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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사단법인 한국동물번식학회 회원

목 : 제18회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움 안내문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수정란이식학회와 한국동물번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정

란이식학회가 주관하는 제18회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움이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
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일(금)

장 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101호
주 최 :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사)한국동물번식학회
후 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초록제출 및 사전등록

초록제출처 : 논문투고시스템 JAMS홈페이지(https://embryo.jams.or.kr)

- 초록접수는 학회 홈페이지에서만 받습니다.
- 초록은 한글 혹은 MS 워드 파일

(파일명: 소속-발표자명, 예) 한국대-홍길동)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750-4761 (학술위원장 김대영, jetabstract@gmail.com)
- 초록마감일시 : 2018년 10월 19일(금) (18:00까지)

사전등록 기간 : 2018년 10월 19일(금) (18:00까지)

- 사전등록: 일반회원(교수, 박사과정이상 급) 150,000원,

학생회원 (학부생, 석사과정까지만) 80,000원

- 현장등록 : 일반회원 170,000원, 학생회원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181-4167-01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입금시 주의사항 : 소속과 성명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한국대 홍길동

4. 논문투고시스템 JAMS(embryo.jams.or.kr)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

다. 여러 회원님들께도 가입 독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 부터 학술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 회원님들의 학회비 납부사항 및
정회원 수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실한 회비 납부와 회원가입을
당부드립니다.

※ 사단법인 한국동물번식학회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연회비 납부안내
학회의 재정을 위하여 2018년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움 등록시에 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반 회원 및 학생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안내 : 2018년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움에서 현금 및 카드결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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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농협 317- 0003- 3089- 7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동물번식학회)
※ 소속, 이름을 개인별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예시) 한국대홍길동
□ 2018년 연회비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번식학회 사무국
○ 연락처 : 이지현 010- 8835- 7630
○ 이메일 : ksar1548@gmail.com

사단법인 한국동물번식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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