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 KICA Autumn Conference
2020 추계학술대회 개최 및 대학생부문 설계·디자인 논문접수 안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는 전국의 건축, 실내디자인 및 문화공간 관련 디자인 전공의 대학생들에게 설계 및 디자인 작품을
논문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 대학생 설계·디자인 작품논문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합
니다. 이 행사는 본 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 국제초대전과 함께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논
문은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문화, 공간, 건축 및 디자인 전반에 걸쳐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생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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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_(2020 KICA Autumn Conference)
2020년 11월 13일(금) 13:30~17:3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및 세미나실, 소회의실
논문발표대회, 전시(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 학생작품전, 국제초대전, 초청강연)

2. 논문모집 개요
3.1 논문내용 : 뮤지엄, 전시공간, 도서관 , 공연시설, 기타 다양한 문화시설 및 관련공간들에 대한 문화와 관련된
아이디어, 설계작품에 대한 과정과 방법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작품논문 또는 연구논문
3.2 제출자격 : 전국의 건축, 실내디자인 및 문화, 공간관련 디자인 전공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
3.3 제출방법 : 준회원 가입후 지도교수(학회 회원)의 지도하에 참가
※ 준회원가입은 [입회원서] 작성 후 학회 이메일(master@kicaspace.com)로 제출 후,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 대학생원이상은 필히 회비납부 후 참가 가능_ 입회안내 홈페이지 참조

3. 논문접수 일정 및 방법
3.1 논문원고 및 접수 : 2020년 10월 1일(목) ~ 10월 20일(화) 18:00까지 (필히 사무국 접수 확인 要)
(1) 제출서류 : 논문과 함께 첨부파일 대학생 [양식1]2020추계발표신청서, 대학생 [양식2]논문 샘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논문은 원본(HWP파일)과 심사용(연구자명, 소속등을 삭제한 PDF파일)을 각각 제출
(2) 참 가 비 : 논문투고비 30,000원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03-746525 예금주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입금시 ‘참가자명+2020추계’로 기재 : 예) 홍길동18추계(필히 본인 이름으로 입금)
(3) 원고작성 : 첨부파일 [양식2]2020추계 대학생부문 논문샘플을 다운로드 받아 논문의 원고작성
※ 기본 2쪽 또는 최대 4쪽(짝수)
(4) 제출일 및 제출처 : 2020년 10월 20(화) 18:00까지 학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http://kicaspace.com) → 학술행사 → 제40회 추계학술 학술논문발표대회 (2020) 논문제출 → 논문제출 및 확인
(5)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학회에서 주저자에게 최종파일 제출관계 안내 예정
(6) 순

서 : ①논문발표 신청 → ②논문투고(master@kicaspace.com) → ③심사 → ④최종논문(수정)투고 → ⑤게재등록 및 구두발표

3.2 발표자료제출(구두발표용 PPT) : 2020년 11월 10일(화) 18:00까지 (심사후 발표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1) 제출자료 : 2020추계학술대회 당일 구두발표용 PPT 자료
(2) 제 출 처 : 웹하드 ID : kicaspace, PW : 8241(올리기 전용의 ‘2020추계학술대회 대학생부문’ 폴더에 업로드)
※ USB 메모리 등에 저장 후 본인이 지참하여, 발표장에서 직접설치후 발표 (일정에 따라 대학생 구두발표는 생략될수 있음.)

4. 심사 및 특전
4.1 심사 위원 : 본 학회 회원중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그룹에서 선정하여 위촉
4.2 우수논문상 : 제출된 논문중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논문집에 게재하고, 이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대회 당일
우수논문상으로 선정하여 수상

5. 첨부자료
[양식1]2020추계 대학생부문 발표 신청 및 제출서, [양식2]2020추계 대학생부문 논문샘플, [양식3]저작권 및 윤리규정서약서

6. 문의처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준비위원회
homepage : www.kicaspace.com TEL : 02-745-8241 FAX : 02-745-8242 E-mail : master@kicasp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