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제출 안내
2019년도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 시 : 2019년 10월 9일(수) ∼ 11일(금)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발표논문의 초록은 온라인 상에서만 접수(초록접수 프로그램 사용방법 참조)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격

: 발표자 및 공동저자는 필히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미가입자는 7월 31일(수)까지 학회에 가입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발표시간

: 특별강연-25분(질문시간 포함), 구두-20분(질문시간 포함), 포스터-90분

∙ 초록제출마감 : 2019년 7월 31일(수) 오후 6시 (영문 1,000자 또는 국문 500자 이내 작성)
(프로그램 준비 관계상 마감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초록접수

: 한국고분자학회 홈페이지(www.polymer.or.kr)

∙ 일반발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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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자합성

김병수╷연세대학교
bskim19@yonsei.ac.kr, 02-212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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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segyu.jang@kist.re.kr, 063-219-8167
최시영╷한국과학기술원
sqchoi@kaist.ac.kr, 042-350-3914

5. 분자전자 부문위원회 Ⅰ(영어발표),Ⅱ

조성윤╷한국화학연구원
scho@krict.re.kr, 042-860-7260
오준학╷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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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한양대학교
dhkim76@hanyang.ac.kr, 02-2220-2617

6.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Ⅰ: Recent
Advances in Theranostic Macromolecules

박재형╷성균관대학교
jhpark1@skku.edu, 031-290-7288

7.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Ⅱ

한동욱╷부산대학교
nanohan@pusan.ac.kr, 051-510-6119
이용규╷한국교통대학교
leeyk@ut.ac.kr, 043-841-5224
양승윤╷부산대학교
syang@pusan.ac.kr, 055-350-5382

8. 콜로이드 및 분자조립 부문위원회 Ⅰ
(영어발표),Ⅱ

김신현╷한국과학기술원
dmz@kaist.ac.kr, 042-350-3911
문준혁╷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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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원생 구두발표 (영어발표, 발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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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 Polymer Scienc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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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English)

배준원╷동덕여자대학교
redsox7@dongduk.ac.kr, 02-940-4506
염봉준╷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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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Germany Joint Symposium:
Self-Organized Materials for Optoelectronics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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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이화여자대학교
sojungpark@ewha.ac.kr, 02-3277-4191

4. 자동차용 전기ㆍ전자 재료

최치훈╷현대자동차
chchoi1@hyundai.com, 031-5172-3336

5.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고분자 소재

홍성우╷한국생산기술연구원
swhong@kitech.re.kr, 041-589-8675
임호선╷숙명여자대학교
limhs@sookmyung.ac.kr, 02-2077-7353

6. 열전변환 고분자 및 나노소재

김선주╷중앙대학교
fskim@cau.ac.kr, 02-820-5200
장재영╷한양대학교
jyjang15@hanyang.ac.kr, 02-2220-2334

7. 생분해성 고분자의 합성 및 산업적 응용

홍성우╷한국생산기술연구원
swhong@kitech.re.kr, 041-589-8675
정영미╷한국과학기술연구원
winnie97@kist.re.kr, 02-958-5348

∙ 특별발표분야 :

※ 대학원생 구두발표자는 우수논문발표상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우수논문발표상 응모자는 초록제출 마감일(2019년 7월 31일(수))까지
소속 연구책임자의 추천서(연구책임자 1인당 1편(국문/영문 택1)으로 제한)를 학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추천서 양식 및 자세한 내용
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 우수논문발표상은 포스터와 구두 분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우수논문발표상(구두) 기수상자는 포스터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포스터 발표자는 우수논문발표상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초록제출 시 개인 자격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연구책임자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동일 연구실 내 지원자는 구두 부문을 포함하여 5인 이하를 권장합니다. 구두 분야에 응모한 경우 포스터 분야 응모가
불가능하며, 우수논문발표상(포스터) 기수상자는 구두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구두발표의 경우, 발표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초록의 사전심사를 통해 포스터 발표로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구두발표는 연구책임자와 박사급 회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학원생 구두발표 제외),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9년 7월 31일(수)까지 반드시 각 세션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션 책임자의 동의 없이 구두발표를 신청한 경우, 포스터 발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구두발표 및 우수논문발표상에 응모한 포스터 발표의 경우, 발표취소가 불가합니다.
※ 발표 포스터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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