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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셉테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한
국셉테드학회지(Journal of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by
Environmental Design,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학회지의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한다.
제4조【발행일】학회지는 연2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2012. 5. 25. 개정).

제5조【학회지의 전자출판 등】① 학회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학문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
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단, 전자출판에 동의하지 않는 투고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당해 논문
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2장 투고 및 심사
제6조【원고모집과 투고자격】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발간일로부
터 2개월 전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마감하기 전에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원고모집기
간을 두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논문형식과 집필요령을 작성하여
학회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④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2014. 6. 30 신설)

제7조【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① 학회지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도
시, 건축, 주거, 지리, 경찰, 경비, 행정, 사회, 법학, 형사정책, 공학, 컴
퓨터학 등)의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의 영
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셉테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2014. 6. 30. 신설)
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
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4. 6. 30. 신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게재할 수 있다.(2014. 6. 30. 신설)

제8조【투고의 방식과 논문의 제출】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한글｣의 문서분량 기준, A4용지 20매 분량) 내외로 하며, 이 분량을 초과
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1매당 2,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는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
사 후 게재가 결정된 경우 게재를 위해서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료를 면제한
다.(2014. 6. 30. 신설)
③ 위 2항의 규정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④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형식과 집필요령은 [별표 1]과 같다.(2014. 6. 30. 신
설)
⑤ 논문의 제출은 . 제출시시는 [별표 6]에 따라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70

일 전까지 논문기고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윤리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원고파일
을 전자우편으로 편집간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
하여야 한다.(2014. 6. 30. 신설)

제9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접
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14. 6. 30. 신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
한 관계가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
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셉테드 분야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
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절차】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학문
적 기여도와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
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 작성 시 심사점수를 근거로 종합판정을 하며
“수정요청사항” 또는 “심사의견”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단, 300자
이상의 심사의견은 [별표 3]의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첨부파일을 첨부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이 의심되거나 기타

편집위원회에 공개할 심사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⑥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심사점수는 3인의 심사위
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300점을 총점으로 하며,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게재가능(255-300), 수정후게재(210-254),
수정후재심사(180-209), 게재불가(0-179)로 최종판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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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편집위원장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
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
여 심사를 의뢰한다.
⑦ 재심사는 제5조 제5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재심결과 ‘게재가’,
‘수정후 게재’의 평가점수가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불가’로 최
종 판정한다.

⑧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토론자 포함)에 의한 심사를 거
쳐 편집위원장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한다.
⑨ 학회지의 심사절차는 [별표 6]의 기간에 따라 행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정지시】①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에 대하여는 심사의견을 전달하여 수정지시를 한다. 투고자는 다음 차수
논문 투고 시 수정지시에 대한 반영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단, 300자 이
상의 의견은 [별표 5]의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
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
다고 여길 때는 내용의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이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장
이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료의 지급】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납
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형식과 집필요령
Ⅰ. 논문형식
1. 원고는 제목, 투고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ㆍ영문), 투고자 이름(국ㆍ영문), 투고자의 소속기
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투고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제일 앞에
기재된 투고자를 제1저자로 본다.
5. 국ㆍ영문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하고, 선정된 주제어는 제
목, 국문 및 영문요약 내용 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6. 외래용어 및 외국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외국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
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에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
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7.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원고작성 시 집필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원고작성 시 집필지침
[본문주]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
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하여 참고
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page 표기는 출판년도 다

음에 곧바로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표기한다. 또한 한 번에 여
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1) 저자가 분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저자, 발행년, 인용면수)
○ 최진혁(2014: 26)에 의하면 …
○ 이경훈(2011: 31)과 강부성(2013: 32)의 연구에서도 …
○ Newman(1972: 10-15)의 주장을 수정하여 …
○ 김청권(2014: 33)과 Jeffrey(1971: 34)를 들 수 있다.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국내만
해외만
혼 합

… 입장을 취하고 있다(최진혁, 2013; 김청권 외, 2012;
이경훈, 2011).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Green & Taylor, 1988:
205; Eisenberg, et. al., 1973)
… 라고 볼 수 있다(Newman, 1972; 이경훈, 2011).

3)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
4) 특별한 저자가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경찰청(2010: 154)에 따르면
5)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et al.)”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국내만
해외만

○ …이다(이경훈, 강부성, 최진혁, 2013: 57).
○ …이다(이경훈 외, 2013: 82)
○ …이다(Andresen, Brantingham, Kinney, 2010: 108)
○ …이다(Andresen et al.),

6) 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 … 라고 볼 수 있다(송정화, 2011a: 34).
○ … 라고 하였다(송정화, 2011b: 12).
7)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저자, 발행월일, 인용면수)
○ ... 라고 주장한다(하미경, 2005. 11. 7: A33).
○ ... 생각했다(Bruni, 2003, December 26, B22).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 ○○년 ○○월 ○○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년 ○○월),
page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9)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 제작년월일,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 …이다(김도우. 2013.9.27 “범죄율 높은 김해·목포·통영... 그 이유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
D=A0001909670, 2007. 10. 2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
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 예 …하였다.1)),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
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한글 자음의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의 순으로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저술제
목의 한글자음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
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인 경우[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항]
○ 이경훈 (2011), ｢한국셉테드사｣, 서울: 박공사.
○ 이경훈ㆍ강부성ㆍ최진혁 (2012), ｢셉테드원론｣, 서울: 한국셉테드
학회.
2) 일반논문인 경우[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권(호):
페이지]
○ 주희종 (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셉테드학회지｣, 9: 87-121.
○ 이종범 ․ 김준한 ․ 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3) 학위논문인 경우[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
여기관명]
○ 정진환. (1979), “한국경찰교육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김창준 ․ 안영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
서 ․ 김광웅 (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5) 기타 저자가 없는 경우
○ 경찰청. (1993), ｢1992 경찰사료연감｣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6)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 최응렬. (2005),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4. 26: 33.
7)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 ○○년 ○○월 ○○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년 ○○월),
page를 기재한다.
○ ｢중앙일보｣ 2005. 4. 26: 33.
8)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 Weisburd, David and Braga, Anthony A. (eds.). (2006),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Cambridge, New Y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Journal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 Powell, Dennis D. (1990), “A Study of Police Discretion in Six
Southern Cit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1): 1-7.

10) 번역서의 경우
○ Hirschi, T.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김인필 역), 서울:
박영사(원서출판 1990).
11)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 …이다(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
ac.kr /2007. 10. 20).
[기 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
다.
I. 로마숫자(글자크기: 12 진하게, 중앙으로)
1. 아라비아 숫자(글자크기: 10 진하게(이하 같음), 2칸 들여쓰기)
1) 한글(4칸 들여쓰기)
(1) 괄호숫자(6칸 들여쓰기)
① 동그라미 숫자(8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한글(9칸 들여쓰기)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설명주는 “주 : 1), 2), 3)”으
로 시작하고(※ 주: (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3.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4.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
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그림은 전산출력물을 사용하며, 그림에 기입할 문
자 역시 전산출력 문자를 사용한다. 사진의 경우 원본 중 선명한 것을 사용
한다. 그림파일의 종류는 심사단계에서는 TIF, GIF, JPEG, PPT 파일이

모두 가능하나, 일단 게재가 승인된 경우는 TI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컬러 그림의 경우는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GB의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제
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의 사이즈와 해상도는 논문이 인쇄되었을 때 그
림의 질적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고규정을 잘 지키도록
한다. 특히 그림의 사이즈가 작지 않도록 주의한다. Line art(그래프, 차트
등)는 800dpi 이상으로 하고, 컬러사진은 적어도 300dpi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림의 사이즈를 판단할 때는 photoshop에서 actual pixel로 해당
그림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도록 하며, print size나
image size가 적어도 실제 인쇄될 그림 사이즈보다는 커야 한다.
5. (단위 및 기호) ① 모든 단위는 SI unit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SI unit 이외의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한다(예: 페인트 1통
(20L) 시멘트 1포대(40㎏)) ③ 단위기호 및 양(量)기호는 한국산업규격
의 단위기호, 양기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7.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
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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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저자명 (역할). (발행년). 표제 (역할을 달리한 저자) (판차, 권차). 발행지: 출판사
*주의 : 한글의 경우 저자명 다음의 마침표 생략,
한글저서명은 「 」안에 표기하고, 영문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최인수, 2011: 51)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서울: 쌤 앤 파커스.
(Townsend, 1985: 43-44)
Townsend, R. M. (1993). The medieval village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연구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연구자명 (발행년). 논문명, 자료명(발행단체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주의 : 한글의 경우 저자명 다음의 마침표 생략,
한글의 경우 논문명은 “ ”(따옴표) 안에 저서명은 「 」안에 표기하고,
영문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김은영, 2009: 20)
김은영 (2009). “협동학습이 여자대학생의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
취에 미치는 효과”,「교육학 연구」, 47(2), 1-24.
(Bekerian, 1993: 675)
Bekerian, D. A. (1993). In search of the typical eyewitness. American
Psychologist, 48, 674-676.
(연구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연구자명. (발행년). 논문명, 학위유형, 지역명: 학위수여대학.
*주의 : 한글의 경우 저자명 다음의 마침표 생략,
한글의 경우 논문명은 “ ”(따옴표) 안에 학위유형은 「 」안에 표기하고,
영문논문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김도우, 2012: 65)
김도우 (2012). “온라인 게임 중독청소년의 비행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
국대학교 대학원.
(Jackson, 1984: 44-45)
Jackson, J. B. (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bia: University of Missouri.
(저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저자명 (역할어). (발행년). 제목. 발행지: 출판사
*주의 : 한글의 경우 저자명 다음의 마침표 생략,
한글저서명은 「 」안에 표기하고, 영문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이황우ㆍ김진혁ㆍ임창호, 2014: 51)
이황우ㆍ김진혁ㆍ임창호 (공저). (2014). 「경찰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Robinson, 1992: 107)
Robinson, D. N. (Ed.). (1992). Social discourse and moral judgment. San Diego,
CA:Academic Press.
*내주에는 역할어 표시 없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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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on, 1998/200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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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on, P. (2001).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론: 고객 만족을 위한 도서관 경영 (이
은철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원서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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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e, 1814/1951: 117-118)

참고
문헌

Laplace, P.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I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in 1814).

참고문헌

영
문

저자명 (발행년). 제목 (역할어). 발행지명: 수록페이지. 발행지: 출판사.

(윤재홍, 2006: 90)

참고
문헌

윤재홍. (2006). 마당의 교육인간학.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 (편). 교육의 역사
철학적 지평: 오인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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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ro, 1992: 76)

참고
문헌

Massaro, D. (1992). Broadening the domain of the fuzzy logical model of
perception. In H. L. Pick Jr., P. van Broek, & D. C. Knill (Eds.), Cogni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51-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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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내주

한
글

(저자명, 원본 출판연도/ 번역본 출판 연도: 인용면수)

(저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저자명. (발행년). 제목. 검색일자, URL

내주

(보건복지부, n.d.) *n.d. - no date(발행년도 없음)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n.d.).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설명자료, 2000년 6월 25일 검
색, http://www.mohw.go.kr

내주

(Nielsen, n.d.)

참고
문헌

Nielsen, M. E. (n.d.) Notable people in psychology of religino. Retrieved Ausust
3, 2001, from http://www.psywww.com/psyrelig/psyrelpr.htm

*편저서, 편찬서, 주석서

[별표 2]

『 한국셉테드학회지』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
2. 게재예정지 : 한국셉테드학회지

제

호(

년

월

일 발행예정)

3. 초심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표 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등급기준
점수
평가기준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4

5~8

9~12

13~16

17~20

점수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전개의 논리성
④ 연구내용의 독창성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총점 [

/100 ] 점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구분
(점수)

게재 가
(91~100)

수정후 게재
(81~90)

수정후 재심사
(71~80)

게재 불가
(0~70)

해당란에 ○표시

===========================================
============
○심사위원 인적사항
성명 :

(인)

소속 :
직위 :
계좌번호 :

(

) 은행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셉테드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3]

『한국셉테드학회지』 논문심사 소견 및 수정의견(초심)
논문제목
심사결과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별표 4]

『한국셉테드학회지』논문심사 소견 및 수정의견(재심)
논문제목
심사결과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별표 5]

『 한국셉테드학회지』심사의견에 대한 응답서
논문제목
응답일자

년

수정지시

수정지시
반영결과

기타의견

월

일

반영결과

[별표 6] 논문심사절차도

≪절

차≫

≪처리기간≫

심사위원 선정

≪누적처리기간≫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
논문심사의뢰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
논문심사

심사기간 20일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종료와 동시에 등록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

3일

접수 마감 후 33일 이내

7일

접수 마감 후 40일 이내

7일

접수 마감 후 55일 이내

3일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3일

접수 마감 후 67일 이내

⋮
심사결과등록
⋮
게재여부판정
⋮
1차 수정지시
⋮
수정원고접수
⋮
2차 수정지시
⋮
수정원고접수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 절차 진행
** 총 처리누적기간 7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