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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고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최초로 투고된 논문으로서 다른 곳에 게재 발표된 

적이 없으며, 전체 저자들이 그 내용과 게재 절차에 합의한 바를 대표저자가 확인하여 다

음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주  소:                                                                            

성  명:                   

－다   음－

위의 원고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 수락 시에 다음의 조건으로 이 원고의 저작권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 귀속됨을 동의합니다. 

1. 대표 저자는 교육 등 비영리의 목적으로 동 원고를 수정하고, 구두로 발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저자가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학술적인 저술에 사용하거

나, 소속기관의 고유한 내부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발표나 배포에 제한하지 

않는다.

2.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학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정보의 확산과 교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본 논문의 내용을 사용, 인쇄,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

3. 저작권 이외의 다른 일체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대표저자는 전체 저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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