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7년 6월 1일 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2021년 2월 1일 개정

제 1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1조 편집위원회는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포함하여5명이상10명이내

의 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임기는회장의임기와동일

하게한다. 단, 보궐된임기는전임자의잔

임 기간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의 선임

제3조 부편집위원장과편집위원은박사학위취

득후5년이상의연구경력이있는자로서

최근5년이내5편이상의저작및논문을

발표한자로구성한다. 단, 위원장은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회장이임명하며부편집위

원장과편집위원은편집위원장이제청하

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장 편집위원회 임무

제5조 편집위원회는투고논문의내용에따라편

집위원회가위촉하는1편당3인의심사위

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거치게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심사결과에따라투고자에

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심사결과심사위원전원이추천하면

논문의게재가확정되며, 그렇지않은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토의 처리한다.

제8조 심사결과부적격판정이내려지거나수정

요구에대한응답이없을경우, 혹은본

학회연구윤리규정제2조①항에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한다)로

의심할분명한사유가있는경우에편집위

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과정등을통해서부정행위로의심할

분명한사유가발견되면편집위원회는해

당사안을본학회연구윤리위원회에회부

한다.

제10조 게재가확정된논문의게재시기는편집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는투고된논문의저자소속과

직위등저자정보를논문투고대장으로집

적 관리해야 한다.

제 4장 심사 규정

제12조 심사과정에서위촉된심사위원및투고자

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

제13조 투고논문에대한심사는별도의논문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 5장 투고 규정

제14조 투고자격은한국정보관리학회의정회원

에한하며, 기타회원및회원이아닌경우

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투고논문은정보관리에대한이론및응용

분야의미발표학술논문으로정보관리부

문의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하며창의성

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6조 박사학위논문은학위논문의전체내용을

포괄적으로담고있으며, 논문의일부가

별개의논문으로발표되지않음이확인된

경우에만편집위원회의결정에따라심사

를면제하고게재할수있다. 그 이외의



경우나석사학위논문의경우에는학위논

문의내용이학술지논문에걸맞도록적절

하게보완된경우에만심사대상으로접수

한다.

제17조 저자는 논문 투고 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해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

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통지

한다.

제18조 논문의내용에대한책임은저자가진다.

논문의저자가 2인이상인경우첫번째

기재된저자를원고내용에대한책임저자

(first author)로 하고나머지는공동저

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가아닌경우에

는 별도로 지정토록 한다.

제19조 투고한논문이게재확정되면저자는본학

회가정한논문출판비(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본학회지에게재된논문의저작권은“한

국정보관리학회”에있다. 게재확정된논

문의저자는본학회의저작권양도동의서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단, 게재논

문의저자는학회에저작권을양도하였으

나본인의저작물을학술연구의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등의방식으로

이용할수있다. 또한게재논문의저자는

2차저작물작성권을학회에양도하지않았

으므로게재논문을번역이나수정및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6장 발행 규정

제21조 본학회지는연 4회(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간행한다.

제22조 정보관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NoDerivatives

4.0(https://creativecommons.org/lic

enses/by-nc-nd/4.0/)을적용하여배포

한다. 따라서비영리목적으로누구든지자

유롭게정보관리학회지의논문을이용할

수있다. 다만, 공공영역의정보서비스기

관이정보관리학회지의원문을서비스할

경우에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서비스를

위하여학회와이용협약을맺을수있다.

제23조 논문별쇄본은투고자가요청할경우학회

가제작하여제공할수있으며, 이에따른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 7장 원고 작성 규정

제24조 논문은가로쓰기를사용하고, 사용언어는

국어 혹은 영어로 한다.

제25조 논문은 국문 논문을 기준으로 참고문헌,

그림, 도표등을포함하여워드프로세서로

20매이내(10 포인트, 줄간격180)로하며,

최종편집후초과분에대하여적정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논문에는다음의요소가포함되어야한다.

논문제목(국문및영문), 필자명(국문및

영문), 이메일주소, 소속기관명 및 직위

(국문또는영문), 통보적초록(국문및

영문), 키워드(국문및영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필요시). 초록의길이는국문

초록의경우400-700자(공백포함), 영문

초록의 경우 150-250 단어로 권장한다.

제27조 국문 논문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가능한

한국역어또는원음에따라한글로표기하

고필요한경우첫번에한하여원어를부기

한다. 단, 외국인명은한글로표기하지아

니하고 외국어로 그대로 적는다.

제28조 인용및참고문헌의형식은문헌정보학및

기록학분야오픈액세스학술지편집인회의



인용및참고문헌의기술요소와형식에관한

공통기준(최신판)에따른다.

제29조 원고작성요령에맞지않는원고는반려한다.

범 례

논문작성규정은문헌정보학및기록학오픈액세스학술지편집인회의인용및참고문헌의기술요소와형식에
관한공통기준을기본으로한다. 본범례에수록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APA 매뉴얼을참조하도록한다.

Ⅰ. 본문 내 인용의 기술요소와 형식

1)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인용(Parenthetical Citation)과 서술 인용(Narrative Citation)

으로 기술 가능하며, 세부적인 기술요소와 형식은 동일하다.

2) 저자명은 국내를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저자의 경우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서

양 인명은 성(last name)만을 기재한다.

3) 저자가 3인 이하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기재하고, 4인 이상일 경우 주 저자명만

기재하고 나머지 저자는 기재하지 않는다(국내문헌의 경우 ‘외’, 해외문헌의 경우

‘et al.’ 을 사용한다). 해외문헌의 경우 마지막 저자의 이름 앞에 앤드기호(&)를

부기한다.

4) 저자명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저자명을 대신하여 서명을 기재한다.

5) 저자유형별 기술요소와 형식은 다음의 사례와 같다.

저자 유형 괄호 인용 서술 인용

단일 저자
(곽동철, 2020)
(Patton, 1990)

곽동철(2020)
Patton(1990)

2-3인 공저

(사공철, 박성민, 1994)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정영미, 최석두, 서혜란, 1997)
(Golder & Huberman, 2006)
(Kaeding, Velasquez, & Price, 2017)

사공철과박성민(1994)은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
정명미, 최석두, 서혜란(1997)은
Golder와 Huberman(2006)
Kaeding, Velasquez, Price(2017) 또는
Kaeding와 Velasquez, Price(2017)

4인 이상 공저
(한상완외, 1995)
(오동근외, 2010)
(Smith et al., 2020)

한상완 외(1995)는
오동근외(2010)
Smith et al.(2020)

단체명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2019)



6) 동일 저자를 복합 인용한 경우 인용문헌의 연대순으로 나열하여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저자명은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7) 동일 저자의 동일 발행년 논문을 한 편 이상 인용한 경우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8) 여러 저자를 복합 인용한 경우 참고문헌의 배열순과 같이 인용문헌을 나열하고, 세

미콜론(;)으로 구분한다.

9) 인용문헌의 면수를 표기하는 경우 연도 뒤에 콤마로 구분하여 면수를 표기한다. 연

속되는 복수의 면은 ‘-’를 사용하여 인용한 전체 면을 표기하고 연속되지 않는 경

우는 콤마(,)로 구분하여 인용한 모든 면을 표기한다.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20) Public Library Association(2020)

저자미상 또는 무저자명
(嶺南 烈女傳, 1905)
(The Mother Goose, 1910)

嶺南 烈女傳(1905)
The Mother Goose(1910)

괄호 인용 서술 인용

동일 저자의 복합 인용
(이제환, 2005; 2007)
(David, 2003; 2010)

이제환(2005; 2007)
David(2003; 2010)

괄호 인용 서술 인용

동일 저자의 동일 발행년
논문

(변우열, 2013a)
(변우열, 2013b)
(이두영, 1989a; 1989b)
(Witty, 2011a)
(Witty, 2011b)

변우열(2013a)
변우열(2013b)
이두영(1989a; 1989b)은
Witty(2011a)
Witty(2011b)

인용문헌 면수 괄호 인용 서술 인용

단일 면수
(이병기, 2020, 15)
(IFLA, 2015, 40)

이병기(2020, 15)
IFLA(2015, 40)

연속되는 면수 (김종성, 2014, 45-48) 김종성(2014, 45-48)

연속되지 않는 복수의 면수
(Bonk, 2011, 444, 446-448)
(Ingwersen, 1955, 23, 43, 46-51)

Bonk(2011, 444, 446-448)
Ingwersen(1955, 23, 43, 46-51)

권, 그림, 부록 등 특정 요
소

(Katz, 1987, vol. 2)
(Luker, Duwe, & Pinkerton, 1967,
fig. 5)
(Olsen, 1955, app. A)

Katz(1987, vol. 2)
Luker, Duwe, & Pinkerton(1967, fig.
5)
Olsen(1955, app. A)

괄호 인용

여러 저자의 논문 복합
인용

(노옥순외, 1995; Bates, 1989a; Lancaster, 1986; Pitemick, 1984)



10) 번역서를 인용한 경우 원서의 기술요소를 표기한다.

Ⅱ.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

1) 일반사항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하며,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문헌의 기재는 국내문헌

과 해외문헌을 구분하며, 국내문헌, 서양문헌, 동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한다.

(2) 저자명(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알파벳순)으로 정렬하고 동일 저자에 의

한 저작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한다.

(3) 저자명은 국내를 포함한 중국, 일본 저자의 경우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고, 서

양 인명은 성(last name), 콤마(,) 이름의 순으로 기재하고 성 이외의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은 두문자만 표기한다.

윤희윤 (2020). 문명과 매체, 그리고 도서관. 대구: 태일사.

정영미 (2012). 정보검색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Caplan, P. (2003). Metadata Fundamentals for All Librarian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alton, G. (1995). Automatic Text Processing. New York: Academic

Press.

(4)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저자의 수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하고 각 저자는

콤마(,)로 구분한다. 서양 저자의 경우 마지막 저자의 이름 앞에 앤드기호(&)

를 부기한다.

구정화, 우윤희, 신난희, 조용완 (2020). 사서 대상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351-384. http://doi.org/10.16981/KLISS.51.3.202009.351

김지영, 김현수, 심원식 (2020). 메가 OA 학술지 국내 저자의 오픈 피어

리뷰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 131-150.

http://doi.org/10.3743/KOSIM.2020.3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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