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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창립 45주년을 기념
하는 종합학술대회와 정기총회에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한인 과
학자 및 기술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저희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매년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
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분야간의 협력 및 학술적 교류을 도모하
고,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
께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주재하는 여러 유관 기관을 초청하여 그 활동과 성과를
소개받고 영국 내 한인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
을 논의하는 시간도 준비하였으니, 이 자리를 통하여 영국내 대
학 및 산업계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저희 재영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공감을 나누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
는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기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계시는 중견 한인 과
학기술인들의 경험과 성취를 젊고 활동적인 한인 후배들과 공
유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영국 내 여러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이끌어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
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학술대
회와 총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1974년 11월 창립된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영국 내 한인
유학생들과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의 친목과 정보교류 및 문화,
기술적인 어려움을 상호 보완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력 있는 재원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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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임 성 우.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매년
100- 200여명의 재영 한인 과학기술자를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가 참가해, 각 전문분야별 분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포지엄 및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학술 및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분과

영국 지역별 지부

SIG-EE
SIG-Bio
SIG-ICT
SIG-DesiCon
SIG-MST
SIG-MD
SIG-MME
SIG-DA
SIG-MO

Imperial 지부
Oxford 지부
Cambridge 지부
Scotland 광역지부
남부 지부
북동부 지부
* UCL 지부
* Ireland 지부
(*: 창립준비중)

회원 등록 및 행사관련 문의: secretary@kseau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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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 (Special Interest Group) 활동은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전문
분과 모임으로, 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공 분야별 혹은 관심 분야별
연구 및 친목 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관심 분야의 정보 교류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 분과별로
정기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분과별 학술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interdisciplinary sesseion을 통하여 자신의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교류를 보다 심도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Sightseeing

4월 5일 (금)
16:00~19:00
21:00~23:00
4월 6일 (토)
45
8:30 ~ 10:50

(Brunel University London)

Clifton Suspension bridge

SIG-BIO

SIG-MD
(KUMA)

융합세션 1
● Biological science
● Medical & Dental (KUMA)

10:50~12:30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사무소
KERC 한-EU 연구혁신센터
UST 대외협력처

12:30~14:00

SIG-DA

SIG-ICT

융합세션 2
● Data analysis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14:00~15:40

15:40~16:40

1864년에 완공된 에이번 계곡에 놓여있는 다리로 마을 중심부에서는
다소 떨어져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치를 보기 위해서 찾는
곳이다. 특히 밤에는 조명 연출로 한층 더 운치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LUNCH BREAK

융합세션 1 (SIG-BIO + SIG-MD)
융합세션 2 (SIG-DA + SIG ICT)
융합세션 3 (SIG-DC + SIG-EE)
융합세션 4 (SIG-MST + SIG-MO + SIG-MME)
BREAK TIME
패널 토론

SIG-DC

SIG-EE

융합세션 3
● Design & Construction
● Energy & Environment

16:40~18:00

18:00~19:00
19:00~21:00

SIG-MST

SIG-MO

SIGMME

융합세션 4
● Material Science & Technology
● Marine & Ocean
● Mechanics, Mechatronics &
Engineering

융합세션 1 (SIG-BIO + SIG-MD)
융합세션 2 (SIG-DA + SIG ICT)
융합세션 3 (SIG-DC + SIG-EE)
융합세션 4 (SIG-MST + SIG-MO + SIG-MME)

St. Mary Redcliffe Church

Temple Meads에서 city centre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첨탑이 인상적인 교회이다.

SIG-MO
BANQUET

Best Poster Prize 수상 및 YGF 2018 참가후기 발표

21:00~23:00
4월 7일 (일)
09:00 – 12:00

2019

, EKC 2019

12:00 – 13:00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s Great Britain
1843년 브루넬이 제작한 최초의 강철선으로 근대적의 배의 기념비적인
선박이다. 선내는 물론, 스크류부분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