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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Presentation 

(for Korean) 
 

주요일정 안내 

발표 슬라이드 접수 마감일 2021년 2월 28일 (일) 

사전등록 마감일 2021년 2월 28일 (일) 

 

 발표 슬라이드 접수는 사무국 이메일 (pasmiss2020@gmail.com)로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파일 업로드는 학회 진행일자에 프리뷰룸에서 가능하십니다. 

 프리뷰룸 안내 

 장소: 콘래드호텔, 스튜디오 7번 (6층) 

 운영시간: 2021년 4월 2 일(금), 07:00~18:00 / 4월 3일(토) 07:00~12:00 

 

발표자 가이드라인 

1) 프리젠테이션 파일 형식 

 프리젠테이션 파일 비율 16:9 (와이드버전)로 준비 바랍니다. 

 Arial, Times New Roman, Verdana 등 공통 글꼴 사용 바랍니다. (특수 글꼴은 기본 글꼴로 변경될 수 

있음) 

 

2) 발표 슬라이드 제출 방법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영상이 포함될 경우, 영상파일도 함께 첨부 바랍니다.  

 사무국 이메일 (pasmiss2020@gmail.com)로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 장비 

 현장에는 컴퓨터, 프로젝터, 마이크가 설치됩니다. 

 포디움에는 모니터, 마이크, 마우스 및 스마트 포인터가 세팅됩니다.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의 호환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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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Macintosh / Apple Keynote / Personal Laptop 사용자는 Mini Display Port-VGA 어댑터를 지참하

시어 Preview Ro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표자 준수사항 

 공식언어는 영어입니다. 

 다음 발표자를 고려하여 지정된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이 시작되기 최소 15 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는 발표 슬라이드를 직접 컨트롤하여 진행해야합니다. 

 

발표 시간 

 Symposium: 10분 발표와 4분 디스커션 진행 

 Free Papers (Podium): 6분 발표와 각 세션에 할당된 시간으로 디스커션 진행 

 

공식 연회 프로그램 안내 

1) Welcome Reception 

A. 일시: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B. 장소: 콘래드서울호텔, 스튜디오 1, 2, 3 (6층) 

C. PASMISS 2020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Presidential Dinner 

A. 일시: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B. 장소: 콘래드서울호텔, 파크볼룸 (5층) 

C. 공식 만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D. PASMISS 2020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ASMISS 2020 사무국 정보) 

담당자: 박소영 대리 

Tel. 02-6959-2011, Fax. 02-6959-2509, E-mail. pasmiss2020@gmail.com  

 

사전 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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