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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과학철학뺸 투고규정
(2019년 11월 19일 개정)
투고된 논문들은 “한국과학철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 여부도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 논문 투고 요령
(1) 원고 접수기간: 원고는 일정한 마감 기한이 없이 연중 수시 접
수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2) 원고 종류
① 과학철학 분야의 일반 논문.
② 비평이나 논쟁에 초점을 맞춘 토론 논문.
③ 최근 5년 이내에 출간된 과학철학 관련 국내외 서적에 관한 서평.

(3) 분량
①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 내외.
② 토론 논문과 서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각기 50매 내외.
③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논문심

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투고
① 본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뺷과학철학뺸편집실의 이

메일 주소로 전송한다.
② 제목(국문 및 영문), 투고자의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국문

및 영문), 직위(저자 정보),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별지에 명기한다.
③ 투고원고는 익명심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

문은 투고자의 신원을 밝히는 표현이나 내용(예를 들어 저자
의 저서나 논문 등을 졸고(拙稿)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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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작성요령
(1) 작성 프로그램: 한글 2002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한다.
(2) 연구자 명기
① 게재되는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투고자들은 제1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에 다음과 같이 소속과 직

위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
대학 소속 교원
대학 및
연구소
소속

연구소 소속 연구원
대학원 소속 학생

표시할 사항
성명 / 00대학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성명 / 00연구소 /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성명 / 00대학 00대학원 / 박사,
박사과정생, 석사 등

초중등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00학교 / 교사
학교 소속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3) 인용방법
① 세 줄 이하의 직접인용은 겹 따옴표(“”)로 묶어 본문 내에 포

함시키며, 네 줄 이상의 인용은 독립인용문으로 처리하여 위
쪽과 아래쪽을 한 줄씩 비운다.
② 강조는 진하게 표시한다. 누구에 의해 강조되었는지 인용문 끝

에 명기한다. (예: 강조는 원저자 or 강조는 인용자).
③ 인용문의 내용을 생략할 때는 ‘[...]’를 써서 표현한다.
④ 저자와 저서 표기

저자이름을 쓰고 한 칸 띄고 괄호 안에 년도를 기입한다. 같은
저자의 저서 여러 권을 기입할 경우 년도와 년도 사이에 쉼표
(,)를 넣어 구분한다. 예) Margenau (1936, 1937, 1958, 1963)
(4) 각주
① 각주에는 저자명과 년도, 페이지만을 표기하며, 나머지 사항은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② 페이지 표기 시, 외각주(글 하단)로 표기하여야 한다. 내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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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로 표기하지 않는다.
③ 단, 직접인용을 3줄 이상하여 독립인용문이 된 경우에는 인용

문 말미에 괄호 안에 출처를 적고 페이지까지 포함시킨다.
④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연속 인용될 경우,

‘Ibid.’로 표기한다.
⑤ 재인용의 경우 쪽수 뒤에 쉼표를 찍고 재인용임을 밝히고 원

전과 인용서를 표기한다.
⑥ 본문에 내각주로 달 경우, 직접인용이나 간접인용 바로 뒤에

괄호를 쳐서 저자 이름과 년도를 적는다. 마침표 안쪽으로 적
는다. 페이지를 표기할 수 없다.
예) …”(Bell 1966)였다. / …논의를 전개했다(장회익 2013a,
2013b).
⑦ 글 하단에 외각주로 달 경우, 국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예) 이영의 (2014), pp. 12-14.
⑧ (이어서) 영문의 경우, 저자의 Last name만 표기한다. 페이지

를 약기한다.
예) Rhee (2014), pp. 12-4.
⑨ 외각주에서 다시 인용을 하는 경우, 인용 바로 뒤에 괄호를 쳐

서 출처를 적는다. 마침표 안쪽으로 적는다. 직접인용의 경우
겹 따옴표(“”)로 묶어 구분한다.
예)

…제시하였다(Dyson

1997,

pp.

21-6).

/

“…

and

velocity”(Gibbs 1902, p. 5).
(5) 외국어 병기
① 외국어 표기 시, 한글을 먼저 쓰고 외국어는 괄호로 묶어 뒤에

적는다.
② 외국어 병기 시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된 괄호 사이를 띄우지

않는다.
③ 논문에 고유명사를 언급할 때, 인명과 지명은 교육부가 제정한

외국어 발음 표기 규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인명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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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어의 경우 최초 언급 시 원어를 괄호 속에 병기한다.
(6) 참고문헌
① 논문 끝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되, 본문에서 인용 또는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1) 저서일 경우
㉠ 저자명,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

한다.
예) 소흥렬 (1992), 뺷자연주의적 유신론뺸, 서광사. / Kuhn, T.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공동저서의 경우: 저자명 사이를 국문의 경우 쉼표(,)로 영

문의 경우 and로 구분한다.
예) Born, M., Heisenberg, W. and Jordan, P. (1925), … / 최경
희, 김은철, 송성수 (2009), …
㉢ 편저의 경우: 국문은 ‘성, 이름(편)’으로, 영문은 저자명 다

음에 ‘(ed.)’로 표기한다.(저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eds.)’
로 표기한다.) 예) 송상용(편) (2007), … / Pritchard, M. S.
and Rabins, M. J. (eds.) (2006), …
㉣ 역서의 경우: 저서명 다음에 역자 이름을 적는다.

예) 킴리카, 윌 (2006), 뺷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뺸, 장동진, 장휘,
우정열, 백성욱 옮김, 동명사.
2) 논문일 경우
㉠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호수, 수록 면

순으로 표기한다.
국문저널의 발행호수는 무조건 ‘권’, ‘호’를 사용해서 표기
한다. 영문저널은 볼륨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 기입한다.
페이지를 덧붙일 시 볼륨 옆에 ‘:’를 쓰고 적는다.
예) 장회익 (1998), ｢인식 주체와 과학의 인식적 구조｣, 뺷과학
철학뺸 1권 1호, pp. 1-33. / Hempel, C. G. (1945),
“Studies in the Logic of Confirmation”, Mind 5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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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학위논문

예) 김재영 (2001), ｢메타동역학의 얼개와 성격: 양자이론과
상대성이론의 동역학적 이론구조｣, 서울대학교 이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 학회발표논문

예) 홍길동 (1995), ｢한국사상의 이해｣, 한국사상사학술대회,
강원대학교.
㉣ 인터넷 자료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정문수 2012년 ‘해수부 부활의 인문학적 성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
Id=20121114000163html(검색일: 2012.12.01.)
② 한국어권, 동양어권, 서양어권의 순으로 하되, 한국어권은 가

나다 순, 동양어권과 서양어권은 알파벳 순으로 수록한다.
③ 저자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성, 이름’의 순서로 하고, 성

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두고 이름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때 이름은 full name 대신 첫 글자만 쓴다.
④ 동일저자의 논문 또는 저서를 표기하는 경우 저자명을

‘_____’로 표시한다.
⑤ 동양어권의 논문은 ｢ ｣, 저서 및 잡지는 뺷 뺸 부호로, 서양어

권의 논문은 “

”, 저서 및 잡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⑥ 동양어권과 서양어권의 페이지 표기는 ‘pp. ’로 동일하게 사용

하나 서양어권의 경우 페이지를 약기한다. 예) 동양: pp.
145-147. / 서양: pp. 145-7.
(7) 논문형식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은 뺷과학철학뺸의 관행에 따른다.
3. 논문 요약문 작성 요령
(1) 논문 요약문 원고(국문과 영문)가 첨부되어야 한다.
(2) 분량은 500자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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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어(key words)는 필자가 선정한 5단어(국문과 영문) 정도로
구성한다. 주요어는 논문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념들이나 주제들,
또는 인문들을 언급하는 단어들로 한다.
4. 심사료, 원고료, 게재료 규정
(1)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 게재료를 납부한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별쇄본 20부를 제공하며, 그 이상분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별쇄본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150매 이상이 넘어갈 경우 초과하는 분량에 해당하는 논문 인쇄
료를 별도로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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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과학철학뺸 편집규정
(2016년 3월 28일 개정)
1. 뺷과학철학뺸은 한국과학철학회의 정기간행 학술지로서, 1년에 3회(3
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은 공식적으로 접수됨(투고된 논문이 JAMS를 통해
확인된 시점)과 함께 심사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2인이 투고논문
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하되, 편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업적이 있고 공정
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 심사위원
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
한 후 종합적으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논문을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등급에 의해 평가해 주십시오.
- 매우 우수(A), 우수(B), 보통(C), 부족(D), 매우 부족(E)
가. 논문의 문제의식이 명료한가? _____
나. 논자 고유의 해명이나 분석을 시도하였는가? _____
다. 논지 전개가 논리적인가? _____
라. 논문의 내용과 형식의 완성도는 어떠한가? _____
마1. 관련 문헌들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적절한가? _____
마2. 국내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인지하고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이 평
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X로 표기) _____
종합 평가: 게재 가능_______ 수정 후 게재_______ 게재 불가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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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위의 항목별 평가에서 ‘부족’(D)이나 ‘매우 부족’(E)으로 평가된 항
목이 있을 경우 ‘게재 가능’으로 평가할 수 없음.

3. 게재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능’ 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지
침에 따라 수정ㆍ보완한 최종본의 파일을 기한 내에 JAMS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투고는 한국과학철학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3)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인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청탁 원고의 경우는 게
재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게재료와 관련한
한국과학철학회 회원 자격은 종신회원이거나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한국과학철학회 회원인 경우

- 연구비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의 경우: 40만원
- 연구비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의 경우: 전임 15만원, 비전임 및
학생 게재료 없음
∙한국과학철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

- 연구비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의 경우: 45만원
- 연구비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의 경우: 전임 20만원, 비전임 및
학생 5만원
(4)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와 동시에 한국과학철학회로 이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