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표초록 작성 요령(구두 및 포스터,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
※ 한국약용작물학회는 학회의 학술활동의 국제화와 온라인화를 지향합니다. 2020년
춘추계 통합 학술대회부터 학술활동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학술네트워크의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하여 학술대회 초록 접수 시, 초록과 함께 포스터 [발표자료] 접수를 의
무화 합니다. [초록 접수 시 반드시 포스터 PDF를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여 주신 초록은 학술대회 발표집으로 인쇄되고 포스터는 전자문서화 하여 홈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언제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형식 (첨부된 예시 참고)
1) 제목 (13포인트 진하게) : 영문 및 국문 발표 모두 영문과 국문으로 제목 표기
2) 저자 (11포인트) : 영문과 국문으로 저자 성명 표기, 저자 성명 오른쪽 어깨 위에
윗첨자 번호로 [

1)

,

2)

]로 소속을 구분

3) 소속 (11포인트) : 영문과 국문으로 저자 소속 표기 (영문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까지 표기)
4) 교신 저자 : 교신저자 성명 오른쪽 어깨 위, 소속번호 표기 뒤 윗첨자로 *표 표시 (11포인트)
5) 교신저자 이메일 및 전화번호 : 성명을 제외하고 E-mail 주소와 전화번호만 하단에 표기 (9포인트)
6) ABSTRACT (11포인트) : ABSTRACT (제목 11포인트 진하게)는 Background,
Methods and Results, Conclusion을 별도로 구성하여 영문으로 작성
7) Acknowledgement (9포인트, 영문표기만) :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
 학회의 학술대회 내에 기존 학술발표와는 별개로 약용작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및 청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topic, 단보, 실험방법론, 연구의 중간결과, 자기 연구내용을 구
두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발표 [구두, 동영상, 실물 시연 등]를 전제로 하여 청년 과학자의
창의 발굴, 사기 진작, 최신 학술정보 상호 교환, 토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핵심 인재로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의 청년 과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진로 탐색
뿐만 아니라 취업, 우수 인재의 사전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 초록 작성 요령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의 발표 초록은 학술대회의 일반 학술발표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며 다
음의 예외적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의 초록 양식에 준하여 작성.
-다 음㉠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는 저자의 경우 발표자 단독으로 기재 [청년과학자의 자긍심 고취],
교신저자나 공동저자는 포함하지 않음.
㉡ 연락처에 반드시 발표자 본인의 E-mail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에도 Acknowledgement 항목을 기재할 수 있음
㉣ 발표 초록 제출 시 반드시 구두/포스터/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 항목 선택에서 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을 선택

나. 원고량 : A4 용지 1면 (표나 그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규격 및 편집
1) 문서작성 : HWP로 한정
2) 용지 크기 : A4
3) 문서편집 (반드시 규격대로 작성하여야 접수됩니다)
� 좌우여백 20, 상하여백 15, 머리말, 꼬리말 0
� 글씨체 : 신명조 (국문), Time New Roman (영문)
� 글씨크기 : 13, 11 및 9 포인트
� 줄간격 : 150

※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에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초록제출시
포스터 PDF파일도 함께 제출!!
※ 초록 접수누락 또는 중복접수는 임정대 편집위원장 : 033-540-3323 /
ijdae@kangwon.ac.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안내
가. 포스터 발표(비대면)
1) 발표자료 제출기간 : 10. 15(금) 09:00 ~ 25(월) 24:00(마감 이후 수정 불가)
2) 포스터 게시기간 : 11. 4(목) 09:00 ~ 10(수) 24:00(학회 홈페이지 게시)
3) 포스터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두발표&청년과학자 short communication(대면)
1) 구두발표, short communication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하여 15분이며, 발표
자료는 USB 메모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short communication 발표 자료는 발표 형태에 제한 없이 자료 제출(동영상, 구두, 시연
등)이 가능합니다.
3) 발표순서는 초록제출 마감후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