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정보학회 제 2차 겨울학교 – Geospatial Open Source 

 

오픈 소스는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개발자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개발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오픈 소스의 단순한 사용자가 아

니라, 적극적인 개발자로 발돋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한국공간정보학회에서는 

Geospatial 분야의 오픈 소스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OSGeo의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2월 9일-

10일 양일간 1차로 Geospatial Open Source 겨울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추가

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 2차 Geospatial Open Source 겨울학교를 개설합니다. 관계자 여

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시간 2012년 2월 28일(화)-29일(수)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607호  

교육진 OSGeo 한국지부(신상희 그리다 대표이사 외 3분) 

내용 [2월 28일 (화) - 1일차] 

- 09:00~10:00: 오픈 소스 GIS 개요 – 강사: 신상희 

- 10:00~12:00: Quantum GIS - Desktop GIS(개요, 활용) – 강사: 신상희 

- 14:00~18:00: PostGIS - Spatial DBMS(개요, 설치, 활용) – 강사: 이민파 

 

[2월 29일 (수) - 2일차] 

- 09:00~12:00: GeoServer - WebGIS Server(개요, 설치, 설정, 튜닝, 서비스 등)  

– 강사: 장병진 

- 14:00~17:00: OpenLayers - WebGIS Client(개요, 활용, 서비스) 강사: 박주용 

교육비 일반인 30만원, 학생(대학/대학원생) 10만원 

참가신청  

및 문의 

한국 공간정보학회 상여진 간사에게 첨부된 신청서를 Fax 또는 E-mail로 제출  

– E-mail: ksiss@ksiss.or.kr,  

– Fax: 02-6919-2200 

기타 1. 수강생은 노트북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함 

2. 교육 후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 

3. 교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 드립니다. 

4. 기타 문의는 학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siss@ksiss.or.kr, 전화: 02-420-1993) 

 

많은 수강인원이 예상되오니 빠른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 공간정보학회 회장 박 종 현 

  



[첨부] 

 

 

한국공간정보학회 제 2차 겨울학교 – Geospatial Open Source 참가 신청서 

 

아래와 같이 2012년 2월 28-29일 한국공간정보학회 겨울학교 – Geospatial Open Source 

참가를 신청합니다. 

 

이름  

소속  

일반/학생 일반 (   ),  학생 (   ) 

전화/Fax 전화: (     )-(     )-(         ), Fax: (     )-(     )-(         ) 

e-mail  

오픈 소스 GIS 

및 GIS 수준  
초급 (   ),   중급 (   ),   고급 (   ) 

교육비 지급 지급방법: 계좌이체 (   ), 신용카드 (   ), 현금 (   ) 

 

1. 계좌이체로 지불할 경우: 송금인 성명 (                     )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501-64179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공간정보학회 

 

2.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교육장에서 지불 

 

 

 

 날짜: 2012년       월       일   

 

 이름: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