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463-8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분당인텔리지 B-120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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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디문 17-1028
수

신 : 회원제위

제

목 : 2019 동계국제디자인컨퍼런스 개최 안내

주

최 :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사)한국과학기술디자인학회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는 2019 동계국제디자인 초청 컨퍼런스를 일본 동경 치바대학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고, 출품 양식과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2019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사)한국과학기술디자인학회

행사명

동계국제디자인 초청 컨퍼런스

일시

2019.1.21. (월) ~ 1.24 (목) 3박 4일
치바대학

장소

(CHIBA UNIVERSITY)
작품(Poster) / 포스터 논문(Proceeding) 발표

내용

(12월 28일(금) 업로드 마감 )
참석 회원께서는 항공예약 관계상 12월 14일(금)까지 사무국으

비고

로 통보 바랍니다. (유선이나 메일)
현지참가비용: 대략 150만원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컨퍼런스 현지 참석 여부 및 문의사항은
사무국 (031-713-6818, designculture@daum.net)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2019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동계국제디자인전시회 출품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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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19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사)한국과학기술디자인학회
동계국제디자인 초청 컨퍼런스 출품 안내
행 사 명 2019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사)한국과학기술디자인학회 동계국제디자인 초청 컨퍼런스
장

소 일본 동경 치바 대학 (CHIBA UNIVERSITY)

일

시 2019.1.21.(월) ~ 1.24.(목) 3박 4일 (현지참가비용: 차후 공지예정)

주

제 문화, Design 그리고 공간

주

관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① 작품 파일

주

최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사)한국과학기술디자인학회

A2사이즈(42.0 × 59.4cm, 해상도 300dpi), ,JPEG 파일
(데이터 파일을 보내주시면 판넬은 학회에서 일괄 제작합니다.)

② 도록용 파일

A4사이즈(21.0×29.7cm), 해상도 300dpi, JPEG 파일

③ 프로시딩

A4, 2~3 페이지 분량 (표/그림 포함), 영문으로 작성

논문
④ 포스터 논문
분 야

(한글 파일, 샘플파일은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A1사이즈(59.4 × 84.1cm)에 프로시딩 논문 편집 (형식 자유)
해상도 300dpi, JPEG 파일 제출.
디자인 전 분야
(시각, 산업, 섬유, 금속, 패키지, 패션, 뷰티, 멀티미디어, 환경, 도자 ...등)

①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출품

② 좌측 메뉴 ‘컨퍼런스/전시회’ 클릭

내용

③ ‘컨퍼런스/전시회 안내’ 클릭
④ 상단 탭 중에 ‘사전등록’ 클릭
제 출 방 법

⑤ 작품 및 논문 출품을 선택하고 사전등록비를 납입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무통장입금은 결제승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에 ⑥ ‘작품/초록 제출’을 통해 제출
참가신청
------------------------------------(사전등록)
* 작품신청 및 논문제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웹하드 제출을 받
요망
지 않습니다. 출품신청은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용량문제가 있을 경우 유선통보 후 학회메일로 접수 받도록 하
겠습니다.
(사전등록 없이 웹하드에 등록된 작품 유실 문제는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감일

2019년 12월 28일(금) ※ 마감일 이후 업로드는 불가합니다.

논문(프로시딩)발표비 : 10만원 (포스터 포함)
출품료

작품 출품료 : 15만원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영수증 출력 가능)
TEL. 031) 713-6818

연 락처

FAX. 031) 782-5981
E-mail. designculture@hanmail.net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마감일(12월 28일)에 작품 제출과 동시에,
회비납부

2019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출품 가능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자동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납부가능 (홈페이지 이용)
납부은행 : 우체국 103788-02-113823 / 예금주 한디문학회

비고

연수 일정표 추후, 별도 공지.

2019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동계국제디자인전시회 출품원서

분야

한글:

(한글, 영문)

영문:

성명

한글:

(한글, 영문)

영문:

작품명

한글:

(한글, 영문)

영문:
<<소속>

한글:
영문:
<작품사진 캡쳐>

소속
(한글, 영문)

* 컨퍼런스 종료 이후, 도록을 발송해 드립니다.
도록 배송지는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된 주소로 발송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작품 사이즈: A1사이즈 150~300dpi 인물사진: 3☓4cm 300d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