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논문 투고 및 심사과정 변경 공지

2019.03.18

안녕하십니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편집위원장 박상희입니다.

본 학술지의 투고 및 심사 과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1.

논문 접수 기간에만 원고를 모집했던 것을 상시 모집으로 변경합니다.
A.

투고자들이 상시 투고한 논문을 주 1회(매주 목요일)에 한꺼번에 접수합니다.

B.

매 호의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까지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원고들이 취합되어 그
학술지에 실리게 됩니다.

2.

담당 편집위원(action editor)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편집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편집권을 편집위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원고 게재여부 판단의 전문성과 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A.

편집위원장만이 총평을 내릴 권한이 있었던 이전과 달리 원고마다 편집위원이 배정되어
예비심사를 하고, 본심사 과정을 총괄한 후 최종 총평을 내리는 방식으로 심사 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B.

예비심사에서는 게재적합성, 기본적인 완성도, 재현 연구의 게재가능성 등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위원은 자신의 평가에 따라 ‘자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이 위촉한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본심사를 받게 됩니다.

C.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결재를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며, 아울러 편집위원 중 1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D.
3.

새로 바뀐 심사 과정의 절차는 첨부한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투고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뉴얼과 템플렛,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A.

논문 투고 시스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학회지
자료실(https://ksppa.jams.or.kr/co/com/EgovMenu.kci?s_url=/po/community/freeBoard/bo
ardList.kci?boarSequ=000000004409&s_MenuId=MENU000000000074048&accnId=AC0000000008)에서 투고에 관련된 매뉴얼들을 제공하오니

이를 참고하셔서 원고를 작성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B.

논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위의 링크에서 논문 작성 템플렛을 다운받아 그 파일에 논문을
작성하시면 손쉽게 한국심리학회의 학회지 발간 양식에 맞게 원고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C.
4.

심사의견서나 심사답변서 등을 작성하실 때도 양식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지의 목표와 범위(aims and scope)를 정했습니다(‘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 발간 및
운영세칙’ 제6조). 원고가 본 학술지에 적합한지를 알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9년 2월 24일에 개정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 발간 및
운영세칙’(첨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집위원장(ksppa.editor@gmail.com)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번의 변화로 본 학술지의 수준을 일신하고 논문 출판 과정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편집위원장 박상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