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특별세션

KT Network 지능화 Special Session
일시  2021년 6월 16일 12:30~16:45   장소  볼륨4(2F)

⊙ 특별세션 추진 배경 

•   KT의 5년간 축적된 NW AI 관제/설계/최적화 기술성과 공유

•   산학/기업간 NW AI기술 논문 발표로 기술교류를 활성화 하여 국내 AI와 Network기술 발전에 기여

 

일정 분야 발표내용 발표자

좌장: 이종필 상무(KT)

12:30~12:55
지능형

유선NW

NW AI Trend 조성배 교수(연세대)

12:55~13:20 KT유선 NW전국망지능형 관제, Dr. Lauren 고승현 팀장(KT)

13:20~13:45 다양한 NW장비 및 장애 등을 조기 학습 할 수 있는 KT향 Data Labeling자동화 체계 이민호 선임(KT)

좌장: 이원열 상무(KT)

14:00~14:25
지능형

무선NW

이동통신 NW AI의 적용 및 활용 사례 주재걸 교수(KAIST)

14:25~14:50 AI기술로 5G무선망 최적화 적용사례 (Dr. WAIS) 배영호 수석(KT)

14:50~15:15 이동통신장비 AI적용 기술 이준성 CTO(NOKIA)

좌장: 이영욱 상무(KT)

15:30~15:55
NW

특화 기술

NW관리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Intelligent RPA적용 사례 옥기상 팀장(KT)

15:55~16:20 KT광선로 장애예방 및 구간을 자동분석이 가능한 Dr. Cable 최기만 책임(KT)

16:20~16:45 통신 구조물 AI안전 감시 김나연 팀장(H4 TECH)

⊙ 강연 소개

NW AI Trend
조성배 교수(연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힘입어 초고속 통신망에 다양한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 데이터 

중심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망관리의 최적화와 고도의 보안성 확보는 물론이고, 적응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발전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에 대해서 지식기반, 학습기반, 복합기반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딥러닝과 포스트 딥러닝 기술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망한다.

KT유선 NW전국망 지능형 관제, Dr. Lauren
고승현 팀장 (KT)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수집되는 복잡한 구조의 Multi Network Infra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장애원인과 장애위치를 찾아내고 신속한 장애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AI실증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Network AI Infra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NW장비 및 장애 등을 조기 학습 할 수 있는 KT향 Data Labeling 자
동화 체계
이민호 선임 (KT)

AI 기반 네트워크 관제 지능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신 사업자가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AI 관제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해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한 AI 관제 

서비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통신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 발표에서는 네트워크 AI 개발과 유지보수 가속화를 위한 자가학습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KT의 

접근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동통신 NW AI의 적용 및 활용 사례
주재걸 교수(KAIST)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 무선망 품질 감시를 통한 이상 검출 및 이상 원인 분석은 

필수적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무선망 품질 이상 검출과 원인 분석은 전문 엔지니어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것 대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알고리듬으로 일부 과정을 대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상 검출 및 원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무선망 품질 감시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탐지 기술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AI기술로 5G무선망 최적화 적용사례(Dr. WAIS)
배영호 수석 (KT)

본 논문은 5G 무선망의 품질 및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T융합기술원에서 연구 중인 AI 기반 5G 무선망 

최적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5G 무선망 최적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5G 무선 신호 수신 세기 

예측을 AI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AI를 사용하여 예측한 신호 세기와 실제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AI 기반 예측치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AI 기반 수신 신호 세기 예측 방법은 기존의 전파 모델 대비 정확도가 높으며 신속한 

연산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장비 AI적용 기술
이준성 CTO (NOKIA)

5G 서비스는 향후 AI와 결합된 망운영의 효율화, 성능최적화의 등의 많은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5G의 Massive MIMO 환경에서 AI 기반의 효율적 스케쥴러 운용, 빔선택 최적화를 

통한 성능 최적화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NW관리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Intelligent RPA적용 사례
옥기상 팀장 (KT)

5G는 저지연, 초광대역, 초연결 슬라이스 제공을 위해 MEC 기반으로 코어 장비는 분산, 가상화되어 있고, 

액세스 장비들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운용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고, 관리 대상 규모도 더욱 증가한 5G Infra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Intelligent RPA 사례를 소개한다. 

관련하여 기종의 다양화 및 수량의 증가를 고려한 Template-based RPA 구조, 5G 장비와 유선 네트워크, 

가상화 도메인을 고려한 E2E 원인 분석, AI기반 제어 로직 추천 및 실행까지 Closed-loop Control에 대해 

소개한다.

KT 광선로 장애예방 및 장애구간 자동분석이 가능한 Dr. Cable
최기만 책임 (KT)

인터넷, VOD, 5G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광대한 

광네트워크 인프라의 운용 및 관제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통신 인프라의 핵심인 광케이블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AI기술을 적용하고, 빠른 장애인지와 장애구간의 자동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광선로 관제시스템(Dr. Cable)의 개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한다. 

통신 구조물 AI안전 감시
김나연 팀장 (H4 TECH)

광센싱 기술중의 하나인 FBG는 온도 측정, 구조물 안전 점검에 사용되는 센서이다. FBG 센서를 이용해 

통신구조물의 화재, 진동과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 감시, 지진전후 상태 감시 등을 수행한다. 

본 발표에서는 FBG 센싱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 화재 예측 및 이상 감지 Deep Learning 알고리즘과 

통신구조물의 노후화(잔존 수명)를 예측할 수 있는 ML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