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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학술대회”에 관한 건

1. 귀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발표논문 및 사전등록 마감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9년 05월 11일(토)

- 장

소 : 인하대학교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회장

※ 첨부
♠ 2019년 춘계학술대회
1) 장소 : 인하대학교
2) 일시 : 2019년 05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주제 : 환경 안전에서 안전경영의 역할
4) 참가비(중식 포함)
①회원
사전등록 : 50,000원, 현장등록 : 70,000원
②비회원
사전등록 : 70,000원, 현장등록 : 90,000원

(전일제 석사과정)

③학생회원

사전등록 : 10,000원, 현장등록 : 30,000원

*사전등록비는 04월 26일 까지 하나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842-910002-90004 예금주 : 대한안전경영
과학회)
5) 논문접수 마감일은 04월 19일 입니다.

◉ 초록 마감일 : 4월 12일
◉ 논문 마감일 : 4월 19일

◈ 논문모집(CALL FOR PAPERS)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서는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 발
표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논문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 초록 마감일 --------------------- -----------------04월
◉ 논문 마감일 --------------------- -----------------04월
◉ 사전등록 마감일 ----------------------------------- 04월

12일
19일
26일

발표분야
∙ 산업안전
∙ 생산경영

∙화재안전
∙ 건설안전

∙ 보건안전
∙ 생산안전

Full Manuscript 작성요령
◉ 영문 또는 국문 워드프로세서(한글97 이상 사용)를 이용하여 Full Manuscript를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제출시 발표분야(2-3개) 표시, 제목, 저자, 소속, 주소, 전화, FAX, E-mail 주소를 반
드시 기입 할 것.
◉ 다음은 논문작성요령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람. (아울러 논문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논문접수가 불가함을 양지 바랍니다.)
◉ 발표논문 투고요령에 관한 건

아래한글 Ver.3.1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원고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로 접수 가능합니다.)
① 원고 작성은

③ 규격은 문단모양에서 왼쪽여백은 0, 오른쪽 여백은 0, 들여쓰기 0,
줄간격은 150, 문단간격은 0, 낱말간격 0으로 하고,

→ 편집용지에서 용지종류는 A4, 용지방향은 보통, 여백주기는 위쪽 20mm, 아래쪽
20mm, 왼쪽 27mm, 오른쪽 27mm, 머리말 20mm, 꼬리말 15mm, 제본 0mm로하여
100% 인쇄를 합니다.

→ 글자모양에서 크기 11이고 신명조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원고는 4page를 지켜 주십시오.
(논문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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