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日本硏究團體 第3回 國際學術大會 發表申請 및 要旨文 提出 案內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본학회사무국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한국일본연구단체 제3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연구 일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적극적으로 발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신청 및 요지문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본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 성과 창출에 관련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
니다.
▲ 日時 : 2014年 8月 22日(金)
▲ 場所 : 誠信女子大学校 誠信館
▲ 主題 : 日本文化의 現在的価値와 日本研究
▲ 發表申請 및 要旨文提出 마감 : 2014年 07月 25日(金)
▣ 発表申請 方法 및 發表原稿 作成要領：發表申請時에는 반드시 發表要旨(A4 2 枚)를 함께 提出해야
합니다. [發表要旨는 最大 4 枚까지 許容]
◆ 発表申請 方法：韓国日本学会 会員은 各 専攻別로 発表申請해 주시길 付託드립니다. 該當 専攻別
発表申請 接受處(學術理事)는 아래와 같습니다. 該當 学術理事의 E-mail 住所로 메일本文 에
①發表論文題目 ②姓名(漢字倂記) ③所屬 : 韓國大學校 敎授(敎授, 講師, 博士課程, 碩士課程)
④連絡處(E-mail 住所, 電話番號, 携帶電話番號) ⑤具體的인 專攻 : 日本文學(上代, 中古, 中世, 近世, 近現代)
等을 반드시 記入하시고 添附파일로 發表原稿(要旨文)를 送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發表原稿 作成要領：
1) 原稿는 <한글2007>以上의 編集用紙(F7)에서 用紙：A4, 用紙方向：좁게, 用紙餘白：위쪽12, 아래쪽12,
머리말10, 꼬리말10, 왼쪽15, 오른쪽15, 製本0 으로 설정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段模樣(Alt+T)의 줄
間隔은 16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目次와 쪽 番號는 揷入하지 않습니다. 學術大會 開催 案內와 뉴스레터는
海外로도 發送되고 있으므로 姓名, 所屬名은 반드시 漢字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原稿分量：위의 設定 狀態에서 A4 用紙 2 枚 정도로 作成하시기 바랍니다.
3) 原稿作成 形式：글꼴은 國文의 경우 신명조, 日文의 경우 신명조약자. 글자크기는 發
表題目：16p/진하게/가운데정렬, 副題目：13p/진하게/가운데정렬, 發表者 姓名 및 所
屬：12p/진하게/오른쪽정렬,
큰題目：12p/진하게/왼쪽정렬,
작은題目：11p/진하게/왼쪽정렬,
本文：10p/양쪽혼합정렬.
4) <Microsoft Office Word 2007> 以上으로도 發表原稿 作成 可能합니다(旣定書式 2枚-4枚).
▣ 接受 確認 메일 發送：發表原稿(要旨文)가 接受되면 該當 学術理事가 接受 確認 메일을 發送합니다. 혹시
메일 서버 異常 等의 理由로 인해 接受 確認 메일을 못 받으신 분은 아래의 該當 学術理事에게 直接 電話를
하시어 發表要旨文의 接受를 確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 신청방법 및 요지문 제출처
1) 日本語學, 日本語敎育 關聯(通․飜譯包含) 発表申請 接受處
李京珪(東義大) 學術理事(語學), lk5120@deu.ac.kr ☎ 051-890-1264
2) 日本文學 關聯 発表申請 接受處
任苔均(聖潔大) 學術理事(文學), yimtkje@sungkyul.edu ☎ 031-467-8196
3) 日本學(歷史, 社會, 文化, 政治, 經濟, 日本敎育) 關聯 発表申請 接受處

金暎根(高麗大) 學術理事(日本學), ikimyg@gmail.com ☎ 02-3290-5313
2014.07.07.

韓國日本學會 會長 權赫建
※ 發表申請 및 要旨文 提出에 관한 문의처
韓國日本學會 學術理事(統合) 李漢正敎授(祥明大)
이메일: ehj@smu.ac.kr
Tel: 041-550-5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