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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31권 3호 발행 및 31권 4호 원고모집

안녕하십니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31권 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 2018년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의 편집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지 편집일정
학회지 원고마감일

발행일

31권 1호:

1월 15일

31권 1호:

3월 15일

31권 2호:

4월 15일

31권 2호:

6월 15일

31권 3호:

7월 15일

31권 3호:

9월 15일

31권 4호: 10월 15일

31권 4호: 12월 15일

회원여러분들께서는 각 원고마감일에 맞추어 원고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다음과 같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31권 4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⑴ 제출마감: 2018년 10월 15일(월요일) 오후 5시

논문의 파일이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순서가 결정됩니다. 기한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한국심리
학회지: 발달 제 32권 1호 - 마감일: 2019년 1월 15일)로 넘어가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⑵ 논문의 종류: 경험논문, 개관논문, 이론논문

★ 논문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논문 세 편 이상 인용하셔야 투고가 가능합니다.

⑶

제출방법: 논문을 게재하실 회원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baldal.or.kr)에서 게재신청서 양식과 연구진실

성준수서약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투고할 논문과 함께 다음의 E-mail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아래 메일주소
를 확인하시어 투고 부탁드립니다.
파일이름 형식:[저자]-논문제목.hwp

⑷ 논문 심사 요청료

E-mail: journal.baldal16@gmail.com

발달심리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논문심사요청료(90,000원)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재심사논문의 경
우에는 30,000원). 입금할 은행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⑸ 논문 게재료

우리: 1002-752-136632 (이현아)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게재료를 내시면 됩니다.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20만원, 연
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30만원입니다. “2단편집 기준 15-20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 시 1쪽 당 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⑹

논문작성 요령: 논문의 파일 형태는 아래글(hwp)입니다. 게재확정 논문은 학회지 양식과 동일하게 편집

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게재확정 이전의 투고논문은 반드시 학회지 양식에 맞추어 편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①

․길이

여백 및 모양: 용지 종류는 사용자 정의로 폭 190

․

260으로 해주십시오. 위쪽 25 아래쪽을

․오른쪽을 22mm, 머리말 14mm․꼬리말 15mm로 편집하여 주십시오. 논문의 제목, 저자명과 소

16mm, 왼쪽

속, 초록과 주요어를 제외한 본문은 2단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저자: 논문의 첫쪽 하단에 저자 주의 형태로 반드시 교신저자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신명조체 9포인트로 교

신저자에 관한 연락사항을 기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교신저자: 홍길동,

E-mail: hong@uldokuk.net

③ 초록: 신명조 9포인트로, 국문 초록은 600자 이내로 영문초록은 1000자 이내로 작성하시고, 초록의 첫머리에
서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며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또한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어를 다섯 개 내외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십시오.
주요어는 초록 내용과 한 줄의 간격을 띄어서 중고딕체 9포인트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초록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Keywords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④

본문: 신명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0으로 하여 작성하십시오. 이때 각각의 제목 앞에는

번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서론, 방법, 결과, 논의로 하십시오.
서론--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서론’이라는 제목없이 바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방법--신명조 11포인트, 진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방법에서의 소제목(예: ‘연구대상’, ‘측정 도구’, ‘절차’)은 문
단의 첫 부분에 들여쓰기 없이 제시하여 주십시오.
결과--신명조 11포인트, 진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논의--신명조 11포인트, 진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⑤ 다음 부분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표기

- 본문 안에서는 ‘와/과’를 사용.

예) 임꺽정과 장보고(1999)
임꺽정, 장보고와 홍길동(2000)
Henman과 Brown(1992)
Henman, Brown과 Smith(1999)

- 괄호 안에서는 쉼표(영문 &) 사용.

예) 지적이 있다(임꺽정, 장보고, 1999).
(임꺽정, 장보고, 홍길동, 2000).
(Henman & Brown, 1992).
(Henman, Brown, & Smith, 1999).

*통계치 제시방법
- M, t, F 등 통계치는 이탤릭으로 표기할 것.
- df를 표기할 것.
- ... 유의미하게 나왔다, F(1, 25) = 25.43, p < .05.

⑥ 보다 구체적인 편집사항은

‘한국심리학회 편(2012).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 제2판 ‘박영사’, 또는
‘한국발달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baldal.or.kr)>학회지>논문작성’을 참조하십시오.

※ 위와 같은 논문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하기가 어려우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편집위원장): 02-2123-4887

이현아(편집간사): 02-2123-4887

편집위원회 E-mail : journal.baldal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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