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AT I O N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혁신과 포용적 성장
일시: 2019. 5. 8. (수) 13:00 ~ 5. 9. (목) 14:0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주최:
후원:

프로그램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전략 / 5.8, DCC 2층 그랜드볼룸(201호)
진행: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시간
13:00 ~ 13:30

진행순서
참가자 등록

‘30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13:30 ~ 13:50

‘20

- 환영사: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 축 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영수 (지역정책학회장)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13:50 ~ 14:00

‘10

14:00 ~ 14:40

‘40

14:40 ~ 15:20

‘40

15:20 ~ 15:30

‘10

15:30 ~ 16:00

‘30

발표3: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선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 ~ 16:30

‘30

발표4: 대전의 혁신기반 도시성장의 방향과 과제: 혁신시스템 전환의 관점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경로 개발을 위한 지역혁신전략: 혁신정책에 관한
진화론적 관점
Björn Asheim (룬트대학교 교수)
발표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과 지역혁신
Hiroshi Matsubara (동경대학교 교수)

Coffee break

좌 장: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영수 (지역정책학회장)
16:30 ~ 17:30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

‘60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최종인 (한밭대학교 교수, 혁신클러스터학회장)

※ 가나다 순

만찬

17:30 ~ 19:00

※ 동시통역(영어, 일어) 제공

정책포럼: 북유럽의 포용적 성장과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 5.9, DCC 1층 중회의장(108호)
시간

진행순서

09:00 ~ 09:10

‘10

09:10 ~ 10:00

‘50

10:00 ~ 10:50

‘50

•인사 및 소개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특별강연1: 성장과 평등: 북유럽국가에서의 혁신과 후생의 연계
Björn Asheim (룬트대학교 교수)
특별강연1: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지역사회의 미래
Hiroshi Matsubara (동경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미래전략실장)
구양미 (서울대학교 교수)

10:50 ~ 11:50

‘60

문창용 (대전광역시 국장)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나다 순

※ 순차통역(영어,일어) 제공

찾아오시는 길
승용차 이용시
[서울방면] 북대전 T.G(호남고속도로)
북대전 T.G빠져나와 좌회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사거리) →
대덕컨벤션센터 삼거리에서 우회전 →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에서
좌회전 → DCC
[광주방면] 유성 T.G(호남고속도로)
유성 T.G빠져나와 우회전 (월드컵경기장)후 바로 다음사거리에서
우회전 → 지하차도 진입하지말고 직진→ 충남대정문→ 엑스포
과학공원 4거리에서 직진 → DCC
[부산방면] 대전 T.G(경부고속도로)
대전 T.G → 중리동 4거리→ 오정동농수산시장 → 둔산대교 → DCC

기차 이용시
[대전역] 경부선
택시 소요시간 - 약 20 분 ( 요금 : 약 6,000 원 )
버스 소요시간 - 약 30 분 (705 번)
[서대전역] 호남선
택시 소요시간 - 약 35 분

대전컨벤션센터(DCC):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도룡동 4-19) 대전컨벤션센터 Tel. 042)250-1100

문의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Tel 044-287-3050 E-mail : yyoo@kie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