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등록 : 2012년 10월 23일(화) 오전12시 마감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종신)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사전등록비 50,000 100,000 100,000           150,000
　※ 사전등록은 온라인 등록신청 및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 현장등록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
 등록구분 학생회원    정(종신)회원 비회원(학생)      비회원(일반)

현장등록비  60,000      120,000   120,000          170,000
　※ 현장등록 시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등록을 바랍니다.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 2013(30회)
(iTIP2013: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for 2013)

http://www.kiise.or.kr/itip/2013

*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10시 30분~17시 30분
* 장 소 : 삼정호텔(2층, 제라늄홀: 강남구 역삼동)
* 주 최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후 원 : KB국민은행, (주)다이퀘스트

* 조직위원회 
▶위 원 장 : 서정연(서강대학교)

▶부위원장 : 김두현(건국대), 김영섬(코난테크놀로지), 박진국(LG CNS), 송창현(NHN), 
             안인숙(넥슨), 유영수(M&Soft), 이병헌(삼성SDS), 손진호(LG전자), 
             홍원기(KT), 황승구(ETRI),  황시영(현대중공업)

▶위    원 : 박경(ETRI), 박서영(하나INS), 박세영(방통위), 박일(LIG 넥스원),
             박재득(KEIT), 박현제(KEIT), 유광현(삼성전자), 유완옥(SKC&C), 
             장윤옥(디지털타임즈), 문병철(지식경제부), 진병문(정보통신기술협회)
             

▶참가비

▶등록자 : 자료집 & 중식 제공
▶참가인원 : 150명 한정
▶본 학회 이사회 참가자 참가비 무료
▶⌜KB Hidden star 500⌟ 참여기업 참가자 참가비 무료
▶국산소프트웨어솔루션CEO모임, 한국통신학회 및 대한전자공학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 자격
으로 등록가능
▶삼정호텔: http://www.samjunghotel.co.kr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정보과학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움인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 2013 (iTIP2013: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2013)”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TIP2013는 지난 28년간 저희 학회가 진행했던 “정보산업 리뷰 심포지움”을 이어 받아 올해 서른 번 
째 되는 전통 있는 심포지움 입니다.  작년에 iTIP2012로 이름과 방향을 크게 바꿔서 ‘리뷰’에서 ‘전망’ 
심포지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 iTIP2012에 이어서 정보산업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에 작은 보탬을 더하면서 최고로 전통 있는 심포
지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을 통하여 창의적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
닫게 하는 한 해 이었으며, 또한 국내 정보산업의 국제 위상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계기를 제공한 한 
해 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IT 산업, 연구
개발, 국가정책 분야 등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를 연사로 모시고 2013년 국내 및 
세계 정보 기술 및 산업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불철주야 국내 정보산업 발전에 고심하는 여러분들께 쓸
모 있는 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이번 심포지움이 정보산업의 좌표 설정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오며,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보다 풍요롭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은 KB 금융그룹과 (주)다이퀘스트의 후원 덕분입니
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기꺼이 연사 역할을 수락하고 알찬 내용을 준비하신 발표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으로 수고 하신 서정연 차기회장을 비롯하여 부회
장들과 조직위원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김 명 준



▶프로그램

　 [개회사/환영사] 좌장 : 낭종호 교수
      (서강대)

10:30~10:35  개회사 서정연 조직위원장
(서강대)

 10:35~10:40  환영사 김명준 정보과학회 회장
(ETRI)

　 [산업동향-1] 좌장 : 낭종호 교수
      (서강대)

10:40~11:20 IT Market Mega-Trend and 
Forecast

장순열 상무
       (IDC)

11:20~12:00 음성대화 서비스 구명완
(서강대) 

12:00~13:00 점심 식사 

　 [국가전략] 좌장 : 안상현 교수
             (서울시립대)

13:00~13:40 5G 이동통신 강충구 교수
(고려대)

13:40~14:20 차세대컴퓨팅 R&D전략 나연묵 PD
(KEIT)

14:20~15:00 M2M/IoT 기술 및 표준화 전망 김형준 팀장
       (ETRI)

15:00~15:20 Coffee   Break 

 [산업동향-2] 좌장 : 엄영익 교수
             (성균관대)

15:20~16:00 스마트TV와 컨텐츠 환경을 위한 
SW전략

강배근 상무
    (LG전자)

16:00~16:40 Social Media and Healthcare 차미영 교수
(KAIST)

16:40~17:20 빅데이터 기술 동향과 전망 박  경 부장
       (ET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