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Young Generation Forum (YGF) & Young Professional Forum (YPF)
15 – 16 October 2021
Hosted by KASEA
Sponsored by KOFST

Program (시간은 Sydney time 기준임)
Day 1 (Fri, 15 October)
Time
08:00-09:00

Schedule (* YGF/YPF 별도로 진행)

Remarks

등록 (registration) 및 온라인 연결 등 시스템 확인: 담당자

개회식 (Opening ceremony)
09:00-09:15

개회 선언 및 안내: 사회자

09:15-09:30

개회사 (opening address): 이미경 (conference chair & KASEA 회장)

09:30-09:45

환영사 (welcome address): 이우일 (과총 회장)

09:45-10:00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기조강연 (Plenary lectures)
10:00-10:30

기조강연 1: Prof Chris Pettit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Sharpening land and property decis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10:30-11:00

기조강연 2: Dr 안호석 (University of Auckland, NZ)
‘Robot System - Pollination and Harvesting’

11:00-11:30

휴식 (coffee/tea break)

국가별 대표 발표 및 연구기관 소개
11:30-12:30

국가별 대표 발표: YGF 참가자

12:30-13:30

연구기관/시설 소개: Showcase of Australian & NZ Research Institutes

13:30-14:00

휴식 (coffee/tea break)

그룹 토론 1 (breakout session for group discussion)
14:00-14:15

그룹 토론 준비: 그룹 토론 설명 및 소그룹 break out

14:15-15:00

그룹 토론 1 (YGF 와 YPF 각각 7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 진행)*
•

Group 1: Offline Australia 1

•

Group 2: Offline Australia 2

•

Group 3: Offline New Zealand

•

Group 4-7: Online 1-4

Offline 6 개
Online 8 개

(Topic: AI and Jobs in the Future)
Students can decide their own title within this broad topic.
15:00-15:30

각 소그룹별로 그룹 토론 내용 정리 및 발표 준비 (각 발표 5 분씩)

15:30-16:00

휴식 (coffee/tea break)

16:00-17:10

그룹별 토론 내용 발표: 각 그룹 대표 (5 분씩 발표)

Day 1 종료 및 환영 만찬 (Closing Day 1 & welcome reception)
17:10-17:20

Day 1 요약 및 Day 2 안내: 사회자

18:30-20:00

환영 만찬 (welcome dinner)

Offline 3 곳

Day 2 (Sat, 16 October)
Time
08:00-09:00

Remarks

Schedule (* YGF/YPF 별도로 진행)
등록 (registration) 및 온라인 연결 등 시스템 확인: 담당자

Day 2 안내 및 기조강연 (Day 2 Opening & plenary lecture)
09:00-09:15

Day 2 안내: 사회자

09:15-09:45

기조강연 3: A/Prof 이태현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Z)
‘Beyond the Metaverse, Teleport to the Video’

09:45-11:00

YGF 와 YPF 와의 만남
(Q&A with a panel of academics from different disciplines)

11:00-11:30

휴식 (coffee/tea break)

그룹 토론 2 (breakout session for group discussion) 및 장기자랑 (talent show)
11:30-11:45

그룹 토론 준비: 그룹 토론 설명 및 소그룹 break out

11:45-12:30

그룹 토론 1 (YGF 와 YPF 각각 7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 진행)*
•

Group 1: Offline Australia 1

•

Group 2: Offline Australia 2

•

Group 3: Offline New Zealand

•

Group 4-7: Online 1-4

(Topic: Science and Culture)
Students can decide their own title within this broad topic (e.g.
gender parity, work experiences in ANZ, etc.)
12:30-13:00

각 소그룹 별로 그룹 토론 내용 정리 및 발표 준비 (각 발표 5 분씩)

13:00-13:30

휴식 (coffee/tea break)

13:30-14:30

그룹별 토론 내용 발표: 각 그룹 대표 (5 분씩 발표)

14:30-15:00

장기자랑

15:00-15:30

휴식 (coffee/tea break)

시상식 및 폐회식 (Awards and closing ceremony)
15:30-16:00

16:00-16:30

시상식 (Awards ceremony): 한정훈
•

Award 1: 국가별 대표 발표 우수상 및 최우수상

•

Award 2: 소그룹 토론 1 동상, 은상 및 금상

•

Award 3: 소그룹 토론 2 동상, 은상 및 금상

•

Award 4: 장기자랑 우수상

•

Award 5: Offline 참가 우수상

•

Award 6: Online 참가 우수상

폐회식 (Closing ceremony): 한정훈
•

Video clip 상영: 행사 동안의 photo clip, image capture 및
참가자 interview

•

행사 결과 요약: 사회자

•

폐회사 (Closing remarks): 이미경(KASEA 회장)

Note: program may be changed as needed.

Offline 6 개
Online 8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