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영과협 제 46주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문의: 재영과협 사무국, secretary@kseauk.org

27 - 29 MARCH LONDON
CROWNE PLAZA
LONDON HOTEL
HEATHROW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이하 재영과협)가 3월 27일 금요일
부터 영국의 수도이며 활기가 넘치는 도시 런던에서 2박 3일
에 걸쳐 창립 46주년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합니
다. 이 행사는 매년 200여 명의 재영 한인과학기술자를 비롯
하여 각계 주요 인사가 참가하며, 전문분야별 정보공유, 회원
들 간의 학술적 및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 전문 분야별 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분과들이
융합하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interdisciplinary
session 과 학술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어 학술활동 및 네트
워킹으로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입니다. 회원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시간을 위해서 모자람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탁 드립니다.

STEP-BY-STEP GUIDE
*Registration의 모든 과정은 www.kseauk.org 의 member page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회원가입

STEP 2.
참가접수

STEP 3.
초록작성

STEP 4.
초록제출

STEP 5.
행사참여

STEP 6.
경비지원

행사참석과 경비지
원 및 각종 혜택은 재
영과협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적용합니
다.

행사참석 희망회원은
관리자의 승인 이후,
EVENT 탭에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
니다.

분과별 구두 및 포스
터 발표 희망자는
paper submission
탭을 통해서 온라인으
로 작성하실 수 있습
니다.

제출된 초록은
paper submission
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승인
이 있기 전까지 언제
든지 수정이 가능합니
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
원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데스크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석 회원분들
을 대상으로 행사 후
아래와 같이 경비를
지원합니다.

*오후 첫번째 Session(취업
설명회/machine learning
for beginners)에 참가를 원
하시는 분들께서는 등록하
실 때 반드시 참가여부를 표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연회비

참가접수 마감

∙ 일반회원 (박사과
정 포함)- £40
∙ 학생회원 (석사과
정 포함)- £20

3월 13일 (금)

*총회가 끝난 후, 경품추첨
이 있습니다. 본인의 등록번
호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지원을 위해 반드시 증
빙자료를 과협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추후 홈페이
지 공지)

발표비 지원

초록접수 마감

Location

전체 지원내역

BEST POSTER

3월 13일 (금)

Stockley Road,
West Drayton,
Middlesex,
London | UB7
9NA

등록번호 1-50번
- £100/night
∙ 등록번호 50번 이후
- £50/night
∙행사기간 식사제공

(석/박사생 발표자만대상)

상장 및 상금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