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제19회 발생공학국제 심포지엄 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됩니다. 현장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합니다. 훌륭한 성과 발표대회 및 연구자들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등록신청을 바라며, 아래의 발표 초록접수 및 등록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장 소 : 전면 비대면(현장의 영상 온라인 Zoom으로 송출)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 초록접수 및 등록 : 2021년 8월 27일(금) ~ 9월 30일(목) PM 18:00 마감   

구 분 회 원 구 분
회원등록비

(연회비 납부자)
비회원등록비

등록비
일반회원 (교수, 박사과정) 150,000 200,000

학생회원 (학부생, 석사과정) 80,000 100,000

1. 입금계좌 : 농협 301-0082-6143-1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소속, 이름을 개인별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예시) 한국대홍길동

2. 카드결제 : 홈페이지 http://www.ksarb.or.kr 에서 회원가입 후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3.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단체 입금은 반드시 입금자명, 총 금액에 대한 개개인의 내역(소속, 이름, 회원구분)을 학회 메일로        

  보내주셔야 확인 후 인증됩니다. (개인 영수증 발급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미입금자 및 미결제자는 등록(초록접수)이 자동 취소됩니다.                  

 ※ 모든 참가자(포스터 초록 접수자 또는 논문 발표자)는 필히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 국 동 물 생 명 공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Animal Reproduction and Biotechnology

수 신 (사)한국동물생명공학회 회원 

(경유)

제 목 제19회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엄 안내문

※ 초록 접수처 : (사)한국동물생명공학회 https://www.ksarb.or.kr

※ 모든 참가자(포스터 초록 접수자 또는 발표자)는 필히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학술대회 회원 등록비와 비회원 등록비는 다릅니다.

 - 온라인 학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일 전까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포스터 발표(Poster Presentation) 

 - 초록접수 후 포스터 파일(PDF)은 10월 7일(목) 18:00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에서 댓글 질의/응답으로 포스터 수상을 심사합니다.

http://www.ksarb.or.kr


 2021년 연회비 납부안내

   학회의 재정을 위하여 제19회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엄 등록 시에 학회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반 회원 및 학생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안내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회원구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평의원 일반 학생

회비(원) 1,000,000 500,000 300,000 100,000 100,000 30,000 20,000   

 - 입금계좌 : 농협 317-0003-3089-7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 학술대회 등록비 계좌번호와 다릅니다. 위에 계좌번호로 연회비를 납부를 바랍니다.

       ※ 소속, 이름을 개인별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예시) 한국대홍길동

 

    - 카드결제 : 홈페이지 https://www.ksarb.or.kr (온라인 카드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회비 납부 바랍니다.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사무국

   ○ 연락처 : 063-238-7009             

   ○ 이메일 : ksarb2019@gmail.com(문의사항은 메일을 이용하여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장  구 덕 본 

제3부회장
(상무이사)

노상호 제2부회장 황성수 제1부회장 가학현 회장 구덕본

사무국장 이지현 학술위원장 윤민중

협조자  

시행 한생공 2021-100 ( 2021. 8. 17 ) 접수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종합연구동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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