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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생물학회연합
기업참여안내
국제학술대회
┃ ┃ ┃ ┃ ┃

일자 : 2011년 10월 13일(목)~14일(금)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 소재)
●

주관 | 한국미생물학회연합
주최 |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

인사말

일정표

INVITATION

PROGRAM
October 13 (Thursday)
Geomungo Hall
Hall A

Hall B

Hall C

Daegeum Hall

08:00~08:50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pening Ceremony (Hall A)

08:50~09:00

2011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이하 한미연) 국제학술대회가 2011년 10월 13일(목)~14일(금)

IS3
S2
S1
Biosynthesis and
Application of Probiotic
Host Defense against
Microbes to Functional Regulation of Valuable
Bacterial Infection
Metabolites
Food Industry

09:00~11:00
11:00~11:45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미연은 우리나라 미생물학 및 관련 생명공학 분야의 5개 학회 (대한
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가
수평적 학술교류 활성화 및 국내 미생물 분야 연구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결성된 학회 연합

11:45~12:25
12:25~13:05
13:05~13:45

체입니다. 한미연에서는 5개 학회에 소속된 5,000여 회원들이 매년 10월에 모두 모여 미생물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자리입니다.

13:45~15:45

Registration
Poster Session 1 & Exhibition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10월에 열리게 될 한미연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4개와 심포지움 21개가 개최되고,
15여 명의 국외 미생물학자들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국내외 미생물학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내 최고의 대형 국제학술대회입니다. 또한 포스터 발표와 기기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귀사를 학술대회 기업참여업체로 초대합니다.

Plenary Lecture 1 (Hall B)
Lunch

KSMy GM
(11:45~12:25)

Workshop (12:25~13:05)

Lunch

KSMi GM
(11:45~12:25)
Lunch

Poster Presentation 1 (13:05~13:45)
S7
Microbial-based
Biosensor and Its
Application

S8
Fungal Metabolite
and Mushroom
Science

IS11
The Gut Microbiomehuman Interactions

S12
Molecular and
Industrial
Mycology

S6
Biomass from
Photosynthetic Microbes

IS5
Host-Pathogen
Interactions
S9
Microbial Pathogenesis
of Infectious Diseases

15:45~17:45

S4
Taxonomy and
Diversity

S10
Recent Progress in
Microbial Metabolite
Overproduction

17:45~18:30

Plenary Lecture 2 (Hall A)

18:30~21:00

Welcome Reception (Hall B+C)

연합은 한미연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은 대회장의 넓은 공간과 뛰어난
October 14 (Friday)

시설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 기기전시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인기 있는 전시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귀사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귀사의 홍보와 영업에도 큰 보탬이 되시
기를 바랍니다.

Geomungo Hall
Hall B

Hall A
08:00~09:00
S13
Viral Infection I:
Pathogenesis and
Immune Response

09:00~11:00

2011년 7월

IS14
Molecular and Cellular
Physiology of Yeast

12:25~13:05

백 순 영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장
대한미생물학회 회장
한국균학회 회장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
한국미생물학회 회장

백
최
이
박
남

순
명
현
영
두

영
식
숙
인
현

13:05~15:05
15:05~15:50
15:50~17:50
17:50~18:00

Registration
Poster Session 2 & Exhibition

11:45~12:25

S15
KNMRRC Session 1

Plenary Lecture 3 (Hall C)

11:00~11:45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회장

Hall C

KSV GM (11:45~12:25) MSK GM (11:45~12:25)

Lunch

Retirement
Poster Presentation 2
Poster Presentation 2
Commemorative Lecture
(12:25~13:05)
S16
Viral Infection II:
Emerging Viruses

S17
2011 MSK Award
Session

Plenary Lecture 4 (Hall B)
S19
Viral Infection III:
Virus-Host Interaction

S20
Bioterror and
Biodefense

Closing Ceremony (Hall A)

S18
KNMRRC Session 2
S21
Aquatic Microbial
Pathogens and
Indicators
(15:30~17:50)

Daegeum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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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3) 부스위치선정
참가업체의 부스위치는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시비가 입
금되어야 신청순서가 유지됩니다. 1주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정하신 위치는 자동 취소가 되
며, 추후 입금이 확인된 후에 다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부스 수에 따라 부스위치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

●
●
●
●
●
●

행 사 명 : 2011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대회
일
시 : 행사기간: 2011년 10월 13일(목)~14일(금)
설치기간: 2011년 10월 12일(수) 15:00~20:00 (3층의 경우 20:00 이후)
철거기간: 2011년 10월 14일(금) 17:30 이후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 소재)
전시장소 : 가야금홀 및 로비(2층), 거문고홀 로비(3층)
주
관 : 한국미생물학회연합
신청마감 : 2011년 9월 23일(금) (※선착순마감)
전시대상 : 미생물학 관련 업체에서 취급하는 시약, 이화학기기 및 최신장비
전시규모 : 약 70부스

부스위치는 아래 도면을 참고하시어 연합 홈페이지(www.fkms.kr) 학술대회 기업참여신청의 신청분야
중 전시회신청에서 희망 부스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부스위치는 9월 30일(금)에 이메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3층은 독립부스만 신청가능하며, 부스설치는 10월 12일(수) 20:00 이후에 가능합니다.

[전시장 도면]

2층
등록대
포스터세션
전시회

2. 전시회 신청
1) 부스가격
내 용

전시 참가비
(독립부스)

1부스
2부스
3부스
4부스

2,000,000원
3,500,000원
5,000,000원
6,500,000원

전시 참가비
(조립부스)

2,200,000원
3,900,000원
5,600,000원
7,300,000원

1일LAN사용비
(부가세포함)

혜택

20,000원/선

초록집에
참가업체
명단 게재

전시참가비는 학술대회 협찬금 내역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2) 부스 설명
구 분

독립부스
전시 공간(3m X 2m),
테이블 1개(0.8mX1.45m),
의자 2개, 콘센트 1개

조립부스
기본부스 시스템(3m X 2m X 2.5m),
테이블 1개(0.8m X 1.45m),
의자 2개, 콘센트, 안내데스크 각1개,
상호간판, 형광등 40W 각 1개,
spot-light 100W 3개

제공
내역

*부스사이에 위치할 경우 좌우에 부스벽 있음.

3층
기조강연
심포지움
워크샵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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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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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문화회관약도 MAP
신청마감일: 2011년 9월 23일(금)

광고료
(광고크기: A4)

금액

광고 제출 방법

표4

3,000,000원

표2와 표2대지(우측)

1,800,000원

필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우:135-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0호

표3과 표3대지(좌측)

1,500,000원

내지(목차앞, 표3앞)

1,200,000원

파일 웹하드 이용 www.webhard.co.kr
ID : msk1959, PW : 1111
저장위치: 올리기전용/
한미연 초록집 광고 폴더

※ 광고비는 초록집 협찬금 내역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03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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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2011년 9월 23일(금)
개최일

발표시간

개최비용

장소

2011년 10월 13일(목)

40분

4,000,000원

3층 거문고홀(약 200석)

※ 워크샵 개최비는 워크샵 협찬금 내역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공식홈페이지 배너 광고 모집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연합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1개월

6개월

1년

금액

2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기업참여 관련 문의처]

(배너 정보: 크기 150 x 40 픽셀, jpg 이미지)

[입금계좌]
한국씨티은행 186-00924-247-01 (예금주: 한국미생물학회)

135-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0호
Tel. 02-3453-3321 (인터넷전화. 070-7793-5876) Fax. 02-3453-3322
E-mail. fkms@fkms.kr Homepage. www.fkm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