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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일 시 : 2019. 2. 11. ~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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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케냐 Konza City에 위치한 콘자기술혁신도시(Konza Technopolis)에서
진행되는 케냐 KAIST 프로젝트 Kick-Off Ceremony 참석
◦ 케냐 현지 및 국내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케냐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 모색

□ 주요 활동
① 현지 언론매체 인터뷰
◦ Kenya Television Network(방송사) 및 The STANDARD(신문사)와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Kenya-KAIST 프로젝트의 개요 및 향후 진행 방향 설명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케냐의 과학기술정책,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콘자
기술혁신도시 지역과 연계한 협력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② 케냐 현지 주요 관계자 미팅
◦ Ngovi KITAU 前 주한케냐대사, KOTRA 김영희 관장, 수출입은행 이현정
소장, 우만권 현지 통신원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현지 관계자들과의
향후 진행 방향 논의

③ Kenya-KAIST 프로젝트 Kick-Off Ceremony 참석
◦ Kenya-KAIST 프로젝트 Kick-off Ceremony 기조연설 및 Amina MOHAMED
(Cabinet Secretary) 등 케냐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현안 논의
◦ Consortium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향후 진행 방향 공유
④ 주케냐 한국대사관 대사 초청 만찬
◦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교부 ODA 사업 이용방안 논의
◦ 대사관을 통한 Kenya-KAIST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방안 모색
예) Kenya 국적의 KAIST 원자력공학과 졸업생들을 활용한 Kenya-KAIST간
원자력 분야 협력
⑤ 나이로비 대학교 특별강연
◦ 나이로비 대학교를 방문 및 Kenya-KAIST 프로젝트 관련 특별강연
◦ 언론, 교수, 학생들과 케냐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일 정

장 소

00:15

- 한국 출국(아부다비 경유)

13:15

- 케냐 입국

나이로비 국제공항

19:00~21:00

- 만찬 및 현지매체 인터뷰

만찬장(Carnivore)

07:00~10:00

- 조찬 미팅

2/12(화)

10:00~11:00

- 케냐 현지매체 인터뷰 2

[2일차]

14:00~16:00

- Kick-off 행사

18:30~20:30

- 대사관 만찬

2/13(수)

09:00~10:45

- 특별강연 및 기자간담회

나이로비 대학

[3일차]

14:15

- 케냐 출국(아부다비 경유)

나이로비 국제공항

11:45

- 한국 입국

2/11(월)
[1일차]

인천공항

호텔(Villa Rosa Kempinski)

2/14(목)
[4일차]

KoTDA 빌딩(Konza City)
주케냐 한국대사관 인근 식당

인천공항

□ 주요 활동사진
① 현지 언론매체 인터뷰

② 케냐 현지 주요 관계자 조찬 (前 주한케냐 대사, KOTRA 김영희 관장 등)

③ Kick-Off Ceremony 참석 및 연설

④ 주케냐 한국대사관 대사 초청 만찬

⑤나이로비 대학교 특별강연

□ 기대효과
◦ 케냐 KAIST 프로젝트는 KAIST의 교육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대표적인 교육모델 수출 사례로, KAIST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주케냐 한국대사관, KOTRA, 수출입은행, 케냐 한인회, 나이로비 대학교,
케냐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Kenya-KAIST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및 협력 기대
◦ 케냐 KAIST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기반 구축

□ 소요예산
항공

숙박

7,557,900

596,569

총 합계

8,154,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