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산업혁명기를 대비한 충북지역과학기술혁신 심포지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충북지역 산•학•연•관의 역할

2017 충북과총 심포지엄

◦ 일  시 : 2017. 11. 3(금) 13:00 ~ 
○ 장  소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대회의실(105호) 및 세미나실

○ 주  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주  관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충북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충청북도 테크노파크

○ 후  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청주시·CJB 청주방송·
중부매일·MAINBiz 충북연합회·INNOBIZ 충북지회·
중부출판인쇄사·충북인쇄조합



세계 여러 나라는 2016년 INDUSTRY 4.0이 도화선이 되어 급박하게 도래

할 4차산업혁명기를 경쟁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26일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여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교육 등 전문 분야별로 R&D를 통하여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전통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신개념의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통째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북과총과 충북대학, 충북TP가 앞장서서 산·학·연·관의

전문가와 함께 충북지역의 특화 산업분야의 실태와 다가올 대변혁의 맥을 짚어

보고 지역사회가 추진해 나가야할 혁신과제를 도출하고자 토론회 중심의 심포

지엄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심포지엄에 참가하셔서 다가올 4차산업혁명기를 바른 방향

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의 디딤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하셔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23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장 조남석
충북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장 이재성
충청북도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  드림

모시는 글



심포지엄 프로그램

시간

13:00~13:30

13:30~14:00

14:00~15:00

15:00~15:10

15:10~16:40

심포지엄 및 자유토론

행사등록 및 내빈 접견   

[개회식]
<사회 : 지차호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 부회장)>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조남석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장)
▶ 환영사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
▶ 축  사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좌장 김용은 교수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제1주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변화
- 이건명 교수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 제2주제 :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 서경학 단장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Break Time

[지정토론 1] 
<좌장 오원태 교수 (충북대학교 과학기술진흥센터)> 

▶ 4차 산업혁명기로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과 디딤돌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 4차산업 혁명: 빅테이터/인공지능과 바이오
홍진태 원장 (충북산학융합본부)



※ 약간의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16:40~16:50

16:50~17:30

17:30~

심포지엄 및 자유토론

▶ 4차 산업혁명기로 이어갈 충북의 산업환경        
김태일 회장 (MAINBiz 충북연합회) 

▶ 4차 산업혁명기로 이어갈 청주시의 산업환경
반재홍 실장 (청주시 경제투자실)

[지정토론 2] 
<좌장 조남석 회장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

▶ 한국 ICT와 산업과의 R&D협력 과제
김동호 회장 (충청북도 ICT 산업협회)

▶ 스마트팩토리 운영설계개발을 위한 R&D 전략과 인력
양성 계획

이종연 교수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 AI 기반 인재양성 방안과 전망
정진수 센터장 (충북대학교 과학기술진흥센터)

▶ 질의 및 응답

Break Time

[제안주제별 자유토론]
<학·연 부문> 좌장 이재성, 이건명 교수 (충북대인공지능연구소)
▶ 스마트 팩토리  ▶ 인공지능  ▶ 자율주행자동차  
▶ 드론산업 ▶ 인공지능 로봇 산업 ▶ 3D 프린팅
▶빅데이터  ▶바이오 산업 ▶ 대학의 교육과 대학의 역할

<산·관 부문> 좌장 김태일 회장(MAINBiz 충북연합회) 
이천석 회장(INNOBIZ 충북지역회) 

▶ 기술혁신 ▶ 경영혁신 ▶ 조직혁신 ▶ 마케팅혁신

자유토론 및 만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 북 지 역 연 합 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45 태극빌딩 301호
Tel. 043-265-9124 
Fax. 0303-0945-9124
E-mail. nscho@cbnu.ac.kr    
http://cb.kofst.or.kr

여러 분 의  참여를  환영합니 다.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용은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위  원 
조남석, 나기창, 연광석, 지차호(충북과총), 
김진태(충청북도 테크노파크), 
노근호(충북과학기술포럼, 청주대학교), 
윤찬열(오제세 국회의원실), 
홍진태(충청북도 산학융합본부), 
우수동, 이재성, 정진수, 이건명, 오원태(충북대학교), 
김태일(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충북연합회), 
이선복(충청북도 ICT산업위원회), 
이천석(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충북지회) 



※ 당일 행사장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1일 주차권을 드립니다.

오시는 길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