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미래형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
일시 : 2013년 12월 06일(금) 10:00~16:30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주관 : 충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주최 :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제 1 회 추계학술대회
[미래형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

일시: 12월 06일 (금) 10:00 am – 16:30 pm
장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

초대의 글
세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데이터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빅데
이터는 기존의 컴퓨팅 기술로는 다루기 불가능한 초대규모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에 필
요한 제반 기술과 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술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미 정치, 사회, 문화,
산업 등 전체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의 경쟁이 노하우와 노웨
어에서 데이터 분석 속도의 차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요구
를 분석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
야는 기술 위주의 플랫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기업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모델입니다.
이번 제1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미래형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을 주제로 학계, 업계, 정부
기관이 함께 모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 관련 업
계의 전문가와 학계 및 정부기관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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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추계학술대회 [미래형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 프로그램

시

간

내

09:30~10:00

등록 및 접수

10:00~11:00

논문발표(좌장 : 나종화 교수)

11:00~12:00

논문발표(좌장 : 조완섭 교수)

12:00~13:00

점심

용

개회사 및 환영사
13:00~13:10

개회사 : 류관희 회장(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환영사 : 최호용 교수(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장)
기조연설

13:10~14:00

박기정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00~14:20

Coffee Break

14:20~16:30

논문발표(좌장 : 최상현 교수)

◆ 논문발표 세부일정

시

간

10:00~10:10

10:10~10:20
좌장:
나종화

10:20~10:30

교수
(충북대)

10:30~10:40
10:40~10:50
10:50~11:00

논 문 명
수치속성 빅데이터에 대한 그리드-클러스터 기반 분류
김영준,이건명(충북대)
다차원 분석을 위한 시내버스 이용 데이터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이정은,조완섭(충북대)
특허 서지정보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
노승윤,조완섭(충북대)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웹로그 분석
이용욱,최상현(충북대)
주가 예측을 위한 뉴스 키워드 분석
이예지,최상현(충북대)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대학 이슈 파악
양민혁,조완섭(충북대)

시

간

11:00~11:10
11:10~11:20

좌장:

11:20~11:30

논 문 명
web VOC 감성분석 기반 다차원분석 기법
전성현,조완섭,나종화(충북대)
경고 메시지 발생 시간의 간격을 고려한 순차패턴 마이닝
황영재,나종화,조완섭(충북대)
스마트 교육용 콘텐츠 뷰어와 빅데이터의 연동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주성연,정지성,류관희(충북대)

조완섭
교수

11:30~11:40

(충북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 안심귀가 서비스를 위한 마인드맵
이재원,정지성,류관희(충북대)
복합적인 환경요인별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관련 효율적인 음식점 경영을

11:40~11:50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최민성,전진영,김유성(인하대)

11:50~12:00
14:20~14:30
14:30~14:40
14:40~14:50
14:50~15:00
15:00~15:10
좌장:
최상현

박진탁,강민욱,김도훈,최흠,김학일,김유성(인하대)
생물학에서의 빅데이터
오정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조완섭(충북대)
응용프로그램 버전관리방법과 보안의 접근법
성명재,임을규(한양대)
HASV
윤종철,오정수,고건환,박기정(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인 셀 밀도 기반 히스토그램 기법
김재호,김명호(KAIST)
대용량 비디오 셋에서 유사 비디오 검색을 위한 필터링 기법
서정혁,김명호(KAIST)
“단골택시”를 위한 경로 추천 시스템

15:10~15:20

정승현(헤븐리아이디어),강유진(헤븐리아이디어),프랑코(헤븐리아이디어),
최치환(충북대), 조완섭(충북대)

교수
(충북대)

기상 데이터 크롤링을 이용한 조도 예측 시스템

15:20~15:30
15:30~15:40
15:40~15:50

15:50~16:00

16:00~16:10
16:10~16:20

재해복구시스템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권설아,김지은(충북대)
SVM을 이용한

저항점 용접의 용접 강도 예측

드란후탄,양형정,김경윤(전남대)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관리 구조 설계
최한석,강민정(목포대)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분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및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고찰
조용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순 지각변형률 계산
김슬비(충북대),채병곤(한국지질자원연구원),김형신(충북대),서용석(충북대)
지능형 교통 서비스 구현 모델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
유성열(부산가톨릭대)

◆ 등록안내
학생

일반

회원

30,000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100,000원

▹ 등록비 납입 : 농협 301-0133-6691-41 (사단법인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 카드결제 가능
◆ 학술대회 관련 문의
- 사무국: 043-261-3636 / kbigdataservice@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kbigdata.or.kr
◆ 오시는 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