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에 머무르지 않고 최초에 도전하는 대학’ UNIST 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 및 미국
주요 대학들을 방문합니다.
UNIST 는 한국의 산업수도 울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입니다. 100% 영어강의 등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과 최고의 교수진, 최첨단 연구 시설을 갖추고, 2015 년 하반기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이날 정무영 UNIST 총장이 과학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여러분을 만나 UNIST 의 눈부신
발전상과 앞으로의 목표, 비전 등을 공유하고, 우수 인재를 만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면담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꿈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이라는 UNIST 의 비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주 최: UNIST(울산과학기술원)
2. 초빙 분야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duct Design
Chem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Management, Finance & Accounting)
※ 각 분야별 초빙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참석 가능하시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 방문 일정
8 월 7 일(월)

Univ. of Toronto

8 월 8 일(화)

Univ. of Waterloo

8 월 10 일(목)

Univ. of Maryland, College Park

8 월 13 일(일)

UIUC

8 월 15 일(화)

Harvard Univ.

8 월 17 일(목)

UC San Diego

8 월 18 일(금)

Caltech

8 월 20 일(일)

UC Berkeley

※ 각 대학(기관)별 상세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연락
※ 본인의 소속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학(기관)에서 면담 가능
※ 희망자 수가 미비할 경우 혹은 불가피한 일정변동으로 인해 해당 대학(기관)은 취소 혹은
일정 수정 가능
4. 방문자: UNIST 정무영 총장, 배성철 산학협력단장(생명과학부 교수),
신현석 연구지원본부장(자연과학부 교수)
5. 면담 형식(오후 진행예정)
- 학교설명회 및 Q&A 면담: 1 시간
- 저녁식사 및 자유로운 면담: 1~2 시간 내외
※ 저녁식사는 대학별 15 분까지 제공하여 드립니다(선착순). 모든 분들을 대접하여 드리고
싶으나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1:1 개인 면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면, 일정 상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 가능합니다.(1 인당 10 여분 예정)
6. 초청대상자: 졸업예정 박사과정 / Postdoc 이상 연구원 / 교원 등 UNIST 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7. 면담 신청방법: KST 7/16(일)까지 이메일(faculty@unist.ac.kr)로 면담 신청양식과 CV 를 첨부하여
송부
※ CV 제출을 원치 않으시면, 면담 신청양식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8. 문의: UNIST 교무팀 이준호(faculty@unist.ac.kr)

첨부: 면담 신청양식 1 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