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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대한화학회 제6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회」 온라인 전환 안내 및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화학회는 1946년에 화학 분야의 학술과 기술 발전, 교육, 및 화학 지식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입니다. 현재 7,000여명의 대한화학회원이 대학, 연구소, 산업체, 초,중,고등

학교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학회에서는 128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제6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화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회

를 통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한화학회의 많은 회원들 앞

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학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래화학자 연구발표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 15일(금)

• 참가 자격 : 지도교사와 4명 이하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팀

• 발표 내용 :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화학 분야의 연구 활동 결과물(R&E, 과제 연구, 자유 

탐구 등의 연구 결과물)

• 진행 일정

- 참가 신청 접수 : 2021년 8월 2일(월) ～ 9월 10일(금)

- 예비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9월 16일(목)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참가 신청 방법 : 이메일(office@kcsnet.or.kr)로 참가 신청서 제출

• 발표 방법 : 예비 심사를 통과한 연구에 한하여 온라인 포스터 발표

※ 확인할 사항

- 이 행사는 비학술행사인 발표회입니다.

- COVID-19로 인해 제6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다른 행사에서 발표하지 않은 연구이어야 합니다. 단, 교내에서 발표한 것은 가능합니다.

- 완결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연구의 결과 발표도 가능합니다.

- 참가 신청은 지도교사가 하며, 지도교사는 대한화학회의 회원(종신회원 혹은 2021년도 연회비 납부자)

이어야 합니다.

- 발표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한화학회에서 증명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발표회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는 학술발표회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 발표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지도교사는 포스터 세션을 비롯한 정규 학술발표회의 다른 행사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발표회의 상세 일정과 발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비 심사 결과 발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대회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http://new.kcsnet.or.kr/f_chem)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행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합니다. 

※ 첨부: 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회 참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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