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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총장님 강의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여러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음.
교육혁신, 
연구혁신, 
산업•창업혁신
한국특유의 성공 방정식을 만든다면 기회요인이다.



산업혁명은 WHAT인가?
여러 개별기술들의 융합

빅데이터 /AI/웨어러블/인공지능/스마트시티/데이터 사이
언스 /머쉰러닝/버츄얼 리얼리티



미래를 먼저 달리고미래를 먼저 달리고
인간은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 SSecretWoman 김 영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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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왜오는 걸까

-"3차 산업의 생태계 는 인간이 지속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류의 암묵적인 합의가 4차 산업혁명을 불러오는 것“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은 남상의 에너지와 파워가 필
요한 남성중심의 산업혁명이었다 그 인한 기존산업생태계의 한
계가 불러들이는 생태계의 지각변동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산업생태계를 성비 프 임으 관찰하여 건강한
생태계가 되기 위한 혁명적 여성의 에너지와 감성이 필요하다는 요
구가 또 다른 관점의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를 먼저 달리고미래를 먼저 달리고
인간은

창의적 인재교육

4차 산업혁명은

- 1,2,3차 산업 생태계의 한계
-성장 잠재 고갈 인한 지속 성장이 한계

-남성중심 산업의 프 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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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회의 요인이 되 면

-산업계를 제외한 힘겨 기 게임을 하지 않는 페이퍼게임 라운드
에는 여초 현상이 범람하고 가사와 육아를 겸하며 생존게임을 해

야 하는 산업생태계에는 여성비율이 취약하다

- 이는 산업계에 투입되어야 할 여성의 에너지나 감성이 빠진 이
유다

-이에 성비가 불균형한 산업생태계는 여성의 참여가 획기적으

기대되는 혁명적 기회다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 규정들 할 때 데이터 오일과 소프트
파워라고도 한다, 여성의 에너지와 감성이 산업계에 절대적으
필요하고 요구되는 emerging issue 라고 진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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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진정한 기회의 요인이 되 면
현실과 가상이 인간(남성과 여성)을 중심으
건강한 성비 프 임으 융합하는 것이다

-



여성,엄마의 산업계 유입에너지가
자녀에게 왜 중요할까?

엄마의 감정상태를 전수 받는다(후성 유전학)
엄마의 사회적 감정은 자녀의DNA를 바꾼다.

인간은 단기보다 장기적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하다
자기 주도적 실수를 통해 건강한 인성이 길러지고
건강한 자의식은 엄마가 감사 사랑 즐거움으로 살았을
때 건강한 인성이 길러지며 창의성 중심의 교육이 이루
어진다



여성,엄마란?

급변하는 사회
평생 러닝을 주관하며
자녀와 가정을 양육하는 경영자로서

주체성이 선행 요구되는 성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