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과정 6기
불확실성 시대의 참여리더십
선착순 마감

2020년 5월 22일
6월 1일 - 7월 20일 | 매주 월요일 17:00 - 21:00
상연재 컨퍼런스룸 11(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는
국내외 69개 여성과학기술단체와 76,000여 명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여성과학기술계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여성과총은 과학기술계 여성 리더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2015년 『여성과학기술인리더십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과학기술 공공리더십”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팽배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상적이지 않은 ‘포스트 노멀(post-normal)’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불확실성 시대의 참여리더십』을 주제로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과정을 기획하였습
니다.
8주 동안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강생 여러분 사이의 우정은 또 다른 미래 발전의 큰 기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 리더가 함께 하며,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힘, 국민과 소통하는 힘,
과학기술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힘을 기르는 멋진 기회가 될 리더십과정에
여성리더분을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참여리더십』을 함께 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희선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총 30명
(신규수강생 우선 등록,
기수강생은 대기접수 가능)

여성과학기술인,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모임공간 상연재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컨퍼런스룸 11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9시

정부위원회 소속 여성위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수료 조건

수강료

8주간 16회 수업의 70% 이상 수강

250만원
(여성과총 210만원, 개인부담 40만원)
※ 개인부담금(석식, 수료식, 기타비용)

등록 기간
2020년 5월 1일(금) ~ 22일(금)

등록 방법
기타 문의

기한내 등록신청서 이메일 제출

여성과총 한정희 팀장

접수처 여성과총 사무국
( jhjhjh@kofwst.org)

(02-565-3702)

과학기술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일자
1주차
6/1(월)

2주차
6/8(월)

3주차
6/15(월)

시간

강연주제

17:00 – 18:30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생 자기소개

강연자
권오남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19:30 – 21:00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맥락과 기본틀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7:00 – 18:30

Social Impact를 향하여
: 기업과 대학의 사회공헌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30 - 21:00

빈곤과 재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과학기술의 활용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교수

17:00 – 18:30 AI 현주소와 발전방향

민옥기 ETRI 인공지능연구소 지능정보연구본부
본부장

19:30 - 21:00 마이데이터 시대의 금융 혁신

이재원 EY컨설팅 파트너

디지털혁신 시대의
17:00 – 18:30
4주차
대응자세와 생존전략
6/22(월)
19:30 - 21:00 1차 Wrap - up
공과대학의 공론장은 존재하는가?
17:00 – 18:30
5주차
- 국가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6/29(월)
19:30 - 21:00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입법
양자컴퓨팅 시대의 문앞에서
: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하나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Moderator: 권오남)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조현욱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경순 한국IBM CTO

6주차
7/6(월)

17:00 – 18:30

19:30 - 21:00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7주차
7/13(월)

17:00 – 18:30 논리와 창의 사이

황보현 솔트룩스 CCO

19:30 - 21:00 과학기술인을 위한 인문학리더십

정재찬 한양대 교수

8주차
7/20(월)

17:00 – 18:30

뇌과학과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리스크

19:30 - 21:00 2차 Wrap-up / 수료식

* 18:30 - 19:30 : 저녁식사

김대식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Moderator: 권오남)

강의제목과 강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