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 박람회(KOAA SHOW)
지능형 자동차 세미나
1. 개요
본 세미나는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하여 법규 및 정책 동향, 자율주행기술
동향, ICT 서비스 개발 동향을 함께 논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종 신기술과 산업
간 융합의 복합체인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은 점증될 것입니다. 본 세
미나에서 관련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 행사 안내
Ÿ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Ÿ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303호

Ÿ

사전등록 : 2017년 10월 10일(화) 18:00 까지

Ÿ

신청방법 : TTA아카데미 홈페이지(http://edu.tta.or.kr)에서 온라인 등록

Ÿ

참가비
- 회원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화 사업참가사를 의미하며,

http://www.tta.or.kr/introduction/section_lis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재, 중식권, 전시회 무료관람, 기념품(선착순 100명) 포함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250,000

300,000

회원사

200,000

250,000

학생

150,000

180,000

- 국민은행, 294537-04-007598 (예금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무통장 입금 또는 TTA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가능)
Ÿ

문의
- E-MAIL : std_edu@tta.or.kr
- 전

화 : 031-704-1691

Ÿ

주차권을 지급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3호선 대화역
· 2번출구 마을버스 58, 5번출구 마을버스 89, 직행버스 9700/8109/8407
- 3호선 양재역
· 8번출구 광역버스 9700
- 1/4호선 서울역
· 3번출구 광역버스 1000/1100/2000/9714
- 2/6호선 합정역
· 1번출구 광역버스 200

3. 프로그램

시간

발표주제

9:30~10:00

등 록
좌장 :
김대중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ession 1 : 법규 및 정책 동향

10:00~10:3

자율주행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방향

소재현 부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10:30~11:00

C-ITS 시범사업 소개

김형래 차장
(한국도로공사)

11:00~11:30

ICT 자율주행차 개발 동향

손주찬 책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30~13:00

Lunch

Session 2 : 자율주행기술 개발 동향

좌장 :
최금호 박사(국가기술표준원)

13:00~13:40

5G 기반 V2X 표준화 동향

서한별 수석
(LG전자)

13:40~14:20

자율주행을 위한 측위기술

지규인 교수
(건국대학교)

14:20~15:00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박재호 상무이사
(엑셈)

15:00~15:20

Break Time

Session 3 : 차량 ICT 서비스 개발 동향

좌장 :
오현서 박사(ETRI)

15:20~15:50

스마트카를 위한 보안 기술

심상규 이사
(펜타시큐리티시스템)

15:50~16:20

자율주행차와 ICT융합 기술

김영락 Lab장
(SK텔레콤)

16:20~16:50

KT의 커넥티드카 관련 개발 현황

김은정 팀장
(KT)

경 품 추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