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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강연자

13:00 - 13:30 개회식/논문경진대회 소개 이면우 부소장(세종연구소)

13:30 - 15:00 강   연(3국 협력의 현황) 이왕휘 교수(아주대학교)

15:00 - 15:30 휴  식

15:30 - 17:00 강  연(논문 작성 법) 김태현 교수(중앙대학교)

17:00 - 17:30 소감발표/폐회식

제7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경진대회
The 7th Thesis Competition on
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대한민국 외교부와 세종연구소는 한·일·중 3국 협력에 관한 대학(원)생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을 공모합니다.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ejong Institute invit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is thesis
competition on the subject of 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   웨비나 등록 링크(우측 큐알코드를 이용하세요.) 

당일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논문경진대회와는 별도 행사임.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에 관심 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비대면 설명회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 13:00 - 17:30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초대의 글

Any topic related to 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sis Topic

All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of all nationalities (individual or
group of 4 or less; overseas students may participate through video presentation)

Eligibility

• Submission Deadline : October 31, 2021
• 1st Screening (Written) : 2nd Week of November 2021
• 2nd Screening (Presentation) and Award Ceremony : 1st Week of December 2021

Timeline

Certificate endorsed by the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Prize
  * Can be partly modified in the future.

• Grand Award (1 Team, Prize of 5,000,000 KRW)
• Excellence Award (1 Teams, Prize of 3,000,000 KRW)
• Encouragement Award (3 Teams, Prize of 1,500,000 KRW)
• Main Competition Participation Award (20 People, Prize of 200,000 KRW)
• An advisor Award (1 Teams, Prize of 500,000 KRW)

Awards

• Format: Appx. 15 Pages (A4), Times New Roman (double space, font size 12)
• How to Apply (Refer to the Sejong Institute Website www.sejong.org)
 1.   Documents(5) : Final Thesis Paper, Application Form (incl. Academic Adviser’s 

Confirmation), Written Pledge, Certificate of Enrollment, Graduation 
Certificate(Within two years)

 2.   Method : E-mail Submission (No Mail Submission Allowed)
• Note
 1.   No submitted thesis will be returned.
 2.   Thesis should be original, not  Plagiarized. Copyright of all 

submitted theses reverts to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3.   Warning of Plagiarism: Theses submitted in other competitions or to academic 

journals or other collection of papers, or presented as dissertations 
for degree are NOT eligible for submission. If any award-winning thesis is 
subjected to such breach of research ethics, the award will be withdrawn, 
along with the prize money.

Submission Guideline

For further details, refer to the Institute’s Website (www.sejong.org).
All other questions could be addressed to the Institute’s Research Support Team
( T. 031-750-7613).

Inquiries

한·일·중 3국 협력 및 발전과 관련된 자유주제

공모주제

국적 무관 3국 협력에 관심 있는 모든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 참가 가능(해외 참가의 경우 화상 발표 기회 제공)

참가자격

•논문접수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10일 31일

•1차 심사(서면) : 2021년 11월 2주차

•2차 심사(발표) 및 시상 : 2021년 12월 1주차

논문경진대회일정

외교부 장관 명의 상장 및 상금 수여             ※ 세부 시상 내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1팀, 상금 500만원)

•우 수 상(1팀, 상금 300만원) •본선참가상(20인, 상금 20만원)

•장 려 상(3팀, 상금 150만원) •지도교수상(1팀, 상금 50만원)   

시상내역

•양식 : A4 15매 내외 신명조 12포인트로 작성

•접수 방법(세종연구소 홈페이지 www.sejong.org 참조)

 1.   필요서류 :   신청서(지도교수 확인서 포함), 서약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2년이내),  

논문 최종본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우편접수 불가)

•유의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논문은 개인(또는 팀)의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 접수된 논문의 저작권은 

외교부에 귀속됩니다.

 3.   타기관 공모에 접수 또는 이미 발표된 논문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 

표절 등 부정한 논문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가 

취해짐을 안내드립니다.

논문 작성 및 접수 안내

세종연구소 연구지원팀(T.031-750-7613 / www.sejong.org)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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