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한국식품조리과학회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 안내
한국식품조리과학회는 2019년도 (사)한국식품조리과학회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및 대상
항목
수상후보자 자격
심사대상
시상내역

내용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차: extended abstract
2차: 구두발표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팀

시상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본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비고:
1. extended abstract는 아래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하단 내용 참조).
2. 1인당 논문 1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대표학생 1인은 본 학회 학생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4.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에 제출하는 논문은 포스터로도 학술대회에서 발표합니다.
Proceeding에는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초록(FPC)”으로 게재되며 일반 포스터 초록
규정에 맞추어 포스터를 준비하셔서 학술대회 당일, 추후 안내드리는 포스터 번호
위치에 게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시상식에 불참시 수상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tended abstract 작성법 (예시참조)
- A4용지 3페이지 이내,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pt
-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된 abstract를 3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은 줄
바뀜 없이 한 문단으로 작성하며, 본문과 분리하여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제어(key words)는 다섯 개 이내로 초록 본문 바로 아래 작성한다.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영문
소문자 및 단수로 표기한다.
- 영문 초록과 별도로 서론, 방법, 결과, 결론/요약, 참고문헌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신청 절차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서(첨부양식)와 extended abstract를 학회 이메일(kfcs11@hanmail.net)로 제출
2. 제출기간: 2019년 7월 22일(월) ~ 2019년 8월 30일(금)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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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및 발표
1. 심사항목:
1) 본 학회의 목적 및 성격(aims and scope)에의 적합성
2) 독창성
3) 연구 내용 충실성
4)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학술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구두 발표 일정: 2019년 10월 18일(금),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본 학회 추계학술대회 당일 오전 8시~9시 50분에 진행(상세 일정 추후 공지)
*당일, 구두발표용 ppt(출력본 3부 + USB) 준비
*발표시간 8분, 질의응답시간 2분 예정입니다.

□ 문의 및 안내
Tel: 070-4244-8126, 010-7441-4188(담당: 박지수 간사), E-mail: kfcs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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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abstract 예시>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의 목적과 위상 (국문제목)
Goals and Current Posi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영문제목)
Hong Gildong(저자명)
Department Food and Nutrition, Hanguk University(소속기관명)
Abstract (영문, 최대 300단어)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Korean J Food Cook Sci, KJFCS)’ i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which was established in 1984 and was
first published in 1985 a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changed its name to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in November 2008 since the name of the society was
changed to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in January 2007. The aims of KJFCS is to
contribute further the scientific

development, advance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concerning food science and food preparation innovation in order to promote healthful living and
general social welfare. Its publication type includ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research notes and
reviews. However, review articles can be received only if commissioned by the Editorial Board.
Some or all of the articles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and indexed in Chemical Abstracts (CAS),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s

(FSTA),

Google

Scholar,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CrossRef,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NDSL), Korea Citation Index (KC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and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publishing 6 times per year on February 28, April
30, June 30, August 31, October 31, and December 31.
Key word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scientific development, advancement,
dissemination of knowledge (5개 이내)
1. Introduction (영문 또는 국문)

2. Methods (영문 또는 국문)

3. Results (Tables과 Figures를 최대 4개까지 제시) (영문)

4. Conclusion (영문 또는 국문)

5. References (가장 관련있는 참고문헌을 최대 5개까지 제시, 참고문헌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투고규정에 따
라 기재한다)

- 3 -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투고규정 中 참고문헌 작성방법>
참고문헌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감사의 글 다음에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저자의 영문 last name
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학회지명은

약어로

표기하고,

학회지명의

약어표기는

ISO

약어

국제표준

(http://www.issn.org/2-22661-LTWA-online.php)을 참고한다. 참고문헌 기재 시 문단모양을 아래아 한글에
서 20 pt 내어쓰기로 한다.
문헌 인용의 양식은 ACS Style Guide 3rd Ed.(American Chemical Society, Sales Office, 1155 Sixteenth
St. NW, Washington, DC 20036)에 따른다.
본문 중에 인용하는 문헌은 해당 위치에 저자명과 연도로 표시하되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혹은 다른 저자이나 성+이니셜 및 연도 표기가 같은 경우에도)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표기하여 구
분한다. 인용문헌 저자 수에 따른 표기방법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학위논문의 인용은 최소화 한다.
본문에서 인용문헌을 적용할 때는 저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쓴다.
1인 저자인 경우: “Lee HG(2016)는...” 또는 “...있다고 한다(Lee HG 2016).”
2인 저자인 경우: “Lee HG & Kim HY(2015)는...” 또는 “...있다고 한다(Lee HG & Kim HY 2015).” 3인 이상
인 경우: “Lee HG 등(2016)은...” 또는 “...있다고 한다(Lee HG 등 2015).”
동일저자의 다른 문헌인 경우: Lee HG(2016a), Lee HG(2016b) 또는 (Lee HG 2016a, Lee HG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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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A-9 presented at 58th Annual Meeting of the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Orlando,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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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古文獻):
문헌명은 발음대로 영문기재가 필수이며, 영문명 또는 영문명(한자어 또는 한국어 택 1)로 기입한다. 편역본의
경우 편역자 이름 끝에 “editor(s)”을 기입한다. 저자미상 시 저자명은 Anonymous로 작성하며, 고문헌 단행본
의 제목은 이태리체로 기입한다. 참고문헌에서 고문헌 표기법은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편역본을 참고하였을 경우
저자. 제목(이탤릭체). In 편역자 editor(s). 출판연도. 출판사명, (출판도시), 출판국가. 쪽수.
Bingheogak Lee (憑虛閣 李氏). Gyuhabchongseo (閨閤叢書). In Jung YW editor. 1987. PoChinChai
Printing Co., Ltd., Seoul, Korea. pp 53-145.
Anonymous. Banchandeungsok. In Kim HS, Ji MS, Kim EH, Park KR editors. 2013. Chongjusi,
Chongju, Korea. p 82.
원본을 참고하였을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이태리체). 출판사명, (출판도시), 출판국가. 쪽수.
Jeongbuin Andong Jangssi. 2007. Eumshikdimibang. ADNET, Gyeongsangbukdo, Korea. pp 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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