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산업응용수학회지 윤리규정

규정 제정: 2007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응용수학회지 (이하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심
사․출판에 관련된 연구․심사․출판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는 학계가 인정하는 방법과 검증절차에 따라 얻은 결과이어야 한다.

   2. 논문은 일련의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야 기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보편적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

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제4조 (출판윤리)  1.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2.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

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분할 논문은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윤리)  논문의 게재와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자와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종, 지역, 성별, 연령 등과 논문내용에 대한 자신의 주

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논문의 객관적 학술적 가치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편집자와 심사자가 1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자나 심사자의 변경

을 편집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윤리심의) 투고논문이 본 윤리규정에 벗어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는 투고자가 본 규정 및 보편적 연구윤리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투고자에게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중복게재, 논문의 분할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검토하고, 이

사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규정 및 과학계의 보편적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

고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Applied Mathematics Ethics Regulations

Established on August 30th, 2007

ﾠ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escribe matters related to 

research, review and publication ethics related to the writing, review, and publica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Applied Mathematic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journal).

ﾠ

Article 2 (Research Ethics) A paper submitted to this journal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ethics regulations.

1. Research should be based on method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recognized by 

academia.

2. Paper should describe a series of research processes and research results through 

objective methods.

3. Researchers must comply with not only these ethics regulations but also the universal 

ethics regulation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ﾠ

Article 3 (Misconduct) Paper with the following misconduct shall not be published.

1. Fabrication: The act of falsely creating, recording, and reporting research data or 

research results that do not exist

2. Falsification: The act of manipulating research data or process, or modifying or 

omitting data or research results so that research records do not conform to the truth

3. Plagiarism: The act of using other people's ideas, processes, results, or records 

without due authorization

ﾠ

Article 4 (Publication Ethics) 

1. Submissions and publications shall be limited to original articles.

2. Papers published or being submitted in other journals shall not be submitted to this 

journal, and papers published or being submitted in this journal shall not be published 

in other journals.

3. In principle, redundant publications shall not be submitted or published.

ﾠ

Article 5 (Review Ethics) Those in charge of publishing and editing a paper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1. Editors and reviewer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ir subjective views on the author's 

race, region, gender, age, etc., but should be reviewed solely according to the objectiv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2. If it is difficult for editors and reviewers to comply with the ethics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they must request a change of editors or reviewers to the editorial 

committee.

ﾠ



Article 6 (Ethics Deliberation) If the submitted paper is in violation of this ethics 

regulation, it shall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The act of submitting a paper to this journal shall be deemed that the author agrees 

with these regulations and the universal research ethics regulations, and if there is an 

opinion on a violation of the ethics regulations, the board of directors may request an 

explanation from the author.

2. Duplicate publication, redundant publication, and violations of research ethics shall be 

review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and finally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3. Members who violate these regulations and the universal ethics regulation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shall not be allowed to submit a paper to this journal for two 

years.

ﾠ

Supplementary Provision

This regul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enactment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