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 발행 규정 -

▶ 발행규정 

본 논문집은 년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논문의 원고는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편집부에 상시 투고 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은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온라인 투고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어

야 하며, 이 때 저자점검표, 윤리서약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출판 모델과 저자 수수료

Ÿ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는 공개접근 모델을 사용하여 발행 한다.

Ÿ 모든 내용의 학술지는 웹사이트에서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http://www.jkema.org )

Ÿ 원고 제출 및 모든 동료검토는 무료로 진행된다.

2. 검토 및 게시 정책 

Ÿ 원고에 기재된 모든 저자는 제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된다. 

Ÿ 제출서에 기재된 저자의 서명은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홈페이지에 선언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수

용됨을 나타낸다.

Ÿ 각 제출서에는 모든 저자가 서명한 저작권이양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Ÿ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는 이중맹검법 검사를 사용한다.

Ÿ 원고를 수령하면 편집자는 해당 작성자에게 제출물을 수령했음을 통지 한다. 

수신된 원고는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편집자에 의해 검토된다. 

원고가 출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료검토 없이 작성자에게 반송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편집장은 학술지의 편집 자문위원회의 일원과 논문을 논의 한다.

저자는 검토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권은 편집자에게 있다. 

Ÿ 해당 원고는 이중 맹검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편집자는 두명의 검토자에게 (전자)원고

를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검토과정은 약 14일이 소요된다. 

Ÿ 검토가 끝나면 주 저자에게 원고의 승인, 수정, 거부 중 하나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Ÿ 수정이 권고될 시 이를 4주 이내에 완성해 편집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정된 원고를 

보내지 않으면 원고의 거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Ÿ 원고가 출판 허가를 받으면 최종 승인을 위해서 편집장에게 전달된다. 

편집장은 주 저자와 협력하여 원고의 출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 한다. 

Ÿ 원고의 최종 증명은 주 저자에게 이메일로 첨부되어 보내진다. 

Ÿ 주 저자가 완결된 원고에 대해 사소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편집장에게 전자적으로 제

출해야 한다.  

03. 승인된 원고 

Ÿ 원고가 승인 및 조판 되면 저자는 출판된 원고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수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Ÿ 저자는 자신의 원고의 재인쇄를 주문할 책임이 있다. 

Ÿ 완성된 원고는 인쇄되어 출판되기 전에 웹사이트에 게재 될 것 이다.  

04. 보관정책 : 저자는 사전심의 중 인쇄를 하여 보관할 수 없지만 최종 초안 후에는 인쇄를 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저자는 원고를 PDF버전으로 보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