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영과협 제 45주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2019년 4월 5일 Bristol에서 2박 3일에 걸쳐 창립 45주년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재영과협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매년 200여명의 재영 한인 과학기술자를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가 참가해, 회원들의 학술 및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전문분야별 분과(Special Interest Groups)들이 같이 모여 학술활동 및 네트워킹을 함께
하는 interdisciplinary session을 가짐으로서, 자신들의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더 넒은 스펙트럼의 지식과 경
험을 접함으로서 회원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한마당 잔치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일정 및 장소
1. 일시: 4월 5일 (금) ~ 7일 (일)
2. 장소: Mercure Bristol Grand Hotel (지도: https://www.google.com/maps/place/)
Mercure Bristol Grand Hotel, Broad Street, BS1 2EL, BRISTOL, UNITED KINGDOM
3. 4월 6일(토) 8:30시부터 Reception에서 등록

공지사항
1.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
• 재영과협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2019년도 재영과협가입 및 총회/학술대회 참가
신청 모두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kseauk.org)
2. 참가등록
• 접수기한: 3월 1일 ~ 22일 (금)
•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등록은 재영과협회비납부 승인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3. 학술대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 제출기한: 3월 22일 (금)까지
• 구두 및 포스터 발표자 발표지원비: £50
• 포스터 우수상: 상장 및 상금 £200 수여
(심사대상: 석/박사 학생 발표자 포스터)
4. 교통, 숙박 지원 관련
• 행사 참석을 위한 지원비는 재영과협 회원에게만 지원됩니다.
•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께 숙박비 최대 £75/night 지원
i. Early bird (선착순 1-50명 등록자): £75/night,
ii. 이후 지원자 (선착순 50-100명 등록자): £50/night,
iii. 선착순 100명 이후 지원자: 지원금 없음
iv. 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반드시 증빙자료를 재영과협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행사 일정  구체적인 일정/안건은 차후 업데이트 예정
4월 5일(금)

행사

16:00~19:00

행사 등록 준비

21:00~23:00

분과별 네트워킹

4월 6일(토)

분과별 학회 일정

08:30~9:30
09:30~09:40
09:40~09:50
09:50~10:50

45주년 기념식
행사등록
개회선언, 국민의례, 환영사
축사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선남국 공사 & 황성훈 과학관
기조강연  이하빈 교수, Brunel university

10:50~11:20
11:20~11:50
11:50~12:20
12:20~12:50

재유럽 연구사업 지원기관 소개
KEIT 전준표 소장
KIAT 박천교 소장
KERC 김면중 센터장
UST 박갑동 처장

13: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5:40

분과별 구두 발표

15:40~16:40

TEA BREAK 및 포스터 발표

16:40~18:00

분과별 융합토론

18:00~19:00

SIG-MO 창립 총회 및 휴식

19:00~21:00

저녁만찬
Best Poster Prize 수상 및 2018 YGF/YPF 후기발표

21:00~23:00

네트워킹

4월 7일(일)

정기총회
2019년 정기총회
개회사 및 재영과협 2018년도 활동경과 보고

09:30~12:00

12:00~14:00

2019년도 예산 및 할동계획
EKC 2019 일정 공지
재영과협 기타 토의
폐회사
점심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