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 발간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 감사논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목적 및 주체) ① 감사논집 발간은 감사, 공공정책 및 행정운영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연구를 통하여 공공감사분야 연구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논집은 감사연구원에서 발간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감사연구원은 감사논집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논집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편집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소속 직원으로
운영위원 2인 및 편집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자격) ① 감사연구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연구원
3. 그 밖에 감사, 공공정책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연구업적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감사연구원장은 편집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편집위원
장으로부터 편집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1.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특정 지역에 분포되지 않아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학교,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제8조에 따른 특정 연구 분야에 치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을 교체할 때에는 편집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체 편집위원 수의 절반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
③ 편집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2. 투고논문의 감사논집 게재 여부
3. 감사논집 연구윤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설치
4. 제3호의 연구윤리위원회의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5. 감사논집 내용 구성 및 편집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에게 회의참석 및 편집자문 활동과 관련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접수
제8조(투고자격 및 투고논문의 범위) ① 투고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동
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저자, 참여저자, 교신저자로 구분 표기한
다. 단 교신저자는 1명에 한한다.
② 투고논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를 다룬 논문으로 한다.
1. 감사제도, 회계 및 감사기준, 감사기구의 운영, 감사역량 및 기법, 직무
감찰 등 감사와 관련된 연구 분야
2.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
예산․결산(재무제표 포함) 등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연구 분야
3. 기타 편집위원회가 공공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주제
③ 감사논집과 타 학술지 등의 간행물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으로 투고
할 수 없다.
제9조(투고 및 접수) ①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

2. 투고논문
3.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4.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② 투고논문의 작성은 별표 1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른다.
③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접수사실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4장 투고논문 심사
제10조(심사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따라 투고논문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해당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심사결과를 2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 기여도)
2. 접근(선행연구 검토, 이론․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3. 분석(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4.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붙임의 논문 작성 요령의 준수)

제12조(심사절차) ① 심사는 1차 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의뢰서, 별지 제4호 서
식의 논문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 1차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
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심사평 등을 함께 작성하여 지정된 기
한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의 종합판
정 기준에 따라 ‘게재’,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종합판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사’로 종합판정된 논문의 경우, 심사의견에 따라 수
정된 논문을 ‘수정게재’의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사를 의
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로만 정하
고 지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논문심사결과통보서(재심사)를 작
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재심사를 포함하여 심사결과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가’의 의
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것으로, 이에 미달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
는 것으로 종합판정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종합판정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는 심사 결
과와 사유를 통보하고, ‘게재’로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심사 결
과와 함께 편집위원회의 게재 심의를 위하여 저자정보가 표기된 수정논문을 요
청한다.
⑦ 투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수정논문이나 제6항에 따른
저자정보가 표기된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감사논집 연구윤리 규정 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투고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투고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게재 여부 확정 및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에 대한 심사위
원의 심사결과를 심의 확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게재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이하
“저자”라 한다)에게 심의 결과와 게재 예정 감사논집 발행호수를 통보한다.
제15조(원고료) ① 감사논집으로 발간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최대 25매까지 매당 8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 매수는 서론부터 결론까지의 분량만으로 산정하고 표지, 초록, 참고
문헌, 부록은 제외한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투고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
투고할 수 없다.
제17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 회의 안건에 부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심사에 명백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회의결과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편집
위원장은 당초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 3명으로 하여금
제12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게 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재심사
판정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감사논집 논문공모계획 수립 시에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발간
제19조(발간일) 감사논집은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 연 2회 발간한다.
제20조(발간절차) 최종논문의 발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합: 게재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투고자의 교정을 거친 후 취합
한다.
2. 발간: 제1호에 따라 취합한 논문은 감사연구원의 인쇄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발간한다.
제21조(이월게재) 저자가 요청하거나 감사논집의 분량 및 구성 등을 고려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차기에 발간되는 감사논집에 게재
할 수 있다.
제22조(게재예정 확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감사논집 게재 예정
사실의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논집 게재 예정임을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저작권) 감사논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

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고 감사연구원이 저작권을 갖는 데 동의한다.
제6장 논문 공모계획 수립 등
제24조(논문 공모계획의 수립) 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하 “연구기획실장”
이라 한다)은 감사논집에 게재할 논문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25조(업무지원) 연구기획실장은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논문의 접수, 논문
심사서류의 심사위원 송부, 논문심사결과서 접수, 종합판정결과의 투고자
통지, 최종논문 접수 등 발간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논문 작성 요령(제9조제2항 관련)

1. 논문 작성 양식
① 투고논문의 분량은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25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논문에는 국문 및 영문 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국문 주제어(5개), 영문초록(200단
어 이상 300단어 이내), 영문주제어(5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초록은
분량, 내용, 형식이 충실하게 작성되어야만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논문 제목(국ㆍ영문)과 함께 저자이름(국ㆍ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국ㆍ영문), 전자메일 주소 등의 저자 정보를 기재한다. 저자명은 주저자(제1저자), 참여저
자(제2저자), 교신저자(제3저자)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음과 같은 표기방법 예시를 참조
한다. 저자 정보의 정확한 표기는 투고자의 책임이며, 발간 이후 저자 표기는 정정되지 않
는다.
1. 논문 제목에서 저자명 표기 방법
감사원 감사연구원에 대한 연구
홍길동, 홍길영, 홍길순**
Stduy on the AIRI of BAI
Gildong Hong, Gilyoung Hong, Gilsoon Hong**
2. 저자 소개란의 표기 방법
주저자(제1저자) 홍길동(한자명) 한국대학교 한국학과, 참여저자(제2저자) 홍길영(한자명) 한국대학교 한국학과,
교신저자(제3저자) 홍길순(한자명) 한국대학교 한국학과
1st Author : Gildong Hong, Dept. of Korean Studies, Hankook Univ, 2nd Author : Gilyoung Hong, Dept. of
Korean Studies, Hankook Univ, 3rd Author(Corresponding Author) : Gilsoon Hong, Dept. of Korean Studies,
Hankook Univ

④ 논문 심사를 위해 제출한 투고논문의 표지, 초록, 본문 등에서 투고자의 이름이나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모두 삭제하고 투고한다. 투고자 본인의 논문이나 저술을
표기할 때에 “졸고”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투고논문 및 게재논문의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감사논집 논문투고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논문 양식을 사용한다.

용지여백

문단모양

글자모양

위쪽

30

좌우 여백

0

글꼴

신명조

아래쪽

30

줄간격

160

크기

11

왼쪽

30

문단 위

0

장평

100

오른쪽

30

문단 아래

0

자간

0

머리말

12

들여쓰기

10

꼬리말

12

정렬방식

양쪽혼합

제본

0

낱말간격

0

⑥ 투고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자를
쓰되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⑦ 투고자는 투고논문과 논문투고 신청서, 윤리규정 준서 서약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작
성하여, 전자메일과 논문투고사이트를 통해 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에 제출한다. 논문투고
신청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등 서명 또는 날인이 요구된 경우,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
여 제출한다.
2. 논문의 목차 표 그림 등의 표기
①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②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한글과 영문을 같이 표기하며 각각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위부분에 쓴다.
[표 1] 표 예시
[Table 1] Table Example
[그림 1] 그림 예시
[Figure 1] Figure Example

③ 표에 대한 주는 표 내부의 내용에 대한 개별주( 1), 2), 3)의 기호 사용), 표에서 사용된 확
률통계값에 대한 확률주(* p〈 0.05, ** p〈 0.01, *** p〈 0.001), 기타 일반주 (‘주 : ’로 표기하고 기재)
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 그림에 대한 주도 이에 준한다.
④ 자료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가장 아랫부분에 밝힌다.(예시- 출처: Duncan(1981: 349)의 재구성)
3. 본문 주와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을 인용하거나,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각주(Foot notes)” 또는 “내
용주(Content notes)”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인용ㆍ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저
자명, 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의 끝부분에 참고문헌 자료의 전체 내역을 정리한 “참고
문헌”(References)을 첨부한다. 이때 한글본 “참고문헌” 다음 장에 영문본 참고문헌 목록인
“References”를 첨부한다.
감사기획단계에는 대상기관에 대한 특정한 감사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상군 강영설, 2007).
각국의 최고감사기구별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Debisitlerem, et al, 2007).

③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은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한글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⑤ 같은 저자의 문헌이 반복될 때는 저자명 위치에 줄표(_____)를 사용한다.
⑥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간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
에는 문헌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발간연도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⑦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로 표
시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꺾쇠( )로 처리한
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두 따옴표(“ ”)로 표시하고, 책명이나 저널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⑧ 신문기사는 발간년, 월, 일, 페이지(면)를 표기한다.
⑨ 인터넷 등 등 온라인 자료의 인용은 다음 표기를 기본으로 한다.
예: Lehman, M. A. and R. H. Brown. 1994.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ttp://www.uspto.gov/nii/ipwg.html (accessed May 15, 1995).
⑩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사항, 문장기호, 표기양식 등은 다음 표기를 기본으로 한다. 1

박상남 강영구. 2007.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이재영 신한준 편,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estler, Ian M. 1997. “American Trade Politics in the Wake of the Uruguay Round.” Jeffrey J. Schott ed. World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4.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연구용역 결과물 표기 요령
① 기존 학술대회 발표(사례 및 경연 발표 등), 연구용역 결과 등 감사논집 게재 이외
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거나 공개한 발표문이나 논문 등을 감사논집에 투
고하는 경우에는 제목을 변경(국문 및 영문)하고 본문 내용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
완결된 형태의 논문으로 제출하고, 기존 연구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기존 발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 연구는 20△△년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확장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연구는 20△△년도 ○○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와 같은 형태로 한글 초록 밑에 표기한다.
③ 제목, 요약문, 본문의 구조, 내용, 표현을 기존 발표 논문 및 결과물에 비하여 50%
이상 변경하며 본문의 서술에서 필요한 부분은 참고문헌으로 인용 표기한다.

[별표 2]
종합판정

게재

투고논문 종합판정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

비 고

게재하는 것으로 확정

‘수정게재’로 판정한 2명에게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재심사를 의뢰하여 1명 이상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수정게재’로 판정한 2명에게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재심사를 의뢰하여 2명 모두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재심사
‘수정게재’로 판정한 1명에게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재심사를 의뢰하여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수정게재’로 판정한 3명에게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재심사를 의뢰하여 2명 이상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게재불가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별지 제1호 서식)
논문투고 신청서
※접수번호

논문제목
공동연구
여

부

※논문 접수일

주 소

교신저자
연락처

년

월

권

호

한글:
영문:
단독연구 (

), 공동연구(

주저자(제1저자) :
저 자

※논문게재일․호

)

(소속)

, (직책/직위)

, (성명)

참여저자(제2저자) : (소속)

, (직책/직위)

, (성명)

교신저자(제3저자) : (소속)

, (직책/직위)

, (성명)

(우:

)
핸드폰 번호
(필수)

e-mail
(필수)

유선 번호

본인은 감사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감사논집에 위 논문을 투고하며, 감사논집 발간지침
및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 ___________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
___________ 논문표절 검사결과 (

)%
)%

첨부: 1. 투고논문
2.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3. 논문유사도(표절검사) 검사결과 보고서 (상세보고서 파일 저장하여 첨부)

투고일

주저자(제1저자)

년

월

일

:

(소속 :

)

(서명)

참여저자(제2저자) :

(소속 :

)

(서명)

교신저자(제3저자) :

(소속 :

)

(서명)

『감사논집』 편집위원장 귀하

※ 상단 음영부분(※)은 채우지 마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 논문제목 :

본인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3호)」, 감사연구원의 「감사논집 연구
윤리규정」 및 「감사논집 발간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
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1.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
행위도 하지 않았음
2. 참여한 연구진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저
자 표시를 하지 않았음
3.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주저자, 교신
저자 및 전체 참여저자가 책임을 감수하겠음
4.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사전 및 사후 적발될 경우 논문 심사의 거절, 중단, 게재 거부,
게재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감사연구원 이외 기관의 학술대회 및 행사에 제출 또는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논문은
원래의 출처를 표기하였고,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
※ 별첨: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년

월

일

주저자(제1저자) :

(소속 :

)

(서명)

참여저자(제2저자) :

(소속 :

)

(서명)

교신저자(제3저자) :

(소속 :

)

(서명)

「감사논집」 편집위원장 귀하

<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구분

체크 항목

그렇다

위조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것이 있다.

변조

②

아니다

연구 과정(절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것이 있다.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
은 것이 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④
데이터 등을 출처에 밝히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③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
(summarizing)을 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⑥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
⑤

표절

⑦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⑧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
처를 표시했다.

⑨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
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가 있다.

⑩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
느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하였다.

⑪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썼다.
⑫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다.
중복게재

⑬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였다.
⑭

부당한
저자표시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하는 범위를 벗어났다.

⑮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⑯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본인은 본 투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
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저자(제1저자) :

(소속 :

)

(서명)

참여저자(제2저자) :

(소속 :

)

(서명)

교신저자(제3저자) :

(소속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의뢰서
감사논집의 투고논문 심사를 수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용 논문(저자 익명처리)과 ‘논문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 드리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논집은 심사위원과 투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으니, 심사위원께서는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심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심사결과는

○○년 ○월 ○○일 ○ 까지 아래의 논문투고사이트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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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랍니다.
소정의 심사료는 감사논집 발간 이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요청 드린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감사원 감사연구원
(110-706)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전화:

02-2011-OOOO (

담당자

팩스:

02-2011-OOOO

논문투고사이트

OOO)

: bai-eri.j ams.or.kr

E-Mail : baier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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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감사원 제3별관) 연구기획실

(별지 제4호 서식)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Ⅰ. 논문제목

Ⅱ. 심사 내용
구 분

평 가 기 준

우수

주제

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등

접근

선행연구 검토, 이론/실제적 근거, 분석
틀의 타당성 등

분석

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
성과 종합성 등

표현

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등

보통

미흡

Ⅲ. 종합 의견
아래 세 항목 중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여부

시상 추천

1. (
2. (
3. (

(

) 게재 가
) 수정 게재 【형식(
) 게재 불가

) 추천

(

), 내용(

)】

) 미추천

Ⅳ. 종합심사평
구체적인 논평과 수정․보완사항을 <별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심사위원 정보 (*투고저자 통보 시 삭제 필요, 서명 없는 한글파일과 서명된 PDF 파일 제출)
○ 소속:

○ 성명:

(서명)

<별
□ <논평>
- 총평 : 일반적인 논평을 자유롭게 서술
* 심사위원이 논평과 수정․보완사항을 자유로이 기재

- 논문 평가 (개별지적사항)

□ <수정․보완사항>
* 심사위원이 논평과 수정․보완사항을 자유로이 기재

지>

(별지 제5호 서식)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재심사)
Ⅰ. 논문제목

Ⅱ. 심사 내용
구 분

평 가 기 준

주제

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등

접근

선행연구 검토, 이론/실제적 근거, 분석
틀의 타당성 등

분석

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
성과 종합성 등

표현

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등

우수

보통

미흡

Ⅲ. 종합 의견
아래 두 항목 중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여부

시상 추천

1. (
2. (

(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추천

(

) 미추천

Ⅳ. 종합심사평
구체적인 논평과 수정․보완사항을 <별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심사위원 정보 (*투고저자 통보 시 삭제 필요, 서명 없는 한글파일과 서명된 PDF 파일 제출)
○ 소속:

○ 성명:

(서명)

<별
□ <논평>
- 총평 : 일반적인 논평을 자유롭게 서술
* 심사위원이 논평과 수정․보완사항을 자유로이 기재

- 논문 평가 (개별지적사항)

□ <수정․보완사항>
* 심사위원이 논평과 수정․보완사항을 자유로이 기재

지>

(별지 제6호 서식)
저작권 양도 동의서
투고논문 제목
투고일
저작권자
(공저인 경우 모든 저자명)

모든 저자들은 감사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감사논집에 게재, 출간하고자
하는 상기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게재가 승인된 날짜부터 감사연구원의 소유로
양도하며,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어 있
지 않습니다.
2.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최종 논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4. 게재가 결정된 최종 논문의 저작권은 감사연구원으로 양도되며, 감사연구원이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짐에 동의합니다.
5.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의 경우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교신
저자를 정했음을 확인합니다.
6. 표절 및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전
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하여 모든 저자들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저자

성 명 (서명)

소속

주저자(제1저자)

(서명)

참여저자(제2저자)

(서명)

교신저자(제3저자)

(서명)

이메일

전화번호

※ 이 동의서는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년
교신저자

월
(인)

일

「감사논집」 편집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