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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록 및 행사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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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위원회

•사전등록기간 : 2018년 1월 16일(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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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숙박비 미포함)
구분
일반
학생

사전등록
35만원
15만원

현장등록
40만원
20만원

www.hsn.or.kr

HSN 2018
The 28th High-Speed Network Workshop

Network Innov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18년 1월 24일(수) ~ 26일(금) | 메종 글래드 제주

•등록비 은행 송금 전, 청구용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는 이메일
(sec@osia.or.kr)로 요청 바랍니다.			
•등록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등록 확인이 어려우니, 입금자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발표자료가 담긴 USB가 배포되므로 노트북 지참을 권합니다.
•참가확인증은 행사 종료 후 HSN 홈페이지 “참가등록 > 등록확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문의 :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Tel. 02-567-7044 | E-mail. workshop@o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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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안내

KT GiGA Genie

SK텔레콤 NUGU

LG전자 미니빔

•Panel Session 및 스타트업 기관초청 세션 참석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이 진행됩니다.			
•실제 제공되는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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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통신학회

행사장 안내
후 원
⊙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80 (연동)
•TEL. 064-747-5000 | FAX. 064-742-3150
⊙ 셔틀 운행 시간 : 제주국제공항(C-10번 구역) ⇄ 메종글래드제주
•1/24(수) : 13시 / 14시 / 15시
•1/26(금) : 12시 30분 / 13시 30분

 KT, ㈜모다, 익시아코리아㈜, ㈜
㈜
 CJ헬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경희대 글로벌SW융합연구소, Ericsson-LG㈜, GSI, SK브로드밴드㈜,
㈜넷비젼텔레콤, ㈜브이텍, ㈜아이티센, ㈜에치에프알, ㈜에프알텍,
㈜유니텔, ㈜유비테크, 인터디지털 아시아(유), ㈜자람테크놀로지,
쿨클라우드㈜, 코위버㈜, 콘텔라㈜, ㈜텔레필드, ㈜파이오링크,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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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대의 글

HSN 2018

프

로그램

⊙ 1월 24일(수)
안녕하십니까?

시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인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 28회를 맞이하는 HSN은 지난 27년간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교류의 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새해 벽두에 개최하는 본
행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 및 산업 정책의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클라우드, 빅데이타,
사물인터넷과 인공 지능이 연결된 새로운 미래 ICT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는 제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HSN 2018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 맞추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네트워크혁신 (Network Innov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이라는 주제로 미래 ICT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핵심적인 기술 트랜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ICT 산업 현황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ICT 전략과
핵심적인 솔루션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ession 4: 초실감, 초저지연 시대의 네트워크
내용

좌장/발표자

12:00-13:00 등록

이번 HSN 2018에서는 미래 혁신적인 ICT 인프라 전반에 대한
미래상을 조망하고 선도하기 위해 3일간 ICT 인프라 전략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 지능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서 미래 ICT 트렌드와 미래
인프라 혁신을 이끌 핵심 솔루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며, 이번 HSN 2018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우리나라 ICT 산업계에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월
HSN 2018 운영위원장 최 준 균

초실감 시대를 열어가는 초고속 광통신 기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입자까지
10:40-12:10 종단 간 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한 유선네트워크 기술

Session 1: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비전

전준수 본부장/NIPA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초연결 네트워크 정책 방향

손석준 팀장/과기정통부

혁신성장을 위한 ICT융합서비스 창출 전략과 과제

류석상 본부장/NIA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DX 비전 및 추진전략

심진보 그룹장/ETRI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융합 추진 방향

변상익 팀장/NIPA

13:00-14:40

초연결화·초실감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추진전략

Plenary Session: Opening & Keynote Speeches

최준균 교수/KAIST
(운영위원장)

개회사
축 사

Keynote Speech 2
평창올림픽을 통해 보는 KT의 5G 비전

정 송 교수/KAIST

13:10-14:40 네트워크보안에서의 AI 기술 활용

17:00-18:30

Session 6: 클라우드와 SDDC기반 미래 ICT
SDDC Networking

Cloud Native Computing

정강식 부장/한국전력

What is possible on Clou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윤정원 대표/AWS코리아

추현승 교수/성균관대

김재곤 SE/삼성전자
김진범 대표/아콘소프트

16:30-16:40 Coffee Break

Session 7: 2018 R&D 투자 방향

이상홍 센터장/前IITP

ICT R&D 중장기 전략 및 블록체인/IoT '18년 투자 방향 박현제 PM/IITP
이재학 PM/IITP

김용진 부사장/모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에너지 플랫폼 구현 방안

안태진 팀장/KT

신상호 매니저/SK텔레콤

15:00-16:30 Network as a Service and Data Center SDN

초저지연 네트워킹 기술 개발 전략
차인혁 전무/SK텔레콤

김종현 책임/ETRI

14:40-15:00 Coffee Break

오성목 사장/KT

스마트시티를 위한 차세대네트워크 기술

나성욱 팀장/NIA

양선희 본부장/ETRI

16:40-18:10 Beyond 5G와 18년 투자 방향

Session 2: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CT인프라

김효일 교수/UNIST

학습 기반 네트워크 제어

최영해 국장/과기정통부

14:50-16:40 Keynote Speech 1
이재섭 국장/ITU
ICT Innovation and Smart ABC (AI, Bank, Smart City)

이준기 그룹장/ETRI

Session 5: 초지능 시대,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딥러닝 적용 사례
이재호 본부장/NIA
(프로그램위원장)

강선무 교수/경희대

12:10-13:10 Lunch

14:40-14:50 Coffee Break

16:40-17:00 Coffee Break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CT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과 지능형 클라우드 등과 같은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육성과
글로벌 ICT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래 지식
데이터 산업 생태계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며, 특히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ICT 인프라의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의 핵심입니다.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관초청 : 2018 주목해야 할 스타트업 8 Stars

유재형 PM/IITP
임종태 회장/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Dinner
18:10-20:30

격려사

최양희 前미래부 장관

스타트업 기관별 발표 : 바이너리랩, 센스코리아, 옵텔라, 와이젯, 제이마이크로,
제주패스, 텐원더스, 페타리

18:30-19:30 Dinner

Panel Session: 4차 산업혁명시대의 New Business는?

장윤옥 국장/머니투데이

•부제: 5G·AI·빅데이터·블록체인·SDN 등 신산업에서 국내산업 생존 전략은?
•발제: 신용태 교수/숭실대
19:30-21:00
•패널: 권순철 단장/기가코리아사업단, 류기훈 대표/나임네트웍스,
서영일 상무/KT,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이성욱 상무/LG CNS

⊙ 1월 26일(금)
시간

내용

좌장/발표자

Session 8: 사물인터넷 최신 동향

안상현 교수/서울시립대

IoT 기술의 미래전망 - IoT와 AI의 융합
09:00-10:30 IoT 네트워크 최신 기술 동향 및 전략

⊙ 1월 25일(목)
시간

오픈소스, 100% IoT를 위한 솔루션

내용

Session 3: 5G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

09:00-10:30

좌장/발표자
김영한 교수/숭실대

5G 네트워크 표준화 현황 및 개방화/자동화/지능화
발전 전망

신명기 실장/ETRI

5G 네트워크 시범망 구축 현황 및 상용화 고려사항

이종식 상무/KT

자율주행자동차와 5G Vertical Market
10:30-10:40 Coffee Break

박동주 실장/Ericsson-LG

김 현 본부장/ETRI
김기형 교수/아주대
박수홍 그룹장/삼성전자

10:30-10:40 Coffee Break

Session 9: 새로운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10:40-12:20

주용완 본부장/KISA

알고리즘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인터넷 이슈

심동욱 팀장/KISA

인공지능 시대의 사이버 보안 이슈와 대응책

정영석 이사/잉카인터넷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골디락스

김대환 대표/소만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신뢰를 더하다 - 블록체인

현상훈 대표/D3리서치

※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