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TECH DAY 2015! 

When: 21st March 2015 

Wher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For: Yr5—Yr12 

http://www.scitechday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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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 Challenge Day 2015” held on the 21st of 
March was a day full of fun and competitive hands-on activities 
involving principl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It was an exciting event to experience aspects of these disciplines 
that young students would not usually see in their school environ-
ments.  

The KASEA-QLD committee hoped that Korean-Australian stu-
dents learn and enjoy the “Science and Technology Challenge Day 
2015” and will benefit from these activities.  

The aim of the event was to stimulate interest in all fields of sci-
ence & technology and to make students aware of the many and 
varied career options available in these fields.  

 

 본 행사는 KASEA-QLD 지부 소속 회원들이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KOFST)에서 지원하는 특별사업 (2014년 11월) 경쟁에 참여하여 세계 한

인 과학기술자 협회 소속 단체들과의 경쟁에서 선정 (세계 총 26개 참가 

단체 중 3위) 되어 뜻깊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브리즈번 지역에 있는 대학(UQ, QUT 그리고 Griffith)과 

연구소(CSIRO)에서 과학 기술분야에 종사하시는 한인 교수님과 연구원 

분들이Organising Committee로 참여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여 학생 인원은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지역의 50여개의 학교에서 102

명이 참가 하였고, 11명의 대학원 자원 봉사자 (UQ, QUT, Griffith 대학)와 

6명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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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KASEA - QLD President 

Seungha Kang (Research Scien-

tist, CSIRO) 

 The University of Queens-

land 

Jiwon Kim (Lecturer) 

SangHyung Ahn  (Research Fel-

low) 

Jun-Mo Kim (Research Fellow) 

Grace Shin (Research Fellow) 

II-Ku Kim (PhD Candidat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Jinwoo Lee (Lecturer) 

Eric Jung (Poster and Ads Design) 

 Griffith University 

Jun Jo (Senior Lecturer) 

Jeung-Hwan Doh (Associate Lec-

turer) 

 KASEA Headquater 

Mira Park (KASEA President) 

Volunteers 

양승권UQ, 조성보UQ, 최미진UQ,

양지현UQ, 전유정UQ, 강상현UQ,

유선형QUT, 사인규QUT,              

윤원섭QUT, 김시은QUT,              

장희성QUT, 정재운Griffith 

     On The Event Day… 

 

Program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Group 1 (Yr 5), Group 2 

(Yr 6, Yr 7, Yr 8) and Group 3 (Yr 9, Yr 10, Yr 11 and Yr 12). Vari-

ous of challenges and competitions were performed in small 

groups. 

 Robot Competition 

 

 Human Computer and Mental template for Perce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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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Event Day Continued… 
 

 Balsa Wood Bridge  Challenge 

 

 

 

 

 

 Egg Drop Device Design and Spaghetti  Tower Challenge 

 

 

Special Information Session 

For Parents.. 

60-70여분의 학부모가 행사 처음 시작 부터 마지막 상장 수여식 까지 함께 하셨고 학생들의 행사와 더불어 1시간 가량 

진행된 퀸즐랜드 지역 대학 입시제도 변경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과 열띤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Funding Support 

 Organiser 

 Co-Operators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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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Eon Kim based on  Dr. Seungha Kang’s report. 

Organisers 

 호주 퀸즐랜드 지역 과학기술분야로의 학업 및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

과 어린이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전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고 한인사회에 과학기술 분야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차세대 재호 한인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으로 삼아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 호주 출신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활용과 

유치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호주의 한인사회, 특히 퀸즐랜드주 한인사회에 과

학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심어주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간의 연계와 응집을 통하여 호주 내 교민의 사회경제

적 지위향상에 기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