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차 (사)한국외식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8. 5. 26(토) 12:30∼18:30

수신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6층(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

(사) 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님 귀중

■ 주제1 :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관광 및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

(경유)

■ 주제2 : 한국,호주 음식관광 산업의 발전 방안(남호주대학교)

2018년 제28차 춘계학술대회 공지 및 사전등록 안내

제목

---------------------------------------------------------------------------

■ 주최 : (사)한국외식산업학회
■ 참가비 : 정회원- 사전등록: 30,000원, 현장등록 40,000원

1. (사)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비회원- 사전등록: 40,000원, 현장등록 50,000원

부탁드립니다.

학생- 현장등록 20,000원

3. 우선 학술대회 일시와 장소, 사전등록 일정 및 포스터 초록 마감일 등을 알려드리니

사전등록 입금: 우리은행, 1005-103 -431575,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님들의 바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사전등록 입금 시 반드시 ‘사전등록홍길동’으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등록 기한 : 2018년 5월 20일까지
- 다

음 -

1. 주 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광 및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
2. 일 시 : 2018년 5월 26일(토) 12:30∼18:30
3.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629호

초대의 말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 일일주차권 지급)
4. 사전등록 기한 : 2018년 5월 20일(일)까지

(사)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접수 : 2018년 5월 15일(화) 까지
6. 논문 초록 접수 : 2018년 4월 20일(금) 까지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광 및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최근

7. 논문 접수 : 2018년 5월 12일(토) 까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외식산업 및 관광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경쟁력에 대
한 전문가의 발표와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더불어 친

(사) 한 국 외 식 산 업 학 회 장

교의 시간을 도모할 기회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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