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모바일 미래 포럼 

■ 일시 : 2010년 4월 29일(목) 13:30~18:00

■ 장소 :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

■ 주최 : 한국정보처리학회, 호서대학교 NewIT선도인재양성센터, 

 한국정보과학회 충청지부

■ 협찬 : 삼성SDS, KT, SK텔레컴, 하이버스, 비트컴퓨터

■ 호서대학교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165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

    오시는 길

조직

● 포럼 위  원  장 : 주대준 (KAIST), 홍성수 (호서대학교)
● 포럼 부 위 원 장 : 신승중 (한세대학교), 장규상 (KT)

조직위원장 : 김우성(호서대학교)

조직위원 : 이재광(한남대학교), 김진술(나사렛대학교), 이정배(선문대학교), 이재오(한국과학기술대학), 박현근(한국과

학기술대학), 오임걸(한서대학교), 정재진(단국대학교), 이상범(단국대학교), 주경수(순천향대학교), 김혁진(청운대학교), 

조상엽(청운대학교), 이종찬(청운대학교), 백순화(백석대학교), 신현철(백석문화대학), 박경남(나사렛대학교), 김홍윤(한

서대학교), 이상락(인천대학교), 홍명희(서울교육대학교), 홍성식(혜전전문대학), 김규호(서울보건대), 안병호(충청전문

대), 전병국(국립원주대학), 김진숙(선문대학교), 김진형(KAIST),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김황래(공주대학교), 류장

렬(공주대학교), 김정구(남서울대학교), 차시효(청운대학교), 권오용(삼성SDS), 김성균(SK텔레컴), 진헌규(SK텔레컴), 

방수준(하이버스), 윤섭(한백전자), 박한기(커널링크), 윤장용(시멘틱스), 오우영(비트컴퓨터), 김준기(명진일렉), 유영창

(에프에이리눅스), 박상조(다우엑실리콘), 황인수(에이스텍)

운영위원장 : 류기한(충주대학교)

운영위원 : 김인국(단국대학교), 고응남(백석대학교), 김현기(극동정보대학), 이극(한남대학교), 송특섭(목원대학교), 전

중남(충북대학교), 장영건(청주대학교), 최성(남서울대학교), 이동렬(중부대학교), 오영환(KAIST), 이천희(청주대학교), 

김수홍(상명대학교), 이상열(필링크), 김용석(NEXON), 심수광(COM2S), 이윤영(충북테크노파크), 김희섭(충남테크노

파크), 장지영(조엔시스템), 채희석(엠아이티소프트), 안원형(엠아이티소프트), 권문형(디엔에스반도체), 최영근(충남테

크노파크), 유승보(유씨컴퍼니) 김석동(호서대학교), 임성락(호서대학교), 김수희(호서대학교), 오삼권(호서대학교), 박근

덕(호서대학교), 김경식(호서대학교), 박성준(호서대학교), 박창훈(호서대학교), 김윤경(호서대학교), 오성석(호서대학교), 

민용식(호서대학교), 이호석(호서대학교), 손석원(호서대학교), 변상규(호서대학교), 김환구(호서대학교), 오수현(호서대

학교), 하재철(호서대학교), 정원일(호서대학교)

A  타입 좌우조합

             

B  타입 좌우조합

             

A  타입 상하조합

             

B  타입 상하조합

             



        한국 모바일 미래 포럼

●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모바일” 관련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본 포럼은 모바일 관련 각 대학의 저명인사와 굴지의 업체들이 본 주제

의 향후 전망과 미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해서 대한민국의 모바일 관련 학생들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경과보고 

(1) 2009년 10월 : 정보과학회 충청지부에서 2010년 4월 모바일 향후 전망과 미래 논의

(2) 2009년 12월 18일 : 천안 아산 대학 주요관계자 모임

(3) 2009년 12월 29일 : 개최지 “호서대학교”결정

(4) 2010년 1월 14일 : 모바일 주제 발표에 따른 관련 업체 모임

            (온양그랜드호텔 2층 오후4시 ~ 7시 : 36업체)

(5) 2010년 2월 19일 : 모바일 주제 발표에 따른 관련 대학교 모임

            (개최날짜 결정 : 호서대학교 국제회의실 오후4시 ~ : 19개 대학)

(6) 2010년 4월 1일 : 한국정보처리학회 주관 기관으로 협력하기로 함

(7) 2010년 4월 29일 : 한국 모바일 미래 포럼 2010 개최

● 만찬장소 : 교직원 회관 1층 (버스대기)

13:30~14:00 등록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14:20 국민의례  사회 : 임성락(호서대학교)
 
 개회사(호서대학교 부총장)
 환영사(한국모바일미래포럼 위원장) 

14:20~  발표  좌장 : 신승중(한세대학교)
14:20~14:40 ■모바일 생태계 변화와 대응  김진형(KAIST)
14:40~15:00 ■Smart 혁명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미래 이승환(KT 경제경영연구소)
15:00~15:20 ■스마트 솔루션 미래의 가치와 성장전략 김용업수석(삼성 전략그룹장)

15:20~15:30   break time

15:30~ 발표  좌장 : 김혁진(청운대학교)
15:30~15:50 ■스마트폰APP 유통시장의 동향 및 전망 - T store를 중심으로 진헌규(SK텔레컴)
15:50~16:10 ■IT융합산업과 Embedded S/W 산업동향 문승환(하이버스)
16:10~16:30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과 인터페이스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

16:30~16:40   break time

16:40~ 발표  좌장 : 김우성(호서대학교)
16:40~17:00 ■모바일 폰 시장 동향 및 정책 박한기(커널링크)
17:00~17:20 ■Android Development Key Point 박찬민(한백전자)
17:20~17:40 ■호서대학교 충청권 NEW IT 선도인재양성산업 박재현(호서대학교)

17:40~18:00 폐회

    행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