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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심사 규정

1. 본 학회의 논문 심사는 편집 원회에서 주 한다.

2. 편집 원회는 이사회에서 한 5명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고, 원

장은 학회장이 겸임한다.

3. 편집 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하여 해당 논문 련 공 

학자 3인을 심사 원으로 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 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정 소견을 편집 원회에 

제출한다.

5. 심사 원은 다음의 심사 기 에 따라 평가한다.

1) 투고 논문은 연구 방법의 타당성, 자료 해석의 타당성, 근거의 정확성, 

논리 개의 정합성, 해당 분야 연구에 한 기여도 등 다섯 항목에 

걸쳐 평가한 후, 정한다.

2) 정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하나로 한다.

6. 편집 원회는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 원 3인이 ‘게재’로 정한 논문은 게재로 정한다.

2) 심사결과가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갈릴 경우 수정 후 게재로 

정한다. 편집 원회에서는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달한 

후, 수정 요구 사항이 반 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3) 심사 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정한 논문에 해 편집 원회

에서는 그 사유를 명시한 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4) 심사의견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

원회에서는 수정 후 게재로 정한다.

5) 편집 원회에서 수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단할 경우 게재

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 원회의 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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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기획특집 원고나 

학회에서 특별히 의뢰한 원고의 경우, 비회원이라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 ’로 작성하여, 원고 마감일 이 에 학회 표 메일

(songcing@chol.com)로 송부한다. 투고자는 별지에 투고 논문 제목, 

투고자의 주소와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연구비 수혜 여부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투고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0매가 

넘는 논문에 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4. 2인 이상 공동 작인 경우에는 책임 자, 공동 자를 구분하고, 자

별 소속 기 을 명확히 밝 야 한다.

5. 논문 투고 마감은 매년 3월 15일, 9월 15일로 하며, 학회지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 연 2회 발간한다.

6. 투고된 논문은 학회의 심사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투고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제목, 필자명과 소속, 목차, 국문 록  핵심어, 본문, 참고문

헌, 문 록  핵심어 순으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장· ·항은 1, 1.1, 1.1.1 순으로 표시한다.

3) 논문은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1) 강조·간 인용의 경우, ‘ ’를 사용한다.

(2) 직 인용의 경우, “ ”를 사용한다.

(3) 인용문이 한 단락 이상일 때에는 본문보다 한 칸 들여 쓰고 활자 

크기도 본문보다 한 포인트 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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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동아시아권( 국어, 일본어) 논 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

하며, 반각 기호를 사용한다.

- 자, ｢논문명｣,  서명(학술지명) 권/호, 발행지역: 출 사(발행

처), 출 연도, 인용 쪽수.

: 김창남, ｢민 가요의 음악사  의의｣, 민족문화논총 35집,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58쪽.

- 공동 자의 경우 가운뎃 (·)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5) 기타 외국( 어  서구어) 논 의 경우 기본 으로  제4항의 

를 따르되, 별도로 아래 규정을 따른다.

- 논문은 “ ”로, 단행본이나 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인명은 ‘성, 이름’의 순서로 표시한다.

: Peterson, R. A., “Why 1955: Explaining the advent of Rock Music”, 

Popular Music, vol 9, no.1, pp.97~116.

- 공동 자의 경우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두 번째 자부터는 

‘이름 성’으로 표시한다.

(6) 곡명의 경우 < >를, 음반명의 경우 ≪ ≫를 사용한다.

8.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지 편집의 일반 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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