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통한 미래 사회 전망 ㅇ 일시/장소: ’20. 12. 14.(월) 10:00 ~ 16:30 / 온라인 컨퍼런스(http://datagrand.kr)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ㅇ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2020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식]

10:00~10:30

기조연설 - 디지털 뉴딜 시대의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말하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오프닝

10:30~11:00

개회사(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환영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축 사(이원욱 과방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강병원 디지털뉴딜분과장)

오전행사

[2020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개회]

-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 전망

11:00~11:30

키노트① - 데이터 제도 변화에 따른 데이터 경제 전망과 제언
(네이버 이진규 CPO/DPO)

11:30~12:00

키노트②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 시대의 데이터 트렌드
(XYZ벤처스 하용호 대표)
[TRACK#1]
데이터 생태계 변화와 미래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의학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CVO)

LUNCH BREAK
[TRACK#2]
데이터 비즈니스 혁신과 내일
24시간 요양 보호사, 인공지능
노인 돌봄 서비스
(SKT 이준호 SV추진그룹장)

[TRACK#3]
데이터 기술과 표준 전략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 허브 전략
(ETRI 원희선 실장)

14:00~14:30

뉴노멀시대의 금융 데이터로
변화하는 소비자 가치창출
(BC카드 임세현 센터장)

내 손 안의 인공지능 토익튜터,
산타토익의 데이터 전략
(뤼이드 송호연 이사)

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자산관리 기술과 표준
(강릉원주대 이창수 교수)

공간을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상세계로

14:30~15:00

미래 제조업을 위한
5G와 AI, 그리고 데이터
(에릭슨엘지
박동주 테크니컬디렉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품질과
표준
(테스트웍스 금효영 수석)

12:00~13:30
오후행사
(세션Ⅰ)

13:30~14:00

- 공간 데이터 구축을 통한
언택트 홈퍼니싱 플랫폼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15:00~15:30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경기도 데이터 배당 사례
(경기도청 원준석 주무관)

농장에 IT와 데이터를 더하다,
Farm as a Service
(엔씽 백경훈 CTO)

[TRACK#4]
데이터 글로벌 시장 조망
동남아시아 최대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다, ‘고젝’
(Gojek - Ravii Suhag)

15:30~16:00

정밀농업 빅데이터로,
농업의 미래를 열다
(LX 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

라이다센서 기반 데이터로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다!
- 자율주행용 3D센서 데이터
활용 사례
(서울로보틱스 이한빈 대표)

동남아형 아마존,
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자,
‘라자다 라이브업’
(Lazada - Xavier Bruhiere)

16:00~16:30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KISTI 최수범 박사)

오후행사
(세션Ⅱ)

16:30~17:00

COFFE BREAK

모두가 참여하는 데이터 가공,
크라우드소싱 기반
AI Data Platform
(셀렉트스타 신호욱 대표)
폐회

동남아시아 선도형 카쉐어링
플랫폼, ‘그랩’
(Grab - Nikhil Dwarakanath)

* TRACK#3, #4 및 일부연사의 경우, 사전녹화 후 송출됩니다.

※ 사전등록 및 안내: http://datagran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