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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 사전등록
·사전등록 기간: 2010년 10월 29일(금)까지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
국기원

■ 입금 계좌
·입금은행: 우리은행
·입금계좌: 133-118981-01-108  
·예 금 주: (사)한국통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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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송금 후 E-mail로 사전등록 신청                 
E-mail: wsna@uclab.re.kr
·E-mail로 전송해야 할 사전등록 정보                      
등록자 성명, 소속, 일반/학생, 연락처 (유선, HP)    
송금일자, 송금자명, 사전등록 금액
·세금계산서 발부를 위해서는 행사당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요망
■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학생(통신학회 회원)

140,000원

160,000원

학생(통신학회 비회원)

160,000원

180,000원

일반(통신학회 회원)

220,000원

240,000원

일반(통신학회 비회원)

240,000원

260,000원

■ 문의처
·담당자: 나웅수
·전화: 02-824-1394
·휴대폰: 010-4027-3126
·E-mail: wsna@uclab.re.kr
■ 참고사항
·중식은 학생등록자에 한하여 제공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확인도장을 찍어드립니다.
(2시간 무료, 이후 500원/10분)
■ 카드결제 안내
·가급적 현금결제 요망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E-mail로 사전등록 신청후에
현장에서 결제
·E-mail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같이 적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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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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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안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8번 출구 국기원 방향    
※ 
교통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st.or.kr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강철희(고려대), 강현국(고려대), 곽경섭(인하대),
김정식(ETRI), 김종권(서울대), 마중수(KAIST),
박진우(고려대), 이병기(서울대), 이성창(항공대),
이승형(광운대), 이재용(연세대), 장영민(국민대),
정일영(한국외대), 정해원(ETRI), 조동호(KAIST),
채기준(이화여대), 최종원(숙명여대),
한치문(한국외대), 홍충선(경희대)
■운영위원장: 정성호(한국외대)
■등록: 조성래(중앙대), 이상환(국민대)
■재무: 한연희(한국기술교대)
■출판: 박재성(수원대), 이정륜(중앙대)
■현장: 백상헌(고려대), 최용훈(광운대)
■프로그램위원장: 유상조(인하대)
■프로그램위원: 고영배(아주대), 김기일(경상대),
김동균(경북대), 김종원(GIST), 이수경(연세대),
임유진(수원대), 정원호(덕성여대),
최선웅(국민대), 한연희(한국기술교대)
■홍보: 김기형(아주대), 류원(ETRI), 박수홍(삼성전자),
송평중(ETRI), 안상현(서울시립대), 유명식(숭실대),
이미정(이화여대), 이원준(고려대), 이영로(NIA),
정한욱(KT), 조진웅(KETI)

▒일시: 2010년 11월 2일(화) - 3일(수)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
▒주관: 한국통신학회 통신네트워크연구회
▒후원: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OSIA)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통신응용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 방송통신융합기술 연구회
국민대학교 유비쿼터스IT컨버전스 연구센터

ᆞᆞᆞ ns-2를 이용한 최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단기강좌 프로그램 ᆞᆞᆞ
초대의 말씀

Session 2: ns-2핵심 및 구현 기술
13:30-15:45

통신네트워크 분야에 종사하시는 귀하 및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한국통신학회 통신네트워크연구회에서는 통신네트워크 분야에 종사
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에게 미래 신기술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선
도를 위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교육과 전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매년 2회에 걸
쳐 ns-2 시뮬레이션 단기강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보완된 내용과 함께 이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ns-2를 이용한 최신 무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단
기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첫째 날은 ns-2의 응용을 위한 기
본이론 및 핵심기술을 강의하고, 둘째 날은 이를 적용한 최신의 무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날은 김기일 교수님을 비롯한 세 분의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ns-2
응용을 위한 기본 기술, ns-2의 확장 및 구현 사례, ns-2를 이용한
WPAN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 둘
째 날에는 고영배 교수님과 정원호 교수님을 비롯한 네트워크 시뮬
레이션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멀티채널/멀티인터페이스 기반 무선 메
쉬 네트워크 설계, 인터넷 방송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웹캐스팅 시
스템 설계 및 구축, 무선 랜 상에서의 adaptive video streaming,
센서네트워크 라우팅, 크로스 레이어 핸드오버 기술, ns-3을 이용한
PMIPv6 시뮬레이션 등 최신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적용 사례를 발표
해 주십니다.
이번 단기강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에 크게 도
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
행사를 이용하여 ns-2 및 ns-3의 응용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현재 관심을 가지시는 첨단분야에 적용하여 큰 연구성과를 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한국통신학회 회장 김은수
한국통신학회 통신네트워크연구회 위원장 정성호

11월 2일(화) 첫째날
Session 1: ns-2 기본기술
10:00-12:30

12:30-13:30 중식

ns-2의 확장 및 구현 사례
최선웅 교수(국민대)

1. ns-2 내부 구조
- 기본적인 ns-2 클래스 소개
-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의 내부 구조
2. ns-2 확장 방법
- OTcl 코드 수정을 통한 확장 방법
- C++/OTcl linkage
- C++ 및 OTcl 코드 수정을 통한 확장 방법
3. ns-2 확장을 통한 구현 사례
- IEEE 802.11 WLAN 기능 확장

15:45-16:00 Coffee break
16:00-18:00

ns-2 for IEEE 802.15.4-based WPAN
임유진 교수(수원대)

1. ns2에서 LRWPAN (IEEE 802.15.4) 소개
2. IEEE 802.15.4 기반 PHY 계층
- Phy802_15_4 클래스 구조
- Physical Layer Management Entity (PLME) 구현
3. IEEE 802.15.4 기반 MAC 계층
- Mac802_15_4 클래스 구조
- Mac sublayer Management Entity (MLME) 구현
4. Zigbee Routing Protocol
5. 시뮬레이션 예제
- IEEE 802.11 WLAN 기능 확장

김기일 교수(경상대)

Adaptive Video Streaming over Wireless LAN
13:30-14:30 with ns-2
김종원 교수/윤하영 연구원(GIST)
유/무선 네트워크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네트워크 적응적 비디오 스트리밍은 종단간 QoS를 보장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신 연구사례를 통 하여
교차계층형 (cross-layered) 네트워크 적응적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이들 스트리밍 기법을 ns-2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여 검증
하는 방법을 "IEEE 802.11a 무선랜상에서 네트워크 적응적 HD급 비디오
스트리밍" 예제를 이용하여 소개한다.

Session 6: 최신 ns-2 시뮬레이션 사례(4)
Zigbee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Hierarchical
14:30-15:30 Routing 프로토콜 구현과 활용		
김동균 교수/신동승 연구원 (경북대)
Zigbee Alliance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Hierarchical Routing
Protocol을 구현하고 실험한다. 동작 분석 과정부터 상세 설계, 구현 및
실험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ns2 입문자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새로운 라우팅 프로토콜 구현과 적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5:30-15:45 Coffee break

Session 7: 최신 ns-2 시뮬레이션 사례(5)

11월 3일(수) 둘째날
Session 3: 최신 ns-2 시뮬레이션 사례(1)
멀티채널/멀티인터페이스 기반 무선 메쉬
10:00-11:15 네트워크 설계
고영배 교수/이성희 연구원(아주대)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백본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네트워크 자체의 성능 및 용량 증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채널/
멀티인터페이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세션에서는 ns-2를 이용하여
멀티채널/멀티인터페이스 기반의 메쉬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
법에 대해 다룬다.

Session 4: 최신 ns-2 시뮬레이션 사례(2)

ns-2 응용을 위한 기본기술

1. ns-2 개요
- 시뮬레이션 소개
- ns-2의 구조
- Tcl 사용 방법
- Otcl 사용 방법
2. ns-2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
- 유/무선 네트워크 구성
-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분석

Session 5: 최신 ns-2 시뮬레이션 사례(3)

인터넷 방송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웹캐스팅
11:15-12:30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정원호 교수 (덕성여대)
다양한 동작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컴포넌트 기반의 웹캐스팅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특히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컴포넌트 기반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층 컴포넌트들의 서로 다른 조합을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달리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소규모 인터넷 방송 시스템 부터 대규모 시스템까지 다양한 규모의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 연구 중인 P2P 오버레이 기술과
접목되면 더욱 효율적인 인터넷 방송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12:30-13:30 중식

15:45-16:45

MIH 모듈을 이용한 크로스 레이어 핸드오버 기술
이수경 교수/홍건호 연구원 (연세대)

본 강좌에서는 ns2를 사용한 크로스 레이어 핸드오버 기술에 대한 시
뮬레이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ns2 시뮬레이터에 MIH 모
듈을 설치 방법과 MIH 모듈에 포함된 클래스의 기능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크로스 레이어 핸드오버 시뮬레이션을 구
현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ns2를 통한 무
선망에서의 핸드오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Session 8: ns-3를 이용한 응용 사례
16:45-18:00

ns-3를 이용한 Proxy Mobile IPv6 Simulation
한연희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현영 연구원 (고려대)

1. ns-3 소개 및 최신 개발동향
- ns-3 소개
- ns-2와 ns-3의 비교
- ns-3 구조 및 최신 개발동향
2. Proxy Mobile IPv6 시뮬레이션 구현 및 예제
- Proxy Mobile IPv6의 기본개념 및 동작 프로시져
- Proxy Mobile IPv6 ns-3 시뮬레이션 구조
-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구현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