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논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응모자 일반사항 및 저작권

응모자의 응모 논문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대표 응모자는 중복 불가. 공동연구는 대표응모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합니다.
❍ 자유주제, 지정주제 선택은 응모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지정주제 응모 논문 중에서 제시한 주제와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심사위원이 판
단하는 경우는 주최 측 재량에 따라 자유주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응모 논문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 및 이전을 요구하
지 않으며, 제출된 논문파일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모자는 제
출 논문에 대하여 성과물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배포 활용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공개일정, 내용은 저자와 상호 협의)
❍ 응모자는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발표작 대리작 표절작은 수상
할 수 없고 입상작으로 선정된 후라도 대리연구 또는 표절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됩니다.
❍ 논문 내용에 대한 표절시비, 기타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은 논문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응모자는 응모한 논문을 서울도시연구 등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를 할 시에
는 논문발표회 이후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

논문 제출 및 심사

제출하는 논문의 연구주제는 연구계획서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
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사유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서울연구논문공모전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
며, 편집규정에 준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연구논문공모전은 학술지 게재논문 심사와 성격이 다르므로, 재심요청
에 의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제공 및 파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표, 그림 등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와 자료명을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료를 제공받은 응모자는 이 공모전에서 제공한 ‘공개자료 설명서’ (서울
연구논문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 제공된 자료는 ‘2020년 서울연구논문공모전’을 제외한 다른 용도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응모 이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

기타

응모 작품 수 및 응모작의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전에 응모한 논문을 타 학회지 등에 게재할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사
사표기를 해야 하며, 이를 서울연구원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20 서울연구논문공모전」에 응모한
논문(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Seoul Research Competition
2020' and the data provided by The Seoul Institute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수상작인 경우)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20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sult of 'Seoul Research Competition
2020', which is the outstanding paper award.
❍ 응모자는 논문공모전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메일링 회원
으로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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