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Research News 2022
featuring fascinating research stories from diverse voices

아시아 리서치 뉴스 2022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Benefits of having your research in Asia Research News 2022:
Asia Research News 2022 연구 기고 혜택:

 Expertly written to engage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적 내용

 Beautifully designed to attract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디자인

 Showcased to over 7 million readers
전세계 700 만 이상의 독자에게 공개

Plus
추가사항
Individual PDFs available for each story

각 스토리에 대한 별도 PDF 파일 제공
Stories optimized for readership on multiple platforms and devices

다양한 플랫폼과 다채로운 기기에 최적화된 스토리
Your institution and researcher profile linked to the story

스토리에 연계된 기관 및 연구원 프로필 제공
Social media promotion in selected languages for local readership

현지 독자를 위한 자국어 SNS 홍보
Readership report will be available for each story

각 스토리에 대한 독자 리포트 공유

Submit by Oct. 31, 2021
제출마감일 2021 년 10 월 31 일

Choose from the options below or ask us about a package deal:
하기 옵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며 패키지 딜의 경우에는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search Story
리서치 스토리
Present your study published in a peer-reviewed journal as an engaging story for the public, reaching
new audiences.
피어 리뷰 저널에 발표된 여러분의 연구 내용을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매력적 스토리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Length: 300 - 400 words, designed to fit 1 page.
분량: 300-400 단어, 1 페이지 분량

Price: GBP 875
가격: GBP 875 (~KRW 1,422,750)

Researcher Q&A
연구자 Q&A
Share more of your research journey in your own words. A more personalized way to get to know you
and your research.
연구자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연구 여정을 공유합니다. 연구 내용은 물론 연구자 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보다 개인화된 방식입니다.

Length: 500 - 600 words, designed to fit 2 pages
분량: 500-600 단어, 2 페이지 분량

Price: GBP 1200
가격: GBP 1200 (~KRW 1,951,200)

Feature Article
심층 기사
An in-depth story to showcase your institution’s broader research initiatives. Perfect to let the world
know about major accomplishments and innovations.
여러분 기관의 광범위한 연구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업적과 혁신을 전세계에 알리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Length: 900-1000 words, designed to fit 4 pages
분량: 900-1000 단어, 4 페이지 분량

Price: from GBP 1750
가격: GBP 1750 부터 (~KRW 2,845,500)

Add a podcast or video
팟캐스트 또는 비디오 추가
Make your research story even more memorable with a podcast or video to accompany the written
word. Quote available on request. See some examples from the 2021 magazine
기사에 팟캐스트나 동영상이 추가하여 연구 스토리를 보다 기억에 남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견적이 가능합니다. 2021 년 매거진에 실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dcast: https://www.asiaresearchnews.com/content/virus-hunter
팟캐스트: https://www.asiaresearchnews.com/content/virus-hunter

Video: https://www.asiaresearchnews.com/content/elevating-women-leaders-myanmar
비디오: https://www.asiaresearchnews.com/content/elevating-women-leaders-myan mar

Please continue to next page for Submission form
제출 양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gazine Submission Form
매거진 제출 양식

Submission Type: (use a new form for each order):
제출 유형

(각 순서 별 새 양식을 사용할 것)

__ Research Story: Highlight one published research paper
연구 스토리: 발표된 연구 논문 1 개 강조

__ Researcher Q&A: Interview with a researcher
연구자 Q&A: 연구자 인터뷰

__ Feature Article: In-depth story to showcase broader research initiatives/collaboration
심층 기사: 광범위한 연구 이니셔티브/협업을 보여주는 심층 스토리

__ Podcast: I’m interested in a quote
팟캐스트: 견적 문의

__ Video: I’m interested in a quote
비디오: 견적 문의

Note: Only research published in 2021, to be published or conducted in 2021/2022 will be accepted.
참고: 2021 년에 발표된 연구로 제한하나, 2021/2022 년에 발표 혹은 수행 예정인 연구도 접수합니다.

Lead Researcher Contact Details
책임 연구자 연락처 정보
Some information will be included in the magazine.
매거진에 해당 연락처 정보 일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Name 이름:
Email 이메일:
Institution 기관:
Title or Position ( only one title will be used) 직위 또는 위치 (이 중 하나만 표기할 것):
Website(s)/Institution Profile 웹사이트/기관 프로필:
Social media accounts/blog SNS 계정/블로그:

We will create a profile for the researcher on our platform based on information on this
form. Please let us know if you do not want a profile created.
본 양식의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연구원 프로필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프로필 생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May we contact the researcher directly for more information? Yes / No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연구원에게 직접 연락 드려도 될까요? 예/아니오

Questions for the article/feature in Asia Research News 2022 magazine
아시아 리서치 뉴스 2022 매거진의 기사/특집에 대한 질문
These questions aim to gather key information and context to help us write the best story about your
research or initiative. Please answer as appropriate and where possible, avoid technical terms and jargon.
다음 질문은 귀하의 연구 또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고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주요 정보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적합하고 가능한 경우 답변 요청 드리며, 기술 및 전문 용어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Briefly describe your research or initiative for general audiences: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귀하의 연구 또는 이니셔티브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 What is significant about this work?
해당 연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3. What do you find innovative or interesting about this work?
해당 연구에 있어서 혁신적이거나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What do you find challenging or exciting about this work?
해당 연구에 대해 도전적 사항 혹은 고무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5. What is the timeline for next steps for this work?
일정 상 해당 연구의 다음 단계들은 무엇입니까?

Multimedia (Photos/Graphics/Podcast/Video)
멀티미디어 (사진/그래픽/팟캐스트/비디오)



Provide up to three photos, graphics and podcasts or videos if available.
가능하시다면 최대 3 개의 사진, 그래픽, 팟캐스트, 비디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each, please provide:
각각에 대해 다음을 제공하십시오.

Credit 크레딧:
Caption 표제:


IMPORTANT: Please ensure copyright holders have given permission for Asia Research News to use.
중요사항: 제출한 내용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가 아시아 리서치 뉴스의 사용을 허가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images must be 300 DPI or greater.
모든 이미지는 3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Guidelines: Strong visuals are action shots of people in the lab or field; close ups of research materials or subjects; colorful
microscopy images; landscapes; stunning graphics. Weak visuals include group photos in which everyone is staring at the camera;
and cluttered graphics with too much information in one frame. Podcasts and videos must be high quality and relevant to the
story. If unsure, send the material to us and we will be happy to provide feedback/guidance.
지침: 호소력 있는 비주얼 자료에는 실험실이나 현장 인력의 액션, 연구 자료 및 대상의 클로즈업, 다채로운 현미경 이미지, 조경, 놀라운
그래픽 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단체 사진이나, 한 프레임에 너무 많은 정보가 함축된 복잡한
그래픽은 호소력이 약합니다. 팟캐스트와 비디오는 반드시 고품질로 스토리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 적용에 확실치
않을 경우,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기꺼이 피드백과 안내 사항을 제공하겠습니다.

Submission Instructions
제출 지침

Please email your submission(s) to Aya Kawanishi – a.kawanishi@researchsea.com
제출물을 Aya Kawanishi(a.kawanishi@researchsea.com)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Don’t forget to attach:
다음 사항 첨부를 확인합니다:

1. Completed submission form
제출 양식 완성본

2. PDFs of your research paper(s) or o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연구 논문의 PDF 또는 기타 지원 문서

3. Photos/graphics/podcast/videos (if available)
사진/그래픽/팟캐스트/비디오(가능한 경우)

Submissions are accepted until 31 October 2021.
제출 사항은 2021 년 10 월 31 일까지 받습니다.
Please note: You are welcome to submit as many of each type as you wish to be reviewed by our Editorial
team. You will only be charged for those accepted for publication. We can help identify the best fit for your
research news.
참고: 저희 편집 팀에서 검토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제출물을 각 유형 별로 원하는 만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행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이 청구됩니다. 귀하의 연구 뉴스에 가장 적합한 제출물을 선별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submission, please contact us. We are here to help!
제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항시
대기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