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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 Francis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피어 리뷰 

   고품질, 신속한 출판 

    노출 가능성의 확대: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저자의 논문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출판 방식 선택 가능: 오픈 액세스 논문, 기존 구독 형식의 논문

   검색에 용이한 ‘Taylor & Francis Online’ 온라인 플랫폼

    출판 환경의 지속적인 발전: 보다 나은 출판 환경 제공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회사와 협력 관계 유지. 
(Figshare, Kudos, ORCiD, Sciencescape).

 

저자를 위한 도움말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

왜 TAYLOR & FRANCIS에서 출판하나요?

Taylor & Francis는 세계적 수준의 
유수 출판사로서 연구원, 학회, 
대학, 도서관과 함께 지식 정보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행동과학, 과학, 공학, 의학 등 전 
분야의 학술 저널, 책, 이북, 참고자료 
등 다양한 학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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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연구물에 적합한 저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저널은 피어 리뷰 저널인가요? 피어 리뷰 정책은 무엇인가요? 

• 내가 선호하는 출판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 프린트, 온라인, 또는 두 
가지 형태 모두

• 나의 연구는 범세계적인 수준인가요?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은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저널인가요?

• 편집자, 편집위원회는 누구인가요?

• 해당 저널을 누가 출판하나요? 

• 해당 저널은 누가 읽나요?

• 해당 저널의 영향 지수 (IF:Impact Factor) 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저널은 국제 협회 또는 학회에 의해 출판되나요?

• 해당 저널은 오픈 액세스 저널인가요? 혹은 오픈 액세스 옵션이 
있나요?

• 제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투고할 저널을 선택하였으면 저자를 위한 안내 지침을 꼼꼼하게 읽어 
보십시오.

모든 저널은 저자를 위한 자세한 안내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저널 
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널 선택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만약 선택한 저널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저널의 
편집자에게 연락하여 보십시오. 논문 투고 전 당신의 초록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 저자가 10점 만점의 8
점 이상의 점수로 Taylor 
& Francis에서 출판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5년 Taylor & Francis 저자 설문 조사

82% 

*1-10점 척도, 1 낮음, 10 높음

저널 선택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category/choosing-a-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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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논문은 
무엇인가?

저널의 연구 
방향에 맞는 
논문을 
작성해라

동료의 조언을 
참고해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라

저널 논문의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주제, 연구 방법과 
결과 대한 간단한 개관, 정확한 출처, 적합한 단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논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서론: 논제 및 본론의 내용을 간단히 논합니다.

– 방법: 결론 도출을 위해 사용된 방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 결론: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 논의: 도출된 결론의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합니다.

논문 투고 전, 동료에게 원고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십시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보다 많이 검색될 수 있도록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용자에게 보다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간결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제목의 선정 

•  이용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간명한 초록 작성 

• 검색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키워드 선택

• 제목과 초록에 핵심 키워드 사용

논문 원고 준비 

각 저널은 저마다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연구 주제에 맞는 
저널을 선택했으면 저널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되는 
주제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Taylor & Francis Online의 각 
저널 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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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원고 작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category/writing-your-paper

단계별 논문 원고 작성 
방법

고안

동료 
연구자의 첨삭

해당 저널의 
지난 이슈 

확인

참고 자료 및 
문헌 확인

논문 초안 
작성

교정 및 투고

논고 작성 및 
퇴고

저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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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리스트   당신의 논문은 분명하고, 간결하고, 접근하기 쉽게 작성되었나요?

   선택한 저널의 지침에 따라 논문의 분량을 맞추었나요?

  당신의 초록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나요?

  공동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포함하였나요?

  선택한 저널의 스타일에 맞게 논문이 구성되었나요?

  모든 참고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나요?

  이미지, 도형, 표 등의 재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았나요?

PLUS: 

   선택한 저널의 피어 리뷰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투고하는 논문 원고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을 투고할 준비가 되었나요?

의 저자가 10점 만점의 8점 
이상의 점수로 Taylor & Francis

와의 출판 경험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2015년 Taylor & Francis 저자 설문 조사

79% 

*1-10점 척도, 1 낮음, 10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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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어떻게 투고하나요?

하나의 저널에 한 번 투고할 수 있으며,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투고 할 수 
없습니다.

Taylor & Francis Online의 각 저널 
페이지에는 저자를 위한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Taylor & Francis 저널의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논문 투고 및 피어 리뷰 진행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Taylor & Francis Online의 각 저널 
페이지에서 해당 저널의 안내 지침에 따라 
이미지를 편집 및 삽입해야 합니다. 

관련 부록 자료 (데이터셋 표, 프레젠테이션 
파일셋, 비디오, 오디오 파일 등)는 당신의 
논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enhancing-
your-article-with-supplemental-material

표, 도형, 또는 이미지 자료를 이용할 경우, 
논문 원고 내용과 일치 여부 및 원작자의 
이용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using-
third-party-material-in-your-article

저자로서의 권리, 저작권 옵션, 출판 윤리 
등을 확인하십시오.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ethics-
for-authors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copyright-
and-you

마지막으로 커버 레터를 잊지 마십시오.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writing-a-
cover-lettersubmission/coverlet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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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리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간과했던 문헌의 오류 또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널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논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 분야의 이슈에 대해 저자, 리뷰어, 편집자 간에 토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연구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상세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피어 리뷰 (PEER REIVEW) 통과하기

피어 리뷰(Peer review: 동료 평가)는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피어 리뷰 절차는 저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단순 맹검(Single-blind): 평가자의 비공개 
이중 맹검(Double-blind): 저자와 평가자 모두 비공개 
공개 논문 심사(Open review): 저자와 평가자 모두 공개
출판 후 피어리뷰(Post-publication review): 논문 출판 후, 
이용자와 평가자의 평가 

피어 리뷰 
과정 편집자가 논문 

원고를 받습니다.

해당 저널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뷰어가 선택되고, 
해당 원고가 
전달됩니다.

리뷰어는 편집자에게 
평가 내용을 
전달합니다.

편집자는 해당 평가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자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저자는 조언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합니다.

교정 및 제작이 
이루어 집니다.

논문이 출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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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리뷰는 보통 2명 또는 그 이상의 심사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심사원들은 많은 양의 논문 원고를 심사하기 때문에 평가 
완료 되기까지의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유명 저널의 경우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Taylor & Francis 에디터 팀은 피어 리뷰가 적절한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집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피어 리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의 저자가 10점 만점의 8점 
이상의 점수로 Taylor & Francis

의 심사 절차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2015년 Taylor & Francis 저자 설문 조사

75% 

*1-10점 척도, 1 낮음, 10 높음

피어 리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category/understanding-peer-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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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검토 제작 에디터가 이메일을 통해 교정 안내를 할 것 입니다. 반드시 
원고를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출판 또는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교정이 완료되었다고 확인되면 출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보통 다시 교정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작과 출판
원고에서 출판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은 출판되기 전까지 

등록되지 않습니다. 본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정 & 교열 제작 과정의 일부로서 논문은 저널의 스타일에 따라 교정 및 교열을 
거치게 됩니다. 문법, 철자 오류, 문장의 흐름 등 이용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열 담당자는 
초기 단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 및 문제점을 수정하고, 출판의 
지연을 최소화 합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category/moving-through-production

‘Taylor & Francis Editing Services’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어 편집 및 번역(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영어로), 논문 서식 설정, 
도형 삽입 등의 서비스와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tandfeditingservices.com

Taylor & Francis Editing Services 
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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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서 논문으로: Version of Record

‘Version of Record’ 는 최종적으로 Taylor & Francis Online과 프린트 저널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출판되기까지 제출된 논문 원고는 피어 리뷰, 교정, 교열의 단계를 거칩니다. 
해당 논문의 메타데이터가 생성되고, Taylor & Francis Online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됩니다. 모바일, 테블릿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Google 번역기, CrossMark, Journalmap, 또는 Scienceescpe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연구물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찾기 쉽고,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의 저자가 10점 만점의 8점 
이상의 점수로 동료 연구원에게 
Taylor & Francis를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2015년 Taylor & Francis 저자 설문 조사

71% 

*1-10점 척도, 1 낮음, 10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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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nts’는 당신의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로서 친구 또는 동료와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에 
용이합니다. Taylor & Francis 의 저자 및 공동 저자는 
자동적으로 50개의 무료 ‘eprints’를 부여 받게 되며, 
보통 이메일 서명, 저장된 연락처 지인에게 자동 발송, 
소셜 미디어(예: Twitter, Facebook)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이용된 건수는 추적 
가능하므로 이의 영향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홍보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50개의 
무료 다운로드가 다 사용된 후에도 해당 링크는 abstract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저자가Twitter, Facbook, LinkedIn 등의 소셜 미디어와 
Academia.edu, MyNetResearch, ResearchGate 등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논문 링크를 공유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Taylor & Francis Online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당신의 출판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메일 서명에 해당 논문의 링크 또는 배너를 추가하여 활용하세요. Taylor 
& Francis는 배너 제작을 지원합니다. Author Service 웹사이트(authorservices.
taylorandfrancis.com)의 ‘Ensuring your research makes an impact’ 내용을 
참고하세요.

당신의 연구를 홍보하세요: 논문 
이용을 높이는 방법
Taylor & Francis는 출판된 모든 논문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당신도 저자로서 직접 연구물을 홍보할 수 있는 
쉽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50개의 
FREE EPRINT를 
공유해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신의 연구에 대해 
논의해라

당신의 출판 소식을 
이메일로 홍보해라



저자가 Facebook 또는 Twitter
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논문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2015년 Taylor & Francis 저자 설문 조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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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부서 또는 개인 웹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당신의 프로필에 논문 
정보와 Taylor & Francis Online 링크를 
추가하십시오. 

당신의 논문 또는 기고된 저널을 학생들의 
추천 도서 리스트에 추가하십시오. 

또는 당신의 논문 또는 기고된 저널의 
내용이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연구물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속 기관 언론사 또는 Taylor & 
Francis 마케팅 팀에 알려 주십시오. Taylor 
& Francis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있다면, 해당 논문의 요약 내용과 
링크를 포스팅 하십시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키워드를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소속 기관의 구독 목록을 
확인하세요. 만약 해당 저널을 구독하지 
않고 있다면 도서관에 추천하세요.

소속 부서 또는 개인 웹 
페이지를 업데이트 해라

추천 도서 또는 토론 
리스트에 추가해라

대학 언론사와 
출판사를 이용해라

블로그를 업데이트 
해라

도서관에 추천해라



AUTHOR SERVICES      논문 투고 및 출판에 관한 도움말

Taylor & Francis는 지난 2세기 동안 학술계의 지식 정보화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세계적인 유수 학술 
출판사로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Routledge, Psychology Press, Focal Press, Garland Science, CRC Press등 인문, 
사회 과학분야부터 과학, 공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 논문, 대학교재, 참고서 등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매년 미국, 영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사무소에서 3,500여 권 이상의 새로운 책이 출판되고 있으며, 
5,5000여 권 이상의 이북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세요.    www.routledge.com/resources/authors

TAYLOR & FRANCIS 에서 출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Taylor & Francis는 학회, 전문 협회, 공동 출판 파트너와 함께 신흥 
개발 국가의 저자를 지원하는 ‘연구원을 위한 특별 조건 (STAR: 
Special Terms for Authors & Researcher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일단 가입만 해도 1,700 여 개의 우수한 
저널을 31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STAR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supporting-authors-in-emerging-regions

신흥 개발 국가 저자 지원

저자는 Taylor & Francis Open의 순수 오픈 액세스 저널인 ‘오픈 저널’ 또는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 저널인 ‘오픈 셀렉트 저널’ 를 통해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저널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전달합니다.

• 다양한 주제 분야의 폭 넓은 저널 선택권

• 빠른 온라인 출판

• 엄격하고 공정한 피어 리뷰

•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논문 이용 가능

• 논문 검색에 용이한 Taylor & Francis Online 플랫폼

• 글로벌 마케팅과 출판 

• 논문 다운로드 수, 인용 지수 등 논문의 영향력 측정 가능

• 전문 편집자와 편집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 자유로운 출판법을 통한 저작 전권의 보호

• 논문 보존

• 신흥 개발 국가의 저자에게 부여하는 논문 출판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오픈 액세스 
출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publishing-open-access-with-taylor-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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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fauthorserv

tandfauthorservices

journalauthors.tandf.co.uk

Taylor & Francis의 ‘Author Service’는 출판 과정의 모든 내용의 안내 내용과 최신 소식을 전달합니다. 
논문 투고에 관한 전략과 출판의 전 과정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Twitter(@
tandfauthorserv) 와 Facebook (tandfauthorservices) 를 팔로우하세요! 논문 투고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hor Services' 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