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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이하 YG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세계 18개국에서    

고국을 방문해주신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YGF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와 국내 청년 

과학기술자가 한 자리에 모여 미래 과학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민족 유대감을 

결속하는 뜻 깊은 포럼입니다.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2015-YGF에는 국내·외 총 100명의 청년과학기술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과거 재미 한인 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40여 명과 국내 대학생 20여 명이 

모여 처음 시작한 YGF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우수 청년과학기술자를 발굴·육성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총은 YGF를 비롯한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과학기술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과학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YGF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동 포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2015년 10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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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과총은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을 통해 해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 간의 글로벌 상호 네트워킹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이 그 구심점이 되어 더 많은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들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미래, 재외한인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의 

미래,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을 통해 과총이 앞장서서 열어갑니다.

사업개요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의 만남의 장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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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은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가교로 대한민국과학기술 세계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 •••

 비전

 연혁

 목적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을 통한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기여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국내 전문가들 간의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01 과학기술 상호교류의 장 마련

 재외동포 전문가들 간에 네트위킹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Global Leader로서 자질 함양 및 
첨단과학기술의 상호 교류에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02 전문가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 교류 증진

교류를 통한 민족 유대감 형성
젊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이 모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 유대감을 높임03

싱가폴 신규 참가

YGF Alumni 창립준비단 발대식 개최

합계 : 108명(참가국 15개)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개최

합계 : 100명(참가국 11개)

핀란드, 네덜란드 신규 참가

국내·외 우수 참가자 각 1명씩 선발하여 UKC 또는 EKC 참가 특전 부여

합계 : 106명(참가국 14개)

YGF 1회 참가자 이주성 KAIST 교수 그룹토론 및 발표 사회자로 참가

국내 4년제 대학으로 참가대상 확대

합계 : 117명(참가국 13개)

YGF 개최 10주년 기념 Startup Springboard 48 개최

합계 : 110명(참가국 13개)

오스트리아 신규 참가

합계 : 104명(참가국 12개)

국내 10개 대학으로 참가대상 확대

합계 : 107명(참가국 11개)

프랑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신규 참가

합계 : 110명(참가국 12개)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신규 참가

합계 : 111명(참가국 7개)

미국, 한국에서 한민족청년과학도들이 모여 첫 YGF 개최

합계 : 58명(참가국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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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의 

인적네트워크의 초석을 다집니다.

• •• •••

 주요성과

 개최실적

2 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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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성과 및 개최실적 |

●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문화탐방을 

통하여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이 모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민족 유대감 고취

●  2015. 10. 19(월)~23(금) 개최되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일환으로 

전 세계 각지의 청년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들 간의 상호의견 교류를 위한 

과학토론의 장 마련과 창조적 미래를 제시하는 과학기술 혁신강국 

위상 제고(국내 외국인 유학생 23명 참석)

●  국가별 부스에서 각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국을   

소개·홍보하는 기회 제공

●  재외동포 한인청년과학기술자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  국가별 발표, Group Discussion 등을 통한 전세계 18개국 재외

한인·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 간의 네트워킹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 상호교류 증진

YGF

년도 기간 장소 참가국 참가인원

2015 6/29~7/2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스웨덴, 한국

국내 : 57
국외 : 43
총 : 100명

2014 7/8~7/11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폴, 한국

국내 : 37
국외 : 71
총 : 108명

2013 7/1~7/6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부산 벡스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한국

국내 : 39
국외 : 67
총 : 106명 

2012 7/2~7/7
서울 캐피탈 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한국

국내 : 30
국외 : 87
총 : 117명

2011 7/4~7/9
서울 캐피탈 호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한국

국내 : 32
국외 : 78
총 : 110명

2010 7/5~7/10
대구 

인터불고 EXCO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36
국외 : 84
총 : 120명

2009 7/6~7/10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36
국외 : 73
총 : 109명

2008 7/14~7/19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28
국외 : 72
총 : 100명

2007 7/9~7/14
서울 

캐피탈 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37
국외 : 72
총 : 109명

2006 7/18~7/22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내 : 43
국외 : 90
총 : 133명

2005 7/4~7/9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내 : 38
국외 : 69
총 : 107명

2004 7/5~7/10
서울 캐피탈 호텔
경주 힐튼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한국

국내 : 37
국외 : 73
총 : 110명

2003 6/30~7/5
서울 캐피탈 호텔

(주) POSCO 
포항 인재개발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국내 : 37
국외 : 74
총 : 111명

2002 7/8~7/13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주)POSCO 
포항 인재개발원

미국, 한국
미국 : 36
한국 : 22
총 : 58명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미국 391 독일 74 영국 111

프랑스 50 일본 41 캐나다 115

중국 60 러시아 55 카자흐 31

우즈벡 27 오스트리아 14 호주 27

핀란드 2 스칸디나비아 1 네덜란드 3

싱가폴 1 한국 495

계 1,498

●  연도별 참가 국가 및 역대 참가자 현황

●  역대 참가자 현황(2002~2015)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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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5년 6월 29일(월) ~ 7월 2일(목)

● 장      소 :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및 코엑스

● 주      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 참가자격 :  1981년 이후 출생한 과학기술관련 전공 학부 3학년 이상, 박사 후 과정까지의 재학생으로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참     여

                 

● 지원내역  해외 참가자 : 왕복항공료 일부 및 4박 5일 동안의 숙식비 일체 
                 국내 참가자 : 4박 5일 동안의 숙식비 일체

● 일     정 

June
29

(Mon)

09:00 ~ 10:00 Registration

10:00 ~ 11:00 Presentation of Country Representatives
(USA/Germany/UK/France/Canada/China/Russia/Kazakhstan/Australasia/Sweden/Korea)

11:00 ~ 12:00 Country Booth Activity
12:00 ~ 13:00 Luncheon & Hotel check-in
13:00 ~ 16:00 World Science and Technology Young Leader’s Forum I 
16:00 ~ 16:30 Break
16:30 ~ 17:30 World Science and Technology Young Leader’s Forum II
17:30 ~ 17:40 Opening Ceremony
17:40 ~ 18:20 Special Lecture(Hwa Seong Jeon, Representative Director, CNT Tech
18:20 ~ 18:30 Commemorative Photograph
18:30 ~ 20:00 Dinner & Talent Show

June
30

(Tue)

09:00 ~ 12:00 Group Discussion
12:00 ~ 13:00 Luncheon
13:00 ~ 16:00 Exploration Contest

18:00 ~ Networking Dinner(Group)

July 
1

(Wed)

08:00 ~ 12:30 Cultural Tour1(Mt. Odu Unification Observatory, Imjingak, Freedom Bridge)
12:30 ~ 13:30 Luncheon
13:30 ~ 18:30 Cultural Tour2(Gyeongbokgung Palace, Hanok Village)
18:30 ~ 20:00 Dinner

20:00 ~ Hotel

July 
2

(Thu)

09:10 ~ 09:40 Departure to KOFST

10:00 ~ 12:20 2015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Annual Meeting(KSTAM)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es & Awards)

12:20 ~ 13:30 Luncheon
13:30 ~ 15:30 Presentation of Group Disscussion & Exploration Contest
15:30 ~ 16:00 Break
16:00 ~ 17:00 YGF Review(Awards, Evaluation, etc.)
17:00 ~ 19:00 Dinner

19:00 ~ Hotel

PROGRAM
프로그램소개

프로그램소개

USA GER UK FR CA CN RU KZ AU SWE KR TOTAL
21 2 6 3 11 5 2 2 4 1 43 100

※ 외국인 유학생 23명 별도(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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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01 등록
 일 시 : 6. 29(월) 09:00 ~ 10:00

 장 소 :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7F Concert Hall Lobby

 내 용 : 

- 포럼 등록

- 명찰 ․ 책자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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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개회식

02 개회식
 일 시 : 6. 29(월) 17:30 ~ 17:40

 장 소 : 7F Concert Hall

 진 행 : 전은주(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내 용 : 

- 개회사 : 이부섭(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YGF 소개 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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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03 특별강연
 일 시 : 6. 29(월) 17:40 ~ 18:20

 장 소 : 7F Concert Hall

 내 용 : 

- 연  사 : 전화성(CNT Tech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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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만찬

04 환영만찬
 일 시 : 6. 29(월) 18:30 ~ 19:00

 장 소 : 7F Concert Hall

 내 용 : 

- 건배제의(이우종 과총 부회장) 및 YGF 참가 환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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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

05 장기자랑
 일 시 : 6. 29(월) 19:00 ~ 20:00

 장 소 : 7F Concert Hall

 내 용 : 

- 참  가 : YGF 2015 참가자 11명

- 내  용 : 악기연주, 노래, 댄스 등 참가자들의 재능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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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학생대표 발표

06 국가별 학생대표 발표
 일 시 : 6. 29(월) 10:00 ~ 11:00

 장 소 : 7F Concert Hall

 내 용 : 

- 국가별 학생대표의 자국 과학기술 동향 및 현안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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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탐방

07 부스탐방
 일 시 : 6. 29(월) 11:00 ~ 12:00

 장 소 : 7F Park Hall

 내 용 : 

- 국가별 부스에서 각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국 소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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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08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일 시 : 6. 29(월) 13:00 ~ 17:30

 장 소 : 7F Concert Hall

 진 행 : 강성민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의장 및 각 세션별 좌장 등 6명

 내 용 : 

- 세계과학정상회의와 함께 국내 ․ 외 청년과학기술자들간의 과학기술 혁신강국 위상 제고를 

위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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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토론

09 그룹토론
 일 시 : 6. 30(화) 09:00 ~ 12:00

 장 소 : 7F Concert Hall

 진 행 : 전은주(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내 용 : 

- 주어진 주제로 그룹별 토론내용 작성 및 결과 발표

- 주제 : 아래 3개 중 택1

∙ 한국의 Global Brand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G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Enterprise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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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대회

10 탐험대회
 일 시 : 6. 30(화) 13:00 ~ 18:00

 장 소 : 서울 지역

 내 용 : 

- 해외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탐험하고 서울만의 독특한 느낌과 과학기술 및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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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산 전망대 임진각

자유의 다리 경복궁

한옥마을

11 전통문화탐방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 시 : 7. 1(목) 08:30 ~ 20:00

 장 소 : 오두산 전망대, 임진각, 자유의 다리, 경복궁 및 한옥마을

 내 용 :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민족 유대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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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12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회식

 일 시 : 7. 2(금) 10:00 ~ 12:0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 국제회의장

 내 용 : 

-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회식 

  ∙ 개회사 : 이부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격려사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축  사 :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 기조강연 :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 특별강연 : 김황식 전 국무총리

-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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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토론 ․ 탐험대회 결과발표

13 그룹토론 ․ 탐험대회 결과발표
 일 시 : 7. 2(목) 13:30 ~ 15:3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 제2중강당

 진 행 : 전은주(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내 용 : 

- 조별 그룹토론 ․ 탐험대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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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및 평가회

14 시상식 및 평가회
 일 시 : 7. 2(목) 16:00 ~ 17:0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 제2중강당

 진 행 : 전은주(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내 용 : 

- 수료증 수여, 시상식 및 설문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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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만찬

15 환송만찬
 일 시 : 7. 2(목) 17:00 ~ 19:00

 장 소 : 서울 자연별곡(교대역점)

 내 용 : 

- 2015 YGF 기념 환송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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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
2015 YGF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동 행사의 사업내용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

 일시 : 2015. 7. 2(목)

 참가 : YGF 행사 참가자 전원(응답인원 : 총 86명)

 방법 : 객관식 18문항, 주관식 5문항

- 객관식 17문항 : 아래 항목 중 1개를 표기(5점 척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객관식 1문항 :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기(선택)

- 주관식 5문항 :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기(자유)

세부내용

Part 1 YGF 행사 세부 내용에 관한 설문
∙ 객관식(5점 척도) 8문항 + 객관식(선택) 1문항 + 주관식 1문항

Part 2 YGF 일정, 숙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설문
∙ 객관식(5점 척도) 4문항 + 주관식 1문항

Part 3 YGF 행사의 파급 효과에 관한 설문
∙ 객관식(5점 척도) 5문항

Part 4 YGF 개선점에 관한 설문
∙ 주관식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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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5점 척도) 문항별 만족도 조사결과

Part  I :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A. How was the presenta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articipating country?

B. How was the “Country Booth Activity”?

C. How was the “World Young Science and Technology 

Forum(WYSTF)”?

D. How was the“Exploration Contest”?

E. How was the “Cultural Tour”?

F. What is your evaluation on your decision to participate in Korea 

S&T Annual Meeting?

G. How was the “Group Presentation”?

H. How was the “Review of YGF”?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11의 수치를 나타내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탐험대회 만족도가 4.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Part II :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arrangements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A. How was the food and accommodation?

B. How was the timetable of the YGF?

C. How was the support provid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for the YGF?

D. How was the places for cultural tour of the YGF?

일정, 숙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4.16의 수치로 전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숙박 ․ 식음료와 과총이 제공한 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4.47과 4.45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3.52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Part III :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influence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A. How was the purpose of the YGF?

B. What do you think that the people network formed in the YGF 

would contribute to you?

C. Would you recommend the YGF to other people?

D. Has your participation in the YGF improved your impression on 

the forum? 

E. Has your participation in the YGF improved your impression on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YGF의 파급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질문의 
응답이 4점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그 중 다른 사람에게 YGF를 
추천하겠느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4.66으로 전체 
질문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아 YGF에 대한 타인 추천 
의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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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선택) 문항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국내 청년과학
기술자와의 만남’을 가장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응답함.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36%가 ‘탐험대회’를, 8%가 ‘문화탐방’을 선택함. 이 중 ‘국가별 대표발표’는 
수치가 전무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는 1%를 기록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보완 ․ 검토가 필요함

PART I-1. What is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e YGF?

① Presentations offe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② Country Booth Activity

③ Meeting people from the Korean science community

④ World Young Science and Technology Forum(WYSTF)

⑤ Group Presentation

⑥ Exploration Contest

⑦ Cultural Tour

⑧ Korea S&T Annual Meeting

주관식 문항 만족도 조사결과

PART I-2. What need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YGF? (YGF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1) 과도한 일정(13명)
- 과도한 스케줄과 다수의 참가자들로 인한 일정 조정
- 과다한 일정으로 타 참가자들과의 교류협력 기회 부족
- 시간 엄수 필요

(2)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10명)
- 좀 더 세밀한 사전준비
- 전문성 높은 분야별 토론주제
- 원활한 회의진행 ․ 결과도출

(3) 사전공지(5명)
- 프로그램 조기 공지

(4) 네트워킹(3명)
- 그룹멤버 변경으로 다수의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다양한 그룹토론 주제

(5) 기타(20명)
- 현재 프로그램에 만족
- 자유 ․ 휴식시간 확대
- SNS를 활용한 토론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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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II-1. What need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YGF? (YGF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점)

(1) 빡빡한 일정(12명)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소한 일정 배제 및 중요한 일정 위주로 구성
- 과도한 일정으로 심리적 ․ 체력적 어려움

(2) 문화 탐방(10명)
- 관람 장소 축소를 통해 한 곳을 충분하게 관람
- 가이드 안내 ․ 설명 친절도 개선

(3) 기타(6명)
- 숙박장소 및 식사메뉴 업그레이드
- 첫날 ice-breaking 시간 마련

PART IV-1.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recommendations on the YGF homepage in ULTARI? 

(울타리 통합 홈페이지 관련 개선점)

(1) 페이지 구성(26명)
- 복잡한 홈페이지 구성(단순화 필요)
- 더 많은 정보 업데이트

(2) 기타(17명)
- 현재 내용에 만족
- 홈페이지 홍보 확대
- 일정관련 자동 메일발송 기능 추가

PART IV-2.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overall YGF?

(YGF 행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

(1) 일정(11명)
- 집합시간 엄수
- 과다한 일정 완화

(2)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6명)
- 주제 및 진행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

(3) 그룹토론(8명)
- 국가별 참가자들만의 시간 마련
- 그룹토론 시간 연장(1~2일)
- 그룹별 구성인원 확대

(4) 기타(28명)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좀더 많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첫날 시작시간을 오후로 이동

PART IV-3.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for new program in the YGF?

(YGF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신규 프로그램 제안
- Ice-Breaking 프로그램
- 국가별 참가자들만의 토론의 시간
- 국내 과학기술자와의 만남의 장
- 스포츠 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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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HIN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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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주  제 내           용

바이오 개인별 맞춤의료의 전망

에너지 청정에너지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

빈곤과 개발

빈곤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적정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 또한 과학기술 ODA발전 방
향을 논의하여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ODA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영화, 방송, 콘텐츠 산업, 도심재생 등 문화예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과학기술과 
콘텐츠 융합 등을 논의하고, 건축기술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한 도심재생,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미래 등을 고민하여,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의 원동력을 도출

과학교육․ 
인재양성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기업가정신 등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상을 제시
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가 되기 위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노하우 전수

글로벌 협력

기후변화, 빈곤 등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은 개인과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과학기술혁신의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글로벌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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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는 2015년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에 개최되는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일환으로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이하 YGF)을 통해 국제회의 형태로 

개최함.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재외한인 청년과학기술자들과 전국 주요대학에서 참가한 대학생/

대학원생,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 발의되는 

주요내용 중 젊은층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6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진행하여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함.

•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의제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계과학정상회의 의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정함. 진행절차는 각 주제별 3개의 다른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서 position paper 등 미리 

준비한 논제와 질의를 토대로 소그룹 안에서 1차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주제별로 다시모여 자신들의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2차 토론을 진행, 의견을 수렴함. 끝부분에는 각 세션별 좌장들이 수렴된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미리 지정한 각 주제별 대표가 전체 참가자들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함.

•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는 모든 참가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 각각의 참가자들이 미리 고민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은 

특별히 각 세션별 좌장들의 개입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각 참가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상호의견을 교환함. 다만 한 주제에 속하는 참가자들이 다시 모여 전체적

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미리 절차를 수립하여 좌장들이 의견수렴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효과적일 것임. 또한, 각 주제에서 수렴한 의견을 발표할 때 중심내용과 결과 위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는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앞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각 주제별 세부안건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상호의견 

공유를 했을 뿐 아니라, 의견 공유가 서로간의 다양한 주제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인적 네트워킹 

구축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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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발표내용 요약

Session

01

바이오(Session Chair : In Woo Jeung)

Heidi Chung, Léa Choi, Jae Won Lim, Avishekh Gautam, Seung Yeon Kim, 

Yoon Jung Roh, Oh Jin Kwon, So Hyun Park, Jin Yun, Eu Ddeum Chung, 

Xiangche Shen, Monalisa Enot ,Beom Seok Son, Min Kyo Lee, Kevin 

Riutzel, Agnes Hong, MD. Anzan-Uz-Zaman, Khoe Dinh Duy, Da Young 

Jung, Sung Min Lee, Hye Youn Chang

     ｜주제발표｜ ∙ The use of personalized medicine in pharmacogenetics as a way to 

produce successful results, while minimizing side effects during the 

treatment. Research indicates that people with red hair require more 

Anesthesia than those with different colored hair, due to a mutation on 

the melanocortin-1 receptor gene (MC1R). This gene was proven to 

have a possible correlation with the “complex neuromodulatory 

regulation within the central nervous system”(Gazerani). Besides the 

variable responses seen in the surgical room, even standard doses of 

prescribed medication aren’t for everyone. This irregularity in the 

intended activity can be proven through cases with codeine. Codeine is 

a painkiller that was found useless in about 10% of people with rapid 

metabolism through Cytochrome P450 2D6 (CYP2D6), an enzyme 

expressed in the liver (Gazerani). These accounts of inconsistency in 

the predicted response raises demands for a medicine to target the 

actual disease, rather than just alleviating the symptoms. Some of the 

suggested solutions that exist in response to the public concern for 

human gene patenting, includes strategically planning what is 

patentable. Therefore, a typical solution could be to move the 

conversation from investing in a specific gene sequence to investing in 

genomic technologies. This may raise awareness to the fact that it is 

the inventor who identifies that substantive function to the genetic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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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에너지(Session Chair : Sun Seo Jeon)

Eugene Cho, Arkadiy Tzsyu, Jingjing Liu, Jin Yeong Kwak, Vanesa 

Teijeiro Seijas, Andrew Putrayudha Soesanto, Eun Ae Kim, Peter Kim, Bo 

Young Lee, Nicholas Kim, Jinghai Jin, Aliya Orynbassarova, Seung Yean 

Song, Sang Jae Bae, Hyun Soo Lim, Aidyn Zhakatayev, Jeshurun Biney, 

Taqi Mehran, Hye Won Cho, Tae Woo Kim, Ho Seok Hwang

     ｜주제발표｜ ∙ With fossil fuels depleting and energy demand rising,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renewable energy source. Burning fossil fules amy seen to 

have more environmental impact. The total life cycle of both renewable 

and nonrenewable resources must be thoroughly studied in order to 

determine the overall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Various 

renewable resources such as wind power, hydropower, solar power, 

geothermal and biomass, according to conserve-enevery-future.com, 

advantages of renewable resources include sustainability and stable 

energy costs. When comparing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non-renewable resources with renewable resources, environmental 

effects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technology is often neglected. In 

order to make renewable resources have less environmental effects, 

its whole life cycle should be thoroughly studied. With relatively high 

capital cost and large land usage, renewable resources being greener 

and safer is debatable. As the demand for energy is constantly rising, 

renewable resources may seem appealing. However, improvement of 

the technology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have reliable energy 

production from the renewabl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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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3

빈곤과 개발(Session Chair : David Kim)

Gerina Kim, Woo Sik Chung, Yoo Jin Kim, Hassnain Abbas Khan, Ramon 

Springer, Hyun Joo Kang, Anna Lee, Diana Lee, Nam Jun Hur, Na Young 

Shin, Igor Li, Hee Chang Seo, Hye Yeon Gong, Yena Son, Yongjun Quan, 

Fatoumata Bintou Rassoul Wade, Dinh Phong Le, Joo Hong Min, Jun Ho 

Go, Ji Young Lee

     ｜주제발표｜ ∙ Appropriate technology may have been practiced for many generations 

in the past, and it has evolved into a development approach aimed at 

tackling community development problems. Appropriate technology 

can be seen as an approach to community development consisting of 

body of knowledge, technologies, and an underlying philosophy. In fact, 

Dunn (1978) called it a complete systems approach to development 

both self- adaptive and dynamic because they can both afford and also 

use more expensive technical means as its users become wealthier and 

more skilled. Appropriate technology improves the productive 

capabilities of a community, and the community influences and 

improves the level of technology as well. Few of the technologies 

introduced in foregoing decade has brought to certain level of 

development, and it becomes hopeful that individual government will 

take some influential efforts to introduce more appropriate 

technologies to meet the energy demands which will not only create 

jobs to reduce unemployment but als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of 

common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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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4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Session Chair : Sung Min Kang)

Heidi Chung, Léa Choi, Jae Won Lim, Avishekh Gautam, Seung Yeon Kim, 

Yoon Jung Roh, Oh Jin Kwon, So Hyun Park, Jin Yun, Eu Ddeum Chung, 

Xiangche Shen, Monalisa Enot ,Beom Seok Son, Min Kyo Lee, Kevin 

Riutzel, Agnes Hong, MD. Anzan-Uz-Zaman, Khoe Dinh Duy, Da Young 

Jung, Sung Min Lee, Hye Youn Chang

     ｜주제발표｜ ∙ One of the fields where science and culture are converged may be 

architecture and outer space. As the speed of communication via 

electronic media and other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ease of travel increases, it resulted in 

increasing numbers of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all over 

the world. An idea to merge these arts and crafts can be wit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ch will ultimately increase the 

employment ratio and living standards. In the next phase it can also 

help in women empowerment. The world can develop some mechanical 

components to create fusion accomplishments with in depth assistance 

from both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al arts. Artists, artisans, 

scientists, educationalists, industrialists, and governmental officials, 

etc. can bring a positive change if they involve as unity which ultimately 

helps the themselves. It can be very new edition with the fus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at can be something very 

innovative and different. Fusion of culture is highly needed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The driving need for multinational and 

global companies has come about because manufacturing and some 

aspects of customer service have moved to lower cost economies in the 

world.

부록 | 1. 프로그램별 발표자료 ․요약 | 나.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  73

Session

05

과학교육 ․ 인재양성(Session Chair : Ji Min Yoon)

Jonathan Kim, Alex Park, Sung Hyeon Baek, Nhung Pham, Yeldar 

Mauletov, Sawarot Maibunkaew, Teha Kim, Sun Ja Kim, Min Hyung Ryu, 

Adid Adep Dwiatmoko, Hee Jeong Ryu, Ye Chan Park, Taek Won Oh, 

Benjamin Yoon, Da Eun Park, Yooun Heo, Cong Dang, Seung Hee Lee, 

Kyung Ho Jung

     ｜주제발표｜ ∙ Several notable trends emerging in our society include the network 

providing people with the most effectively to form communities and 

globally communicate amongst each other. The latest technologies to 

have multiple industries converged and cooperate; digitalized global 

economies; and energy crisis and consideration of the society for 

environment. There are many new social megatrends that have begun 

to appear an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most desirable features of 

scientists in this society with numerous new ways to educate young 

scientists the society desires the most. many corporations are looking 

for effective ways to stimulate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education. In order to educate young scientists to 

become the most socially desirable, there are a number of 

high-qualified human resources in the world. Investments in applied 

science which leads to industrialization are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level of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Government support for university scholarship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Corporations provide both 

industrialized and educationalized coorperation with various 

scholarship and support. Government policy should reconsider 

demanding annual results at national laboratories in order to lead to 

creativity in education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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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6

글로벌 협력(Session Chair : Jisu Chae)

David Paik, Da Eun Nam, Bon Min Koo, Tatiana Son, Jin Hong, Rama Ken, 

Yeon Su Kim, Ha Eun Lee, Jin Sung Kim, Sang hyup Park, Ahmer Riaz, 

Min Gu Park, Juri Kim, Paul Lee, Kyu Won Lee, Mariya Li, Sofia de Mare, 

Hee Su Kim, Min Gyu Park, Chan Hwi Kim

     ｜주제발표｜ ∙ Over the past two centuries, the human population has grown 

exponentially as in 1800 the world population estimated approximately 

one billion. The current world population is believed to be over 7 billion. 

There are those who tell that the world is globalizing at fast rate, 

however, the globalization existed before the modern day but was 

disrupted by creating boundaries among ourselves. These boundaries 

are called ‘countries’ in the modern days. One of the major issue for 

global cooperation is the position of a third world countries. As a result 

of such boundaries set-up around world, the third world countries face 

difficulties in keeping up with the modern day’s  globalization. One of 

the ways to solve this problems could be to create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in the globe as Abraham Lincoln once stated that earth’s 

most impassable barriers are often those formed not of walls or 

trenches, nor even mountains and oceans but of laws and words.

01
프로그램별 발표자료 ․ 요약

PRESENTATION
2 0 1 5  Y o u n g  G e n e r a t io n  F o r u m

다. 그룹토론 ․ 탐험대회 결과발표
• 그룹토론 ․ 발표:10개 그룹으로 나뉘어 아래의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룹토론 ․ 발표

   - Improvement for the Global Brand of Korea

   - G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Enterprise Start-up

• 탐험대회 : 해외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탐험하고 서울만의 독특한 느낌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를 체험하여 탐험결과를 참가자들간 공유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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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1

그룹별 발표내용 요약

Eugene Cho, Heidi Chung, Alex Park, Léa Choi, Sung Hyeon Baek, 

Seung Yeon Kim, Hyun Joo Kang, Jun Ho Go, Oh Jin Kwon, Ho Jin 

Yoon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외식 ․ 관광산업을 세계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외식사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개인과 국가 두 단위로 구분하여 발표함.

∙ 개인은 해외에서 한식과 관련된 외식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한국 음식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추진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관광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스마트폰 전용앱을 개발하여 관광객

들이 한국의 다양한 관광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제공

하고, 전용앱을 통해 여러 관광지에 발도장을 찍었을 경우 경품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의 기술 탐방의 주제로서 신재생 기술로 구현된 친환경 건물을 탐험주제로 선정, 

이를 위해 친환경 건물로 유명한 시청을 방문함. 시청 건물에 적용된 신재생 기술은 

크게 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Green Wall이 있고, 각각의 기술들을 직접 체험 ․ 학습

하였으며, 한국의 이러한 기술들이 세계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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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 Ae Hong, Byong Kang, Da Eun Nam, Bon Min Koo, Jae Won 

Lim, Jingjing Liu, Eun Ae Kim, Hye Yeon Gong, Joo Chan Kim, Chan 

Hwi Kim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Global Brand 세계화를 통해 한국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빨리빨리’ 강조 문화와 선행학습 및 타인의 눈치를 보고 본인이 다르게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성향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원인을 정의하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다르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해로운 경쟁이 사라진 사회 시스템, 비상시에는 

정해진 규약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탐험대회 발표｜ ∙ 충분한 시간 덕분에 서울의 방방곡곡을 탐험할 수 있었음. 신사역에서 가깝고 컨텐츠가 

가득한 삼성역 코엑스를 탐험하고 광화문의 올레(KT)체험관을 방문하여 얼굴을 인식

하여 나이를 가늠해주는 기계 등 여러 종류의 스마트기기들을 체험함. 또한 세종문화

회관을 방문하여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건물을 탐방하고 발표자료로서 코엑스

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만나는 과정을 코믹한 상황으로 선보임.

Gerina Kim, Jonathan Kim, Anne Li, Jin Sung Kim, Jinghai Jin, 

Tatiana Son, Hee Su Kim, Ju Ri Kim, Yeon Su Kim, Tae Woo Kim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세계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로 한글, 음식, 

K-POP 등을 제안함. 이러한 문화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소비자층이 될 개

발도상국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물품들을 지원, 한국 물품들의 우수성을 직접

적으로 전파하는 방안과 한국기업이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스폰서가 되어 간접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의 기술탐방 주제로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만든 제품들을 주제로 선정

하고, 강남에 위치한 삼성 dilight 센터에 방문하여 3D 가상현실 관련 제품, Galaxy 6, 

디지털 카메라, smart watch 등 삼성의 최신 전자제품들을 체험 ․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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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Lee, Seo Kyung Kim, Sun Ja Kim, Woo-Sik Chung, Min Hyung 

Ryu, Xiangche Shen, Te Ha Kim, Hee Jeong Ryu, Min Gyu Park, Joo 

Hong Min

   ｜그룹토론 ․ 발표｜ ∙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함. 비빔밥, 불고기 등의 다양한 음식들이 

세계화되어 있지만, 독일 등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한국의 음식이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함. 육식을 많이 선호하는 독일의 경우 한국의 족발을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등 각각의 국가별 특화된 음식 문화에 맞추어 한국의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화폐 제조 기술의 탐험을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기술을 탐방하고 이밖에도 한국의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에서 국내 과학기술의 현시점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함께 탐험함.

Peter Kim, Bo Young Lee, Diana Lee, Jin Yeong Kwak, Eu Ddeum 

Chung, Nam Jun Hur, Min Gu Park, Seung Yean Song, Ho Seok 

Hwang, Myung Hyun Lee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이 잘하는, 즉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화장품 산업과 삼성, LG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

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제시함. 현재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Tele-communicative 

Technologies 분야를 통하여 세계에서 Top IT 강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먼저 한국의 뛰어난 통신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SKT ICT 체험관을 방문, 이동 중에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었던 T-Money, Wifi 서비스를 체험하여 한국의 기술이 

타 국가에 비해 한발 더 발전 ․ 보급되어 있는 infrastructure를 경험함. 또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장시장에서 외국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에서 한국의 

전통음식들을 맛보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방문하여 육회 등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

하는 시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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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Lee, Hyun Soo Lim, Yuri Yang, Kyu Won Lee, Ye Chan Park, 

Taek Won Oh, Da Young Jung, Sung Min Lee, Mariya Li, Sofia de 

Mare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로서 삼성, LG, 현대차 등을 선정하고 Global Brand 제품이 

한국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의 경우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국내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 국내 제품들의 품질저하 이유는 관련 규제 부족으로 대기업들이 더 많은 영업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낮은 품질과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함. 

예로 근래의 세월호 사태, 메르스(MERS), 잠실 싱크홀,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등은 

규제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건들임.

∙ Global Brand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탐험대회 발표｜ ∙ 현대자동차 Show Room을 방문하여 세계시장에 수출 중인 자동차들을 견학하고 

최근 100층을 돌파한 제2롯데월드 타워를 탐방함. 초고층이면서 우수한 디자인의 

건물이지만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며, 실제로 싱크홀 발생은 건축물을 지은 장소 근처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공간이 생기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심의 함몰 

현상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하정보 구축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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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yun Park, Ha Eun Lee, Ah-Ram Seok, Jin Yun, Nicholas Kim, 

Yooun Heo, Yoon Jung Roh, Hee Chang Seo, Beom Seok Son, Dong 

Yeon Woo

   ｜그룹토론 ․ 발표｜ ∙ 한국 문화의 세계화로서 한국의 음식문화와 배달문화에 초점을 두고 토론함. 한국의 

음식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외국 현지의 기호에 

알맞도록 현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그 예로 떡볶이의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 

덜 매운 짜장소스, 크림소스 등의 순한 맛을 가미하여 먹기 좋은 음식으로 변화를 

주는 방안을 영상과 함께 소개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 음식문화를 다양하게 접하기 위해 각종 음식점과 인사동을 방문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즈 찜닭, 치즈 빙수 등을 체험함. 직접 음식의 

맛을 시식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한국 음식문화의 

장점과 나아가 글로벌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함.

David Paik, Yong Jun Quan, Seiwon Park, Jin Hong, Geun Hyuk Yi, 

Seung Hee Lee, Kyung Ho Jung, Ji Young Lee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제시함.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하여 봉수대, 파발제가 있었고 근래에는 유선 

전화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현재에는 3G , 4G 핸드폰으로 한국의 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이 상당하여 의료기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의 문화는 K-POP, 인터넷 방송문화 등을 통해 세계화 되고 있고 미래에는 앞선 

컨텐츠를 개발 ․ 융합하여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화의 세계화를 기대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와 

코엑스 SMTOWN을 선정함. 상암DMC에서는 한국 미디어의 역사와 현황, 미디어가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았고, COEX에 위치한 SMTOWN

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스타의 피규어, 증강현실을 적용한 사진촬영 등을 보며 

과학기술을 K-POP 문화에 적용하여 서비스하는 과정을 탐험함.

부록 | 1. 프로그램별 발표자료 ․요약 | 다. 그룹토론 ․탐험대회 결과발표 |  81

Group

09
Kevin Riutzel, Yena Son, Yoo Jin Kim, Arkadiy Tzsyu, Sang hyup 

Park, Hye Won Cho, Sang Jae Bae, In Kyung Cho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전통 문화와 기술들을 세분화하여 토론을 진행함. 이중 문화는 음악, 음식, 

스포츠, 미디어 컨텐츠, 건축, 무대예술, 언어, 문학 등으로, 기술은 정보통신, 전자

전기, 의학, 우주과학, 기계 ․ 로봇, 조선기술, 교통기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대표적 기술들을 발표함. 

∙ 한국의 전통 난방법인 온돌에 주목하고 온돌은 뜨거운 연기가 방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장치이며, 열효율이 높고 연료나 시설이 경제적이라는 

강점으로 온돌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함. 현대식 난방기술을 접목하여 불의 연기 대신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온돌의 단점인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 예방이 

가능함. 현대식 온돌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일례로 2013년 

George Washington Univ.는 한국식 온돌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축조함. 온돌의 세계화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유명인의 광고, 컨퍼런스 ․ EXPO 개최, Social Media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 과학기술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함. 청동기 시대의 무기 제작

기술과 조선시대 지게, 거북선, 해시계, 한국전쟁 당시 전투함, 63빌딩, KTX 전철, 

성형의학, 과학관, 휴대폰 ․ 전자기기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과정 등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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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0
Benjamin Yoon, Agnes Hong, Sue Wan Kim, Na Young Shin, Jun Li, 

Igor Li, Hye Youn Chang, Jong Kil Lee

｜그룹토론 ․ 그룹발표｜ ∙ 한국만이 가지는 장점으로서 ‘소’의 여러 부위를 세분화하여 판매하고 각각의 다양한 

요리 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음식 문화(비빔밥 광고)를 선정함. 또한 치킨의 

종류도 매일 매일 골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며 한강 둔치까지 배달될 정도로 

배달문화를 촉진하는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 앱이 출시됨. 맛과 가격 모두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하기에 해외에서도 이 문화를 적용시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할 것으로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개인 온라인tv(아프리카)나 SNS를 통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먹방)과 먹는 사진을 올리는 문화가 정착하여 케이블 방송사, 공영 방

송사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음식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 

이를 체험하기 위해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과 간장새우, 외국에서 맛볼 

수 없는 산낙지를 직접 시식해 보았고,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빙수와 한국인들이 야식

으로 자주 찾는 치킨을 발표시간에 직접 가져와서 시식하며 먹방을 재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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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5.05.18(월)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 신청 접수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서 진행, 이번달 말까지 신청 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함께하는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2015 Young 

Generation Forum(이하 YGF)) 참가 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접수한다.

YGF 지원 자격은 과학기술관련 전공 학부 3,4학년 학생과 석‧박사 과정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내 청년과학도로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및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면 

가능하다. 

YGF 프로그램은 부스 탐방과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그룹토론, 특별강연과 장기자랑 

및 탐험대회 등으로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및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일 동안 꾸며질

계획이다.

행사 지원 서류는 홈페이지(http://www. ultari.org/)에서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다. 참가 확정여부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박시나 | snpos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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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5.07.01(수)

미래부,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는 ‘2015 대한민국과학

기술연차대회’를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50년, 또 한 번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민병주 국회의원, 이부섭 과총 회장 등 관련 

기관 주요 인사를 비롯해 18개국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대회는 다가 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창업 ․ 벤처 생태계가 조성돼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심포지엄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기조

강연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혁(Transformation 

for the New Era)’을 시작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우는 교훈’

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뉴월드, 

21세기 유망기술과 산업 전망, 크리스퍼 

유전체 교정과 생명과학 혁명 등 4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해당 분

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

이다.

한편,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 ‘대학생 과학

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전시회’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

되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국내외 대학생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개회식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제25회 과학기술우수

논문상’(시상: 이부섭 과총 회장),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미래창조학부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어젠다(의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도출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인 대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나기자 |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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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5.07.01(수)

앞으로 50년…韓 과학이 가야 할 길은?
미래부-과총,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 앞으로 50년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50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이 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이하 과총)는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를 2일 한

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향후 50년, 

또 한 번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부섭 

과총 회장 등 관련 기관 주요 인사를 비롯해 

18개국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와 과학

기술계 인가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대회는 다가 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창업 ․ 벤처 생태계가 조성을 위한 방법론이 

논의된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뉴월드, 21세기 

유망기술과 산업 전망, 크리스퍼 유전체 

교정과 생명과학 혁명 등 4편의 주제발표가 

있다. 또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 ‘대학생 과학

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전시회’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국내외 대학생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연차대회는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어젠다(의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도출해 왔다”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인 대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기조강연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혁

(Transformation for the New Era)’을 시작

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독일 통일과정

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한다.

정종오기자 |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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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5.07.01(수)

‘향후 50년, 또 한 번의 도약’ 주제로 
‘2015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2일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를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향후 50년, 또 한 번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민병주 국회의원, 이부섭 과총 회장 등 관련 

기관 주요 인사를 비롯해 18개국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대회는 다가 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창업, 벤처 생태계가 조성돼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심포지엄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기조

강연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혁(Transformation 

for the New Era)’을 시작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우는 교훈’

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뉴월드, 

21세기 유망기술과 산업 전망, 크리스퍼

유전체 교정과 생명과학 혁명 등 4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 ‘대학생 과학

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전시회’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국내외 대학생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개회식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제2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미래창조학부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어젠다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도출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인 대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준호기자 | han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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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기술 역할 모색…내일 과학기술연차대회
18개국서 재외동포 젊은 과학자들도 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향후 50년, 또 한 번의 도약’을 주제로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대회에는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와 18개국 재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 1천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계 역할,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

(ICT)을 기반으로 한 창업 ․ 벤처생태계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논의된다.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 

부회장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혁’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21세기 유망기술과 

산업전망, 크리스퍼 유전체 교정과 생명과학 

혁명, 디지털 뉴월드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회에는 재외동포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

하는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 ‘대학생 과학

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울러 행사 개회식에서는 ‘대한민국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제25회 과학기술우수

논문상’,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시상식

도 열린다. 

양정우기자 |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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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제시하는 과학기술인 대토론장… 
과학기술 연차대회 개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인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회장 이부섭)는 ‘2015 대한민국과학

기술연차대회’를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50년, 또 한 번의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민병주 국회의원, 이부섭 과총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8개국 재외동포 청년과학

기술자와 과학기술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차대회는 다가올 미래사회 변화에서 

과학기술계 역할을 논의한다. 또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창업 ․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과 

심포지엄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뉴월드, 21세기 

유망기술과 산업 전망, 크리스퍼 유전체

교정과 생명과학 혁명 등 네 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부대 행사로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 

△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전시회가 열린다. 

앞서 개회식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최고 권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제25회 과학

기술우수논문상’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

대회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어젠다와

각종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로 생산적 대안을

도출해 왔다”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명실

상부한 과학기술인 대토론의 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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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참가자

No Name University Major E-Mail

1 Beom  Seok Son Pusan National  Univ. Biology beomseok15@gmail.com

2 Chan Hwi Kim UST Material  Engineering kimchanhwi@naver.com

3 Da Young Jung Catholic Univ. of  Daegu Environmental  Engineering ekdud37@naver.com

4 David Kim KAIST Chemical  Engineering dafakim@gmail.com

5 Dong Yeon Woo KAIST Electronic  Engineering woody0325@kaist.ac.kr

6 Eun Ae Kim UNIST Environmental  Engineering eunae@unist.ac.kr

7 Geun Hyuk Yi Pusan National Univ. Mechanical  Engineering ghgthomas@naver.com

8 Hee Chang Seo Hanyang  Univ.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oesoo@hanmail.net

9 Hee Jeong Ryu Konyang  Univ. Chemistry gmldhkd25@naver.com

10 Hee Su Kim KAIST Biotechnology heesu812@kaist.ac.kr

11 Ho Jin Yoon KAIST Material  Engineering hojin92@kaist.ac.kr

12 Ho Seok Hwang UNIST Chemical  Engineering foradd2paper@nate.com

13 Hye Won Cho UNIST Biology chloejoe8842@gmail.com

14 Hye Yeon Gong Hannam  Univ. Material  Engineering gpdus2236@naver.com

15 Hye Youn Chang UST Medical  Engineering coloraccents@gmail.com

16 Hyun Joo Kang UNIST Chemistry khj9566@gmail.com

17 In Kyung Cho Chungnam  National Univ. Polymer Engineering ikcho530@naver.com

18 In Woo Jeung KAIST Biology inwoo@kaist.ac.kr

19 Ji Min Yoon KAIST Chemical  Engineering jimyoon@kaist.ac.kr

20 Ji Su Chae KAIST Biology jschae007@kaist.ac.kr

21 Ji Young Lee KAIST Material  Engineering ji01125@naver.com

22 Jong Kil Lee UST Astronomy bbelejjang@kasi.re.kr

23 Joo Chan Kim POSTECH Chemistry kimjoochan@postech.ac.kr

24 Joo Hong Min POSTECH Physics jhmin92@naver.com

25 Ju Ri Kim UNIST Environmental  Engineering joori0802@unist.ac.kr

26 Jun Ho Go Univ.  of Ulsan Mechanical  Engineering gojh279@hanmail.net

27 Kyung Ho Jung Kyungpook National  Univ. Computer  Engineering ahoo91@naver.com

28 Min Gu Park Korea Univ. Biology redmango42@naver.com

29 Min Gyu Park KAIST Energy Engineering pmg8121377@kaist.ac.kr

30 Myung Hyun Lee Ewha  Womans Univ. Biology joie6212@gmail.com

31 Oh Jin Kwon Pusan National Univ. Biochemistry ohjink1027@gmail.com

32 Sang Jae Bae Kyunghee  Univ. Electronic Radiowave  Engineering bsj1216@gmail.com

33 Seung Hee Lee Chungbuk  National Univ Agriculture dltmdgmlq@hanmail.net

34 Seung Yean Song Kyunghee  Univ. Electronic  Engineering kei00741@naver.com

35 Sun Seo Jeon KAIST Chemical  Engineering jeonss95@kaist.ac.kr

36 Sung Min Kang KAIST Computer  Science stuatlittle@kaist.ac.kr

37 Sung Min Lee Pusan National Univ. Biology smlee1048@gmail.com

38 Tae Woo Kim Seoul National Univ. Mathematics taou@naver.com

39 Taek Won Oh Incheon  National Univ. Mechanical  Engineering otwh2000@gmail.com

40 Te Ha Kim Hallym  Univ. Medicine kimteha0626@hallym.ac.kr

41 Ye Chan Park Pai Chai Univ. Biology yechan1991@daum.net

42 Yeon Su Kim Univ. of Seoul Biology dsutnnsg@naver.com

43 Yoon Jung Roh Univ. of Seoul Biology anastasiar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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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참가자

No Country
Name

University Major E-Mail
First Last

1 1

USA

Agnes Hong Univ. of  Maryland Biology Agnes.A.Hong@gmail.com

2 2 Anna Lee Duke Univ. Biomedical  Engineering anna.lee@duke.edu

3 3 Benjamin Yoon Univ. Of Michigan Neuroscience benkyoon@umich.edu

4 4 Bo Young Lee Univ. of South  Florida Biomedical Sciences blee4@health.usf.edu

5 5 Byong Ha Kang MIT Biomedical  Engineering bhk3j@virginia.edu

6 6 David Paik Vanderbilt Univ.
Cell and  Developmental 

Biology
dtpaik@gmail.com

7 7 Diana Lee City College of New  York Psychology dlee34@citymail.cuny.edu

8 8 Eugene Cho MIT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e_cho@mit.edu

9 9 Gerina Ki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Biomedical  Engineering gerinakim@gmail.com

10 10 Ha Eun Lee City College of New  York Biomedical  Engineering joannehaeunlee@gmail.com

11 11 Heidi Chung Fullerton College Nutrition and Foods heidijchung@gmail.com

12 12 Hyun Soo Lim New York Univ. Dentistry hyunsoo.lim@hotmail.com

13 13 Jonathan Kim Univ. of Virginia Computer Science yeseri92@yahoo.com

14 14 Kevin Riutzel Touro Univ. Osteopathy kr2303@caa.columbia.edu

15 15 Mee Ae Hong Univ. of Washington Dentistry meeaehong@gmail.com

16 16 Paul Lee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Biomedical  Engineering paultglee@gmail.com

17 17 Peter Kim Univ. of Washington Bioengineering pkim40@uw.edu

18 18 Seo Kyung Kim Dartmouth College Digital Musics skkim0319@gmail.com

19 19 So Hyun Park Rice Univ. Bioengineering shp9n@virginia.edu

20 20 Sun Ja Kim Univ. of Hawai’i at  Mānoa Public Health sunk@hawaii.edu

21 21 Yena Son Univ. of Virginia Biology / Public  Policy yks9cb@virginia.edu

22 1
Germany

Ah Ram Seok RWTH Aachen Chemistry littlestone89@googlemail.com

23 2 Woo Sik Chung RWTH Aachen Mechanical  Engineering spacepower511@hotmail.com

24 1

UK

Alex Park
Royal Holloway Univ. of 

London
Biomedical Science psk911017@gmail.com

25 2 Da Eun Nam King’s College  London Pharmacy daeun.nam@gmail.com

26 3 Jin Yun Univ. of Aberdeen
Neuroscience with 

Psychology 
j.yun92@yahoo.co.uk

27 4 Nam Jun Hur Univ. College London Drug Discovery MSc n.hur@outlook.com

28 5 Sue Wan Kim King’s College  London Medicine suewan.kim@gmail.com

29 6 Yu Ri Yang Univ. College London Mathematics yuri_yang9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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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France

Anne Li Univ. of Strasbourg Medicine aninouchka@hotmail.fr

31 2 Bon Min Koo Ecole  Polytechnique Electrochemistry koo.bonmin@yahoo.fr

32 3 Hye Jin Choi Cergy  Pontoise Univ.
Biochemistry and  

Cellular Biology
hyejinchoii@gmail.com

33 1

Canada

Eu  Ddeum Chung Univ. of Toronto
Laboratory Medicine  

and Pathobiology
eu.chung@mail.utoronto.ca

34 2 Jae Won Lim Univ. of British  Columbia
Human Physiology  & 

Microbiology
jjwwlim@hotmail.com

35 3 Jin Sung Kim McGill Univ. Pharmacology Jin.sung.kim2@gmail.com

36 4 Jin Yeong Kwak Univ. of Alberta Chemical Engineering skwak@ualberta.ca

37 5 Kyu Won Lee Queens Univ. Medicine rosa.kw.lee@gmail.com

38 6 Min Hyung Ryu Univ. of British  Columbia Experimental  Medicine min.hyung.ryu@gmail.com

39 7 Na Young Shin Univ. of Alberta Pharmacy nshin@ualberta.ca

40 8 Nicholas Kim Univ. of Ottawa
Specialization in  

Biochemistry
njkimnj@gmail.com

41 9 Sei Won Park Univ. of Toronto Pharmacy seiwon.park@mail.utoronto.ca

42 10 Sung Hyeon Baek Univ. of Toronto
Laboratory Medicine  

and Pathobiology
davidsh.baek@gmail.com

43 11 Yoo Jin Kim York Univ. Science and Nursing kyj@my.yorku.ca

44 1

China

Jinghai Jin
East China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Medicinal Chemistry jinjinghai122625@163.com

45 2 Jingjing Liu
Shenyang  Pharmaceutical 

Univ.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455037611@qq.com

46 3 Jun Li Qingdao Univ. Chemical Engineering lijun1262277@126.com

47 4 Xiangche Shen  Yanbian Univ. Horticulture 2499187524@qq.com

48 5 Yong Jun Quan Nankai Univ. Clinical Medicine qyongjun@yeah.net

49 1
Russia

Mariya Li
Institute of Tourism and 

Hospitality
Scientific Psychology lamso@mail.ru

50 2 Tatiana Son Russian  State Univ. Scientific Psychology nyuka90@gmail.com

51 2
Kazakhstan

Arkadiy Tzsyu
Kazakh National Univ. after  

Al-Farabi
Organic Chemistry arkadiy.tszyu@gmail.com

52 3 Igor Li International Univ.  of IT Information Systems igor-lee@bk.ru

53 1

Australia

Jin Hong Univ. of Canterbury Computer Science jho102@uclive.ac.nz

54 2 Sang Hyup Park Univ. of Tasmania Civil Engineeing tasmaniashpark@gmail.com

55 3 Seung Yeon Kim James Cook Univ. Dental Surgery susie1018@nate.com

56 4 Yooun Heo Univ. of New South  Wal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yooun88@gmail.com

57 1 Sweden Sofia de Mare Lund Univ. Structural Biology sofia.de_mare@med.l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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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

No Country
Name

University Major E-Mail
First Last

1 Indonesia Adid Adep Dwiatmoko UST Chemical Engineering adid.adep@gmail.com

2 Pakistan Ahmer Riaz UST material Engineering ahmeriaz@gmail.com

3 Kazakhstan Aidyn Zhakatayev UNIST
Electronic Computer 

Engineering
aidyn.zhakatayev@gmail.com

4 Kazakhstan Aliya Orynbassarova UST Mechanical Engineering darkeyes@list.ru

5 Indonesia
Andrew 

Putrayudha
Soesanto UST Mechanical Engineering andrew.putrayudha@hotmail.com

6 Nepal Avishekh Gautam Hallym Univ. Medicine gmavishekh@hallym.ac.kr

7 Vietnam Cong Dang UST Mechanical Engineering dangchikong@gmail.com

8 Vietnam Dinh Phong Le UST Mechanical Engineering ledinhphong@gmail.com

9 Senegal
Fatoumata Bintou 

Rassoul
Wade Pai Chai Univ. IT Engineering ngalamwade@hotmail.fr

10 Pakistan Hassnain Abbas Khan UST Chemical Engineering husnainabbass@yahoo.com

11 Ghana Jeshurun Biney UNIST Chemical Engineering jeshurunbiney@yahoo.com

12 Vietnam Khoe Dinh Duy UST Mechanical Engineering khoedd@gmail.com

13 Bangladesh MD. Anzan-Uz-Zaman UST Material Engineering anzanzaman@kimm.re.kr

14 Philippines Monalisa Enot UST Physics phy6_i_lyk@yahoo.com

15 Vietnam Nhung Pham UST Material Engineering hotmitcoi@yahoo.com

16 Kenya Rama Ken Pai Chai Univ. Computer Engineering ramaken260@gmail.com

17 Sri Lanka Ramesh Soysa UST Mechanical Engineering rsoysa@ust.ac.kr

18 Thailand Sawarot Maibunkaew UST Biotechnology sawarotmai@gmail.com

19 Pakistan Taqi Mehran UST Chemical Engineering taqimehran@gmail.com

20 Pakistan Umair Ahmed Siddiqui Univ. of Ulsan
Clothing and Textile 

Engineering
u_designer@hotmail.com

21 Spain Vanesa Teijeiro Seijas KoreaUniv. Chemical Engineering vanesateisei@korea.ac.kr

22 Kazakhstan Yeldar Mauletov UNIST
Electronic Computer 

Engineering
3444321@gmail.com

23 Germany Ramon Springer Kyung Hee Univ.
Organic Electronics 

Material
springer.ram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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