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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L 아카데미 제2기 강좌 안내

■ 2018. 3. 14. (수) 입학식
▪ 축 사
  - 이정미 석좌교수(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 이기수 명예교수(고려대 전 총장)
▪ 프로그램 소개(이대희 교수, ESEL 제2기 주임교수)
▪ 명사 초청 특별강연
▪ 리셉션

1. 2018. 3. 21. (수)

▪ 주제 1 제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다(김문조 명예교수, 고려대 사회학과)
▪ 주제 2 인공지능을 정의한다(이성환 교수, 고려대 뇌공학과)

■ 워크숍: 2018. 3. 24. (토) ~ 25. (일)
▪ 졸업생 특강: 내 인생을 바꾼 세 가지 습관
  - 이인혜 경성대교수(연기자, 매경칼럼니스트, ESEL 제1기 졸업)
▪ 친교의 시간

2. 2018. 3. 28. (수)

▪ 주제 3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
          (이동훈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주제 4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뉴로모픽 하드웨어와 그 의미
          (김상식 교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3. 2018. 4. 4. (수)

▪ 주제 5 제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서의 법률가의 대응과 전략
          (강민구 관장, 법원도서관)
▪ 주제 6 제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정책방향(장석영 단장,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4. 2018. 4. 11. (수)

▪ 주제 7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및 스마트 계약(인호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 주제 8 스마트 계약과 법률문제(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5. 2018. 4. 18. (수)

▪ 주제 9 핀테크: 금융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박배효 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 주제 10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법(김용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6. 2018. 4. 25. (수)

▪ 주제 11 사물인터넷과 보안(이희조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 주제 1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저작권(임원선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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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 5. 2. (수)

▪ 주제 1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계의 가치: 복잡성 관점의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김규태 교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 주제 14 정밀의료와 미래의학 예측
          (김열홍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사업단장)

8. 2018. 5. 9. (수)

▪ 주제 15 제4차 산업혁명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윤석준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 주제 16 자율운행자동차와 책임(박세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9. 2018. 5. 16. (수)

▪ 주제 17 인공지능이 야기할 법률의 파괴적 혁신(구태언 변호사,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 주제 18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이슈
          (이기주, 정통 행정사사무소 대표, 전 방통위 상임위원)

10. 2018. 5. 23. (수)

▪ 주제 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이홍섭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 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운송수단의 혁신적 변화와 법
          (박종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1. 2018. 5.  30. (수)

▪ 주제 2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콘텐츠 산업(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주제 22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강재우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12. 2018. 6. 20. (수) 

▪ 주제 23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행정의 미래
          (강윤구 특임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보건복지부 차관)
▪ 주제 24 지능정보화 시대의 정보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이경호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2018. 6. 27. (수) 수료식
▪ 명사 초청 특별강연
▪ 예술 공연 
▪ K-Party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