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당논총 제70집 (2018.3.31.)
❙기획논문 : 鄭晏선생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위상
하동 정안산성 조사 성과와 과제

류창환

1

河東郡 治所 移動과 鄭晏峯山城

심봉근

37

馬場久幸

65

고려대장경 彫成과 鄭晏의 역할

최연주

93

鄭晏 조성 국보 제206-10호 <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
재검토

박은경

127

13세기 중엽 鄭晏의 활동과 현실인식

최영호

157

龐建春

193

김승희의 초기시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의 전략과
그 윤리

조연정

219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

양정임

249

기장 교리토성 성격에 대한 검토

이일갑

287

소림 조석진(1853～1920)작 <백자청화산수문병> 고찰

장효진

309

1920∼30년대 출판경영인 崔演澤의 야담집
기획과 출간

최희정

345

식민형 ‘중간시민’에서 동화형 ‘유사시민’으로
- 화교화인의 변모와 ‘동아시아 시민’의 형성(1) -

신명직

379

언양 일원 천주교 관련 기록물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손숙경

427

유현

461

❙설림 清代内府大藏经的刊刻

翁连溪․이경민

501

❙역주 鄭晏의 기록유산 역주

최영호․엄경흠

537

日韓両国の八萬大藏經硏究とその成果
- 鄭晏と分司大藏都監を中心として -

역사 인물의 문화콘텐츠 개발 고찰 - 청대 초기
청백리 于成龍 열풍 사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내 도입부 천장의 문양을 둘러싼
논란과 기억의 표상

❙휘보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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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이동 동사 한국어 ‘오르다’와 중국어 ‘上’의 대조 연구
崔海满․한용수

1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원개형동기의 부장 양상 및 기능과 성격
오강원

27

러시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

소장 동경 검토

이지은

81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에 대한 일고찰

이일갑

111

일제시기 조선우선주식회사의 경영 분석

하지영

149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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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휘

보

(2018년 8월∼2018년 11월)

1. 학술원 단신

2. 운영위원회 회의
1) 제50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제 : 2018 석당학술원 학술대회 및 운영 관련 논의
일자 : 2018년 9월 18일 (화) 14:40
장소 :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S01-705)
2) 제51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제 : 2018 하반기 일정 관련 논의 및 학술대회 진행상황 점검
일자 : 2018년 10월 17일 (수) 15:30
장소 : 인문과학대학 학장실(S01-406)

3. 편집위원회 보고
1) 제136차 편집위원회 회의
주제 : 2018년도 석당논총 제72집 논문 투고 현황 보고 및 심사자 선정
일시 : 2018년 10월 17일 (월) 15:30
장소 : 인문과학대학 학장실(S01-406)
2) 제135차 편집위원회 회의
주제 : 2018년도 석당논총 제72집 투고논문 심사결과 및 게재논문 선정
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
장소 : 온라인 회의(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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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활동
1) 2018 석당학술원 제1회 기획콜로키움
주제 : 지역 인문자산의 활용과 확장 : 부산 경남의 도시문화사를 사례로
일시 : 2018년 8월 8일 (수) 13:3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2) 2018 석당학술원 제2회 기획콜로키움
주제 : 지역 기반 불교문화 클러스터의 활용을 통한 한국 인문 가치의
정립과 확산
일시 : 2018년 8월 17일 (금) 12:0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3) 2018 석당학술원 해외학자 초청특강
주제 : 인골고고학으로 본 대만 선사시대의 문화수용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04:0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4) 2018 석당학술원 제3회 기획콜로키움
주제 : 동남아 지역연구워 새로운 패러다임 총체적 인식 방법의 모색
일시 : 2018년 9월 18일 (화) 15:0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5) 2018 석당학술원 제4회 기획콜로키움
주제 : 동아시아 역사·영토분쟁과 화해
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 13:3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6) 2018 석당학술원 제5회 기획콜로키움
주제 : 기록·창작유산을 통해 바라본 로컬, 글쓰기,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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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 14:3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7) 제42회 지역학세미나
주제 :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일시 : 2018년 11월 5일 (월) 15:0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8) 2018 석당학술원 해외학자 초청특강
주제 :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가고시마의 도시재생
일시 : 2018년 11월 12일 (월) 13:30
장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미나실 (S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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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역사의 창 상반기 통권 46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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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일제강점화 부산의 지역개발과 도시문화,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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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66호, 2018.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史料叢書, 國譯 通信使謄錄 Ⅵ, 제25, 201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용봉 인문 논총, 제53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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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의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본 학술원이 간행하는 석당논총․학술총서(교양총서포함)․자료
총서의 간행과 투고원고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
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구성)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본 학술원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의
한국학 분야 전문 연구자를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각 학문 영역별로 안배하고 본교 교원은 그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조(자격)
①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해당 분야 연구에서 그 연구 성과가 자주 인용
되고 공인받은 한국학 전문 연구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최근 2년 동안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여 200%이상의 연구
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연구 실적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100%: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국제 전문학술지
단독논문, 서평 및 논평, 연구보고서, 번역서, 작품 1점.
․300%: 전문학술 저서.
․2명의 공동저서인 경우 270%, 3명이상의 경우 240%이며, 2명의 공동
번역의 경우 90%, 3명이상의 경우 80%.
제 4 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제 5 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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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할 수 있다.
제 6 조(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술원이 주관하는 학술연구의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석당논총․학
술총서․자료총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
② 본 학술원에 투고된 원고의 1차 심사와 2차 심사 위원 위촉 및 게재여
부 최종판정에 관한 사항.
③ 학술지의 간행,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원칙에 따른다.
제 7 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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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당학술원 학술지 간행 규정
제 1 조(명칭)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석당논
총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석당학술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석당논총의 간행
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편집위원회)
1) 석당논총의 간행은 석당학술원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가 주
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석당논총 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논문의
투고, 및 심사 결정, 심사위원 위촉,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에 대한 세부 규정은 <석당학술원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을 따른다.
제 4 조(발간일자) 석당논총은 매년 3회 정기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
행일자는 3월 31일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5 조(투고)
1) 투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석당논총의 ｢투고 원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석당논총의 ｢투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에 올리지 않
는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가 ｢투고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살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한 원고는 즉시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심사가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심사비 6만원(2만원×3명)을 납부한다.
제 6 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원고의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
문연구자 3명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원고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논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357

제 7 조(심사기준)
1) 심사는 항목별평가, 종합평가, 심사의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항목별평가는 ① 명료한 논제 ② 정연한 논지 전개 ③ 참신하고 엄밀
한 방법론 적용 ④ 분석 자료와 인용의 정확성 ⑤ 정밀한 분석 ⑥ 논리
타당한 논거 제시 ⑦ 적절한 개념ㆍ용어 사용 ⑧ 선명한 문장표현 ⑨
연구 방법ㆍ연구의 독창성 등 9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항목마다 Ⓐ
ㆍⒷㆍⒸㆍⒹ의 배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한다.
3) 종합평가는 각각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
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 의견은 항목별평가와 종합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
로 기술하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도록 한다.
제 8 조(심사의 공정성)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사실과 심사의견을 공개
하지 않는다.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심사 원고의 본문이나 각주 항목
에서 투고자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와 ‘심사의견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투고자는 심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원
하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합당한 반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합당한 반론
을 제시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
행할 수 있다. 다만, 투고자의 충분한 수정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재심사 요청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9 조(게재논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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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와 ｢심사의견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① 게재 : ⒶⒶⒶ/ⒶⒶⒷ
② 수정 후 게재 : ⒶⒷⒷ/ⒷⒷⒷ/ⒶⒶⒸ/ⒶⒷⒸ/ⒶⒶⒹ
③ 수정 후 재심사 : ⒶⒸⒸ/ⒷⒷⒸ/ⒶⒷⒹ/ⒶⒸⒹ/ⒷⒷⒹ
④ 게재 불가 :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
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된 원고가 들어오는 대로 편집위원회는 ‘수정요
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
지로 이월하여 재심사한다.
6) 심사에서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원고가 지면 사정 등으로 게재되지 못
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심사없이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7) 교내 연구자일 경우, 게재가 판정을 받았다하더라도 게재는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기획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는 제한하지 않는다.
8)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 원고와 비평 및 서평 등
은 일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0 조(논문게재료)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적절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간행 형태) 석당논총은 인쇄출판과 전자책의 형태로 간행하며, 전
자책의 경우는 본 학술원과 외부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파일을
제공한다.
제 12 조(게재 논문의 날짜 표시)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결정된 논문은 투고 날
짜, 심사기간, 게재 결정 날짜를 논문의 말미에 부기한다.
제 13 조(지적 소유권) 석당논총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본
학술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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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연구 윤리)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
해 석당학술원 연구 윤리 규정을 두며, 이 규정을 투고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15 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16 조(부칙)
①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31일 간행되는 석당논총 제58집부터 적
용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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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원칙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학술지 간행 규정 제5조 1)항｣을 근거로 본 학술
원이 간행하는 학술지 석당논총(이하 석당논총이라 한다)의 ｢투고 원칙｣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일반 원칙
1. 투고 자격은 한국학 관련 전공자와 국내․외의 한국학 분야 및 인접 학문
의 전문연구자로 제한한다.
2.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연구 논문,
비평, 서평, 번역, 자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3. 투고 주제와 분야는 한국학과 관련 인접 학문 분야로 제한한다. 다만 그 밖
의 분야라 하더라도 한국학 연구의 체계화와 국제화 및 실용화를 지향하는
성격이 분명하다면 포함할 수 있다.
4. 원고 분량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경우 200자 원
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조판 후 논문의 분량이 30쪽을 초과하면 쪽 당 1
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별도로 납부한다. 서평과 자료의 경우는 50매 내외
로 한다.
5. 기획 원고의 투고 기간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며, 일반 원고
의 경우는 매년 1월 31일 및 5월 31일, 9월 3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6. 기획 발표 원고 및 일반 원고는 본문과 함께 국한문․영문 필자명 및 제목,
국문 요약(200자 원고지 3매 내외), 필자의 소속 및 연락처(전화 번호,
E-mail주소)를 명시하여 우편 및 E-mail로 접수한다.
7.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
고, 주저자(제 1저자)는 공동저자보다 먼저 표기해야 하며, 저자의 순서를
임의로 표기한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각주를 통해 따로 명기하여
야 한다. 다만 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각주 항목에 심사위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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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을 삼가야 한다.
8. 본 학술원의 ｢학술지 간행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최종 확
정된 원고는 수정원고 및 위의 5항의 내용과 함께 영문 요약(150단어 내
외) 및 영문 주제어(10자 내외)가 수록된 파일 및 출력물 1부씩을 우편 및
E-mail로 제출한다.
9. 게재가 확정된 기획 및 일반 원고의 그 지적 소유권은 본 학술원이 가지며,
필자가 임의로 전재할 수 없다. 또한 필자에게 해당 논문집 3부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10. 투고 문의는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으로 한다.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학술원
(BA1411)
전화 : 051) 220-1950

Ⅱ.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아래아 한글 97’ 이상으로 작성한다. 글씨는 신명조, 줄 간격은
170%, 상하좌우 여백은 30mm로 하며, 글자의 크기는 논문제목을 18, 각
장의 소제목을 13, 본문 내용을 포함한 나머지를 10.5로 한다. 다만 도판
등은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사진․복사․인쇄 등의 형태로
제출한다.
2.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漢字를 노출시켜 표기할 수 있다.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88-1호 : 1988. 1)을 따른
다. 다만 외국어의 경우 한글로 표기한 다음 [ ] 안에 원어를 함께 표기 한
다. 사례) 베이징[北京].
3. 원고는 논제→ 필자명(소속 및 연락처 함께 표기)→ 논문 목차→ 국문요
약→ 본문→ 영문 제목→ 영문 필자명→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의 순서
로 작성한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저자(연구책임자)→ 제2저자(공동연구자 1)→
제3저자(공동연구자 2) 등의 순서로 표기하고 그 소속과 영문 필자명도
함께 기재한다. 다만 심사논문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각주 항목에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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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을 삼가야 한다.
5. 章은 ‘로마자(Ⅰ․Ⅱ․Ⅲ : 전각기호)’, 節은 ‘아라비아 숫자(1․2․3 : 자
판문자)’, 項은 ‘1)․2)․3)’ 등의 순서로 분류․표시한다.
6. 본문 가운데 부득이하게 사료나 연구 성과물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논문인
경우 ‘｢ ｣(자판문자)’, 단행본 및 사서의 경우 ‘ (자판문자)’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7. 본문의 표와 그림 등은 ‘[표 1], [그림 1]’과 같이 표시하고 그 다음에 ‘○○
○(표와 그림의 제목)’을 함께 병기한다. 사례) [표 1] 고려 초기 관계.
8. 본문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한자 원문 등은 번역문으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에는 원문을 전재한다. 원문에 없는 말을 필자가 첨가할 경우에는 ‘( )’
속에 넣고 생략할 경우에는 ‘…(전각기호)’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번
역문과 함께 원문을 소개할 경우에는 원문을 각주로 처리하고 원문 끝
에 ( )하여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사례) 徐熙, 小字廉允, 內議令弼子也.
性嚴恪. 光宗十一年, 年十八擢甲科, 超授廣評員外郞, 累遷內議侍郞(高
麗史 권94, 열전7 徐熙傳).
② 인용문의 참고문헌을 각주로 처리하여 명확하게 밝힌다.
③ 인용문이 50자 이하로 짧은 문단의 경우는 큰따옴표(“ ” : 자판문자) 속
에 쓰며, 강조하고자 하는 인용구에는 방점이나 고딕체로 처리한다. 그
이상으로 긴 문장인 경우에는 별개의 문단으로 하고 큰 따옴표를 사용
하지 않으며, 아래위로 한 줄씩 띄우고 좌우 여백도 두 칸 들여쓰기 한
다. 다만 인용문 내용 가운데 2차 인용문과 강조문은 작은따옴표(‘ ’ : 자
판문자) 속에 쓴다.
④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전각기호)’의 형태로 표시한다.
⑤ 원문에 없는 말을 저자가 첨가할 경우 괄호( )를 사용한다.
9. 각주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처리한다.
① 각주 항목은 원칙적으로 사료 및 동서양고전, 역주서 및 논문․단행본,
번역문의 원문을 하며, 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계의 일반적인
사례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② 해당 항목의 어깨에서 아래 한글의 ‘각주’ 기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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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주의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과 호수 또는 단행본명, 발
행단체명 또는 출판사명, 연도, 인용 쪽수의 순서로 표기하며, 각 항목
다음에 ‘쉼표(, : 자판문자)’를 찍고 인용 쪽수 다음에는 마침표(. : 자판
문자)를 찍는다. 다만 고려사 등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
을 생략하며, 여러 판본의 사서나 동서양고전은 판본의 종류와 출판사
항을 사서명 다음에 ‘( )’로 표기한다. 사례) 高麗史(동아대학교 소장
본).
이도령, ｢춘향의 성장과정 검토｣, 춘향연구 제10집, 춘향연구회,
2001, 10～15쪽.
이도령, 춘향과 월매 연구, 남원출판사, 2005, 20～21쪽.
④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
료를 최우선으로 기재하고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가나다순으로 한
다. 다만 같은 저자가 기존 발표한 논문을 단행본으로 다시 발표한 경우
에는 앞의 논문을 명기한 다음 ‘콜론(;)’으로 뒤에 단행본을 함께 표기한
다. 사례) 홍길동, ｢홍길동 활동｣, 홍길동논총 제10집, 홍길동학회,
1999 ; 홍길동 연구, 홍길동 출판사, 2005, 20～23쪽.
⑤ 각주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에는 저
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 : 전각기호)’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에는 2명이면 ‘ and ’로 표기하고, 3명이면 ‘

,

and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인 경우
에는 ‘○○외’를, 서양인 경우에는 ‘○○et al.’을 쓴다.
⑥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한국․중국․일본의 논문
은 ‘낫표(｢ ｣ : 자판문자)’ 안에, 단행본이나 신문은 ‘겹낫표(  : 자판문
자)’ 안에 각각 기입하고, 비한자권문화의 논문은 ‘큰 따옴표(“ ” : 자판문
자)’ 안에,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각각 표기한다.
⑦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단행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앞의
각주 항목이면 ‘위의 논문(또는 위의 책, 또는 Ibid)’으로, 그 이외는 ‘앞
의 논문(또는 앞의 책, 또는 op. cit)’으로 표기하며, 동일 저자의 논문이
앞에 이미 여러 편 인용된 경우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책 다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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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출판시기를 표기한다. 동일 저자의 여러 편인 사례) 홍길동, 앞의
책(2005), 15 ～17쪽.
⑧ 역주서의 경우에는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 )’ 속에 원전도 병기한
다. 사례) 김광철 외 역(鄭麟趾 외 저), CD -ROM 고려사(高麗史),
동방미디어, 1999.
⑨ 모든 인용문은 그 출처를 가능한 상세하게 밝히고 인용 쪽수까지 기재
하며, 원전의 1차 인용이나 2차 인용 사실도 명확하게 기재한다. 신문의
경우도 신문 이름과 함께 호수․발행 연월일․면수도 표기한다. 사례)
高麗史 권3, 성종 2년 5월 무오.
⑩ 출판 사항은 출판사, 발행연도 순서로 표기한다.
⑪ 인용 쪽수를 밝히고 단면인 경우는 ‘○쪽.’으로 복수의 경우에는 ‘○～
(전각기호)○쪽.’으로 각각 표기한다.
⑫ 외국인의 투고 논문인 경우 자국 논문 작성의 관행을 따른다.
⑬ 이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석당논총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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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1)

투고 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심 사 위 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전

공

1) 평가 내용 : Ⓐ 우수 Ⓑ 보통 Ⓒ 미흡 Ⓓ 많은 문제점이 있음
분 야

세부 평가 항목

평 가
Ⓐ Ⓑ Ⓒ Ⓓ

가. 명료한 논제
Ⅰ. 논문의
나. 정연한 논지 전개
체계와 논지
다. 참신하고 엄밀한 방법론 적용
라. 분석 자료와 인용의 객관성
마. 정밀한 분석
Ⅱ. 논문의 바. 논리 타당한 논거 제시
내용
사. 적절한 개념 및 용어 사용

아. 선명한 문장표현
자. 연구 내용의 독창성

* 해당되는 곳에 ‘○’나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종합 평가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해당되는 곳에 ‘○’나 ‘∨’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종합판정 Ⓑ, Ⓒ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의 경우
는 평가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우송(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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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
술하여 주십시오. 수정 또는 게재 불가의 경우, 항목별로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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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
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
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직원, 연구원, 학생 등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
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
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협박하는 행위
8.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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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정행위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
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5 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조사결과의 판정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연구처
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5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제 7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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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간사 및 주무부서) ①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연구처 교무․연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주무부서는 교무․연구과로 하되, 교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
는 연구에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업무를 지원받는다.
제 9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접수 및 제보자․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교무․연구과에 구술․서면․전
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
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실성 검정 시효) ①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
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
표에 사용하였을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
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
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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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
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
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연구 분야의 본 대학교 전
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
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의 시효기산일로부터 제보일이 만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7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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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5장 본 조 사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조사 실시 결정 승인 후 15일 이내
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
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
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
며, 피조사자 및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 실시 결정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
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①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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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진술서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
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6장 판정, 재심의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22조(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의 승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
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재심
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본 대학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
게 통보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에 대해
외부에 연구지원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②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하거나 외부 연구지원기관에 의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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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교무․연구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
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
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
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28조(연구 환경의 개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또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
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
증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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