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Job Research & Mentoring Project
with MIT & Harvard Mentor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상담 문의 : 031-828-7711~3
이메일 : artemis3@naver.com

팀 프로젝트 탐구 분야

제

목

Global Job Research & Mentoring Project

기

간

2020.01.31 ~ 02.13 (2주)

•

A Robot Walks Into a Bar (and backs out)

장

소

미국 보스턴 (교육 / 숙소)

•

Build A Smart Mobile Greenhouse

금

액

1인 $5,000 (항공 별도)

•

Mixed Media and Assembly in Art

•

Lost Wax Jewelry Making

•

Design Your Own Turn-signal Jacket

•

Son et Lumière Artwork

1) 인천 출발 – 1/31 KE091 09:30 ｜ 보스턴 출발 – 2/12 KE092 12:35
2) 개별 출발의 경우 보스턴 공항에 1일 2회 별도 픽업 샌딩 예정입니다.

•

Musical Instrument Design Challenge

프로젝트 장점

강사 프로필

모집인원

•
•

선착순 6명 한정

※ 현지 인터뷰를 통해 2팀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세계 유명 대학교 대학원생들과 교류 및 멘토링 관계 형성

Lars Hasselblad Torres

미국 벤처 창업 기업에서 특별한 직업체험 및 유학 체험

•

새로운 개념의 팀 프로젝트 체험 형 연수 실시

•

소규모 그룹 팀 별 운영으로 개인 영어 소통 능력 향상

Louis Kim

Artisan’s Asylum 대표

Founder & Director

· 前 미국 국제개발처 고문,
MIT Global Challenge 리드 디자이너

· MIT 산업공학 전공 졸업
· 現 Cambridge Creative Education 대표

Michael E. Beach

Edward Choi

Artisan’s Asylum 전자 기술 공학 교사

Mentor
· UCLA 졸업

프로젝트 안내
•

학생 상담 후 적성에 맞는 분야 선정

•

MIT&하버드&UCLA 등 명문대생들과 Mentor - Mentee관계 수립

•

하버드 & MIT 대학교 특강 (각1회)

•

Start Up CEO의 특강

•

대학교 캠퍼스 및 실험실 투어

•

시티투어

일정표
Date

Location

1일차
1/31(금)

인천
보스턴

Schedule

오전 자유시간
오후 오리엔테이션
- 하버드 특강

3일차
2/2 (일)

시티투어 및 자유시간

4~8일차
2/3~7
(월)~(금)
9일차
2/8 (토)

Project-based Learning
MIT Group Fitness Training (매일)

보스턴

· University of Illinois 치과대학 졸업

Dr. Cristina Florea

Minha Kim, PharmD, BCPS

MIT Postdoc

Mentor

·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기계 공학 박사,
생명 공학 박사

· University of Illinois 약학과 졸업

Anna Wright

Nani Kim

Artisan’s Asylum 교육 감독

Mentor

· Harvard University 교육학 졸업

· 現 MIT 공학 디자인 경영 석사 과정
· 前 Skylar Morgan Furniture,
LG Hausys American Inc. 리드 디자이너

중식 : 개인 자유식

Project 1~5회차

Project 6회차

5/6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조별로 주어진 탐구 분야 연구

MIT Group Fitness Training

10일차
2/9 (일)

보스턴 시티투어 및 자유시간
MIT Group Fitness Training

11일차
2/10 (월)

오전 - MIT 특강
오후 시내투어
MIT Group Fitness Training

12일차
2/11 (화)

보스턴 근교 아울렛 쇼핑 및 관광

13일차
2/12 (수)

보스턴 출발

14일차
2/13 (목)

· 現 미국 국방 과학 기술 연구원 산하 기관
(Raytheon Technologies) 엔지니어

중식 : 개인 자유식

중식 : 개인 자유식

2인/3인/4인 1실 등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춘 숙소

인천

Mentor

프로젝트 활동 사진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 심사위원 : 아마존 관계자 등 유명 기업 임원

Alexander Kim, D.M.D

Note

보스턴 공항 도착
짐 정리 및 휴식, 자유시간

2일차
2/1(토)

Nicholas Anastasia

인천 도착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캠퍼스 투어 및 방과 후 개인 스포츠 트레이닝 (매일)

상담 문의 : 031-828-7711~3 ｜ 이메일 : artemis3@naver.com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