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06년 6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1월 22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기억과 전망(Journal
of Memory & Vision)의 논문 게재를 위한 투고와 심사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을 주관

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 그리고 방침 등의 정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운영)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임원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 실무를 담당할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구체적인 전공영역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을 예비 심사 후 심사위원을 위촉
하거나, 바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주관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과 게재할 투고 논문의 심사를 주관한다.
② 학술지는 매년 6월 12일과 12월 12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서 제시한 ‘원고 투고 및 게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원고투고 및 게재’와 ‘원고 작성 원칙’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조건에 따른다.
제4조(원칙) 편집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술지는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 연구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싣는다.
② 본 학술지는 학술 연구 논문을 주축으로 수록한다. 연구 논문을 편집함에 있어 학계의 연
구를 효율적으로 선도할 만한 특집과 기획을 적극 추진한다.
③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지에 서
평을 수록한다.
④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추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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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전망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06년 6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8월 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기억과 전망(Journal
of Memory & Vision)의 논문게재를 위한 투고와 심사 그리고 출판 관련자들의 기본적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의결)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소 편집위
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임원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 위원들의 호선으로 상임임원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상임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출석이 타당한 사유로 불
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
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자료 및 연구 결과의 위조 및 변조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③ 저자의 자격이 연구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표시되지 않은 경우
④ 연구 결과의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⑤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⑥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윤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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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상임임원에게 보고한다.
② 제3조 각 항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임원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소된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
다.
④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
당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제재)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②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학술지의 논문목록과 인터넷에서 논문을 삭제하고, 이후 발간
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5년 동안 금지한다.
④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해촉 및 재위촉을 영구
금지하고,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
한다.
제7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부 칙
본 규칙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억과 전망 원고투고 및 게재

1. 원고 접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http://ikd.kdemo.or.kr)⇒<IKD 저널 온라인논문투고>
*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담당:
e-mail: memory@kdemo.or.kr / 전화 : 02-3709-7618
2. 원고는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학술 연구 논문으로서 다른 지면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고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전체 원고는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5. 접수된 원고는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아래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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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논문은 관련분야 연구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대상 논문 및 심사의뢰서, 논문심사 평가서 등을 전달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① 주제의 독창성, ② 논리 전개의 타당성, ③ 전문성(내용적 깊이)과 학문적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여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아래 판정표 참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통
보한다.
심사위원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심사위원 2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심사위원 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심사결과 판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5)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사항에 대

한 필자설명을 수정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수정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해당 호에 싣지 않는다. 투고자는 이를 수

정, 보완하여 다음 호에 수정본을 제출하면 다시 심사절차를 거친다.
(7)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교정, 교열을 거친다.
6. 원고 접수는 36호에 한해서는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이후의 권호에 대해서는 수

시로 접수하며, 원고게재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
재한다.
7.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사표기를 하는 논문의 경우 원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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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전망 원고작성 원칙

1. 원고의 구성은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1) 논문의 제목
(2) 국문초록(500자 이내)과 주제어(5개 내외)
(3) 영문초록(300단어 이내)과 키워드(5개 내외)
(4) 본문(한글전용 원칙)
(5) 참고문헌
* 투고논문에 투고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적지 않는다. 투고자 인적사항은 투고신청서에 작

성한다.
2. 본문
(1) 본문의 장절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 국문저서나 간행물명은  , 논문 제목이나 신문 제호는 ｢ ｣를

사용한다.
(3) 주석은 본문 주를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임혁백 1997). …(구해근 2002, 204). …(하버마스 2000, 33-35)
……(정근식·이호룡 편 2010; 이병천·전창환 2013, 13)
……(Giddens 2001). …(Przeworski 1991, 26)
……(Thomas 1976, 900; Welzel and Inglehart 2008, 128-129)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제1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뒤에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김선구 외 2004, 81)
…(Diamond et al. 1989)
(5)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경향신문 2007/06/10). …(신동아 1993/02, 233)
(6)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 또는 ‘forthcomming’을, 미간행물인 경우 ‘미간행’ 또는
‘unpublished’를 명기한다.

예: …신명순(출간예정). …Tilly(unpublished)
(7)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대통령공보비서실 1991, 2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08)
(8) 내용에 관련된 각주는 보충설명이나 재인용의 경우에 원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

정하고, 내용주의 경우에도 인용방식은 위의 원칙에 따른다.
3.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425

(2) 한글자료, 영문자료(기타 서양어), 중문, 일문, 언론기사, 기타자료 순으로 배치한다.
(3) 저자명은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혹은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저자, 출판년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기관, 페이지(논문의 경우) 순서로 기재하며 각 항

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한다.
(5)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를 최근에서 과거의 순으로 나열하

고,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
하되, 연도표기 뒤에 a,b,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6)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어·중

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① 단행본
예: 조희연·박은홍 편. 2007. 동아시아와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서울: 선인.
달, 로버트.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조기제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Cummings, Bruce. 1981.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eds. London: Lawrence & Wishart.

② 논문
예: 정해구. 2002.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 지역주의 정치는 어떻게 한국 민
주주의를 지체시켰는가.” 기억과 전망 창간호. 145-157.
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유팔무·김호
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63-297.
Welzel, Christian and Ronald Inglehart. 2008. “The Role of Ordinary People in
Democratization.” Journal of Democracy. 19(1). 126-140.
4.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등 번호를 달아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명시한다.
(2)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주:”라고 쓴 다음 관련된 설명을 차례로 제시하고, 자료의 출처

는 그 아래 “자료:”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5. 이 원고작성 요령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426 기억과 전망 겨울호(통권 35호)

연구재단 등재지 기억과 전망 제36호 논문 모집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반년간 학술지 기억과 전망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전망은 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시민사회를 분석
하고 진단하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여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데 기여하는 학술지가 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2일에 발간 예정인 기억과 전망 제36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학술지명: 기억과 전망(Journal of Memory & Vision)
2. 논문 모집 분야

∙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 연구
∙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운동 연구
∙ 한국 및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대안 그리고 미래에 관한 진단과 분석
3. 논문 제출 기한과 방법

∙ 제36호에 수록할 논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 제37호에 수록할 논문은 제출 기한 만료 이후에도 수시 접수 가능
∙ 논문투고는 연구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http://ikd.kdemo.or.kr)⇒<IKD 저널 온라인논문투고>
*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담당(02-3709-7618)
4. 논문 작성 요령

∙ 원고작성원칙과 기발간된 기억과 전망을 참조
※ 본문(각주, 참고문헌 포함 원고지 150매), 초록(500자 이내), 주제어(5개 이내) 등
※ 이전 논문 다운로드:
<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자료마당>⇒<기억과전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http://ikd.kdemo.or.kr)⇒<IKD 저널 기억과 전망>
5. 논문 제출 후 일정과 지원 사항

∙ 일정: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3인 이상의 심사 후 게재 확정
∙ 지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6. 유의사항

∙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독창적인 미출간(학술지/단행본) 논문만을 대상으로 함.
∙ 투고 시 심사비를 받지 않으며,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단, 연구재단 등 다른 단
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사표기를 하는 경우는 원고료 지급 제외.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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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자료회원 모집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 활동을 함께 하실 연구자와 단체 및 기관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께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 및 수행하는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하며, 기억과 전
망을 포함하여 도서, 학술행사 자료집 등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성심껏 보내드리겠습니다.
회비: 20,000원(1년)
신한은행 320-05-035154(예금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입방법: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http://ikd.kdemo.or.kr)에서 자료회원으로 가입. 회비
입금 후 이메일(memory@kdemo.or.kr)로 확인 연락.
문의: 학술지 담당자(02-3709-7618)
※ 기존 자료회원 여러분께도 자료회원 가입 연장을 위한 회비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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