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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매년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글로벌 산업혁신의 메가트렌드와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술 중심 제조 혁신-Go with Digital Factory」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제조혁신 전략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GIIC 프로그램
Time 세부 프로그램(그랜드볼룸-1F)

09:40~10:00 시상식 : 제조혁신 유공자 및 혁신활동 콘테스트

10:00~10:05 개회사(한국표준협회), 축사, 환영사

10:05~10:45
[Keynote ①] 이순열 부문장 - 현대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부문  

・Theme :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방안과 미래 전략

10:45~11:25
[Keynote ②] Nora Neibergall 부회장, Susan Marty CPO - 미국공급관리자협회(ISM)  

・Theme : Digital Transformation과 SCM

11:35~12:15
[Keynote ③] 윤 심 부사장 - 삼성SDS㈜

・Theme :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Technologies for Intelligent Factory

12:15~13:30 점심 식사

모시는 글

한국표준협회 회장

기조강연
Keynote ❸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Technologies for Intelligent Factory

인텔리전트 팩토리, 브라이틱스(AI Analytics,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제조혁신 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쉽게 이해한다

윤 심 부사장
삼성SDS㈜

Keynote ❶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방안과 미래 전략

AI가 융합된 로봇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활용 전략과 방법의 Insight를 제시한다.

이순열 부문장
현대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Keynote ❷

Digital Transformation과
SCM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Digital Transformation Trend와 이를 활용한 
SCM 측면의 전략과 최신 적용기술을 제시한다. 

Nora Neibergall 부회장
미국공급관리자협회(ISM)

Time Smart Factory 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Trend Smart SCM
13:30~14:05     

14:05~14:40     

14:50~15:25     

15:25~16:00     

16:10~16:45     

16:45~17:20     

Go with Digital Factory

※ 강연내용 및 일정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그랜드볼룸(1F) 사파이어(2F)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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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화학 공장에서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사례

효성ITX 정상헌 이사

KEPCO
디지털 변환 추진현황

한국전력공사 정강식 부장

Industry 4.0시대의
설비 관리와 TPM

JIPM Keisuke Fukawa

Online Platform 
Service for Indirect 

Procurement 

나이키 코리아 이광섭 부장

SPC 김영범 과장 

Data를 활용한 구매관리 
자동화/고도화 사례

액션 카메라를 활용한
가공점 연구

AISIN AW Tetsuya Yamada

반도체 산업분야
Big Data 적용 사례

SK하이닉스 문종영 팀장

시행착오 끝에 이룬
성공적인 스마트팩토리

코아비스 모동헌 상무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한 설비관리

현대자동차 김병화 차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PM기술

GE코리아 온정호 이사

미쓰비시전기가 생각하는 
차세대 모노즈쿠리

미쓰비시전기 Nishino Hirofumi

머신러닝을 활용한
Data 표준화 작업 자동화 

및 품질 강화

엠로 김광섭 상무

스마트팩토리
구축 컨셉과 실천사례

LS산전 조정철 위원

ISO 55001 관점에서의
디지탈 트윈

DDR소프트 민병의 대표

탁월한 선택-TPM
풍산의 혁신문화

풍산 PPS추진팀 김달현 명장

대한민국 구매 공급관리 
HRD 방향과 미래

한국표준협회-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팩토리
현장을 혁신하라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2차원 코드의
산업가치 및 개발기회

UTC China Dr.Zhang Chao

변화관리활동의
현재와 미래

서울우유 배형진 부공장장

PET병 수분리성
Lable 적용 환경정책 대응 
및 Digital Prining 기술

동아제약 이진웅 과장

스마트팩토리 추진전략과
구축 성공/실패 사례

POSCO ICT 이제석 팀장

Beyond Quality, 
Reliability! 

한국표준협회 품질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자산경영 추진 방안

한국표준협회 제조혁신센터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구매 혁신사례 

SAP Korea 김재욱 파트너

・유공자상 : 경영자, 추진자, 명인, 아름다운 혁신상
・콘테스트 : 포스터·UCC, 표어, 개선전후 사진, 논문 및 활동수기

시상식
그랜드볼룸(1F)
09:40~10:0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네비게이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지하철 :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1번, 2번 출구

오시는 길
・문의 : 02-2624-0193~4
・웹사이트 : giic.ksa.or.kr
・이메일 : giic@ksa.or.kr

2019 GIIC 운영사무국

일정·장소
2019년 7월 5일(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등록안내
・참가비용 : 29만원(교재비·중식비 포함, VAT 없음), 10인 이상 신청시 25만원/인 

※ 계산서, 무통장 입금 가능/현장 카드 결제 가능. 계산서는 접수 마감 후 일괄 발송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giic.ksa.or.kr 접속 후 참가 신청)
・신청마감 : 2019년 6월 28일(금)까지

GIIC 홈페이지

참가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조회 및 변경은

행사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가신청

행사 하루 전
접수번호를 포함한 안내사항을

SMS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석 안내문자 발송

SMS 접수번호를
등록데스크에 제시하시면
명찰을 배부해 드립니다.

컨퍼런스 참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