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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사회복지 학술지(IJSSW)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Brenda Coble Lindsey, Ed.D., Teach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nd
Managing Editor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국제학교사회복지 학술지(IJSSW: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는 실천현장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IJSSW 는 전 세계의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지향하는
무료 공개 온라인 저널(open access online journal)입니다. 본 저널은 1 년에 두 번 발행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실천지혜 (사회복지사가 세계 각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쓴 이야기); 학생관점 (사회복지
학생이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기술한 글); 국제실천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학교사회사업실천 연구 또는 설명);
근거제공 (원연구 또는 연구기반 프로그램의 고찰). 우리의 목표는 학교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을 출간하여 모든 실천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널에 글을 쓰는 것을 한번도 고려해본 적이 없고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글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 세계 실천가들에게 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있지만, 당신이 함께하는 아이들은 전세계에서 당신의
동료들이 함께하는 아이들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른 실천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당신은 그 아이디어들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글쓰기
IJSSW 글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용어 사용은 피하십시오. 영어를 쉽게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만약 당신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당신의 글을
검토해줄 친구나 동료를 찾으십시오.

글의 종류에 따라 제안된 기사의 길이가 다릅니다. 학생 관점의 글은

1000 단어이고, 실천지혜 관련 글은 2500~7000 단어입니다. 근거 제공 글은 참고문헌(APA 7th ed. 형식)과 부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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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prairiepress.org/ijssw/policies.html and APA format,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formatting_and_style_guide/general_format.html

글의 심사방법
IJSSW 에 투고된 모든 글은 본 저널에 적합한 지를 먼저 편집자들이 검토를 합니다. 만약 적절하다면, 다음 단계는
학교사회복지에 전문지식을 갖춘 2 명의 심사자가 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사자는 1) 게재, 2) 수정 후 제출 –
저자에게 피드백 및 수정 권장, 3)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합니다. 이 과정은 약 3 개월이 걸립니다. 게재가 수락된
글은 다음 호에 배정이 됩니다. 모든 출간물은 https://newprairiepress.org/ijssw/에서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IJSSW 편집진은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천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글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질문이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 연락처는 Brenda Coble Lindsey
(Managing Editor) blindsey@illinois.edu 또는 Leticia Villarreal Sosa (Editor-in-Chief), leticia.villarr@gmail.com 입니다.
IJSSW 의 최신 호는 https://newprairiepress.org/ijssw/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쓰는가
학교사회복지의 미션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이를 위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씨름을 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곳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당신도
이러한 많은 이슈들에 개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성공적인 개입에 대해 쓰는 것은 가치
있는 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의 목록을 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한 당신의 성공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낮은 출석률, 장애, 빈곤, 음식 미보장, 불안, 우울증, 행동문제, 가족문제, 배제, 괴롭힘, LGBTI 학생에
대한 형평성, COVID, 10 대 임신, 열악한 학급 관리, 자퇴, 건강문제, 노숙자
당신 글의 또 다른 초점은 당신이 성공적으로 개발한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예방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종류의 개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저널의 독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률 개선, 징계 필요성 감소,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확대
등 본인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방법들을 당신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석률 향상, 회복탄력성 증진, 사회성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괴롭힘 감소, 의사결정기술 향상,
팀워크 개발, 윤리적 문제 해결, 행동 관리에 대한 교사와의 컨설팅, 사회복지학생을 위한 실습제공,
예술치료 사용, 기술 사용, 가정방문, 이민자에 대한 개입,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의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