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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스로부터 생산되는 거대한 양의 정보를 지
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민간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지능형 소
프트웨어의 잠재적 활용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국방 소프트웨어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보과학회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는 국방소프트

웨어를 위해서 필요한 최신 기술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매 해 단기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하계에 개최되던 단기강좌를 춘계로 변경

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해는 ‘지능형 국방 소프트
웨어’라는 주제로 네 개의 초청강좌를 구성하였습니다.

군,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
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조를 강
화하고 기술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

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활발
한 토론과 정보교류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 운영위원장 진현욱

프로그램위원장 권경용

날 짜 시 간 순 서

4월
20일
(목)

10:00 – 10:30
(30분)

등 록

10:30 – 10:45
(15분)

개회사
진현욱 운영위원장
(국방SW연구회)

10:45 – 11:45
(1시간)

[세션1 – 인공지능 튜토리얼]
좌장: 오상윤 교수

(아주대학교)

Introduction to Machine Intelligence 김강일 교수
(건국대학교)

11:45 – 13:00
(1시간15분)

점 심

13:00 – 14:00
(1시간)

[세션2 – 국방 인공지능 기술]
좌장: 권경용 박사
(국방기술품질원)

인공지능 기반 군전력장비 정비수요예측 SW 
개발

김종현 대표이사
((㈜위세아이텍)

14:00 – 14:15
(15분)

휴 식

14:15 – 15:15
(1시간)

[세션3 – 인공지능 기술 전망]
좌장: 류연승 교수

(명지대학교)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와 AIRI 연구 소개
김석원 박사

(지능정보기술연구원)

15:15 – 15:30
(15분)

휴 식

15:30 – 16:30
(1시간)

[세션4 – 보안 빅데이터]
좌장: 박현규 부사장
(㈜인프니스네트웍스)

오픈소스 및 상용 SW를 활용한 보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례

한혁 연구소장
(㈜리얼타임테크)

16:30-17:00
(30분)

종합토의 및 폐회

모시는 글 프 로 그 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