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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장구하고도	역동적인	지구의	진화과정과	환경변화를	연구하는	지질과학은	우리	사회로부터	

점점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지진,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	수급	등의	사건과	현안들은	지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일반	세션과	함께	여러	현안과	관련된	특별	세션,	야외지질답사,	사진컨테스트,	기업홍보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여러분께서	발표하실	주옥같은	연구결과들은	2024년	제37차	 IGC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IGC	한국

조직위원회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해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발표회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준비위원장

대한지질학회	회장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

한국고생물학회	회장

한국광물학회	회장

한국암석학회	회장

정	창	식

이	강	근

김 복 철

이 상 헌

정 기 영

강	지	훈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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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창식

	 위원	 	권이균,	김윤섭,	박정웅,	박창용,	손영관,	이영주,	이용재,	

이재일,	이찬희,	장찬동,	채병곤,	최정헌,	하규철		

운영위원회	 위원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이영재

	 	 한국고생물학회	 김경수

	 	 한국광물학회	 권기덕

	 	 한국암석학회	 김윤섭

학술분과위원회	

일반세션	 ①	고기후·고해양학	및	제4기지질학	 남욱현

	 ②	고생물학	 이동찬

	 ③	광물학	및	암석학	 권기덕

	 ④	광상학	및	자원지질학	 신동복

	 ⑤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진광민

	 ⑥	빙권과학	 안진호

	 ⑦	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김승섭

	 ⑧	지구화학	 이정훈

	 ⑨	지질공학	및	응용지질학	 최정해

	 ⑩	지질유산	 이수재

	 ⑪	지질정보학(GIS	및	원격탐사)	 유재형

	 ⑫	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최태진

	 ⑬	해양지질학	 윤석훈

	 ⑭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진성욱

	 ⑮	일반지질학(자원정책	등)	 김성용

특별세션

준비위원회

책임위원 주제

1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100주년	
기념세션

정대교
이승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기념	“한국의	지질”

2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기념	
“한국의	지하수연구	역사와	미래”

3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0주년	기념	
“한국의	좋은	물	수원	발굴·확보	및	가치의	과학적	평가”

4 김경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기념	
“KIGAM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해저지질·탐사”

5 박찬홍 독도	및	주변	화산의	성인과	진화

6
이진한,	오석훈,	

최호선
경주지진	2년	후: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

7 정의덕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활용	고도화

8 최원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질과학	분야	

R&D	프로그램

9 노　열
Geomicrobiology,	New	Aspect	in	Earth	Sciences:	
From	Nature	t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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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반세션

	 •특별세션

	 •네이버	지질학	표제어	연구세션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기획프로그램	 •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	

	 •야외지질답사

	 •사진컨테스트

시상프로그램	

기업홍보부스	및	후원프로그램

간친회

주요행사

주요 마감일

일정 주요내용

8.	31(금)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응모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9.	1(토)

논문초록	제출	및	야외지질답사	신청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후보자

→		사전등록비와	학회비를	완납한	학생회원으로	「포스터발표」의		

제1저자	

9.	8(토) 논문초록	수정	및	논문초록	철회

9.	15(토) 사진컨테스트	응모

9.	28(금) 사전등록(발표자	및	일반참가자)

9.	30(일)
①	논문	공모전(논문	제출)

②	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논문초록	제안서	제출)

10.	1(월) 객실	예약

10.	5(금) 기관	및	산업체	홍보부스,	광고협찬	신청

10.	12(금) 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발표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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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은	등록시스템에서만	제출	가능하며,	비회원이	발표할	경우에도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www.gskorea.or.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초록	제출기한 2018.	9.	1(토)	18:00

등록	위치 www.gskorea.or.kr

학술대회

『논문초록	작성요령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웹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저자명	 	국문초록의	경우,	반드시	국문과	영문을	

모두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분량은	1쪽	이내(그림과	도표	불가)

발표자	 	발표자의	성명	다음에	“별표(*)를	위첨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기후·고해양학	및	제4기지질학

②	고생물학

③	광물학	및	암석학

④	광상학	및	자원지질학

⑤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⑥	빙권과학

⑦	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⑧	지구화학

⑨	지질공학	및	응용지질학

⑩	지질유산

⑪	지질정보학(GIS	및	원격탐사)

⑫	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⑬	해양지질학

⑭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⑮	일반지질학(자원정책	등)

일반세션

논문초록	작성	

	

	

발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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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주의	및		

요청사항	

	

	

발표형식

	

발표자		

휴대전화번호	및		

우편물	주소	

탑재	파일명은		

“발표자명”으로	

수정된	논문초록		

	

	

	

	

	

	

논문초록	철회	

	

	

발표자	변경	

※	온라인	등록폼에서	 	2편	이상	발표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

해서,	발표분야	등을	선택하고	논문초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업로드	관련	 	작성된	논문초록에	수식	등	단위가	깨질	수	

있는	경우	파일	업로드란에	논문초록을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하단	발표형식	부분에	“구두발표	또는	포스터발표”	기입	

①	구두발표(포스터발표	불가)	 ②	구두발표(포스터발표	가능)		

③	포스터발표(구두발표	불가)		 ④	포스터발표(구두발표	가능)

논문초록을	제출하고	학술대회	관련	중요내용을	문자전송하오니,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고,	소속된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학술대회	우편물	또는	영수증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초록에	표기된	발표자와	파일명이	다른	경우,	접수과정에서	

업무혼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탑재하는	논문초록	파일명은	반드시	

“발표자명”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초록을	제출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시스템에서	수정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첨부	파일명은	발표자명	뒤에	“수정1차,	수정2차”로	표시

※		논문초록	수정기간에는	발표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수정된	논문초록”만	접수

⇒		논문초록	수정본	제출	:		www.gskorea.or.kr		

→	“수정논문”	클릭

⇒	제출기한	 :	2018.	9.	8(토)	

논문초록을	제출하고	발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논문초록	철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초록	철회	양식은	추계학술대회	자료실에서	참조

⇒	논문초록	철회기간		 :	2018.	9.	8(토)

논문초록에	등록된	발표자와	당일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좌장	및	준비위원회에	연락(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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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보드	크기

	

	

	

	

	

	

	

우수포스터	

논문발표자상		

	

	

※	기본적인	준수사항

①		포스터만	게시해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정토론시간”

에는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②		포스터발표가	승인된	경우,	꼭	포스터를	

게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발표자가	학술대회에	불참할	

경우	공동저자	한	분이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1저자로	「포스터발표」를	하는	학생회원으로서	

9.	1(토)	논문초록	제출기한까지	사전등록비와	

학회비	완납회원	

수상자	선정	 	분야별로	구성된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선정	

위원회에서	5편	내외의	수상자	선정

시상	 	간친회에서	시상식이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시상식	:	10.	25(목)	19:00)

95cm	×	235cm	

(가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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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로부터	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의	특별세션이	운영되며,	논문초록	제출방법은	

일반세션과	동일합니다.

책임위원 주제

1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100주년	
기념세션

정대교
이승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기념	“한국의	지질”

2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기념	“한국의	지하수연구	역사와	미래”

3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0주년	기념	
“한국의	좋은	물	수원	발굴·확보	및	가치의	과학적	평가”

4 김경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년	기념	
“KIGAM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해저지질·탐사”

5 박찬홍 독도	및	주변	화산의	성인과	진화

6
이진한,	오석훈,	

최호선
경주지진	2년	후: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

7 정의덕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활용	고도화

8 최원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질과학	분야	R&D	프로그램

9 노　열
Geomicrobiology,	New	Aspect	in	Earth	Sciences:	From	Nature	to	
Industry

특별세션

특별세션		

논문제출

	

	

	

	

발표분야는	특별세션	주제의	“일련번호”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초록을	제출했어도,	프로그램	구성과정에서	일반세션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논문초록	

제출양식에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①	일반세션	수용(구두발표)

	 ②	일반세션	수용(포스터발표)

	 ③	일반세션	불가(철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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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질학	표제어	집필에	대한	연구세션을	개최할	계획이며,	상세한	일정은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질학	표제어	연구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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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회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은	대한지질학회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의	관심	유도	및	양질의	전문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국	대학(원)생	및	일반인

지질공원	관련	전	분야	

①		지질유산	

(Geological 
heritage)	

-	지질유산의	지질·지형학적	스토리텔링

-	개별	혹은	지질명소군의	학술적	조사	등

②		지질교육	

(Geo-education)
-		초·중·고	지질공원	교육	콘텐츠	및	교보재	개발

-	지질공원	해설	콘텐츠	개발	등

③		지질관광	

(Geo-tourism)
-	지질공원	관광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개발	

-	지질트레일(geo-trail)	개발	등

④	지역경제	활성화
-	지질공원	마을	활성화	전략

-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참여	유도	방안	등	

⑤	IT	및	GIS	활용 -	지질공원과	GIS	및	IT	기술	연계·활용	방안	등

⑥		기타	지질공원		

관련	주제

1차	 응모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2차	 논문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저자별로	각	한	부씩	작성해야	하며,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제출양식은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등록사이트	자료실	

및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필독!!

수상	논문은	학술지	등에	게재	가능하며,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에서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mail	제출(kgn@knps.or.kr)	/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응모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2018.	8.	6(월)	~	31(금)까지

논문	 →	2018.	9.	1(토)	~	30(일)까지	

공모대상

논문주제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간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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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수상자	발표

	

시상식	및		

시상내역

	

참고	및	

유의사항

문의

심사	 	4인	이내의	논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	선정

수상자	발표	 2018.	10.	22(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대한지질학회	및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공지사항에	게시

시상식	 	2018.	10.	25(목)	19:00	대한지질학회	간친회에서	시상

시상내역

	※	논문	접수	편수	미달	및	적격논문이	없을	시,	수상작	미선정	가능

•	심사기준	및	방법은	논문	심사위원회와	논의하여	수정·보완	가능

•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	또는	타	단체나	기관에서	수상한	논문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논문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취득예정	혹은	이미	취득한	학위	

논문과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

•	수상	논문은	본	공모전	당선	사실을	표시하여	학술지	등에	게재	가능	

•	학회	논문	투고는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	

•	수상자에게는	교통비	지급(단,	팀당	1인에	한	함)	

국가지질공원사무국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국립공원관리공단	6층

•	홈페이지	 http://www.koreageoparks.kr
•	담당자	 김수민	주임

•	연락처	 033-769-9654

•	E-mail	 kgn@knps.or.kr

구분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환경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	및		

대한지질학회장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4명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상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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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활용	및	공개

제출된	논문초록은	학술대회	지원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www.kofst.or.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권양도

논문초록의	제출은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의	주최기관인	대한지질학회에	“판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회	논문초록은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대한지질학회는	학술활동	참가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연락처(직장	및	휴대전화번호)

대한지질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참가등록

(※	주민등록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목적으로	야외지질답사	참가자만	수집합니다.)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학회	정보보유	사유

보존	이유	:	회원정보	업데이트(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보존	기간	:	회원	탈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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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등록비

발표자	및	

일반참가자

사전등록

	

	

	

	

	

	

	

등 록

2018.	8.	6(월)	~	9.	28(금)

www.gskorea.or.kr

※	사전등록	마감	후에는	현장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학생회원	발표자	필독!

제1저자로	발표하는	학생회원은	9.	1(토)	논문초록	제출기한까지	

사전등록비와	학회비를	완납해야	아래의	대상후보자가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용	: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	등록비	포함사항

세션참가비,	초록집,	프로그램집,	간친회,	중식(25일),	그리고	다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년퇴임	회원은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	사전등록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	후	취소기한

사전등록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를	

못하실	경우,	사전등록기간(9월	28일(금))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	세션참가자격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세션에	참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회원 170,000원

일반
회원 200,000원

비회원 220,000원 비회원 250,000원

학생
회원 80,000원

학생
회원 100,000원

비회원 100,000원 비회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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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금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참가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등록비	결제방법	및	영수증	발급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에	표기된	E-mail로	전송되며,	

우편발송을	희망하실	경우	상세한	주소를	기입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및	

웹상에서		

신용카드	결제

매출전표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간이영수증

은	사전등록	시	기입한	E-mail로	전송해	드립니다.

※		간이영수증	:	우편접수	희망	시에는	학회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표	양식을		

제출하여	결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자명과	수령자	주소(성명)를	

표기하여	FAX(02-3453-1824)로	전송해	주시고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신용카드	결제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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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질학회		

시상	

	

	

한국지질과학	

협의회	시상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시상

IGC 2024 지질	
꿈나무	프로그램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시상

시상 프로그램

대한지질학회	시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대한지질학회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8.	10.	25(목)	13:00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

시상부문	 	학술상,	기술상,	논문상,	우수논문상,	젊은지질학자상,	

공로상,	대한지질학회장상	

	 ※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사진컨테스트상은	간친회

에서	시상

한국지질과학협의회는	2018년도	Geosciences	Journal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대한지질학회	제73차	정기총회에서	개최합니다.

일시	 2018.	10.	25(목)	13:00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한지질학회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도	

제4회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은	간친회에서	개최합니다.

일시	 2018.	10.	25(목)	19:00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한지질학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최하는	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시상은	대한지질학회	간친회에서	

개최합니다.

일시	 2018.	10.	25(목)	19:00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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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로그램

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

학술대회	개요 목적	 	IGC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준비위원회는	지질과학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질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명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고등부,	대학부)

일시	 2018.	10.	24(수)	~	25(목)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최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	 IGC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준비위원회

대상	 	지질과학	관련학과	대학생	및	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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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한국	개최

•행사명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	

(The	37th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일시	 	2024년	8월	25일(일)	~	31일(토),	7일간

•장소	 	부산	벡스코

•규모	 	약	120여	개국에서	6,000여	명	참가예정	(전시	100부스)

•슬로건	 	The	Great	Travelers:	Voyages	to	the	Unifying	Earth
•주최/주관	 	국제지질과학연맹(IUGS)	/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유관기업	등

•개최배경	 	-		2016년	8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독일,	러시아	등과	

경쟁하여	한국의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

	 	-		대한지질학회	70주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권위	있는	세계

지질과학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지질과학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

	 	-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지질분야	기업	및	

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언론사에	배포한	유치	보도자료	붙임

발표방법	및	

시상내역

발표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		포스터	발표(*포스터	앞에서	5분	설명	포함)	

	 •발표시간	:		5분/인(포스터는	발표당일	오전	9시에	

부착,	개별발표	순서는	추후	통보)

발표주제	

지정주제	부문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지질과학	기술개발

※ 남북	통일시대의	지질관련	협력	및	교류	방안

※ 지질재해(지진,	산사태,	싱크홀	등)에	안전한	한반도

※ 지질공원과	지질문화재의	보존	및	홍보방안

자유주제	부문

위의	지정주제를	제외한	지질과학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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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고등부

구분 시상내역

대상 1명
상장	및	부상(소정의	상금)

※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초청-등록비	면제
최우수상 1~2명

우수상 1~3명

대학부

구분 시상내역

대상 1명
상장	및	부상(소정의	상금)

※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초청-등록비	면제
최우수상 1~2명

우수상 1~3명

시상식	 2018.	10.	25(목)	19:00	대한지질학회	간친회에서	시상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에서	포스터	논문초록	제안서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http://gskorea.or.kr

포스터	논문초록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출기간	 2018.	8.	13(월)	~	9.	30(금)

	 •제출	이메일	 info@igc2024korea.org

지원서	통과	및	발표시간	안내	메일	수신

	 •발표자	연락처로	안내

학술대회	참가

일정	 •1단계	:		2018.	8.	13(월)	~	9.	30(금)	

논문초록	제안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지정양식	참조)

	 •2단계	:		2018.	10.	1(월)	~	12(금)	

제안서심사	및	발표자	확정

	 •3단계	:		2018.	10.	24(수)	~	25(목)	

학술대회	개최(포스터발표/시상)

참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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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준비자료

	 •1차	:		포스터	논문초록	제안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2차	:		포스터	준비	

(※	발표자로서	학회	참가	전	본인	준비물)

	 →	반드시	지정양식으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저자별로	각	한	부씩	

작성해야	하며,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양식은	2018	추계학술대회	등록사이트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

	 →		포스터보드	크기	

95cm	×	235cm	

(가로×세로)

제출방법	및	접수처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접수)

	 •제출처	 	info@igc2024korea.org		
(IGC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준비위원회	사무국)

문의	 IGC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준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박소정

	 •연락처	 051-711-0041

	 •이메일	 info@igc2024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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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세계 지질올림픽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한국 부산 유치 확정

-	1878년	시작된	150여년	전통의	지질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

-	약	120개국	6,000여명	모여	지질학	분야	주요	이슈	논의

한국이	9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국제지질과학연맹(IUGS,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위원회에서	독일(베를린),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터키(이스탄블)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24년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IGC,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1878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는	IGC 총회는	약	120여국에서	6,000여명이	참가하는	지질학	

분야	국제학회	중	세계	최고	권위의	행사이며	지질학	분야의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는	대한지질학회(당시	학회장	전남대	허민	교수)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당시	원장	김규한,	KIGAM)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세계지질과학총회	유치를	위해	대한지질학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유치위원단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주)리컨벤션	등의	후원을	받았다.

특히,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현지에서는	한국유치단이	대거	참가해		한국의	지질학적	

가치와	유치도시	부산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총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홍보관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및	전통차와	다과를	제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특히,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겸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를	갖고	한국문화와	한국의	지질환경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	유치단은	약	120개국	200여명의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일	등	동북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동맹연합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나섰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지질자원	

연구기관	간의	국제회의인	한중일	지오써밋(GeoSummit)과	아시아	지역	지구과학	분야	공동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유치지지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4월	IUGS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초청하여	부산의	컨벤션인프라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미국지구물리학회(AGU),	유럽지구과학회(EGU)	등	관련	국제학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아울러	외교부에서는	전세계	해외공관을	통해	IUGS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강력한	경쟁국이었던	독일은	IUGS의	회장국이자,	프랑스	및	폴란드의	지원을	받아	하나의	

유럽을	내세우는	유치전략을	펼쳤으며,	러시아는	3회	이상	IGC	총회를	개최한	역량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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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터키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유치전을	펼쳤다.	한국은	2020년	

개최지가	이미	인도로	확정되어	대륙안배	차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1일	

열린	IUGS	위원회에서	90표(50%)를	얻어	2024년	제37차	총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대한지질학회	허민	회장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지질학	분야의	강한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번	총회	유치에	성공했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지질과학총회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지질과학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지질학	기초	및	응용연구	진흥과	정보교환,	지역시찰을	통한	

지질학적	문제해결	등	지질과학을	통한	사회기여를	목적으로	196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21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년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는	2024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에서	지질학	전문가,	정부기관,	NGO	등	6,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각국의	지질	전문기관,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시회(GeoExpo)를	비롯해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과	전문가	토론,	한국과	동북아	지역	주요	지질답사,	영화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린	

지질	영화제(Geo	Film	Festival)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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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유치과정	개요

IGC 2024  
유치	개요	

IGC 2024  
유치	추진	경과

국제지질과학연맹(IUGS :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규모/장소	 120개국	약	6,000명	이상(외국인	5,000명)/벡스코

주요내용	 	IGC	총회,	전시회(GeoExpo),	지질답사(한/중/일),		

지질영화제	등

주최	 국제지질과학연맹(IUGS)

주관	  IGC 2024	조직위원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경쟁도시	 	독일(베를린,	프랑스/폴란드에서	지지),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터키(이스탄불)

2014.	12.	 	IGC 2024	한국	유치	제안	

(부산관광공사→대한지질학회)

2015.	3.	 	IGC 2024	유치추진	결정	및	유치위원회	구성	

2015.	7.	 	IGC 2024	유치	대행	PCO	선정(리컨벤션)

2015.	11.	 	IGC 2024	유치	의향서	제출	

(대한지질학회→국제지질과학연맹)

2015.	12.	 	미국지구물리학회(AGU,	미국)	참석	및	유치마케팅	활동

2016.	4.	 	유럽지구과학회(EGU,	오스트리아)	참석	및	유치마케팅	

활동	

2016.	4.	 국제지질과학연맹	사무총장	및	부회장	부산	현장실사

2016.	4.	 	IGC 2024	유치	제안서	제출	

(대한지질학회→국제지질과학연맹)

2016.	8.	 	IGC 2016	총회(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안	발표	및	

결정

설립	및	소재지	 	1961년	설립,	중국	베이징	

(※	2012년	미국	워싱턴에서	이전)

설립목적	및	역할	 (목적)		지질학의	연구	발전과	지구과학의	학제간	

연구도모

	 (역할)		국제	지질학자들	간의	교류	강화,	IGC	세계

지질총회	개최

회원현황	 121개국

임원구성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총장	1인,		

직전회장	1인,	재무이사	1인,	집행이사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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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답사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답사

답사제목	 역사와	문화를	품은	도시	‘경주의	석조문화유산	기행’

답사일시	 2018.	10.	26(금)	08:30~16:30

가이드	 이찬희	교수(공주대학교)

참가비	 	40,000원(입장료,	안내책자,	중식,	여행자보험	등)		

※	학회	:	차량지원

참가인원	 30명	미만

일정 답사내용

대왕암,	감은사지,	불국사,	남산	탑곡,	분황사,	황룡사지,	

월성,	첨성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년	과학문화	

활동지원사업

답사제목	 토요일에	찾아가는	지질-화석탐사

답사지역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포항지역

답사일자	 2018.	10.	27(토)

진행	 	대전광역시지구과학교육연구회

일정 답사내용

포항남부	금광동층의	신생대	마이오세	전기	지층과	

화석	관찰

포항	해안의	신생대	마이오세	중기	지층과	화석	관찰

신생대	나뭇잎	화석을	활용한	고기후	추정

답사제목	 토요일에	찾아가는	지질-화석탐사

답사지역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	변산지역

답사일자	 2018.	10.	27(토)

진행	 	전남지구과학교육연구회

일정 답사내용

격포리	퇴적층의	관찰과	퇴적과정	추론

퇴적암	관찰과	분류	및	퇴적환경	추론

해안지역의	퇴적,	침식	구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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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제목	 토요일에	찾아가는	지질-화석탐사

답사지역	 	영천-경주	일대	화석	탐사

답사일자	 2018.	10.	27(토)

진행	 	대구지구과학교육연구회

일정 답사내용

영천TG	→	영천시	괴연동(중생대	지층)	→	

영천시	북안면(중생대	지층)	→	경주	물천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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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컨테스트

응모자격

응모방법

	

	

	

	

	

	

본선작	통지

본선작	해상도

응모기간

전시일정

후보자	평가

시상

부상

공동주관	학회	회원

응모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학회	웹하드에	업로드

신청서	 추계학술대회	공식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조

웹하드	 www.webhard.co.kr	
	 •ID	(gskorea)	
	 •PW (과총877)	→	올리기전용	

→	"2018	사진컨테스트"	폴더

주의	및	협조	 •출품수는	1인당	3점	이하로	제한

	 •응모신청서에는	간략한	사진주제와	설명을	필히	기재

•	각	작품의	파일번호는	신청서에	표기된	번호와	

동일하게	표기(예:	홍길동	1	…	)

준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

2272×1704	픽셀,	파일크기	5MB	이상

2018.	9.	1(토)	~	15(토)	18:00

2018.	10.	24(수)	~	25(목)	08:00~19:00

본선작을	선발하여	행사장	로비에	전시,	회원들의	평가	점수로	시상

2018.	10.	25(목)	간친회

제9회	사진컨테스트는	회원	여러분의	사진을	처음	알게	된	경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정적인	듯	

동적인	우리의	지질학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geo~logy,	geo~logic」	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등 2등 3등

아이패드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부상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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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부스 및 후원프로그램

기업홍보부스

조립부스

	

전시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로비

전시기간	

	

부스당	참가비	 2,500,000원부터	위치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2018.	10.	5(금)

학술대회장에	기관의	조립부스	및	일반부스를	설치하여	사업내용을	홍보·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시부스	설치 2018.	10.	23(화)	21:00	이후

전시기간 2018.	10.	24(수)	~	25(목)

전시품	반출 2018.	10.	25(목)	12:00	이후

부스	규격 3m×2m×2.5m	(가로×세로×높이)

테이블	제공
인포데스크(1m×0.5m)	1개

사각테이블(1.5m×75cm)	1개

의자	제공 기본	2개

상호	제작 국·영문	상호	기본	제공

상호	로고

이미지	제작

상호간판을	무료로	제작해	드리오니,	상호와	별도로	

로고	제작	시에는	개당	5만	원의	추가비용	발생

참가비	

납부방법

한국씨티은행		102-51739-241		대한지질학회

※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오니,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이메일	기재)을	팩스(02-3453-1824)	

또는	이메일(office@gskore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	Fall	Joint	Conference	of	the	Geological	Science	in	Korea26



일반부스

	

전시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로비

전시기간	

	

테이블당	참가비	 1,000,000원(※	상호제작	포함가격)

부스	규격	 3×2×2.5m

신청기간	 2018.	10.	5(금)

전시테이블	제공 2018.	10.	23(화)	21:00	이후

전시기간 2018.	10.	24(수)	~	25(목)

전시품	반출 2018.	10.	25(목)	21:00	이후	

참가신청서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장치업체

효율적인	전시장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디자인	및	

설치를	담당하게	될	공식	전시	장치업체입니다.

-	업체명	:	(주)한국이엔아이	인터내셔널

-	담당자	:	김재호	부장

-	연락처	:	02-563-8670	/	010-3772-9862

부스참가비	환불	 	부스참가신청	기간	내(10월	5일)	취소	신청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	취소에	대해서는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환불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후원프로그램

공식후원	

	

협찬	프로그램

	

	

광고협찬

학술대회를	성공적이고	풍성하게	이끄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공식

후원사에게는	홍보	부스의	위치,	크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시 추계학술대회	전	기간	전시

광고 안내서,	프로그램집,	초록집	지면광고

선택사항
학술대회장	모든	현수막에	공식후원사명	표기

※	대한지질학회	제73차	정기총회	제외

특전

기념품

행사에	등록한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특전을	

제공합니다.

•	제품에	상호	인쇄

•	프로그램집에	내지광고	

1면	게재

•	귀사의	대표를	간친회에서	

소개

간친회

학술대회	모든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1개의	무료	전시부스	제공

•	간친회	현수막에	상호	

게재

•	귀사의	대표를	간친회에서	

소개

인쇄관계로	10.	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행사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고형태별	지면	위치를	첨부합니다.

광고위치	및	단가

초록집

뒷표지	바깥쪽	 (전면광고) 20,000,000원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10,000,000원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10,000,000원

내지		 (전면광고)

	 ※가,나,다	순	게재
1,000,000원

내지	 (2절광고) 500,000원

프로그램북

뒷표지	바깥쪽	 (전면광고) 10,000,000원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5,000,000원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5,000,000원

내지	 (전면광고)

	 ※가,나,다	순	게재
700,000원

광고필름	제출	 E-mail(office@gskorea.or.kr)	또는	웹하드	업로드

	 ※	용량이	클	경우	웹하드에	올려	주십시오.

	 www.webhard.co.kr	→	ID(gskorea)	→	PW(과총877)	

	 →	올리기전용	→	“2018	추계광고필름”	폴더

	 ※		웹하드에	올리시고	연락(02-3453-1550)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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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예약

호텔현대	경주

객실요금	 객실타입 정상요금 할인요금 비고 블록현황

Deluxe	Twin	
Room

346,060원 90,000원 싱글침대	2개

200개

Executive	
Double	Room

399,300원

130,000원

더블침대	1개

Executive	Triple	
Room

412,610원 싱글침대	3개

Executive	Family	
Twin	Room

412,610원
더블침대	1개	+	

싱글침대	1개

Executive	Ondol	
Room

412,610원 160,000원

No	bed	/	

침구	3채

(인원	추가	시	

최대	4인)

※		블록	200개는	10.	1(월)에	해제	예정

※		위	요금은	주중	기준(일~목)으로	협의된	금액이며,		

금요일은	40,000원,	토요일은	70,000원	추가요금	발생

※	세금	및	봉사료	포함

※		Extra	Bed	추가요금	:	33,000원(세금	포함)	

침구류	추가요금	 :	22,000원(세금	포함)

※		호텔↔학술대회장	이동	셔틀버스	운영(아침,	저녁	2회)	

신경주역↔행사장	이동	셔틀버스	운영(수,	목	각	1회)

※		조식	추가요금(특별할인가)

	 	 :		성인	25,000원/1인(세금포함),		

만	13세	이하	22,000원/1인(세금포함)

※		부대업장	10%	할인제공	

(학술대회	명찰	제시	및	객실번호	투숙객	확인	시)		

→		뷔페식당(TOPAZ),	중식당(남경),	커피숍(SARA),	라운지,	

베이커리(The	Shop).	단,	베이커리는	빵	종류에	한함

학술대회	기간	동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호텔을	학회가로	준비해	놓았사오니	

객실유형을	참고하시고	일정에	맞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중	불편한	사항은	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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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경주호텔

객실요금	

예약

객실타입 정상요금 할인요금 비고 블록현황

Deluxe	Room
(single	or	Twin	
Room)

429,300원 160,000원 Room	only
100개

462,300원 190,000원 1인조식	포함

※		블록	100개는	10.	1(월)에	해제	예정

※		위	요금은	학술대회	기간인	2018.	10.	24(수)	~	25(목)까지	협의된	

요금이며,	부가세	10%	포함

※	객실	내	유·무선	인터넷	무료이용

※		조식뷔페	추가	시	36,000원(1인),	Lakeside	 (06:30~10:00)에서	

가능

※	투숙기간	사우나	50%	할인	제공,	피트니스와	실내수영장	무료이용

★	취소	규정	:		취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도착일	기준	

5일	전에	반드시	취소

객실	예약	 2018.	8.	6(월)	~	10.	1(월)

예약방법	 	첨부된	객실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힐튼경주호텔	

예약실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예약실	 •전화	 054-740-1232~4

	 •팩스	 054-745-7799

	 •이메일	 	donghyo.seo@hilton.com	

	(이메일	제목란에	대한지질학회	객실	예약	

신청으로	기입)

	 •담당자		 	Dong	Hyo,	Seo	 

(Room	Reservation	Manager)
	 •운영시간		 09:00~18:00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	484-7

객실	예약	 2018.	8.	6(월)	~	10.	1(월)

예약방법	 	첨부된	객실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호텔현대	경주	

예약실로	이메일로	전송

예약실	 •전화	 02-2204-9616(서울	판촉팀)	

	 •이메일	 justinjeon@hyundaihotel.com
	 	 	(이메일	제목란에	대한지질학회	객실	예약	

신청으로	기입)

	 •담당자		 전세준	판촉지배인

	 •운영시간		 09:00~18:00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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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

학회	참가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신경주역에서	학술대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9월	말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공지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KTX를	이용하여	학회	참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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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www.gs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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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논문초록 

(논문초록	작성	예시문은	www.gskorea.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

제목 (굴림체 12 point)	(※	국문과	영문	병기)

발표자	성명1*·공동저자2·공동저자2·공동저자3·공동저자4	(※	국문과	영문	병기)

1발표자	소속,	이메일·2소속·3소속·4소속

논문초록

휴먼명조 10 point

(그림과	도표	불가,	본문	내용은	반드시	1쪽	이내)

가.	발표분야	 :	 ①	~	⑮	

나.	발표형식	 :	 ①	구두발표(포스터발표	불가)	 ②	구두발표(포스터발표	가능)	

	 	 ③	포스터발표(구두발표	불가)		 ④	포스터발표(구두발표	가능)

다.	발표자	연락처	 :

•주소	 :	 	 	 	 	 (우.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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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논문초록 

(논문초록	작성	예시문은	www.gskorea.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

제목 (굴림체 12 point)	(※	국문과	영문	병기)

발표자	성명1*·공동저자2·공동저자2·공동저자3·공동저자4	(※	국문과	영문	병기)

1발표자	소속,	이메일·2소속·3소속·4소속

논문초록

휴먼명조 10 point

(그림과	도표	불가,	본문	내용은	반드시	1쪽	이내)

가.	발표분야	 :	 ①	~	⑨	

나.	세션	변경	시	 :	 ①	일반세션	수용(구두발표)

	 	 ②	일반세션	수용(포스터발표)

	 	 ③	일반세션	불가(철회	의미)

다.	발표자	연락처	 :

•주소	 :	 	 	 	 	 (우.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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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신청서 

제목 굴림체 12 point	(※	국문과	영문	병기)

요약
휴먼명조 10 point

(그림과	도표	불가,	본문	내용은	500자	이내)

저자 성명 소속(학교,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제출처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김수민	주임

 Tel.	 033-769-9654	 e-mail.	 kgn@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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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명 (서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소속

이메일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	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관련	연락	및	교통비	지급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		정보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해	논문	공모전	완료	시	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응모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논문	공모전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응모자		: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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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초록 제안서

제목 (굴림체 12 point)	(※	국문과	영문	병기)

발표자	성명1*·공동저자2·공동저자2·공동저자3·공동저자4	(※	국문과	영문	병기)

1발표자	소속,	이메일·2소속·3소속·4소속

논문초록

휴먼명조 10 point

(그림과	도표	불가,	본문	내용은	반드시	1쪽	이내)

가.	발표주제	 :	

나.	발표형식	 :	 포스터발표(5분	구두설명	포함)

다.	발표자	연락처	 :

•학교주소	 :	 	 	 	 	 (우.																		)

•휴대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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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락처

연구실(자택)

휴대폰

소속

이메일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발표참가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		정보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금년도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완료	시	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응모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차세대	지질과학과	학술대회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참가자		:																		(서명)

IGC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준비위원장	귀하

[IGC 2024 지질꿈나무 프로그램]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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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	명

소	속

출품수	(V	체크) ❶	점		 																				❷	점		 																				❸	점		

사진설명

①

주제:

설명:

②

주제:

설명:

③

주제:

설명:

제출	사진

① ② ③

신청자	연락처	

•주소	 :	 (우.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이메일	 :

접수일	 :

비고	 :

※	응모신청서(한글파일로	제출)와	출품사진은	별도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많은	경우	ZIP	파일로	제출)

사진컨테스트 응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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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기관명

(국문)

(영문)

연락처

대표자 URL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우편번호

회사주소

부스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계산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전시규모

(V	표)

1부스 2부스 3부스

간판내용

전시	요청사항

1.

2.

초록집	광고

(추가)

	게재함																							 	게재하지	않음

※	광고크기	:	4×6배판(194×253mm)	※	여분까지	포함한	사이즈

취급품목

(국문)

1.

2.

기타

	※	참가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지질학회	 tel.  02  3453  1550   fax.  02  3453  1824  
 e-mail.	 office@gskorea.or.kr	 web.	 www.gskorea.or.kr

조립부스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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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기관명

(국문)

(영문)

연락처

대표자 URL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우편번호

회사주소

부스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계산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요청사항

1.

2.

초록집	광고

(V	표)

	게재함																							 	게재하지	않음

※	광고크기	:	4×6배판(194×253mm)										※	여분까지	포함한	사이즈

※	일반부스	참여기업에	한하여	1면당	70만원

취급품목

(국문)

1.

2.

	※	참가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지질학회	 tel.  02  3453  1550   fax.  02  3453  1824  
 e-mail.	 office@gskorea.or.kr	 web.	 www.gskorea.or.kr

일반부스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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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의견서

신청일	: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URL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우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분류 내용 금액 후원액

공식후원

협찬	

프로그램

기념품

간친회

광고

프로그램

초록집

뒷표지	바깥쪽 (전면광고) 20,000,000원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10,000,000원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10,000,000원

내지 (전면광고)
※	가,나,다	순	게재

1,000,000원

내지 (2절광고) 500,000원

프로그램북

뒷표지	바깥쪽 (전면광고) 10,000,000원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5,000,000원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5,000,000원

내지 (전면광고)
※	가,나,다	순	게재

700,000원

대한지질학회	 tel.  02  3453  1550   fax.  02  3453  1824  
 e-mail.	 office@gskorea.or.kr	 web.	 www.gs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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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예약신청서

호텔현대 경주

행사명	 대한지질학회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예약기준일	 2018.	10.	24(수)	~	27(토)

숙박자	정보

성명(한글) 성명(영문) 	남		/		 	여

소속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체크인 체크아웃 인원

요청사항

숙박	정보	및	추가선택사항

10/24(수) 10/25(목) 10/26(금) 10/27(토)

	TWIN	 90,000원 	TWIN	 90,000원 	TWIN	 130,000원 	TWIN	 160,000원

	TRIPLE 130,000원 	TRIPLE 130,000원 	TRIPLE 160,000원 	TRIPLE 190,000원

		FAMILY	 
TWIN

130,000원
		FAMILY	 
TWIN

130,000원
		FAMILY	 
TWIN

160,000원
		FAMILY	 
TWIN

190,000원

	ONDOL	 160,000원 	ONDOL	 160,000원 	ONDOL	 190,000원 	ONDOL	 220,000원

추가선택사항	:	상설조식뷔페(특별할인가)

	 •성인						 25,000원	/	1인	 	YES	 	NO

	 •만	13세	이하		 22,000원	/	1인	 	YES	 	NO

※	상기	금액은	세금	및	봉사료	21%	포함한	금액

보증용	카드정보

	VISA									 	Master									 	삼성									 	BC									 	현대									 	기타

카드번호	 유효기간(월/년) /

카드	소지자명

※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하셔야	예약이	진행됩니다.

※	취소	수수료:	 -	숙박일	72시간	전	:	취소	불가

	 -	숙박일	48시간	전	:	50%	취소	수수료

	 -	숙박일	24시간	전	:	100%	취소	수수료

호텔	확인

예약번호 담당자

※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제목란에	‘대한지질학회	숙박	예약	신청	요청’으로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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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예약신청서

힐튼경주호텔

행사명	 대한지질학회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예약기준일	 2018.	10.	24(수)	~	25(목)

숙박자	정보

성명(한글) 성명(영문) 	남		/		 	여

소속 직위

동반자명(한글) 성명(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체크인 체크아웃 인원

요청사항

숙박	정보

객실타입 요금 비고

10월
24일(수),	
25일(목)

Single	or	
Twin	Room

	KRW	160,000 Room	only

	KRW	190,000 1인조식	포함

조식뷔페(추가	시) 	KRW	36,000/1인 Lakeside	(06:30~10:00)

※	세금	포함가입니다.

결제	정보

	AMEX					 	VISA					 	Master					 	Dinners					 	JCB					 	Other	(													)

카드번호	 유효기간(월/년) /

카드	종류 날짜 서명

※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하셔야	예약이	진행됩니다.

※	취소규정	:	취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도착일	기준	5일	전에	반드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확인

예약번호 담당자

※		Contact	Point:	Dong	Hyo,	Seo	/	Room	Reservation	Manager	/	E-mail:	donghyo.seo@hilton.com 
FAX:	+82-54-745-7799	/	TEL:	+82-54-740-1232~4

※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제목란에	‘대한지질학회	숙박	예약	신청	요청’으로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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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지면위치

경주화백
컨벤션센터

2 0 1 8
10. 24 수 
 ~ 27 토

t. 02 3453 1550
e. office@gskorea.or.kr

gskorea.or.kr

2018 Fall Joint Conference of 

the Geological Science in Korea

추계지질과학
연합학술대회

논문초록 제출마감

2018. 9. 1(토)
논문초록 및 사전등록

온라인 접수  

www.gskorea.or.kr

주최 대한지질학회

주관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암석학회

공식후원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네이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초록집 표지	안쪽	(전면광고)

내지광고	(전면광고)

내지광고	(2절광고)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내지광고

(가)

내지광고

(…)

내지광고	

(2절)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내지광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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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제출마감

2018. 9. 1(토)
논문초록 및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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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skorea.or.kr

주최 대한지질학회

주관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암석학회

공식후원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네이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프로그램집 표지	안쪽	(전면광고)

내지광고	(전면광고)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앞표지	안쪽

(전면광고)

내지광고

(가…)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뒷표지	안쪽

(전면광고)

내지광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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