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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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학술지「공공안전학연구」제2권 2호 논문 공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은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책?법제도?안전관리 기법 등 연구
결과를 학계와 경찰 및 사회안전?질서유지 기관에 공유하여 공공안전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안전학 분야의 조사 및 연구, 학술지 발간, 콜로키움 개최 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공공안전학연구」 는 경찰관 직무집행과 관련한 대테러?집회 시위?산업 보안 분야를
비롯하여 대형 재난?안전사고?위기관리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全 분야에서의 통섭적 연
구를 위해 2020년 창간되었으며 연 2회(2·8월) 발간됩니다.
4. 2022년 「공공안전학연구」 제2권 제2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사
오니 공공안전학 영역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교수님, 연구
원, 대학원생 및 경찰 실무경력자 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논문을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논문주제: 법학?행정학?경찰학?형사정책학? 범죄학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분야
2. 투고마감일자: 2022년 6월 30일 (목) 24시
3. 발간예정일: 2022년 8월 31일
4. 논문투고자격 : 국내외 대학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5. 투고방법
1) 붙임에 있는 논문투고지침 및 표절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을 참고
2) 공공안전학 전자우편(publicsafety20@daum.net)으로 송부
※ 투고신청서, 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는 서명(또는 날인)한 스캔
본을 송부하고, 논문투고에 관련된 모든 저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동의서 작성
※ 논문 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파일을 동시에 제출
3) 원고의 분량은 작성예시 용지기준 15매 내외로 하되, 최대 25매를 초과할 수 없음
6. 게재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
※ 접수된 원고는 교내/외 전문가들의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편집위원회 심의 후

게재여부 결정
※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단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
7. 문의처
※ 공공안전학연구 전자우편 : publicsafety20@daum.net
※ 편집간사 박지혜 : 010-3926-6146

붙임 1. 공공안전학연구 투고지침 (1부).
2. 공공안전학연구 투고신청서 (1부).
3. 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1부).
4. 공공안전학연구 논문작성형식 (1부).
5. 논문작성 서식(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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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20531-1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연구행정계

전화번호 041-968-2854

팩스번호 041-968-2580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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