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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학술평가 국제 심포지엄

논문 공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술평가 체계는 학술 번영을 위한 초석입니다. 최

근 학술평가 연구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제가 동아시아 학

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간의 학술평가 교류가 빈약한

현시점에서 중국인민대학은 2015 년 11 월 북경에서 ‘본토, 다원, 공통 --

동아시아 학술평가의 현황과 미래(本土，多元，共通——東亞學術評價的現狀

與未來)’라는주제로 동아시아 학술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술평가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간 교류, 지역적인 연구

성과 전시, 그리고 동아시아 전지역 학술평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 발표 논문을 공모하오니 학술평가를 연구하는 국

내외 전문가, 학자,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선정된

우수 논문은 논문집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1、 심포지엄 주제: 본토, 다원, 공통 -- 동아시아 학술평가의 현황과

미래 (本土，多元，共通——東亞學術評價的現狀與未來)

공모 분야(주제는 아래 예시 제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학술평가 이론 및 방법의 추진

(2) 학술 정보 관리 체계 및 학술계 기풍

(3) 학술 정보 관리 DB의 구축 및 개선

(4) 학술평가 및 학술지 질의 제고

(5) 학술평가가 학과 관리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

(6)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 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

(7) 동아시아 학술평가 체계의 비교연구

(8) 동서양 학술 평가의 문화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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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요구

(1) 논문 작성 언어는 무관하며 MS word 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논문은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형식은 부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3) 투고 시 본문과 같이 다음 같은 정보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국문요

약, 키워드, 투고자 자기 소개 (성함, 국적, 소속, 직무, 주요 연구분야, 전

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입니다.

3、중요일자

(1) 논문접수 마감： 2015 년 9월 20 일

(2) 결과 통보 및 초청장 발송 예정일： 2015 년 9월 30 일

(3) 심포지엄 개최： 2015 년 11 월（정확한 개최일은 초청장을 참조）

4、등록비 및 숙식 지원

(1) 등록비: US$150.

(2) 숙식 지원: 심포지엄 개최 기간 동안 모든 접수자에게 숙식을 제공

합니다 (숙소는 일간 2인 1 실로 기준으로 하며 1 인실 요청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은 개인 부담합니다).

5、논문 제출 방식과 문의처

9월 20 일 전에 rendapjzx@163.com에 논문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담당자：호정（胡靜）、장미홍（張美紅）

문의 전화：86-10-62519375，86-13691157257

중국인민대학 인문사회과학 학술성과평가 연구센터

2015 년 6월

mailto:rendapjzx@163.co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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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논문 작성 양식

한글제목(돋음, 18pt)

English Title (Times New Roman, 16pt)

홍길동, 소속기관명, 이메일주소 (돋움, 12pt)

Gil-Dong, Hong, Renmin University of China(Times New Roman, 10pt)

한글제목, 국문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의 글꼴은 ‘돋움’으로 한다. 영문제목과 영문저자, 영어소속

은 ‘Times New Roman’로 한다. 초록 첫 글자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초록 글꼴은 ‘바탕’, 9

포인트로 하며 초록의 문단 모양에서 좌우 여백을 10포인트씩 설정한다.행간은 150%로 한다.

1. 장제목 (바탕, 12 포인트, 진하게)

1.1 절 제목 (바탕, 10포인트, 진하게)

1) 본문 글꼴은 ‘바탕’, 첫줄 들여쓰기 10포인트로 작성하고 행간격은 160%로 편집을

한다1.

2) ...

3) …

참고문헌 (바탕, 11포인트, 진하게)

홍길동, 「동아시아 학술평가에 관한 연구」, 『학술지』, 2013년제3호.(바탕, 10포인트)

김길동,『단행본』, 2013

중국인민대학 정보자료센터: http://www.zlzx.org/

1 참고문헌(바탕, 9포인트, 행 간격 130%)은 첫 줄 내여 쓰기를 20포인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