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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대한의생명과학회 전 회원

제

목 : 2020년도 제26차 대한의생명과학회 추계학술대회

1. 귀 회원 및 기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는 의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의 교수님들과 연구원 그리고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연
구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학술단체로 의생명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
고 있습니다.
3. 본 학회에서는 저명한 연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제2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
다. 부디 참석 하시어 회원님들의 친목도모와 열띤 학술 교류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1) 행사명 : 2020년도 제 26차 대한의생명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3) 장소 :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I
4) 사전등록 및 초록 제출기간 : 2020년 09월 21일(월) ~ 10월 14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www.biomedsci.or.kr/abstract/2020_fall/info.html)
- 구연발표 초록 제출자 중 우수 연제를 선정하여 구연 발표 기회를 부여하며, 구연 발표에
선정되지 않은 초록은 포스터 발표로 전환됩니다.
-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지도교수가 하는 경우 수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 등록 및 결제 완료하신 분만 초록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술대회 참가비
회원구분
이사회원
정회원

사전등록(원)
70,000
70,000

현장등록(원)
80,000
80,000

학생

대학원생

40,000

50,000

회원

대학생

10,000

10,000

100,000

110,000

비회원

- 참가비용은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biomedsci.or.kr/abstract/2020_fall/info.html)를
통해 카드결제 및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4. 연회비 납부 안내
- 2020년도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 분들께서는 납부 부탁드립니다.
회원구분

연회비(원)

권한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등록 가능

이사회원

100,000

논문 게재료 할인

정회원
학생회원

50,000

대학원생
대학생

10,000

이사회 의결권 부여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등록 가능
논문 게재료 할인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등록 가능
논문 게재료 할인

- 연회비 납부 계좌: 신한은행 100-034-116411(예금주: 대한의생명과학회 이동석)
5. 각종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실 (biomedsci2012@gmail.com, Tel: 055-320-348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첨부 1. 학술대회 개최 장소 약도

대한의생명과학회 회장

이 동 석

첨부 1. 학술대회 개최 장소

▣ 학회 개최 장소 안내
- (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I (1층)
▣ 교통편 안내
• 동대구역 KTX 이용 시
- 거리: 3.3 km
- 택시 이용 시 예상 소요시간: 11분
- 시내버스 이용 시: 동대구역 순환 2-1 승차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 하차 →
410, 523, 306, 523 승차 → 경북대학교 북문앞 하차
• 동대구터미널(복합환승센터) 이용 시
- 거리: 4km
- 택시 이용 시 예상 소요시간: 14분
- 시내버스 이용 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앞 순환 2-1 승차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 하차 →
410, 523, 306, 523 승차 → 경북대학교 북문앞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