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가 2022년 2월 하순에 발간될 예정입니
다. 이를 위해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글과 2021년도 학술활동(2021년 1월 1일~12
월 31일 동안의 업적과 활동)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래 ‘원고 제출’과 ‘원
고 작성 요령’을 참고하셔서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는 2021년 9월 30일까
지, 2021년도 학술활동 보고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좋은 글을 투고하시어, 2021년도 『서울
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021년도 활동기록을 남기셔서, 지금도 재임
시절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널리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원고 종류 : 논설, 칼럼, 수상(시, 산문, 단편소설 등).
O 원고 분량: 편당 A4 용지로 10매 이내.
O 원고 마감: 2021년 9월 30일.
O 예상 원고 편수: 30 편 내외.
O 유의 및 참고사항 :
1) 단과 대학 차원의 설립 및 발전에 관한 회고담 원고를 환영합니다.
2) 작고하신 명예교수님의 추모사(사진, 출생, 학력, 학문적 업적, 사회적 기여,
상훈 등 5쪽 이내)를 부탁드립니다.
3) 원고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지 용어의 이해 전달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사만 괄호 안에 한자나 외래어를 명기할 수 있습니다.
4) 투고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드림
원고 제출
● 원고의 종류
(1)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
투고는 1인 1편에 한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마감 : 2021년 9월 30일.
(2) 2021년도 학술활동 보고(기간: 2021. 1. 1~2021. 12. 31.)
원고 마감 : 2021년 12월 31일.
● 보내실 곳: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 313-2호
명예교수회보 편집담당 간사 박혜진
이메일: emer@snu.ac.kr 전화: 02-880-9019

원고 작성 요령

※ 원고 작성 시에는 아래 투고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분량은 글자 11포인트, 행간 160%, 자간 100%, 좌우여백 3센티미터로 하여
A4 용지 최대 9쪽 이내(회보 인쇄본 10쪽 이내), 또는 글자 수로 13,000자(자간
포함)나 200자 원고지 65장 이내입니다.
(2) 모든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작성하시되, 꼭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는 등기우편
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메일 (emer@snu. ac.kr)에 첨부파일로 보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논설이나 칼럼, 나의 제언 등은 그 원고에 저자 성명과 아울러 전 소속 단과대학
명과 학과(부)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술활동보고에서 저서, 연구논문, 보고서, 강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등은 아래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고 기록항의 맨 끝에 기간이나
연, 월, 일을 달되 그 표기는 ‘yyyy. m. d.’ 방식(예 2012. 3. 2.)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저서, 역서, 편저>
저자(들)명: 서명. 총 쪽수, 출판사명, (출판)연. 월. 일.
(예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실기교육방법론. 총 484쪽, 교육과학사, 2012. 1.
20.
(예시 2)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 (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우사, 2012. 10. 5.

<작품 또는 연주>
발표자명: 작품명. 발표 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백병동: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vn. 김민, vc. 나덕성, pf. 장혜
원), 제1회 대한민국 예술원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2. 3. 30.

<전시>
발표자명: 작품명. 전시명칭, 전시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한운성: Pimento. 판화공방,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갤러리, 2012. 9. 19~12.
26.

<보고서>
저자(들)명: 보고서 제목. 총 쪽수, 보고기관명, 연구기관명, (출판)연. 월. 일.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예시) 박삼옥, 남기범, 구양미 외 1명: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CSTEP 정책연구 2012-1). 총 117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 12. 3.

<논문>
저자(들)명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게재쪽) oo~oo쪽. 다만 온라인 학
술지일 경우 doi 기재.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Ha KJ, Ho KY, Lee SS, et al.)
(예시 1) Yeo

SR, Jhun JG, Kim Y (2012) Intraseasonal variability of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based on the El Nino influ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East Asian summer monsoon.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48(1), 43-53.
(예시 2) Ha KJ, Ho KY, Lee SS, et al. (2012) Variability in the East Asian
Monsoon:

A

review.

Meteorological

Applications,

doi:

10.1002/met.1320.
(예시 3) 변재현, 김현수, 박성현 외 1명 (2012) 지속가능과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발. 지속가능연구, 3(2), 21-36.
(예시 4) 오병남 (2012) 예술과 창의성의 개념-I.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학
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51(1), 1-25.

<학술회의>
발표자(들)명: 발표 제목. 행사명, 주관기관명, 장소, 연. 월. 일. (단, 단순 참석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Ha
KJ, Ho KY, Lee SS, et al.)
(예시 1) 이동녕, 한흥남, 최현식: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 of copper sheet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2012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창원컨벤션센터,
2012. 10. 25.
(예시 2) 안휘준: 한국미술의 특징. 2012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술세미나,
공주대학교 입지관 시청각실, 2012. 1. 17.
(예시 3) Je HK, Chon HT: Regional and detailed survey for radon activities
in soil-gas and groundwater in Okchon zone, Korea. 2012 European

Geosciences Union, Vienna, Austria, 2012. 4. 23~27.

<강의 및 특강>
강의제목. 강의 기관명,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1) Overview of bone biology. 한국치주과의사회, 강남파이낸스센터, 2012.
10. 22.
(예시 2) 지구의 화학탐사 특론.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2012. 8. 30~12.
13.
특강주제. 특강 기관 부서명,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장안과 북경-중국역사와 학술문화의 특징을 찾아서. KAIST, KAIST 경영대학
슈펙스 경영관, 2012.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봉사 및 공공 활동 직책명. 봉사 및 공공 활동기관 및 부서명,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1) 심사위원. 우수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2012. 4. 3.
(예시 2) 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심사위원회, 2011. 3. 1~현재.
(예시 3)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2. 6. 1~2015. 5. 31.
(예시 4) 심사위원장. 중앙훈련경연대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7. 18~19.

<기고문>
주제. 발표지. 쪽수, 연. 월. 일.
(예시 1) 오늘 우리 시조의 자리매김 문제. 서정과 현실 19호, 12-22쪽, 2012. 9. 30.
(예시 2) 인문학 시야를 넓히자. 교수신문 제640호 A 27면, 2012. 4. 16.
(예시 3)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교육의 방향. 교육정책포럼 234호, 8-13쪽,
2012. 12. 10.

<연구>
연구자(들)명: 연구주제명. 연구지원기관명, 연구기간.
(예시) 홍길동: 전기자동차 급전선 보호회로 개발. KAIST. 2012. 3.1~2013. 2.28.

<동정>

시상: 성명: 시상 명칭, 시상 기관, 연. 월. 일.
(예시) 2012년도 암반공학회 총회에서 ‘일암 논문상’ 시상. 2012. 10. 17.
수상: 수상 명칭, 수여 기관, 연. 월. 일.
(예시) 제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2012. 7. 12.
인사: 직책명. 인사 기관명, 임기 또는 (발령)연. 월. 일.
(예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2012. 3. 1.
행사: 행사명. 행사 주체 및 직책. 장소, 연. 월. 일.
(예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2012. 1. 25.

<기타 근황>
방송 및 신문 대담, 워크숍, 현장답사, 국제협력, 기술자문, 특허, 공로패, 출판기
념회, 공적인 교육지도, 장학금 및 발전기금 희사, 모금운동 및 후원행사 등(단, 행
사나 학술대회의 단순 참석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예시 1) 3∙1절과 독도문제 대담, MBC 라디오, 2012. 3. 1.
(예시 2) 한정된 연구비 따기 위해 단기성과 연구집중 악순환 대담. 세계일보, 2012.
10. 24.
(예시 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2012. 1. 9.
(예시 4) ㈜동현시스텍의 고속예인 전차시스템의 제어논리 설계 기술자문. 2012. 1~4.
(예시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대화 프로그램을 분당 중앙고등학교 및 낙생고
등학교에서 운영.
(예시 6) “직류전류 측정용 자기센서” 특허 등록 제10-1203485호. 2012. 12. 15.
(예시 7) 정년 기념 문집(한국 근∙현대사 개관) 헌정 받음. 2012. 4. 5.
(예시 8)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기념축사. 2012. 10. 9.
(예시 9) 졸업 최우수학생 장학기금 1억원 출연. 2012.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