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특별세션

Efficient Estimation of Min-entropy 
6월16일(수)오후12:30-13:20 (50분) / 김용준 교수(DGIST)

최소 엔트로피(min-entropy)는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난수의 무작위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측도이다. 따라서, 최소 엔트로피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소 엔트로피를 추정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중, Mauer의 범용 테스트에 의존하는 압축 

추정기(compression estimator)는 현재 NIST 표준(SP 800-90B)에 채택되어 있다. 하지만, 압축 

추정기는 연산 복잡도가 높고 편향성(bias)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Maurer의 

테스트의 두 가지 변형을 활용하여 표준 압축 추정기 대비, 계산 복잡성과 편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최소 엔트로피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위한 채널 모델링 및 주요 기술 동향 
6월16일(수)오후13:20-14:10 (50분) / 이병주 교수(금오공과대학교)

최근 5G가 상용화되고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됨에 따라,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위성통신 및 

비지상 네트워크를 위한 채널 모델링 및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새로운 연구 방향 및 이슈들에 관해 논의한다.

Towards secure Internet-of-Things (IoT) communications 
6월16일(수)오후14:10-15:00 (50분) / 문지환 교수(조선대학교)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등 소규모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통신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기존 암호화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정보 보안접근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근래 각광 받고 있는 

물리 계층 보안 기술이 어떤 장점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 후 다양한 예시와 함께 다음 

세 가지 대표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1) Secure communications

(2) Wireless surveillance

(3) Covert communications

Introduction to Cloud Object Storage Systems 
6월16일(수)오후15:10-16:00 (50분) / 김영진 교수(인하대학교)

최근 AWS S3, Microsoft Azure Cloud 등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의 상용화 및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Processing, Networking, Storage 리소스를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 성능 최적화 기법에 대해 다룬다.

상향 링크 SCMA 시스템을 위한 다중 사용자 간섭 처리 기법 
6월16일(수)오후16:00-16:50 (50분) / 임승찬 교수(한경대학교)

Sparse code multiple access (SCMA)는 높은 자원 사용 효율로써 상향 링크 통신 환경의 매우 많은 

사용자를 지원 가능한 비직교 다중 접속 기술이다. 사용자로부터 송신된 SCMA 부호어는 동일한 

시간/주파수 자원에서 비직교적으로 중첩되므로 다중 사용자 간섭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SCMA 시스템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높은 처리량을 

달성하기 위한 코드 영역 중첩 전송및 코드북 설계 방법을 소개하고, 기지국에서 비직교적으로 중첩된 

수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수신기 설계 문제를 논의한다. 

신진 연구자 특별세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2:30~16:50   장소  볼륨3(2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