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idge 포럼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 전략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3:20~17:30
진행 : On-line 및 Off-line 참석 병행
장소 :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강당 (대전광역시)

초대의 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 곁에 도달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물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서 인류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대회에서는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달라진 모습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려 봅니다.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의 현황을 듣고, 우리의 위상을 찾아 볼 것입니다.
금년 대회의 키워드는 Digital Innovation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활용정도가 나라의 부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디지털 혁신의 방향과 전략도 본 대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는 선구자가 있어야 우등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e-Bridge 포럼 2021’에 참가하여 선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e-Bridge 포럼 2021’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이브리지 포럼 2021 공동대회장 :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 e-Bridge 편집위원장),
김명준 원장(ETRI), 민원기 총장(한국뉴욕주립대)
e-Bridge연구회 위원장 : 이정배 교수(부산외대)

행사개요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 전략

진행

On-line 및 Off-line 참석 병행

일시
발표장
주최
주관
후원

조직

등록안내
행사문의

2021년 11월 24일(수) 13:20~17:30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강당(대전광역시)
한국정보처리학회

e-Bridge연구회, ETRI, NIA, ZDNet Ko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KISTI, SPRi, 한국행정학회,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전자신문, ㈜LG CNS, ㈜데이터스트림즈, ㈜에이에스피엔, ㈜엘솔루, 씨앤에프시스템㈜,
㈜AIITONE, KCC정보통신㈜, 미래모빌리티 포럼, 한국조폐공사

• 공동대회장 :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 e-Bridge 편집위원장), 김명준 원장(ETRI), 민원기 총장(한국뉴욕주립대)
• 이브릿지연구회위원장 : 이정배 교수(부산외대)
• 조직위원장 : 김광수 교수(성균관대), 박승정 국장(ZDNet Korea), 양희동 교수(이화여대),
진충렬 전문위원(LG CNS), 한창직 대표(ASPN)
• 학술위원장 : 강성주 상근부회장(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고한석 교수(고려대), 박종현 부원장(ETRI),
안지성 교수(UMass Boston), 최광남 본부장(KISTI)
• 홍보위원장 : 이영상 대표(데이터스트림즈), 김동필 부사장(엘솔루), 박정수 대표(씨앤에프시스템),
심규호 국장(전자신문), 최철순 대표(에이트원)
• 등록비 : 일반 10만원, 학생 사전등록시 무료
• 사전 등록 방법 : 한국정보처리학회 홈페이지(www.kips.or.kr) 의 e-Bridge 포럼 배너 클릭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232-13-01249-5 (사단)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김은순 국장 (02-2077-1414, uskim@kips.or.kr)

사 전 등 록
전체일정
시간

13:00-13:20

등록

시상
13:20~13:30(‘10)

개회사
13:30~13:35(‘5)
축사
13:35~13:40(‘5)

Main session
디지털 혁신 전략

13:30~14:45(‘75)

session 1

디지털경제/일자리

15:00-16:10(‘70)

기조연설 3
14:10~14:25(‘15)

- AI·데이터와 융합을 견인하는 국가슈퍼컴퓨팅 혁신 전략
김재수 원장(KISTI)

15:00-15:10(‘10)
발
제

16:20-17:30(‘70)
좌장: 손연기 교수
(강릉영동대)

종합 및 마무리
17:30

15:10-15:20(‘10)
15:20-15:30(‘10)
15:30-15:40(‘10)
패널토의
15:40-16:00(‘20)

16:00-16:20(‘20)

디지털 사회문화

- ETRI가 만드는 2035 미래상: 기술발전지도 2035
김명준 원장(ETRI)

박수정 사무총장(행정개혁시민연합), 문명재 교수(연세대),
정윤기(前,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박승정 편집국장(ZDNet Korea)
휴식

좌장: 정태명 교수
(성균관대)

session 2

조경식 제2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Desirable Digital Transformation for Korea in Post COVID Era
Darrell M. West 부소장(브루킹스연구소)

패널토의
14:25~14:45(‘20)

14:45-15:00(‘15)

안문석 공동위원장(e-Bridge 편집위원장)

기조연설 1
13:40~13:55(‘15)
기조연설 2
13:55~14:10(‘15)

사회: 박순애 학회장
(한국행정학회, 서울대 교수)

㈜데이터스트림즈, ㈜에이에스피엔, ㈜엘솔루

- 인공지능에 준비된 인재의 양성
김진형 총장(인천재능대)

- 메타버스 플랫폼의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활용 방안
고한석 교수(고려대, DMLab CTO)
- 디지털 화폐 시대의 조폐공사 역할
반장식 사장(한국조폐공사)

- 초변화 대전환시대의 신제조업 혁명과 대응방향
주영섭 특임교수(서울대, 前 중소기업청 청장)

황종성 박사(NIA), 한창직 대표(ASPN),
배효수 사무총장(미래모빌리티 포럼)
휴식

16:20-16:30(‘10)

발
제

16:30-16:40(‘10)
16:40-16:50(‘10)
16:50-17:00(‘10)
17:00-17:10(‘10)
패널토의
17:10-17:30(‘20)

- 지능화 시대의 정보격차
김문조 교수(고려대)

-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일의 세계
이정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뉴노멀시대 콘텐츠산업 전략
최연철 본부장(NIPA)
- 디지털시대의 성년 후견
우병창 교수(숙명여대)

- 디지털 사회에서의 메타 상세화 기반 데이터 카탈로그
양진설 부사장(데이터스트림즈)

김명주 교수(서울여대), 박현제 소장(SPRi),
조현성 책임(ETRI), 장시준 본부장(KERIS)

이정배 교수(부산외대, 이브릿지연구회 위원장)
※ 본 행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