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1. 본 학회지는 아동심리치료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기
타논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2.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 연구인 경우 1 인 1편을 원칙으
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인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
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1. 투고자( 연구자)는 본인 및 공동 연구자의 소속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논문양식 및 제출양식 참고). <2019.12월 개정>
3. 투고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 하며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다른 학술지의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결정
된 이후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4.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마감은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에 한다.
5.

논문투고는

E-mail(kacpt-journal@hanmail.net)과

온라인

JAMS투고시스템

( https://kacpt.jams.or.kr) 으로 한다. <개정 2019.03.01>
6. 논문 투고 시 논문과 함께 논문 투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편당 심사료 70,000원을
납부한다 . <개정 2015.01.01.>
7. 재심사를 받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 1인당 15,000원을 납부한다.
8.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가 판정
된다. 게재순서는 원고접수 순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여부 및 투고순서는 편집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된다.
8-1. IRB 의 승인을 받은 논문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8-2.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함께 제출한다( 온라인 투고시스템 활용 ).
9.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면수에 따라 부과하며, 별쇄본 10부는 5,000원을 납부한
다. <개정 2019.03.01.>
10.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이나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요
약문 다음에 3-4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 를 국문( 영문)으로 표기한다.

11. 원고는 본문 , 각주 ,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해 A4용지 15매 내외로 하며 , 논문작
성 시 글자크기, 글자체, 줄 간격,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은 <논문 작성 및 제출 양식>
을 따른다. <개정 2019.03.01.>
12.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표를 하고 각주에 기재하며 , 논문작성자 , 지도교
수 순으로 이름을 기재한다.
13. 연구지원, 감사의 글 등 역시 * 표를 하고 각주에 기재한다.
14.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논문의 주 저자( 책임 연구
자)로 간주한다 .
15.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가 갖는다.
16. 기타 사항은 <논문작성 및 제출 양식>과 <투고 관련 사항>을 참고한다.

개정: 2017.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