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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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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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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개회사(노영희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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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가천대교수

14:40 ~ 15:10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류태호 미래교육학자

15:10 ~ 15:40 4차산업혁명시대, 융합인재와 디자인씽킹 장재준 서밋컴퍼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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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회문제가치구진단 단장
임현균 UST-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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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ⅲ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개회사

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
노영희

존경하는 융합연구자 및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2021 HubCon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HubCon 컨퍼런스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융합연구총괄센터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
에 흩어져 있는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하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컨퍼런스
는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하여 연구 과제에 선정된 전국의 연구팀들이 한데 모여, 1박 2일 동
안 열띤 토의와 의견을 나누며 인적 네트워크 확장과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는 장으로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 기반 융합연구의 성과를 훨씬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클 것
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HubCon 컨퍼런스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은석 교수님은 지난 1년 동안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류태호 교
수님과 장재준 대표님은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김장묵 학장님, 김영태 회장님, 임상훈 대표님, 유병철 편집장
님, 김재철 연구센터장님, 김우수 단장님, 임현균 교수님, 장종욱 전 부총장님께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좌장을 맡아주신 김용승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수석
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ⅳ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는 융합연구의 성과는 물론 융합인재양성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융합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융합인재란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역량
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정부, 그리고 대학에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융합연구총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의 활성화를 위해, 융합연구 성과확산, 융합연구의 저변 확대, 융합연구 동향분석 등의 활동
을 통해, 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합연
구자들과 지속적인 의견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융합연구총괄센터장 노영희



환영사 ⅴ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환영사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 단장
이지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문화융복합단장 이지현입니다.

우선, 2021년 HubCon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 노영희 센터
장님을 비롯한 직원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융합연구총괄센터가 수립된 이래로 두 
번 연속 과제를 수행하는 첫 번째 센터로써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진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에 대
한 발표를 해 주실 가천대학교 이은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HubCon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을 피해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
로 진행되는 점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공간의 제약을 넘어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
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HubCon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고, 연구주제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연구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융합연구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학문간 경계를 넘는 융
합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HubCon의 주제인「4차 산업혁명과 융합인재」를 통해 연구주제별 토론을 진
행함에 있어, 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을 비롯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직접 만나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
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문화융복합단장 이지현



■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_이은석 교수(가천대학교)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_류태호 미래교육학자(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4차산업혁명시대, 융합인재와 디자인씽킹 
    _장재준 대표(서밋컴퍼니)

주제발표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분석�연구

이은석 교수(가천대학교)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5 6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7 8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9 10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11 12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13 14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15 16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17 18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19 20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21 22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23 24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25 26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27 28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연구 29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과�융합인재양성을

위한�교육혁신

류태호 미래교육학자(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분석 33 34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분석 35 36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분석 37 38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분석 39 40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시대,�융합인재와�디자인씽킹

장재준 대표(서밋컴퍼니)



4차산업혁명시대, 융합인재와 디자인씽킹 43 44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시대, 융합인재와 디자인씽킹 45 46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4차산업혁명시대, 융합인재와 디자인씽킹 47 48 2021 융합연구 HubCon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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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좌  장 : 김용승 교수(가톨릭대 /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전))

토론자 : 김영태 회장 (포씨게이트)

                김우수 단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회문제가치구진단)

                김재철 휴먼트윈연구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병철 편집장 (코리아헤럴드)

                임상훈 대표(인문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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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욱 교수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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