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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16 EU 연구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주한유럽
연합대표부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럽연합 및 유럽국가들의 연구혁신 관련 최신 정책, 과학
기술과 산업의 우수성 등을 한국에 알리고,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를
통한 폭넓은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한국은 연구혁신 파트너로서 더욱 공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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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시간

프로그램

8:30-9:30

참가등록

9:30-10:10

개회식
9:30-9:40

10:10-11:25

발표

환영식
• 개회사

H.E. Gerhard SABATHIL

• 환영사

Jean-Christophe DARBES

9:40-09:55

기조연설1

Andrus ANSIP

9:55-10:10

기조연설2

TBD

주한유럽연합 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유럽집행위원회부위원장

세션 1: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전략, 사업 및 주요계획
10:10-10:40

EU 연구혁신 정책 및 2016-2017
사업계획

Michael ARENTOFT

10:40-11:10

한-EU 연구혁신 협력 사업

김주영

11:10-11:25

질의 응답

11:25-11:45

휴식 및 다과

11:45-13:00

세션 2: 유럽국가별 연구혁신 및 정책 및 협력 현황

유럽집행위원회 선임자문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과학기술혁신정책담당관

11:45-12:05

유럽국가별 주요 정책 및 사업

Peter WIJLHUIZEN

12:05-12:15

덴마크 주요 연구혁신 정책 및 사업

Torben Orla NIELSEN

12:15-12:25

핀란드 주요 연구혁신 정책 및 사업

Hanne RISTEVIRTA

12:25-12:35

스웨덴 주요 연구혁신 정책 및 사업

12:35-12:45

네덜란드-한국 연구협력 성공 사례

12:45-13:00

질의 응답

13:00-14:30

오 찬

14:30-16:30

세션 3: 전문가 분과 세션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선임과학기술혁신담당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 참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2등 서기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

Peter WIJLHUIZEN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선임과학기술혁신담당관

분과 1: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해결책
• 백신 접종 통한 건강한 노후

송록

•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기업 파트너쉽을 통한
만성 대사 질환 최신 요법

Philip J. LARSEN

•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험사의 역할

Joos LOUWERIER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이사

Global Head of Diabetes Research and
Translational Medicine, 사노피 아벤티스 독일

알리안츠 생명보험 대표이사

분과 2: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자동화, 유연화
• 유럽연합의 사물인터넷 정책

유럽집행위원회 정보통신총국

• 전기 자동차와 자율 주행을 위한 르노와 르노삼성의 비전

Stephen MARVIN

• TBD

TBD

르노삼성자동차 기술담당 상무

분과 3: 친환경 도시와 산업
• Intuitive Industries

채교문

• 지속 및 회복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해결 방안

Frédéric LUCAS

•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

천재원

16:30-17:00

휴식 및 다과

17:00-18:00

토론 / 질의 응답

18:00-20:00

네트워킹 리셉션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본부장

베올리아 코리아 솔루션 & 테크놀로지 최고
책임자

엑센트리 대표

참가자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컨퍼런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차희 대리 (chahee.kim@ecck.eu, 02-6261-2711) 혹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주영 담당관 (Juyoung.KIM@eeas.europa.eu, 02-3704-1755)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Regist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