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참가자를 위한 TIP

1. Welcome reception : 대한전자공학회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한마당

학회 첫째날 저녁 Welcome reception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참가한 
동료 학생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연구 분야가 유
사한 여러 대학 대학원생 및 산학연 연구자들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학생 참가
자분들도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 : 6월26일 / 시간 : 18:30 / 장소 : 제이드룸 (2층)

2. Banquet : 학회의 꽃은 “만찬”

학회 둘째날 저녁에 진행될 뱅큇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우수 논
문상 및 산업체에서 직접 시상하는 관심 논문상 등이 뱅큇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뱅큇 참
여를 미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문의 부탁드립
니다. )

- 하계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1명) - 상장 및 부상 (500만원)
                          우수 논문상 (2명) - 상장 및 부상 (50만원)

- 현대자동차그룹 논문상 (10명) - 상장 및 부상
- LG전자 논문상 (7명) - 상장 및 부상
- 네이버 논문상 (6명) - 상장 및 부상 

( 날짜 : 6월27일 / 시간 : 18:00 / 장소 : 컨벤션홀(1층) )

3. 폐회식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폐회식

학회 마지막 행사로 진행될 폐회식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 참가자를 위한 많은 시상 
및 경품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회 첫날 및 둘째날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
문 발표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학생”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품권 추첨행사가 진
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품의 종류는 학술대
회 등록대 옆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회 마지막날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우
수논문 발표상’은 추후 우편으로 발송 될 예정입니다.)

( 날짜 : 6월28일 / 시간 : 11:30 / 장소 : 컨벤션홀 )

4. 경품권 :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길~!

폐회식에서 진행되는 학생 참가자 대상 경품권 행사는 하계 학술 대회기간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학생 참가자에게 드리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경품권은 모두에게 동일한 당첨 
확률을 주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법으로 경품권이 학생 참가자들께 배포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여, 경품권 당첨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시간대에 진행되는 세션은 1인당 
경품권 1매만 제공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1) 참가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 경품권 1매 증정
- 27일 (목) 개회식 및 Keynote Speech

(2) 참가자 중 선착순 20명에게 경품권 1매 증정
- 26일 (수) 모든 구두 세션 및 튜토리얼
- 27일 (목) Young Professional Highlight 세션

(3) 참가자 중 선착순 10명에게 경품권 1매 증정
- 27일 (목) 산업체 및 연구소 특별 세션
- 27일~28일 (목/금) 오전 구두 세션

(4) 참가자 중 선착순 5명에게 경품권 1매 증정
- 27일 (목) 오후 일반 구두 세션

(5)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권 1매 증정
- 28일 (금)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