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ONET Workshop 2017 프로그램
□ 행사 목적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약 200여 활용기관 및 이용자/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으로 첨단네트워크 기술,

연구망 활용 사례,

연구망 구축 및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연구망 이용자 및 연구자간 협력을 도모하고, 미래 인터넷 기술
리더쉽을 발휘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망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연구망 활용 연구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기간
내에 Community Forum Session을 개최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을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 연구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최신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KREONET Workshop 2017의 Community Forum Session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관련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 주제
◦ Connect Community, Create Partnership with Transforming Networking

□ 행사 개요
◦ 기 간: 2017년 11월 29일(수) ∼ 12월 1일(금) (3일간)
◦ 장 소: 해비치리조트 (제주)
◦ 참석자: 약 300여명 (국가과학기술연구망 회원기관, 캠퍼스 네트워크
운영자/이용자, 응용연구자 및 개발자 등 산‧학‧연 관계자)
◦ 주 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 주 관: 국가과학기술연구망 (KREONET)
◦ 행사개요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접목된 연구망
- 연구망 연구, 개발, 활용성과 공유 및 데모
- 신기술 트렌드, 국내외 주요 정책 등 발표
- 커뮤니티 워크숍, 튜토리얼, BoF(연구사업 발전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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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요약

◦ Day 1 (Tutorial): 캠퍼스 네트워크 고도화, KREONET SDN/NFV 튜토리얼 &
ONOS/CORD WG 워크숍 등
◦ Day 2 (Plenary): 개회식, 기조강연 및 해외초청강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이용자 커뮤니티 워크숍, 대용량 데이터 집약형 연구 활동 발표(GSDC),
융합연구 클러스터 워크숍: 핵융합 연구분과 등
◦ Day 3 (Community): 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워크숍, IAM-KR Forum,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지역망센터 담당자 워크숍(부제: 융합연구 클러스터
워크숍 네트워크 기술분과), LHCONE-KR 미팅, 2017년 하반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자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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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ONET Workshop 2017 세부 일정
2017년 11월 29일(수) : hands-on 튜토리얼
Track 1

캠퍼스 네트워크 고도화
(부제: 데이터 전송 성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도구 그리고 측정시스템)

시간

주제

좌장/강의자

Session 1
14:00 – 14:30
14:30 – 15:30
15:30 – 16:00

대용량데이터전송네트워크구조(Science DMZ) 및 구축 방법

조부승 실장, KISTI

전송 성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 시스템 튜닝 및 데이터 전송

박종선 박사, KISTI

전용노드(DTN) 구축/활용 방법
휴식
Session 2

16:00 – 17:00
17:00 – 17:30

17:30 – 18:00

Track 2

네트워크 성능측정시스템(PerfSONAR/Maddash) 구축 및 서비스
eduroam 구축, 활용, 보안 이슈 토론
BigDataExpress:

a

schedulable,

참여자
predictable,

15:05 – 15:35
15:35 – 15:50

Network Research
Investigator, Fermilab

KREONET SDN/NFV 튜토리얼 & ONOS/CORD WG 워크숍
주제

좌장/강의자

Session 1

14:35 – 15:05

Dr. Wenji, Principal

and

high-performance data transfer service

시간

14:00 – 14:35

박찬진 연구원, KISTI

방법

김동균 박사, KISTI

ONOS를 통하여 알아보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발전 및
활용 사례
SDN 광역망과 ONOS 기반의 Virtual Dedicate Network 기술
소개 및 활용 방법
SDN과 OVS 중심의 KREONET-S Data Plane Network 구축
및 설정 방법

이건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김용환 박사, KISTI

김기현 연구원, KISTI

휴식
Session 2

이건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15:50 - 16:30

SDN 기반 오픈스택 네트워크 솔루션

박민철 매니저, SK Telecom

16:30 - 17:10

SKT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연구 소개

신상호 매니저, SK Telecom

17:10 – 17:50

XOS를 이용한 컨테이너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구현

정종식 수석, 텔코웨어

17:50 – 18:00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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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목) : Plenary
Track 1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이용자 커뮤니티 워크숍
(부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실무자협의회 주관 Lightning Talk)

시간
10:00 – 10:30
10:30 – 11:00
11:00 – 12:00

Track 2

주제

발표자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실무자협의회-네덜란드 연구망/HPC 커뮤
니티간 협력 및 기술교류 활동
연구망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 워킹그룹 구성 및
추진(안)
Lightning Talk : 지역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실무자협의회
실무자협의회
4개 권역별 위원장
실무자협의회 2인

대용량 데이터 집약형 연구 활동 발표(GSDC)

시간

주제

발표자

∘ GSDC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험별 2017년 성과 및 향후 계
획 발표
 ALICE, CMS, 유전체, LIGO, Belle, 전자현미경, 포항가속

각 실험지원 담당자, KISTI

기, RENO
∘ GSDC 기술 및 도구 개발 현황 발표
10:00 – 12:00

 데이터센터 시스템자동화 기술 개발 현황
 실험데이터 전송 및 공유 도구 개발 현황

개발 담당자, KISTI

 FNAL-KISTI간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 개발 현황
∘ GSDC 장비도입 현황, 계획 및 정책 발표
 2017년 GSDC 장비도입 현황 및 차기년도 계획 발표
 2018년 GSDC 자원조정 계획 및 정책 발표
Track 3

장비도입 및 자원조정
담당자, KISTI

융합연구 클러스터 워크숍: 핵융합 연구분과

시간

주제

발표자

1. KSTAR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의 고속 전송 및 후처리 자동화

윤건수 교수 / POSTECH

2. 한일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KSTAR에 MYVIEW 시스템 설치와

고원하 박사 / NFRI

원격 접근
10:00 – 12:00

3. 한미 공동 연구를 위한 KSTAR MSE 시스템 원격제어

고진석 박사 / NFRI

4.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 운영을 위한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

한상희 박사 / NFRI

5. 국가핵융합연구소 802.1x 인증기반의 Identity Firewall

이도섭 선임기술원 / NFRI

접근제어 및 KSTAR 실험네트워크 접근 방식
6. 10Gbps and 100 Gbps Data Network in KSTAR
7. 핵융합연구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고성능 연구 네트워크
중심의 활용방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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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선임기술원 / NFRI
이원혁 박사 / KISTI

Track 1

Plenary Session

시간

주제

발표자

개회식
KISTI 원장직무대행
제주대학교 부총장
13:00 - 13:20

개회사, 환영사, 축사

KREONET 자문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eynote Talk Ⅰ(기조강연)
13:20 - 14:10

14:10 - 14:40
14:40 - 15:00

송길영 부사장,

1. 적응, 그리고 협력

(주)다음소프트
김성한 기자, KBS 보도본부

2. 신뢰도 높은 재난방송 구현을 위한 협업 체계

과학재난부(KBS News

(Collaboration for Reliable Disaster Broadcasting)

Center), KBS

휴식

Invited Talk (해외초청강연)
3. Next Generation Software Defined Services and the Global
Research Platform : A Software Defined Distributed Environment
15:00 - 15:30

For High Performance Large Scale Data Intensive Science
형 과학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분산 환경)

4. Building Network and Tools to Support Tomorrow’s Science
Needs

5.

Development

of

advanced

photonic

StarLight
Chin Guok, Senior Network
Engineer of
ESnet(미국에너지과학기술연

(미래 첨단 과학에 요구되는 네트워크 및 환경 구축)

16:00 – 16:30

iCAIR(미국첨단네트워크연구
센터), Northwestern 대학,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서비스와 글로벌 연구 플랫폼 : 고성능 대규로 데이터 집약

15:30 - 16:00

Joe Mambretti, Director of

services

of

e-infrastructure CESNET
(CESNET 첨단 광 네트워킹 서비스 개발 현황)

구망)
Josef Vojtech, Head of
Research Department
Optical networks,
CESNET(체코국가연구망)

Keynote Talk Ⅱ (주제강연)
16:30 – 16:50
16:50 - 17:20

17:20 - 17:50
18:00 ~

휴식
6. Fusion Energy Development in NFRI : KSTAR, ITER and
K-DEMO

윤시우 박사, 고성능
플라즈마 물리연구부 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

7.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혁신, 그리고 응용사례
공식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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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과장, KT

2017년 12월 01일(금) : 커뮤니티
Track 1

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워크숍

시간

주제

진행자/발표자

∘ S&T-CSC, 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운영현황 및 계획
1. 2017년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10:00 – 12:00

2. 2018년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 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운영현황 및 계획

이윤수 선임, KISTI
유영근 정보보호협의회 의장 외

1. 2017년 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운영 현황
2. 2018년 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운영 계획
Track 2

IAM-KR Forum

시간

주제

진행자/발표자

∘APAN-KR : IAM-KR Forum
APAN의 IAM WG 활동의 대응으로 국내 eduroam/ID Federation
10:00 – 12:00

활동 소개 및 관련 기술 공유

최덕재 교수, 전남대

1. Session 1 : Introduction

석승준 교수, 경남대 외

2. Session 2 : eduroam-KR
3. Session 3 : ID Federation
Track 3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지역망센터 담당자 워크숍
(부제: 융합연구 클러스터 워크숍 네트워크 기술분과)

시간

주제

진행자/발표자

∘ 지역망센터 운영자 중심의 융합연구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협력 논의
10:00 – 12:00

1. 기관내부의 연구 활동 요구수요 분석 및 총괄적 대응방안
논의

이원혁 박사, KISTI 외

2. KREONET 지역망센터 운영이슈 및 발전방향 협의
3. 지역별 KREONET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수요 분석
Track 4

LHCONE-KR 미팅

시간
10:00 – 12:00

주제

진행자/발표자

LHCONE-KR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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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1일-02일(금, 토)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하반기 자문위원회
루비홀
시간
12/1(금)
14:30 – 18:00
12/2(토)
09:00 – 14:00

2017년 하반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자문위원회
주제

진행자/발표자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1단계 사업추진 결과 토의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및 토의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현안 토의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중장기발전계획 T/F 향후 추진계획 토의

※ 현재, 프로그램 기획·추진 중이므로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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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