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담학연구」 특별세션 원고 모집
「상담학연구」는 상담이론, 상담과정 및 성과, 상담자교육 및 수퍼비전, 내담자 변인, 연구방법 및 척도
개발, 상담현황 및 상담정책 등 주제의 학술적 탐구를 지향하고 관련 연구를 장려합니다. 상담학의 전
문성과 학술적 성과를 보다 다원화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의 특별세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학술적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모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상담학 발전을 위해 논의해왔던 다양한 주제와 전문가 의견을 학계에서 공유하기 위해 특별 원고를
모집합니다.

1. 주제 예시
□ 상담 관련 법, 제도, 정책,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안, 상담 윤리 등
□ 교육과정, 핵심 교과목
□ 상담 수련과정의 현황 및 개선책
□ 상담 효과 연구, 상담과정 연구
□ 해외 사례, OECD 회원국 사례 등

2. 원고 모집 및 발간 일정
권(호)

원고 모집 기간

발간 일자

23(3)

2022년 4월 21일(목) ~ 4월 30일(토)

2022년 6월 30일

23(4)

2022년 7월 1일(금) ~ 7월 10일(일)

2022년 8월 30일

23(5)

2022년 9월 1일(목) ~ 9월 10일(토)

2022년 10월 30일

※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현재 발간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 호수에 특별세션으로 게재됩니다.

3. 투고 및 제출서류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차분히 읽어보시고 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고 자격

본 학회의 연회비가 완납된 정회원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 중 최소 1인이 정회원이면 투고 가능)

투고 방법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 이하 JAMS) https://kjc.jams.or.kr

원고 분량

A4 5페이지 내외로 작성 (단, 주제나 연구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원고 작성

- 원고작성요령 기준으로 심사용 원고 제출 (국문과 영문의 저자명, 소속, 기타 식별 가능 정보 삭제)
※ 특별원고에 한하여 표, 그림, 국문 참고문헌 등을 영문으로 표시하지 않음.

① 게재신청서

② 연구윤리준수서약 및 저작권양도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회 회원 확인 가능/비회원 확인 불가)

제출서류

- 학회 홈페이지> 학술지> 상담학연구> 투고> 논문게재 신청방법 (비회원 확인 가능)
- JAMS 홈페이지> 알림마당> 자료실 (JAMS 회원 확인 가능)

③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저자 전원 제출 (제출일 기준으로 3년 이내)

※ 한국상담학회 연구윤리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질병관리본부교육시스템, 각 대학 IRB 윤리교육 중
1가지 인정
※ 그 외 교육에 대해서는 제출되는 이수증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함
<연구윤리교육 안내>
- 한국상담학회 연구윤리교육 https://counselors.or.kr/KOR/event/video/video_poster.php?event_idx=82
학술행사> 동영상 강의> ‘분류: 연구윤리교육 / 주제: 상담연구윤리’ 수강
※ 학회 회원에 한해 수강 가능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교육 https://alpha-campus.kr
탐색> 윤리·책임> 온리인교육> ‘연구윤리’ 검색

④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상세결과) : KCI 문헌유사도 검사지 상세결과
※ 다른 검사 도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10만원
□ 납부 계좌 : 농협 079-01-4614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게재료: 없음

5. 문의
□ 이메일 : kcajournal@daum.net
□ 특별세션 원고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고 있으며, 평일 기준 평균 2~3일 내로 답
변 드립니다.

(사)한국상담학회 학회지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