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9회 학생학술연구논문 공모신청 연장 안내
전공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탐구 자세 함양 및 능동적인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22학년도 학생학술
연구논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응모 대상자
가.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7학기(건축학전공 9학기, 약학대학은 11학기) 이내인 재학생
나. 2021학년도 전기(2022. 02.) 졸업예정자 제외
다. 2021학년도 2학기 휴학자 및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예정자 제외
2. 논문 주제: 응모자 전공과 관련 있는 주제의 학술연구논문(※타 전공과의 융합 주제 논문 제출 장려)
3. 논문 분량: ‘한글’문서로 작성, 맑은 고딕 11pt, 줄 간격 160%, A4용지 표지·목차 제외 단면 15매 이상
4. 연구자 수: 1인 단독 연구 또는 5인 이내 공동연구(반드시 주 연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자 변경
및 연구자의 학적변동 시 장학복지팀으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승인요청)
5. 논문 지도교수 선정: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교수에게 응모자가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논문지도는 교수 1인당
2편 이내로 제한(연구년 중인 교수는 지도교수 제외)
※ 소정의 논문 지도비 지급 및 최우수 논문에 대한 특별지도비 지급
6. 연구논문 신청
가. 신청기간: 2021. 11. 15.(월) 10:00 ~ 2021. 12. 7.(화) 15:00까지
나. 신청방법: EDWARD시스템>학사행정>장학>학생학술논문>학술논문신청>서명된 연구계획서 업로드
※ 신청서 제출자 및 전체팀원은 11. 30.(화) 14시~15시, 12. 3.(금) 19시~20시에 실시하는 논문 유사도검사
온라인 교육을 2회 중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이수 완료자만 논문 제출 기한에 논문유사도 검사(카피
킬러 활용법)의 독창성보고서를 첨부하여 업로드 해야함
※ 논문 유사도 검사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동산도서관>연구학습지원>이용교육신청>개설교육> 해당날짜의
교육 클릭>신청, ZOOM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 전 강의정보 SMS 발송
7. 연구논문 제출
가. 제출기간: 2022. 3. 14.(월) 10:00 ~ 3. 18.(금) 13:00까지
나. 제출방법:EDWARD시스템>학사행정>장학>학생학술논문> 서명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를
하나의 PDF파일로 합하여 업로드
다. 제출서류: 서명된 학생학술연구논문 제출서 PDF, 서명된 학생학술연구논문 PDF, 논문유사도검사의 독창
성보고서 PDF, 서명된 학생학술연구논문 지도평가서 순서의 하나의 PDF파일로 합하여 업로드(파일첨부
는 최대 10M까지 가능, 파일 분할하여 용량 초과 불가, 신청과 제출 시 논문제목이 동일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장학복지팀 연락하여 승인요청)
8. 연구논문 심사: 심사결과 및 공개발표 대상논문 발표
가. 심사 결과 및 공개발표 대상 논문 발표: 2022년 4월 후반 발표
나. 공개발표
1)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후반(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
2) 개별(팀별) 발표시간: 발표 10분(PPT),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5분
3) 공개발표 제출자료: 발표 당일 논문발표 PPT자료 5부 제출
4) 심사 결과 발표: 2022년 6월 후반
다. 결과발표(공개발표 및 심사결과): 장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결과발표 게재 및 개별통지
9. 시상내용

구

분

편

수

시상 내용

장학금액

비

고

최우수상

4편

상장 및 장학금

편당 3,000,000원

공개발표 대상논문, 계열별 1편

우 수 상

다 수

상장 및 장학금

편당 1,500,000원

공개발표 대상논문

장 려 상

다 수

장학금

편당

700,000원

격 려 상

다 수

장학금

편당

200,000원

10.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주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균등하게 지급
11. 문의처: 학생처 장학복지팀 ☎053)580-6092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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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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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