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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제조·서비스 ICT혁신 컨퍼런스

프로그램

초대말씀

등록 및 입장~10:30        

10:30~10:40 (10’)

10:40~11:20 (40’)

11:20~12:00 (40’)

12:00~13:30 (90’)

13:30~14:00 (30’)

14:00~14:30 (30’)

14:30~15:00 (30’)

15:00~15:20 (20’)

15:20~15:50 (30’)

15:50~16:20 (30’)

16:20~16:50 (30’)

16:50~

시    간

개회식

[Keynote 1] 제조혁신 정책방향 

[Keynote 2]  New ICT와 제조의 융복합 생태계

오   찬 

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과 추진현황 

4차산업혁명과 온라인 제조 플랫폼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제조혁신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 (113호~115호)

기술·경영 1:1컨설팅 (무료)14:00 ~17:00(180’)       

시    간 1:1 컨설팅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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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하 팀장
(버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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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IoT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활용사례 

기존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축방법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인천지역의 4차산업동향

경품추첨 및 폐회 

*주제 및 강연자는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 제조산업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의 

제조·서비스 ICT혁신 컨퍼런스

인천 제조산업의  발전 방향

안녕하십니까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천지역에 작년 "2018년도 스마트 & 로봇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도 4차 

산업혁명시대 인천의 미래와 실천방향으로 인천에 4차산업혁명으로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4차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육성 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4차산업혁명을 통한 “항공(MRO, 드론 포함), 항만, 첨단자동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바이오, 헬스, 뷰티산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MICE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4차산업의 기업을 유치 및 지원을 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선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 제조산업의 발전에 올해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19년도 4차산업혁명의 제조·서비스 ICT혁신 

컨퍼런스(부제:인천제조산업의 발전 방향)가 의미있는 인천지역의인적자원개발과 더불어서 인천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할 것이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합니다.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4차산업분과위원회 김형주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