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차세대 한국내 과학기술리더로서 싱가포르내 세계적인 대학 및 연구소내 

연구실 견학 및 한인 과학기술자와 만남과 토론을 통한 글로벌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폭넓은 경험.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외연 확장과 

글로벌 트랜드에 발맞춤. 

 글로벌 캠퍼스 시티에서 견학 및 생활을 하면서 글로벌 트랜드 교육 

나. 필요성 

 국내외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최신 글로벌 트랜드와 함께 

앞으로 한국의 과학을 이끌 차세대 인재의 역량제고 

 국가 과학기술 국제화와 해외 한인과학자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싱가포르 케이스를 통해서 한국국가과학 업그레이드 

 

2. 프로그램 주제명 및 일정별 세부계획 

가. 주제명 (분과 구성 시 각 내용별로 구분 작성) 

 1일차 ( 8월 24일 월요일): Arrival  

o 싱가포르 도착 

 2일차 ( 8월 25일 화요일):   

o 오전: 오리엔테이션 – 교육 일정 및 싱가포르내 연구활동 소개 

o 오전: NTU내 한인 교수 연구소 방문 – Translational Science Center 방문 

o 오후: 한인학생회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교류협력 사업 운영계획서 

재외과협명 재싱가포르한인과학기술자연합회 (KSEASG) 

프로그램 주제명 싱가포르; 과학기술의 아시아 허브 

프로그램 

기간 및 장소 
2020년 8월 24일 – 2020년 8월 30일 



o 오후: 멘토, 멘티 네트워킹  

o 저녁: Free time (Walk to Campus, Yunnan Garden) 

 3일차 ( 8월 26일 수요일):   

o 오전: NTU CBSS (Centre for Biomimetic Sensor Science) / NTU Industrial 

4.0 (Liavable Campus for Smart Campus City) 견학 

o 점심: Canteen 한인학생회  

o 오후: Natioanl Museum of Singapore 견학 

 4일차 ( 8월 27일 목요일):   

o 오전: 싱가포르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견학 

o 오후: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방문 

o 오후: AKC2020 참석 

 5일차 ( 8월 28일 금요일):   

o 오전: AKC2020 참석 

o 오후: AKC2020 참석 – 포스터 발표 

o 오후:한,베트남 등 과학기술포럼 개최 

 6일차 ( 8월 29일 토요일):   

o 오전: AKC2020 참석 

o 오후: 과총 YGF/YPF Alumni Forum 개최 

o 밤: 한국 출국  

 7일차 ( 8월 30일 일요일): 한국도착 

 

 

 

 

 

 

 

 

 

 



나. 일정별 세부계획(안)                                     

(2020. 2. 11.)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1일차 

[8/24 (월)] 

  인천공항 집결, 출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공항 

 
 싱가포르 도착 

 숙소 이동 

NTU, Nanyang 

Executive Centre 

2일차 

[8/25 (화)] 

09:00-

10:00 
 오리엔테이션 한인학생회 회장 

10:00 – 

11:00 
 NTU내 연구실 방문  박수현 

10:00 – 

12:00 
 NTU내 연구실 방문 황영규 

12:00- 

13:30 
 점심 Canteen 

13:30 – 

14:30 
 한인 학생회 미팅 회장단 

14:30 – 

16:00  
 NTU내 한인 학생 및 포닥과 교류   

16:00 – 

17:00  
 멘토,멘티 네트워킹  

17:00 - 

20:00 
 Walk to Liaviable Campus  

3일차 

[8/26 (수)] 

 

09:00- 

10:15 

 NTU CBSS (Centre for Biomimetic Sensor 

Science) 견학 
조남준 

10:15-

11:30 

 NTU Industrial 4.0 (Liavable Campus for 

Smart Campus City) 

문승기, 

한인학생회 

12:00-

13:30 
 점심 Canteen 한인회  

13:30- 

17:00  
 Natioanl Museum of Singapore 황영규 

18:00-

20:00 
 저녁 및 싱가포르 교수들과 미팅 NUS 



4일차 

[8/27 (목)] 

9:30-

12:30 

 싱가포르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견학 
박수현 

13:30– 

16:00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방문 

정상용, NUS 

학생회 

16:00-

22:00 
 AKC2020 참석  황영규 

5일차 

[8/28 (금)] 

09:00-

21:00 
 AKC2020 참석 황영규 

6일차 

[8/29 (토)] 

09:00 – 

13:00 
 AKC2020 참석 

 

13:00- 

20:00 

 과총 YGF/YPF Alumni Forum, 공항이동, 

한국출국(23:10) 
 

7일차 

[8/30 (일)] 
05:00  한국 도착 

대한항공/ 

아시아나 

 *견학시 해당 기관의 멘토와 학생들과의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 

 

멘토 명단 

송주하(NTU) – 바이오 

김태형(NTU) – 반도체 

조남준(NTU) – 재료 

이석우(NTU) – 에너지 

제현수(NUS-DUKE) – 바이오 

이종민(NTU) – 화학/화공 

유봉근(I2R, A*STAR) – 정보, 통신 

장현기(IME, A*STAR) – 반도체 

정상용(SBIC, A*STAR) – 바이오  

최원재(ICES,A*STAR) – 화학 및 화공 

 

 

 

 

 



3. 교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한국내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들에게 싱가포르 대학 및 정부연구 기관의 과학및 

기술개발 현장을 견학하고 현지 한인 교수와의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 글로벌 

연구 환경 및 방향을 국내에 접목.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들 사이의 긴밀한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  

 싱가포르 스마트 시티 투어를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리더의 국제적 시야를 

넓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나. 활용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된 외연을 향후 한국-싱가포르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기반으로 활용 

 향후 양국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관련 정부기관에서 해외 학술 및 인력교류 

협력사업 기획을 위한 차세대 협력사례 자료로 활용.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한국내 차세대 과학기술인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국제협력, 국외 진출 및 공동연구 등 모색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