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찾아오시는 길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4:00 30 등   록

개회식
14:00~14:25 25

개회사  황   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환영사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축   사  
박순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종세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14:25~14:30 5 기념촬영

주제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기준 글로벌화 방안

14:30~14:45 15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환경 변화 및 혁신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글로벌사업부문장, 부사장)

초청강연

14:45~15:00 15
콘크리트기준 국제화 경험을 통한 건설기준 국제화 방안
이재훈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15:00~15:15 15
미래대응 건축분야의 건설기준 국제화 방안
박홍근 (대한건축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15:15~15:30 15
건설기준의 글로벌화 추진 방향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장)

휴 식 15:30~15:40 10 휴   식

패널
토론

15:40~16:30 50

권수안 (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혁신부원장)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신현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장)

폐  회 16:30 폐   회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13:30 ~ 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황희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

■후원 |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

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협회, 엔지니어, 시공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과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가건설기준의 콘트롤타워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설립 5주년에 즈음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건설환경 변화와 혁신 방안을 살펴보고,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주최)                              국 회 의 원      황          희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   승   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버스        국회의사당역(19-131) 153, 461, 463, 6623

 국회의사당역(19-280) 153, 5615, 5618

 국회의사당역(19-129) 1002, 108

주차장 이용안내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국회 경내에는 공무차량과 장애인 

등 보호차량에 한하여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국회 방문객 

차량은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방문객의 버스는 동문과 남문으로 출입하여 방문객을 

하차시킨 후 국회 둔치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국회둔치주자장
(방문인용주차장)

분수대

정출 정입

국회도서관

지하철 9호선

1번출구

의원회관

후생관

남문

서문

동문

운동장

의사당로

국회한옥

← 여의2교(파천교) 서강대교 →

북문

모시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