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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등록 및 행사장 안내

▶조정위원회

등록안내 및 문의

강선무(경희대)

강철희(RAPA)

권순철(기가코리아사업단) 김대식(ETRI)

김대영

김종권(서울대)

성단근(KAIST)

양재우(동아대)

윤병남(경기대)

이상홍(IITP)

이상훈(ETRI)

이성춘(KT)

이영로(NIA)

이영희(KAIST)

이형호(ETRI)

전경표(다산네트웍스)

정광수(광운대)

정일영(한국외대)

조동호(KAIST)

최문기(KAIST)

최양희(서울대)

홍진표(한국외대)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자문위원회
강병창(삼성전자)

김  원(KISA)

김진웅(ETRI)

김장선(팬옵틱스)

문영식(한양대)

박홍식(KAIST)

서보현(KISDI)

안치득(ETRI)

위규진(TTA)

윤상화(에스넷시스템)

김영명(미래부)

김용진(모다정보통신)

이  건(Ericsson-LG) 이재용(연세대)

정종태(이노와이어리스) 정현규(ETRI)

최종원(숙명여대)

한선영(건국대)

최준균(KAIST)

•사전등록 : 2016년 1월 22일(금)까지
•행사 홈페이지(http://www.hsn.or.kr)에서 온라인 등록 후 등록비 결제
  (현금 송금 및 카드결제 가능)
•등록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4-615360
                       예금주 :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등 록 비(숙박비 미포함)
일 반
학 생
35만원
15만원
40만원
20만원

•발표자료가 담긴 마이크로SD카드(어댑터포함)가 배포되므로 노트북 지참을 권합니다.
•현장등록자는 계산서 발급을 원할 경우 행사 당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시 계산서는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등록 및 행사문의 :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Tel : 02-562-7041~2 / E-Mail : workshop@osia.or.kr
•현장-무선인터넷 SSID : HSN 2016
•명찰 뒤에 부착된 식권을 이용하여 호텔 2층 [사라/무궁화/로즈/동백]룸에서 식사하시기 바
랍니다. 각 룸별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혼잡이 예상되오니 분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HSN 2016

The 26th High-Speed Network Workshop

Toward the Hyper-Connected Network
2016. 1. 27(수) ~ 29(금)
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홍충선(경희대)

경품 안내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정현규(ETRI)
강진모(아이티센)

강현국(고려대)

권경인(Ericsson-LG) 김기천(건국대)

김도현(제주대)

김봉태(ETRI)

김용진(모다정보통신) 김형준(ETRI)

남기동(ETRI)

박현제(미래부)

손희남(유비쿼스)

송왕철(제주대)

신용태(숭실대)

안기중(제주대)

양선희(ETRI)

엄종훈(크레블)

우경일(다산네트웍스) 원유재(충남대)

유명식(숭실대)

윤명현(KETI)

이근구(TTA)

이승형(광운대)

이완석(KISA)

이재호(NIA)

이종현(ETRI)

이혁로(KISTI)

이현우(ETRI)

이효은(IITP)

임용재(나임네트웍스) 장만호(이노피아테크) 전홍범(KT)
정진수(삼성전자)

조성민(SKT)

갤럭시탭S2
(2대)

보스 헤드폰
(3대)

보스 무선스피커
(3대)

경품 안내

정  송(KAIST)

추현승(성균관대)
소형빔프로젝터
(3대)

▶프로그램위원회

로봇청소기
(3대)

기어S2
(3대)

•Panel Session 1과 Banquet 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이 진행됩니다.

위원장 : 김영한(숭실대)

행사장 안내

|주 관| 개
 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통신학회
|후 원| ㈜CJ헬로비전, Ericsson-LG㈜, ㈜KT, LS산전㈜,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넷비젼텔레콤, 노키아 코리아, ㈜다산네트웍스,

권태경(서울대)

김근현(SKT)

김상기(ETRI)

김선미(ETRI)

김용대(KAIST)

김주영(KISA)

나성욱(NIA)

류기훈(나임네트웍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 (구주소 : 이도1동 1691-9)

㈜브이텍, ㈜아이엔소프트, ㈜아이티센, 에스넷시스템㈜, ㈜에치에프알,

문수복(KAIST)

박세웅(서울대)

박창민(그리드위즈)

박태준(DGIST)

TEL : (064)724-2001

㈜에프아이시스, ㈜유니텔, ㈜유미테크, ㈜유비쿼스, ㈜유비테크, ㈜유엠로직스,

백은경(KT)

송재승(세종대)

송평중(ETRI)

안상현(서울시립대)

이상환(국민대)

이성원(경희대)

이준구(KAIST)

이희열(Ericsson-LG)

정재훈(성균관대)

제주국제공항 ⇄ 제주 KAL호텔 : 셔틀 운행 시간
- 1/27(수), 공항 대형버스 주차장(B-3) 승차
- 1/29(금), 호텔(정문 앞) 승차
(3회, 1시간 간격) 12시, 13시, 14시

㈜더프론즈, 라이트웍스㈜, ㈜랜버드테크놀러지, 모다정보통신㈜, ㈜모비젠,

㈜이노피아테크, 익시아코리아㈜, 인터디지털 아시아(유), ㈜케이아이엔엑스,
코위버㈜, 콘텔라㈜, ㈜텔레필드, 티에스라인시스템㈜, ㈜파이오링크,
㈜팬옵틱스, 한국전파진흥협회, 5G포럼, IEEE802표준대응포럼, IETF미러포럼,
SDN/NFV포럼, 사물인터넷포럼, 한국이더넷포럼

The 26th High-Speed Network Workshop 프로그램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수)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
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간

내용

좌장/발표자

12:00-13:00

HSN은 올해 26회째 맞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워크숍입니다.
HSN은 지난 26년간 우리나라 정보통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

등록

Session 1: 오픈소스 현상과 전망

벽두에 개최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정보통신 분야 핵심 아젠다를

13:00-14:30 사업자의 새로운 플랫폼을 위한 OPNFV 활동과 전망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의 변화와 전망

제시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태동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든 창조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선봉에 있는 ICT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

14:30-14:40

Session 2: ICT인프라의 변화와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전망

분야의 핵심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ICT의 진화는 발전 속도에 비해 그 폭
이 넓어 새로운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술의 양적.질적

전문가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에 걸친

개회사
16:00-17:00

축사
2016 ICT산업전망과 10대 이슈

Plenary Session: SDN/NFV의 도입과 전망

IoT를 위한  Low Power Wide Area 기술

이상홍 센터장/IITP
정  송 교수/KAIST

13:30-15:30

15:30-16:00

강충구 교수/고려대

•패널: 김종권 교수/서울대, 류기훈 대표/나임네트웍스, 박현제 CP/미래부,
16:00-17:30         송호영 팀장/ETRI, 유재형 CP/미래부, 이재호 본부장/NIA
           - Toward Hyper Connected Society: 5G, IoT, Transport, etc.

조창길 상무/LGU+

18:30-20:30

Break

Banquet

Dinner

19:30-21:30

이재용 교수/연세대

-

기존 장비업체의 방향은?
NFV시대의 value chain은?
국내 업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통신사업자와 OTT 사업자들은?
NFV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는?

1월 29일(금)
시간

내용

좌장/발표자

Session 6: IoT 서비스 및 플랫폼

09:00-10:30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IoT 플랫폼 연구 동향

김선진 팀장/ETRI

IoTivity: IoT 오픈 플랫폼

박수홍 수석/삼성전자

KT IoT 플랫폼: GiGA IoTMakers

조성은 상무/KT

10:30-10:50

1월 28일(목)

  Coffee Break

Session 7: IoT 기술 및 융합
내용

Session 3: K-Project 현재와 미래

09:00-10:30

이상수 대표/옵텔라

Coffee Break

Panel Session 2: R&D Direction 패널토의

LGU+의 SDN/NFV도입 현황과 전망

•패널: 강지양 상무/파이오링크, 김영준 전무/Ericsson-LG, 양선희 부장/ETRI,
우경일 부사장/다산네트웍스, 유근출 그룹장/콘텔라, 임병근 연구소장/인터
디지털아시아, 임용재 고문/나임네트웍스, 전홍범 소장/KT (이름 가나다순)

2016년 1월

김동오 대표/
코너스톤즈 테크놀로지
이준원 대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Software Defined Datacenter 실구축 사례 및 전망 류기훈 대표/나임네트웍스

Terabit Scale 광 인터페이스 솔루션:
기가비트 당 1불에 가능한가?

17:30-18:30

Panel Session 1: ICT 전환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는?

시간

장종표 부장/TTA

클라우드 시대에도 라우터는 필요하다. 뭐가 달라야 하나? 박성용 대표/쿨클라우드

박진효 원장/SKT

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HSN

HSN 2016 운영위원장 정 현 규

IoT 기반 스마트 에이전트 확산과 주요 사례

SKT의 SDN/NFV도입 현황과 전망

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정보통신 전문

니다.

Lunch

Session 5: New Technologies & Ventures

전홍범 소장/KT

기술과 이슈들을 공유하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

2016이 우리나라 ICT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

12:30-13:30

KT의 유무선통합네트워크에서의 SDN/NFV

18:30-19:30

토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초연결 네트워크로
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ICT의 혁신 방향과 전략, 핵심

정환석 실장/ETRI

김영한 교수/숭실대
(프로그램위원장)
정현규 소장/ETRI
(운영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예정)

Opening & Keynote Session

Keynote Speech, 8개의 기술 및 정책 Session, 2개의 Panel

5G를 위한 광액세스망
정광수 교수/광운대

Coffee Break

HSN 2016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창조경제에 기
반한 ICT의 미래상을 조망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조봉열 상무/노키아

10:50-12:30

김종원 교수/GIST

왕수현 상무/CISCO

17:00-18:30

에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민 랩장 /SKT

5G Flexible, Programmable Multiservice
Architecture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의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전망
15:40-16:00

개발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비스 분야도 동시

노원일 상무/삼성전자

5G Readiness 기반 T-SDN 개발 현황 및 계획

김영준 전무/Ericsson-LG

도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새로운 시장에 있어 국내 경
SDN/NFV, IoT, Optical Transport 등 ICT 인프라에 대한 연구

5G 서비스 대응 네트워크 구조

이범철 실장/ETRI

5G Mobile 시대의 Network 전망

태의 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5G,

유태환 책임/ETRI

신동수 상무/삼성전자

변화는 기존의 사회.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새롭고 다양한 형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합종연횡

5G 서비스 및 구조 설계 방향

ICT인프라 변화전망과 대응
14:40-15:40

송평중 박사/ETRI

정재웅 대표/아토리서치

Coffee Break

에, HSN 2016은 “Toward the Hyper-Connected Network
(초연결사회로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향후 수년 동안 정보통신

Coffee Break

Session 4: 5G Network
추현승 교수/성균관대

오픈소스와 벤쳐

보통신 서비스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새해

10:30-10:50

좌장/발표자
정성호 교수/한국외대

Giga KOREA Project 현재와 미래

권순철 단장/
기가코리아사업단

K-ICT 융합인프라 추진현황과 전망

정부만 본부장/NIA

Network Security 과제와 발전 전망

이재일 CP/미래부

10:50-12:20

이준구 교수/KAIST

IoT Service Enabler: Smart Brain

김영식 수석/모다정보통신

스마트그리드와 IoT

박창민 상무/그리드위즈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및 산업네트워크 동향

권대현 책임/LS산전

※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