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시기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창의성 개발 및 IP 전략
Course

Lecturer

(세미나 과정)
Name

고영찬

Company / Position

국민대학교 교수

E-mail : youngcko@gmail.com
기존과목과의 특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전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나, 특히 4차 산업
연계성

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차세대 지도자 개발을 목표로 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창의적 인재
기대효과

양성 및 Case Study; 4차 산업 혁명 시기의 핵심 기술과 Software의 안전 관리; 차세대 에너지/석
유 산업 Plant의 안전관리; 무한 기술 경쟁시대인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핵심 역량인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해와 기술 개발 전략 습득을 목적으로 함

Course
Description

-

창의적인 차세대 지도지 양성

-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 구조

-

창의성 개발

-

Assignment/Workshop

-

차세대 지도자 Leadership

-

창의적인 소통과 Team Building

-

Workshop/Assignment

-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안전 관리
(강사: 정광섭 교수-서울대학교 ICP/신동일 교수-명지대학교)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과 안전 관리 Software

-

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ies - IP)

-

지적 재산권과 기술 개발 전략

-

특강: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지적 재산권
(강사: 미국 특허청 수석 심사원 – Primary Examiner)

-

지속적 성장을 의한 창조적 파괴 전략 – Case Study

Practice by
Trainee

Workshop을 통한 실습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특강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Attendance

Evaluation

Assignment
50%

Final Exam
30%

Qualification 학부 이상(이공계 및 인문계). 사전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Course
Level

대학원 이상

Total
20%

100%

Course Schedule
Days

Time
(강사명)
13:30 -15:00

1/31
(수)

Content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고 영찬)
15:00 -17:30
(고 영찬)
09:30 – 11:30

창의성 개발 및 Workshop
창의적 차세대 지도자 양성

(고 영찬)

11:30 – 12:30
(고영찬)

Workshop
- Team building, Social Networking, Mentoring

12:30 – 13:30
2/01
(목)

13:30 – 14:30
(고 영찬)

14:30 – 16:30
(정광섭)

16:30 – 18:30
(신동일)
09:30 – 11:30

Lunch
Workshop (Continue)

4차 산업 혁명시기의 에너지/석유 산업 및 플랜트의 안전 관리

4차 산업 혁명시기의 차세대 플랜트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4차 산업 혁명 시기의 핵심 기술과 안전 관리 Software

(고영찬)

11:30 – 12:30

창의성과 지적 재산권

(고영찬)
Lunch

12:30 -13:30
2/02

13:30 – 14:30

(금)

(고영찬)
14:30 -16:30
(미국특허청 수석 심사원)

16:30 – 17:30
(고영찬)
17:30 – 18:30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ies) 전략

4차 산업 혁명시기와 지적 재산권

4차 산업 혁명시기의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 전략
- Case study
- Wrap-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