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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소개

• Korea-Japan Workshop on Intelligen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h d i k h j k i i i k h h– http://www.design.kyushu-u.ac.jp/~takagi/Meeting/JointWorkshop012408.htm

– January 24-25, 2008
– Kyushu University, Ohashi Campus

• Seminar Room A, Building #5, 7F

– Sponsored by Japan Council Chapter & Seoul Section Chapter of IESponsored by Japan Council Chapter & Seoul Section Chapter of IE
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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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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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오후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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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오후오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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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오후오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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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오후오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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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오후오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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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오후오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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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일일 저녁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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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전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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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전오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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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전오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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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전오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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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전오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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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후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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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후오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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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오후오후

• Takagi 교수님 & 연구실 구성원과의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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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일일 저녁저녁

•후쿠오카 시내 관광 및 아시안 미술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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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일일 오전오전

•후쿠오카 시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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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기타사항

•음식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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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느낀 점점

•임수정 : 일본어를 읽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게 제일 큰 걸
림돌 이었다. 다카기 교수님이나 일본으로 유학 온 학생들과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나 정작 다카기 교수님 연구실의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나, 정작 다카기 교수님 연구실의
일본 학생들과는 대화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
로 남았다. 또 버스에서는 영어 안내 방송이 전혀 없어 일본어로 남았다. 또 버스에서는 영어 안내 방송이 전혀 없어 일본어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게 했다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영어 안
내도 잘 되어 있었고, 역무원 분들의 영어 실력도 상당했다). 
그리 큰 대학이 아님에도 연구적 환경이나 실험 환경이 우수그리 큰 대학이 아님에도 연구적 환경이나 실험 환경이 우수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구적 교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맺어진 이 인연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과이번 기회에 맺어진 이 인연을 통해 앞 더 많은 친구들과
많은 정보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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