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학회는 융합연구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운영 전반을 위한 사무소는 회장소재 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융합 학문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유대 관계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주목적으로 한

다.

본회는 융합연구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유대를 통해 융합연구 발전에 공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 학술강연회,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자료 간행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4. 연구용역 수행

5. 기타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ㆍ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

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융합 학문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준회원 : 융합 학문과 관련된 분야의 재학생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

에 찬동하는 자

3.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4. 단체회원 : 대학의 융합 학문과와 이와 성격이 유사한 관련학과 및 각종 도

서관, 정보센터, 연구기관 등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5.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회의 의결로서 추대된 자

6.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유관기관으로서 특별히 본 학회 사

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 6 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

여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학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 및 협조할 수 있는 권

리를 지닌다.

3. 단체회원은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기타 모든 회원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

다.

제 7 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연간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평생회비는 당해년도 정회원 연간 회비의 15배로 한다.

3.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

탈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다만 체납된 회비의 납부 시는 그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이사 : 총무, 연구, 학술, 교육, 출판, 홍보 담당이사 약간 명



4. 감사 : 2인

5.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

6. 연구윤리위원 :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잔여기간의 직무

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연구담당, 학술담당, 홍보담당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 조정한다.

4. 총무담당 이사는 본회의 기획 및 사무를 관장한다.

5. 연구담당 이사는 연구발표 및 기타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6. 학술담당 이사는 본회의 학술관련 업무를 기획, 조정한다.

7. 교육담당 이사는 본회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8. 출판담당 이사는 본회의 출판물과 전자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관장

한다.

9. 홍보담당 이사는 관계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10.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회계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에 보고한다.

11.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12.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원칙의 제정,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13. 이사는 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3 조 (임원의 추대)

본 학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혹은 기획이사를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총회소집)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연말 또는 연초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

장이 이를 결정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6 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 결정

2. 신입회원의 인준

3. 연구회 설치의 심의 결정

4. 적립금 사용의 심의 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 18 조 (의결 방법)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 (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연구회)

본 학회는 소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본 학회의 운영은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3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 25 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편집위원회 구성과 선임

제 1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학회 정회원으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수로 5년 이상의 연구 및 강의 경력과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연구 및 강의경력과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보궐된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받는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임무

제 5 조 (논문의 게재)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며 1편당 3인의 심사

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거치게 한다.

제 7 조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논문의 게재 확정)

논문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추천하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조 (논문의 게재 거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0 조 (논문의 게재 시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 저자의 요

청에 따라 논문게재예정증명서(별첨)를 발행한다.

제 12 조 (논문의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 접수순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학회지의 발행)

본 학회지의 발행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3 장 논문 심사

제 14 조 (논문 투고)

1.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경우, 비회원의 투고를 허용한다.

3. 투고논문은 『융합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4.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석사학위논문(또는 축약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지

도교수 책임 하에 논문의 내용과 형식을 학술지 게재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

정 보완한 경우에만 투고가 가능하다.

6. 박사학위논문(또는 축약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제1

저자는 학위를 수여받은 자이어야 한다.

7.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술대회발표 논문임을 명시해

야 하며, 제1저자는 학술대회 발표자이어야 한다.

8. 투고는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일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원고를

접수한 날로 한다.

9. 각 호의 접수 마감일 이전에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논문을 그 호의 수록

대상 논문으로 한다.

제 15 조 (논문 접수)



1. 논문은 논문투고시스템(https://kbiblia.jams.or.kr)을 통해서 접수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출판이사가 정리한 후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3. 논문이 투고된 이후 투고자와의 접촉은 위원장이나 출판이사를 통해서만 행

한다.

4. 투고 논문은 융합연구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규정을 지

키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제 16 조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의뢰)

1. 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

문가로서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

자를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출판이사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과 심사 의뢰서, 논문 심

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 17 조 (심사자의 임무 및 해촉)

1. 심사자는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

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

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를 위

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3. 심사자가 15일 이내에 논문 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심사의

뢰를 해촉하고 다른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8 조 (심사자의 수)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하며 출판이사가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반드시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의뢰한다.

제 19 조 (심사 기준)

1.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 주제의 적합성(본 학회 설립 취지와 합치 여부)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

3) 연구 방법과 논리 전개의 타당성

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참고문헌, 주석, 인용의 정확성)

5) 연구 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2.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2015년 3월 1차 개정)에 준



한다.

제 20 조 (심사 판정)

판정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로 구분

한다.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비밀 준수)

심사자와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

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 22 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게재 예정 증명서를 요청하면 위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제 23 조 (기타 사항)

1. 융합연구학회 이외의 학회나 기관에 이중으로 제출된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심사된 경우도 취소한다.

2. 외국인 회원이 아닌 한 게재 논문의 사용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타국어 논문을 심사할 수 있

다.

3. 긴급심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긴급 심사를 실시할 수 있

다.

4.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논문이 출판된 이후라 하더라도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융합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이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

한다. 본 규정은 회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융합 학문 연구의 가치를 인정

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 소속 회원 및 논문투고자로 한다.

제 1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용어의 정의

제 1 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및 그 결과의 보고

와 발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위조나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

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

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정

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

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

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우리 학회의 정당한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

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8.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우리 학회에 알



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는 별도 제보자의 제보나 우리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

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우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

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절 투고자관련 규정

제 1 조 (표 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

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초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 표절

에 해당된다.

제 2 조 (저자명 기재)

1.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와 동시에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

자)나 공동연구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최대 배제해야 하며 다만 상대적으

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낮은 기여는 각주나 서문, 혹은 결론 후 공지 등으로 저

자의 감사 표시를 한다.

제 3 조 (연구 결과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는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이차게재)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

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

판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차게재와 이중게재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차게재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으로 반드시 기존 출판된 연구물의 저작권 소유자로



부터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 4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투고자가 연구에 참조하거나 인용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출판 게재된 경우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

확히 밝혀야 한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

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히고, 이러한 기재사항으로 기존에

선행연구와 자신의 연구가 구분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 본 연구자의 독

창적인 주장과 해석을 충분히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논문의 심사와 심사결과 불복처리)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본 학회 편집위원과 선정된 심

사위원의 의견을 최대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학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대외비(심사 중 투고자나 심사자 익명

유지)처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

나 사적인 친분과도 독립적으로(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히 처리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주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되 반드시 편집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위원

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동일 논

문에 대한 평가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

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4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여 승낙한 경우 심사기간 내에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

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통보한다.

제 2 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논문을 주관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평가한다. 심사결과에는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명시하여

야 하며 특히 논문게재 불가로 판단되는 경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심사 당사자 주관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 탈락은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

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제 3 조

심사자는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논문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주어야 한다.

제 4 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반드

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4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윤리규정 서약)

융합연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

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윤리규정 제보와 제보자 보호)

학회 회원은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

에 보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는 신원보호의 책임을 갖는다.



제 3 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우리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

임학회장단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인증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당해

학회장과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별도 포함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

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판정된 경우에는 회

장에게 공식적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3.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

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4.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

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

한다.

제 7 조 (연구 부정행위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리)

1. 우리 학회의 회원은 우리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우리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

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해야 한다.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

서는 안 된다.

6. 위원회 위원은 심의 및 조사과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

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1.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윤

리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

회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심사 또는 외부 전

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상황에 대해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의대상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

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심의개요

2) 심의절차

3) 판정내용(필요시 징계 건의사항 포함) 및 그 근거, 관련 증거자료

4) 심의대상회원의 소명내용 및 처리절차

6.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

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

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3) 발표된 연구결과물의 인정취소 또는 수정요구

4)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6)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7.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

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1. 이 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우리 학회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한다.

2. 우리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 및 공

개 동의서’의 해당란에 투고논문이 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제 10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융합연구학회 논문투고 규정

제 1 조 (논문투고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융합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융합연구학회지

(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논문 투고)

1. 투고자격은 융합연구학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회원 및 회원이 아닌 경

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회원이라도 특별기고의 경우에

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과정을 거쳐 수록이 가

능하다.

2. 투고논문은 융합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의 미발표 학술 논문으로 융

합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논문 투고 시에는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소정양식으로 제

시된 저자확인사항 점검표(예시-1)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논문 투고를 하는 회원은 우선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

해야 한다.

1) 투고규정준수가 확인되어 본 심사에 회부하기로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 및 사진 분해 등에 필요한 실비는 교신저자에게 청구하며, 기본 20쪽까지

는 100,000원으로 하고, 초과면당 5000원으로 한다.

3) 논문 당 별쇄 10부를 필자에게 증정하며, 10부 이상을 신청할 경우 초과분

에 대하여 권당 1,000원의 실비로 제공한다.

5.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기재된 연구자를 투고 논

문에 대한 제1저자,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본다. 논문의 제출 및 심사과정에

서 편집위원회와 교신하는 자를 교신저자라고 하며 이를 별도 표기한다.

6.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접수순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

다.

7.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

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기재된 저자를 원고내용에 대한 책임저

자(제1저자, first author)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토록 한다.

8.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

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



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 이양동의서

(예시-2)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투고편수는 단일 명의일 때는 1인당 1편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저자(책임저

자 및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10.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융합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을 준수해

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학

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투고는

미공간(未公刊) 자료로 제한하다.

1) 윤리규정 및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

은 융합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그 이외에 연구윤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국제표준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www.icmje.org)을 적용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논문처리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의

한 flowcharts에 따른다(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11. 융합연구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유사도 검사

(https://app.ithenticate.com/en_us/login)를 실시하여 기존 출판된 문헌들과

의 중복성을 점검한다(http://www.crossref.org/crosscheck.html

제 3 조 (원고 작성 요령)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논문은 국문 논문을 기준으로 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을 포함하여 워드프로

세서(신명조)로 11 포인트, 줄 간격 180으로 작성하며, 총 20쪽 이내로 한다.

학회는 초과분에 대하여 적정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은 논문투고시스템(https://kbiblia.jams.or.kr)을 통해서 접수한다.

4. 원고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겉표지와 속표지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논문의 겉표지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의 제목(국문 및

영문), 모든 저자의 국문 및 영문명, 소속기관명 및 직위(국문), 전자우편주

소, 교신저자 표시사항(예시-3 참조).

5. 논문의 속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저자 및 소속을 표기하지

않는다.

1) 국문 및 영문 논문제목

2) 국문초록

3) 영문초록

4) 국문 키워드

5) 영문 키워드(예시-4 참조)

6. 키워드는 국문 및 영문 각각 5개 이상, 6개 이내로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7.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론 등을 포함하여 200-250 단어로 한다.

http://www.icmje.org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http://www.crossref.org/crosscheck.html


8. 외국어나 외래어는 가능한 한 번역어 또는 원음에 따른 한글로 표기하고,

첫 번째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한다. 단, 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아니하

고 외국어 그대로 적는다.

9.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은 범례를 따른다.

10. 최초에 나오는 약자는 반드시 괄호 안에 약자를 풀어쓴다.

11. 표나 그림 등은 일련번호를 매기며 다음 예시를 따른다(예시-5, 6 참조).

1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HWP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4 조 (학술지발간 및 원고마감)

1. 투고원고는 연중 항시 접수하며,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게재결정 마감은 각 호 발행 30일전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지 편집 사정에

의해 차기 호 이후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2017년 12월 13일 제정



범 례

1. 인용문의 기술요소와 형식

1.1 저자

1) 단일저자

(노동조 2013)

2) 공저자

(차미경, 표순희 2008)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3)

(Heine and Hammamura 2007)

3) 4인 이상의 저자

(곽승진 외 2013)

(Nicholas et al. 2014)

4) 단체명

(한국도서관협회 2013)

(U.S. Office of Education 2010)

1.2 발행년

(김유승 2014a)

(김유승 2014b)

(Brooks 1983a)

(Brooks 1983b)

1.3 쪽수와 특정요소

(박옥남 2014, 417)

(Atinmo 2002, 460)

(Pitemick 1984, 444; Lancaster 1986, 89; Bates 1989a)

2.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

2.1 단행본

2.1.1 저자

1) 단일 저자

변우열. 2015.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Hawkins, Scott. 2015. The Library at Mount Char. New York: Crown.



2) 공저자(2인이나 3인의 경우)

정동열, 조찬식. 2009. 『문헌정보학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Bawden, D. and Lyn Robinson. 2012.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

e. Chicago: Neal-Schuman Publishers.

3) 공저자(4인 이상의 저자)

정진식 외 3인. 2002.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서울: 도서관협회.

4) 저자와 편자, 역자

이상우, 하영선, 공편. 1998. 『현대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낸S., 러셀. 2015. 『신뢰 주식회사』. 박수철 옮김. 서울: 시그마북스.

Mohanraj, Mary Anne ed. 2015. The WisCon Chronicles, Vol.9:

Intersections and Alliances. Seattle: Aqueduct Press.

2.2 연속간행물의 기술요소와 형식

2.2.1 학술지

정은경. 2012. 이미지 검색 실패에 나타난 이미지 요구와 맥락에 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199-215.

Chen, Ya-Ning and Hao-Ren Ke. 2013. "FRBRoo-based Approach to Heter

ogeneous Metadata Integr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69(5): 623-637.

Cho, Y., B. Mallinckrodt, and S. Yune. 2010. "Collective and Individulism a

s Bicultual Values: South Korea Undergraduates' Adjustment to College."

Asian Journal of Counseling, 17(1&2): 81-104.

2.2.2 대중잡지, 신문

『중앙일보』. 2013. 부산 영도대교 47년 만에 복원 “억수로 보고 싶었데이.”.

11월 27일.

‘The Next President Of Taiwan’. 2015. Time Magazine, June 29, .

Toufexis, A. 1990. Struggling for Sanity. Time, October 8: 14-48.

2.3 미간행자료의 기술요소와 형식

2.3.1 학위논문

이생동. 2013.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기록관리시스템 체계 개선방안 연

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Haley, Daniel Joseph. 2010. The use of print materials in the internet age:

A comparative study of academic library circulation pattens. Ph. 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of Los Angeles at California.

2.3.2 회의발표논문

최호남. 1995. 미국대학 도서관과 KAIST의 Digital Library 추진현황. 『과학

기술정보관리협의회 세미나』. 1996년 6월 21-22일. 서울: 과학기술정보관리협



의회.

2.3.3 기술보고서 및 특허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 『2014년도 국가수준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14-2.

Henderson. V. L. and C. S. Dweck. 1989. Predic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chool Anxiety in Early Adolesc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0 884.

U.S. Patent No. 5,228,119 (figures 27.6 through 27.11 herein)

2.4 전자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

2.4.1 데이터베이스

CONARIS. 1988. Library Regions in Profile. [cited 2001.8.20].

<http://thenortheast.com/conarls/PIP98.pdf>.

Bertot, John Carlo, Charles R. McClure, and Joe Ryan. 1998. Victorian

Public Libraries and the Internet: Results and Issues [online]. [cited

2002.7.7].

<http://avoca.vicnet.net.au/~viclink/report97.pdf>.

2.4.2 전자 연속간행물

Brown, G. N. 1993. Borderline States: Incest and Adolescence.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CD-ROM], 38(1): 23-25. Abstract from Silver Platter

File; Psyclit Item 80-2563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2003. 의학학술지 평가현황. 대한의학학

술지편집인협의회 소식, 15:1 [online]. [cited 2003.5.21]. <http://kamje.kams.o

r.kr>.

2.4.3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시지

Discussion on All Forms of Cinema [online]. [cited 1995.8.1].

<LISTSERV@american.edu/Getcinema-1log9504A>.

Jericho’s Walls. 1990. In History Log9008 [electronic bulletin board] [S.L.]

27 August 1990.

Pritchard. S. 1995. Your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ISO Standards. 18

February 1995. [cited 1995.3.3]. Personal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