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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

대학생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토론의 장 마련

-

창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한 창업 경험자들의 의견 청취

-

실효성이 있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 기대

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소장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017년 9월 29일 국회의원회
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상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 및 대학창업지원단 등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
써 현재 창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창업 지원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 창업 실태 및 현황에 대해 ㈜ 엔리프에듀케이션즈의 구본혁 대표 (연세대학교), ㈜ 로보이
의 이종섭 대표 (동양미래대학교), ㈜ 제이이랩의 조재민 대표 (연세대학교), 동아대학교 창업동아
리 회장 이종민 학생,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쉽 참가자인 세종대학교 최한별 학생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의 김도윤 연구교수,
ROA인벤션랩 창업자이자 빅뱅엔젤클럽 파트너인 백상훈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성원 박
사,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박사가 현재 창업지원 정책 및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 후,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인 박방주 교수의 사회로 바른ICT연구소의 김범수 소장을 비롯
한 발제자들이 현재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른ICT연구소의 김범수 소장은 “급속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전환 및 환경변화로 인해 일자리
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은 우리 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
력소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이 있는 창업 지원 및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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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및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
원(자유한국당 소속)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창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대상자인 대학생 창업
자와 청년 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청년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 창업 지원 제
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창업지원 정책 제도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문제의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생 창업 지원 토론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청년 창업 및 일자리에 관심이 있
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 토론회
-

일시: 2017년 9월 29일 (화) 오전 10:00 ~ 12:00

-

장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 토론회

-

주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과 대학생 창업의 중요성
대학생 창업 실태 및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
효과적인 대학생 창업을 위한 지원 제도
모바일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
대 속에서 설립됐다.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
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바른ICT연구소 임지선 박사 (02-2123-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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