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5기 수료,
제6기 입학
미래를 이끄는 창조적 전략 학습의 장
대한민국의 공공부문과 민간의 창조적 사고 역량 향상을 목적으

공부문의 리더들이 본 과정을 통해 더욱 폭넓은 식견과 미래전략역

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개설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량을 함양함으로써 의미있는 정책을 펼치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ASP)이 9월 22일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생 입학을 맞이한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이번 과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총 15

입학식 다음 주인 9월 29일에는 제5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주차(45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18:30~21:30)에 KAIST 문술미래

(ASP)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3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5

전략대학원 세종시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주 동안 진행되어 온 제5기 과정은 9월 22일 제6기 국가미래전략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KAIST 교수진들이 자율자동차, 복잡계

고위과정 입학식과 더불어 제5기와 제6기 과정생 간의 합동 교육

와 빅데이터, 대한민국 신산업전략, 사물인터넷 미래전략, 인공지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

능 미래전략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주요 분야의 기술

증이 수여되고, KAIST 동문 자격과 함께 각종 동문 행사 및 강연회

적 방안을 직접 강의한다는 데 강점이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공

참가 특전이 부여된다.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일정
순서

강의 주제

1
(9.22.목)
2
(9.29.목)
3
(10.6.목)
4
(10.13.목)
5
(10.20.목)
6
(10.27.목~0.29.토)
7
(11.3.목)
8
(11.11.금~11.12.토)
국내 Workshop
(1박 2일)
9
(★)
(11.17.목)
10
(★)
(11.24.목)
11
(★)
(12.1.목)
12
(12.8.목)
13
(2.23.목)
14
(3.16.목)
15
(3.23.목)

제6기 ASP 입학식
미래학개론(5,6기 합동과정)
제5기 ASP 수료식
(6기)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
자율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현황 및 전망
복잡계와 빅데이터로 본 미래전략

강사

대한민국 신 산업전략
제4차 산업혁명, 역동적 기회의 창이 열린다.

강성모 KAIST 총장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조동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정하웅 KAIST 물리학과 교수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 경제수석, 기재부차관, 은행연합회장, 우리은행 회장)
임춘택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해외 Workshop(2박 3일, 중국 상해)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일자리 중심의 경제전략

미래 공공조직을 위한 파괴적 혁신 전략
(Disruptive Innovation Strategy for Future Public Organization)
사물인터넷(IoT) 미래전략

김성희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3차원 미래예측실습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문화기술 미래전략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전략
인공지능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구프로젝트 토론
로봇 미래전략
Data-driven Journalism
Civic Design Thinking
(스텐포드 D school의 public분야 적용)

이동만 KAIST 전산학부 교수
김원준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오준호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성희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제6기 연구프로젝트 발표회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제7기 ASP 입학식
국가미래전략 특강(국제외교와 안보)
(6기, 7기 합동과정)
제6기 ASP 수료식
(7기)에너지 사용과 환경의 미래

강성모 KAIST 총장
김정섭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 상기일정과 강사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파트너와 함께 동반 수강할 수 있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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