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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 세계 14개국에서 고국을 방문해주신 국내 · 외 우수 청년과학 

기술자 여러분께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이하 YGF)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고 있는 YGF 사업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와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및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보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장입니다.

 이번 YGF는 과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 세계과학기술인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67명의 청년과학도들은 8박 9일이라는 긴 

시간을 모국에서 함께 보내며 민족 유대감을 결속하고 과학기술로 하나 될 수 있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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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매김하여 큰 성장과 결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총은 YGF를 비롯한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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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과학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가 YGF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09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부섭

국내 · 외 과학기술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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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OVERVIEW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YGF)을 통해 해외동포 청년과학 기술자들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 간의 

글로벌 상호 네트워킹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이 그 구심점이 되어 더 많은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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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의 만남의 장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사업개요

	



01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국내	전문가들	간의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

과학기술 

상호교류의 장 마련

02

재외동포	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킹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Global	Leader로서	자질	함양	

및	첨단과학기술의	상호	교류에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

전문가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 교류 증진

03

젊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이	

모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	유대감을	높임

교류를 통한 

민족 유대감 형성

목 적

비 전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을 통한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기여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은 

국내 · 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가교로 대한민국과학기술 세계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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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참석	:	67명(참가국	14개)

2015.6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개최

	 참석	:	100명(참가국	11개)

2014.7	 싱가폴	신규	참가

	 YGF	Alumni	창립준비단	발대식	개최

	 참석	:	108명(참가국	15개)

2013.7	 핀란드,	네덜란드	신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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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106명(참가국	14개)

2012.7		 YGF 1회 참가자 이주성 KAIST 교수 그룹토론 및 발표 사회자로 참가

	 국내	4년제	대학으로	참가대상	확대

	 참석	:	117명(참가국	13개)

2011.7	 YGF 개최 10주년 기념 Startup Springboard 48 개최

	 참석	:	110명(참가국	13개)

2010.7	 참석	:	120명(참가국	12개)

2009.7	 참석	:	109명(참가국	12개)

2008.7	 참석	:	100명(참가국	12개)

2007.7	 오스트리아	신규	참가

	 참석	:	109명(참가국	12개)

2006.7	 참석	:	133명(참가국	11개)

2005.7	 국내	10개	대학으로	참가대상	확대

	 참석	:	107명(참가국	11개)

2004.7	 프랑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신규	참가

	 참석	:	110명(참가국	12개)

2003.7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신규	참가

	 참석	:	111명(참가국	7개)

2002.7	 미국,	한국에서	한민족청년과학도들이	모여	첫	YGF	개최

	 참석	:	58명(참가국	2개)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연 혁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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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재외동포 한인청년과학기술자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 	국가별	발표,	Group	Discussion	등을	통한	전	세계	18개국	재외한인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	간의	네트워킹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	상호교류	

증진

●  경주지역 문화탐방을 통하여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이 모국 과학 

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민족 유대감 고취

●  YGF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4개 분야별(BT, IT, NS, EN) 전문가의 

발표와 각 전공 분야별로 나뉘어 심도 있는 토론으로 미래에 대한 

상호 교류 및 기반을 다짐

●  창조경제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과학기술 지향적인 한국의 미래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성공사례 등에 대한 

참가자별 발표로 세계 각지의 청년과학기술자들과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대전 

지역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ICT 전문기업 기술개발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학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YGF

국가별 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의 인적네트워크의 초식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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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실적

년도 기간 장소 참가국 참가인원

2016 7/11	~	7/19
서울(과총,	코엑스),

대전,	경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한국

국내	:	24
국외	:	43
총	: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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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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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참가자 현황(2002~2016) (단위	:	명)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미국 406 독일 74 영국 115 프랑스 52 일본 41

캐나다 121 중국 63 러시아 58 카자흐 33 우즈벡 29

오스트리아 15 호주 ·뉴질랜드 30 핀란드 2 스칸디나비아 2 네덜란드 4

싱가폴 1 한국 519

계 1,565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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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기 간 2016년 7월 11일(월) ~ 7월 19일(화)

● 장 소 서울, 대전, 경주, 울산, 포항

● 주 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참가자격 1982년 이후 출생한 과학기술 관련 전공 학부 3학년 이상, 박사 후 과정까지의

 재학생으로서 영어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참 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합계

15 4 2 6 3 3 2

67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한국

2 1 2 1 1 1 24

● 지원내역 •해외	참가자	:	왕복항공료	일부	및	8박	9일	동안의	숙식비	일체	

	 •국내	참가자	:	8박	9일	동안의	숙식비	일체

프로그램 소개

	



● 일 정
July 11

(Mon)

10:00	~	11:00

11:00	~	11:15

11:15	~	11:30

11:30	~	12:30

12:30	~	13:30

13:30	~	14:30

14:30	~	15:00

15:00	~	17:00

17:00	~	19:00

19:00	~	20:00

Registration(KSTC	B1F	Lobby)

Opening	Ceremony(Auditorium	II)

(Opening	Address,	YGF	Introduction)

Commemorative	Photograph

Presentation	of	Country	Representatives

(USA/UK/France/Canada/China/Russia/Kazakhstan/Uzbekistan/

Austria/Australia/New	Zealand/Norway/Netherlands/Korea)

Luncheon

Country	Booth	Activity(Auditorium	I)

Break

Group	Discussion	I(Auditorium	II,	Conference	Room	II)

Welcome	Dinner

Hotel	Check-In

July 12

(Tue)

09:00	~	12:00

12:00	~	13:00

13:00	~	18:00

18:00	~

Group	Discussion	II(Auditorium	II,	Conference	Room	II)

Luncheon

S&T	Exploration	Contest

Networking	Dinner(Group)

July 13

(Wed)

08:40	~	09:00

09:30	~	13:00

13:00	~	14:00

14:00	~	16:00

16:00	~	16:30

16:30	~	17:30

17:30	~	17:50

17:50	~	18:30

18:30	~	20:30

20:30	~	21:30

Departure	to	COEX

World	Conference	of	Scientists	and	Engineers(WCSE)

(COEX	Hall	D2)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es,	etc.)

Luncheon

Presentation	of	Group	Discussions	&	Exploration	Contest

(COEX	Conference	Room	300)

Break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Contest

Break

Plenary	Speech(COEX	Hall	D2)

(Rolf-Dieter	Heuer	Former	Chief	of	CERN,	etc.)

WCSE	Welcome	Dinner

Hotel

July 14

(Thu)

08:3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5:00

15:00	~	15:30

15:30	~	17:00

17:00	~	19:00

19:00	~	20:00

Departure	to	Daejeon

KAIST	Tour · Meeting	with	Vice-President,	

Hyun	Wook	Park(KI	Bldg.	(E4)	Matrix	Hall)

Luncheon

Talk	Concert	I(Creative	Learning	Bld.	(E11)	Terman	Hall)

Break

Talk	Concert	II(Creative	Learning	Bld.	(E11)	Terman	Hall)

Dinner

Hotel

12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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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July 15

(Fri)

09:00	~	10:30

10:3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4:30

14:30	~	18:00

18:00	~	19:30

19:30	~	20:00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KIGAM)

Luncheon

Daejeon	Center	for	Creative	Economy

Break

Arduino	Program	Contest

Dinner

Hotel

July 16

(Sat)

08: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8:00

18:00	~	19:30

19:30	~	20:30

Departure	to	Gyeongju

Cultural	Tour	I

(Cheomseongdae)

Luncheon

Cultural	Tour	II	

(Cheonma-Chong,	Gyeongju	National	Museum)	

Dinner

Hotel

July 17

(Sun)

09:00	~	12:00

12:00	~	13:00

13:00	~	18:00

18:00	~	19:30

19:30	~	20:30

Cultural	Tour	III

(Seokguram	Grotto,	Bulguksa	Temple)

Luncheon

Cultural	Tour	Ⅳ

(Yangdong	Korean	Village,	Etc.)	

Dinner

Hotel

July 18

(Mon)

09:00	~	10:00

10:00	~	12:00

12:00	~	13:20

13:20	~	14:20

14:20	~	17:20

17:20	~	18:00

18:00	~	19:30

19:30	~	20:30

Departure	to	Ulsan

Industrial	Tour	I

(Hyundai	Heavy	Industries)

Luncheon

Departure	to	Pohang

Industrial	Tour	II(POSCO)

Departure	to	Gyeongju

Dinner

Hotel

July 19

(Tue)

08:00	~	12:00

12:00	~	13:30

13:30	~	14:30

Departure	to	Seoul

Luncheon

YGF	Review(KSTC	B1F	Conference	Room	II)

(Awards,	Evaluation,	etc.)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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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일 시	:	7.	11(월)	10:00	~	11:00

 장 소	:	서울한국과학기술회관	B1F	Lobby

 내 용	:

	 -	포럼	등록

	 -	명찰 ·책자	교부	등

등록

일정별 프로그램

14 2016	Young	Generation	Forum



02 개회식
 일 시	:	7.	11(월)	11:00	~	11:15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중회의실	2

 진 행	:	허균영(경희대학교	교수)

 내 용	:

	 -	개회사	:	이부섭(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YGF	소개	동영상	상영

개회식

개회사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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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별 학생대표 발표
 일 시	:	7.	11(월)	11:30	~	12:3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중회의실	2

 내 용	:

	 -	국가별	학생대표의	자국	과학기술	동향	및	현안이슈	발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중국/러시아/카자흐/우즈벡/오스트리아/호주/

	 뉴질랜드/노르웨이/네덜란드/한국)

국가별	학생대표	발표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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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스탐방
 일 시	:	7.	11(월)	13:30	~	14:3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중회의실	1

 내 용	:

	 -	국가별	부스에서	각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국	소개	및	홍보

부스탐방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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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그룹토론 I
 일 시	:	7.	11(월)	15:00	~	17:0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중회의실	2 ·소회의실	2

 내 용	:

	 -	주어진	주제로	그룹별	토론	

	 -	주제	:	아래	3개	중	택1

	 	 •한국의	Global	Brand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	Technology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Enterprise	Start-up

그룹토론	I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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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환영만찬
 일 시	:	7.	11(월)	17:00	~	19:00

 장 소	:	서울	자연별곡(교대역점)

 내 용	:

	 -	2016	YGF	참가	환영만찬

환영만찬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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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그룹토론 II
 일 시	:	7.	12(화)	09:00	~	12:0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중회의실	2 ·소회의실	2

 내 용	:

	 -	전공분야별	그룹토론	

	 -	주제	:	4개	분야별(BT,	IT,	NS,	EN)	자유주제

	 	 (타	전공분야	참가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룹토론	II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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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과학기술 탐험대회
 일 시	:	7.	12(화)	13:00	~	18:00

 장 소	:	서울지역

 내 용	:

	 -	해외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탐험하고	독특한	서울만의	과학기술	관련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과학기술	탐험대회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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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세계과학기술인대회
 일 시	:	7.	13(수)	9:30	~	13:00

 장 소	:	서울	COEX	3층(Hall	D2)

 내 용	:

	 -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

	 -	개회사	:	이부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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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제별 · 전공분야별
그룹토론 · 탐험대회 결과발표

 일 시	:	7.	13(수)	14:00	~	16:00

 장 소	: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00

 내 용	:

	 -	주제별 ·전공분야별	그룹토론 ·탐험대회	결과	발표

주제별 ·전공분야별	그룹토론 ·탐험대회	결과발표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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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조경제혁신 경진대회
 일 시	:	7.	13(수)	16:30	~	17:30

 장 소	: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00

 내 용	:

	 -	과학기술	지향적인	한국의	미래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성공사례	등에	대한	참가자별	발표

창조경제혁신	경진대회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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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AIST 탐방 · 부총장과의 만남
 일 시	:	7.	14(목)	11:00	~	12:00

 장 소	:	대전	KAIST	E4	KI빌딩	Matrix	Hall

 내 용	:

	 -	연사	:	박현욱	KAIST	부총장

KAIST	탐방 ·부총장과의	만남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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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YGF 토크콘서트
 일 시	:	7.	14(목)	13:00	~	17:00

 장 소	:	대전	KAIST	E11	창의학습관	Terman	Hall

 내 용	:

	 -	1부	:	특별강연(분야별	전문가들의	과학기술	최신동향,	성공사례,	노하우	전달	등)

	 -	2부	:	4개	분야별(BT,	IT,	NS,	EN)로	나뉘어	심도	있는	전문분야	토론

YGF	토크콘서트

일정별 프로그램

26 2016	Young	Generation	Forum



14 대전지역 연구단지 견학
 일 시	:	7.	15(금)	09:00	~	12:00

 장 소	:	대전지역

 내 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견학

대전지역	연구단지	견학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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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일 시	:	7.	15(금)	14:30	~	18:00

 장 소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용	: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	및	그룹별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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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주지역 문화탐방
 기 간	:	7.	16(토)	~	7.	17(일)

 장 소	:	경주지역

 내 용	:

	 -	경주지역	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민족	유대감	증진

경주지역	문화탐방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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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울산 · 포항지역 산업시찰
 일 시	:	7.	18(월)	08:00	~	19:30

 장 소	:	울산	현대중공업 ·포항	POSCO	산업단지

 내 용	:

	 -	현대중공업	및	POSCO	산업시찰을	통해	직접적인	과학기술	현장	체험

울산 ·포항지역	산업시찰

일정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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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상식 및 평가회
 일 시	:	7.	19(화)	13:30	~	14:3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소회의실	2

 진 행	:	허균영(경희대학교	교수)

 내 용	:

	 -	수료증	수여,	시상식	및	설문지	작성	등

시상식	및	평가회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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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일 시	:	2016.	7.	19(화)

 참 가	:	YGF	행사	참가자	전원(응답인원	:	총	66명)

 방 법	: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4문항

	 -	객관식	24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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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항	: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기(자유)

2016 YGF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동 행사의 사업내용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

YGF 행사 세부 내용에 관한 설문

객관식(5점	척도)	13문항	+	객관식(선택)	1문항	+	주관식	1문항

Part 1

YGF 일정, 숙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설문

객관식(5점	척도)	6문항	+	주관식	1문항

Part 2

YGF 행사의 파급 효과에 관한 설문

객관식(5점	척도)	5문항

Part 3

YGF 개선점에 관한 설문

주관식	2문항

Part 4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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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5점 척도) 문항별 만족도 조사결과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Part 1

A.		How	was	the	presenta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articipating	country?

B.	How	was	the	“Country	Booth	Activity”?

C.	How	was	the	“S&T	Exploration	Contest”?

D.		What	is	your	evaluation	on	your	decision	to	participate	in	

World	Conference	of	Scientists	and	Engineers(WCSE)?

E.	How	was	the	“Group	Presentation”?

F.		How	was	the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Contest”?

G.		How	was	the	“KAIST	Tour·Meeting	with	Vice-President”?

H.	How	was	the	“Talk	Concert”?

I.	How	was	the	“Research	Complex	Observation”?

J.		How	was	the	visit	at	“Daejeon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and	“Arduino	Program	

Contest”?

K.	How	was	the	“Cultural	Tour”?

L.	How	was	the	“Industrial	Tour”?

M.	How	was	the	“Review	of	YGF”?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arrangements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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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Complex	Observation	

of	the	YGF?

E.	How	was	the	places	for	Cultural	Tour	of	the	YGF?

F.	How	was	the	places	for	Industrial	Tour	of	the	YGF?

4.36A

4.38B

4.09C

3.48D

3.98E

3.85F

4.02G

4.17H

3.77I

4.39J

4.15K

4.03L

4.05M

2.50 3.00 3.50 4.00 4.50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6의	수치를	나타내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만족도가	4.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A 4.20

B 3.61

C 4.18

D 3.98

E 4.09

F 4.03

3.00 3.20 3.40 3.60 3.80 4.00 4.20

일정,	숙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4.02의	수치로	전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숙박 ·식음료와	과총이	제공한	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4.20과	4.18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3.61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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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influence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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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선택) 문항 만족도 조사결과

What is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e YGF?Part 1-1

①		Presentations	offe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②	Country	Booth	Activity

③	S&T	Exploration	Contest

④	Meeting	people	from	the	Korean	science	community

⑤	Group	Presentation

⑥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Contest

⑦	KAIST	Tour · Meeting	with	Vice-President”

⑧	Talk	Concert

⑨	Research	Complex	Observation

⑩		Visit	at	Daejeon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and	Arduino	Program	Contest

⑪	Cultural	Tour

⑫	Industrial	Tour

⑬	Review	of	YGF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과학기술	탐험대회’를	가장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응답함.

그다음으로	응답자들의	15%가	 ‘문화탐방’을,	14%가	 ‘국내	

청년과학기술자와의	만남’을	선택함.	이	중	‘국가별	대표발표’는	

수치가	전무하고	‘연구단지	견학’은	1%를	기록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보완 ·검토가	필요함

①	국가별
	 학생발표

⑪	문화탐방

③	과학기술
	 탐험대회

14%

1%

15%
21%

1%

④	국내
	 청년과학
	 기술자와의
	 만남⑨	연구단지

	 견학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A 4.50

B 4.52

C 4.67

D 4.38

E 4.29

YGF의	파급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질문의	응답이	

4점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그중	다른	사람에게	YGF를	추천하겠느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4.67로	전체	질문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아	

YGF에	대한	타인	추천	의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⑬	YGF	검토	2%

②	부스
탐방	6%

⑩	산업투어
10%

⑩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12%

⑧	토크
콘서트
9%

⑦	KAIST	부총장과의	
만남	·	교내탐방	4%

⑥	창조경제혁신	
경진대회	2%

⑤	그룹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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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항 만족도 조사결과

What need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YGF?(YGF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Part 1-2

(1) 타이트한 일정(10명)

	 -	과도한	스케줄로	체력	및	집중	저하

	 -	과다한	일정을	조정하여	타	참가자들과의	교류	기회	필요

(2) 사전공지 · 식사(12명)

	 -	사전	안내	및	지시사항	보완

	 -	한정식	메뉴도	좋았으나	다양한	음식	메뉴	추천

(3) 프로그램 (7명)

	 -	NS,	BT분야	탐방	또는	견학	확대

	 -	과학기술	탐험대회	시간이나	비용이	부족

(4) 네트워킹(4명)

	 -	정해진	그룹멤버	이동으로	다수의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필요

	 -	전공분야별	그룹토론	시간이	짧아	깊은	유대관계	형성	요함

(5) 기타(12명)

	 -	현재	프로그램에	만족

	 -	자유시간	확대

	 -	이른	아침	일정과	물리적	인력	부족으로	더	많은	스태프	필요

	 -	활동적인	프로그램	필요

What need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YGF?(YGF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점)Part 2-1

(1) 빡빡한 일정(11명) 

	 -	참가자들과	교류의	시간	필요

	 -	8박	9일의	긴	일정으로	심리적 ·체력적	어려움

(2) 산업시찰 · 문화 탐방(5명)

	 -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문화탐방	장소	조정

	 -	산업시찰과	대학탐방시	기업소개	위주로	아쉬움

(3) 식사 · 숙박(8명)

	 -	균형	있는	식단	필요(중식,	양식	등)

	 -	호텔	숙박	장소	개선	

(4) 기타(10명)

	 -	전반적으로	만족	

	 -	다양한	그룹	형성과	구체적인	토론주제	필요

	 -	스태프	인원수	부족

	 -	영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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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y be som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overall YGF?
(YGF 행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

Part 4-1

(1) 일정(8명)

	 -	집합시간	엄수

	 -	일정에	맞추어	이동하기	어려움

(2) 그룹토론(4명)

	 -	동일한	국가	참가자들	간	교류협력	시간	마련

	 -	참가자	발표시간	및	커뮤니케이션	필요(정해진	시간	압박보다	Q&A	세션,	패널토론	시간	확대)

(3) 식사메뉴(10명)

	 -	한식	위주의	메뉴	탈피

(4) 기타(16명)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협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네트워크에	도움

	 -	참가자	수에	적합한	진행자	수	필요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for new program in the YGF?
(YGF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Part 4-2

(1) 신규 프로그램 제안

	 -	일정	중	하루	YGF	참가자	서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	국내	과학기술자와의	만남에서	연구실	탐방	및	오랜	시간	필요

	 -	탐방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의	패키지	또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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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탐방

USA

UK

France

Canada

•과자,	젤리,	coke,	food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많아	자극적인	미국의	간식	문화를	맛볼	수	있었음.

•영국의	상징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를	자료를	준비했으며	국민	초콜릿과	과자	등을	이용해	식문화를	설명함.	

•화이트,	레드	로제와인을	맛볼	수	있었으며	랑방(Lanvain),	에벤느(Avene)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	나라임.

•캐나다	국기와	나라	특색을	잘	보여주며	메이플	시럽을	이용한	쿠키,	캔디	등	다과	전시가	인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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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China

Kazakhstan

•판다인형,	치파오와	창파오,	죽간,	전통	탈과	풍경화	부채	등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줌.

Australia

•음식문화,	동물,	팀탐과	같은	과자	등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알기	쉽게	설명함.

•오뚝이라	불리는	마트료	쉬카와	같은	러시아	전통의상과	함께	인형을	재현함.

•국가별	부스	발표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수도,	문화	과학기술을	중점으로	포스터를	제작함.

Austria

•풍경이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많은	사진을	이용하여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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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Norway

Korea

•뉴질랜드의	음식	전문	잡지들을	이용하여	케첩과	같은	특이	상품들을	보여줌.

•노르웨이의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련하여	소개하였으며	도표를	이용해	가시성이	좋았음.

Uzbekistan

•카자흐스탄의	심볼을	팬	메이크한	것을	소개하며	무슬림	문화,	칭기즈칸	등	상징화	된	것을	보여줌.

Netherlands 

•네덜란드와	유명한	산업군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보여주며	고유의	와플과자를	이용한	것이	특징임.

•오목,	바둑,	딱지	등과	같은	한국	전통놀이	문화를	볼	수	있는	자료와	YGF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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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hua Cho | Beiji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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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Presentation 

Zoya Tsoy | Primorsky State Agricultur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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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STAN
 Presentation 

Diana Tsoy | St. Petersburg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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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Presentation 

Olga Kim | Tashkent Medic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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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Presentation 

Su Ji Han | Vienna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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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Presentation 

Jun Lee | New South Wales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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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ZEALAND
 Presentation 

Jusang Lee |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16 Young Generation Forum

67부록 | 프로그램별 발표자료 · 요약 |



07 08

부록

68 2016 Young Generation Forum



01 02

03 04

05 06

NORWAY
 Presentation 

Daniel Wolseop Lee | Oslo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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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Presentation 

Jie-Hyun Choi | Amsterdam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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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resentation 

Ziho Shin |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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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발표자료 · 요약

2. 주제별 · 탐험대회 그룹토론 결과발표

•주제별 · 탐험대회 그룹토론 결과발표 :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아래의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룹토론 · 발표

 - Improvement for the Global Brand of Korea

 -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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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01
Shevchenko Anastassiya, Seonwoo Bae, Lin Feng, 

Min Ji Hong, Phillip Han, Jong Hyung Jeong, Jusang Lee,

Dongjun Oh, Jun Ha Park, SuJin Park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개선을 주제로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 개선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함. 개인은 재외국민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사회는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타국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늘려야 함. 또한 한국 비행기 티켓이 비싸 한국 방문에 

오기가 쉽지 않으며 저렴하면서 구체적인 여행으로 접할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 기술 탐방의 주제로 탐험을 떠나는 출발지에서 가장 먼저 한국 기술을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조명시설 미디어 폴과 서초에 위치한 삼성전자 글로벌 

홍보관을 방문하여 각각의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의 다양한 기술들이 

세계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또한 옛집 사이사이 골목길을 

따라 걷는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작지만 효율적인 집들을 보며 한국의 옛 

동네 분위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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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2
Mi Choi, Clara Kim, Jungbin Kim, Se Kyung Kim, Zion Kim, 

Daniel Wolseop Lee, Sungdong Lee, Jungwook Na, 

Anatoliy Pyak, Jeong Im Yang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세계화 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논의함. 한국 문화 중 저렴하고 편리한 24시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데이트가 바로 되는 교통 환승시스템, 한국 드라마에 나오면 해외에서도 

구매가능 한 K-Culture, 사교육이 없는 외국에서 인터넷 강의 등을 제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의 기술탐방 주제로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만든 제품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강남에 위치한 삼성 딜라이트샵을 방문하여 3D 가상현실, 

휴대폰, 스마트 가전제품, Galaxy 6, 디지털 카메라, smart watch 등 삼성의 

최신 전자제품들을 체험함. 또한 이동하면서 편리한 교통카드 시스템과 쉬운 

환승 시스템으로 뚝섬유원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건축 및 건설기술을 체험함.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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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3
Kwangho Ahn, Jie-Hyun Choi, Youn Tae Chung, Su Ji Han, 

Dae Geun Kim, Dae Geun Kim, Olga Kim, Rachel Lee, 

Yeram Seong, Ziho Shin, Eugene Yoon

 그룹토론 · 발표  •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 문화의 간략한 내용과 세계화를 위한 방법을 주제로 

논의함. 간접적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 Drama를 통해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겨울연가, 대장금, 올림픽 중계 등을 제시함.

 • 한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삼성, 엘지, 현대 등 Youtube sample video, 

CES(Vegas), 평창올림픽, Samsung, LG(UHD, HD Screen, Flexible Display), 

Fashion Show(이영희)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함.

 탐험대회 발표  • 충분한 시간 덕분에 서울의 방방곡곡을 탐험하며 한국의 기술적 측면을 보기 

위해 창덕궁 방문. 지나칠 수도 있는 돌계단부터 고대건축과 토목 공학을 

엿볼 수 있었음. 또한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혼천의 측우기 & 해시계, 조선의 

세종대왕 동상을 돌아보며 근처 청계천 관람 및 시간을 가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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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4
Lee Gill, Keeyeon Hwang, Seung Hyun Im, Shinchan Kang, 

Da Wit Kim, JinHyoung Kim, Nadezda Li, Palan Lee, 

Ye-Lynne Lee, Epiphany Ryu

 그룹토론 · 발표  • 한국 문화의 기술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주제로 정부와 교육&비즈니스, 

사회로 세분화하여 토론을 진행함. 정부는 인지도를 위한 국제적 리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문화의 계승 및 홍보에 투자가 필요함. 교육&비즈니스 

먼저 자국민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여 안정성 확보 후 세계화를 도모하고 

필요성 제시함.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간접 홍보와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미디어를 활용해 홍보함. 사회적으로는 억지로 제작하거나 끼워 맞추지 말고 

자연스러운 상태 유지 및 SNS를 통한 홍보로 저비용 고효율 홍보효과를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 과학기술 탐험을 주제로 디자인을 햇빛과 초점을 맞춘 Dongdaemun 

Design Plaza 탐방하고 깨달음의 기술을 이해함. 뚝섬 유원지와 한강을 

구경하고, 이 밖에도 한국의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에서 국내 

과학기술의 현시점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함께 탐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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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5
Elizabeth Yejeanne Cho, Katherine Cho, Hyeon Su Kim, 

Irina Kim, Ju Yong Koh, Sungil Kim, Hyun Jung Lee, 

Min Seok Lee, Jun Hyeong Lee, Kwan Mo You

 그룹토론 · 발표  • ‘What is a brand?’, ‘What is our brand?’의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한국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에 대해 국가와 회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전략에 대해 

서로 논의함. 브랜드 이미지가 미래에 지속적인 이미지로 보여줌.

 탐험대회 발표  • 먼저 한국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 서울대학교 국제백신연구소 

탐방함. 이후 백신에 관한 내용을 99.9%의 영상 제목으로 여주인공이 병에 

걸려 치료할 백신을 찾는 과정으로 DNA 검사에서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99.9% 남매라는 사실을 다뤄 코믹한 상황을 영상으로 선보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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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6
Jiman Hong, Ho Won Kang, Yoomin Kim, Ji Yung Lee, 

Zisheng Lin, Jung Park, Tae Joong Park, Hwan Hee Son, 

Zoya Tsoy, Yunhee Youn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의 개발 위해 국내 · 해외의 시선과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함. 국내의 인식으로 세계적인 기업 삼성, 현대, LG를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강남 스타일을 필두로 한 K-Pop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비빔밥, 불고기 등의 

음식을 거의 알 것이라고 생각함.

 • 해외의 시선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North를 먼저 물어볼 정도로 Republic of 

Korea 즉, South Korea보다는 김정은을 통한 North Korea에 대한 호기심이 더 

퍼져 있으며, 삼성 등의 기업은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의 스시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음.

 •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made in Germany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처럼 삼성, 

롯데, 현대 등의 기업이 made in Korea 등의 슬로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임을 적극적 홍보와 광고가 필요함. 또한 음식 문화에서 스시하면 

일본이라는 공식과 같이 한국하면 특정 음식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떠올릴 

수 있는 정부차원의 한국음식점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제안함.

 탐험대회 발표  • 한국의 대표 기업을 주제로 정하고 삼성, 현대를 방문함. 먼저 방문한 samsung 

d’light shop에서 미래의 라이프스타일 경험과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함. 두 번째로 방문한 Hyundai Motor Studio에서는 실제 차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선택할 수 있도록 

3D 입체영상으로 직접 원하는 차량 선택 및 차량 움직임 변경 등 직접 체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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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07
Guanghua Cui, Jae-hoon Ji, Baek Kyoum Kim, Minseok Kim, 

Chae Rin Lee, Hamin Lee, Ho Lim Lee, Diana Tsoy

 그룹토론 · 발표  • 한국의 문화 · 기술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문화는 기업가의 

열정과 정신을 조직의 성공을 만들며, 직업 안정성과 문화 환경을 우선순위 

시스템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및 법률 지원 미흡과 큰 기업에 대한 집중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이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컨설팅 프로그래밍 시장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개선도 조정으로 발표.

 탐험대회 발표  • 한국의 음식문화와 배달문화에 초점을 두고 배달의 민족 회사 방문함. 

 •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배달의 민족은 

한국의 강점 중의 하나인 신속하고 간편한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음식문화를 확산함. 또한 “다른 위장으로 저장하기”,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와 같은 재미있는 슬로건의 아이디어와 우아한 모의고사 등 

다양한 콘텐츠 경험할 수 있는 탐험이 됨.

82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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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분야별 그룹토론 결과발표

•전공별 그룹토론 : 4개 전공분야별(NS, EN, BT, IT)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토론



Seonwoo Bae, Jie-Hyun Choi, Se Kyung Kim, Zion Kim, 

Daniel Wolseop Lee, Hyun Jung Lee, Jusang Lee, 

Sungdong Lee

 전공분야별 발표  • NS 전공분야별 모여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에 대한 주제로 

지구환경 어디서나 살고 있는 박테리아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으로 논의함. 

먼저 대장에 많이 존재하는 박테리아 중 대장균은 대장에 살며 프로판을 

생산하고 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 등 질병 

유발함. 또한 박테리아를 연료 전지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포도당과 알부민에서 파생된 음극에서 탄소 촉매를 이용으로 연료전지로 

활용함. 탄소 촉매는 재생 가능하고 값이 훨씬 싼 보통 미생물의 연료 전지로 

사용되는 플래티넘의 대체재임을 제시함.

Group

01

Min Ji Hong, Da Wit Kim, Minseok Kim, Olga Kim, 

Yoomin Kim, Ji Yung Lee, Nadezda Li, Zoya Tsoy

 전공분야별 발표  • 농업(영양), 물리, 의약, 경제적인 면에 대하여 경마를 기준으로 놓고 논의함. 

농업으로 말의 건강을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우선 말의 움직임 및 식량을 

매일 체크해야 함. 특히 식량으로는 동물에게 유용한 먹이만 선택하며, 

물리로는 전속질주 및 점프 등 말이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의약으로는 참가자의 건강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경제적으로 정부 및 참가자, 소유주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짐.

Group

02

부록

84 2016 Young Generation Forum



Kwangho Ahn, Shevchenko Anastassiya, Phillip Han, 

Seung Hyun Im, Jong Hyung Jeong, JinHyoung Kim, 

Jungbin Kim, Zisheng Lin, Dongjun Oh, Tae Joong Park

 전공분야별 발표  • 로봇 사용에 대한 큰 맥락으로 토론을 시작하여 로봇 사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각자 발표하고 정리함. 우선 로봇 사용의 장점으로 유용하고 유익을 

제시함. 특히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제조업에서 좋은 질의 싼 가격으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며 인간의 대체재로 필요 요소를 고려함. 로봇 

사용에 대한 단점으로는 실업과 도덕적인 문제, 나쁜 의도로 사용 및 법적 

책임 등으로 발표하였으며 다른 의견으로는 로봇을 사용하여 인간을 돕는 

것은 좋지만 로봇 사용에 있어서 인간에 의해서 조정 및 사용이 되어야 함.

Group

03

Guanghua Cui, Lee Gill, Jiman Hong, Jae-hoon Ji, 

Hyeon Su Kim, Sungil Kim, Jun Hyeong Lee, Min Seok Lee,  

Diana Tsoy, Kwan Mo You

 전공분야별 발표  • 생명공학, 공학, 순수과학, 정보화를 주제로 놓고 각자 각 의견을 제시함. 

토론 중 가장 먼저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증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과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의 유의점으로 고립된 지역인 

아프리카, 폴리네시아 등 소규모 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제시함.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에 대한 장점으론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 경제효과(새로운 업종, 직장), 소규모 생산 가능, 에너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 가능으로 발표가 나왔으며 단점으로는 경제효율성이 

떨어짐과 아직은 미래를 보고 시도하는 기술, 부가 기술의 동시 적용이 필요함.

Grou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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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Yejeanne Cho, Keeyeon Hwang, Shinchan Kang, 

Chae Rin Lee, Palan Lee, Rachel Lee, Ye-Lynne Lee, Jung Park, 

Yeram Seong, Hwan Hee Son, Eugene Yoon, Yunhee Youn

 전공분야별 발표  • 각국의 의료체계 비교를 통한 이상적인 의료 제도 구축을 주제로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각 나라별 의료제도의 초점을 두고 의료보험, 병원에 

대한 접근성, 건강검진 및 전염병 대응 및 약제사용 등을 세분화를 토론하고 

이상적인 의료제도 모델을 도출함. 

 • 먼저 캐나다 의료보험은 소득에 따라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보험이 보장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함. 반면 영구의 의료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해주며, 어린아이와 노년층에게 혜택이 많음. 

프랑스는 세금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고 일하는 회사에서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도 커버해주며 약 구입 및 치과 방문 시 모두 보장됨. 미국은 오바마 

Group

06

Youn Tae Chung, Lin Feng, Su Ji Han, Clara Kim, 

Dae Geun Kim, Irina Kim, Ju Yong Koh, Hamin Lee, 

Ho Lim Lee, Jungwook Na, Su Jin Park, Jeong Im Yang

 전공분야별 발표  • 생명공학 전공으로 생물학을 활용하여 현재 지구의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주제로 개인화된 의약품 및 항암 치료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함. 우선 개인화된 의약품으로 유전체인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환자에게 적합한 약과, 관리법을 찾으며 약에 대한 민감성 반응, 신진대사, 

알러지 반응 등을 발표함. 또한 항암 치료로 박테리아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제품과 독일 · 오스트리아는 박테리아로 물을 정수하는 하수도 시스템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함.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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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장되며 질병의 경중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다름. 

한국은 성형을 제외한 질병 치료 금액을 보장하며 병원비와 약값이 싸고 

세금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됨. 

 • 마지막으로 각국 의료체계에 대한 이상적인 제도로는 미국의 마인드와 한국의 

보장범위, 프랑스의 보완제도, 캐나다의 평등성, 영국의 정책을 취합하는 

모델이 이상적임.

Katherine Cho, Mi Choi, Ho Won Kang, Baek Kyoum Kim, 

Jun Ha Park, Anatoliy Pyak, Epiphany Ryu, Ziho Shin

 전공분야별 발표  • 우리는 토론을 통해 IT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선 “IT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함. 가장 먼저 IT는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는 

것으로 검색엔진 등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IT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최근 

IT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함으로 대표적인 예로 fitbit로 제시함. 마지막으로 IT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응용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논의함. 또한 IT 

분야의 논쟁거리로 통신망에 과부하가 심해지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책임 소재로 도덕적/윤리적 문제도 발생과 혁신의 속도가 때로는 법 또는 

정책 등을 앞질러 정부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마지막으로 IT 분야 최근의 트렌드와 미래로 인공지능, VR/AR(예: 포켓몬고), 

기계학습 등 특별히 빅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놓음.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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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이 21세기 과학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교류하는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2016)’이 

오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주요 도시(서울, 대전, 경주, 울산, 포항)에서 

진행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한민족 청년과학기술자들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 및 첨단과학기술의 

상호교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최 쪽은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이 

모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 주소를 확인함은 물론 민족 유대감을 높이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청년과학 

기술자들, 유학생을 제외한 시민권 

및 영주권을 소지한 1.5 세대 이후 

해외동포  청년과 학기술자 들 이 

참여한다. 참가 자격은 1982년 이후 

출생한 과학기술 관련 전공 학부 

3학년 이상, 박사 후 과정까지의 

재 학 생 으 로 서  영 어 · 한 국 어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다.

참가 인원은 80명(해외 참가 50명)으로, 해외 참가자에게는 왕복항공료 

일부 및 8박 9일간의 숙식비 일체가 지원된다. 지원신청서는 각 지역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국제협력팀(전화: 02-3420-1253) 또는 지역 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 

하면 된다.

작성자 월드코리안신문

01 2016. 02. 29(월)

2016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 7월 11일부터
재외동포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교류의 장”… 국내 5개 도시서 진행

▲  2013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

 (Young Generation Forum) 참가자들.

 [사진제공=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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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를 13~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는 해외 18개국 한인동포과학기술인 등 국내외 

과학기술인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총은 국가 과학기술의 태동기였던 

1966년 출범 이래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계 총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50주년을 맞은 과총은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을 주제로 지난 성과를 

회고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각계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13일 기조강연에는 이성규 오하이오 대학교 석좌교수와 롤프 디터 호이어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장과 아론 치카노버 테크니온 공대 교수, 찰스 리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같은 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50년의 진단과 미래도전, 젠더 및 

지역혁신, 환경변화와 한국 식량시스템 등을 주제로 4개 분과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대회 이튿날인 14일에는 ‘과학과 혁신(Science and Innovation)’ 등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6개 분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이 이어진다.

브레인풀(Brain Pool) 종합워크숍과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연계 행사로 개최된다. 개회식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린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02 2016. 07. 12(화)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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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2명이 패널로 나서는 사이언스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세계적 

석학 2명이 강연을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13~14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이런 행사를 포함한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에는 이성규 미국 오하이오대 석좌교수와 롤프 디터 호이어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같은날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다 요나스 이스라엘 

와이즈만과학연구소장과 아론 치카노버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교수, 찰스 리 

미국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사이언스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13일 개회식 때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 

기술인상’ 시상식과 ‘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린다. 14일에는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는 18개국의 과학기술인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브레인풀(Brain Pool) 종합워크숍’과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같은 연계행사와 과총 50년사 출판 

기념식, 기념사진전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신선미 기자 sun@yna.co.kr

03 2016. 07. 12(화)

세계석학들 한 자리에… 과총 50주년 기념식
노벨상 수상자 등 석학 5명 강연 ·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열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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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과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13~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총은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을 주제로 그간 성과를 회고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는 해외 18개국 한인동포과학기술인 

등 국내외 과학기술인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세계적인 

석학도 한자리에 모인다.

대회 첫날인 13일 기조연설과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정책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이성규 오하이오 대학교 석좌교수와 롤프 디터 호이어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맡는다. 

사이언스 토크콘서트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장과 아론 치카노버 테크니온 공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찰스 리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과 신미남 두산퓨얼셀 사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책심포지엄은 과학기술 정책 50년의 진단과 미래도전, 양성이 조화로운 

과학기술 미래, 과학기술과 지역혁신, 지구 환경변화와 대한민국 식량시스템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 이튿날인 14일에는 ‘과학과 혁신(Science and Innovation)’ 등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6개 분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이 이어진다. 

‘브레인풀(Brain Pool) 종합워크숍’과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연계 행사로 개최되고 ‘과총 50년사’ 

출판기념식, 기념사진전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홍남기 미래부 차관은 “과총 50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과총이 50년 역사를 회고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재도약해달라”고 부탁했다. 

04 2016. 07. 12(화)

‘창립 50주년’ 과총,

13~14일 기념식 · 세계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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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고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과총 50주년 개회식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린다.

과총은 국가 과학기술의 태동기였던 1966년 출범(창립총회 9월 24일) 이래 

과학기술인을 대표 · 대변하는 과학기술계 총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역할을 해왔다.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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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는 ‘과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0주년을 맞은 과총은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을 주제로 지난 성과를 

회고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각계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일간의 대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13일 기조강연에는 이성규 오하이오 대학교 석좌교수와 롤프 디터 호이어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장과 아론 치카노버 테크니온 공대 교수, 찰스 리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같은 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50년의 진단과 미래도전, 젠더 및 

지역혁신, 환경변화와 한국 식량시스템 등을 주제로 4개 분과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4일에는 

‘Science and Innovation’ 등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6개 분과의 세계과학 

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이 이어진다.

또 ‘브레인풀(Brain Pool) 종합워크숍’과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 ,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연계 행사로 

개최되고, ‘과총 50년사’출판기념식, 기념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05 2016. 07. 12(화)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최
科技 전문가들과 새로운 도약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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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과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사진>를 13~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 및 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는 해외 18개국 한인동포과학기술인 등 

국내 · 외 과학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과총은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각계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3일 기조강연에는 이성규 오하이오 대학교 

석좌교수와 롤프 디터 호이어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장과 아론 치카노버 

테크니온 공대 교수, 찰스 리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같은 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50년의 진단과 미래도전, 

젠더 및 지역혁신, 환경변화와 한국 식량시스템 등을 주제로 4개 분과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과학과 혁신(Science and Innovation) 등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6개 분과의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이 이어진다. 

또 브레인풀(Brain Pool) 종합워크숍과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연계 행사로 개최되며 과총 

50년사 출판기념식, 기념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13일 

개회식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린다. 

김정원 기자 jwkim@daejonilbo.com

06 2016. 07. 13(수)

과학기술분야 세계 석학 한자리에
오늘부터 과총 50주년 기념식 · 세계과학기술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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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참가자 98

2. 해외 참가자 99

참가자 명단

PARTICIPANTS LIST
2 016  Yo u n g  G e n e r a t i o n  F o r u m



국내 참가자

No Name University Major E-mail

1 Kwangho Ahn KAIST Mechanical Engineering akh9405@kaist.ac.kr

2 Seonwoo Bae Gyeongsang National Univ. Biology mingmiyo@naver.com

3 Jiman Hong UNIST Mechanical Engineering okghd6594@naver.com

4 Seung Hyun Im Chungnam National Univ. Chemical Engineering tmdguszza@daum.net

5 Jong Hyung Jeong Gachon Univ. Mechanical Engineering aybbe911129@naver.com

6 Jae-hoon Ji Yonsei Univ. Mechanical Engineering jupitersun@naver.com

7 Ho Won Kang Inha Univ. IT Engineering khowon2012@hanmail.net

8 Shinchan Kang Seoul National Univ. Biological Engineering kangshinchan@snu.ac.kr

9 Dae Geun Kim UST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giant387@krict.re.kr

10 Hyeon Su Kim Gyeongsang National Univ. Material Engineering week0628@naver.com

11 Jungbin Kim Korea Univ. Environmental Engineering jungbinkim93@gmail.com

12 Minseok Kim POSTECH Mathematics mskim8320@postech.ac.kr

13 Sungil Kim Seoul National Univ. Resource Engineering rhfuakdgofk@snu.ac.kr

14 Yoomin Kim Ewha Womans Univ. Statistics wood4gb@naver.com

15 Hamin Lee Seoul National Univ. Pharmacology hama351@nate.com

16 Min Seok Lee Yonsei Univ. Architectural Engineering hotdogdd@naver.com

17 Palan Lee Inha Univ. Biological Engineering palan0422@gmail.com

18 Sungdong Lee Seoul National Univ. Statistics sdlee087@gmail.com

19 Dongjun Oh Chungnam National Univ. Electronic Engineering elec.djoh@cnu.ac.kr

20 Yeram Seong Mokpo Univ. Pharmacology asu_20@naver.com

21 Ziho Shin UST Computer Engineering zshin@ust.ac.kr

22 Jeong Im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 Biology joooo9807@naver.com

23 Kwan Mo You Chungnam National Univ. Food Engineering yookm09@naver.com

24 Yunhee Youn Seoul National Univ. Medicine yhyoun@snu.ac.kr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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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Name

University / Institution Major E-Mail
First Last

1 1

USA

Phillip Han Harvard Univ. Technical Engineering phillipkhan@gmail.com

2 2 Jun Ha Park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ational Media alpha.junha@gmail.com

3 3 Ho Lim Lee Emory Univ. Classics Pre-med lee_holim@yahoo.com

4 4 Mi Choi MIT Computer Science mirichoi@mit.edu

5 5 Clara Kim Univ. of North Carolina Pharmacy kimclara1993@gmail.com

6 6 Se Kyung Kim Univ. of Maryland Dentistry skim0324@umaryland.edu

7 7 Baek Kyoum Kim Carnegie Mellon Univ.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baekkyoumkim@gmail.com

8 8 Jung Park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Molecular Neurophysiology 

and Biophysics
jungparkmail@gmail.com

9 9 Rachel Lee
Roseman Univ. of  
Health Sciences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rachel.suhhee@gmail.com

10 10 Lee Gill Univ. of Illinois Electrical Engineering leegill2@illinois.edu

11 11 Eugene Yoon Univ. of Southern California Biomedical Engineering eugenejy@usc.edu

12 12 Ju Yong Koh Campbell Univ. Medicine juyongkoh88@gmail.com

13 13 Katherine Cho Columbia Univ.
Education Policy & 

Social Analysis
katherine.s.cho@gmail.com

14 14 Tae Joong Park MIT Mechanical Engineering tjpark1111@gmail.com

15 15 Epiphany Ryu UC Berkeley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epiphany.ryu@gmail.com

해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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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Name

University / Institution Major E-Mail
First Last

16 1

UK

Da Wit Kim King’s College London Medicine & Physiology bk6076@hotmail.com

17 2 Hyun Jung Lee King’s College London Pharmacy regina.lee@kcl.ac.uk

18 3 Ji Yung Lee Imperial College London Physics cieliass@gmail.com

19 4 Chae Rin Lee Middlesex Univ. Lond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atelee1129@gmail.com

20 1

France

Ye-Lynne Lee UPSUD Pharmacy lee.yelynne@gmail.com

21 2 Min Ji Hong UP7-Diderot Physics mj_louise@hotmail.com

22 1

Canada

Keeyeon Hwang McMaser Univ. Life Science keeyeon.hwang@gmail.com

23 2
Elizabeth 
Yejeanne

Cho Univ. of Toronto Cells and Systems Biology Lizzycho7000@yahoo.ca

24 3 Youn Tae Chung Univ. of Manitoba Medicine yountae815@gmail.com

25 4 Jungwook Na Dalhousie Univ. Chemistry jn905969@dal.ca

26 5 Su Jin Park Dalhousie Univ. Pharmacy sj970112@dal.ca

27 6 Hwan Hee Son Univ. of Ottawa Biochemistry cson071@uottawa.ca

28 1

China

Guanghua Cui Beijing Univ. Environmental Engineering 1144020111@qq.com

29 2 Zisheng Lin Fudan Univ. Materials Physics 13307130123@fudan.edu.cn

30 3 Lin Feng Yanbian Univ. Landscape Architecture 1577455252@qq.com

해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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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Name

University / Institution Major E-Mail
First Last

31 1

Russia

Nadezda Li Kaliningrad State Technical Univ. Physiology and Biophysics nadia_lee@inbox.ru

32 2 Irina Kim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Preventive Medicine
Medicine Ivkimivkim@gmail.com

33 3 Zoya Tsoy
Primorsky State Agricultural 

Academy
Agriculture zoyatsoy84@mail.ru

34 1

Kazakhstan

Diana Tsoy St. Petersburg National Univ.
Ecological Mgmt. & 

Resource Saving Tech.
ditsoy@gmail.com

35 2 Shevchenko Anastassiya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 Chemistry shevchenko.anas@gmail.com

36 1

Uzbekistan

Olga Kim Tashkent Medical Academy General Surgery kamola85@mail.ru

37 2 Anatoliy Pyak Bangor Univ.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a.a.pyak@gmail.com

38 1 Austria Su Ji Han Univ. of Vienna Biology han.suji@gmail.com

39 1

Australia

Jun Hyeong Lee Univ. of New South Wales Mechanical Engineering junhyeong93@gmail.com 

40 2 Zion Kim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Vision Science gracekim11112@gmail.com

41 3
New 

Zealand
Jusang Lee

Auckland Univ. of
 Technology

Food Science juxlee02@autuni.ac.nz

42 1 Norway
Daniel 

Wolseop
Lee Oslo Univ. Nano Technology moonlit.lee@gmail.com

43 1 Netherlands Jie-Hyun Choi Univ. of Amsterdam Psychobiology jiehyunc@gmail.com

해외 참가자

2016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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