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 2022 참석 종합 안내
2022년 6월 26일 (일) ~ 30일 (목) 기간 중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세계유기물학회
학술대회 (SOM 2022) 참석 관련 안내 드립니다.
COVID-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랜드워커힐서울

구두 (Oral) 발표

포스터 발표

교통 및 주차 안내

준비 안내

준비 안내

현장 등록대 운영 시간 및 등록 절차
일자

시간

6월 26일 (일)

16:00-19:00

6월 27일 (월)

08:00-16:30

6월 28일 (화)

Grand Hall 로비 (B1)

08:30-16:30

6월 29일 (수)
•

장소

SOM 2022 기간 동안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야 하며, 분실 시 현장등록대에 재 발행 가능.
“등록 확인증”
Registration Desk 제시

▶

QR-code 스캔 및
등록 확인

▶

명찰 및 Kit 가방 수령

Preview Room 운영 시간 및 이용 안내
⚫

기 공지된 본인 발표 시간 기준 최소 1시간 전까지 Preview Room에 발표 자료 사전 제출 必

⚫

회의장 내 개인 노트북 및 USB 사용 불가

⚫

Preview Room 장소 및 운영 시간
일자

시간

6월 26일 (일)

16:00-19:00

6월 27일 (월)

08:00-16:30

6월 28일 (화)

장소

Grand Hall 6 (B1)

08:30-16:30

6월 29일 (수)

전시 부스 운영
[전시 부스 운영 일정]
일자

6월 27일 (월)

6월 28일 (화)

6월 29일 (수)

부스 운영 시간

08:30 ~ 16:00

09:00 ~ 16:00

09:00 ~ 16:00
전시 부스 업체 안내

공식행사 및 연회 정보
SOM 2022 기간 중 진행되는 공식 행사 및 연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찰 패용 必)
Welcome
Opening
Symposium
Closing
Lunch
Coffee Break
구분
Reception
Ceremony
Dinner
Ceremony
일시

장소

메뉴 및
프로그램

6/26 (일)
17:00~19:00

Vista Hall
Foyer (B2)

6/27 (월)
08:30~09:00

Vista Hall 1
(B2)

개회사
Standing
reception

환영사
축사

6/28 (화)
18:00~20:00

Grand Hall 1
(B1)

Western Set
Jazz 공연

6/29 (수)
17:30~18:00

6/27 (월)~29 (수)
13:00~14:00

Vista Hall 1
(B2)

Vista Hall
Foyer (B2)

폐회식

Light buffet

6/27 (월)~29 (수)
11:10~11:30
15:00~15:30
오전 break
Vista Hall
Foyer (B2)
오후 break
Grand Hall
2&3 (B1)
Coffee, tea,
cookies

※”Daily” 등록자의 경우 해당일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Welcome Reception 및 Symposium Dinner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티켓 구매 완료자에 한해 참석 가능함 (현장 구매 불가)

주최자 책임 소재
SOM 2022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은 학술대회 기간 및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체 학술대회 기간 중 소지품에 대한 관리 및 분실 책임, 신체적 사
고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모두 참가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안내문에 제시된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SOM 2022조직위원회 및 사무
국은 변동 사항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사항
본 학술대회 참여 관련 세부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 www.som2022.org 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 사
항이 있는 경우 info@som2022.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