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방식 순번 이름 소속 주제
선호 지역

* 공란일 경우 전국

선호대상

*공란일 경우 무관
비고

1 고재욱 강원대 철학과 명예교수 ∙ 미래 사회와 창의성 높이기-독서와 글쓰기 강원, 경기북부

2 김동선 경북대 컴퓨터학부 교수 ∙ 왜 코딩을 해야 하는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월, 금

3 김성국 연세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 과학과 사회

∙ 컴퓨터, 인공지능

∙ 사람, 사회, 과학

∙ 과학과 사회과학, 도구의 진화

비수도권 고등학생 선호 수, 금

4 김영 인하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책 읽기 고등학생 선호 화, 수, 목 오후

5 김영하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 나의 역사공부 이야기 관심있는 학생 대상의 소규모 강의

6 엄연석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소장

∙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전공 탐색과 리더십 배양

∙ 코로나19 시대의 민주주의와 유학의 예악론

∙ 논술과 면접을 위한 고사성어 여행

∙ 한국사 위인의 리더십 훈련과 철학심리상담

화, 목, 금

7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예쁜 꼬마 선충에서 찾는 생명과학 비수도권, 경남 고등학생 선호

8 정도원 성균관대 한국철학과 교수 ∙ 잘 듣고 바르게 이야기 하기

9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현대중국의 이해 고등학생 선호 10월 이후 가능

10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 어쩌다 국제협상가 vs 준비된 국제협상가

∙ 한국은 왜 국제협상에 약한가
비수도권 고등학생 선호

11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계획을 세워 공부하고 실천하는 방법 월, 화 오후

12 하윤경 홍익대 기초과학과 교수 ∙ 꿈을 향하여 과학적 사고로 무장하라! 비수도권 고등학생 선호 금

13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나? 과학적 해답을 찾아서 고등학생 선호 월, 수 오전 제외 조정 가능

14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정치와 정치철학 목, 금 (10월 이후)

15 안정호 서울대 지능정보융합학과 교수 ∙ IT 기술의 동향 고등학생 선호 금

16 유혜영 New York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 우주를 내 무대로 만드는 법: 세상은 넓고 경험할 것은 많다
한국시간 오전 (09:00~12:00) or 한국

시간 저녁(20:00~22:00)

17 이강욱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수
∙ 인공지능(AI) 전공 소개

∙ 인공지능(AI) 심화 특강

18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허위정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고등학생 선호

19 정덕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 21세기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와 인문학자로 살아가기

∙ 한국 복식의 기원과 문화정체성

∙ 전통의 재해석과 세계화의 관계 : 신라국왕에 담긴 의미

고등학생 선호 금(조정 가능)

20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 나노는 예쁘면서 쓸모도 많아요 고등학생 선호 10~12월

직접방문

온라인(줌)

2021년 하반기 드림렉쳐: 너만의 꿈을 키워라! 연사 리스트



21 권영준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 암흑세계의 신비를 찾아서

∙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고등학생 선호 목, 금(전국) / 수 오후(수도권)

22 기정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교수 ∙ 신약개발 과정과 화학의 역할 부산, 울산 고등학생 선호 월, 수(오전) 및 목 제외 조정 가능

23 김동주 KAIST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 인류세(Anthropocene)와 기후변화

∙ 맛, 입맛, 기억: 음식의 인류학
수도권, 충남, 전북, 대전 고등학생 선호 목, 금

24 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지속가능성, 우리 시대의 과제

∙ 일과 직업의 미래

∙ 세계화와 우리의 미래

고등학생 선호 목, 금

25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제도 디자이너"로서의 정치학자와 행정학자 월, 수, 금 오후

26 김용학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AI Proof 인간

∙  Academic Life
고등학생 선호

27 김정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미운 오리 새끼의 인생역전: 한류가 주는 진짜 교훈 수도권 수, 목

28 김종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 RNA 생체컴퓨터 경남, 경북 고등학생 선호 화, 목 오후

29 김충익 서강대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 화학 vs 화학공학 뭐가 달라요 고등학생 선호 월, 화, 목 오후 / 수, 금 전일

30 박명구 경북대 천문대기과학과 교수 ∙ 별, 블랙홀, 우주론, 외계행성, 외계인 등 대구, 경북 월, 금 오후

31 배경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 중국의 시대와 우리의 진로
부산, 경남(직접 방문의 경우) 고등학생 선호 월, 화, 금

32 변지원 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바이링구얼 시대, 재앙인가 축복인가

∙ 두 개의 혀
12월

33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트럼피즘: 등장, 진행 그리고 미래

∙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 잔여사회와 공연정치를 넘어서

수도권(직접 방문의 경우) 고등학생 선호 금 오후 / 화, 목 전일

34 송미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1일 1범? 우리 시대의 판소리

∙ 유성기음반과 함께 만나는 100년 전 판소리
월, 금

35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일자리의 변화 11월 중순 이후 / 목, 금 오후

36 신기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 초연결사회와 인공지능 서울 강북지역 월, 수, 금 오전

37 신용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 원자 길들이기 (Taming Atoms) 수도권, 강원 10~11월

38 신창환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Dream High! Aim High!: 반도체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화

39 여영서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 과학하는 인간의 베이즈주의 수, 금

40 윤세리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 미래의 예측과 내 장래의 설계 서울 9월 1~24일 / 12월 13~31일

41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세계화와 그 반발, 그리고 미래

∙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21세기 국제정치의 도전
수도권 월, 화, 목, 금 오전

42 이상익 부산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사람다움의 길 부산, 경남 화, 금

43 이영환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철학에서 본 사랑과 욕망 수도권 월, 화, 목, 금

44 이옥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평화로운 정권교체: 미국 사례

∙ 미국의 대통령 만들기

∙ 트럼프 시대, 미국과 세계를 진단하다

고등학생 선호 수, 금

45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상상력과 사회과학자가 되는 길

∙ 네트워크 사회와 사회혁신
강원, 충남 고등학생 선호 11~12월

모두가능



46 이재훈 KAIST 겸직교수, 딥서치 연구소장 ∙ 머신러닝을 이용한 금융 데이터 분석 자동화 서울, 충북 청주 고등학생 선호 10월 제외

47 정진욱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 먼저 가본 길

∙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고등학생 선호 토

48 정현식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 꿈의 신소재 그래핀

· 2014년 노벨물리학상: 청색 LED와 조명혁명
비수도권 고등학생 선호 수, 금

49 최연구
럭스로보 고문,

부경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과 인간의 미래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과 문화

∙ 미래를 예측하는 힘: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화, 수

50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학의 역할 고등학생 선호 10~11월 / 월, 화

51 홍석종 제이피모건은행 본부장 ∙ Connecting the Dots: 나의 걸어갈 길 - 비전 찾기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만

모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