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A
D
STAN

지하철 해운대역
3번/5번출구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해운대 구청

해운

대변

로

PADADISE HOTEL
해운대 시장
ANNEX

MAIN

2017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표준화 전략논의

아쿠리리움
해운대해변 파출소

HEAUNDEA BEACH

LOCATION

■부산역 → 호텔 1호선 부산역 → 2호선 서면역(환승) → 2호선 해운대역 3번/5번 출구 →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 도보 10분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 호텔 1호선 노포역 → 2호선 서면역(환승) → 2호선 해운대역 3번/5번 출구 →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 도보 10분

2017.12.14(목) 13:00 ~12.15(금) 18:00,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주최

주관

PROGRAM

2017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
기업이 가진 좋은기술을 세계시장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가·국제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전략적 표준경영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DAY 1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산·학·연 표준전문가,
KS인증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7.12.14(목) 13:00 ~12.15(금) 18:00
※국제표준리더스클럽 워크숍 및 표준학회 추계학술대회와 공동개최

장

소

주요내용

13:00~14:00
14:00~14:10
14:10~14:40

컨퍼런스 참석자 등록

석
상

국제표준리더스클럽 및 국제표준 활동 희망기업
KS인증기업 경영간부교육 대상자
표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자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인증기관 및 기업

- 국제표준이 기업을 키운다
- 국제표준 제안으로 우리 시장 개척하기
- 표준과 특허 포트폴리오

16:10~16:30

강병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좌장 권영빈 중앙대학교 교수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태준 겐트대학교 부총장
김상준 지식재산전략원 센터장

Coffee break

Session 2.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산업의 표준화 전략
- 4차산업혁명 관련 IEC의 표준화 동향
- 융합시대의 스마트헬스 표준화 생태계 구축 전략

16:30~18:00

- 철학으로써의 사물인터넷

18:00~

좌장 김학선 UNIST 교수
이정준 LS산전 이사
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표준포럼 이사
김용운 ETRI 표준연구본부 실장

컨퍼런스 공식디너 및 국제표준 유공자 시상식

DAY 2

2017.12.15(금)

시간

주요내용

09:00~09:30
09:30~10:15
10:15~11:00
11:00~11:20

2018 부산총회 홍보/다과회(COSD, KS인증기관)

[문화강연] 국내외 명사들과 사마천의 <사기>
[특별강연]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의 표준화

김영수 교수
최성호 삼성전자 상무

Coffee break

Session 3. 국제무역과 표준의 활용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COSD기관 및 COSD별 회원기업

[개회행사] 개회선언
[기조강연] 스마트시대, 국가표준정책의 방향
Session 1. 기업의 표준경영 및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14:40~16:10

11:20~12:50

참
대

2017.12.14(목)

시간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주도의 새로운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7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STANDARD

-

좌장 장용준 경희대학교 교수

기업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TBT활용 필요성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을 위한 컨소시움 사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TBT 활용 사례(1)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TBT 활용 사례(2)

12:50~14:00

컨퍼런스 오찬
분과세션

14:00~18:00

①KS인증기업 교육 ②국제표준리더스클럽 ③표준학회

18:00

APPLICATION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차장
박순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
한정수 (주)쿠첸 팀장
김성진 삼성전자 파트장

컨퍼런스 폐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gscenter.or.kr)

신청마감

2017년 11월 30일(목)

참 가 비

280,000원 (숙박포함 - 2인 1실 기준, 교통비 개인부담)
- 참가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449-016481-04-352
(예금주 : 한국표준협회)
- 참가비 결제: 현금 입금 후 계산서 발행

문

02-6009-4811, 4812 / global@ksa.or.kr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