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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좌장은

세션별로 직접 논문발표를 신청하신 교수 또는 박사급연구원을 최우선으로 초빙하였고, 성공적인
발표회를 위한 각 세션 운영권한을 가지며 상응하는 각종 예우를 하여드립니다.
• 사전에 보내드린 ‘좌장께 드리는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발표회에 지참하시어 세션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션 운영 방식]
1. [세션 사전회의]
- 세션 개시 5분 전에 발표자들에게 협조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주십시오.
2. [세션 운영 안내]
- 좌장 소개, 세션운영방식 간략소개, 발표 시 주의사항을 공지하여 주십시오.
3. [연구동향 및 논문 소개]
- 담당 세션 분야의 최신 영구동향, 미래방향 및 세션발표논문 소개(3분 이내)
4. [세션 발표진행 주재]
- 각 Keynote 소개, 논문발표자 소개, 발표 및 토론 진행을 주재하여 주십시오.
- 흥미로운 진행을 위해 충분한 토론시간을 반드시 할애하여 주십시오.
5. [좌장의 결어]
- 세션 종료시점에 발표논문의 시사점, 의의, 세션 분야 향후 트랜드 등에 관하여 좌장이 간략히 요약하여
2분 이내로 결어를 맺어 주십시오.
- 잔여시간 재량 이용하시되,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6. [좌장, 발표자 기념촬영]
- 세션 종료시점에 해당세션 논문 발표자 전원과 좌장과 기념촬영을 실시합니다.
- 좌장은 세션 기념촬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세션 발표자 전원을 모아 주시고, 기념촬영은
세션별 도우미가 할 예정입니다.
7. 논문발표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각 발표 평가표 작성 및 발표장 도우미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구두 발표
1. 구두 발표자께서는 세션 개시 5분 전에 해당 발표장에서 좌장과의 미팅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발표시간은 20분(발표 15분+토론 5분)입니다. (신진연구자 발표는 30분(발표 25분+토론 5분)입니다.)
발표시간 초과 시에는 발표를 즉시 중지하게 되오니,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는 빔 프로젝터만을 사용하므로 발표파일은 Microsoft Office Power Point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발표 자료는 해당세션 발표장 도우미에게 세션 개시 10분 전까지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션 종료 후 해당세션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발표자들과 공동연구진은 끝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발표자가 사전 연락 없이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초래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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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 포스터 규격은 80 cm × 100 cm 입니다.
2. 포스터 발표장은 BEXCO 컨벤션홀 106·107호입니다.
3. 포스터 발표자는 발표분야, 발표장 및 시간, 지정세션번호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포스터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일

포스터 부착

포스터 발표

포스터 탈착

12월 11일(수)

11일 11:00~

13:00~14:00

11일 ~15:30

12월 12일(목)

12일 11:00~

13:00~14:00

12일 ~15:30

12월 13일(금)

13일 11:00~

13:00~14:00

13일 ~15:30

5. 포스터 부착 문구류는 학술대회 현장에서 제공하며, 포스터 발표시간에는 발표자가 반드시 포스터 패널
앞에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6. 포스터 탈부착 시간을 잘 숙지하셔서 발표 이후에는 포스터를 탈착하여 주시고, 탈착되지 않은 포스터는
학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안내
1.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3:00 ~ 17:00
11일(수) 08:30 ~ 17:00
12일(목) 08:30 ~ 18:00
13일(금) 08:30 ~ 15:00


2. 등록장소 : BEXCO 컨벤션홀 1층 등록대
3. 현장등록비
정회원

학생회원

A

180,000원

100,000원

B
2019 연회비 면제

230,000원

150,000원

C
입회비, 2019 연회비 면제

250,000원

170,000원

Proceeding
PDF 파일은 2019 국내학술대회 Homepage에서 Download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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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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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안내
[개회식]
12월 10일(화) 13:30~14:00, 컨벤션홀 205호(2층)

[만찬]
12월 12일(목) 18:00~20:00, 컨벤션홀 그랜드볼룸(3층)

[폐회식]
12월 13일(금) 16:00~16:30, 컨벤션홀 205호(2층)
▶ 경품행사

1등: 아이패드 Pro11 (1명)
2등: 마샬스피커 (2명)
3등: 갤럭시 워치 액티브2 (2명)
4등: 갤럭시 버즈 (2명)
5등: 상품권 10만원 (5명)
6등: 상품권 5만원 (10명)

[c-YEP(connected-Young Environmental Professionals)]
12월 12일(목) 11:30~13:00, 컨벤션홀 109·110호

[Technical Tour]
12월 13일(금) 9:00~11:00,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제7회 대학생 종합설계(Capstone Design) 경진대회]
12월 13일(금) 12:00~13:00,

작품전시
13:00~14:30, 경진대회(105호)
16:00~16:30, 시상식(205호)

[점심식사]
12월 11일(수) 11:40~13:00, 제1전시장 더파티 푸드코트·개미집·프렌치
12월 12일(목) 11:40~13:00, 제1전시장 더파티 푸드코트·개미집·프렌치
12월 13일(금) 11:40~13:00, 제1전시장 더파티 푸드코트·개미집·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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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사업단 Special Workshop
▷▶ SW1. 환경공학교육위원회, 104호
“WeWe 200회” 공감여행
12월 11일(수) 15:00~17:00

▷▶ SW2. 한국환경공단, 105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물•에너지 통합관리방안
12월 11일(수) 13:30~17:30

▷▶ SW3. LH토지주택연구원, 105호
친환경 스마트 자원화 기술의 현재와 미래
12월 12일(목) 14:00~17:00

▷▶ SW4. K-water, 108호
Green Infrastructure for Smart City
12월 12일(목) 16:00~17:55

▷▶ SW5. K-water, 101호
초순수 국산화 기술 현황 및 발전방향
12월 13일(금) 10:00~12:00

▷▶ SW6. K-water, 101호
미량오염물질의 상하수도 시설 내 거동
12월 13일(금) 14: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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