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안)

1. 개최 배경

§ SSK 참여 연구진의 50%가 넘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주변 업무만 하는 보조 인력이 아니

라 유망한 “학문후속세대＂라는 인식을 심어 차세대 사회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와 동기를 부여

§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SSK 참여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멘

토링 의무를 부여하고, 학문후속세대들 사이의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와 공간을 

제공

§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사회과학 연구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문적 호기심과 융합

적 지식 창출 욕구를 자극

§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친 학술대회 형식의 학술 경연장으로 운영

§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연속성과 개방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유사 지원

사업과의 차별화를 추구 

§ 단순한 학문 교류의 장을 넘어 한국 사회과학계 전체의 축제로 승화

 

2. 참여 자격
 

§ 한 학기 이상 SSK 연구센터/단/팀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문후속세대(석

사과정, 석사수료, 석사학위소지자, 박사과정, 박사수료생) 

§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발표논문 작성 당시 박사과정 수료 이하면 참여 가능하나 

이외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만 가능

§ 토론자는 논문 지도와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박사급 연구원 이상의 SSK 연구자를 위촉

§ 발표 주제: 소속 연구센터(단, 팀)의 아젠다/주제와 관련 있는 자유주제로 2018년 1월 1

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아직 발표하지 않은 논문

§ 발표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으로 시상

3.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 우수논문 시상
 

§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포함한 우수한 논문에 대해 시상을 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고취하고자 함

§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용 논문으로 제출하

면,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RB)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자

를 선정

§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으로 심사

§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논문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을 우대함

§ 게제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과 대학원생 단독 또는 주저자 논문을 우대



§ 주요일정

§ 수상 관련 사항은 향후 준비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내용 일정

발표신청 마감 2018년 11월 25일 (일)

발표요약문 및 발표문 제출 마감 2018년 12월 2일 (일)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 논문 발표 2018년 12월 14일 (금)

심사용 수정논문 제출 마감 2019년 1월 31일 (목)

심사 모둠 구성과 각 모둠 위원회 구성 2019년 2월 중

각 모둠 1차 논문 심사 2019년 3월 중

2차 심사 및 수상자 확정 2019년 4월 중

시상식 2019년 5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