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OSCA 특별공로상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회원 중에서 그 동안의 학회 활동 (service)을 통하여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서 매년 1 회 한 분에게 수여함.
2.

자격

KOSCA 의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본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창립과정과 그 이후의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학회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분.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수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이중엽 교수:
JLee@psu.edu). Self-nomination 도 가능함. 해당하는 분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 하는 이유를 제출. 작년에 nomination 받은 분이 학술상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다시 nomination 을 받을 수 있음.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 을 accept 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 을 accept 하신 분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받아 Award Committee 에서
1 분을 특별공로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여 학회 회장에게 추천함.
5. 제출서류
A. 본인이 학회발전에 공헌한 내용을 담은 cover letter

2022 KOSCA 학술상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교수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교수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 회 한 분에게 학술상을 수여함. 학술상을 받은 분은 KOSCA Bylaws 에 따라 평생동안
“KOSCA Research Fellow” title 을 유지함.
2.

자격

A. KOSCA 의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 학회 교수회원 중에서 publication,
funded research, 그리고 conference presentation 등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2022 년 10 월 4 일 까지의 연구활동을 심사대상으로 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수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이중엽 교수에게
이메일로 nomination 함 (JLee@psu.edu). Self-nomination 도 가능함. 해당하는 분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 하는 이유를 제출. 작년에 nomination 받은 분이
학술상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다시 nomination 을 받을 수 있음.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 을 accept 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 을 accept 하신 분 중에서 제출서류를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임명을 받은 분을 포함한 총 3 인의 심사위원에서 1 분을 학술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 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 내용은 Award Committee
이중엽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2022 KOSCA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신진교수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교수회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후 5 년 사이의 Teaching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선정하여 이와 같은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 회 한 분에게 Junior Faculty Award 를 수여함.
Junior Faculty Award 를 받은 분은 KOSCA Bylaws 에 따라 평생동안 “KOSCA Research
Fellow” title 을 유지함.
2.

자격

A. KOSCA 의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 학회 교수회원 중에서 publication,
funded research, 그리고 conference presentation 등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2022 년 10 월 15 일 까지의 연구활동을 심사대상으로 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수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이중엽 교수에게
이메일로 nomination 함 (JLee@psu.edu). Self-nomination 도 가능함. 해당하는 분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 하는 이유를 제출.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 을 accept 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 을 accept 하신 분 중에서 제출서류를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임명을 받은 분을 포함한 총 3 인의 심사위원에서 1 분을 학술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 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 내용은 Award Committee
이중엽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6.
제출서류
A. Cover letter
B. 2022 년 10 월 17 일 까지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편집된 CV

2022 KOSCA Student Paper Award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학생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학생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 우수한 paper 를 집필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 회 1-2
분에게 student paper award 를 수여함.
2.

자격

A. KOSCA 의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학회 학생회원 (2022 년 박사과정
졸업생도 포함) 중에서 우수한 paper 를 집필하여 재미한인범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Paper 가 최근 3 년 이내에 집필한 것으로 한정함. Paper 는 solo-author 또는 first author 인
경우에만 인정함. 또한 paper 가 publish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만 학위 논문은 제외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이중엽 교수에게
이메일로 nomination 함 (JLee@psu.edu). Self-nomination 도 가능함. 해당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 하는 이유를 제출.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 을 accept 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 을 accept 하신 분 중에서 해당논문 한 편을 제출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임명을 받은 분을 포함한 총 3 인의 심사위원에서 한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 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 내용은 Award Committee
이중엽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6.
제출서류
A. Cover letter
B. 해당 논문 electronic copy

제출기간: 2022 년 10 월 18 일 - 11 월 5 일
향후 일정
A. 심사기간: 2022 년 11 월 6 일 - 11 월 10 일
B. 시상식: KOSCA Annual Meeting at ASC (11 월 18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