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인간식물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 개요
• 일자 : 2019년 6월 20일 (목) ~ 6월 21일 (금)
※ 사회복지관 원예치료 프로그램 및 목포 시내투어 사전접수: 5월13일(월) ~ 5월24일(금)
( 접수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일정 취소할 예정임 )
• 장소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 일정 :
세부일정
6월 20일
(목요일)

비고

13:00~15:00

사회복지관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여

15:00~18:00

목포 시내 투어

18:00~20:00

이사회 + 편집회의

09:00~10:00

접수 및 포스터 부착

10:00~10:30

정기총회

사전 접수

우수논문상, 발표상 시상 포함

1부 : 환경보건 관점에서의 최근
10:30~11:10

미세먼지 연구 및 사업동향
-평택대 ICT융합학부 환경융합전공
김호현 교수
2부 : 미세먼지의 인체유해성과 건강

11:10~11:50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좌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허근영 교수

김창수 교수

11:50~12:30

3부 :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활용방안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연구관

12:30~13:00

점심

6월 21일
(금요일)

13:00~13:30

윤리교육
-연구윤리 및 논문 투고 규정

13:30~15:30

구두발표

15:30~16:30

포스터 발표

16:30~17:00

폐회식

허근영 편집위원장

좌장: 나사렛대학교
김수연 교수

우수논문발표상 수상자 발표

2. 초록 제출
1) 제출 기간 : 5월 20일 (월) ~ 6월 7일 (금) 18:00 등록 및 수정 마감, 마감 이후 수정 불가
2) 당해년도 회비 및 사전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1인당 2편 이하 초록 제출 및 발표
가능합니다. (공동발표자는 제출 편수 제한 없음)
3) 신청시 주발표자와 연락발표자를 정확히 명시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연락은 연락발표자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4) 초록 작성시에는 첨부된 초록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초록문 작성시 지도교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고 저자란에 지도교수님의 이름도
필히 함께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학회취지와 양식에 맞게 작업해 주세요)
6) 학회에 초록을 내시는 제 1 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우리 학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
야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초록 등록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은 이메일(ppekorea@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표 안내
1) 초록 제출 마감 후 발표번호 및 일시 등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발표타입, 발표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2)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시 반드시 발표자가 임석해야 합니다.
발표 불참 시 추후 온라인에서 초록이 삭제되고 차기 학술발표회 자료집에 미발표 및
미부착 목록이 게시됩니다.

4. 등록 안내
1) 등록 기간
- 사전등록 : 6월 3일 (월) ~ 6월 14일 (금)
- 현장등록 : 6월 21일 (금)

- 사회복지관 원예치료 프로그램 및 목포 시내투어 사전접수: 5월13일(월) ~ 5월24일(금)
( 접수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일정 취소할 예정임 )
2) 등록비
금액
사전등록

구분

비고
현장등록

A

B

(견학 및 관광 포함)

(학술대회 등록비)

원

78,000원

48,000원

50,000원

비 회 원

108,000원

78,000원

78,000원

-

30,000원

회

학생회원

30,000원
(사무국 문의)

현장 등록만 가능

※ 판 넬 비: 학술대회 참가비에 판넬대여료는 별도이며 포스터 1편당 15,000원
※ 학생회원: 학회 정회원으로 ‘대학생’을 말하며 학술대회 당일 학생증을 지참하고
확인 후에 현장 접수
※ 대학원생은 학회 정회원으로 신청

3) 결제 방법
- 계좌이체 : 농협 301-0208-7318-61 (예금주: 사단법인 인간식물환경학회)
※ 등록자 성명 외 다른 이름이나 기관명으로 송금할 경우 사무국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참가비 환불 규정
학술대회 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
1. 등록 기간 내 취소 : 참가비 100%를 환불
2. 등록 기간 이후 취소
1) 행사일 기준 5일전까지 취소 시, 참가비의 50%를 환불한다.
2) 행사일 기준 전일까지 취소 시, 참가비의 30%를 환불한다.
(단, 행사 취소 신청은 행사 전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
3) 행사일 기준 당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
3. 기타 100% 환불 :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학술대회 개최가 되지 않을 경우 100% 환불

5. 연회비 안내
※ 당해년도 회비 및 사전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초록 제출 및 발표 가능

구분
회비
2019년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

회원

300,000

200,000

100,000

100,000

70,000

50,000

단체회원 종신회원

입회비

100,000

20,000

* 단체회원은 국가기관 및 학교 도서관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6. 행사장 및 교통 안내

500,000

7. 숙소 안내
1) 샹그리아비치호텔 : 061-285-0100
http://www.shangriahotel.co.kr/
2) 폰타나비치 호텔 : 061-288-7000
www.fontanahotel.co.kr/
3) YAM 목포하당점 : 061-282-8267
4) 더 하루 호텔: 061-284-8779
5) 호텔 위드 : 061-284-5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