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용
(VAT 없음)

사전등록

현장등록

⁎계산서,무통장입금가능 / 현장카드결제가능

⁎현장카드결제가능

390,000원

420,000원

⁎KSA 회원사 등록 또는 1사 10인 이상 유료등록 시 10%, 1사 20인 이상 유료등록 시 15%할인해드립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등록 시 50% 할인해드립니다.
⁎중식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참가안내

온라인 참가신청

참석 안내문자 발송

컨퍼런스 참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조회 및 변경은
행사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하루 전
접수번호를 포함한 안내사항을
SMS로 발송해 드립니다.

SMS 접수번호를
등록데스크에 제시하시면
명찰을 배부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http://giic.ksa.or.kr 접속 후 ‘참가신청’ 버튼 클릭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

협찬사

사람 중심
미래 혁신
Human Oriented Future Innovation

오시는 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HSBC빌딩

삼성본관빌딩

시청역
8번출구

신한은행

차,

승용

도보

흥국생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8번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거리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3번출구
YTN방향 5분거리

세상을 바꾸는
이머징 기술과 인류 지혜의 융합!

YTN

도보
남대문시장

서울역

차

3번출구

숭례문

승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HSBC빌딩

문의

삼성본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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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8번출구

신한은행

차,

승용

도보

대한상공회의소(서울)

2018 GIIC 사무국 Tel. 02-2624-0151, 02-2624-0195 / E-mail. 흥국생명
giic@ksa.or.kr
전국 KSA 지역본부(연락처 KSA 홈페이지YTN
참조)
GIIC 홈페이지

도보
⁎자세한 사항은 GII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

서울역

용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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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주최 : 한국표준협회
후원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18. 4. 27. 오전 9:22

Human Oriented Future Innovation

사람 중심 미래 혁신
GIIC 발표자료

강연자 및 좌담자 안내
축사

프로그램 안내

2018. 6. 21.(목)

대한민국 산업혁신을 위한 집단 지성의 장
2018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기술의 총체적 융합을 통한 근원적인 파괴
및 산업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컨퍼런스 시작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회사]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09:30~09:50

개회식
[축 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eynote 1

좌담회

사람 중심의 미래 혁신을 위한 한국의 중점 과제

09:50~10:25

미래 부상 기술과 사람 지향 혁신
- Emerging Technologies and Human Innovation

미래 혁신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와 흐름 속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향을 짚어본다.

10:30~11:05

연
강

좌

기조

장

14:30~15:20

- (現) UN미래포럼 회장
- (現) 세계미래연구기구협의회 회장
- (現)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폐회

2

모든 정책과 변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함께 사는데 방점이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하는
바도 마찬가지이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노동구조의 위기와 기회
- The Future of Professions
미래에서는 지금처럼 일할 필요가 없다.
보다 능력 있는 기술이 인력과 시스템을 대체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장병규

대니얼 서스킨드

- (現)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現) 블루홀 이사회 의장, CSO

[Strategy 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도 개선의 균형 - 이광형 KAIST 교수
Future Session

[Strategy 2] 4차 산업혁명과 패권의 비밀 -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
[Strategy 3]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 -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

16:20~16:40

연
강

연

[오 찬] 오펠리스

15:30~16:20

1

강

세계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범 산업의 IT기술 연결

사람 중심의 미래 혁신을 위한 한국의 중점 과제

13:30~14:20

Keynote 3

기조

Keynote 2

좌담회

12:00~13:30

제롬 글랜

- (現) 한국표준협회 회장
- (前)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Keynote 2] 세계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범 산업의 IT기술 연결 -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11:10~12:00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거대한 물결을 스스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미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상진

[Keynote 1] 미래 부상 기술과 사람 지향 혁신 - 제롬 글랜 미래학자,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기조 강연

- (現) University of Oxford 경제학 교수
- (前) 英 국무조정실 선임 정책자문관

[Coffee Break]

16:40~17:20

폐회 강연

17:20~17:30

폐회식

중회의실A

[Keynote 3]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노동구조의 위기와 기회 - 대니얼 서스킨드 옥스퍼드대 교수
[Closing] 폐회선언

Challenge Session

■

09:30~12:00 [이원중계] 개회식 및 기조강연

■

12:00~13:30 [오 찬] 오펠리스

13:30~14:00

14:05~14:35

14:40~15:10

15:15~15:45

15:50~16:20

IoT를 접목한 TPM활동

사람 친화적 작업장 환경구축
(작업부하 평가와 개선)

스마트팩토리 진단모델과
능률 향상

설비에 강한 인재육성과
TPM활동

현장기술교육 효과성
측정 사례

SUNTORY

JIPM

한국표준협회
변종대 전문위원

서울우유

현대제철

Future session
중회의실B

이광형

김태유

최재붕

(現)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석좌교수

(現) (사)한국혁신학회 회장

(現) 성균관대학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소장

(現) 사단법인 미래학회 회장

(現)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TECHNOLOGY - Strategy 1

SOCIETY - Strategy 2

Development Session

■

09:00~09:30 [VIP 간담회]

■

12:00~13:30 [오 찬] 오펠리스

13:30~14:00

14:05~14:35

14:40~15:10

15:15~15:45

15:50~16:20

인간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사람 중심의 품질 4.0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인간 능력 증강 시대

스마트팩토리에 의한
작업자의 편의성 향상

AVEVA
신태환 이사

인하대학교
김연성 교수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

엑셈
고평석 상무

미쓰비시전기

HUMAN - Strategy 3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도의 균형

4차 산업혁명과 패권의 비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

미래학은 단 하나의 미래를 알아 맞히는
것이 아니다. 발생 가능한 복수의 미래를
예측해보며,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방법도 있다. 그 비밀의 향방을
‘패권의 비밀’을 통해 가늠해본다.

세상을 이루고 있던 룰이 깨지고 있다.
변화하는 차이를 인지하고
훈련하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답은 여전히 사람이다.

시상식
중회의실A
18:00~19:00

[개인포상] 경영자, 추진자, 명인, 아름다운 혁신상
[콘테스트] UCC, 포스터/표어, 개선전후 사진,
논문 및 활동수기

⁎상기 강연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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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산업·기술의 총체적 융합을 통한 근원적인 파괴
및 산업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컨퍼런스 시작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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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회사]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09:30~09:50

개회식
[축 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eynote 1

좌담회

사람 중심의 미래 혁신을 위한 한국의 중점 과제

09:50~10:25

미래 부상 기술과 사람 지향 혁신
- Emerging Technologies and Human Innovation

미래 혁신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와 흐름 속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향을 짚어본다.

10:30~11:05

연
강

좌

기조

장

14:30~15:20

- (現) UN미래포럼 회장
- (現) 세계미래연구기구협의회 회장
- (現)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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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과 변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함께 사는데 방점이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하는
바도 마찬가지이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노동구조의 위기와 기회
- The Future of Professions
미래에서는 지금처럼 일할 필요가 없다.
보다 능력 있는 기술이 인력과 시스템을 대체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장병규

대니얼 서스킨드

- (現)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現) 블루홀 이사회 의장, CSO

[Strategy 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도 개선의 균형 - 이광형 KAIST 교수
Future Session

[Strategy 2] 4차 산업혁명과 패권의 비밀 -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
[Strategy 3]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 -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

16:20~16:40

연
강

연

[오 찬] 오펠리스

15:30~16:20

1

강

세계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범 산업의 IT기술 연결

사람 중심의 미래 혁신을 위한 한국의 중점 과제

13:30~14:20

Keynote 3

기조

Keynote 2

좌담회

12:00~13:30

제롬 글랜

- (現) 한국표준협회 회장
- (前)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Keynote 2] 세계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범 산업의 IT기술 연결 -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11:10~12:00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거대한 물결을 스스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미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상진

[Keynote 1] 미래 부상 기술과 사람 지향 혁신 - 제롬 글랜 미래학자,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기조 강연

- (現) University of Oxford 경제학 교수
- (前) 英 국무조정실 선임 정책자문관

[Coffee Break]

16:40~17:20

폐회 강연

17:20~17:30

폐회식

중회의실A

[Keynote 3]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노동구조의 위기와 기회 - 대니얼 서스킨드 옥스퍼드대 교수
[Closing] 폐회선언

Challenge Session

■

09:30~12:00 [이원중계] 개회식 및 기조강연

■

12:00~13:30 [오 찬] 오펠리스

13:30~14:00

14:05~14:35

14:40~15:10

15:15~15:45

15:50~16:20

IoT를 접목한 TPM활동

사람 친화적 작업장 환경구축
(작업부하 평가와 개선)

스마트팩토리 진단모델과
능률 향상

설비에 강한 인재육성과
TPM활동

현장기술교육 효과성
측정 사례

SUNTORY

JIPM

한국표준협회
변종대 전문위원

서울우유

현대제철

Future session
중회의실B

이광형

김태유

최재붕

(現)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석좌교수

(現) (사)한국혁신학회 회장

(現) 성균관대학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소장

(現) 사단법인 미래학회 회장

(現)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TECHNOLOGY - Strategy 1

SOCIETY - Strategy 2

Development Session

■

09:00~09:30 [VIP 간담회]

■

12:00~13:30 [오 찬] 오펠리스

13:30~14:00

14:05~14:35

14:40~15:10

15:15~15:45

15:50~16:20

인간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사람 중심의 품질 4.0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인간 능력 증강 시대

스마트팩토리에 의한
작업자의 편의성 향상

AVEVA
신태환 이사

인하대학교
김연성 교수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

엑셈
고평석 상무

미쓰비시전기

HUMAN - Strategy 3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도의 균형

4차 산업혁명과 패권의 비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

미래학은 단 하나의 미래를 알아 맞히는
것이 아니다. 발생 가능한 복수의 미래를
예측해보며,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방법도 있다. 그 비밀의 향방을
‘패권의 비밀’을 통해 가늠해본다.

세상을 이루고 있던 룰이 깨지고 있다.
변화하는 차이를 인지하고
훈련하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답은 여전히 사람이다.

시상식
중회의실A
18:00~19:00

[개인포상] 경영자, 추진자, 명인, 아름다운 혁신상
[콘테스트] UCC, 포스터/표어, 개선전후 사진,
논문 및 활동수기

⁎상기 강연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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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용
(VAT 없음)

사전등록

현장등록

⁎계산서,무통장입금가능 / 현장카드결제가능

⁎현장카드결제가능

390,000원

420,000원

⁎KSA 회원사 등록 또는 1사 10인 이상 유료등록 시 10%, 1사 20인 이상 유료등록 시 15%할인해드립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등록 시 50% 할인해드립니다.
⁎중식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참가안내

온라인 참가신청

참석 안내문자 발송

컨퍼런스 참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조회 및 변경은
행사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하루 전
접수번호를 포함한 안내사항을
SMS로 발송해 드립니다.

SMS 접수번호를
등록데스크에 제시하시면
명찰을 배부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http://giic.ksa.or.kr 접속 후 ‘참가신청’ 버튼 클릭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

협찬사

사람 중심
미래 혁신
Human Oriented Future Innovation

오시는 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HSBC빌딩

삼성본관빌딩

시청역
8번출구

신한은행

차,

승용

도보

흥국생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8번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거리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3번출구
YTN방향 5분거리

세상을 바꾸는
이머징 기술과 인류 지혜의 융합!

YTN

도보
남대문시장

서울역

차

3번출구

숭례문

승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HSBC빌딩

문의

삼성본관빌딩

2018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 2018. 6. 21.(목)

시청역
8번출구

신한은행

차,

승용

도보

대한상공회의소(서울)

2018 GIIC 사무국 Tel. 02-2624-0151, 02-2624-0195 / E-mail. 흥국생명
giic@ksa.or.kr
전국 KSA 지역본부(연락처 KSA 홈페이지YTN
참조)
GIIC 홈페이지

도보
⁎자세한 사항은 GII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

서울역

용차

승

2018 글로벌산업혁신컨퍼런스_0416수정.indd 1-2

3번출구

숭례문

주최 : 한국표준협회
후원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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