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 7회 I-DREAM DAY
I-DREAM 협회는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고, 함께 토론하고자 I-DREAM DAY를
갖고 있습니다. (1회 2016년 2월 프랑스 파리, 2회 2017년 2월 프랑스 뚤루즈, 3회 2017년
3월 벨기에 루뱅, 4회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5회 2020년 1월 프랑스 파리, 6회 2022년
4월 프랑스 파리) 2023년도 1월에 제 7회 I-DREAM DAY를 프랑스 파리 및 줌미팅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임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자: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 시간: 프랑스 14:00-15:00, 영국 13:00-14:00, 한국 22:00-23:00

-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소개 www.sewb.org (신관우 회장*, 서강대 화학과 교수)

- (사)월드샤프 소개 www.worldsharp.net (성혜숙 본부장**, 월드샤프)

- 아이드림 소개 idream4all.eu (김병윤 회장***, ITER Organization)

● 오프라인 모임: 프랑스 파리

- 점심 장소: 삼식식당, 11 Rue Rameau, 75002 Paris (식사 시간 12:00-13:45)

- 행사 장소: Cocoon Space, salles de réunion, 7 Rue Sainte-Anne, 75001 Paris

* 식당과 모임장소는 걸어서 5분 거리 입니다.

● 줌 링크(온라인): https://us06web.zoom.us/j/84858380376?pwd=L2dKaFJ2dllUekhXeGtZMnMzeG1sQT09

동반성장연구회 (I-DREAM, https://idream4all.eu)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여 2014년 5월 프랑스 경시청에 등록한 비영리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세계 각처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회원들이 혹은 외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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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신관우 (서강대 화학과 교수,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회장)
신관우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화학과교수이며, 바이오계면연구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의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2000년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미국표준기술연구원 연구원,
2002년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2006년에
부임하였다. 2021년과 2020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SEAS의 Bioengineering학과에
방문교수로 파견되어 바이오공학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2018년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광합성을 하는 인공세포를 만들어 Nature Biotechnology의
표지논문을 발표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세포스티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로 다양한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종이 전자칩의 연구등을 유수의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최근 로봇팔을 이용한 화학-생물학 자동화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18-2020년 동안,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포용적인 과학기술”을 연구 보급하는 한국
적정기술학회 회장을 맡아 과학기술을 이용한 개발도상국 지원과 협력,그리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문제와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대학생들을 위한 “적정기술” 교과서인 “적정기술의 이해”를 대표집필하고

2019년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중고등학생을 위한 “10대를 위한

적정기술콘서트”를 발간하였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지에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실험실 개설, 현지 기초과학 강의, 현지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연수 및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NGO인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회장으로 선임 활동하고 있다.

**성혜숙 (월드샤프 본부장)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후 중학교 교사 및 영어지도 (1983년~2019년)를 하며 예술단체

아미치에서 연주기획 및 공연지원활동을 병행하였다. (1999년~2005년) 2010년부터
국제개발협력 단체인 외교부 승인의 월드샤프에서 해외지부와 사업관리, ODA 배분사업
기획서 작성, 사업수행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김병윤 (아이드림 회장, ITER Organization)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학위 후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핵융합관련 소재에 대한 구조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현대기아연구개발본부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5-2007),국가 핵융합연구소 ITER부품 기술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08-2011), 현재는 ITER 국제기구에서 TBM 분야의 기계부문 책임자로 2012년부터 재직
중에 있다.또한 2008년부터 적정기술과 관련해서 CFSE및 나눔과 기술에서 활동하였으며
차드의 건망고 및 사탕수수 숯프로젝트 (특허청 과제)를 수행하였고,또한 «적정기술, 36.5
도의 과학기술 » 저서를 감수하였다. 또한 2013 년 I-DREAM 협회의 창립회원으로, 현재는
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반성장연구회 (I-DREAM, https://idream4all.eu)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여 2014년 5월 프랑스 경시청에 등록한 비영리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세계 각처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회원들이 혹은 외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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