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 화이트해커 출신 CEO 

이대근

LEE DAE GEUN
- 대한민국 슈퍼컴퓨팅 챌린지 1위 

   입상, 대한민국 청소년 컴퓨터 

   해킹 대회 1위 입상

-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

-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투자회사 

   Piematics 설립 

- MLDSS, SNU Problem Solvers, 

   Software Maestro 학회 및 

   동아리에서 데이터과학 연구 

- 전 국방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THOMAS FREY

LEE CHUNG KOOG

KIM YEONG JUN

LEE DAE GEUN

일    시 

장    소

대    상

참가비

신   청

문   의

6월 19일(화) 17:00 ~ 18:30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1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에 관심 있는 초등 4학년 이상 학생 및 학부모

-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질문을 신청서에 적어 이메일로 제출하면 성실히 답변한 신청자 선발 예정

무료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 브런치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alpha@brunchseminar.com로 접수

02-6121-0288

 PROGRAM

오프닝, 참석자 소개

패널 토의

미래 예언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 청소년의 

직업 선택과 로드맵,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교육, 기술, 사회, 창직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노하우 전수)

질의응답

사진촬영

토마스 프레이

이충국

김영준

이대근

17:00~17:05

17:05~17:55

17:55~18:15

18:15~18:35

주제 패널시간

※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융합교육 전문가 

이충국

LEE CHUNG KOOG
- CMS에듀 대표이사

- 세계수학올림피아드(WMO)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 사고력 교육 ‘생각하는 I·G’, 

   ‘WHY’,‘BLACKHOLE’ 

   시리즈 저자

- 융합 교육 ‘ConNEC ConFUS’,

  ‘ICT ConFUS’ 시리즈 저자

- KBS1 Radio ‘공부가 재미있다’  

   고정출연, 조선일보 ‘신문은 선생님’  

   고정 기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과학자

김영준 

KIM YEONG JUN
- 전 Microsoft 로보틱스그룹 

   수석연구원 및 Microsoft 컨설팅

   그룹 수석아키텍트

- 현 헬로앱스 대표이사 (융합과학

   교육협회 및 3D융합산업협회 

   임원사)

- KAIST IT영재교육원 강사 및 

   NCS국가직무연수 지도교수

- NCS국가직무연수 가상현실 

   분야 집필위원

- MSRDS를 활용한 지능로봇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외 

   다수 IT분야 도서 집필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THOMAS FREY
-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 미래학 싱크탱크인 다빈치연구소 

   소장

- 덴버대, 콜로라도 주립대, 

   레지스대 겸임교수 재직

- 미국 최고 IQ소유자 클럽인 

   ‘트리플 나인 소사이어티’ 회원

- ‘미래와의 대화’, ‘에피파니Z’ 저자 

SPEAKER

+α
 ‘2018 브런치 세미나’ 강연자 패널 토의 및 학생들과의 만남

6.19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1

5th

주최  
●

  주관 WMO조직위원회 후원 (사)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Creative Information Culture

WM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