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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정보과학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움인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 2014 (iTIP2014: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2014)”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지난 1983년부터 2010년까지 28년간 “정보산업 리뷰 심포지움”을 개최하면
서 정보산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 행사를 미래정보기술
산업전망(iTIP2012)으로 이름과 방향을 개선하면서 ‘리뷰’에서 ‘전망’ 심포지움으로 탈바꿈하
였습니다. 올해도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보산업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에 작은 보탬을 더하기 위한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합니
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명실 공히 국내 정
보기술분야의 대표적인 산학연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창조경제를 시작하는 해로서 창의적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 선점이 사업화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한 해 이었으며, 또한 국내 정보산업의 국제 위상을 다시 한 번 짚어 보
는 계기를 제공한 한 해 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소프트웨어산업
협회와 공동으로, IT 산업, 연구개발, 국가정책 분야 등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를 연사로 모시고 2014년 국내 및 세계 정보 기술 및 산업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불철
주야 국내 정보산업 발전에 고심하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
다. 새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이번 심포지움이 정보산업의 좌표 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오며,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KB금융그룹과 (주)다이퀘스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기꺼이 연사 역할을 수락하고 알찬 내용을 준비하신 발표자들
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으로 수고 하신 김종권, 황
승구, 박경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서 정 연



시   간 내    용

　 [ 개회사 / 환영사 ] 좌장 : 허대영 이사 (한국정보과학회)

10:30 - 10:35 개회사 김종권 조직위원장 (서울대학교)

10:35 - 10:40 환영사
서정연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 특별강연 ] 좌장 : 최종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10:40 - 11:20 3D 프린팅의 현황과 전망 양동열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11:20 - 12:00 Worldwide ICT market beyond 2013 한은선 수석연구원 (IDC)

12:00 - 13:00 점심식사

　 [ 산업동향 ] 좌장 : 이성환 교수 (고려대학교)

13:00 - 13:40 빅데이터와 스마트 헬스케어 송태민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40 - 14:20 스마트 카와 자율주행을 위한 SW 전략 채승엽 수석연구원(infobank)

14:20 - 15:00
스마트 도시를 위한 메트로급 영상감시
기술 전망

한종욱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15:00 - 15:20 Coffee Break

　 [ 국가전략 ] 좌장 : 강승식 교수 (국민대학교)

15:20 - 16:00 ICT R&D전략과 법이슈 오상진 과장(미래창조과학부)

16:00 - 16:40
기반 SW 및 컴퓨팅 분야 기술 트렌드와 
R&D 동향 김두현 CP(미래창조과학부)

16:40 - 17:20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스마트기기 
간 자율협업을 통한 지식공유 및 지능진
화가 가능한 엑소브레인 SW 기술 개발

박상규 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