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EI

International Paper & Idea Competition

국제 환경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2018. 8. 27 ~ 10. 21

일정

Submission & Announcement Date

응모작 제출: 2018년 8월 27일(월) ~ 2018년 10월 21일(일) 24시까지

Submission: Monday, August 27, 2018 ~ Sunday, October 21, 2018

수상자 발표: 2018년 11월 23일(금)

Announcement: Friday, November 23, 2018

응모분 야

Topics

논문 부문

•물관리 일원화,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신기
후체제(Post-2020), 기후변화적응, 환경정보, 환경보건, 환경경제, 기후변화, 환경
관리 및 환경평가, 생활환경 등 KEI의 전 연구 분야를 포함한 자유주제

Pape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ost-2020

Idea 

•Proposals on the application of best practices from environment research fields includ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regime, climate change adaptation, other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environmental information, environmental health, environmental economic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evaluation, etc.

아이디어 부문 •수질, 토양오염,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화학물질, 독성물질, 학교위생보건 등 환경 관련

전 영역을 포함한 자유주제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를 자유롭게 제안

water quality, soil pollution, energy saving, resource circulation, chemicals, toxic substance,
climate change, and related topic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응모자격
논문 부문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논문 제출일 기준으로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 (2018년 8월 이후 졸업자 가능)
•공동 연구(최대 3인 이내)인 경우, 모든 참여자가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예: 공동저
자로 교수가 포함된 경우는 응모자격 미달)

Applicant Qualification
Paper

•교수, 연구직 등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제외

아이디어 부문 •만 19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 누구나 가능
Idea 

•Applicants must be, at the time of application, either enrolled in a first university degree or grad-

uate school program. (Students graduating in and after August 2018 are eligible)
•In case of a joint research (maximum of 3 students), all participants must satisfy the above
qualifications. Only student-authored papers are eligible for the competition.
•Professionals from the related fields are not allowed to apply for the competition.
•Applicants must be, at the time of application, over the age of 19.

응모 요령
논문 부문

Application Method

•국문논문은 참고문헌 포함 A4 용지 20매 내외
•영문논문은 단어 5,000자 이하로 참고 문헌은 별도 (Double-spaces, Times
New Roman, 12pt font, 1 inch margin)

Paper

•Completed papers (English) should be a maximum of 5,000 words in length (References and appendix-

Idea 

•Multimedia Contents such as Cardnews , Infographics, Motion graphics.

es are not counted) and be in an appropriate format (Double-spaces, Times New Roman, 12pt font, 1
inch margin) following the guidelines of the Chicago Manual of Style.

아이디어 부문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용 창작 콘텐츠 파일1개, 콘텐츠 내
용 설명을 위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10장 이내

•Completed slides for explanation of the contents should be a maximum of 10 pages in

length.

※ 자세한 사항은 KEI 홈페이지 (www.kei.re.kr) 공고 참조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KEI Website (www.kei.re.kr/eng/main.kei)

제출방법

Submission Guideline

•(공통) 참가신청서 1부
•(논문) PDF 파일 1개, 모든 응모자의 재학증명서 각 1부

•(All) 1 application form

•(아이디어)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용 창작 콘텐츠 파일 1개, 내용 설명을
위한 PPT 슬라이드 파일 1개

•(Paper) Completed paper in PDF format, Scanned copy of certification of enrollment for all applicants.

•이메일 접수 : sykim@kei.re.kr (방문접수 불가)

•(Idea) Completed proposal in Cardnews, Infographics, Motion graphics format, Completed slides for explanation.

•문의처 044-415-7732

•Please email all relevant documents to sykim@kei.re.kr
•Contact Information: +82) 44-415-7732

시상내역
논문 부문

Awards

•KEI 원장상(1편) : 상금 2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1편) : 상금 2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1편) :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3편): 각 50만 원

Paper

•KEI President Award (1 team): 2,0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I president
•K water President Award (1 team): 2,0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 water presiden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President Award (1 team): 2,0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co president
•Honorable Mentions (2 teams): 1,0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I president
•Finalists (3 teams): 5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I president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1편): KEI 원장상 및 상금 50만 원
•우수상(2편): KEI 원장상 및 상금 각 30만 원
•장려상(4편): KEI 원장상 및 장려상 각 10만 원

Idea 

•KEI President Award (1 team): 5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I president
•KEI Honorable Mentions (2 teams): 3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I president
•KEI Finalists (4 teams): 100,000 KRW and a certificate from KEI president

응모 시 유의사항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응모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등
발생하는 분쟁은 응모자가 책임져야 함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논문 및 아이디어는 국내외 미발표작이어야 하고, 표절이 확인될 경우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상이
취소됨
•수상작에 대해 향후 KEI는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KEI는 수상자와
별도로 합의하며, 이에 수상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논문의 경우, 수상작을 타 학회지 등에 투고 시 「2018 KEI 국제 환경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작임을 명시할 것

주최

후원

General Rules
•The copyright of the work belongs to the author, and the applicant is responsible for any disputes
arising from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ll the materials used in the work.
•The submitted papers and slides will not be returned.
•The work should be unpublished. Application or award may be revoked as a penalty for plagiarism.
•KEI may modify or use the works in the future with prior consent of the author. The author should
cooperate with KEI in the process.
•The author of a winning paper must indicate that the paper has won the “2018 KEI International Paper and Idea Competition” when submitting it to another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