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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부위원장 강사 주제
2013추계
제주대

채진석 교수
(인천대)

오재덕 선임연구원(LG전자) webOS 플랫폼과 앱 개발환경
박문주 교수(인천대) Nintendo DS에서 Linux 사용하기

KCC2013
디 오 션 리 조
트

강수용 교수
(한양대)
황인준 교수
(고려대)

강 유 교수(KAIST) 대용량 그래프 마이닝 : 패턴과 알고리즘
이득우 이사(유니티 테크
놀로지스) 4시간만에 살펴보는 유니티 카톡 게임 제작 과정
김태성 교수(경희대학교)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뎁스비젼 및 모션센서 기반의

휴먼 행위 인식 및 라이프 로깅 기술
임을규 교수(한양대학교)네트워크 보안 개요 및 악성코드 분석
김민수 교수(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빠른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맵리듀스 엔진 기술
장 윤 교수(세종대학교)비주얼 어낼리틱스(Visual Analytics)의 기술 및 응용 분야
장대흥 교수(부경대학교)전산분야 전공자를 위한 통계패키지로서의 R-package
이상구 교수(서울대학교)
박종헌 교수(서울대학교)
권태경 교수(서울대학교)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

Real Life Data 기반의 Intelligence 기술 및 서비스

심규석 교수(서울대학교)MapReduce Algorithms for Big Data Analysis

2012추계
충남대

최용석 교수
(한양대)

온병원 교수(서울대) 빅데이터의 이해와 공공 데이터의 활용

김정현 교수(고려대)
MART를 이용한 AR (증강현실) 컨텐츠 저작 및
Deployment 

이호석 교수(호서대) Statistical Learning Theory
서진욱 교수(서울대) 정보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KCC2012
휘닉스아일랜
드

장병탁 교수
(서울대)

김병호 교수(경성대) 구글 앱 인벤터
한동수 교수(KAIST) WiFi 신호 기반 실내 위치 인식 기술 및 응용 서비스
안창욱 교수(성균관대) 사용자 Usability를 위한 User-Centred System 

Design(UCSD) 의 소개, 
오학주 박사(서울대) 초대형 프로그램 분석기법
임지현 교수(홍익대) Human factors in interface design:seek solutions from 

users' behavior
이재길 교수(KAIST)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정한민 책임연구원(KISTI)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정보기술 특허 작성 노하우
이세영 수석연구원(NIPA)Agile Software Development and Scrum

 2011추계
   서울대

윤성로 교수
(고려대)

이정현  교수(숭실대) Smartphone Security : iPhone and Android
길현영 박사(KAIST) SOA 기반 Web  Service 소개
이호석 교수(호서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입문
김선 교수(서울대)  전산, 컴퓨터  전문가를 위한 생물 및 의학 정보 개론

KCC20112
경주교육
문화회관

이승룡 교수
(경희대)

 이재진(서울대)
SnuCL: An OpenCL Framework and Unified 
Programming Model for Heterogeneous CPU/GPU 
Clusters Open CL

박상원(한국외대) Android에서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김진수, 이상원(성균관대) OpenSSD 플랫폼을 통한 SSD의 이해

정보과학회 학술대회 튜토리얼 목록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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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고려대)  Virtualization Technologies for Cloud Computing
임종인(고려대)  제어시스템 보안
한성국(원광대)  Linked Data: 시맨틱웹의 구현방법
이경일(솔트룩스)  Social Media Analytics and Data Intelligence
김태성(경희대)  라이프 케어 지원 휴먼 행위인지기술

 2010추계
   단국대

김상욱 교수
(한양대)

심규석 교수(서울대) Map &Reduce Algorithm Design for Large Data Analysis
문일철 박사,
오혜연 교수(KAIST)

Social Web Media Analysis by Content and Network 
Analyses

박상원 교수(한국외대)  안드로이드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KCC2010
   제주대/
그랜드호텔

심규석 교수
(서울대)

유환조 교수 (포항공대)Prediction with SVM: Classification, Regression,and 
Ranking

김철연 교수 (경원대) 인터넷의 Cash-Cow, 인터넷 광고 시장과 이에 대한 부정수
익 발생 탐지 기술

최진영 교수 (고려대)
강인혜 교수 (서울시립대)
서동수 교수 (성신여대)

 시큐어 소프트웨어,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박상원 교수 (외국어대) 스마트 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민준기 교수 (한기대)

 Effective Data Management Techniques - In the view of 
Stream Data 
 and Sensor Data

김경중 교수 (세종대)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컴퓨터게임과 인공지능
 2009추계
   이화여대

김동규 교수
(한양대)

이교구 교수(서울대) Introduction to Music Information Retrieval
Bernd Burgstaller
(연세대) Multicore Programming Primer
김장환(성결대)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KCC2009
   제주대/
그랜드호텔

강승식교수
(국민대)

김병호(경성대) SIP 커뮤니케이션
이주환(포스데이타)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사용자 중심설계 방법론
이태공 교수(아주대)

  GIG(Global Information Grid)를 위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
   SOA

은성배 교수(한남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Person Wide Web 기술
이환용 이사(휴원), 
백낙훈 교수(경북대), 
신현준 교수(아주대)

  모바일 그래픽스 API 표준

이동만 교수(KAIST)   Context-aware spontaneous service provision: system 
&networking

신인식 교수(KAIST)   Cyber-Physical System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김장환 교수(성결대)   모바일 웹과 모바일 S/W
정일영 교수(한국외대)   IPTV 기술
오세만 교수(동국대), 
표창우 교수(홍익대), 
최진영교수(고려대)

  Secure Coding
이강윤 상무(IBM), 
방영환 선임(KISTI), 
이승윤 팀장(ETRI), 
황정식 부장(IBM)

  뉴 IT 패러다임 : 클라우드 컴퓨팅

  2008추계
 중앙대학교

최중민교수
(한양대)

오일석(전북대) 패턴 인식과 기계 학습을 위한 메타 휴리스틱
정윤재.김창제(삼성SDS)Java-based Open Source Development Framework
이만재(ETRI)   위키피디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KCC2008 장병탁교수 이재진(서울대)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아키텍쳐 시뮬



- 3 -

휘닉스파크 (서울대)

레이션 기법 
김진수(KAIST) / 
김태웅(NHN)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공은배(충남대) 컴퓨터 과학과 게임이론
박준상(홍익대) 무선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코딩의 활용
안창욱(성균관대) 진화알고리즘의 이해와 응용
홍봉희(부산대) RFID/RTLS/센서 미들웨어 기술
박창규(건국대) 패션산업에 IT 적용
이강찬(ETRI) 차세대 웹 기술 동향
정갑주(건국대) IT 기반 기술융합 교육 및 연구 사례 분석: 건국대 BK21 신

기술융합학과 사례 중심으로
  2007추계
 부산대학교

이근배교수
(포항공대)

 은성배(한남대) USN에서 분산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
 심규석(서울대) Privacy Preservation -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KCC 2007
 무주리조트

장병탁교수
(서울대)

이창건(서울대) 실시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이건표(KAIST) 정보가전기기 위한 인간 중심적 디자인 접근 방법
박영택(숭실대),
이경일(솔트룩스) 웹 2.0과 시맨틱 웹
임성수(국민대) Microkernel-based Software Architecture and Virtualization
이관우(한성대)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심주교(KT) 프리미엄 인터넷과 IPTV서비스
변희언(티맥스소프트)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민상렬(서울대)
김성관(지인정보기술)
배영현(엠트론)

Flash Memory Software Technology
원유집(한양대) 정보가전용 파일 시스템 및 스토리지 기술 
김상철(국민대) Class Materi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System using 

Matlab and Simulink
황민철(상명대) 감성 User Interface Design 

  2006추계
 세종대학교

심규석교수
(서울대)

 이상근(고려대) 모바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관리
 이상환(국민대) 무선 메쉬 네트워크상에서의 라우팅 프로토콜

  KCC2006
 용평리조트

심규석 교수
(서울대)

한성국(원광대) 차세대 웹기술 해부: Web 2.0 과 시맨틱 웹
김태환(서울대) 저전력/저온도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이지형(성균관대) 컴퓨터게임과 인공지능 (GAME AI)

  2005추계
   숭실대

배두환 교수
(KAIST)

한성국(원광대) 시맨틱 웹서비스 : 연구 동향과 전망
김일곤(경북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건의료 정보시스템과 기본 인프라 기술
금영욱(성결대) AOP/AspectJ 이해 및 응용
오병우(금오공대) Context-Aware: Location-Aware를 중심으로

KCC2005
 휘닉스파크

권혁철 교수
 (부산대)

이도헌(KAIST)
 /조광현(서울대) 시스템 바이오정보학 - 바이오회로 역공학
김영만(국민대) RFID 기술 및 서비스를 승계한 실용적인 USN구조 및 서비

스
김경식(호서대) 게임 프로그래밍 어떻게할까?(기초에서 중급까지) 
김태진(삼성SDS) C#과 .NET 컴포넌트 프로그래밍

2004추계
 서울대

이동만 교수
 (ICU)

이근배(포항공대) Human Language Technology in Ubiquitous Computer 
Interface: Theory and Applications

심규석(서울대) 센스 네트워크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압축
김태환(서울대)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HW/SW 통합 설계 공간탐색 이해
박수용(서강대) Self-Adaptive Software for Intelligent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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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화(아주대) 'RFID' Change the World
2004춘계
 KAIST

최중민 교수
 (한양대)

은성배(한남대) 유비쿼터스 시대 구현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
김문철(ICU) MPEG-21 Multimedia Framework
유태완(ETRI) IPv6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정찬성(신지소프트) WIPI 게임 솔루션 GNEX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제작

2003추계
 건국대

변혜란 교수
 (연세대)

인 호(고려대) 차세대 Embedded 시스템을 위한 High Assurance 
Software 설계

김대영, 도윤미(ICU)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센서 내트워크 기술
박영택(숭실대),
 이재호(서울시립대) 시맨틱 웹 : Representation, Inference, Service
한정현(성균관대) 모바일 게임개발 기술 : 현황과 전망

2003춘계
 제주대

김민구 교수
 (아주대)

이근배(포항공대) High Precision Web Search Engine 
심규석(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연구 
김기천(건국대) Mobility and Mobile Security

2002추계
 수원대

김명주 교수
 (서울여대)

고상근(서울대)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김태환(KAIST),
 정기석(홍익대) 내장형 시스템 설계 흐름과 코드 최적화 기법
정기철(미시간주립대) 인간 중심 인터페이스를 위한 컴퓨터 비젼 기술
정병완(세림정보기술) UML을 넘어 컴포넌트로, 

 프레임웍을 타고 웹서비스로전진하여 e비지니스를 구현하자
홍봉희(부산대) 이동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현안

2002춘계
 한양대
 (안산)

홍성수 교수
 (서울대)

이영석(삼성SDS) 소프트웨어 자동 테스트
고형석(서울대) 디지털애니메이션과 그 너머의 이야기
정찬용(서강대) 컴퓨터 게임의 기획 및 기술분석과 전략구축
이도헌(KAIST) 분자생물학 연구단계별 바이오정보학 기술
장래혁.김지홍(서울대) 저전력/저에너지 소프트웨어 설계기법

2001추계
 서울여대

홍성수 교수
 (서울대)

박근수(서울대) 생물정보학
최훈(충남대) 이동컴퓨팅
김학일(인하대) 생체인식 기술이론 및 응용
심규석(KAIST) XML의 모든 것
김영국(충남대) 이동 및 내장형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