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데이터베이스 및 ICT 분야 연구원 및 종사자 여러분,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넘어서 데이터 관리 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IEEE ICDE) 학술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IEEE ICDE는 

VLDB, ACM SIGMOD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 Top 3대 학술대회로서, 우리의 안방에서 데이터 관리

의 첨단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IEEE ICDE 2015 학술대회 

(2015년 4월 13일 ~ 17일, 서울 코엑스, HTTP://ICDE2015.KR) 

 

특히, 금번 ICDE 행사에는 “하둡 기반 빅 데이터 분석, 첨단 DBMS 엔진 기술, 데이터 마이닝 분야 연구논문

들”, “구글, 페이스북, SAP, Oracle, MS 등 주요 산업체 논문과 튜토리얼”, 그리고 “빅 데이터 활용사례를 포함

한 다양한 워크샵”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 (http://icde2015.kr/info/program.html)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 최고 학술 대회답게 수많은 해외 top 연구자들의 내

방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DB 및 ICT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VLDB 개최 이후, 9년 만에 다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금번 ICDE 행사를 통해, 수 많은 국제 top 연구자

들에게 우리나라의 존재감, 발전상, 그리고 역동성을 보여 이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인식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념비 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3월 3일 현재 약 240명이 해외에서 등록하였고 

조기등록 마감일 (3월 13일) 까지 해외 등록자 수가 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국내 DB 및 

ICT 분야 연구원들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통해 연구 

및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이 분야에서 조만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기원합

니다. 조기등록 (http://icde2015.kr/info/registration.html) 마감이 3월 13일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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