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3. 24.
개정 2009. 1. 17.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와 교육사학 분야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본 학회 및 회원은 학회지 간행을 비롯한 각종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철저히 배격한다.
1. 타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무단 도용과 표절
2.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간행 연구성과의 재투고
3. 연구자료의 고의적 조작
4. 기타 학계의 통념 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 행위
제 3 조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자행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2.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또는 박탈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4. 관계 당국에 보고 또는 고발
제 4 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적발과 심사,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단,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되
기 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회 간사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하여 투고 논문과 유
사하거나 중복되는 논문이 있는지를 1차 검증한 후 논문을 정식 접수한다.
2.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투고 논문 심사기준의 하나로 삼아 논문 심사 단계에
서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시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정밀 검
증한 다음 본 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심사위원
은 해당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즉시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보
고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제재 방안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행한다.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