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AI·빅데이터
융합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Time

Invitation

식순 T·H·E·O·R·D·E·R
구분

내용

비고

~ 15:00

접수·등록

홀·대기실

15:00 ~ 15:05

개회·국민의례·내빈소개

15:05 ~ 15:20

개회사·축사·인사말·환영사

15:20 ~ 15:25

기념사진 촬영

조용운 실장
(GIST)
문승현 총장 (GIST)
민원기 제2차관 (과기부)
국회의원
학회·협회장
참석자 전원

세션1 S·E·S·S·I·O·N·1
블록체인·AI·빅데이터 융합산업 육성정책

2018. 12. 06 (목) 15:00 ~ 18:00
여의도 국회본청 3층 (귀빈실)

기조발제1
15:25 ~ 15:40
-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경제
주제발표1
15:40 ~ 15:55
- 블록체인,IoT,빅데이터 활용 Use Cases
지정토론
- 김형중 교수(고려대), 이흥노 교수(GIST),
백양순 회장(한국ICT융합협회), 이정순 대표
15:55 ~ 16:25
((주)준타), 고인석 대표((주)제타럭스시스템),
박민영 대표((주)엠젠), 최진수 대표((주)제이컴

좌장: 김형중 교수
(고려대)
이흥노 교수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최진수 대표
((주)제이컴피아)

GIST블록체인경제센터는 블록체인·AI·빅데이터 융합산업 육성
을 위한 인재양성과 규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블록체
인 기반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주권 및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시대적 요구
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하여,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최고 전
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개발자, 투자자,
교육전문가 및 전문기업, 언론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정

2018. 12. 06 (목) 15:00 ~ 18:00

장

소

국회본청 3층 (귀빈실)

문

의

GIST블록체인경제센터 (T. 062-715-3140)
한국ICT융합협회 (T. 02-786-6866)
김경진 의원실 (T. 02-784-2601)

오시는 길 R·O·U·G·H·M·A·P

토론 (7인)

피아)

주 최

세션2 S·E·S·S·I·O·N·2

주 관 GIST블록체인경제센터

한국ICT융합협회
국회입법조사처
김경진, 김성수, 송희경,
신용현, 하태경 국회의원

블록체인-마이데이터 융합산업 육성 정책
주제발표2
16:25 ~ 16:40 -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경제
16:40 ~ 16:55

주제발표3
- 블록체인-마이데이터 융합산업 육성 정책

지정토론
- 최종현 교수(GIST), 박주석 교수(경희대),
16:55 ~ 17:25 이정순 대표((주)준타), 조원선 대표((주)인큐블
록), 손도일 변호사(율촌), 장수현 대표((주)오

좌장: 최종현 교수
(GIST)
박주석 교수
(경희대)
손도일 변호사
(율촌)

토론 (6인)

파스넷)

17:25 ~ 17:55

청중토론

17:55 ~ 18:0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온라인 사전등록 및 초대권 지참 필수:
온라인 접수처: https://goo.gl/YTgnA3
접수마감: 12월 3일(월) 18:00, 행사 후 만찬 예정

발제·토론자 전원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 - 도보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 버스 환승

버스

국회의사당역 하차
영등포10,153,162,260,362,461,463,5616,5618,6623,7613,6030,
10(부천),70-2(부천),108(고양),1002(김포),7007-1(광주),M7625파주

자가용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