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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제20권 제4호 게재 논문 모집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
지입니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보다 참신하고 역량있는 연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7년
도「교육과정평가연구」제20권 제4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
모 바랍니다.
가. 학술지명 : 「교육과정평가연구」제20권 제4호(2017.11.30. 발간 예정)
나. 논문주제 :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미발표 연구 논문
(교육과정?교과서, 교수학습?교사교육, 교육평가)
다. 논문분량
? 인쇄쪽수 20쪽 이내(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 요약, 참고문헌, 초록 포함하여 최대 30쪽 초과 불가
라. 제출기간 : 2017. 9. 1.(금)~2017. 10. 11.(수)
마. 제출방법 및 제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자료마당 ? 정기간행물
? 교육과정평가연구 - 논문투고” 항목 이용
※ 논문 투고 지침과 편집용 샘플을 참고하여 투고 논문을 작성하여 주십
시오.
※ 논문 투고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투고안내’공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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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준수 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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