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차학술대회 구두논문/포스터 신청 관련 FAQ

Q : 다른 학회나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를 접수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된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똑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투고신청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확정이
된 연구의 경우도 똑같은 내용에 대한 투고 신청은 안 됩니다. 추후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발표가 취소되거나 확인증 발급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구두논문/포스터 발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구두논문/포스터의 경우 연차학술대회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할 주저자/대
표 발표자가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발표 신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
다.

Q : 구두논문/포스터 발표가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발표자가 발표할 연구의 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대해 접수나 발표가 불가합니다. 연구를 도와주셨다고 해도 해당 연구의 저
자목록에 발표자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에 발표가 가능합니다.

Q : 발표논문의 연구자 수가 4인 이상으로 많은 연구의 경우, 접수에 제한이 있나
요?
네, 제한이 있습니다. 구두논문/포스터로 발표되는 연구에 등록된 연구자 모두에게
확인증을 발부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자 수가 4인 이
상인 경우 홈페이지 신청 시 ‘비고’ 란에, 연구자별 연구 기여도를 명기해주시면 심
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Q : 발표 신청 후,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포스터 게시
만 해두게 할 수 있는지요? 구두논문 발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
는지요?
포스터 게시만 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발표자가 오실 수 없는 사정이면, 메일로
발표 취소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 확정된 상태에서 구두논문 발표자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메일로 변경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변경 접수 메일 : kca11403@kca.bizmeka.com
취소/변경 접수 내용 : 발표자 성명, 연락처, 투고 논문 발표 부문, 논문명, 변경사유

Q : 논문발표에 따른 심사료나 게재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연차학술대회 사전 등록 기간 안에 사전 참가 등록 접수를 통해 연
차학술대회 참가비를 반드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Q : 논문발표와 관련한 사전 참가 등록 접수 절차와 확인증 발급 기준에 대해 정확
히 알고 싶습니다.
구두논문/ 포스터 발표의 경우 발표자 한 분의 사전 참가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습
니다. 발표 후 확인증은 공동 연구자로 등록된 분들 모두 가능하며, 확인증이 필요
한 공동연구자의 경우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Q : 논문발표가 1급 자격증에 필요한 논문 대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
다.
구두논문/ 포스터 발표의 논문 대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상담학회 자격문의처
certi2011@hanmail.net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학술위원회 구두논문/포스터 담당 kca11403@kca.bizmek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