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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영한인과학기술자
협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모든 회
원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
으니, 재영과협 회원 분들과 그 외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한인 과학자
및 기술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
립니다.
저희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매년 개최하는 종합학술대
회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분야간의 협력 및 학술적 교류을 도
모하고,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
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유럽에 주재하는 여러 유관 기관을 초청
하여 그 활동과 성과를 소개받고 BREXIT 이후 영국 내
한인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
는 시간도 준비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부생 및 석/
박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
고 있으니, 이 자리를 통하여 영국내 대학 및 산업계에
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저희 재영 한인 과학기
술인들이 함께 공감을 나누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
는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고국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
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중견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경험과 성취를 젊고 활동적인 한인 후배들과 공유하여, 더 많
은 과학기술인들이 영국 내 여러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
초를 제공하고 이끌어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
다.

1974년 11월 창립된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영국 내
한인 유학생들과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의 친목과 정보교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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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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6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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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금) - 29일 (일)
Crowne Plaza London Hotel Heathrow
(West Drayton, UB7 9NA)
https://www.kseauk.org

전공별분과
BIO
DA
DesiCon
EE
ICT
MD
MME
MO
MST
Young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학술대회와 총회에서 뵙
기를 바랍니다.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임 성 우

Registered Charity no. 1174740 in England and Wales

Sponsored by
회원 등록 및 행사관련 문의: secretary@kseauk.org

TECHNICAL
GROUP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는 전공 분야별 혹은 관심 분야
혹은 연구 분야 별로 다양한 전문 분과 모임이 구성되어있습
니다. 각 분과들은 협회의 지원을 받아 관심 분야의 정보 교
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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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의 교류를 보다 심도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27일 (금)

행사

16:00 - 19:00

행사 등록 준비

21:00 - 23:00

분과별 네트워킹

3월 28일 (토)

학술대회

09:00 - 10:40

46주년 기념식 및 축사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기조강연
Prof. Kei Cho (KCL)

10:40 - 11:00

Coﬀee Break

11:00 - 12:40

재유럽 파견 기관장/재유렵 파견 기업체 인사와의 전문
패널 토론

12:40 - 13:40

Lunch

13:40 - 15:00

취업설명회 (for UG/PG) /
Machine learning for Beginners

15:00 - 16:00

Coﬀ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16:00 - 18:30

테마별 융합세션

18:30 - 19:00

Networking / Break

19:00 - 21:00

Banquet
Best Poster Prize 및 2019 YGF/YPF 후기 발표

21:00 - 23:00

Networking

3월 29일 (일)

정기총회

09:00 - 12:30

2020년 정기총회

12:30 - 13:00

점심식사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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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OME

PROGRAMME

ICT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재영한인 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 (WWW.KSEAUK.ORG)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y Car

Stockley Road, West Drayton, Middlesex, London |
UB7 9NA | United Kingdom | 44-871-9429140
* Parking is complimentary for all guests who
attend the KSEAUK meeting. Please input your
registration numbers at the reception.

By Train

Oﬀ West Drayton Mainline station
Turn left out of station onto Station Approach, turn
left again onto Station Road. Continue as this
changes to Sipson Road. Bear left onto Cherry
Lane and the hotel in on the left hand side

By Subway (from Heathrow T1,2 and 3)

Follow signs for all routes which takes you out of
the airport onto the Heathrow Spur road. Follow
this road and take the far right hand lane
signposted Uxbridge. Pass under the M4 motorway
and get into the left lane. Hotel is on the left.

By Shuttle bus (from Heathrow T5)

Follow the signs for the bus terminal. Taking H51
Hotel Hoppa bus at stop no. 17. The return journey
fare is £11 (on board).
*You can download bus time table from https://www.kseau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