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책』제27권 제1호 원고 모집 안내 ◎
기한 연장: 2020. 1. 31 (금) 까지
『한국사회정책』은 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료 및 보건정책학, 정치
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제간 연구가 포괄되는 전문적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청년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게재료를 인하하는 한편, 온라
인 출간으로 전환하고 모든 회원분들께 원문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는 저널이 되고자 합니다.
1. 주제: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료 및 보건정책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등
2. 논문 제출 방법
① 한국사회정책학회 JAMS (http://kasp.jam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우측 'Quick Link' 메뉴에서‘신규논문제출’선택.
③ 논문 투고 과정 진행.
④ 논문 파일 업로드 시, 반드시 저자 정보 및 지원금 사사 표기 삭제 후 업로드.
⑤ 아래 문서는 편집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별도 제출. (kaspeditor@daum.net)
- 저자 정보와 지원금 사사 표기가 포함된 논문 원본 파일.
- 저작권 이양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다운로드)
⑥ 영어 논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논문 제출 시 주의사항
① 논문투고규정에 의거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습
니다. (투고안내)
② 투고 시, 심사료 100,000원을 편집위원회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③ 투고 시, 저자 중 최소 1 명의 학회가입이 필수입니다. (학회가입 안내)
4. 논문 제출 마감일: 2019. 1. 15. (연장: 2020. 1. 31 (금) 까지)
(이는 제27권 제1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제출 마감일이며, 논문은 수시로 접수함)
5. 발행예정일: 2020. 3. 31.
6. 게재료
① 학회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한해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재료 금액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공지합니다.
② 연구비 미지원 논문: 기본 25페이지 20만원
③ 연구비 지원 논문: 기본 25페이지 30만원
④ 청년연구자 논문: 기본 25페이지 10만원
☞ 청년연구자 기준 (‘가’와 ‘나’ 모두 충족 시)
가. 청년연구자 단독 연구 또는 청년연구자간 공동 연구.
나. 석사/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이고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박사학
위 취득 후 5년 이내이고 소속이 없으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⑤ 추가페이지 당 1만원 추가됩니다.
『한국사회정책』에 연구자님의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편집위원회 이메일 (kaspeditor@daum.net)
편집위원회 계좌: 우리은행 1002-460-238724, 예금주: 김수완 (편집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