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내

행사장 안내

■ 사전등록 : 제한된 좌석으로 인하여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당(선정릉역 2번출구)

•등록기간 : 2017년 11월 28일 (화)까지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5 (삼성동 37-18)

•등록방법 : 사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연락처 : 02)3470-5112~4

(http://www.kiees.or.kr)

2017년
딥러닝/에지컴퓨팅 기반
지능형 IoT 기술 워크숍
주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인공지능,
에지컴퓨팅 IoT 최근 이슈

•계좌번호 : 기업은행 208-017491-04-034
(예금주 : 한국전자파학회)
※ 카드결제 가능 : 한국전자파학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부의
‘카드결제 바로가기’에서 해당 워크숍 선택 후 결제,
또는 사전등록 시 비고란에 ‘현장카드결제’라고 기재 후
현장에서 사전등록비 카드결제
※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차가 불가능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 및 현금 시에만 발급 가능)

교통편

■ 등록비

구분

학생

일반

사전등록

10만원

16만원

현장등록

12만원

18만원

※ 프로시딩 제공

버스 이용시
•마을버스 : 강남 07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하차 후 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지선버스 : 4412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하차 후 사거리

■ 문의처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윤선혜 사원
•Tel : 02-337-9666 (내선5)

방향으로 도보
•간선버스 : 472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하차 후 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Fax : 02-6390-7550
•E-mail : smile7632@kiees.or.kr

장 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당(선정릉역 2번출구)
주 최 한국전자파학회(지능형IoT디바이스연구회)
후 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지하철 이용시

지능형IoT디바이스연구회 표철식 위원장

•분당선 : 선정릉역 하차 후 2번 출구

•Tel : 042-860-4929

•9 호 선 : 선정릉역 하차 후 2번 출구

•E-mail : cspyo@etri.re.kr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13:00~18:00

초대의 말씀

2017년 딥러닝/에지컴퓨팅 기반 지능형 IoT 기술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한 기술로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결을 통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formation)에 의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혁신적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혁신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IoT 기술은 개방형 IoT 플랫폼과 LPWA IoT(LoRa, Sigfox,
NB-IoT) 기술 등에 의해서 연결성의 확장과 다양한 분야로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에지컴퓨팅, 이동통신,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과 융합에 의해 진단, 예측

13:00~13:30

발표제목
등록

기조발표(강화학습) 및 개회식
강화학습 최신 동향 및 교통분야 적용 사례

손기민 교수(중앙대)

14:00~14:05

개회사(지능형IoT디바이스연구회 위원장)

표철식 단장(ETRI)

14:05~14:10

인사말(한국전자파학회장)

서철헌 교수(숭실대)

14:10~14:15

축사(IoT포럼 운영위원장)

이윤덕 교수(성균관대)

14:15~14:30

Coffee Break

세션 I: 딥러닝 & 인공지능 적용사례 및 이슈

이러한 관련 기술의 발전과 융합은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적인

14:30~15:00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딥러닝 적용 사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과 산업을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15:00~15:30

이상신호를 탐지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및 자동차 적용 사례

15:30~16:00

딥러닝 vs. 심볼릭 AI?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술의 최근 동향

16:00~16:30

Coffee Break

한국전자파학회 지능형IoT디바이스연구회에서는 디지털 변혁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인공지능, 에지컴퓨팅 IoT 최근 이슈”를
주제로 “2017년 딥러닝/에지컴퓨팅 기반 지능형 IoT 기술”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기술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고 관련 산학연 간의 최신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인공지능, 에지컴퓨팅 IoT 기술의 최신 동향

사회자: 황찬규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3:30~14:00

및 최적 제어 등과 같은 지능적인 IoT 서비스들이 출현되고 있다.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자

세션 II: IoT를 위한 LPWA & 에지 컴퓨팅 이슈

좌장: 한연희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안태진 팀장(KT)
김의중 대표(아이덴티파이)
주재걸 교수(고려대)

좌장: 김도현 교수
(제주대)

16:30~17:00

LPWA IoT 기술 동향

박태준 박사(ETRI)

17:00~17:30

IoT를 위한 에지 컴퓨팅 기술 및 산업 동향

이주형 교수(가천대)

17:30~18:00

IoT를 위한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 이슈

김 훈 교수(인천대)

2017년 딥러닝/에지컴퓨팅 기반 지능형 IoT 기술 워크숍 준비위원회

및 적용 이슈를 파악하고 연구자들 간의 정보교류 및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30일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서 철 헌
한국전자파학회 지능형IoT디바이스연구회 위원장 표 철 식

•위원장
표철식 단장(ETRI)
•프로그램위원	김도현 교수(제주대), 조현중 교수(고려대), 한연희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황찬규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준욱 팀장(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두원 대표(아니스트), 이준욱 박사(핸디소프트), 최 훈 상무(보나네트웍스),
한재종 이사(한미IT), 한정훈 이사(누리텔레콤), 강호용 실장(ETRI), 오윤석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준수 본부장(NIPA), 홍용근 실장ET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