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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EA Newsletter
Welcome to KASEA 2020

~국제간의 과학 기술 분야 학술
교류와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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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9 년 12 월 5 일에 창립된 재 호주/뉴질랜드
한인과학기술학술협회 (약칭 재호과협, 영문명칭 KASEA – Korean
Academ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Australasia)로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간의 과학 기술 분야 학술 교류와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협회이며 한국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정식회원으로 호주 정부가 승인하는 비영리 학술단체입니다.
재호과협은 협회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기술 학자들의 참여를 통해 학술회를
여는 등 한인 과학자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KASEA 6 대 회장 이미경 (Mi Kyung Lee)

News – NSW 지부설립
•

2019 년 1 월 NSW 지부 설립 모임과 첫 1 회 학술 대회가 – UNSW 임삼성 교수, 박미정 박사, 권지수 박사
주도로 준비 돼어 16 참가자 인원으로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

9 월 20 일 NSW 지부 학술대회와. 시드니 교류협력 프로그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진행 지부회원들의 학회 참여
및 봉사, 대학원생들의 학회 발표 독려하였습니다.

사진 1. NSW 지부 설립 모임

사진 2. NSW 지부 학술 대회

PAGE 2

KASEA NEWSLETTER

News – ACT 지부설립
이백순 주 호주 대사님과 캔버라 한국 협회 부회장, 캔버라 한인 학교 교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KASEA ACT
지부가 2019 년 9 월 21 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여러 KASEA 지부 발표회와 이종욱 박사의 수자원 정책 과 이용환 박사의 ‘Towards cost-effective
photoelectrochemical cell for hydrogen production’ 발표 해 주셨습니다.

사진 3.이백순 주 호주 대사 KASEA-ACT 지부설립 참석.

사진 4. 이종욱 박사 수자원 정책 발표.

사진 5. ACT branch establishment and conference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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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UQ 지부설립
박한길 (UQ postdoctoral researcher) 박사가 UQ Chapter 장을 맡아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원활한 소통과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호주내 다른 대학에서도 소규모 모임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KASEA 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해서 QLD 지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진 6. UQ chapter general meeting in November

News – WA 지부 and NZ 지부
Both branches continue to be active in their respective areas.

7th Asi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AKC2019), which were held at Marina Bay
Sands Convention Centre in Singapore from 21st November to 23rd November 2019.
AKC is the signature event for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Chapters in Asia-Pacific region
and aims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llaboration between Asia and Korea. AKC2019 proceed in
the footsteps of previous six AKC meetings held in Japan (2008), China (2009), Singapore (2013), Australia
(2014), Singapore (2017), and Australia (2018). We hope that AKC2019 will be another vibrant network forum
to showcase emer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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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7th Asi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Singapore, November 2019

AKC 2019 – Dr. Jinu Kim receives Minister’s Award
Dr. Jinu Kim is the one of the founding members and the first president of KASEA.
He has inspired students, peers and colleagues with his hard work and dedica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KASEA.

사진 8. Dr Jinu Kim receiving the minister’s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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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EA Council annual meeting 2019 - 신임이사 선출
신임이사 선출: 6 nominations received
•

NSW:

김동준 (UNSW), 오정민 (WSU), 이승현 (UNSW)

•

WA:

홍연조 (Joe Hong) (Murdoch U), 김경인 (Murdoch U)

•

NZ:

최재인 (Peter Choi) (Auckland U)

Council members noted the recommendations and accepted all nominations.

Introduction to KASEA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2020-21
회장:

이미경 (WA, Murdoch University)

부회장:

한정훈 (NSW, University of NSW)

재정:

강승하 (QLD, UQ) in 2020, 백혜영 (UNSW) in 2021

총무:

김경인 (WA, Murdoch University)

감사:

유지연 (NZ,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KASEA Webpage: https://kasea.org.au/

Our newsletter will include member’s input.
If you have any news items, please send them to Joe Hong (Newsletter editor).
Email address: Joe.Hong@murdoch.edu.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