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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SE 여성R&D 인력 창업컨설팅 계획(안)

2020. 01. 13

 □ 개요

  ㅇ (목적)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실무역량 강화 및 진출 확대 기반 구축

  ㅇ (지원대상) 창업에 관심있는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여성과학기술인 10인

  ㅇ (추진전략 ) 과학기술분야 여성기업인과의 네트워킹 및 자문으로 구성된 

여성R&D인력 대상 맞춤형 창업 컨설팅 운영

  ㅇ (주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ㅇ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ㅇ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2시~15시

  ㅇ (장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 512호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소요
사회: 정은혜 교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12:00 ~ 13:00 60‘ [오찬 및 네트워킹] 등록

13:00 ~ 14:00 60‘

[초청 토크] 산업현장 리더 여성과학기술인 4인
- AI, 3D프린팅, 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환경

민윤정 CEO (KONO)
오서빈 대표 (RADON)
이레나 원장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이진수 실장 (한국광해관리공단)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사례 발표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창업과 성장까지’ ‘장단점과 애로사항’ 등

14:00 ~ 15:00 60‘
[그룹별 컨설팅] 멘토-멘티 그룹의 심층 자문

‘멘티 소개’ 후 창업 관련 Q&A와 멘토링
‘여성기업인으로서의 네트워킹 전략, 역량개발’ 등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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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여성R&D인력 창업컨설팅 웹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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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개

111111111111111  개  요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 목 적
○ 과학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
○ 정보와 지식교류를 통한 연구 업무의 협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과

권익 옹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

222222222222222  주요연혁 및 회원현황

□ 주요연혁
○ 1993. 09. 20.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창립
○ 1995. 09. 02.   공익사단법인 설립인가 (과학기술처)
○ 1997. 06. 2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 가입
○ 2002. 07. 29.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INWES)1) 창립 발기인 대회
○ 2003 ~ 2004    부산울산경남지부(2003), 광주전남지부(2003), 대구경북지부(2004) 결성

□ 회원현황 (2019. 12월 기준)

○ 회원수 : 1,809명 
○ 학위별 : 박사(71%), 석사(23%), 학사(5%), 기타(2%)
○ 기관별 : 공공연구기관(37%), 대학(35%), 산업체(9%), 정부(4%), 기타(15%)

□ 역대회장

1,2대
(‘93~99)

3,4대
(‘00~’03)

5대
(‘04~’05)

6대
(‘06~’07)

7대
(‘08~’09)

8대
(‘10~’11)

9대
(‘12~’13)

10대
(‘14~’15)

11대
(‘16~’17)

12대
(‘18~’19)

13대
(‘20~

오세화정광화정명희이공주원미숙민병주신용현한성옥부하령윤혜온임효숙

前한국화학
연구원

(책임연구원)

前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원장)

한국화학
연구원

(명예연구
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보좌관)

동의대학교
(초빙교수)

울산과학
기술원

(초빙교수)

바른미래당
(제20대 
국회의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본부장)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센터장)

1) INWES : 2002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6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임.
KWSE는 INWES 창단회원, 3, 4대 회장을 배출한 아시아 지역 대표 NGO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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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  활동내용

□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 국가과학기술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의 선도적 역할
○ 여성과학기술 평가위원 Pool 구축 및 활용

□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
○ 여성과학기술인 복지정책 제안 및 사업 추진
○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안정화 방안 제시
○ 글로벌 리더십 강화 워크숍 개최

□ 학술연구 교류 및 과학문화 확산
○ 융복합 과학기술 분야 학술대회 개최
○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과학교육의 저변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사업 운영

□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강화
○ 국제여성과학기술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 아시아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킹 중심 역할
○ 재한 외국인 여성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444444444444444  수상실적

❍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 2013   대덕연구개발특구 40주년 기념 유공자 대통령표창

❍ 2011   제16회 여성주간 유공자 국무총리표창

❍ 2010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지원사업’ 사업수행 우수기관 선정, NIS-WIST

❍ 2003   제8회 여성주간 유공자 여성부장관표창

❍ 2002   대한민국 국회과학기술대상 올해의 과학기술단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