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 안내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에서는 제3차 연례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논문발표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제3차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
○ 기

간: 2022. 8. 17.(수) ~ 19.(금) 2박 3일

○ 장

소: 평창알펜시아 리조트

■ 초록 접수
○ 접수기간: 2022. 6. 27.(월) ~ 7. 8.(금)
○ 접수방법: 홈페이지(http://www.koreagu.or.kr) 초록접수 (초록제출을 위해서는 사전등록 필요)
○ 초록양식에 맞게 제출 (영문 또는 국문)
○ 발표분야:

연합 세션

특별 세션

해양-대기 상호작용

KIM 기반의 지구환경시스템모델 개발

남극빙하용융 및 해수면 상승

2022 천문우주관측기기 워크숍*

극지역 기후 및 환경

2022 태양우주환경 워크숍*

지구 심부와 극한 지역의 환경, 물질 그리고 운동

21세기 지구과학교육의 방향

대기질 진단 및 예측

한반도 지질과 지표 환경 특성

자연재해

유엔 해양과학 10년(2021-2030)과 융합해양과학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해양관측과 해양예측

지질유산 및 지질공원
우주탐사
인류세
태양계 행성/위성 탐사 (화성/달 탐사)와 고체매질
및 대기순환 특성
지구 진화와 역사 (과거/현재/미래): 고환경에서 현
생 환경까지
태양계 소행성 근접탐사와 운석 연구
태양활동과 기후변화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시스템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과학문화 소통의 필요성
(*학술 분과 자체 워크숍임)

■ 발표자
○ 초록 마감 후에는 발표형식(구두, 포스터) 조정이 어려우므로 접수시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 준비
- 구두발표: 파워포인트 파일로 준비
- 포스터발표: A0 사이즈 1장

■ 사전등록
○ 기간: 발표자 - 2022. 6. 27.(월) ~ 7. 8.(금)
일반참가자 - 2022. 6. 27.(월) ~ 8. 5.(금)
○ 방법: 홈페이지(http://www.koreagu.or.kr) 온라인등록
○ 환불규정 (등록비)
- 학술대회 시작일 2주전까지(8월 3일까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 학술대회 시작일 2주전 ~ 학술대회 시작 1일전(8월 16일까지): 70% 환불
- 학술대회 시작일 이후 환불 없음

■ 등록비
구분

정회원

학생(학부)회원, 석,박사전일제학생

비회원

사전등록비

200,000원

120,000원

220,000

현장등록비

250,000원

150,000원

250,000

만찬 등록

등록비 포함

등록비 포함

등록비 포함

18일(목) 오찬

등록비 포함

등록비 포함

등록비 포함

※한국기상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질과학협의회(대한지질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지질공학회,한
국고생물학회,한국광물학회,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한국암석학회,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천문
학회, 한국해양학회의 회원은 KGU 정회원입니다.
※만찬과 18일(목) 오찬은 사전등록시 신청에 체크한 회원만 쿠폰 제공

■ 숙박: 개별신청
○ 숙박신청서 다운받아 호텔에 직접 예약.
○ 신청 메일 : alpenrsvn@alpensiaresort.co.kr

(제목란에 '학회행사 참석 숙박 예약 요청'으로 기입)

○ 2022년 7월 1일(금) - 7월 29일(금) 까지
객실형
홀리데이 인&스위트
콘도형

스탠다드(22형)
홀리데이 인&스위트
디럭스(33형)

인원

객실구성

17(수),18(목)

2-3

방1(침대 또는 온돌)

105,000원

4

방2(온돌+침대/온돌+온돌)

145,000원

입/퇴실시간

15:00/11:00

홀리데이인리조트(트윈,더블)

2

방1

110,000원

인터컨티넨탈(트윈,더블)

2

방1

130,000원

호텔형

■ 연구홍보 및 기업광고 게재, 전시부스 신청
○ 신청마감: 2022. 8. 5.(금)
○ 신청방법: 전시&후원 안내서 참고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메일 : koreagu@koreagu.or.kr / ㈜플라넥스(PCO) ž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제3회 KGU연례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드림

Tel: 82-44-862-7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