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말씀
21세기 세계는 지식경제를 넘어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

INVITATION

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조직의 미래를 좌
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인재발굴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창조경제를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

Ewha – Sweden Innovative Seminar
‘A Creative Economy and Universities’

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여성들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스웨덴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대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스웨덴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스웨덴의 여러 대학 관계자들을 모시

일 시 2013년 11월 12일(화) 13:30 ~ 17:00

고 스웨덴의 발전을 이끈 창의적 혁신과정에서 대학이 수행한 역할에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ECC B4층)

대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

주 최 이화여자대학교, 주한스웨덴대사관

한민국 정부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창의성 계발을 통

후 원 스웨덴 대외홍보처

한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미래를 위해 대학, 기업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총 장 김 선 욱

프로그램

오시는 길
사회: 정제영 기획처부처장 (이화여자대학교 )

시간
13:30 ~ 14:00

행사 내용
등록
개회식

14:00 ~ 14:10

∙ 개회사: 김선욱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 축 사: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 (주한스웨덴대사관)

주제발표
카린 베리마르크 부총장 (스톡홀름대학교)

「세계 최고의 창조 도시 스톡홀름 학생들의 혁신과 창조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노 경 원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에서 대학과 정부의 역할」

14:10 ~ 15:30

안더스 말름베리 부총장 (웁살라대학교)

ECC 주차장 입구

「지식기반 경제 성장을 위한 대학의 창조적 역할과 동인국제적 연구분야 집중을 통한 고찰」
이 인 표 학장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라몬 위스 국제교류처장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교육을 통한 혁신 – 지식 트라이앵글 통합에 대한 실천」

15:30 ~ 15:45

휴 식
좌 장
최진호 부총장 (이화여자대학교)

15:45 ~ 16:40

16:40 ~ 17:00

패 널
발표자 5명 외
김재금 과장 (교육부 대학정책과)
밀다 뢴 대표 (스톡홀름 산학협력 기업(Praxikon,Humsamverkan))
김윤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질의 응답 및 폐회

※ 영어 및 한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 (B4층, GATE 3, 4)
주차장 이용 안내
ECC 주차장 지하 5~6층 주차 후 엘리베이터 5, 6번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