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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분자학회 2021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다음 일정표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에 근무하는 본 학회 회원
들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는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
1. 기

간：2021년 4월 7일(수)∼9일(금)

2. 장

소：대전컨벤션센터(DCC) 및 온라인

음

3. 논문발표：기조강연(2편), 초청강연(150편), 연구논문발표(704편)
4. 등 록 비：회

원： · 종신/정회원A: 120,000원, 정회원B: 170,000원(1년 연회비 면제)
· 학생회원(학부생 및 대학원생)A: 60,000원, 학생회원B：90,000원(1년 연회비 면제)

비 회 원：170,000원
별 첨：한국고분자학회 2021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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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 구두발표

본 추계학술대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년 3월 19일(금)

· 일반 논문 발표시간은 15분, 질의 응답시간은 5분입니다.

까지 홈페이지(www.polymer.or.kr)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사

· 특별 강연 발표시간은 20분, 질의 응답시간은 5분입니다.

전등록비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 제목 및 발표자 변경시 미리 좌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3월 31일(수)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사전등록을 on-line으로 하신 분은 회비 납부 내역에서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학회의 회원만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2021년도 연회비 미
납시에는 사전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연회비와 사전등록비는

| 좌장
· 발표자의 성명은 “○○○ 회원”으로 호칭한다.
· 발표시간 12분 경과후 한번 타종한다. (특별강연은 15분)
· 발표시간 15분 경과후 두번째 타종한다. (특별강연은 20분)
· 발표시간 매 1분 초과시마다 타종한다.

함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Virtual Lightning Talk Session 발표
회원구분

연회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A

A

B
(1년연회비면제)

종신회원
정회원(일반)

-

110,000

B
(1년연회비면제)

120,000

50,000 110,000 160,000 120,000 170,000

학생회원

30,000

비회원

-

50,000 80,000 60,000 90,000
-

-

170,000

· Virtual Lightning Talk Session은 2021년도 춘계 학술대회 기간
동안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발표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질의응답 시간

우수논문발표상 심사

4월 7일(수) 15:00 ~ 16:00

1PS-1∼1PS-224

4월 7일(수) 16:00 ~ 17:00

2PS-1∼2PS-224

4월 8일(목) 9:00 ~ 10:00

3PS-1∼3PS-256

4월 9일(금) 9:00 ~ 10:00

| 논문정보보기
· 각 발표 논문의 논문번호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부여하였습니다.

| 협조사항

초록을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의 동의없이 포스터 및 논문발표 촬영은 금지합니다.
예)종류： PL

초청특별강연 (Plenary Lecture)

L1-L9 각 회장별 특별강연 (Invited Lecture)
O1-O9 각 회장별 일반논문 (Oral)
PS

· 발표취소는 반드시 책임연구자가 미리 학회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미통보 발표 취소시 책임연구자에게 추후 시정권고 통보됩니다.
· 빔프로젝터 사용하실 분은 필히 USB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rtual Lightning Talk Session

순서：발표 순서
· 발표자 : 이름의 밑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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