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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 리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2009년 6월 23일 개정

2013년 3월  8일 개정

2014년 2월 14일 개정

2017년 5월 19일 개정

2019년 1월 22일 개정

제1조 목 

본 규정은 한국기록 리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에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 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투고논문 범

① 투고논문은 기록 리학분야  그 응용분야의 독창 인 미간행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기타 련 분야로 투고할 수 있다.

② 석사학  논문은 원칙 으로 불허한다. 단 본 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는 심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가능하다.

③ 박사학  논문의 일부 는 축약본을 투고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학  논문명, 학 수여 학, 

학 수여 연월일과 함께 밝 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① 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http://ras.jams.or.kr)으로 제출한다. 

②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출 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사

사표기가 있는 논문에는 추가 논문출 비가 부가된다.

③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 투고된 논문은 긴 논문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 논문출 비

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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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문투고 규정에서 정한 기 량을 과하는 게재논문에 하여는 투고자가 과된 인쇄 쪽당 

논문출 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⑤ 투고자는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에 해서는 

별도의 편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작성요령

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지 편집포맷 기  20쪽(200자 원고지 100매)을 기 으로 하되, 최  30쪽

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는 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논문에 게재되는 

그림이나 사진은 원고의 해당부분에 첨부한다.

② 논문에는 다음의 요소가 순서 로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제목(국문  문), 필자명(국문  문), 필자의 소속기 과 직 , 목차, 지시  록(국

문  문), 요어(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③ 논문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자들의 역할 구분과 그 기술방법은 아래의 기 을 따른다.

   (1) 제1 자(first author):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자를 말하며, 공동 자들 내부

에서 자체 으로 선정한다.

   (2)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의 투고  심사과정에서 학회지 편집 원회와 연락

하며 출간된 논문의 행정   법  문제에 해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제1 자 ( 는) 교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제1 자 ( 는) 교신 

자임을 명시한다.

   (4) 제1 자와 교신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 자를 밝히지 않고 제1 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제1 자를 교신 자로 인정한다.

   (5) 공동 자들 간에 제1 자가 없이 공동 작업을 했다고 자체 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

로 인정하여 제1 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 자명의 표기순서는 이름의 자모순으

로 한다.

④ 논문의 본문은 한 로 작성함을 원칙(漢子는 원 호 속에 병기(倂記)함)으로 하고, 문․일

문․ 문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본문이 한 이 아닐 경우에는 국문 록을 상세 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본문 의 장, , 항의 견출은 포인트 시스템에 의해 기재한다.

) 제1장 : 1

제2장 제3  : 2.3

제3장 제1  제2항 : 3.1.2

⑦ 본문 의 도서명  잡지명은, 동양서의 경우는 꺾쇠 표시( : ｢한국기록 리학개론｣)로 표시

하며, 양서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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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각주는 원칙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설명주에 한하여 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본문인용과 참고문헌의 기입양식은 다음 범례와 같다.

제6조 부 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례에 하거나 편집 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한국기록 리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

정될 수 있다.

범  례

논문작성 규정은 미국심리학회 논문작성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6 을 기본으로 한다. 본 범례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논문작성법을 

참조하도록 한다.

1. 인용문의 기술요소와 형식

1.1 자

 1) 3인 이하의 공 자

(김 , 서혜란, 2012)

(이소연, 설문원, 김유승, 2012)

(Conway & Landis, 2011)

(Duff, Yakel, & Tibbo, 2013) 

 2) 4인 이상의 자

첫 번째 인용문에는 자 모두를 기술하고 두 번째 인용문부터 아래와 같이 자명 다음에 “외” 

는 “et al."이라는 어구를 붙여 기술한다.

(김건 외, 2013)

(Mariz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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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체명

(한국기록 리학회, 2013)

(한국. 교육부, 2013)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98)

(IMF, 1998)

☞ 첫 번째 인용문에서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98)이라 기술하고, 그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IMF, 1998)이라 기술한다.

 4) 번역서의 자

번역서의 경우 원 자의 성을 기술한 뒤 원 발행년과 번역서 발행년을 ‘/’로 구분하여 병기한다.

(Miller, 1990/2002)

1.2 발행년

(설문원, 2011a)

(설문원, 2011b)

(Yakel, 2007a)

(Yakel, 2007b)

1.3 쪽수와 특정 요소

(강순애, 2013, pp. 41-65)

(김 , 서혜란, 2012, p. 34)

(Conway & Landis, 2011, pp. 482-5, 495)

(Katz, 1987, vol. 2)

(Duff & Cherry, 2008, fig. 1)

(Zhou, 2008, app. A)

(김건 외, 2013; 설문원, 2011a; Conway & Landis, 2011, pp. 482-5) 

☞ 한 호 안에 여러 인용을 소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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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

참고문헌은 일련번호 없이 한 문헌, 동양어 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번역문헌은 해당 원어 

문헌으로 배열한다. 일본어, 국어 작명은 한자의 한 식 표기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단 원어 표기를 할 때는 호 속에 병기한다. 단일 자의 참고문헌은 그 자의 공  참고문헌보다 

먼  기입한다. 첫 번째 자가 동일할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자의 성에 따라 배열한다. 동일 자

들의 동일한 순서로 된 참고문헌은 출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기입한다. 동일 자, 동일 출 연도의 

경우 제목에 따라 배열( 사 제외)한다. 같은 해 출 된 동일 자들의 참고문헌이 연속물로 표기되면 

연속물 순으로 배열한다. 국문참고자료의 어표기는 모든 참고문헌을 나열한 다음에 별도로 자명 

어표기 순으로 부기한다.

2.1 단행본

단행본 기술요소의 기재순서는 아래와 같다.

저자명 (발행년). 표제. 발행지: 발행처.

외국문헌의 경우 첫 자는 문자로, 나머지 자는 모두 소문자로 기재한다. 외국인명의 경우 열거

되는 모든 공 자의 이름을 ‘성, 이름’의 형식으로 기입하며, 각 자를 ‘,’로 구분하고 마지막 자이름 

앞에는 ‘&’를 부기한다. 한국어 문헌을 문으로 번역하여 표기할 때에는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지 

않고 원문에 자가 표기한 그 로 표기한다.

2.1.1 저자

 1) 단일 자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원 40년사. : 국가기록원.

Pugh, M. J.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 공 자(7인 이하인 경우)

김진형, 김 갑, 신성욱, 변형진, 신신애, 이헌 , 정동원 (2004).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이용  

리방법. 구: 경북 학교 출 부.

Smith, J. R., Ginn, M. L., & Kallus, N. F. (2002). Record management (7th ed.). Mason, 

Oh: South-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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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 자(8인 이상인 경우)

자가 8인 이상일 때는 6번째 자까지 기재하고 생략표시(‘…’)를 한 후 마지막 자를 표기한다. 

최정태, 한복희, 김성수, 김상호, 송정숙, 춘근, … 태일 (2005). 

Eppard, P., Saffady, W., Bellardo, L. J., Duranti, L., Stallings, W., Pfleeger, C. P., … 

Rhee, M. Y. (2012).  

 4)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

곽승진, 이성숙, 김순희 (2008).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의 활용과 서비스를 어떻게 확 할 것

인가? 한국기록 리학회 (편), 기록 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pp. 165-215). 서울: 아

세아문화사. 

Gilliland, Anne J. (1998). Setting the stage. In Baca, Murtha (Eds.), Introduction to 

metadata: Pathways to digital information (pp. 1-12). Los Angeles, CA: Getty 

Research Institute. 

 5) 자와 편자, 역자

한국기록 리 회 (편). (2009). 자기록물의 이해. 고양: 조은 터. 

Bellardo, Lewis J. & Bellardo, Lynn L. (Eds.). (1992).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IL: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1.2 발행년

국가기록원 (2007). 통령기록  설치‧운  방안 연구. 성남: 국가기록원. 

Robek, M. F., Brown, G. F., & Stephens, D. O. (2000).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Document-based information systems. (4th ed.). New York, NY: McGraw-Hill.

植原路郞 (編) (1927). [昭和2]. (文語文例)昭和手紙新辭典. 東京: 至玄社. 

謄藏季廉 (발행년불명). 孝經示蒙句解. 日本: 京都書林. 

2.1.3 표제

이만 , 김지홍, 송유진, 염흥열, 이임  (2002). 인터넷정보보안. 서울: 생능출 사. 

Levy, D. M. (2001). Scrolling forward: making sense of document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Arcade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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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판표시

Saffady, W. (2002). Managing electronic records (3rd ed.). Lexana, KS: ARMA International. 

한국기록 리학회 (편) (2013). 기록 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3 ). 성남: 아세아문화사. 

2.1.5 다권본

소 트 테크놀러지 (1984). 10년 앞은 내다보자. 제1권: 10년 후. 서울: 박출 사.

Gilks, J. S. (2006). Day of the diesels: 1975-79. (2 vols.). Kettering: Silver Link Pub. 

2.1.6 총서명

김명훈 (2009). 자기록 평가론: 한국외  기록학연구센터 총서, 1. 서울: 신진리탐구. 

2.1.7 번역서

번역서의 경우에는 번역서를 참고문헌으로 기술하며 원 자를 자로 기술한다. 한 출 사항 뒤에 

‘원  발행년’을 호로 묶어 부기한다. 인용문에서는 원  발행년과 번역서 발행년을 ‘/’로 구분하여 

병기한다.

Miller, F. M. (2002). 아카이 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 국 역). 서울: 한국국가기

록연구원. (원  발행년 1990).

2.2 연속간행물

2.2.1 학술지

학술지의 서지 요소는 아래와 같은 순으로 배열하고, DOI는 확인될 경우에만 는다. 

자명 (발행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시작쪽-끝쪽. http://dx.doi.org/xxxx/ xxxx

문 논문명은 첫 자만 문자로 표기하고 명은 각 단어( 사, 치사 등 제외)의 첫 자를 

문자로 표기한다.

강순애 (2013). 기록 리의 역사에 한 국내의 연구 동향: 회고와 망. 한국기록 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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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1-6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 13.3.007

이소연, 설문원, 김유승 (2012). 자거래기록의 신뢰성 확보에 한 연구: TTPR을 심으로. 

한국기록 리학회지, 12(2), 181-205.

Heyliger, S., McLoone, J. & Thomas, N. L. (2013). Making connections: A survey of 

special collections' social media outreach. American Archivist, 76(2), 374-414. 

Greene, M. A. (2013, Fall-Winter).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American Archivist, 76(2), 

302-334. 

Chapman, Joyce & Leonard Samantha (2013). Cost and benefit of quality control visual 

checks in large-scale digitization of archival manuscripts. Library Hi Tech, 31(3), 

405-418. http://dx.doi.org/ 10.1108/LHT-01-2013-0002

2.2.2 대중잡지, 신문

자를 알 수 있으면 자명, 날짜, 기사명,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사

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1) 신문기사

이윤석 (2014. 1. 18). 연평도 간 민주당 “NLL은 정쟁 아닌 지킬 상”. 앙일보, p. 4.

Jenkins, S. (2014, February 8). A heart-seizing place of deep complexitie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사상 첫 통령기록물 리법 재  … 망은? (2013. 11. 15). 머니투데이,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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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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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블로그와 비디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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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나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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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전자 게시판, 전자 메시지, 전자메일

 1) 자 게시

국가기록원 (2013). 2014년도 기록물 리 문요원시험 실시계획 공고. [Msg 15]. 검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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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메일 

개인 자메일의 경우는 논문의 본문 내에서 호 안에 기술하고,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나열할 필요

가 없다.

2.8.8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세트

소 트웨어, 로그램 는 언어 명칭은 이탤릭 표기하지 않고, 데이터 세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

기함. 버  번호가 있다면, 제목 바로 다음의 호 안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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