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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행사 당일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안내
■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전화 : 042-860-6114
원자력연구원

회덕분기점

화암4가

호남고속도로
자운대

전민동방향
대덕컨벤션타운
KT
대덕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음)
•등록 홈페이지 : 한국통신학회 홈페이지(http://www.k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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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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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회원 승격(행사등록 횟수)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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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유성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약 10분 소요됨. 대전동부터미널 및 대전고속
버스터미널에서 약 30~40분 소요됨. 대전역과 서대전역에서는 30~40
분 소요됨.
주소 :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전화 : 042-860-6114

|장소| 온라인 및 오프라인
(ETRI 융합기술생산센터 225호)
|주최| 한국통신학회 지부연합회
|주관| 한국통신학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대의 말씀

프로그램

통신 및 ICT 융합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시는 귀하 및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간

제 목

좌장/발표자

09:00~09:30

한국통신학회에서는 각 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신기술동향에 대한
전국 보급을 목적으로 “함께하는 워크샵” 시리즈로서“산학연이 함께하는

1부

블록체인 기술

좌장: 노승환(공주대학교)
세종대학교 이종혁 교수
•세종대학교 교수(2020-현재)
•상명대학교 교수(2013-2020)
•프랑스 TELECOM Bretagne 교수
(2012-2013)
•프랑스 INRIA 연구원(2009-2012)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2010)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중요한 미래기술로서 분산원장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한 종류인 블록체인은 단순 가상화폐를 위한
기술이 아닌 인터넷에서 중앙 관리 시스템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배포, 공유,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강좌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의 분산 응용 개발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의 프로토콜 동작 과
정 분석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비가역성을 제공하고 스
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의해 자동화 된 동작을 보장하는지
를 소개한다.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한 종류인 블록체인은, 단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엣지 컴퓨팅 B5G 네트워크 아키텍처

세종대학교 이종혁 교수

가상화폐를 위한 기술이 아닌 인터넷에서 중앙 관리 시스템 없이도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에지 컴퓨팅 (BMEC: Blockchain-based
Mobile-Edge Computing)은 미래의 B5G 네트워크 시대에 필수적인
혁신적인 아키텍처이다. BMEC는 모바일 블록체인 환경에서 장치의 제
한된 컴퓨팅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컴퓨팅 자원의 분산 배포와
트랜잭션 데이터 추적 가능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는 많은 보안 취약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블록
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그룹 서명 체계 기술 소개한다.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주제들로서 기계학습의 메타강화학습
및 모방학습 이론에 관한 강좌와, 인공지능이 통신의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는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더욱 나아가 B5G/6G 이동 망에 대한

09:30~10:20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역할에 대한 새로운 내용까지 담아서,
통신과 융합을 통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안전하게 배포, 공유, 저장하는 방안입니다. 본 워크샵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응용 개발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의 프로토콜 동작

10:30~11:20

과정 분석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비가역성을 제공하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의해 자동화된 동작을 보장하는지를 소개합니다.
ICT 융합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블록체인 스마트헬스 서비스 표준 개발 및 UWB 위치측위
활용사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여 연결의 ‘양보다는
질’의 관점에서 신뢰도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운 관심을 끌고

11:30~12:00

있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전문가 및 기관들의 자체 연구내용
소개에 집중되고 있었고, 강의의 난이도가 높아 관련 개발자,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이 관련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강좌 및 워크샵 등이 서울, 경기

12:00~13:00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개발
기회를 모색하는 ICT 융합 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함께하는 연구

13:00~13:10

2부

개발의 새로운 플랫폼 형성과 지역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한국통신학회 회장 김영한
운영위원장 정연만, 이우용, 박용완
프로그램위원장 김용석, 김경배, 정연호
프로그램위원 조주필, 이범식, 박준구, 좌정우, 최진규, 노승환,

김용선, 김중헌, 이종혁, 이동용, 박만용, 양정모

13:10~14:00

3부

•(주)포럼텍 대표(2014-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20072010)
•충남대학고 정보통신공학 박사과정
(2014~현재)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석사(2000)

16:10~16:40

4부

점심식사 및 Break

환영사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지역 연구자들이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렛폼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헬
스 서비스 표준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본 발표에서는 UWB 위치
측위 오차 50cm 이내의 실시간 트래킹 기능, UWB 위치 측위를 위한
알고리즘, 공장 내 UWB Tag의 이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
을 소개한다.

14:10~15:00

15:10~16:00

(주)포럼텍 이동용 대표

개회사
축 사

인공지능 기술

제 목
The Role of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B5G/6G
Networks

등 록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 원리

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 워크샵”을 지부연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최근 각광받는 연합학습은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기기들이 프라이버시
혹은 연산에 따른 오버헤드를 고려하여 각자 따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에서 전체 데이터로 학습할 때와 유사한 성능을 얻기 위
한 연구이다. 더불어 모방학습도 자율주행이나 전문가 시스템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딥 러닝 알고리즘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 두 알고
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응용 사례에 대해서 고찰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략

조동욱 회장
한국통신학회 김영한 회장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산학연협회 양정모 실장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First -Mover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지
원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 단독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협력은 4차 산업혁
명 대응을 위한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리스크를 분산하고
상호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수주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한밭대 컴퓨터공학 박사(2017)
•기술거래사(2016)
•정보관리기술사(2014)

미래 통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정보 이론적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우용 박사

최근 기계학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호화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샤논(Shannon) 정보 이론의 채널 용량 경계 극복 가능성과, 새로운 예
측 경계인 칸토로비치-바서스테인(KW) 거리를 소개한다. 엔트로피와
샤논(Shannon)의 정보 이론에서 사용한 KL(Kullback-Leibler)-발산
은 정보 이론과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동안 겉
으로 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KW거리와 KL발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부를 소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1997현재)
•한국통신학회 상임이사/부회장(2016~현
재)
•San Jose State Univ. Visiting Scholar
(2014)
•KAIST 전기및전자과 박사 (1997)

제2차 지부장 위크숍:
인공지능·블록체인 시대의 지부 발전전략
패널 위원: 김영한(회장), 신요한(수석부회장), 김기형(기획상임이사),

16:40~17:30

김중헌 교수

기계학습의 메타강화학습 및 모방학습 이론

고려대학교

본 강의에서는 심층강화학습의 고질적인 약점인 sparse reward 환경에
서의 최적화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강화학습에서의 이종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인 meta RL과 imitation learning에 대하여 소개한다. meta RL
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발전된 No-Reward Meta Learning(NoRML)
을 다루면서 보상이 없는 환경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Imitation Learning에서는 작동 원리에 대하여 소개하고 Behavior
Cloning(BC), Generative Adversarial Imitation Learning(GAIL),
Randomized Imitation Learning(RAIL)의 딥러닝 아키텍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교수(2019-현재)
•중앙대학교 교수(2017-2019)
•미국 인텔 실리콘밸리 본사 연구소 연구
원(2013-2016)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Computer
Science 박사(2014)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High Performance
Computing 석사(2011)

조성래(총무상임이사), 정연호(상임이사), 김경배(상임이사),
조주필(상임이사), 이범식(광주전남지부장),
박준구(대구경북지부장), 김용석(대전충남지부장),

좌장: 최진규(한남대학교)

좌정우(제주지부장)

17:30~

좌장:정연호(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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