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출장 기간:

2016. 8. 10.(수) ~ 2016. 8. 17.(수)

출장 국가:

미국(댈러스, 뉴욕)

출장 인원:

문길주 총장, 나지영 학생팀장,
학생팀 이형로, 학생팀 곽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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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재미한인과학
기술자협회(KSEA) 주최, UKC 2016(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참가

○ 우수 조기 유학생 및 해외 교포 자녀 유치를 위한 ‘UST-Young
Brain Return’ 전략의 미국 현지 홍보

2. 출장 기간: 2016. 8. 10.(수) ~ 2016. 8. 17.(수), 6박 8일
3. 출장 국가: 미국(댈러스, 뉴욕)
4. 출장자 인적사항
: 문길주 총장, 나지영 학생팀장, 학생팀 이형로, 학생팀 곽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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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출장 내용

1. 출장 세부일정
일시

장소(도시)

일 정

비 고

·인천 ICN 출발(한국시간 10:00) → 댈러스 DFW 도착

8/10

대한민국(인천)

(수)

→ 미국(댈러스)

(현지시간 09:00)/ 13시간 소요
·댈러스 한인 언론 기자 간담회(13:00~16:00)
·(문길주 총장) UKC 2016 VIP 디너 참석(17:30)

국적기
(대한항공)

·우수인재 유치 및 기관 홍보 부스 운영
·(문길주 총장) 개회식 공식 초청(10:00)

8/11
(목)

·(문길주 총장) GRPR* 좌장 참가(13:15~15:15)
미국(댈러스)

·(후원기관 네트워킹) UST 공식 소개 세션
·우수학생 유치 및 기관 홍보 부스 운영

Hyatt
Regency
DFW

* Government Research Policy and Regulation Symposium

8/12
(금)

·UKC 화학(연) 간담회 중 UST 입학홍보(15:30~17:30)
미국(댈러스)

·우수학생 유치 및 기관 홍보 부스 운영
·Conference Banquet Dinner 참석

Hyatt
Regency
DFW

·(문길주 총장) 댈러스 DFW 출발(10:15) → 뉴욕 EWR

8/13

미국(댈러스)

(토)

→ 미국(뉴욕)

도착(14:41)/ 3시간 26분 소요
·(기타) 댈러스 DFW 출발(09:16) → 뉴욕 LGA 도착
(13:52)/ 3시간 36분 소요

American
Airlines

※ 뉴욕 현지 숙소 사정으로 인한 개별 이동

8/14
(일)

8/15
(월)

8/16
(화)

8/17
(수)

미국(뉴욕)

-

미국(뉴욕)

·언론매체 뉴욕 특파원 간담회(17:30~20:00)

미국(뉴욕)

·뉴욕 JFK 출발(00:50)

대한민국(인천) ·인천 ICN 도착(04:10)/ 14시간 2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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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ng Lim
(New Jersey)

-

국적기
(대한항공)

2. UKC 2016 (US-Korea Conference 2016)
가. 개요

◦ 일시: 2016년 8월 10일(수) ~ 13일(토)
◦ 장소: Hyatt Regency DFW(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 참석: 1,000여명(한국참가자 및 미국 현지참가자)
◦ 주최: KSEA(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OFST(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KUSCO(한미과학협력센터)

◦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주제: 과학기술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풍요로운 삶

(Enriching Lives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 주요 참가자

-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제1차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 엘리자베스 리히터(Elizabeth Chu Richter), 미국 건축사협회(AIA) 회장
- 브루스 보이틀러(Bruce Beutler),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2011년 노벨생리의학생 수상자)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성훈 교수 등

나. 주요활동
1) UKC Symposium Program, GRPR*-A Session

◦ 일시: 2016년 8월 11일(목) 13:15~15:15
◦ 장소: Hyatt Regency DFW, Hobby
◦ 주제: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의 정부와 대학의 역할

(Role of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n National Innovation System)

◦ 사회자: 문길주 총장
◦ 참가자

- 김도연 POSTECH 총장
-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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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 Ramon E. Lopez,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Ann Cavallo,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Government Research Policy and Regulation Symposium

UKC Symposium Program, GRPR-A Session

UKC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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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학생 유치 및 기관 홍보

◦ 일시: 2016년 8월 11일(목) ~ 2016년 8월 12일(금)
◦ 장소: Hyatt Regency DFW, UST 홍보부스
◦ 내용
- UST 기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Young Brain Return 전략 홍보 및 입시 상담
- UST 리플릿 및 홍보 기념품 배포

우수학생 유치 및 기관 홍보

3) UKC 화학(연) 간담회 - UST 입학홍보

◦ 일시: 2016년 8월 12일(금) 12:00~13:00
◦ 장소: Hyatt Regency DFW, 225
◦ 내용
- UKC 학생 참가자 대상 기관 홍보 및 UST 교육 프로그램 안내
- 한인 유학생 대상 Young Brain Return 전략 홍보 및 입시 상담

·

- 학부 및 석 박사 과정 학생 약 15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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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 간담회 중 UST 입학홍보

UST 공식 소개 세션

※ UKC 공식 행사 사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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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매체 간담회
가. 댈러스 한인 언론 기자 간담회

◦ 일시: 2016년 8월 10일(수) ~ 13일(토)
◦ 장소: Korea House(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 참가자
(매체명 가나다 순)

언론매체
중앙일보
코리안저널
Dknet
KTN
MBC DTV
News Korea
YTN

기자
김선영
이원호
김성진
안창균
김재식
윤순영
김길수

연락처
dallas@koreadailytx.com
kjntx21@yahoo.com
stephenkim@dknet730.com
news25hr@gmail.com
mbcdallastv@gmail.com
press2@newskorea.com
ytntexas1@yahoo.com

◦ 주요 내용
- UST 기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우수 이공계 조기 유학생 및 해외 교포 자녀의 UST 유치를 위한
Young Brain Return 전략 홍보

댈러스 한인 언론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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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텍사스 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1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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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OREA(http://www.wnewskorea.com/bbs/board.php?bo_table=town_news&wr_id=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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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뉴스(http://www.ktnus.com/bbs/board.php?bo_table=town_news&wr_id=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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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데일리(http://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60817165619)

코리안저널(http://www.dallaskj.com/bbs/board.php?bo_table=local_news&wr_id=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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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매체 뉴욕 특파원 간담회

◦ 일시: 2016년 8월 15일(월) 17:30~20:00
◦ 장소: Poong Lim(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 참가자
(매체명 가나다 순)

언론매체

기자

연락처

머니투데이

서명훈

mhsuh@mt.co.kr

연합뉴스

김화영

quintet@yna.co.kr

연합인포맥스

이종혁

liberte@yna.co.kr

이데일리

안승찬

ahnsc@edaily.co.kr

조선일보

김덕한

ducky@chosun.com

중앙일보

이상렬

isang@joongang.co.kr

한국경제

이심기

sglee8818@gmail.com

KBS

박에스더

stellar@kbs.co.kr

SBS

최대식

dschoi@sbs.co.kr

YTN

김영수

kimys@ytn.co.kr

◦ 주요 내용
- UST 기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우수 이공계 조기 유학생 및 해외 교포 자녀의 UST 유치를 위한
Young Brain Return 전략 홍보

언론매체 뉴욕 특파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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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중앙일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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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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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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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UST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 필요
- UKC 참가자의 UST 기관 및 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대다수의 행사 참가자가 이공계 출신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관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ㅇ Young Brain Return 전략 추진 강화 필요
- 미국 현지 이공계 유학생 및 해외 교포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한국 대학원 진학에 의지 확인 (현지 언론매체 적극적인 관심)
- 조기 유학생의 불확실성 해소 및 해외 교포의 정체성 확립 측면
등의 관점에서 Young Brain Return 전략이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략 추진 강화가 필요함
ㅇ 기타 특이사항
- 조기 유학생 및 해외 교포의 전문연구요원 선발 가능성 검토 요청
- UST 졸업생의 출연(연)의 연구원으로의 전환 내지 연구원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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