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지식펜 장학금 경진대회 



  반사회적인 논문 표절과 논문 대필을 막고 대한민국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윤리 정립에 힘쓰고 있는 논문컨설팅 1등 기업 ㈜ 지식펜에서 2017년  

  가을을 맞이하여 장학금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가. 주최 : 한국안전연구학회 

  나. 주관 : ㈜지식펜 

  다. 목적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진연구자들의 아이디어 공모 

  라. 주제 : 안전사회로 가는 길 

                 - ‘안전’을 주제로 한 제반 연구계획서 쓰기. (A4 20페이지 이내) 

  마. 원고접수 : 2017년 12월 15일(금) 자정까지 지식펜 홈페이지에서 

  바. 원고심사 : 마감일로부터 1주일 (예정) 

  사. 시상식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아. 장학금 :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 각 1명씩 선발,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지급 예정 

1. 대회 개요 

바로가기 

http://m.knowledgepen.com/estimate/estimate_event


2. 대회 개최 인사말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한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사고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멀게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에서부터 최근 세월호 침몰, 식품안전사고, 교통재해 등 다양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사회의 안전이 위태로운가? 이 주제는 우선 학자들이 그 현상을 밝히고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학계의 관심과 연구의 깊이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반사회적인 논문표절과 논문대필을 막고 지식생산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식펜과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온 한국안전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완성된 논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위논문 계획서나 학술지 등재를 위한 연구계획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뜻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컨설팅 1등 기업, 

지식펜 대표 박원수 
한국안전연구학회 

회장       설계경 



3. 대회 심사기준 

◎ 주제의 차별성: 25점 
 - 사회적 중요성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 
 - 선행연구와 얼마나 차별화 되는가? 
 - 관련 동영상 : 1#, 2#, 3# 
     
◎ 선행연구검토: 25점 
 -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량은 적절한가? 
 - 관련된 선행연구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관련 동영상 : 1#, 2#, 3#, 4# 
     
◎ 데이터수집 설계: 25점 
 - 연구질문에 대한 데이터 수집 설계는 타당한가? 
 - 데이터의 대표성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 학술적 글쓰기: 25점 
 - 학술적 글쓰기 5대원칙은 잘 준수하였는가? 
 -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XTpP6SaLzJo�
https://youtu.be/r-YrnZDhJxo�
https://youtu.be/6hn2NwS594w�
https://youtu.be/gJIKbqGUvTI�
https://youtu.be/FmolcxVHqKc�
https://youtu.be/mP0G-5NHQuQ�
https://youtu.be/p4yx-wmVlpE�
https://youtu.be/YnbqVivXD8g�
https://youtu.be/YnbqVivXD8g�
https://youtu.be/YnbqVivXD8g�


4. 대회 유의사항 

1.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발표되거나 등재된 원고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이번 경진대회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완성된 논문은  한국안전연구학회지에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문서 파일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hwp)에 한정합니다. 

   지정 서식 

   - 글꼴 : 신명조, 휴먼명조, 함초롬바탕 등의 기본글꼴 사용  

   - 큰제목 : 16pt / 중간제목 : 14pt / 소제목 : 12 pt / 본문 10pt~11pt 

   - 줄간격 : 160% / 자간 : 100% 

   - 여백은 아래아 한글 문서 A4 기존 여백 설정을 준용합니다. 
 

4. 원고분량은 본문을 기준으로 총 4,000단어 (A4 20페이지) 이내입니다. 



5.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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