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논문은 수시 접수하며, 본 학회 편집위원회 E-mail로 송부한다.

7. 논문은 논문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의 순서대로 하며, 다음을 

참고한다.

①논문 제목(국문으로 표시)

②연구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만 국문으로 표기하되, 소속은 이름을 쓴 그 

다음 줄에 표기한다.

 ∘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는 학위취득자(주저자 혹은 제1저자), 지도교수 순으로 이름을 

기재하며, ‘본 논문은 ○○대학교의 석사(박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혹은 ‘본 논문은 

○○대학교의 석사(박사)학위논문임’ 으로 표기하며 이를 각주로 처리한다.

 ∘ 한국연구재단 및 그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에도 

각주로 표기한다.

③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표기는 이름 옆에 * 표시를 하고, 이름/연락처(우편번호 

및 직장의 주소, 전화, E-mail)를 각주로 처리한다.

 예) *교신저자: 김주연/○○대학교 

○○학과/(560-240)전북전주시덕진동415-1/Tel:063)270-2438/E-mail: ABC@daum.net

 IRB 승인번호를 시사해야 함. 

④국문초록(400자 이내)과 3～4개의 주제어

⑤본문은 서론, 연구형태에 따른 본론 내용 전개, 결론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논의에는 

가족치료 이론의 발전, 임상 실천, 정책을 위한 시사점 등을 포함한다.

⑥참고문헌은 본 학회 참고문헌 작성규정(원고작성요령 참조)에 반드시 준거한다.

⑦영문초록은 영문 제목, 영문이름, 소속(학과, 대학), 영문초록(175단어 내외,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시작), 3～4개의 주제어(Keywords)

 ? 영문이름은 이름을 먼저, 성을 나중에 기술(예: Ju-Yeon Kim)하며, 소속은 이름 다음 

줄에 학과, 대학(예: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ABC University)만을 기입한다. 

⑧부록이 있는 경우 <부록>이라고 왼쪽 상단에 진하게 표기하고 부록 제목, 부록 내용을 

기술한다.

8.투고된 논문에 삽화와 도표가 첨부될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논문 접수 시 편당 심사료 10만 원을 지급한다(논문원고 접수 확인 후 송금). 재심료는 

심사 1회당 3만 원이며, 기본 게재료는 인쇄면 10면에 15만 원이다. 초과된 분량은 그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0.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영문초록은 원어민 학자에 의한 영문사독을 통해 교정을 

실시하며, 저자는 영문초록 교정료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1.원고는 원고작성요령에 의해 편집한 후 <논문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의 투고규정 참조), 원고 파일, 논문 투고 신청서와 함께 편집간사 

E-mail로 보내야 하며 이에 준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12.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14.동일한 저자가 2편의 단독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다. 

15.최종 논문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투고자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