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CT정책포럼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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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취지
o 2019년 화두인 혁신성장을 주제로 혁신성장을 위한 ICT의 역할,
ICT산업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업계, 학계, 언론계
대표단체가 공동 개최하여 업계 및 여론 관심을 고조

ICT 정책포럼

□ 산업계, 언론계,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자신문사, 한국정보처
리학회가 공동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ICT정책 및 이슈를 제시하여 역량을 집결
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행사
□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 주제별 발제 및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후면 “ICT정책포럼 개최 연혁” 참조)
□ 개요
o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4:00~17:10
o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o 주제 : 한국경제 혁신성장, ICT에서 답을 찾다.
o 참석자 : ICT산업계, 학계, 기관 인사 150명
o 추진체계
- 주최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
- 후원(안)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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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14:05~14:10

개회사

14:10~14:20

축 사

14:20~14:45
(‘25)

이상현 회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기조강연]

김동욱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혁신성장과 ICT

14:45~15:00

Coffee Break

제 2부 혁신성장과 ICT
15:00~15:25
(‘25)
15:25~15:50
(‘25)
15:50~16:15
(‘25)

강준모 부연구위원

[발제 I] 핵심규제 개선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II]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대응 과제 : 산업

홍길표 교수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플랫폼 활성화 조건을 중심으로

왕지남 교수

[발제 III] 제조업 재도약, 디지털화에 달려 있다.

(아주대 산업공학과 /
유디엠텍 대표)

[패널토론]
좌장 : 김미량 교수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토론 : 강준모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홍길표 교수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16:15~17:05
(‘50)

왕지남 교수 (아주대 산업공학과 / 유디엠텍 대표)
성욱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이동우 대표 (차차크리에이션)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성진 대표 (코리아스트타업포럼)

17:10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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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연혁
과거 ICT정책포럼 개최 연혁

년도

주제

2003년 (1월)
2005년 (1월)
2006년 (1월)
2007년 (1월)
2008년 (1월)
2009년 상반기 (1월)
2009년 하반기 (7월)
2010년 (6월)
2011년 (1월)
2012년 (2월)
2013년 (1월)
2014년 (1월)
2015년 (1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신정부에 말한다” -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솔루션
디지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다이나믹 U코리아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
참여와 상생의 IT 2.0 시대로의 재도약
IT산업육성 :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최우선 아젠다
IT SW 뉴딜로 위기의 한국號를 구하자
녹색성장과 IT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모바일 빅뱅, 한국 IT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 - 스마트 시대의 IT산업 지속성장 해법은?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
창조경제 시대, IT의 역할과 IT산업 발전 방향
SW의 미래, 인재에 달렸다. -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은?
초(超)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방안과 과제
ICT융합 산업 이슈와 과제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해답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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