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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강일 IC) → 춘천JC에서 중앙고속도로 이용 (원주방면) 

→ 만종JC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 (강릉방면) → 대관령IC (용평리조트)

⊙ 서울-용평리조트

경로 1)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 신갈인터체인지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 

(강릉 방면)

경로 2)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 호법인터체인지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

경로 3)  서울춘천고속도로(강일 IC) → 춘천JC에서 중앙고속도로 이용 

(원주방면) → 만종JC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강릉방면) → 

대관령IC

경로 4) 제2영동고속도로 → 경기도광주JC → 원주JC → 대관령IC

⊙ 셔틀버스 이용 

수도권 - 경기대원고속관광 콜센터 : 02-2201-7710

지방 - 대전/청주/대구/구미/세종 : 굿데이 1577-7863

부산/울산/포항/김해/창원 : 동성 051-254-3131, 뉴부산 051-526-9339

⊙ 셔틀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각각의 버스회사의 예약시스템 및 

규정을 지켜 이용하시면 됩니다.

행사장 및 교통편 안내



초대의 말씀

자문위원

강선미(서경대)  조현숙(ETRI)  구현희(㈜싱크테크노) 

김윤희(숙명여대) 안상현(서울시립대)  이상미(IITP) 

김정녀(ETRI)  임미숙(KT)  조정숙(스마트연구소㈜)

조직위원

김신령(동서울대)  김미정(고려대) 김윤희(경희대) 

백은경(KT) 이미정(이화여대) 임지영(성서대)

임혜숙(이화여대) 정길현(장안대) 조선영(KT) 

최미정(강원대) 현경숙(세종대) 안윤영(ETRI) 

황진경(KT) 임호정(KETI) 황진영(항공대) 

16:00~16:10

 사회: 황진경 이사

개회사: 안윤영 여성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이상미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축   사: 한국통신학회회장

참석자 기념촬영

16:10~16:35
 Health-ICT for Active Assisted Living

한태화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6:35~17: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ICT
- 그 사례를 중심으로

손연주 팀장(KT AI연구소)

한국통신학회 회원 여러분께

모두들 코로나-19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늦게나마 하계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하계학술대회를 생각해 보면 6월의 파란 하늘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즐거운 자리였다면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걱정과 함께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운영진들이 안전을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치르는 행사인 만큼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매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특별세션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뉴노멀시대-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 ICT 기술”이란 

주제로 ICT 분야와 의료분야의 여성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연 등으로 인해 

당연한 일상들이 더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 뉴노멀 시대에 ICT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분야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 ICT가 나아가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세션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안 윤 영

행사조직 및 위원

프로그램

2020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하계 특별세션 

뉴노멀 시대-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 ICT 기술
2020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하계 특별세션 

뉴노멀 시대-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 ICT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