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한국농업기계학회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수신

학회 회원 제위

(경유)
제목

2020년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본 학회는 2020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취소

하는 대신에 아래의 일정으로 온라인 학술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발표는 온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모든 발표가 포스터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응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학술
발표를 희망하는 회원들께서는 등록과 함께 초록 및 발표용 포스터 파일을 기한 내 제
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 26일(금) (학회 홈페이지 포스팅)
○ 형식 : 온라인 포스터 발표
○ 학술대회 등록
- 등록 기간 : 2020년 5월 25일(월) ~ 6월 5일(금)
- 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초록 및 발표용 포스터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학술대회 성격상 등록이 교신저자에게만 권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구

분

교신저자 기준 등록 논문 1편
교신저자 기준 등록 논문 2편 이상

등록비
50,000원
100,000원

- 등록 방법
-> 무통장 입금 시 : 학회 홈페이지(www.ksam76.or.kr)에서 무통장입금
선택, 입금하실 때 학술대회 ‘등록비’ 임을 표기 예) 홍길동등록비
(우체국) 102665-01-004441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농업기계학회
(농

협) 125-01-168320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농업기계학회

-> 신용카드 결제 시 : 학회 홈페이지에서 결제 가능

○ 초록 제출 및 온라인 학술발표 안내
1) 초록 및 논문 발표 포스터 제출
- 기간 : 2020년 5월 25일(월) ~ 6월 5일(금)
-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게시판을 통해 초록(hwp 파일) 및 발표용 포스터
제출(ppt 파일을 pdf 파일로 전환하여 업로드)
2) 온라인 포스터 발표(학회 홈페이지 포스팅)
- 기간 : 2020년 6월 15일(월) ~ 26일(금)
- 포스팅 및 질의응답 : 등록된 발표용 포스터 확인 후 댓글로 질의응답
※ 질의응답은 학회 홈페이지 가입(정회원, 무료) 회원 모두 가능
※ 초록집은 pdf 형태로 학회 게시판을 통해 공유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ksam2392@hanmail.net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초록 작성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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