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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4회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원 여러분, 제24회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대면(연구책임자)/비대면(학생) 강좌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행사명 : 제24회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16:00~20:00 ~ 23일(화) 09:00 – 18:30
3) 장 소 : 온 · 오프라인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
4) 등록비 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11월 09일(화) 17:00 까지)
원로회원(면제), 종신ㆍ정ㆍ일반(100,000원)ㆍ비회원(120,000원)
학생회원(80,000원, 비대면)
* 지도교수(혹은 연구책임자)를 통해 등록비 50% 감면신청 가능
(연구비가 여유롭지 않은 연구실) => 학회사무국 ksos@ksosnet.or.kr 메일로 신청
5) 연회비: 종신회원, 정회원 및 학생회원
- 종신회원: 500,000원 일시불 납부
- 정회원: 연회비 200,000원 (3년 연속 연회비 납부 시 종신회원이 됨)
- 일반회원: 연회비 50,000원 (15년 연속 연회비 납부 시 종신회원이 됨)
- 원로회원: 참가비 및 연회비 면제
- 학생회원: 연회비 면제
6) 참가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 방법
- 우리은행 1005-801-728725 (예금주: 한국유기합성학회)으로 온라인 계좌이체
- 이체 후 학회사무국 김은경 실장(ksos@ksosnet.or.kr)에게 이름과 소속 기관을 알려주십시
오.
- 신용카드 결제는 학회 홈페이지(www.ksosnet.or.kr)에서 로그인 후 등록비 및 연회비 결제
7) 대학원생 3분 스피치 포스터(ppt) 발표 초록 및 동영상 제출 안내
- 발표 방식: 포스터(ppt 가로형식 5장 이내) 발표자료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녹화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 (추후 매뉴얼 배포예정)
- 제출 기간: 2021년 11월 09일 17:00 까지
- 제출

방법:

한국유기합성학회

홈페이지(www.ksosnet.or.kr)제출

(반드시

첨부한

template 이용 바람)

한국유기합성학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E6-4 4106호 (우) 34141
전화: 042-350-5825, 팩스: 042-350-2865, 홈페이지 http://www.ksosnet.or.kr

한국유기합성학회장

정낙신

초록

2021년 제24회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일시: 2021년 11월 22일(월)~23일(화)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
주관: 한국유기합성학회

◆ 2021년 11월 22일(월)
16:00 – 18:00

평위원회

◆ 2021년 11월 23일(화)
프로그램 안내, 회장님 및 Session 소개(좌장 포함): 이화여대 류재상 교수
등록 및 개회사
09:00 – 09:20

Zoom 연결 및 등록 확인

09:20 – 09:30

Opening Remark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정낙신 교수)

Session 1

Plenary Lecture (좌장: KIST 한서정 박사)

09:30 – 10:20

Brian

M.

Stoltz

교수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Chemistry and Chemical Engineering)

10:20 – 10:30

Coffee Break

Session 2

수상강연 1 (좌장: 이화여대 강수성 교수)

10:30 – 10:40

학술상(TCI SEJIC CI상) 및 젊은 과학자상 수상식

10:40 – 11:00

학술상(TCI SEJIC CI상) 수상 강연 1: 최선 교수 (이화여대 약학과)

11:00 – 11:20

학술상(TCI SEJIC CI상) 수상 강연 2: 이필호 교수 (강원대 화학과)

11:20 – 11:30

Coffee Break 및 단체 사진 촬영

11:30 – 11:50

젊은 과학자상 수상 강연 1: 한순규 교수 (KAIST 화학과)

11:50 – 12:10

젊은 과학자상 수상 강연 2: 오경수 교수 (중앙대 약학과)

12:10 – 13:30

Lunch Break

Session 3

수상강연 2 (좌장: 순천대 하형호 교수)

13:30 – 13:40

학술대상(이남순 학술상) 수상식

13:40 – 14:20

학술대상(이남순 학술상) 수상 강연: 김병문 교수 (서울대 화학부)

Session 4

교수 발표 (좌장: 부산대 윤화영 교수 / 연세대 이윤미 교수)

14:20 – 14:35

현순실 교수 (충북대 약학과)

14:35 – 14:50

김현우 교수 (KAIST 화학과)

14:50 – 15:15

김미현 교수 (가천대 약학과)

15:15 – 15:30

이홍근 교수 (서울대 화학부)

15:30 – 15:40

Coffee Break

15:40 – 15:55

김석호 교수 (차의과학대 약학과)

15:55 – 16:10

서성은 교수 (아주대 화학과)

16:10 – 16:25

백동재 교수 (목포대 약학과)

16:25 – 16:40

권용훈 교수 (서울대 응용생명화학부)

16:40 – 16:50

Coffee Break

Session 5

대학원생 3분 스피치 포스터(ppt) 발표 (좌장: KIST 유진하 박사)

16:50 – 17:50

대학원생 3분 구두발표

한국유기합성학회 정기총회
16:50 – 17:50

한국유기합성학회 정기총회 (대면)

17:50 – 18:05

대학원생 3분 스피치 포스터(ppt) 우수발표자 시상식

18:05 – 18:10

Closing Remark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정낙신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