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 구축 세미나 개최 계획(안)
□ 개

요

○일

시 : ‘17.7.18.(화), 14:00~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E9) 대회의실(105호)

○주

최 :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지능형안전 CK사업단,
충북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주

관 : 충북대학교 LINC+사업단, 충북ICT협회

○후

원 : 충북이노비즈, 충북메인비즈, (주)휴먼시스템

○ 참석대상 : 제조업체 스마트팩토리 담당, 스마트팩토리 IT업체,
대학‧연구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연구자
○목

적 : 충청권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확산을 위한 제조업
구축사례 공유 및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내용
○ 스마트팩토리 국내 저명인사 강연,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례 발표
○ 스마트공장 추진단 전문위원 자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시회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최상현 교수 (충북대)

14:05～14:10

▪ 인사말씀

이주연 교수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장)

▪ Smart factory with reliability and security

▪ 스마트공장 지원계획
▪ 스마트팩토리 기술 및 구축사례 I

신언석 교수
(텍사스 공대)
최영환 전문위원
(스마트공장 추진단)
사회: 최상현 교수 (충북대)

14:10~16:00
-제조 데이터 수집 기술

김록원 책임
(ETRI)

-제조 빅데이터 기술 및 구축 사례

류관희 교수
(충북대)

-다이캐스팅 공장 스마트화 사례
16:10~16:20

Break
▪ 스마트팩토리 기술 및 구축 사례 II
-스마트팩토리 추진 단계 및 구축 사례

16:20~17:30

-MES 구축사례
-중소기업(자동차/전자/식품업종)
MES 구축사례
-스마트팩토리 구축사례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17:30~18:00

김보현 박사
(생산기술연구원)

▪ 종합 토론 및 질문
▪ 마무리 인사 및 폐회

사회: 류관희 교수 (충북대)
조정철 부장
(LS산전 생산기술팀)
임경수 이사
(한국에프엠)
진정창 대표
(휴먼시스템)
왕지남 대표
(유디엠텍)
사회: 최상현 교수 (충북대)

□ 세미나 준비위원
이주연 (아주대 교수,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회장)
유재수 (충북대 교수, LINC+사업단장)
주성림 (충북ICT 협회, 회장)
김동호 (충북 ICT 산업협회, 회장)
최영환 (스마트공장추진단 전문위원)
진정창 (휴먼시스템 대표이사)
박덕근 (위즈코어 대표이사)
김보현 (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박상언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송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간사)
조완섭 (충북대 교수)
최상현 (충북대 교수)
김평중 (충북도립대학 교수)
지수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류관희 (충북대 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김태성 (충북대 교수)
김봉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장래현 (케이아이에스 사장)

□ 후원업체
주)휴먼시스템, 위즈코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의 : 043-261-3636 / kbigdataservice@gmail.com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 오시는 길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E9) 대회의실(105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