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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안내  

ᆞ행사명：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s for Emerging Technologies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ᆞ일  시：2006년 10월 10일(화)∼13일(금) 

ᆞ장  소：BEXCO, Busan 

 

2. 초록 제출 

ᆞ제출 기한 연장：2006년 7월 31일까지(단, 포스터 부분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ᆞ제출방법  

：www.psk30.org  

→ Call for Paper < Guideline for Author)에서 Long & Short Templates을 다운로드 받아 Abstract 작성  

(Long Abstract：1 page with 2 Columns / Short Abstract：10-line) 

：작성한 Abstracts을 Submission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3. 등록 

1) 등록비  

(현재 홈페이지에서 안내되어 있는 등록비는 외국인 등록비이며 한국고분자 학회 회원은 할인 적용된 등록비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06년 8월 31일까지 2006년 9월 30일까지 

일반 등록 150,000원 200,000원 
한국 고분자 학회 회원 

학생등록 50,000원 70,000원 

일반 180,000원 230,000원 비회원 
ᆞ한국고분자학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  
됩니다(회원 연회비 포함가) 
일반：30000원 / 학생：20000원) 

학생등록 70,000원 90,000원 

Banquet(2006년 10월 12일) 50,000 원 / 1인 
 
2) 등록방법 

ᆞwww.psk30.org 에 Registration > On-line Registration에서 등록 

[Are you a Plenary Speaker or Invited Speaker?] 질문에 No 선택 

※ 국가명을 Korea로 선택하시면 결재 단계에서 자동으로 한국인 등록비 결재창이 나타납니다. 
 
3) 결재방법 

ᆞ카드 결재 가능(삼성/엘지/국민/BC/외환/롯데/현대/신한) 

ᆞ계좌 이체 가능 

ᆞ사전 등록 마감：2006년 8월 31일 
 

4. 숙박 안내 

1) 공식 호텔：메리어트 호텔, 부산 

ᆞ행사 객실가 
 

Room Type Rate(KRW) 

Ondol(Hot floored room, No bed) 80,000 

Superior(Twin / Double) 80,000 

Deluxe City View(Twin / Double) 100,000 

Deluxe Ocean(Twin / Double) 120,000 

Executive(Twin / Double) 150,000 

※ 부가세 10%, 봉사료 10% 별도 

ᆞ행사 홈페이지에서 숙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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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숙박업소 (부산 해운대 지역) 

ᆞ콘도 

업소 주소 전화번호 

한화리조트 해운대구 우동 1410-3 051) 749-5500 

ᆞ심포지움 특별가：80,000원(1박, 5인/1실, VAT 포함가) 

ᆞ예약：(051) 749-5106 / (051)749-5201  

－ 예약 방법：전화 예약  

－ 전화 예약 시 “고분자학회 심포지움” 예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 객실 사정에 따라 조기 만실일 수 있습니다. 

 

ᆞ중저가 숙박업소(부산 컨벤션 뷰로 추천업소) 

업소 주소 전화번호 

오아시스 모텔 해운대구 중1동 1394-350 (051)747-3501 

비치장 여관 해운대구 우1동 542-10 (051)747-2800 

동성장 여관 해운대구 우1동 654-1 (051)746-8846 

버킹검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71-11 (051)784-7111 

아젤리아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98-6 (051)784-6654 

로망스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98-12 (051)784-7726 

코리아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100-8 (051)781-0601 

로즈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103-3 (051)781-3432 

비너스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71-27 (051)781-4848 

프린스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95-5 (051)781-7447 

파레스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101-2 (051)781-4266 

앙뜨레 해운대구 재송1동 1095-12 (051)783-8529 

두리나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97-1 (051)784-2144 

그린파크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97-8 (051)782-4581 

목화장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71-7 (051)783-5546 

오페라 모텔 해운대구 재송1동 1096-1 (051)783-9792 

 

5. 전시 안내 

ᆞ본 행사에 전시 참가를 원하시는 업체는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ᆞ전시 접수 마감：2006년 7월 10일(월)까지 

 

6. 문의：IUPAC-PSK30 사무국 

담당자：이랑 

Tel：(02)716-5553 / Fax：(02)701-5753 

Email：info@psk30.org 

Homepage：www.psk30.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