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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입금안내

• 입금은행: 우리은행
• 입금계좌: 1002-941-926676
• 예 금 주: 최용훈
※  입금 하신 후 yhchoi@kw.ac.kr로 e-mail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맥북이나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카드 결제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은 송금 후에 e-mail로 사전등록 신청
 e-mail: yhchoi@kw.ac.kr
•  e-mail로 전송해야할 사전등록 정보            
등록자 성명, 소속, 일반/학생, 연락처(유선, 휴대폰) 
송금일자, 송금자명, 사전등록 금액

• 세금계산서 발부를 위해서는 행사 당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참 요망

※ 참고사항 : 중식 제공, 주차할인권 개인 구입

  문의 및 안내

• 담 당: 최용훈 교수(광운대)
• e-mail: yhchoi@kw.ac.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등록 마감 : 5월 26일(수)까지   운영위원회
•대회장: 신용태(숭실대)
•운영위원장: 김기천(건국대)
•자문위원: 최종원(숙명여대)
•등록: 최용훈(광운대)
•현장: 박능수(건국대)
•재무: 김영용(연세대)
•출판: 이혁준(광운대)
•홍보:  김기형(아주대), 강선무(NIA), 김형준(ETRI), 이성춘(KT), 

조진웅(KETI)

  프로그램위원회
•프로그램 위원장: 김영한(숭실대)
•프로그램 위원:  박영호(숙명여대), 이상환(국민대), 

박수홍(삼성전자), 정성호(한국외대), 이승형(광운대)

단기강좌 운영위원등록안내

컨버젼스 혁명을 이끄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체험 강좌

  행사장(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행사장 및 교통편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이용시

•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버스 이용시

•건국대병원앞: 2217, 2222, 3216 (군자역방향), 3217, 4212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를 이용, 서하
남에서 나오든가 올림픽 대로를 이용 잠실대교나 올림픽대
교를 건너 구의사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 방향으로 직진하
면 건국대학교 상허문이 있음.

•중부고속도로:  상일, 하일 또는 서하남에서 나와 올림픽 대교를 건너 직진
하면 오른쪽편에 어린이 대공원이있고 맞은 편에 건국대학교 
정문이 있음

구	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일 반 250,000원 280,000원

학 생 120,000원 150,000원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춘계단기강좌

컨버젼스 혁명을 이끄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체험 강좌 컨버젼스 혁명을 이끄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체험 강좌

Administrator
설명선
31일(월)까지

Administrator
선



시 간 스마트폰(아이폰 프로그래밍)

10:00
~

12:00

좌장: 최종원(숙명여대)
▶  Welcome to the iPhone World

오재혁(www.gurunun.com, 프로그래머)
<강의 내용>
•iPhone SDK 설치부터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 iPhone SDK 설치 및 인증하기
- 내 iPhone을 개발용 기기로 만들기
-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
- 등록, 심사, 업데이트

•Objective-C ?
- API, Sample Code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iPhone 으로 할 수 있는 것들
- iPhone Frameworks
- 특징적인 API 소개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좌장: 이상환(국민대)
▶ iPhone 어플리케이션 제작 연습

오재혁(www.gurunun.com, 프로그래머)
<강의 내용>
•template projects
- Xcode 에서 제공하는 template projects 의 구성 살피기

•hello world
- template projects 를 수정하여 hello world 를 보여주기

•Sample Code Jam
- AccelerometerGraph & SpeakHere
- Accelerometer 활성화 하고 값 확인하기
- Speaker 출력에 접근하고 제어하기
- SimpleURLConnections & QuartzDemo
- Web Text 내려받기
- Moving Text 형식으로 화면에 출력하기

15:00
~

15:30
휴식

15:30
~

17:30

좌장: 이승형(광운대)
▶ IEEE 802.21c SRHO : 스마트폰 핸드오버 표준화 동향

지정훈 선임(표준그룹의장/ETRI)
<강의 내용>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무선 멀티미디어 시장 전망
•무선 컨버전스 기술 현황 (IMT-Advanced, 3GPP, WiMAX)
•무선 이기종 네트워크간 Single Radio Handover  표준 기술
•무선 컨버전스 표준화 전망

▶ 스마트폰 보안
전길수 팀장(KISA)

<강의 내용>
•스마트폰 현황 및 전망   
•모마일 악성코드 현황 및 유형
•스마트폰 보안 이슈 
•스마트폰 보안 정책 및 기술적 대응방안

시 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프로그래밍)

10:00
~

12:00

좌장: 박능수(건국대)
▶ 안드로이드 개요

이창환 교수(동국대) 
<강의 내용>
•안드로이드 소개 및 플랫폼의 구성
•주요 개념: 액티비티, 서비스, 컨텐트 프로바이더, 인텐트
•개발환경
•애플리케이션 구조 및 구성 파일
•매니페스트 파일 및 리소스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좌장: 박영호 교수(숙명여대) 
▶ 안드로이드 세미나 및 실습 I

양정수 실장(www.kandroid.org 운영자)
<강의 내용>
•Android Platform Technology
- Android Start-up Analysis
- Zygote Overview
-  Prelink and Preload Technology for Application Launching 
Performance

- Issue:  JIT Technology for Appplication Runtime        
Performance  

•Android Application Technology
-  Open Access and Android Application Design Philosophy
- Application, Component, Process, Task Overview
- Startup Binding vs. Late Binding, and Intent
- Issue: Open Intents and Intent Registry   

15:00
~

15:30
휴식

15:30
~

17:30

좌장: 안상현(서울시립대) 
▶ 안드로이드 세미나 및 실습 II

양정수 실장(www.kandroid.org 운영자)
<강의 내용>
•Android Market Technology 
 - Android Application Installation Mechanism
 - Android Market Overview
 - Android Market Client Technology
 -  Issue:  Android Market Accessiblity of No-Telephony 

Android Device
•Android Technolgy Knowledge Base
- Micro Processor and ARM
- Operating System and Linux
- Compiler and Toolchain
- Java VM and Dalvik VM
- Programming Language: C, C++, Java
- Markup Language: SGML, XML, HTML
- GUI : 2D,3D, and Event Handler
-  Conclusion: Basic Technology before Android Technology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원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봄을 

맞이하여 정보통신소사이어티에서는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끌

고 있는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으로 춘계 단기강좌를 개최하고

자 하오니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기강좌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스마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좌를 이틀에 걸쳐 

마련하였습니다. 첫날은 애플의 아이폰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의 웅용 프로그램 실습을 다루

고 있으며, 더불어 스마트폰 핸드오버의 표준화와 스마트폰 보

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날은 애플의 대항마

인 안드로이에 관련한 내용으로, 개념부터 시작하여 안드로이

드 플랫폼과 응용에 관한 내용은 물론 간단한 실습까지 아우르

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 등장으로 소위 “스마트

폰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모바일통신산업의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차세대 성

장동력으로써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춘계단기강좌를 개최하게 된 바 이를 기

회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뜨거운 토의와 교류의 장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사는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개발자들과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최신 스마트폰 개발동향 

및 기술 발전방향을 제공하고 새로운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

은 참여로 본 단기강좌 행사가 활발한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

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행사를 준비한 운영위원 

및 프로그램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 용 태

KIISE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

초청의 말씀 단기강좌 프로그램 단기강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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