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올바른 정책과 제도’에 관한 Research Workshop 개최

- 미래기술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전략과 정부의 정책 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문제를 대비하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가이드

2016년 10월 20일, 서울 – ‘4차 산업혁명시대 올바른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1020 바른 
ICT연구 워크샵이 오는 10월 20일(목) (13:30 – 16:00)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와 IT 정책
전략연구소, (사)FROM100,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Korea) 공동주최로 연세대학
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The Lounge내 최영홀(B110호)에서 열린다. 

본 행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미래사회 IT와 사회변화, 이에 따른 개별 기업의 전략 및 
정부의 정책방향, 이로 인한 일자리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취업 준비생을 위한 가이드라인까
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시각에 맞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학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자세에 관해 논의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앞으로 다
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막연히 관망하기 보다는, 변화의 물결에 보다 능동적으로 올라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20일(목) 행사는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진
행될 예정이며, 정지훈(경희 사이버대학교)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기술과 제도를, 
임지선(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 박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제언을, 이경전(경희 대학교) 교수가 21세기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기업의 전략
을, 서동백(충북 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올바른 정책과 제도’에 관한 1020 워크샵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
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The Lounge내 최영홀(B110호)에서 개최되며, 참가 신
청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홈페이지(http://barunict.kr) 통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자료집 등을 받을 수 있다. 당일 행사장에서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의 역할을 수
행함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스마트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
구하여 ‘IT를 통하여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을 포괄
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 자료 http://www.barunict.kr/

2016년 10월 20일자로 보도 부탁 드립니다.
문의:   바른ICT연구소 송민희 연구원,   mhsong@barunict.kr, 02-2123-6694, 



본 행사 프로그램과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