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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조직

【대  회  장】   홍봉희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이상훈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청원 원장(전자부품연구원), 김명준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직위원회】

위   원   장  조기환 교수(전북대), 한동원 소장(ETRI), 이형수 본부장(KETI),  

나인호 교수(군산대) 

위        원

  남광우 교수(군산대), 박기도 과장(농촌진흥청), 박종열 그룹장(ETRI), 유윤희 주무관(전라북도청), 

이상호 수석(한국생산성본부), 임춘성 실장(SPRi), 조성배 교수(연세대), 조원갑 본부장(KETI)

【프로그램위원회】

위   원   장 김준연 실장(SPRi), 이홍로 교수(군산대), 정재진 교수(단국대)

위        원

  김상철 과장(농촌진흥청), 김재식 교수(전북대), 박현제 PM(IITP), 박흔동 본부장(이지팜), 

심진보 그룹장(ETRI), 이영석 교수(군산대), 이정훈 교수(서울대), 이창우 교수(군산대), 

임용훈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주환 센터장(KETI), 황종성 연구위원(NIA)

■참가 안내

【사 전 등 록】 2018년 1월 8일(월) ~ 1월 28일(일)

【현 장 등 록】 2018년 2월 1일(목) ~ 2월 2일(금)

【등록사이트】 http://www.kiise.or.kr/conference/swcs/2018

【참  가  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1차(Early Bird) 2차

회원
학생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정회원&종신회원 200,000원 220,000원 240,000원

비회원
학생 100,000원 120,000원 140,000원

일반 200,000원 240,000원 280,000원

- 자료집과 2일(금) 중식 제공

- 정회원&종신회원, 비회원(일반)에게는 1일(목) 뱅킷 제공(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릴리홀)

- 지정 호텔 할인 이용 가능(홈페이지 참조)

- 행사문의 : 김경화 차장 khkim@kiise.or.kr 02-588-9230

- 등록문의 : 정가영 사원 gyjeong@kiise.or.kr 02-588-4001

■행사장 안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GSCO   Tel. 063-468-1880

라마다군산호텔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애플트리호텔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8회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SWCS2018)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WCS2018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디지털 새만금-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에너지, 블록체인, 

저온 신선 물류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세계를 leading하는 ICT 융합 분야의 

과학기술 파급력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정부의 대규모 R&D 

투자 지원이 필요한 스마트 팜의 정보과학자, 데이터 과학자, 

디지털 과학자들의 공감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군산은 일제시대 조선인들을 간척지 개간으로 내몰아 

삽과 리어카로 만든 넓은 평야에 수많은 일제 적산 가옥이 있는 

슬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역사의 수난사도 들어보시고 

서울시만한 새로운 땅이 들어선 저 광활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연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 및 프로그램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대  회  장 홍봉희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이상훈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청원 원장(전자부품연구원)

김명준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 직 위 원 장 조기환 교수(전북대)  

한동원 소장(ETRI)

이형수 본부장(KETI)  

나인호 교수(군산대)

프로그램위원장 김준연 실장(SPRi)  

이홍로 교수(군산대)

정재진 교수(단국대)

  초대의 글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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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목)

등  록(12:00~)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층 로비

시간 프 로 그 램

13:20~13:40

[개회식] 컨벤션홀1(1층)

                                                          사회: 정재진 교수(단국대)
개회사
홍봉희 회장(한국정보과학회)
축사, 환영사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13:40~14:20

[기조강연] 컨벤션홀1(1층)

 사회: 한동원 소장(ETRI)
지능정보 사회로 가는 길 (The Way to the Intelligent Society) 
박청원 원장(KETI)
  우리농업의 미래 전략: 상생형 스마트 농장에서 길을 찾다 
김명준 소장(SPRi)

14:20~15:00

[특별강연] 컨벤션홀1(1층)

 사회: 이형수 본부장(KETI)
알기 쉬운 “알파고 제로”의 원리와 소프트웨어의 역할
조성배 교수(연세대)

15:00~15:30 휴식

15:30~17:30

[Session 1] 스마트팜(정책)

컨벤션홀1(1층)

좌장: 김준연 실장(SPRi)  

[Session 2] 스마트팜(기술) 

208+209호(2층)

좌장: 조기환 교수(전북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방안
박순연 부이사관(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동향
임용훈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년도 새만금사업 주요 과제
김도곤 과장(새만금개발청)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 방향
박흔동 본부장(이지팜)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스마트팜
김상철 과장(농촌진흥청)

스마트팜 2.0 기술개발 현황 
김형석 선임연구원(KIST)

농업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정재진 교수(단국대)

마이크로센서를 이용한 식물 빅데이터의 
수집
이정훈 교수(서울대)

17:30~18:30

[특별좌담] 컨벤션홀1(1층)

좌장: 김준연 실장(SPRi)
디지털 새만금에서 스마트 팜이 성공할 수 있을까?
김도곤 과장(새만금개발청), 김상철 과장(농촌진흥청), 김재식 교수(전북대), 
정재진 교수(단국대), 주형철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 

18:30~20:00 Banquet(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릴리홀)

*후원업체 및 호남지부 간담회는 203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2일(금)

등  록(08:30~)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층 로비

시간 프 로 그 램

09:00~10:30

[Session 3] 스마트팜(기술)

202+203호(2층)

좌장: 이홍로 교수(군산대)

[Session 4] 스마트시티(기술) 

208+209호(2층)

좌장: 나인호 교수(군산대)

새만금지구의 해양생태적 특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김재식 교수(전북대)

스마트에너지시티 확산 방안

최창수 본부장(건설기계부품연구원)

새만금간척지 농업현황과 미래농업 방향

박기도 과장(농촌진흥청)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방안

서천석 교수(호남대)

농생명분야 전라북도 SW융합 리빙랩  

플랫폼

최주환 센터장(KETI)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시각지능 

기술

박종열 그룹장(ETRI)

10:30~11:00 휴식

11:00~12:00

[Session 5] 스마트시티(정책) 

202+203호(2층)

좌장: 임춘성 실장(SPRi)

[Session 6] 기반기술

208+209호(2층)

좌장: 심진보 그룹장(ETRI)

스마트시티 성공조건 :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과제

황종성 연구위원(NIA)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DX 비전 

및 추진전략

심진보 그룹장(ETRI)

스마트시티 성공전략

이상호 수석(한국생산성본부)

블록체인 인터넷과 ICT R&D 추진 방향

박현제 PM(IITP)

12:00~13:30 중식(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파티오 레스토랑)

13:30~17:00
새만금 일원 투어

문화관광해설사 투어 해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 및 내용행사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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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2.1(목) 13:40~14:20, 1층 컨벤션홀1
좌장 : 한동원 소장(ETRI) 

[Keynote I] 13:40~14:00 

주     제    지능정보 사회로 가는 길 (The Way to 

the Intelligent Society)

강 연 자  박청원 원장(KETI)

강연요약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의 특징을 되짚어 

보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지능정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능정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스마트 시티, 팩토리, 팜 등의 사

례를 통해 해외 동향 및 주요 기술에 대해 조망해 본다. 

[Keynote II] 14:00~14:20 

주     제    우리농업의 미래 전략: 상생형 스마트  

농장에서 길을 찾다

강 연 자  김명준 소장(SPRi) 

강연요약  

Ⅰ. 우리 농업의 위기 

Ⅱ. 위기극복 노력과 우리의 현실 

Ⅲ. 대안과 전략: 모범사례 

Ⅳ. 결론: 혁신과 상생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전략 

Special Session

2.1(목) 14:20~15:00, 1층 컨벤션홀1
좌장 : 이형수 본부장(KETI) 

주     제    알기 쉬운 “알파고 제로”의 원리와  

소프트웨어의 역할

강 연 자  조성배 교수(연세대)

강연요약  작금의 인공지능 열풍에 도화선이 된 ‘알

파고’는 어느덧 인공지능과 동의어가 됐다. 의료, 법률, 

금융과 같은 전문분야에서부터 축구나 예능에서조차 

인공지능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곤 한다. 최근에는 인간

이 제공한 데이터 없이, 무(無)에서 출발해서 혼자 가상 

대국을 하면서 스스로 기력을 쌓았다는 알파고 ‘제로

(Zero)’가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다. 이 강연에서

는 게임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알파고, 알파고 제로

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완성을 위해선 고

성능 컴퓨터와 데이터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핵심

임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특별좌담회

[디지털 새만금에서 스마트 팜이 성공할 수 있을까?]

2.1(목) 17:30~18:30, 1층 컨벤션홀1
좌장 : 김준연 실장(SPRi)

김도곤 과장 

(새만금개발청)

김상철 과장 

(농촌진흥청)

김재식 교수 

(전북대)

정재진 교수 

(단국대)

주형철 대표이사

(서울산업진흥원)

새만금 투어

- 투어 일시 : 2018. 2. 2(금) 13:30 ~ 16:10

- 투어 참가대상 : SWCS2018 등록자 중 신청자 (선착순 100명)

- 투어는 관광버스로 이동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예정

- 투어 참가비는 무료이며, 탑승시 명찰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이동( → 고군산군도) 출발지: 컨벤션센터 주차장

14:00 ~ 14:40 40‘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답사 장자도 및 선유도

14:40 ~ 15:00 20‘  이동( → 새만금홍보관)

15:00 ~ 15:40 40‘  새만금홍보관(새만금사업 설명)

15:40 ~ 15:50 10‘  이동( → 잼버리개최 예정부지)

15:50 ~ 16:10 20‘  잼버리 개최설명

16:10 ~ 16:50 40‘  이동 ( → 컨벤션센터)

16:10 ~ 17:00 50‘  이동 ( → 익산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 SWCS2018 SWCS2018 | 9

프로그램별 세부안내프로그램별 세부안내

Session 1 스마트팜(정책)

2.1(목) 15:30~17:30, 1층 컨벤션홀1
좌장 : 김준연 실장(SPRi) 

[Session 1-1]

주     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방안

강 연 자  박순연 부이사관(농림축산식품부)

강연요약  

1. 스마트팜이란

2. 스마트팜 보급 정책 및 성과

3.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Session 1-2]

주     제    ’18년도 새만금사업 주요 과제

강 연 자  김도곤 과장(새만금개발청)

강연요약  

ㅇ 새만금사업 소개

1. 용지별(6대용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2. 기반시설 추진현황

3. 재정 투입 계획

4. 새만금청 주요사업 소개

[Session 1-3]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스마트팜

강 연 자  김상철 과장(농촌진흥청)

강연요약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은 농업 변화의 

트렌드는 스마트팜이다. 스마트 팜은 농업인의 경

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던 농사

기술이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되

고 객관화되며, 반복적 시행착오와 개인의 노하우

에 의해 이루어졌던 의사결정과 농작업의 전문성이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지능화되고 자동화된다. 컴

퓨터나 스마트폰이 인터넷에만 연결이 된다면 시간

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사 환경의 변화를 관측하고, 정밀

하게 제어하고 지능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AI)과 소위 ICBM 기술이 농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Session 1-4] 

주     제    농업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강 연 자  정재진 교수(단국대)

강연요약  현재의 스마트팜은 모든 정보와 변수를 

농민이 스스로 판단 후 농장환경을 제어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작물생육, 환경정보, 수요

예측에 관련된 모든 변수 학습(룰 생성)을 통한 농장

환경 자율제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Data 

cleaning)와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 별 환경변수 패턴 

비교 분석하여 환경과 생육 데이터 간 관계 분석과 데

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생육 룰 기반의 자율제어 시스템은 작물의 생육상황

을 인지하여 최적의 제어 룰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농장 시설의 제어는 농업 클라우드의 제어명령부에서 

원격으로 시행시설 제어의 유효성은 작물의 생육 상

황에 따라 평가하여 미진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

해 최적의 신규제어 룰을 자동 생성하여 농가의 생산

성을 향상시킨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영농에 접목, 농업 빅데이터를 구

축하여 최적의 재배환경을 제시하고, 농업 생산성 향

상 및 농장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농업 플랫폼 서

비스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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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스마트팜(기술)

2.1(목) 15:30~17:30, 2층 208+209호
좌장 : 조기환 교수(전북대) 

[Session 2-1] 

주     제    스마트 팜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동향

강 연 자  임용훈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연요약  

-   고전적인 시설 원예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및 실증 사례

-   지속가능한 미래 스마트 팜 에너지관리 솔루션 기

술 개념 및 전망

 
[Session 2-2] 

주     제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서비스의 국내

외 사례와 발전 방향

강 연 자  박흔동 본부장(이지팜)

강연요약  국내의 스마트팜 서비스는 대형온실을 

대상으로 로컬 기반 온실자동화가 주로 이루어져 왔

으나 최근 중소형 온실 및 과수원/밭작물 등 스마트팜 

대상이 확대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의 개발 및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중심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외부 유용

정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서비스의 개발, 인공지

능 기반 알고리즘의 개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의 서비스 사례들을 통해 국내 스마트팜 서비스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Session 2-3] 

주     제    스마트팜 2.0 기술개발 현황

강 연 자  김형석 선임연구원(KIST)

강연요약  

스마트팜 2.0 전환을 위해 KIST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

물 생육-생리상태 측정기술, 양액 재이용을 위한 양액 

살균 기술 및 배출 양액 정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현

황 소개

[Session 2-4]

주     제    마이크로센서를 이용한 식물 빅데이터의 수집

강 연 자  이정훈 교수(서울대)

강연요약  Physical and chemical states of water 

is crucial to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plant 

growth. Water content, potential, and total dissolved 

salt in growth medium are key parameters that 

need to be precisely monitored and controlled in 

modern agriculture, especially in the hydroponics 

of protected horticulture facilities. Such monitoring 

of water parameters has been predominantly 

based on classical measurements including 

temperature, humidity, solar intensity, soil moisture 

sensors, tensiometers, impedance spectroscopy, 

and even scales. These approaches, however, 

only show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where a 

plant is growing, not the true state of the plat itself. 

“In-vivo” measurement of water states in plants 

enables more direct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plant physiological conditions. This talk will 

introduce recent progress in the in-vivo monitoring 

of plant physiology based on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technology. Fabrication on 

small scale confers indispensable functions such 

as minimally invasive probing and high-precision 

sensors to reveal the vital signs of a plant with 

minimized impact on the growth. Sap flow and 

electrical conductivity monitoring on implantable 

micromachined devices will be introduced along 

with their applications in hydroponics. These 

sensors demonstrate the water activities in plant 

stems in a surprisingly fine detail, providing key 

information about plant reaction to environmental 

conditions. Together with the benefits in cost-

effective, remote, and massive sensing, these tiny 

sensors will be the most useful when linked with 

adaptive irrigation system, leading to the production 

capability with ultimate sustainability. At the end 

of talk will be the discussion on the final goal of 

potential joint research for future development in 

extreme agriculture, eventually for human extension 

into the space. What will be the teleological “telo” 

destiny of 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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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스마트팜(기술)

2.2(금) 09:00~10:30, 2층 202+203호
좌장 : 이홍로 교수(군산대) 

[Session 3-1]

주     제    새만금지구의 해양생태적 특성과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전략

강 연 자  김재식 교수(전북대)

강연요약  

1. 고군산군도의 지속가능 개발전략

1) 현재의 개발계획의 재검토 필요

-   고군산군도의 섬 문화 및 천연자원의 철저한 조사

- 고군산군도 보전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속가능 개발계획의 수립

2) 고군산군도의 지속가능 개발전략

-   육지 토양의 섬 도입을 막아 섬의 해양생태계 

교란을 차단 해야 함

-   고군산군도 전역에 슬로시티(Slow city) 개념을 도입

2. 새만금지구의 지속가능 개발전략

새만금지구 내의 해양생태적 자원조사를 철저히 시

행한 후 새만금지구 해양생태자원 보존계획 수립

새만금호수의 주된 오염원은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에서 살포하는 비

료와 농약의 잔류화학물질들로 이들을 정화하는 비

용은 새만금 건설비용보다 많을 것임

-   현재의 배수갑문을 조력발전용으로 개조하고 새

로운 조력발전용 갑문을 건설하여 해수유통을 통

해 수질을 정화하며 새만금에 친환경 조력발전 

전기를 공급

-   새만금지구와 고군산군도는 무공해 전기차량만 

통행 가능하도록함

[Session 3-2] 

주     제    새만금간척지 농업현황 및 미래농업 방향

강 연 자  박기도 과장(농촌진흥청)

강연요약  

- 우리나라 간척지 현황

- 새만금간척지의 농업적 특성

- ICT와 연계한 새만금미래농업 방향 

[Session 3-3] 

주     제    농생명분야 전라북도 SW융합 리빙랩 

플랫폼

강 연 자  최주환 센터장(KETI)

강연요약  전라북도와 과기정통부는 SW융합클러

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ICT와 SW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생명분야에 관련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농생명분야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리

빙랩 형식을 차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는 제품

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Session 4 스마트시티(기술)

2.2(금) 09:00~10:30, 2층 208+209호
좌장 :  나인호 교수(군산대)

[Session 4-1]

주     제    스마트에너지시티 확산 방안

강 연 자  최창수 본부장(건설기계부품연구원)

강연요약  기존의 스마트시티 유사과제 인 U-City, 

K-MEG, SmartGrid의 명암을 비교하고 새로 시작될 

스마트 에너지 시티에 적용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

며, 기본 기획방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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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2] 

주     제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방안

강 연 자  서천석 교수(호남대)

강연요약  스마트에너지시티의 조성 필요성을 살

펴보고, 현 정부의 정책 의지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광주에너지밸리를 예시하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한 시범 실증 계획을 통해 3대 실증 요소를 제시함

[Session 4-3] 

주     제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시각지능 기술

강 연 자  박종열 그룹장(ETRI)

강연요약  스마트 시티 측면에서, 안전한 도시와 

안전한 주민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CCTV 설
치 및 운영이 확대되고 이를 활용한 주민 안전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각지능을 위한 다양
한 기술의 소개 및 성능 수준, 적용 사례,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

Session 5 스마트시티(정책)

2.2(금) 11:00~12:00, 2층 202+203호
좌장 : 임춘성 실장(SPRi) 

[Session 5-1]

주     제    스마트시티 성공조건과 정부 및 민간의 

대응전략

강 연 자  황종성 연구위원(NIA)

강연요약  

-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개념이 

진화하고 있고 현재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개념
으로 수렴중

-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지
자체, 공공부문, 민간, 시민이 각자 수행해야 할 역
할이 있음

-   이 강연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본질적 의미, 성공의 
조건,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모델과 우선순위 
등을 제시

[Session 5-2] 

주     제    스마트시티 성공전략

강 연 자  이상호 수석(한국생산성본부)

강연요약  

- 스마트시티 동향 및 사례 

- 스마트시티 핵심성공요소
-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
-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 스마트시티 건설,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 결론 및 제언

Session 6 기반기술

2.2(금) 11:00~12:00, 2층 208+209호
좌장 : 심진보 그룹장(ETRI) 

[Session 6-1]

주     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DX 비전 

및 추진전략

강 연 자  심진보 그룹장(ETRI)

강연요약  본 강연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

한 국가 경제·사회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 지능화(IDX; Intelligent Digital X-formation)’를 

제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화 혁

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끄

는 기술적 변화들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데이터의 ‘수

집’과 ‘축적’을 필요로 하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

을 ‘분석’해서 가능한 정확한 ‘예측’을 해야만 다른 경

쟁자들을 앞설 수 있는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

델의 창출이 가능한 시대이다. 

IDX는 3차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원동력인 ‘디지털 변

혁(DX;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 경제·사회시스템에 디지털 지능이 내재화되는 

‘현상’이자, 디지털 지능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IDX 추진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분야·추진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Session 6-2] 

주     제    블록체인 인터넷과 ICT R&D 추진 방향

강 연 자  박현제 PM(IITP)

강연요약  블록체인은 분산장부 공유기술, 스마트 

컨트랙트기술 단계이며,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보

증, 자율 거래와 제어를 가능케 하는 불록체인 인터

넷으로 진화 예상되고 있어 기존 인터넷 체계에서 디

지털 신뢰 인터넷(블록체인 인터넷) 체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R&D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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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어

- 투어 일시 : 2018. 2. 2(금) 13:30 ~ 16:10
- 투어 참가대상 : SWCS2018 등록자 중 신청자 (선착순 100명)
- 투어는 관광버스로 이동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예정
- 투어 참가비는 무료이며, 탑승시 명찰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이동( → 고군산군도) 출발지: 컨벤션센터 주차장

14:00 ~ 14:40 40‘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답사 장자도 및 선유도

14:40 ~ 15:00 20‘  이동( → 새만금홍보관)

15:00 ~ 15:40 40‘  새만금홍보관(새만금사업 설명)

15:40 ~ 15:50 10‘  이동( → 잼버리개최 예정부지)

15:50 ~ 16:10 20‘  잼버리 개최설명

16:10 ~ 16:50 40‘  이동 ( → 컨벤션센터)

16:10 ~ 17:00 50‘  이동 ( → 익산역)

셔틀버스운행

- 셔틀버스 차량번호 : 전북71바 9166
- 탑승장소(익산역) : 익산역 서부주차장
- 탑승장소(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컨벤션센터 정문
- 탑승장소(베스트웨스턴호텔) : 호텔 주차장
- 무료로 운행합니다.

[셔틀버스일정] 

일자 시간 출발지 도착지

2월 1일
(목)

12:00 익산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4:10 익산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9:00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익산역

21:00 베스트웨스턴호텔 익산역

2월 2일
(금)

08:00 익산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3:30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익산역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