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  등록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2020년 10월 29일 (목),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유럽

미래 자동차 컨퍼런스 2020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유럽 미래 자동차 컨퍼런스 2020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자동차제작사협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부적으로는 자율

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가신청은 아래의 '참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Partnership

프로그램

시    간

장    소                     

참가비

2020년 10월 29일 (목)
16:00 – 18:00

일    자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지원

세부 프로그램은 변동 가능합니다.
참가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현경 연구원

      (02-6261-2708 / hyeonkyeong.lee@ecck.eu)에게 문의바랍니다.

언    어

온라인 Zoom 미팅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월 27일 (화)까지 신청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16:00 – 18:00 (서울 시간)

무 료

Media Partnership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시  간 프로그램

15:45 - 16:00 등  록

개  회16:00 - 16:15

개회사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주제 발표16:15- 17:05

조성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 실장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정책 방향

요스트 반톰메
유럽자동차제작사협회, 
스마트 모빌리티 이사

자율주행 상용화 과제 해결에 대한 EU의 시각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산업계 및 한국자동차연구원 
개발 현황

민석기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기획팀장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개발 진행

커트 거스트너
덴톤스리, 변호사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 책임 – 제조업체와 개발업체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책임 관리 방안

17:05 - 17:15 휴  식

패널 토론17:15 - 17:55

박기홍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장)
좌  장 :

조성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 실장)

요스트 반톰메  (유럽자동차제작사협회, 스마트 모빌리티 이사)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민석기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기획팀장)

커트 거스트너  (덴톤스리, 변호사)

패  널 :

17:55 - 18:00 폐  회

환영사

좌   장

연  사  /  패  널

박기홍

 자동차융합대학 학장
국민대학교

개회사

디어크 루카트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요스트 반톰메

스마트 모빌리티 이사
유럽자동차제작사협회

민석기

자율주행기획팀장
현대자동차

유시복

센터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성우

자율주행실 실장
자동차안전연구원

커트 거스트너

변호사
덴톤스리

Organizers In cooperation with

Korea-Europe 
Future Automotive
Conference

https://ecck.eu/events/korea-europe-future-automotive-conference-2020/
https://ecck.eu/events/korea-europe-future-automotive-conference-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