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국제학술대회
KOFFST International Conference 2022
일

시

2022. 11. 03 (Thu) ~ 2022. 11. 04 (Fri)

장

소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2F~3F 회의실

주

제

Fisheries Science in Pandemic era (팬더믹 시대의 수산과학)
PROGRAM SCHEDULE

○ 3 November 2022, Thursday (학회별 확인)
TIME

ACTIVITIES

11:0013:00-18:00

Registration
Oral Presentation, Symposium & Workshop

○ 4 November 2022, Friday
TIME

ACTIVITIES

09:00-

Registration

10:00-10:40

Opening Ceremony

10:40-12:00

Plenary Session
(Keynote Speech & Discussion)

12:00-13:00

Break Time & Lunch

13:00-18:00

Annual Meeting and Conference
Invited Presentation, Oral and Poster Presentation

18:20-20:20

KOFFST General Meeting & Reception

※ Program schedule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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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접수방법

초록 접수기간 : 2022년 8월 25일(목) ~ 2022년 9월 18일(일)
① 분야별 접수처: 각 학회별 접수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산과학회 : 수산이용가공 / 양식・생물공학 / 자원・환경・생태
( 051-629-7364, 온라인 제출 )
http://www.kosfas.or.kr/로그인→학술대회 및 행사→학술대회 참가신청
- 접수확인은 한국수산과학회 홈페이지 회원광장→학술대회 신청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초록의 수정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등록비 납부확인서는 회원광장→회비납부내역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 한국어류학회 : 어류분류・생태・유전 (061-690-8931, fish-korea@naver.com)
- 한국어병학회 : 어병 ( 041-530-2289, ksfp1988@naver.com )
-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어업기술 ( 051-629-5891, ksft7@daum.net )
- 한국패류학회 : 패류 ( 010-6391-3028, malacol@naver.com )
② 요약문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된 요약문은 교정 없이 인쇄되므로 요약문의 작성요령이 다르거나, 마감 이후에 도착
된 원고는 편집 관계로 접수할 수 없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초록 작성서식(Abstract Template)을 참고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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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성형식 안내
1. 발표논문 초록은 한글파일(.hwp)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후 각 학회별 접수 방법에 따
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제목은 반드시 Abstract Template 3페이지와 같이 3번째 줄부터 작성하여 주십시오.
3. 제목의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단, 고유명사와 학명은 첫 글자 대문자로 표기)
4. 본문(제목, 저자, 소속 포함)은 1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하는 내용은 삭제
되므로 반드시 규격 내에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참고문헌, 키워드, 사사 등의 문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입력시에는 삭제처리 됩니다.
6. 구체적인 작성방법

① 제 목
크기
글꼴
줄간격
정렬방식
② 이 름
크기
글꼴
줄간격
정렬방식
③ 소 속
크기
글꼴
줄간격
정렬방식
④ 본 문
크기
글꼴
줄간격
정렬방식

12
Arial
150%
가운데
10
Arial
150%
가운데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나중에 표기
마지막 저자의 이름은 「and」로 묶음
예) Young-Mog Kim1*, Won-Chan Kim1, and

9
Arial
150%
가운데

동일 행에서 기관 구분 「,」 대신 「;」로

Lee-PARK Kim2

연결하여 작성

10
Arial
150%
양쪽 맞춤

줄 간격 및 자간 변경 금지

7. 작성예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첨부2. Abstract Template

8. 한글에서 Arial은 대표를 영문으로 바꿔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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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및 포스터 발표 방법 안내
① 구두발표
- 구두 : 발표 슬라이드 형식 (파워포인트)
- 발표 당일 발표회장 컴퓨터에 PPT 파일 이동
② 포스터발표
- 포스터의 규격은 80(가로)×110(세로) cm이며, 발표논문 편당 1장으로 한정됩니다. 포스터는
저자가 직접 만들어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착 및 철거시간 : 부착은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까지 해당 번호판에 부착하여 주시
고, 11월 4일(금) 오후 5시 이후에 철거하여 주십시오.
- 포스터 게시는 필수부착 시간에 반드시 부착 유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당일 포스터 게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우수포스터발표상 심사에 반영됩니다.
- 포스터 철거는 오후 5시 이후부터 직접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 30분 이후 부착된 포
스터는 모두 폐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안내
① 구두발표
-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최우수 구두발표상을 각 학회(한국수산과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어병학회,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한국패류학회) 별로 1편씩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상)
- 각 학회별 시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 학회별 학회장상)
② 포스터발표
-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각 학회(한국수산과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어병학회,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한국패류학회) 별로 2편씩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
다.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상)
- 각 학회별 시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 학회별 학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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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안내
(간친회, 요약집, 기념품 포함; 학회별 연회비 미포함)

사전등록기간: 2022년 8월 25일(목) ~ 2022년 10월 3일(월)
- 참가 회원님은 반드시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연회비 학회별 등록 별도)
- 발표신청자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를 납부(사전, 현장)하신 회원님께는 발표 요약집, 기념품이 제공되며 간친회에 참가하
실 수 있습니다.
등록 구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일

반

80,000원

100,000원

학

생

20,000원

30,000원

《 사전등록 결제방법 》
- 사전등록을 하실 회원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등록하시고 등록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① 계좌이체 : 수협)705-01-284654 예금주 : (사)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② 카드결제 : http://www.kosfas.or.kr/ 로그인 후 → 회원광장 → 회비납부 → 회원구분
사전등록(일반) 또는 사전등록(학생)→ 결제
《 등록비 환불 안내 》
- 등록 취소는 2022년 10월 3일(월)까지 가능하며, 10월 4일(화)부터는 환불 및 취소, 취소 후
재결제, 카드변경 등 모두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전등록 취소 후 등록비를 환불받고자 할 경우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
하여 사무국 이메일(kosfas1@kosfas.or.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대비 방역 지침 협조 요청
① 코로나 19 감염 예방
- 학술대회 장소 위생관리(손잡이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학술대회 발표자 및 좌장 마이크 커버 제공
② 현장 참석자 요청 사항
- 실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전원 개인용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불가)
- 등록대 및 강연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 권고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이 발표될 경우 일부 사항 변경 가능, 추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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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 안내

호텔명

센텀프리미어
호텔

객실타입

투숙인원

싱글

할인제공가(VAT.포함)
주중

주말

1인

66,000원

77,000원

슈페리어 더블

2인

77,000원

88,000원

슈페리어 트윈

2인

88,000원

99,000원

비 고

조식 14,300원
(현재 단품 제공)

※ 파트너쉽 맺은 호텔
※ 1실 기준 요금(1인/실 숙박도 동일요금)
※ 객실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호텔 예약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교통 이용 안내

※ 학회참석 차량의 벡스코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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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한국수산과학회 사무국
E-mail: kosfas1@kosfas.or.kr
Tel: 051-629-7364
◎ 한국어류학회 사무국
E-mail: fish-korea@naver.com
Tel: 061-690-8931
◎ 한국어병학회 사무국
E-mail: ksfp1988@naver.com
Tel: 041-530-2289
◎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사무국
E-mail: ksft7@daum.net
Tel: 051-629-5891
◎ 한국패류학회 사무국
E-mail: malacol@naver.com
Tel: 010-639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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