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벨기에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스레터 2017 

KOSEAbe 뉴스레터 2017년 
벨기에 과협은 벨기에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으로써,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고 회원간의 학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벨기에과협에서 한 해 동안 

치러진 행사들과 관련소식을 회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과협 한해 행사 

1.1.학술대회 
■ 춘계학술대회 (2017년 4월 29일) 

o 장소 : 브뤼셀 한국 문화원 

o 발표자 및 제목 

▪ 박천교 소장 (KIAT 유럽거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 - KIAT  및 K-TAG 활동소개 

▪ 김현민 박사과정 (KU Leuven): Security and Privacy 

▪ 박대현 박사 (SIEMENS): 기어박스 최적화 해석기법 

▪ 조승현 박사 (UC Louvain): 맥주와 효모 

 

 

(사진 : 2017 춘계학술대회 기념사진, 한국문화원 2017년 4월29일) 

 

■ 추계학술대회 (2016년 12월 2일) 

o 장소 : 한-EU 연구혁신센터 (KERC) 

o 발표자 및 제목 

▪ 유봉 박사(SCK-CEN): 원자력 에너지와 기후변화 

▪ 추명래 박사(imec): 멤리스터를 이용한 패턴인식용 하드웨어 뉴럴네트워크 

▪ 구성용 박사(Pickit): 딥러닝으로 발전된 빈피킹 로봇 기술 

▪ 하광태 박사(독일 Fraunhofer):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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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에 과학자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주 벨기에 대한민국 대사님도 방문하셨습니다. 

 

(사진 : 2017 추계학술대회 기념사진, KERC 2017년 12월2일) 

 

1.2.  특별사업 
■ 제3회 인문과학세미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2017년 11월 11일) 

벨기에 과협은 2017년 특별 사업의 일환으로 ‘제3회 과학-인문 세미나’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과협 회원들 뿐만 아니라, KU Leuven, Liege, Gent 대학등             

벨기에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과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교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용준 교수(한동대학교)가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 발표를 가졌습니다.  

● 가상과 실재의 경계: 후설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 이경은 연구원(KU Leuven 철학과           

박사과정) 

●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for dummies - 안신열 연구원(Be IP) 

● 삼성전자 가상현실 제품 소개 및 시연 - Mr. Christophe Dejaeghere(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 

특히, 삼성 전자의 가상현실 제품(Gear VR)의 시연을 통해 세미나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실제생활에            

적용되는 가상현실 사례를 체험하며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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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포스터 및 발표 모습. 최용준 교수, 김경은 박사과정, 안신열 연구원,  크리스토프) 

 

(사진 : 벨기에과협 ‘과학과인문세미나’ 참석자 기념사진, 2017년 11월11일) 

2. 타기관과의 교류 

 

■ 한동대학교와 MOU 체결 (2017.07.15) 및 단기 연수 워크샵 개최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최용준 교수와 벨기에 한인과학기술협회(회장 유봉)는 7월 15일 벨기에          

브뤼셀 KERC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동대학교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단의 유럽 단기 연수팀(팀원:김서연,김은빈,김현경, 지도교수:최용준      

교수)을 위한 2주간의 워크샵(2017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을 개최하고 주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과 교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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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좌), 벨기에과협 유봉 회장(우), 2017년 7월 15일) 

■ 충북대학교와 벨기에과협간 상호협력 업무협정 체결 (2017.07.28) 
 충북 대학교 윤여표 총장과 벨기에 과협 유봉 회장은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EKC2017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가시키기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진: 한동대학교 윤여표 총장(좌), 벨기에과협 유봉 회장(우), 2017년 7월 28일) 

■ 수상: 벨기에과협 유봉 회장(2017.07.27) 
벨기에 과협 유봉 회장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많은 국제적인 협력에 공헌 한 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EKC2017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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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상 모습, 벨기에과협 유봉 회장(좌), 2017년 7월 28일) 

■ EKC2017 참석(2017.07.26-29) 
2017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치뤄진 EKC학회에 재벨기에과협 회원들과 

가족들은 학회 및 가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진: EKC2017 참석한 벨기에과협회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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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모임 

현재 과협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벨기에 과협에서는 지역모임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Imec을 중심으로한 Leuven 모임과, 루벤과학단지에서근무하는회원중심으로한 Leuven 모임및 Liege             

소모임을 운영 중이고 추가적으로 Ghent에 소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 Leuven (imec) 
2017년 1월 27일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벨기에 맥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새롭게 회원으로             

오신분및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이 좋은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 Leuven-imec 소모임, 2017년 1월 27일) 

■ Leuven (Research park) 
현재 작지만 가장 친밀하게 활동하는 소모임으로서 구성용 박사가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하였고, 박인방            

연구원의 결혼 등, 다양한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사진 : Leuven-Research Park 소모임, 2017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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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Leuven-Research Park 소모임, 2017년 9월 12일) 

■ Liège 

 
(사진 : Liège 소모임, 2017년 9월 14일) 

Liège대학에서 계신 분들과 유근상 부회장님내외를중심으로소모임을이어가고있습니다. 조한철박사            

내외분(사진 오른쪽 두분)이 미국으로 가시게되어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Liège로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Antwerp  
Antwerp에서도 지역 소모임을 활발히 운영중입니다. 서분준님이지역모임을이끌고있으며회원을점차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모임에서 회원을늘리기위해머리를맞대어토론을했다고             

합니다. 더욱 더 많은 회원이 Antwerp지역에 가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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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ntwerp소모임, 2017년 12월 24일) 

 

4. 공지사항 

■ EKC 2018 : 8월말 예정,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Post-doc 요청: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SnT 연구소,  Alex 교수님 산하 post-doc position 

서류마감: 2018년 1월 15일  

■ 과협 운영진 모집 
벨기에 과협 운영진으로 활동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koseabelgium@gmail.com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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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협 운영진  

벨기에과학기술자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협회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위 이름 소속 

회장 유봉 벨기에원자력연구소 (SCK•CEN) 

부회장 오근상 Drever International 

회계 송정환 IMEC 

총무 겸  

학술위원 (에너지 분과) 
임준 벨기에원자력연구소 (SCK•CEN) 

학술위원 (바이오 분과) 조승현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학술위원 (정보통신 분과) 정성교 NXP 

학술위원 (기계항공 분과) 박대현 SIEMENS 

 

-벨기에한인과학기술자협회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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