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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최 및 포스터 논문 초록접수연장 안내의 건

1. 회원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는 2021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n 일

시

: 2021년 11월 12일(금) 12:30～17:30

n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본관2층 가야금 B홀

n 주
제
n 초록접수기간

: 식생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면역 증진 방안
: 10월 29일[금][24시]까지

n 사전등록기간
n 사전등록방법

: ~ 49명 등록시 까지
: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 사전등록에서 등록(학회비회원일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학술대회 등록)
:

n 참

가

비
구분
일반

사전등록
4만원

학생

3만원

* 본 추계 학술대회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9/24, 현재 수
도권 4단계)의 방역지침에 의거(49명 제한) 사전등록을 해주신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학
술대회 개최일 기준 방역지침 완화에 의한 인원 조정시 추가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만, 포스터 발표자(단, 포스터별 대표발표자 1인)에게 우선권이 제
공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의한, 사전등록 가능인원(10/25 기준 현재, 49명) 변경시
바로 홈페이지 및 각 회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추계학술대회는 오후 session만으로 진행되며, 점심 제공은 없습니다.
3. 아울러 추계 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작성 요령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논문
초록 및 포스터를 작성하셔서 10월 29일(금)[24시]까지 학회 홈페이지(https://ksfn.kr/) 접속 → 회원
가입 → 메뉴 중 학술대회 클릭 혹은 2021년 추계학술대회 초록/포스터접수 배너창 클릭→ 초록/포스
터 접수 → 온라인접수(E-mail 접수 불가) 순으로 접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2021년도 한국식품영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초록 작성 방법
2. 2021년도 한국식품영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발표 유의사항
3. 온라인 초록 및 포스터 제출 방법
4. 2021년도 한국식품영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세부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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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1년도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초록 작성 방법

1. 발표논문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A4용지에 좌우 여백은 30mm로 하고 초록 본문의
내용은 한 페이지 1편의 초록을 실을 예정이오니 반드시 초록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십시오.
2. 첫 줄에는 제목을 기재한다. 영문 제목을 사용할 경우 저자, 소속, 본문을 영문으로 통일하여 작성
한다. 영문 제목은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의 첫머리를 대문자로 한다.
3. 제목은 중고딕(글꼴), 13포인트(크기), 진하게(글자속성), 가운데 정렬(문단모양, 정
한다.

렬 방식)로 작성

4. 한 줄 띄고, 다음 줄에 저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발표자
의 성명에 왼쪽에 (†, 윗첨자)표시를 한다.
5. 저자의 소속은 저자 이름 다음 줄에 나열한다. 소속이 여럿일 경우는 소속을 나열 하고 쉼표로 구
분하며, 저자의 오른쪽 어깨, 소속명의 왼쪽 어깨에 일치하는 숫자번호 (1,2,..윗첨자)를 동일하게 표
시한다.
6. 저자명과 소속은 신명조(글꼴), 보통 모양(글자속성), 가운데정렬(문단모양, 정렬 방식)로 작성한다.
7. 한 줄 띄고, 다음 줄부터 본문을 작성한다. 제목과 본문의 언어 통일부탁드립니다.
8. 본문은 신명조(글꼴), 11포인트(크기), 보통모양(글자속성), 양쪽혼합정렬(문단모양, 정렬 방식)로 작성
한다.
9. 전체 문장의 줄 간격은 160%(문단모양, 줄 간격)으로 한다.
10. 초록의 분량은 1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록수정으로인해 문자가 가능한 핸드폰 부탁드립니다.

n 초록제출방법: 접수는 학회 홈페이지(https://ksfn.kr/) 접속 → 회원가입 → 메뉴 중 학술대회 클릭
→ 초록/포스터 접수 → 온라인접수(E-mail 접수 불가)
n 초록마감일: 2021년 10월 24일(일) 24시까지
n 초록접수 문의처: 학술이사 최현숙 교수(충청대학교)
Tel) 010-9495-1494

첨부2.

2021년도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발표 유의사항

1. 모든 포스터는 발표시간 12시30분 이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발표자는 질의 시간 동안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포스터를 제작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 학회에서 전시장에 게시해 드립니다.
* 단, 2021년 10월 24일(일)까지 포스터를 저희 학회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우 2104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본관 524호 한국식품영양학회)
* 전시된 포스터와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발표자와 질의자를 전화통화로 연결
* 전시된 상황은 추후에 사진으로 개별 송부할 예정입니다.
4. 포스터 패널의 크기는 90cm(가로)×150cm(세로)이므로, 포스터의 내용물도 이 크기를 초과하지 않
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5. 포스터의 내용은 맨 위쪽에 제목(title), 발표자의 성명 및 소속을 부착하고 요약 및 연구 목적
(objective),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

(reference)의 순으로 부착합니다.
6. 글씨는 굵고 명확히 표기하여 전방 2m 위치에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와 그림을 적절히
사용하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7. 포스터 발표시간 종료 즉시 발표자가 직접 정리하여야 합니다.

첨부3.

온라인 초록 및 포스터 제출 방법
1. 한국식품영양학회 홈페이지(https://ksfn.kr/) 접속 후 회원 가입하여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
2. 학술대회->초록등록 입력창 필요사항 입력

ⓛ

②

③

※ 초록제출: 초록마감일까지 언제든 파일교체, 세부사항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마감이 된 이후에 수정하신 사항은 초록집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최종 입력사항 확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첨부4.

2021년도 한국식품영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세부일정
1.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12:30 ~ 17:30
2. 장소: 더케이호텔
3. 주최: 한국식품영양학회
4. 후원: (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사)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사)대한영양사협회, 경인여자대학교, ㈜세니젠, 문운당, 교문사, 라이프사이언스, 파워북, 광문각,
㈜범문에듀케이션, 창지사, ㈜SRC, CJ 프레시웨이, (주)쿠엔즈버킷
5. 세부일정
13:00 ~ 13:30

등록

12:30-13:30

포스터전시

13:30 ~ 13:40

개회식
개회사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장 최향숙교수(경인여자대학교)

Session 1:

영양요인과 면역
기조강연: 면역반응에 대한 영양 요인의 잠재적인 영향

13:40 ~ 14:15

"The

Potential Impact of

Nutritional Factors on Immunologic

사회: 김미옥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좌장: 정하숙교수
(덕성여자대학교)

Responsiveness"
-발표자: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대)

Session 2:

식생활관리와 면역
주제강연 1: 마이크로바이옴 균주의 면역조절 효과

14:15 ~ 14:50

좌장: 이수정교수
(부천대학교)

“Immunomodulatory effects of microbiome strains”
-발표자: 박명수 소장 (비피도 연구소)

14:50 ~ 15:05

휴식 및 포스터 심사
주제강연 2: 비타민 D와 면역

15:05 ~ 15:40

“Vitamin D nutrition as a helper in immune function”
-발표자 김정현 교수(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주제강연 3: 팬데믹 시대의 스마트 급식 방안

15:40 ~ 16:15

“Strategies for smart foodservice during pandemic”
-발표자: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ession 3:

연구자 윤리
주제강연 4: 연구윤리의 최근동향

16:15 ~ 16:55

좌장: 류혜숙교수
(상지대학교)

"Recent Issues in Research Ethics"
-발표자: 엄창섭 이사장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종합토의

16:55 ~ 17:10

토론자: 정하숙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이수정교수(부천대학교),
류혜숙 교수(상지대학교), 김종현 교수(마산대학교)

17:10 ~ 17:30

정기총회 및 시상(우수논문상, 우수포스터상 등)

17:30

폐 회

사회: 김미옥교수
(대구보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