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 

2016년 12월 8일 오후 2:30-6:30 

TIPS Town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B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행사의 일환으로 프렌치테크 허브 서울이 12 월 8 일 

팁스타운에서 «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 »를 개최한다. 최근 한국과 프랑스가 주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오후 2 시 30 분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개회하는 본 세미나에는 프랑스와 실리콘밸리에서 특별초빙한 혁신 전문가 및 한국과 프랑스의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이 자리한다. 두 개의 패널세션을 통해 개방형 혁신에 관한 이들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프랑스 특허청이 혁신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특수 특허맵을 선보이며 르노 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의 세르주 파수룽기 센터장이 르노 그룹의 세계적 오픈이노베이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패널세션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문가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과 프랑스의 

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문의 

안해린 재경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 

전화: 02-564-1953 

이메일: haerin.ahn@dgtresor.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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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 
2016 년 12 월 8 일 오후 2:30 

TIPS Town  
 

MC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문가 김영세 (이노디자인 CEO) 

 

2:30~2:50 개회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2:50~3:20 특허 빅데이터 : 협업적 혁신 툴  

프랑스 특허청 (INPI): 줄리 에르베, 혁신전문가 

프랑스 특허청의 혁신 툴: 전세계 특허 매핑 소개 및 한국의 특허맵 시연 

3:20~3:40 세계적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르노 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 세르주 파수룽기 디렉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우수사례  

4:00~5:30 패널세션: 오픈이노베이션을 어떻게 계발할 것인가?  

세션 1 

- Dassault Systemes: 조성준 상무 

한국 내 프랑스 기업의 협업 사례 

- Renault Samsung Motors: 김호웅 프로젝트 리더 

사내 크리에이티브 랩 소개 

- Axa Direct Korea: 산드라 하리리투불 사업개발매니저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프랑스 기업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진백 글로벌비즈팀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주체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세션 2 

- Paris&Co: 뒤솅 공 사업개발디렉터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프랑스 인큐베이터의 역할  

- 디캠프: 김광현 센터장 

다양한 주체 간 성공적인 연결고리로서의 한국 인큐베이터  

-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방안  

- 웰트: 강성지 대표 

삼성전자 사내 스핀오프 스타트업 사례 

- 고미: 김인수 대표 

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한 스타트업의 경험담 

5:30~6:00  맺음말: 차세대 혁신의 중심에 선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문가 김영세 (이노디자인 CEO)  

6:00~6:30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