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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춘계연합학술대회 주최 학회 회원

제

목 : 2017 춘계연합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포스터 초록 접수 기한 연장 안내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영양학 관련 3개 학회((사)한국식품조리과학회, (사)한국식생활문화학회, (사)동아시아식
생활학회)가 연합하여 [4차 산업혁명과 식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2017년 춘계연합학술대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첨부된 신청
서를 작성하여 E-mail(foodsociety@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발표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별첨의

논문작성

지침을

참조하시어

E-mail(foodsociety@daum.net)로 제출하신 후 반드시 접수 확인 메일 회신 여부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음 -

1. 주

제 : 4차 산업혁명과 식생활의 미래

2.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9:30~16:30

3. 장

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

4. 참 가 비 : 정회원 (현장등록 55,000원 - 사전등록 50,000원)
비회원 (사전등록 70,000원 - 현장등록 70,000원)
학 생 (현장등록 25,000원 - 사전등록 20,000원)
5. 등록비 납부계좌 : 전북은행 1013-01-1446129 [예금주: 이영은]
6. 사전등록 및 포스터초록 접수기간 : ~ 2017년 5월 8일
첨부 1. 사전등록신청서
첨부 2. 논문 초록 작성 지침서
첨부 3. 2017 춘계연합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초록 제출서
첨부 4. 2017 춘계연합학술대회 일정

(사 )한 국 식 품 조 리 과 학 회 장 최 은 옥
(사 )한 국 식 생 활 문 화 학 회 장 조 미 숙
(사 )東 아 시 아 식 생 활 학 회 장 이 영 은

<첨부 1>

2017 춘계연합학술대회 사전등록신청서

성

명

소

속

연

락

처

H.P

E-mail
등록비 입금일

2017년

월

일

입 금 자 명

※ 등록비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446129 [예금주: 이영은]
※ 계좌 이체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본인 성명으로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등록신청서의 ‘입금자명’ 란에 입금 내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관련 문의(재무담당 간사 010-9679-9555)

<첨부 2>

논 문 초록 작성 지 침서
※ 작성지침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편집용지 및 본문크기 - 용지크기 A4, 아래 설정에 맞추어 1장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용지여백: 왼쪽·오른쪽 30mm, 위쪽 45mm, 아래쪽 45mm, 머리말·꼬리말 0mm)
나. 글자모양

- 글씨체 : 굴림체

- 제목 : 12 (진하게)

- 저자 및 소속 : 9(보통) - 본문 : 9(보통)
다. 문단모양

- 정렬방식 : 제목, 저자 및 소속은 가운데 정렬, 본문은 양쪽 정렬
- 줄간격 : 130%

라. 기타사항

- 자간 0%

- 내용은 예문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교신저자에

*

표시를 한다.

- 본문은 줄 바꿈 없이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다.
- 영문 제목을 사용할 경우 저자, 소속, 본문을 영문으로 통일한다.
- 영문 제목은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의 첫머리를 대문자로 쓴다.
- 감사의 글은 페이지 하단에 작성한다.
- 본문 내에 참고문헌이 표현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학회제출자료 :

1) 논문 초록 1부
2) 논문 초록 제출서 1부

바. 제출방법 :

논문 초록 마감일을 엄수하여 주시고, 접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파일을 보내

신 후에는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리오니,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논문 초록 접수 담당 간사: 010-6369-6955).
사. 논문 초록 마감예정일 : 2017년 4월 28일(금)
아. 학술대회 당일 발표하실 포스터 크기: 가로 90cm x 세로 120cm
자. 접수번호 안내: 논문 초록 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 및 초록제출서에 기입하신 담당자 메일로
일괄 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학회 당일 접수대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예 문
Natto와 유사한 생청국장 제조에 관한 연구
김한국, 이식품1, 안문화2*
1
2
한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대학교 영양조리학과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한 생청국장을 제조하기 위하여 ~~~~~~~~~~~~~~~~~~~~~~~~~~~~~~~~~~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3>

2017

논문 초록 제출서

1. 논문제목 :
2. 저

자 :

3. 소

속 :

4. 신청자격 : 포스터 발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한 명이 반드시 세 학회
중 한 곳 이상의 회원이어야 하므로 회원 가입 및 당해연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분야 : * 1개에만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문화(FCU)
2) 식품조리(FCO)
3) 식품화학(FCH)
4) 급식/외식(FSE)
5) 식품가공(FPP)
6) 식생활교육(FED)
7) 영양(NUT)
8) 기타(OTR)
6. 발표논문에 관한 담당자 연락처(필히 기재):
*담당자:
*Tel:
*E-mail:

접수처 : E-mail) foodsociety@daum.net
◎ 담당자 : 간사 010-6369-6955

<첨부 4>

2017 춘계연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17년 5월 19일(금)
장소: aT센터 5층 대회의실
주최: (사)한국식품조리과학회, (사)한국식생활문화학회, (사)동아시아식생활학회

< 4차 산업혁명과 식생활의 미래 >
사회: 윤혜려 교수(공주대)
시 간
09:30-10:00

세 부 일 정
등록
개회식
축사: 김재수 장관(농림축산식품부)

10:00-10:20

개회사: 최은옥 회장(한국식품조리과학회)

10:20-11:00

환영사: 조미숙 회장(한국식생활문화학회) 이영은 회장(동아시아식생활학회)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과 농식품 정책 방향
:
연사: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농림축산식품부)
주제강연 1: 4차 산업혁명과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의 발전방안

11:00-11:20

교수(덕성여대)

좌장: 홍완수 교수(상명대)

연사: 김관수 교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11:20-11:30

질의응답

주제강연 2: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푸드테크와 외식산업
좌장: 강근옥 교수(한경대)

11:30-11:50

연사: 안병익 대표이사(식신(주))
11:50-12:00
12:00-13:30

질의응답

점심식사 및 포스터논문 발표
주제강연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식품 소비 트렌드

13:30-13:50

좌장: 한경수 교수(경기대)

연사: 현경석 박사(한국능률협회컨설팅)
13:50-14:00

질의응답

사례발표 1: 4차 산업혁명과 어묵산업의 미래
14:00-14:20

연사: 이만식 전략기획홍보이사(삼진어묵(주))
사례발표 2: 4차 산업혁명과 Soy Protein 식품의 미래
14:20-14:40

좌장: 전순실 교수(순천대)

좌장: 차경희 교수(전주대)
연사: 류영기 부사장((주)푸드머스)
사례발표 3: 4차 산업혁명과 맛生맛GO
좌장: 김주현 교수(동서울대)

14:40-15:00

연사: 김선숙 대표((주)이밥차)
15:00-15:20

Coffee Break
종합토론
토론 1: 노정옥 교수(전북대)

15:20-16:00

토론 2: 윤지영 교수(숙명여대)
토론 3: 유선미 과장(농촌진흥청)
16:00-16:30

우수 포스터 시상 / 폐회

사회: 한진숙 교수(동의과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