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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resident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 was a tough year with the COVID-19
pandemic affecting the entire world.

W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been more
fortunate, being able to lead relatively normal
lives (under the circumstance) compare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managed

to

2020 년 KASEA 정 기 학 술 대 회 는 “ Science,
Engineering and Environment in the COVIDera” 라는 주제로 e-Conference를 11월 2627일 양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COVIDera의 주요 연구 주제인 코로나 백신개발의

In spite of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KASEA

MoU with Korean Housing Association (한국주텍학회)

hold

a

national

e-

conference in 2020 in collabo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We continued to
run academic activities within each branch.
We would ask your help us to hold more KASEA
activities this year.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Keynote 강 연 을

갖고

Bioscience, Energy, Protech 3개 전문 세션을
구성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국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대학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주택학회

등이

참석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학 및 정부

I wish you all members a very happy, healthy
and successful 2021.
KASEA 6대 회장 이미경 (Mi Kyung Lee)
on behalf of all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연구소들이 참석하여 특강 및 주제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

동안에

KASEA 와

한국주택학회가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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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대회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2020 Annual Technical Seminar

같다.

2020년 10월 24일

A. 호주와 뉴질랜드의 KASEA전체 지부의 모임
및 참석으로 개최
B. KASEA 최초로 Zoom-YouTube 이원 중계를
통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 (참석자

1. Hyeuk Ryu
“Natural hazard and risk assessment"
2. Dukyong Choi
“Flat and thin lenses”

200 명 이상)
C. KASEA YouTube 채널 개설
D. 3개 전문세션에 한국 연구원/협회의 공동
참여
E. 한 국 주 택 학 회 와 프 롭 테 크 (Property +
Technology)

분 야 협 업 을 위 한 KASEA-

한국주택학회와 양해각서 (MOU) 체결
F. 대학원생 5 minute speech 대회를 개최하여
KASEA 학생회원의 관심과 참여 유도

KASEA Conference

G. KASEA 정기 이사회 동시 개최하여 연말결산
및 2021년 사업방향 협의

News – ACT
ACT planning meeting
2020년 9월 17일
Chairperson: Dukyong Choi (ANU)
Deputy chairperson & Treasurer:
Hyeuk Ryu (Geoscience Australia)
Total members active in 2020: 11

Sungyeon Hong

Dongki Shin

2020년 11월 26일 Zoom통해 “2020 KASEA
ACT Conference”을 가졌습니다.
1. Dongki Shin
- ACT branch introduction
- “To make and keep quantum promise”
2. Sungyeon Hong
“Order, disorder and in between”

KASEA conference follow-up meeting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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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SW
KASEA NSW 지부 Zoom meeting

The 1st KASEA NSW HDR and ECR
Workshop

2020년 KASEA NSW 지부는

2020년 12월 18일 첫 ” KASEA NSW HDR and

지부장: 강원희 교수님 (Western Sydney

ECR Workshop”이 개최되었습니다. 10명의

University).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3명의 인원이 학술을

총무님 두 분: 권지수 박사님 (UNSW), 왕지은

발표했습니다.

박사님 (UNSW) 께서 봉사해 주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11월 6일에 지부 회원들의 Zoom
meeting을 가짐.

김영일

김영기

1. Keynote: 홍석희 교수, (The University of
Sydney)
“Extreme-scale Visual Analytics for Big
Complex Data”
2. 김영기 박사 (ECR, The University of Sydney)
“Multi-directional CPU Resource Control for
Edge Computing Framework.”

김우정

3. 김우정 박사과정 (HDR, UNSW)
“Whey Protein-Sodium Alginate Complex on
Stabilizing Oil-in-water Emulsions: Influences of
Emulsion Preparation Techniques and Sodium
Alginate Concentration.”
4. 김영일 박사과정 (HDR, UNSW)
“Impact of bias correction of regional climate
model boundary conditions on the simulation of
precipitation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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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QLD
퀸즈랜드주는 방역활동이 효과를 거두어

3. 박찬오 연구원

지역감염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10월부터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공식 학위를

3가지 학술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QUT 에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관련 연구를

Annual general meeting

수행중이다.

11 월 6 일 금 요 일 KASEA Qld 지 부 총 회 를
offline으로 개최하였다 (참여인원:

총 16명의

회원).

4. 안호석 교수
Deep-learning을 이용한 Orchard robot
system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뉴질랜드에서
키위재배농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ASEA QLD UQ Chapter Workshop
12월 11일 UQ에서 UQ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열었다. 대학원생 3명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윤정호 박사와 박한길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Webinar on Robotics
Deep learning을 robotics에 적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4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10월 29일 오후에
webinar 개최했다.

1. 사인규 (Inkyu Sa)박사
최근에 The Australian 신문에 로보틱 분야 top
scientist로 선정되었다. (refer to
https://specialreports.theaustralian.com.au/
1540291/15/ ).
2. Reza Ahmadi 박사
한국의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CSIRO Data
61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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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QLD cont.

1. 김민준 박사과정 (UQ AIBN소속):

5. 박한길 박사 (UQ 화공과 소속):

Novel porous carbon materials for Pt-group

박사후 원구원으로 재직중. 자신이 받고 있는

metal free ORR catalyst.

Advanced Queensland Industry Research
Fellowships (AQIRF)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에게

2. 박현규 박사과정 (UQ SOMME소속):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해야 할지 자세히

Nanoarchitectured mesoporous gold-alloy

설명하였다.

for point-of-care microRNA sensing.
3. 한이규 학사과정 (UQ화공과소속):
Perovskite solar cells for indoor application.
4. 윤정호 박사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 Discovery
Early Career Researcher Award (DECRA)
fellow로 UQ화공과 에 재직중. 본인의 경험으로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연구원으로 재직할
경우 좋은 직업루트를 소개하면서 ARC
DECRA를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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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WA
Branch Planning Meeting

2020 Annual Seminar

2020년 2월 24일 WA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이미경 교수 & 최유석 교수의

이미경 회장 외 10명이 참석하였고 2020년 7월에

주도로 ”2020 Annual Seminar”가

있을 “Mid-year branch meeting” & 11월

개최되었습니다. 18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Annual Seminar”에 대하여 이야기를

4명의 인원이 학술을 발표했습니다.

하였습니다.

1. Dr. 심창범 (Curtin University, Post Doc)
“Towards big spatial data management for
scalable data science”
2. Jane Choi (UWA, PhD student)
“Creatine: to rescue the lungs of babies
born too soon”
3. Jaepeel Oh (UWA, PhD student)
“Funding schemes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

Mid-year branch meeting

4. Jin-soo Kim (ECU, PhD student)
“Exercise oncology: exercise medicine for
cancer patients”

2020 WA Report
It has been a challenging year for all
academics having to work at home and
deliver all lectures online due to the COVID
pandemic. However, WA has been fortunate
with no local transmission for more than six
months due to having the border closed
2020년 7월 2일 Mid-year branch meeting.

early. This meant our members could meet in

KASEA celebratory topics:

July and hold the annual seminar face-to-

• 최은주: PhD 논문 패스, 취직, faculty award

face.

(David Groves Prize for Postgraduate

In

summary,

the

WA

branch

has

Research in Geology)

approximately 25 members (about half are

• 심창범: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선정

postgraduate

• 정광희: Research position after submitting

meeting regularly in small clusters (UWA and

PhD

students).

Members

Murdoch) during the study periods.

are
The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committee members work well together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11월에 있을 “Annual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KASEA WA.

Seminar”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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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WA cont.

Attendance: Yu Suk Choi, Jane Choi, Woojin Shin, Seungyong Lee, Taesung Oh, Eun-Jung
Holden, Mi Kyung Lee, Sa Youn Kim, Joe Hong, Jaepeel Oh, Changbeom Shim, Kwanghee
Jeong, Dongchan Kim, Young Hun Jeong, Hyo Seok Him, Kaekkwan Ryu, Youngho Kim,
Jinsoo Kim

News – NZ

KASEA NZ 지부 2020 워크샵 참가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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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Z cont.
뉴 질 랜 드 지 부 는 지 난 2020 년 11 월 21 일

또한, 뉴질랜드 한인 경제인들 및 세계 한인

토요일에 하루 일정으로 크라이스트처치

경 제 인 들 의 모 임 과 연 계 하 고 있 는 World

Addington 의 한인회관에서 “KASEA 뉴질랜드

OKTA 의 최 세 호 이 사 도 함 께 하 여 한 인

지 부 2020 년 한 인 과 학 기 술 자 워 크 샵 ” 을

과학기술자들과의 연계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개 최 하 였 다 . 총 20 명 이

참석하였으며,

자리가 되었다. 이번 워크샵에는 뉴질랜드의 한인

뉴질랜드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6 명의

신문인 Korea Review에서 취재를 하여 기사로

과학기술자 및 4 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실 어 KASEA 와 KASEA NZ 지 부 의 활 동 을

연구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가졌다.

교 민 들 에 게

널 리

알 렸 다 .

또 한 ,

캔터베리대학교의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University of Canterbury,

부서에서 근무하는 James Waghorn이 참석하여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University

KASEA와 한인 청년들과의 유대를 확인하였다.

of Technology, Lincoln University, Plant and
Food Research 및 Landcare Research 등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이 의학, 보건, 식품, 임학, 생태학,
검역, 화학공학, 위기관리공학, 농학, 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연구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각 발표에 따른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학 술 발 표 후 에 는 KASEA 에 대 한 소 개 및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박사과정
대학원생 네 명이 실시하고 있는 NET 활동에 대해
소개를 하고, 뉴질랜드 지부의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기성 과학기술인 및 이공계 전공 한인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샵을
통해 여러 명의 새로운 KASEA 회원들을 발굴하는
성과도 있었다.

KASEA 뉴질랜드 지부 2020 워크샵 안내 브로셔
표지 (위) 및 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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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Z cont.

윤교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의 축사

박희언 교수의 특강

유지연 교수 연구 발표

이윤영 박사 연구 발표

이재승 사무관 연구 발표

이예진 학생 연구 발표

박계청 박사 연구 발표

최재인 박사 연구 발표

전민구학생
연구원의
발표
김설종
연구 발표

NET 활동 소개 동영상
김설종 학생

김설종 학생 연구 발표

전다솜 학생 연구 발표

요약하면 우리 과협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부 활동과 학술대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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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AKC) 2020 and
Future AKC
AKC2020 was held in Singapore in November
at the same time as our KASEA e-conference
so we were unable to participate. However,
two student members participated in the
online Young Generation Forum and Young
Professional Forum concurrently held with the
AKC2020.
KOFST (과총) has suggested that the AKC to be
held every two years from 2021 between
Australia

and

Singapore

and

we

have

accepted this proposal. This means the next
AKC will most likely be held in 2022 (venue to
be discussed).

Introduction to KASEA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2021
회장

이미경 (Murdoch University, WA)

부회장

한정훈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NSW)

사무국장

백혜영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NSW)

감사

유지연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NZ)

총무

김경인 (Murdoch University, WA)
최덕용 (ANU, ACT branch chair)
강원희 (UWS, NSW branch chair)

운영위원

박계청 (NZ Plant & Food Research, NZ branch chair)
배준석 (CSIRO, QLD branch chair)
이미경 (Murdoch University, WA branch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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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