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기 멘토링 프로그램 안내서
“Mentoring for Career Plan and Development”
▣ IAESTE & GATE KOREA 와 고려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에서는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
로를 위한 Career Plan과 개발에 대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글로벌 일류기업과 국내외
대학에서 인재양성, 인재채용 분야의 다년간 경험한 유영수 박사를 멘토로 모시고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멘티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지속적으로 Mentoring Service를 제공합니다.

□ 추진목표
o 취업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한 우수인력 양성
o 해외취업과 연계된 해외인턴십에 필요한 실무 트레이닝, 강의를 통한 준비된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 우수인력들의 해외 인턴십 참가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획득 지원
-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 뛰어난 인적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o 실질적인 경력관리 및 전반적인 Career Planning 지원
o 첨단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Know-how 제공
o 학생들의 국내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o 소수 멘티 선발(약 20명)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멘토링 운영
□ 멘토소개 (강사)

o 유영수(柳永洙) 박사
[국내활동]

[학력]

∙서울시 벤처타운 상임이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 수석졸업 (61학번, 1965년)

∙국무총리산하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연구회 이사

·U.C. Berkeley 공과대학 석사, 박사 (1982), 및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초빙/ 겸임교수

·Biotech, 화학공학, 고분자 3개 분야 석사소유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초대원장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자문위원

[국제 활동]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위원

∙IBM 중앙연구소 연구원 (2년)

∙정보통신 정책심의 위원회 위원

∙Hewlett-Packard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15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사무총장

∙미국 Northwestern Polytechnic 대학 공대 학장/ 교무처장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연구교수

∙KASCO Technology Inc (실리콘벨리벤처기업) 창업

∙現 (사)국제벤처네트워크(IVN) 이사장

∙International Angel Investors Institute 실리콘 벨리 본부 이사

∙現 국제인턴교류협회(IAESTE/GATE KOREA) 사무총장

∙Beijing Institute of International Business대학 객좌교수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Center for Entrepreneurship 자문위원

1

□ 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및 일정
2011년
구 분

9월 둘째주

9월 셋째주

9월 넷째주 9월마지막주 10월~11월

프로그램 계획완성
홍보 협조
참가학생모집
서류 검토 및 인터뷰
최종 합격자 발표
멘토링 첫 미팅
멘토링 실시
수료증 발급

완료시

o 9월 둘째주: 프로그램 최종 계획 완성 및 관련 기관에 협조 및 홍보 요청
o 9월 셋째주: 이메일(admin@gatekorea.org)을 통해 참가학생 지원서 제출
o 9월 넷째주: 1차 서류 검토 후 인터뷰 실시,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개제, 멘토링 첫 미팅
o 9월 ~ 11월: 8주 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o 11월 종료시: 사단법인 국제벤처네트워크 수료증 발급, 우수 참여자 포상(계획), 해외인턴십정보 제공
나. 주요내용
해외 일류 기업인 IBM 과 HP의 책임연구원, Northwestern Polytechnic University 학장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연구 및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및 채용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영
수 박사가 멘토가 되어,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Know-how와 경력관리와 해외 취업 및 인
턴십 정보를 제공
o 소수의 멘티를 선정하여 취업 뿐 만 아니라 앞으로의 Career Planning에 대한 철저한 지도
o 영어 점수는 높지만, 해외 취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영문 이력서, Cover letter 작성법, 영
어 인터뷰 노하우에 대한 강의 실시
o Mentoring 과정 후에 별도과정으로서 해외 및 국내 기업에서 선호하는 Leadership training과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Process 교육
o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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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일정
주

프로그램명

강사

장소

시간

멘토링 프로그램

유영수

미래융합

9월29일(목)

소개

박사

기술관

17:00~19:00

고대

1주차

107호

프로그램 내용
▸멘토와 멘티(수강자) 자기소개 시간
▸멘토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강의내용 개요 소개
▸적성검사 및 평가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및 개발을 위한 자체

2주차

적성검사

유영수

(Self Assessment)

박사

″

10월 6일(목)

검사

17:00~19:00

▸취업 VS. 창업?
▸인생의 Turning Points
▸Career Paths 전략
▸어떤 Job Skill이 필요한가?

채용자가 원하는

지원자는?
3주차

Job Skill

유영수

Development

박사

″

10월 13일(목)
17:00~19:00

▸채용자의 입장에서 본 구직자의 Job Skills
▸평생 취직은 가능한가? 창업을 왜 해야하나?
▸Survival Strategy in a project-based economy
▸Why Internship? Why International Internship?
▸유급 인턴십 채용 전략 (해외 기업연구소, 해외

유영수
해외 인턴십에
4주차

도전하라!
- 전략 및 준비

박사
한국인
턴생
해외인

정부출연연구소, 해외 대학연구소)
사무국
Conference

Room

10월 22일(토)
14:00~18:00

5주차

영문 서류작성
Training

6주차

기업 방문

▸해외인턴십 지원시 필요한 영문 이력서, Cover

유영수

미래융합

10월 27일(목)

박사

기술관

17:00~19:00

107호

협의중

7주차

초청강의

협의중

▸이공계 관련 국내 우수 기업 방문

09:00~17:00

▸기업관계자와의 만남, Q&A 시간

미래융합

11월 10일(목)

기술관

17:00~19:00

8주차

Goodbye Party

모두

사무국
Conference

Room

▸성공적인 인턴십을 위한 강의 제공

11월 5일(토)

107호

참가자

letter 및 지원서류 작성법 교육
▸Reinvent your career!

고대

외부인사

▸해외 인턴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경험담 나누기
경험담 나누기

고대

협의중

(Preparatory Program)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학생의 인턴 생활

턴생
해외 인턴십

▸해외 유명 유급인턴십(IAESTE) 준비과정

11월19일(토)
17: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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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초청강의
▸학생들에게 자기경험담 및 비전제시
▸Q&A 및 담소의 시간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강 Party
▸수료증 증정
▸우수 참여자 포상(계획)

라. 기타사항
o 참가 자격
1) 대상자: 고려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소속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약 20명)
1~2학년생 우대
이공계 분야 진출을 꿈꾸는 학생 우대
해외 인턴십 및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
미래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멘토가 필요한 학생
Career Planning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
2) 지원기간: 2011년 9월 25일(일) 18:00 지원 마감
3) 지원방법: 참가 서류(별첨) 작성 후 admin@gatekorea.org 첨부
4) 진행절차: 1차 서류 검토->인터뷰(9월20일~28일)->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5) 합격발표: 2011년 9월 28일 화요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9월 29일(목) 멘토링 시작
6) 참가비: 50,000원
o 주관: 사단법인 국제벤처네트워크
o 주최: 고려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o 후원: 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 IAESTE/GATE KOREA
o 장소 1 - 사무국 Conference Room(6층)
-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0분
-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마을버스 11번 탑승 후 예술의 전당 하차

o 장소2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기술관 107호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4번 출구 도보 5분
- 9월 29일(목), 10월 6일(목), 10월 13일(목), 10월 27일(목), 11월 10일(목)
- 시간: 오후 5시~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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