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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Korea Conference (AKC) 
AKC 2014 was successfully held in Hilton Sydney Hotel, located in Sydney 

CBD Australia, from November 20th to 22nd.  

 Fourth AKC meeting following the previous meetings held in Singapore 

(2013), China (2009) and Japan (2008).  

 Joint hosted by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s in Australia’ 

and ‘Korea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Welcome speeches were presented by President of KASEA Mira Park, 

President of KOFST Bo-Sup Le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ie-Jin Lee, Member of Korea-Australia Fund Michael Manton,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Sydney Suk J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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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C 2014 Theme  

With “Creation and Innovation in Asia-Pacific” as the theme of AKC 2014, signifi-

cant research findings, R&D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sciences and tech-

nologies were focused and presented through-out the conference.   

Keynote Speaker 

Terry Percival (Director, Broadband and the Digital 

Economy)는 Wi-Fi 와 모바일 기기의 역사와 그에 대한 

호주 연구원들이 제안한 빠른 속도의 무선인터넷을 가

능하게 만들수 있었던 기술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해

결책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 내용등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어내었다. 

Conference Chair/Co-Chair 

 President Mira Park (KASEA) 

 President Bo Sup Lee (KOFST) 

 President Cui Chengri (KCSEA) 

 President Ho Sup Yoon (KSEASG) 

 



Program Sessions 
Conference was divided into eleven different sessions composed by 
expertise from Australia, Singapore and China.  

 생물학 및 의학 (Prof.Sokcheon Pak),  

 화학 및 환경학 (Prof.ByeongChul Kim),  

 도시공학 (Prof.JeongHwan Doh),  

 에너지 공학 (Prof.Soryong Chae),  

 식품영양학 (Dr. SeungHa Kang),  

 통합 기술 (Prof. Jinman Kim),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Prof. SangHoon Kook),  

 분자 생물학 (Dr. Grace Ji-eun Shin),  

 다분야학 (Dr. Minhwa Lee),  

 물리학 (Prof. Dukyong Choi), 

 도시 계획 및 구조환경학 (Prof. Hoon Han)   

 
About 100 paper presentations and 50 poster presentations were 
presentation over two days followed by discussions. 

SPONSORS 

[Platinum]: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Korea Federation of Women’s 

Science  &  Technology  Associations 

( 이 하  KOFWST),  한 국 - 호 주 재 단 

‘Australia-Korea Foundation’ (이하 한

호재단) 

[Gold]:  기초과학연구원 ‘Institute for 

Basic Science’ (이하 IBS), 국가과학기

술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N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이

하 KITECH) 

[Silver]: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이

하 KOIT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

nology Information’ (이하 KISTI),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

tute’  ( 이 하  ETRI),  호 주  정 부 

‘Australian Government’,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이하 KIER), MACROGEN 

[Bronze]: ‘The University of Newcastle’ (이

하 뉴캐슬대학),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이하 KIMM) 

[Cooperator]: 과학기술연학대학원대학

교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

gy’ (이하 UST) 

Plenary Speakers 

 

 Prof. Margaret Britz  교수는 호주국민 관점에서의 혁신적인 

문화창조와 그에 따른 호주정부의 여러사업과 정책분야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Prof. Jinu Kim 교수는 뉴사우스웨일즈의 임금 제정법에 대

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언

급하였다.  

 Prof. Seok-Hee Hong 교수는 빅데이터 (금융 데이터, 소셜 

데이터, 생체 데이터 등)의 시각화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데이터에 따라 좋은 방법이 다르며, 시각화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그 데이터 속에 숨겨져있는 관계들을 찾아낼 수 있

으며, 데이터 복잡성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Dr. Sang Chun Lee  회장은 NST의 수장으로서, 국가과학기

술연구회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부의 연구기

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Prof. EJ Holden  교수는 호주경제에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광산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며,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이 무기

물 탐사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Women Scientists 

본 스페셜 세션은 미래의 여성과학

자를 위한 특별세션 (Mentoring for 

Woman Scientist)으로서 초청된 연

설자들이 많은 여성 과학기술자들

의 본보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초청된 연설자로는 백희영 전 여성

부 장관과 이혜숙 WIEST 회장이 있

으며, 그들은 많은 여성과학기술자

들에게 미래 설계에 대해 많은 도움

을 주었다.  

이에 추가하여 스페션세션 안에서 

총 5명의 페널 들이 멘토가 되어 많

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조언을 해주

었다.  

 한선화 KISTI 회장 

 은정홀든 Western Australia Uni-

versity 교수 

 이미경 Murdoch University교수 

 박정은 Nanyang Technologycal 

University 교수 

 김옥자 Yanbian University교수 

 
 

 
“I was excited to meet and hear the 
stories from women scientists at the 
Special session – mentoring for 
women scientist, where i had a 
chance to meet and talk with senior 
female researchers who have all 
shared their wisdom and valuable 
experiences that will undoubtedly 
help our career decisions in the fu-
ture“ —- Dr Grace Ji-eun Lah 

Sydney Harbour Cruise 

Young Generation Forum (YGF) 

 Annual gathering of Korean-ethnic youngsters.  

 Hosted by KOFST aims to build a link between next gener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are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globe but with one thing crosses them - Korea.  

 Only selected students are offered a funded trip in a Korean 

city where they learn Korean history and heritage as well as 

modern culture and economy of Korea.  

 The main event of this ses-

sion was two presentations 

from Yooun Heo and Josh-

ua Kim, both from UNSW 

and this year’s finalists of 

the KASEA YGF.  

 A group of six of the previ-

ous YGF participants as-

sessed their presentations 

 Sydney harbour cruise was held on the night of the 22nd where 
gourmet buffet dinner was served whilst enjoying the famous 
night view of the famous harbor bridge, the Opera harbor and 
around the Rocks.  

 Specially invited guests of Dr. Terry Percival and Prof. Margaret 
Britz also attended the cruise along with about 150 scientist and 
engineers networking whilst enjoying with drinks.  

“The session went in a very dynamic and vibrant mood with lots of 

questions and comments from your spirits” —- Prof Sanghoon Kook  



  

THOUGHTS AFTER AKC C

“ I was a chair for Molecular biology session held on the seond day. Senior research-

ers Dr Miwha Lee, Professor Xi Jun Lee, Assistant Professor Shawn Je and Dr Jason 
Lee presented the recent results from their cutting-edge research projects, inspiring 
colleagues and other junior researchers. As a neuroscientist, I was especially excited 
to meet and listen to Assistant Professor Je’s talk on ‘Molecular basis for activity-
dependent synaptic plasticity’. Particularly, his approach on going back to the most 
basic aspect (i.e. going back to text books) of research topic, and the persistence 
and brilliance on pursuing his research interest evidenced through his track record 
were inspiring. Our session also included three more fantastic talks from junior 

Queensland researchers including Mr Sungmin Baek, Mr Rocky Lee and myself. ”  - 

Dr Grace Ji-eun Lah 

“ The Mechanical Engineering session covered a wide variety of topics in-

cluding engine combustion, ship vibration, plaster board materials, and 
product design. Despite very different technical backgrounds, the present-
ers and audience enjoyed the same mechanical engineering principles that 
underpin all the applications. The presentations featured videos, images, 
and sample materials, demonstrating hands-on nature of mechanical engi-
neering research. Overall, fifteen participants enjoyed these energetic talks 

for over three hour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echnical discussions. ” - 

Prof SangHoon Kook 

“ AKC는 여느 행사와는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나라를 아

우르며 한인사회에서 보기 드문 큰 행사로 성장하였다. AKC행사는 양

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모두 다루었다. 양적인 부분으로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많은 수의 교민들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 즉, 과학기술 분야에

서도 전문성도 강조하였다.” - Associate Prof. ByeongHo Kang 

“ 이번 모임을 일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특출한 통솔력을 보인 박미라 회장님께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다. 호주의 회원들 각자가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각 

분야별로 임무를 부여하여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은 리더로서

의 자질이 가장 돋보인 부분이였다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keynote speaker들의 

섭외 또한 모임의 성격에 구색이 잘 맞아야 하고 선택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훌륭히 진행되었다. 이번에 내가 좌장을 한 Biomedical and Pharma-

ceutical 분야는 현재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데이타를 발표

했고 특히 적극적인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서로간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 Prof. SukCheon Pak 



 

 

THOUGHTS AFTER AKC CONFERENCE 2014…. 

“ 생명과학분야가 점점 더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 분야나 특정 실험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과 제한이 있기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서는 상호보환이 가능한 여러 분야의 접목이 필요하다. Multidisciplinary session은 

이러한 생명과학의 여러분야의 접목을 선전하고, 새로운 공동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의도했다. 이 세션에는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경력이 20-30년 되

신 분 부터 박사과정학생까지 연구경력도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질

의, 응답, 토론을 하여 세션의 의도를 잘 충족했다고 본다. 특히 호주내 생명과학분

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많은 한국학생들의 참여로 미래의 밝은 생명과학분

야가 기대되어진다. ” - Dr MiHwa Lee 

“ As a session chair and a member of the scientific board of the 4
th
 AsiaPacific-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AKC 2014) held in Sydney, I 

was in a privileged position to meet and learn about the many exciting research 

that is active by the Korean society in Australia, as well as th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In particular,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keynote speakers 

and important guests were excellent. I would like to acknowledge sincere 

thanks to the conference committee members and all the student volunteers 

who have made the AKC 2014 a huge success. The session had all levels of 

Korean researchers who have shown great enthusiasm and positive attitude to 

sharing their findings. ” - Prof. Jinman Kim 

“ 다양하고 균형있게  틀을 잘 갖춘 전문분야별 프로그램에서 나는 싱가폴에서 오

신 이 수성 박사님과 공동으로 Chemical and Environment분과의 좌장을 맡게 되

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웠다.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발표자들로  진행된 연구 발

표는 매우 전문적이었고 새로운 각도에서 각자의 연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흥미스러웠던 것은  많은 젊고 영특한 우리 한인 과학자

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것을 목격하게 된 일이었다. 이 글을 통

해 이 세션에서 발표하신 여러 호주대학의 한수정, 엄남순, 장희찬 박사후보생들에

게 감사드리고 심심한 격려를 하고 싶다. ” - Prof ByoungChul Kim 

“ AKC2014 was my first KASEA conference.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meet fellow scientists/engineers across various expertise in Australasia. I 

have enjoyed the great talks presented by presidents of variou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y professors and postgraduate students. The presenta-

tion by the keynote speaker Dr Terry Percival was most intriguing. The col-

ourful achievements and the battles he had faced with his career were chal-

lenging yet very impressive. ” - Dr Eon Kim 



 

 

AKC Committee 
Members of KASEA devoted their time 
to organize all aspects of the confer-
ence from making hotel reservations to 
program scheduling.  

 회계 및 주제강연 세션담당 (강병호 

교수),  

 마케팅 담당(강원희교수, 박석천   

교수), 

 프로그램 담당(강승하 박사),  

 베뉴 담당(이두원 교수),  

 웹개발 담당(유원태 회원),  

 웹운영 담당(김언경 박사, 구태량 

교수)  

Also students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volunteered to assist with 
smooth running of the conference.  

 

“Creation and  

Innovation in  

Asia-Pacific” 

This is a quarterly newsletter updating the activities of KASEA and its members.  
For more info please visit KASEA official website www.kasea.org.au or email info@kasea.org.au  
 
 

Newsletter Editor: Eon KIM based on Associate Prof. ByeongHo Kang’s Report 

이 모든 행사준비위원회 및 자원봉사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있었기에 본 행사 뿐만 아니라 곁가지 

이벤트들과 관광프로그램, 그리고 저녁만찬 등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