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행 규정 (Publication Policy)

제정
개정

2009.1.1
2019.1.1
2019.6.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
하며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의 연구윤리(research ethics) 규정 외에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를
모두 포함하여 합리적인 연구설계와 윤리적인 연구절차를 통하여 산출된 성과물의 객관성ㆍ타당성ㆍ투
명성을 확보한 결과를 학술자료로 발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의 연구나 편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회지 발행 방침
제3조(학회지 명칭) 학회지에 대한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변경 시 규정을 개정한다.
① 국문명(영문명)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orean Journal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으로 표기하며, 영문외국어약어(영문약어)는 Korean J. Ind. Organ. Psychol.(KJIOP)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② 학회지 공식 명칭 변경 시, 학회지 발행 규정을 이사회의 인준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 기
관(한국심리학회 분과정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통일된 명칭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역할과 책무)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발행인의
주관 하에 향후 학회지의 양질의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학회지 발행기관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이며, 발행인은 해당연도 학회장이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발행인은 발행하는 학술 논문의 수준과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ㆍ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③ 편집인은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하며, 편집이나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숙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④ 발행인과 편집인은 학회지 발행에 관한 독자,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학회지 발행 방침ㆍ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학회지 발행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 학회 홈페이지 및 책자 등을 통해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④ 발행인과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심사부터 학회지가 발행된 이후에도 학술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윤리규정을 확보하고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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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행일)
① 연간 발행횟수는 총 4회로 각호의 발행 일자는 1호(2월 28일), 2호(5월 31일), 3호(8월 31일), 4호(11
월 30일)로 하고,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 호(Special Issue)를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일자는 제5조①에 따라 정시 발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③ 출판ㆍ인쇄 및 온라인 표준화를 위한 영문 메타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필요한 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발행일 7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완료된 논문을
편집해 발행절차를 완료한다.
제6조(발행절차)
① 게재 확정 논문은 최종 발행 전까지 저자(투고자)가 교정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및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권을 발동하여 최종 교정ㆍ편집한다. 단, 게재가 확정된 경우라도
투고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교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② 저자 구분(제1저자, 참여저자, 교신저자 등)에 대한 최종 표기 및 사사(acknowledgement) 표기를
확인하여 발행해야 한다.
③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일 순으로 한다.
④ 동일 호에 동일저자(제1저자, 참여저자, 교신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⑤ 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 게재료는 투고규정 제2장제5조에 따르며, 최종 발행 전까지 완납이 되어
야 한다.
⑥ 게재 확정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표절(유사도) 검사결과, 연구윤리서약서, 지적 재산 이용 동의서
등에 대한 저자 전원의 확인 및 동의를 얻는다.
⑦ 발행물 내 포함하는 개별 논문에는 Creative Commons 4.0 BY 라이선스 표기를 해야 한다.
(예시)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⑧ 국제 표준기구가 국제 표준으로 정한 학회지 및 학술 연구결과의 배포ㆍ유통과 인용 횟수 평가를 위
해 JATS XML 문서와 PDF 파일을 생성하고 DOI 코드를 부여한다.
가) 온라인 투고 및 발행 시스템(https://journal.ksiop.or.kr)을 활용하여 게재 확정 논문의 최종 편집
과정(copy-editing) 완료 후, DOI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할당한다.
⑨ 학술자료 정보관리 및 배포ㆍ납본
가) 온라인 출판을 위한 eISSN 학회지를 JATS 형태로 발행ㆍ배포ㆍ전송ㆍ유통한다.
나) 판권란 정보(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발행일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를 구성한다.
다) 배포 및 납본
1.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www.nl.go.kr)을 통해 발행일 기준 30일 이내에
우편ㆍ온라인 납본(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규정에 의거)
2. 국회도서관에 발행일 기준 30일 이내로 우편 납본(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규정에
의거)
제7조(발행형태)
① 온라인 발행을 원칙으로 eISSN 2671-4345로 발행하며, 인쇄물 형태로 발행 시 pISSN 1229-0696
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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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학회지는 투고가능한 원고유형을 실증연구, 체계적 문헌ㆍ메타분석 연구, 방법론ㆍ방법연구, 간략보고
연구,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발행한다(투고규정 제2장제4조).
제8조(발행처리비용) 논문처리 관련 수수료(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는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로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며, 투고안내 시 반드시 사전에 공지한다.
① 투고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에 소요되는 심사료로 투고 논문의 저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요 시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사료는 편집위원을 통해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심사평가 완료 후에
편집인을 통해 소정의 금액을 계좌이체한다.
③ 게재료는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당 저자가 논문의 쪽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하며 게재료 납부가 완료된 후에 발행을 진행한다. 게재료 기준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가)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서 별쇄본 인쇄(10부 기준)에 필요한 경비는 게재료에서 처리한다.
나) 논문 내 컬러인쇄는 저자가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학회지 저작권 및 저작물 이용 방침
제9조(지적 재산 이용 동의와 이용 방침 제정 목적)
① 학회지에 대한 지적 재산 이용 동의와 지적 재산 이용 방침(저작권 규정)은 종이(인쇄 형태) 학회
지와 전자(온라인 형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학회지로 발행하기 위해 심사ㆍ편집 및
제반 구성에 관한 물리 납본 및 전자 납본, 전자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하 ‘학회의 2차 저
작’)을 수행하고 학회 저작물의 2차 가공을 통한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확산과 공유,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가) 저작자가 제출한 원고(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종이 및 전자 원고, 원고에 수
록된 연구결과, 제목, 초록, 저자정보, 키워드, 연구 원문, 연구 원자료(raw data), 표, 통계 실험
을 위해 작성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첨부자료 등,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자 원고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의어로, 연구결과 및 기타 원고의 구
성 요소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의어로 한다.
나) 투고 원고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그리고 특
허와 관련된 권리 및 미공개 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②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또 다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 또는 아이디어, 연구결과의 생산 및 상업
화를 촉진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 추구하는 과학자-전문가(scientist-practitioner) 모형을 실현하
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지적 재산의 보호, 특히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이하 파리협약)의 제10조의 2에
언급된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전자 학회지의 출판 및 유통 결과로 생성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및 JATS(Journal Archive
Tag Suite), 그리고 PDF 및 기타 파일(HTML, XML)의 이용 권한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DOI, JATS, PDF 등에 수록된 제목 및 초록, 키워드, 저자 정보, 원문, 표 및 그림, 연구 관련 자
료의 유통과 2차 가공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인용 확산 및 이용을 수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10조(지적 재산 이용 동의와 이용 방침 관련 법령 및 조약 정의)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동맹국 간 자유로운 서지 사항 및 학술자료 유통(이하 ‘오픈 액세스’)을 위하여 국제 협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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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 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을 따른다.
②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을 따른다.
③ 저작자의 지적 재산 이용 동의를 통해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복사, 배포, 전송, 편집, 리믹스, 활용에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인 디지털 공유재를 형성하기 위해 “Creative Commons BY 4.0 라이선스”를 따른
다.
제11조(용어 정의와 기본 권리)
① 저작자는 연구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기여한 모든 저자를 의미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는 1저자와 참
여저자, 교신저자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고 발생한다.
② 저작물 은 저작자가 학회지에 제출한 원고를 의미한다.
가) 원고의 지식 재산권 및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나) 저작자는 학회에 2차 저작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기본 권리가 있다.
③ 학회의 편집
가)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는 pISSN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종이 학술지 및 eISSN으로 발행되
는 전자 학술지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발행, 배포, 전송, 납본, 공유, 확산, 홍보 등 학
술지 업무를 수행하고, 저작자가 제출한 원고를 다음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원고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술지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회는 이 절차에서 Creative
Commons BY 4.0 라이선스를 준수한다.
나) 학회는 Creative Commons 4.0 BY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다음 기술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2차
저작물(이하 ‘학회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과 저작권은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에 있다.
1.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원고의 복제 및 프로그램 이름 형식 변경
2.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구성물의 편집 및 전송
3.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원고를 싣는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 변경(예: HWP
파일을 DOCX로 변경, DOCX 파일을 JATS 파일로 변경 등)
4. 원고 심사자가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제출한 원고에 인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원본
5.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내 오자 및 오류, 참고문헌의 교정
(校正), 미국심리학회 출판 매뉴얼 및 한국심리학회 출판 매뉴얼,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출판 학회지 편집 규정에 맞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원본 교정(矯正)
6. 전자 학회지를 JATS, PDF, HTML 및 XML, SQL 형태로 발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배열과 참고
문헌 형식 변경 및 교정
7. 종이(인쇄형태)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배열과 판면(版面) 편집
8. 최종 학회지 구성을 위해 국제표준기구가 정한 DOI, JATS, PDF, HTML, 및 XML, SQL 형태로
원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한 2차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9. 학술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권을 발동하여 편집위원의 연구 설명 및 관련 연구 제시
④ 학회의 전송 등
가) 학회의 2차 저작물을 물리 매체와 온라인ㆍ디지털 매체로 발행하면, 유관 기관은 물리 매체 및 온
라인 및 디지털 매체로 발행된 컴퓨터 프로그램(JATS, HTML, XML)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제목, 초록, 저자 정보, 키워드, 연구 원문, 연구 원자료, 기타 첨부 자료 등)를 다시
가공해 연구 성과물을 검색하고 읽고 인용하며 추천할 수 있도록 학회 저작물을 2차 저작한다.
나) 학회 저작물을 2차 저작한 자는 저작자의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Creative
Commons 4.0 BY 라이선스로 발행, 납본, 배포, 전송하고 유통한다.
1.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홈페이지(https://www.ksiop.or.kr) 및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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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urnal.ksiop.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행ㆍ유통ㆍ홍보
2. 외부 기관에 납본ㆍ보존용 배포
국내

국외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제ISSN센터 (https://www.issn.org)

한국ISSN센터 (http://seoji.nl.go.kr)

오픈 액세스 학회지 디렉터리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ROAD: https://road.issn.org/)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DOI (https://www.doi.org)

한국오픈액세스저널디렉터리

Crossref (https://www.crossref.org)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index.kci)

오픈 액세스 학회지 디렉터리

(사)한국심리학회 전자 데이터베이스

DOAJ (https://doaj.org)
Web of Science
외부 검색엔진(Google, Bing 등)에 등록ㆍ유통

제12조(저작자 권리와 의무)
① 저작자 권리
가) 저작자는 학회가 저작자가 제출한 원고를 학술지의 심사, 편집, 구성, 배포, 전송, 유통, 홍보를 위
한 목적으로 한 ‘학회의 편집’ 및 Creative Commons BY 4.0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 ‘학회의 전송
등’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나) 동료 심사(peer-review)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디지털 사전 발행(pre-print) 형태로 저자 자가
등록(Author self-archiving) 할 수 있다(예: PsyArxiv, ResearchGate, Open Science Framework 등).
다) 학회 저작물을 발행 후(post-print) 저자 자가 등록(Author self-archiving)할 수 있다.
라) 학회가 정한 학회 학술지 공식 배포 및 전송방법으로서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홈페이지,
한국심리학회지 등을 통하여 온라인 발행이 이루어진 이후(post-print), 저자 자가 등록(Author
self-archiving)할 수 있다.
② 저작자 의무
가) Creative Commons 4.0 BY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해야 학회지에 발행할 수 있다.
나) 원고 파일을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제목, 초록, 저자 정보, 키워드, 연구 원문,
연구 원자료, 표, 그림, 기타 첨부 자료 등)의 구성에는 다른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없어야
학회지에 발행할 수 있다.

- 5 -

부칙 <20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1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한 날로부터 제
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9.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한 날로부터 제
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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