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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및 논문 제출 기간 안내

논문 접수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센터, 적정기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과학기술 ODA 국제컨퍼런스 (제 11회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2020 과학기술ODA 국제 컨퍼런스는 “포스트 팬더믹, 과학기술의 도전” 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사례들을 과학기술 ODA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고, 
‘비대면사회’에 적정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이슈 
해결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지구촌기술나눔센터, 녹색기술센터, 
(사)적정기술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나눔과기술, 
서울대 국제IT정책사업과정,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서강대 과학기술국제협력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재)디코리아, 
한국-탄자니아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한국-에티오피아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한양대 Innovative Energy Education Program (IEEP), 신나는과학을
만드는사람들, 서울대 International Energy Policy Program (IEPP), 
서울대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라오스 적정기술거점센터 

1. 분야별 적정기술 2. 지역별 적정기술 3. 특별 세션 (기획 세션)

물 · 에너지 · 환경
전기 · 전자 · ICT
농 · 어 · 임업
주거 · 주택
유통 · 금융
식품 · 영양
교육 · 정책 · 관리 · 문화 등
보건, 의료
제조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COVID-19와 적정기술
적정기술거점센터
보건 · 의료 · 위생
스마트 기술 및 응용
오픈소스 · 메이커 · 바이오농업 · 
스타트업 · Personal Farm
녹색, 기후기술

제11회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2020

과학기술ODA
국제컨퍼런스

포스트 팬데믹, 과학기술의 도전

초록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여 주십시오.

세션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세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기한 : 2020. 9. 30(수)

적정기술학회 회장 : 신관우 교수(서강대)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 안성훈 교수(서울대), 김태건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

본 컨퍼런스 전시 부스에 참여할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초록 및 세션 운영 신청 제출처로 문의주십시오.

참가자 : 10,000원(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전환 시 참가비용은 무료입니다.

1 부스 당 500,000원

초록 제출 
발표 확정 공지 
발표자료 제출 
논문 제출 

과학기술ODA국제컨퍼런스 사무국
Site        www.appropriate.or.kr/icat2020
E-mail   oda.conference@gmail.com

적정기술학회 사무국
Site        www.appropriate.or.kr
E-mail   es_0729@naver.com
Tel         02-887-0226

2020. 10. 30(금) 2020. 11. 6(금)
2020. 11. 6(금) 2020. 11. 11(수)
2020. 11. 18(수)
2020. 11. 27(금)까지 (선택) 

초록은 첨부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필수포함사항 : 제목, 저자, 소속, 이메일, 국문 또는 영문 중 선택)
접수된 눈문(full paper)은 신청자에 한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정기술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제출처    www.appropriate.or.kr/icat2020

제출처    oda.conference@gmail.com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