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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투고 규정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이하 학회)의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JIOP)」 학회지 발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투고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JIOP)」지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제2장 원고 투고 방법
제3조(원고투고 시점) 원고는 상시투고 및 상시 심사로 진행되며 연 4회 발행일자(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게재를 희망하면 별도의 투고논문 모집공지에 따른 원고 마감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야 한다.
제4조(원고유형) 모든 원고는 다른 학회지에 미발표된 것으로 현재 타 학회지에 투고되지 않아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다른 학회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투고 가능한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학술 중심 연구부문(①~④)과 실무 중심 연구부문(④~⑤)으로 구분하며 연구의 특징에 따라 저자가
선택하여 투고한다.
① 실증연구(empirical articles)
② 체계적 문헌ㆍ메타분석 연구(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rticles): 관련 연구고찰을 토대로
향후 연구 발전방향 제안 및 개념적 이론구조 도출
③ 방법론ㆍ방법(methodologies and methods): 기존 방법(론) 개선 또는 새로운 방법(론) 적용, 최신
연구방법(론) 소개 및 활용
④ 간략보고 연구(brief reports): 10쪽 내 작성(초록과 부록 포함)
가) 실증연구에 비해 소규모 대상연구(pilot data) 활용 또는 초기 단계 연구로 새로운 발견이나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해당 연구영역의 확장/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보고
나) 특정 주제ㆍ최근 연구동향 소개, 기존 연구결과의 재현(replication)
다) 진행 연구(proceeding): 포스터, 워크숍 등에서 발표 후 이론적ㆍ방법론 측면에서 개선된 내용
라) 최근 실무적 적용을 통한 발견이나 확장 결과
⑤ 사례연구(case reports):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 조직 현장 내 다양한 사례(프로젝트 수행, 조직컨
설팅 등의 결과ㆍ성과) 소개 및 실행성과
제5조(투고자격 및 의무)
① 모든 저자는 온라인 투고시스템(Online Submission https://journal.ksiop.or.kr)에 제시된 저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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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guidelines)을 사전에 숙지하고 접속(로그인)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② 투고 원고는 본 학회지의 연구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고 다른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
③ 투고된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KJIOP 연구윤리 규정에 어긋났을 때 연구
윤리성 검증(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을 통해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제6조(투고절차 및 기준)
①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과정에서 모든 저자정보(국문ㆍ영문으로 성명ㆍ소속ㆍ
e-mail) 및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② 원고와 저자점검표(Author’s Checklist),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Research Ethical Compliance), 지적
재산 이용(저작권 활용) 동의서(Intellectual Property Usage Agreement) 및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한다.
나) 심사용 원고는 파일(파일명) 내 저자 이름과 소속기관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투고과정에서 온라인 투고 시 저자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사항을 검토하고 투고 전 점검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라) 연구윤리 서약서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모든 저자가 서명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지적 재산 이용(저작권 활용) 동의서는 학회지 발행절차(제2장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회지 저
작권 및 저작물 이용 방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모든 저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회지 발행 규정의 학회지 저작권 및 저작물 이용 방침(제3장제9조)에 따라 저자의 지적 재산 이
용 동의와 학회 저작물에 대한 2차 가공을 통한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확산, 공유 및 권리의 보호를
적용하고 있다.
2. 학회는 학회지 발행 규정의 저작자 권리와 의무(제12조①)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 후 학회
지의 심사, 편집, 구성, 배포, 전송, 유통, 홍보를 목적으로 2차 저작 행위를 진행하며, 저작자
는 Creative Commons 4.0 BY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동의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바)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투고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원고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다.
④ 저자표기 관련하여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경우에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며, 교신저자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⑤ 심사진행 중인 원고에 대한 저자의 철회 요청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철회 사유와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철회 확정 후, 접수된 원고는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에서 진행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⑥ 원고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편집위원장에서 문의할 수 있다.

제3장 원고 작성 기본지침
제7조(일반사항)
①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② 원고분량은 전체 20쪽수(초록, 본문, 표, 그림, 참고문헌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분량에 따라 게재료를 해당 저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③ 원고파일은 한글 및 워드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형태의 학술지 발행으로 표와 그림은 흑백
외에 컬러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며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원고구성 및 작성) 제목, 국문초록(주요어), 본문, 표, 그림, 영문초록(영문 키워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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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① 제목(Title)
가) 국문제목: 공백제외 45자(한글 프로그램 기준) 또는 20 words (MS-Word 기준) 이내
나) 영문제목: 공백제외 120자(한글 프로그램 기준) 또는 20 words (MS-Word 기준) 이내
② 국문초록(주요어)은 150단어(600자) 내외로 6개 이내의 단어(주제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문
가) 서론, 문헌고찰,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논의) 순으로 구성한다. 단, 질적 연구의 경우는 그 구성을
변경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서론은 연구배경과 목적을 명료하게 제시하며 연구문제 및 최근 연구동향을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기술해야 한다.
1. 체계적 문헌ㆍ메타분석 연구: 구체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 중점 기술
2. 방법론ㆍ방법: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과 연구의 필요성 중점 기술
3. 간략보고 연구: 주요 연구발견 또는 결과 중점 기술
4. 사례연구: 사례분석 대상 소개 및 실무적 적용의 목적 중점 기술
다) 문헌고찰은 특정 기준이나 방향(연대기 순, 주요 관심변수 관계 등)을 설정하여 독자들이 관련 연구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기술해야 한다.
1. 간략보고 연구 및 사례연구: 최근 연구동향 제시
라)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선정 이유 및 특징, 분석도구, 측정과정 및 변수화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1. 방법론ㆍ방법: 기존 연구의 방법론ㆍ방법의 차별점 및 개선사항 제시
2. 간략보고 연구 및 사례연구: 특정 기업ㆍ기관 정보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특정 명칭으로 변경
하여 제시
마) 연구결과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와 관련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며, 초기 설정한 가설
이나 연구문제와 다른 부차적인 결과는 별도로 이유나 원인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바) 결론(논의)은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을 중심으로 학문적ㆍ실무적인 시사점을 상술해야 하며,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제언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한다.
④ 표(Table)와 그림(Figure)
가) 표와 그림은 포함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제시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다. 단,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표제목은 표 상단에 위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며,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Table 1. Correlation Results
다) 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의 좌측 하단에 표기한다.
라) 그림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최소 102x152m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한다.
⑤ 영문초록(영문 키워드)(Abstract/Keyword)
가) 연구목적ㆍ동기, 방법, 결과, 결론, 주요어로 구성되며 250단어 이내(제목, 저자명 제외)로 기술하며
영문 키워드(Key Words)는 6개 이내로 영문초록 다음에 기재한다.
⑥ 참고문헌(Reference): ‘<참고문헌 인용예시> 참고’
가)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나’를 참조).

- 3 -

<저자 1인의 단독연구>
Kim(2008)은

그의 연구(Drasgow, 1987) 결과에 따라

<저자 2인 이상의 공동연구>
Lee와 Choi(2019)은

척도개발 연구(Kim & Suh, 2018)는

Seo, Jung과 Sohn(2018)의 분석결과,

최근 연구(Lee, Kim, Lee, & Tak, 2018)에서

나) 모든 참고문헌(국내문헌 포함)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DOI코드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명시한다.
Lee, J. M., & Choi, H. G. (2019).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on well-being and depression mediated by work-life bal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27.

https://doi.org/10.24230/kjiop.v32i1.1-27
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姓, last name)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두 개 이상의 논문의 제1저자 성이
동일하면 제2저자, 제3저자의 성에 따라 나열한다. 동일한 저자들이 동일한 순서인 경우는 출판연도
기준으로 정렬한다. 동일 저자, 동일 출판연도의 경우 제목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후 연도 뒤에
a, b, c 등으로 순서를 표기한다. 단일 저자의 참고문헌은 그 저자의 공저 참고문헌보다 먼저 기입한다.
라) 공식적으로 영문명이 제공되지 않는 국내서적의 경우, 저자에게 문의하여 영문명을 확인 후 참고
문헌에 기재한다.
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학회지는 인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부록은 필요 시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하며, 추가적인 연구결과 내용(material)이나 연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제시하고자 하는 항목에 국한하여 활용한다.
⑧ 원고 작성 시,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 편집 매뉴얼 6판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https://www.apastyle.org/manual).

제4장 원고 작성 세부지침
제9조(학회지 전자출판 표준화 준수사항)
① 학회지의 전자출판을 위해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및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에 가입하여 모든 저자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국문(영문) 초록의 점검항목
가) 목적ㆍ동기(purpose, motivation): 연구문제, 연구범위, 연구의 필요성 등 명시
나) 방법(methods): 연구대상, 연구문제 해결방안, 연구설계, 분석도구, 주요변수 등 명시
다) 결과(results): 특정 활용 자료(분석대상), 유의한 결과(영향관계), 핵심결과 해석 등 명시
라) 결론(conclusions):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적ㆍ실무적 시사점 제시, 향후연구 제언 및 한계점 명시
마) 주요어(keyword): 향후 논문검색 시 활용되는 검색어(search terms)로 논문제목 내 단어(용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하며, 하나의 단어(single-word)는 모호하거나 단편적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복합단어 형태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바) 주요어(keyword) 작성 시, 기존 게재논문(archive) 검색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용어 표현 확인 (연
구자 간에 동일 영문에 대한 상이한 한글 명칭은 별도로 명시하여 학회 회원 외에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동일, 유사용어에 대해 국문(영문) 병기를 통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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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10조(온라인 접근성 준수사항) 저자의 학술 성과물에 대한 공유ㆍ확산 확대 및 영구보존을 위해 다음
항목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① 참고문헌에서 DOI 통한 전문(full-text) 검색ㆍ 연결가능하도록 모든 참고문헌에 대한 DOI코드 기입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한 활용성, 피인용 확대 및 독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구자 논문 자가등록
(Author Self-Archiving)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정보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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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15.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한 날로부터 제
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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