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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일 시 : 2019. 7. 15. ~ 2019. 7. 18.
◦ 장 소 : 러시아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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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러시아 University 20.35측 기조연설 요청 및 컨퍼런스 참가 초청
·고등교육기관 리더 및 교육 혁신가 대상 개최되는 Island 10-22 기조연설 및 참가
- 러시아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한-러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 논의

□ 주요 활동
○ Island 10-22 Conference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 참가
- 러시아 대학혁신을 위한 Island 10-22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빠른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for Rapid National Development)을 주제로 기조연설
·대학의 교육혁신에 있어, 기업가정신 및 리더십 함양의 중요성을 언급
하며 KAIST가 추진하는 도전, 창의, 배려의 소위 C3 인재상 소개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융합기초학부, AI대학원 등 여러 방안을
공유하며 대학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
- 기조강연 이후,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 MAI 공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총장들과 글로벌 환경 속 대학의 역할에 대한 패널 토론 진행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 총장은 올린공대 등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기존 질서를 바꿀 것이며, Bachelor Degree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을 언급

·또한,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총장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KAIST는
융합기초학부 설립의 중요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대학들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Skoltech 방문
- Alexander Kuleshovs 총장 및 주요 보직자들과 미팅
- Skoltech 2011년 미국 MIT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러시아내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중심대학
-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 KAIST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며, 특히 교육부가
아닌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를 주무 부처로 선정하여 자금조달 및 학교
발전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설정
- KAIST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융합기초학부, AI 대학원 설립 사례를
공유했으며, 연구중심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Skoltech 졸업생들이 과학
기술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조언

○ NUST MISIS 방문
- Alevtina Chernikova 총장 및 보직자들과 기관 소개 및 협력 사항 논의
·NUST MISIS대학은 Mining, Material Science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학으로, 최근 Quantum & Big Data 센터 설립을 통해 인재를 육성
·저조한 국제대학 랭킹을 높이기 위해 세계 우수연구소 CERN과 공동연구
진행, 교내 Bilingual system 및 Edu-Tech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을 도입
해나가고 있음
·산-학 협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KAIST의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의 협력 사례를 공유
·KAIST는 향후 Quantum & Big Data 분야에서의 NUST MISIS측과 협력을
희망하며, 양기관 MoU 체결은 학과별 Joint Workshop 개최 등 실제 교류
협력을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단계별 진행 논의

□ 기대효과
- 러시아내 대학 총장급 100명 이상, 교육기관 주요 관계자 1,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가하여 KAIST의 다양한 교육 및 연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KAIST의 국제적 위상 제고
- NUST-MISIS / Skoltech 대학 총장 및 주요관계자들과 융·복합 인재양성,
창업혁신, 과학기술정책 관련 논의를 통해 러시아 대학과의 협력기반 구축

□ 세부 일정
구 분
7/15(월)
[1일차]

시 간
13:35

- 인천공항 출국 (KE 923)

16:50

- 모스크바 공항 입국

16:50~17:50
18:50~19:00
13:00~14:00

7/16(화)
[2일차]

장 소
인천국제공항

- 입국심사
- 호텔 체크인

Lotte Hotel Moscow

- 이동(호텔→Skoltech)

-

※ 주최측 차량제공

14:00~14:30

- Presentation by Saadia Zahidi (WEF)

14:30~15:00

- Presentation by Scott Pulsipher (WGU)
- Keynote Speech by Sung Chul Shin (KAIST)

15:00~15:30

- ※ 20~25분 발표 + 5~10분 토론 및 질의응답

15:30~16:00

- Presentation by Peretz Lavie (Technion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16:00~16:30

- Coffee Break

16:30~17:45
17:45~20:00

- Panel Discussion
- Pitch Session

20:00~21:30

- Invited Dinner

10:00~11:00
12:15~13:15
7/17(수)
[3일차]

주 요 일 정

13:15~14:30
14:45~17:30
17:30~18:30
18:30~20:45

7/18(목)
[4일차]

Skoltech

- Skoltech 방문
·Skoltech 총장 미팅
·주요연구시설 방문
- NUST MISIS 주요관계자 오찬

Skoltech

- NUST MISIS 방문
·NUST MISIS Rector 미팅
·재료공학분야 주요 R&D 센터/연구실 방문
- 귀국준비 및 호텔 Check-Out

NUST MISIS

Lotte Hotel Moscow

- 이동(호텔→공항)

-

※ 주최측 차량제공

- 출국수속 및 공항 라운지 대기

20:45

- 모스크바 공항 출국

11:10

- 인천공항 입국 (KE038)

모스크바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소요예산
단위 : 원

항공
초청기관 제공

숙박
초청기관 제공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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