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제 11 회 합동분과회」(안)
주최;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http://www.kseaj.com)


취지: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재일과협)의 분과회 및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두 모여 학술연구교류 및

회원간 친목을 증진함으로써 전문적 네트워크의 확대와 연구자로서의 소양 향상을 도모합니다.


일시:



장소: “한국중앙회관” 8 층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부/민단중앙본부, 도쿄도 미나토구)

2020 년 2 월 29 일 (토) 오전 10 시반 - 오후 6 시반

http://bb-building.net/tokyo/deta/1105.html


참가자격: 제한 없음.
-

포스터 발표자: 재일과협 분과회 회장 (리스트 참조)의 승낙이 필요함.

-

기업 참가자는 사전에 재일과협의 허가가 필요함. 참가에 관해서는 재일과협에 문의.



참가비: 무료



언어: 한국어 (원칙)



프로그램:

10:00~접수
10:30~10:40 개회식; 회장 인사, 내빈 격려사
10:40~12:05 초대강연
10:40~11:20 특별강연; “SDGs (시속가능한 개발목표)-사회와 과학기술-”(가제)
오다케 사토루(도쿄대학 특임교수, 전 문과성 창관관방심의관, 기타 역임)
11:25~12:05 연구 강연; “Engineering Plastic Membrane For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가재)
김재덕 (국립연구개발법인)물질재료연구기구 주간연구원(가나자와대학 Dr.Sci.)
12:05~12:20 포스터 발표 분과회 소개 (재일과협 연구분과회장)
12:20~13:10 점심 식사

1)

13:10~15:20 포스터 발표회 2)
13;10-13;15 A 그룹 준비
13:15~14:15 포스터 발표 (A 그룹)
14:15~14:20 A 그룹 ⇒ B 그룹 교대
14:20~15:20 포스터 발표 (B 그룹)
15:20~15:50 정리, 패널토론회 준비, 친목회 준비, 휴식 (별실 에서 분과회장들 에 의한 수상자 선출)
15:50~17:10 패널 토론회: 「박사 취득 후의 연구자 Career 를 늘린다」3)
17:10~17:30 기념 사진・폐회식・수상식
17:30~18:30 간친회

~19:00 정리/해산
주
1)

강연자, 포스터 발표자 및 사전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2)

포스터 발표자에게는 교통비가 지원되고, 심사를 통해 우수상 (각 분과별로 발표자 5 명이상 1 명, 8 명이상
2 명) 및 최우수상 (학생 1 명, 포닥/조교 30 대까지 1 명)을 선정해 상장과 연구장려금을 수여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참가자에게 투표용지를 두장씩 배부합니다. ：수상 위원은 OB/OG 이며 위원장은
이화수/니혼대학 특임 교수(도쿄도맆대학공학반사)

3)

Facilitator; 김유수/이화학연구소 주임연구원(도교대학공학박사)
패널리스트;

신

덕/도쿄공예대학

주간연구원(가마자와대학 Dr.Sci.),

부교수(도쿄공업대학

김영석/(주)DISCO

Ph.D),

김재덕/물질제료연구기구

기술개발본부/도쿄공업대학 특임교수(고쿄대학

공학박사), 황인희/호카이도대학 강사(호카이도대학 공학박사), 고장희/AIR LIQUIDE Lab. Group
Manager（Univ. Delawre Ph.D）

포스터발표 연구분과회;
(분과회 활동에 대한 문의는 분과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분과회 설립 희망자는 재일과협에 문의하세요.)
건축연구분과회 （도쿄대학 박민정)

minjeong2096@gmail.com

금속재료연구분과회（도호쿠대학 이성호）dltjdh2001@gmail.com
유기전자재료연구분과회（도쿄공업대학 유동호）yoo.d.aa@m.titech.ac.jp
도시연구분과회（오사카대학 윤록현）yoon_rokhyun@arch.eng.osaka-u.ac.jp
기계공학연구분과회（도쿄공업대학 장준호）junochang9207@gmail.com
화학연구분과회 (도쿄대학 윤광남) kwangnami@gmail.com
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분과회(일본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유주현) juhyeon.yu89@gmail.com
바이오엔지니어링연구분과회(교토대학 김정현) jeongkkun@gmail.com
친환경지속기능에너지기술연구분과회 (도쿄대학 김명옥) kim@mbe.rcast.u-tokyo.ac.jp

주최자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 ;
회장 박재원(국랍병원기구도쿄의료센터실장)
상임고문/직전회장 홍정국 (전 도쿄대학특임교수; IBM Research 부장)
사무국장 김진헌 info@kseaj.com 03-3437-2774
*) 재일과협은 재일동포 과학기술자 (학부이상의 (유)학생 포함)의 자주 독립한 volunteer 단체이며,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http://www.kseaj.com

중요한 날자;
“제 11 회재일과협합동분과회” 개최안내/포스타발표자 모집…2019 년 11 월 1 일(재 1 차, 그후 차차 Update)
포스타 발표 신청

…………………………………………………………………………… 2020 년 1 월 13 일까지

*)개인 이 분과회장 에게 이름/학교명/발표 논문(후일 변경 가능) 명을 신청
Abstract(재일과협 양식 *)) 분과회장에게 제출 ………………………………………….2020 년 2 월 11 일까지
*)분과회장 이 배부 또는 재일과협 URL 에서 Download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