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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분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심사절차에 따라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구분한다.

논문투고의 내용에 따라 연구논문,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구분하며, 연구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

에 근거하여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논문집에 기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토의로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격

논문집에 투고하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투고하는 논문은 교신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자수는 최대 6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투고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osham.or.kr)의 논문투고시스템으로 투고해야 한다. 논문투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방재학회 사무국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10호, tel : 02-567-6311, fax : 02-567-6313, e-mail : master@kosham.or.kr)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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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가 선임한 3명의 심사위원(논문주제와 부합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문가)이 심사하며, 심사절차는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일반논문의 심사료는 60,000원, 긴급논문의 심사료는 150,000원이며 논문투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일반논문 및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게재면수에 따라 상이하며 논문출판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 분 논문게재 면수 일반논문 긴급논문

논문게재료

6쪽까지 100,000원 200,000원

7~15 쪽 쪽당 30,000원 추가 쪽당 50,000원 추가

16쪽 이상 게재불가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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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모든 저자는 한국방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관련 정책은 편집위원과 저자들을 

위한 국제표준(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을 따른다.

성/젠더에 대한 고려

①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대상이 사람일 경우 성과 젠더, 동물이나 세포일 경우 성별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③ 한 성별에서만 배타적인 모집단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면, 저자는 명백한 경우(예 : 전립선암)를 제외하고는 그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 양도 및 저자점검표

저자들은 제출한 논문이 출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을 한국방재학회에 양도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논문 제출 시 

한국방재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submission.kosham.or.kr)에 있는 “저작권양도동의서”, “저자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