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무금융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개편 안내

Ⅰ. 논문발표신청
- 접수기한 : 2020년 3월 27일(금)
- 신청방법 : 공지메일의 신청서 클릭

Ⅱ.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세부내용
- 장소 및 일시
· 학술대회 장소 : 플라자호텔 (서울) 22층과 4층의 4개 세미나룸과 1개의 만찬홀
· 학술대회 시기 : 2020년 5월 29일 (금)
- 학술프로그램
· 학술대회 공간 : 4개의 세미나홀과 1개의 만찬홀
· 학술세션 및 프로그램 일정
* 오전 4개 세션
* 초청인사 기조연설 및 오찬
* 오후 8개 세션 (coffee break 포함)
* 시상식 및 저녁만찬
· 세션구성 : 일반학술세션 8개, 박사과정 세션 2개, round table 특별세션 1개,
연기금세션 1개 등
- 향후 학술대회 예정 스케쥴
· 2월 10일 call-for-paper 공지
· 3월 27일 발표신청 완료(심사논문제출)
· 5월 1일 심사결과 통보, 호텔숙박 신청, (온라인)등록자 안내 메일 발송
· 5월 8일 최종논문 제출, 학회참석 온라인 신청 및 호텔숙박 신청 완료
· 5월 15일 참석자 최종명단 완성 및 팜플렛 온라인 발송
· 5월 29일 학술대회 개최

- 1 -

Ⅲ. 참가비 및 참가자 혜택
· 3만원 참가비 (사전납부전제, 현장납부시 5만원)
· 세션사회자에게는 30만원, 토론자에게는 10만원 수고비 제공
· 지방 참가자의 경우 숙박/교통비 지원
* 5/28, 29 최대 이틀간 숙박비 지원, 2인1실의 경우 전액, 1인1실의 경우 반
액지원 cf. 플라자호텔의 경우 1박기준 25만원 숙박비 (추후 조정 가능)
* 교통비의 경우 KTX일반석기준 실비 지원
· 모든 참가자들에게 사은품 지원. 단 오찬 또는 만찬 참여를 전제로 함
⇒ 오찬 및 만찬 뒤 이름표 반납시 참가비(3만원) 수준의 현금성편의카드 선물
· 기존의 KAFA 지원금은 생략하되, 해외에서 참가하는 분들에 한해 해외우수논문
상(3인)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토록 함
· 기존의 우수논문상의 재정리 및 수상금액 상향조정
* 기존 최우수, 우수논문상 대신 후원사이름의 논문상 수여: 한화자산운용(2명
200만원씩), KB금융지주(1명 200만원), 금투협(1명 200만원), 국민연금(1명 200
만원), 이봉수논문상(1명, 200만원), 해외연구자논문상(3명, 100만원씩), 박사과
정우수논문상(2명, 50만원씩) 등 11명 수상 (상금액 1600만원)
* round table 특별세션의 경우 사회자의 재량으로 인센티브 제공 가능
cf. 기존의 경우 최우수논문상 1편(상금 200만원), 우수논문상 편(상금 100만원),
박사과정 최우수논문상 1편(상금 50만원), 박사과정 우수논문상 2편(상금 30만
원), 이봉수논문상 1편(상금 200만원), 연기금우수논문상 1편(상금 100만원) 등
7명 수상(상금 최대 710만원)
· 향후 학회공동으로 지원할 신진학자 AFA참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과거 3년간
공동학회 참가실적(2년 이상)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설정함
* 개별학회 연구비지원사업대상자 선정시 일정기간(직전 3~5년 등) 동안 학술대
회 참가실적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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