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발표 및 작성 요령 
 
1. 제출마감일 : 2022년 10월 14일(금) 【온라인 제출】 
2. 제  출  처 : 【붙임 3】 초록 제출 방법 참조 
3. 발 표 형 식  
 ① 특별강연 (40분) 

 ② 기술심포지엄 (30-40분) 
 - 화학설비 분야, 전지/연료전지 분야 

 ③ 아연도금 심포지엄 (20분) 
 - 아연 및 아연계 합금 도금 제품 및 제조 기술 동향 
 - 아연도금 / 아연합금도금 및 후처리 관련 제품/기술/설비/성능평가 등 모든 연구 분야 
  * Product : GI, GA, Zn-Mg계, Zn-Al계 합금 도금 및 표면처리 제품 
  * Facility : Furnace, Air knife, Pot H/W, Galvanneal Furnace, Post treatment, Cleaning, Welding 설비 등 
  * Evaluation and Analysis : 기계적 물성, 굽힘성, 내식/도장/수소취성/용접 성능 및 산화물, 계면층 등  
                         표면/계면 특성 분석 

 ④ 구두발표 (20분) 
   - 산업체 소속 발표자의 경우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식 및 방식 관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술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⑤ 포스터발표 (3분 / 포스터전시 판넬의 크기는 약 90㎝ × 120㎝) 
   - 포스터 발표의 경우 3분 동안의 구두발표가 포함되어 있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발표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발표자료 : *.ppt / 6page내외 (작성은 자유양식) 

 - 발표자료는 참가자 소속기관 보안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발표당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발표장 노트북에 미리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발표 초록과 논문(full paper)을 함께 접수 받아 초록은 학술대회 초록집에, 
논문은 심사 후 학회지(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게재됩니다. 

* 논문의 경우, 필수 제출 사항은 아니나 많은 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5. 초록(Abstract)  
① 분량 : A4 용지 1~2장 
② 작성요령 : 아래 한글은 97, MS word는 7.0 이상을 기준 【붙임 2-1】 예시참조 
③ 파일명 : CSSK 2022 추계 초록-발표자명 (ex. CSSK 2022 추계 초록-홍길동) 

※ 한명의 저자가 여러편의 초록을 제출할 경우, 발표자명 옆에 구분될 수 있도록 발표분야 또는 
발표형식 등을 추가 표시 바랍니다. 

 
6. 논문(Full paper)  
① 작성요령 : 아래 한글은 97, MS word는 7.0 이상을 기준 【붙임 2-2, 2-3】 예시참조 

② 파일명 : CSSK 2022 추계 논문-발표자명 (ex. CSSK 2022 추계 논문-홍길동) 
 

♧ 문의처 : 한국부식방식학회 사무국 
E-mail : cssk@corrosionkorea.org  
Homepage : www.corrosio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