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4권 제2호, 2020년

176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 심사 규정■

- 제정 2000. 04. 11.

- 개정 2000. 09. 19.

- 개정 2000. 12. 12.

- 개정 2011. 06. 10.

- 개정 2016. 04. 08.

- 개정 2019. 06. 28.

- 개정 2019. 12. 13.

제1조 본 규정은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

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2019.12.13.개정>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2019.06.28.개정>

제3조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편

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

다. 단,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2019. 

06.28.개정>

제4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그리고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2016.04.08.개정>

제5조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

하는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의 확인한 

후 게재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9.12.13.개정> 

제6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

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

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은 2회에 

한한다.<2016.04.08.개정>

제7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

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제시하여야 한다.<2019. 

12.13.개정>

제9조 심사위원을 포함한 편집위원 중 2명 이상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와 “게재가”로 확정된 논문이 게재된

다.<2019.12.13.개정>

제10조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투고된 경우에 심사위

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각각 14일과 

7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

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

다.<2019.12.13.개정>

제11조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2019.12.13.개정>

제12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게

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9.12.13.개정.>

제13조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심사에 따른 소정의 심사료

를 지불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심사규정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