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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이 크게 주목 

받고 있으며, 이들은 함께 융합되어 현재 인류가 직

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들 기술의 진정한 융합을 

위해서는 아직 성숙도를 높여야 할 여러 가지 기술

들이 존재하며, 특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번 가상화 워크샵은 “가상화의 도전: Things to 

Cloud”라는 주제로 하나의 특별강연 세션과 세 개

의 일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션은 

IoT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위한 서

버 시스템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연구 주제

들을 다양한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가상화 워크샵은 올 해로 5회째를 맞는 행사로

서 학·연·산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운영체제와 

가상화 기술을 심도 있게 다루는 국내 유일의 워크

샵입니다.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의 관련 전문가들

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류

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

니다. 바쁘신 중인 줄 아오나,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

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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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순  서  

2월 

2일 

(화) 

09:00 – 09:25 등 록 

09:25 – 09:30 환영사 진현욱 교수 (건국대학교) 

09:30 – 11:00 

세션1: IoT와 빅데이터 응용 좌장: 류은석 교수 (가천대학교) 

Wireless network architectures for IoT application 고정길 교수 (아주대학교) 

IoT 시대에 대응하는 Telco의 기술 전략 최효진 매니저 (SKT) 

가상센서 개념을 활용한 상세규모 대기환경/도시기후 

모니터링 및 정보 서비스 
우정헌 교수 (건국대학교) 

11:00 – 11:20 휴 식 

11:20 – 12:00 
특별강연: High-Throughput Computing as a Service on 

a Large-scale Distributed Computing Infrastructure 
황순욱 책임연구원 (KISTI)  

12:00 – 13:30 점 심 

13:30 – 15:00 

세션2: CPS 운영체제 기술 좌장: 유시환 교수 (단국대학교) 

산업용 로봇 제어 시스템 가상화 김세원 박사 (고려대학교) 

가상 동기식 시스템 미들웨어의 정형검증 김철기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국산 실시간 운영체제(NEOS) 항공기 적용 사례 조성일 상무 (MDS테크놀로지㈜) 

15:00 – 15:20 휴 식 

15:20 – 16:50 

세션3: 네트워크 가상화 좌장: 변상선 교수 (부산카톨릭대)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Issues and 

Challenges 
박성용 교수 (서강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SDN 기반의 혼잡제어 황재현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KT cloud 구성, Openstack을 활용한 Storage 소개 장석재 매니저 (KT) 

16:50 – 17:00 폐회사 진현욱 교수 (건국대학교) 

모시는글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