨벤션센터홀) 트랙 2(페스타홀)

10:00~12:00

세션 5 - 블록체인/NFT
좌장 : 김경백 교수(전남대) 

▷   서상민 CKO(Krust Universe), Klaytn의 NFT 프로젝트 및 연구동향
▷   오학주 교수(고려대), 스마트 컨트랙트 안전성 검증 기술
▷   이정우 대표(아티프렌즈), 3세대 블록체인 기술: Universal 

Computer

세션 6 - 메타버스/디지털 트윈
좌장 : 신병석 교수(인하대)

▷   김동호 교수(숭실대), 스포츠-ICT 융합과 휴먼 데이터 기반 메타버스 
응용

▷   조규성 부사장(맥스트), 도시 규모 AR 기술과 메타버스 플랫폼
▷ 안창원 전무(바이브컴퍼니),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12:00~13:20 점심식사

13:20~15:20

세션 7 - 자동차 보안
좌장 : 최종무 교수(단국대)

▷   우사무엘 교수(단국대), 자동차 사이버 보안 동향 (국내 차량 보안 리빙랩 
및 보안모델 보급 현황)

▷   이유식 이사(ETAS Korea),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 규정 동향
▷   이상우 책임연구원(ETRI),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내외 표준화 

동향

세션 8 - 헬스케어
좌장 : 노미나 교수(한양대)

▷ 남호정 교수(GIST), AI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   송길태 교수(부산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추천 시스템
▷   최윤재 교수(KAIST), Large-scale Deep Learning for Electronic 

Health Records

15:40~17:40

세션 9 - 미래 SW기술과 기업의 혁신 전략
좌장 : 고상기 교수(강원대)

▷   김민수 상무(신한은행), AI를 중심으로 조망하는 2세대 디지털 전환
▷   이호익 대표(솔닥, 아이케어닥터), 디지털 전환시대를 따른 미래의료의 

표준
▷   이종건 CVO(한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긱 이코노미와 재능 

그리고 사회 시스템

세션 10 - 클라우드와 슈퍼컴의 미래전망
좌장 : 한환수 교수(성균관대)

▷   유저스틴 상무(Microsoft), 디지털 전환의 시대 퓨전개발자 - 
시민개발자와 전문개발자의 역할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현재 

▷   남유석 CPO(GOORM), 진정한 클라우드 기반의 DevOps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정

▷   이승원 마스터(삼성종합기술원), Single Large Job @ 기술원 슈퍼컴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