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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 일반정보
보존과학회지(JCS)는

1992년

최초로

발간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공식

학회지이다.

보존과학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며, 발간날짜는 2월 20일, 4월 20일, 6월 20일, 8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이다.
보존과학회지(JCS)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계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과학기술 학회지이다.
보존과학회지는 다양한 과학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 공학자, 문화재 보존가, 문화재 복원가를
위한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JCS는 문화재 재료 및 특성 분석, 과학적 진단과
문서화 및 모니터링, 새로운 과학기술 방법론, 보존 및 복원 재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CS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저작권, 라이선스, 데이터 공유, 아카이브 정책

2.1. 저작권
모든 게재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가 소유한다. 모든 저자는 원고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는 http://submission.conservation.or.kr/로
JCS 전자 투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자는 과거에 게재되었던 자료를 JCS에
다시 게재하기 위해 원 자료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

2.2. 라이선스
JCS는 원저작물이 적절히 인용되는 전제 하에 모든 매체를 통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제한적으로 이용 및 배포, 재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오픈
액세스 학회지이다. 저자는 JCS에 게재된 모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회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3. 데이터 공유
JCS는 윤리,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문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데이터 공유를 권장한다.
데이터 공유를 원하는 저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 접근이 가능한 저장소에 저장한 뒤 원고
본문 안에 DOI 링크를 넣어 활용할 수 있다.

2.4. 아카이브 정책
JCS는

학회지가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에 납본하여 디지털파일을 제공하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셰르파/로메오(Sherpa/Romeo, http://www.sherpa.ac.uk)”의 self-archiving 보관정책에
따라 저자는 게재 전 논문(예: 심사 전 논문)을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저자는 게재 후 논문(예:
심사 후 최종 논문)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출판자의 PDF 파일 버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3. 연구 및 게재 윤리

3.1. 저자 자격
저자 자격은 1)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2) 논문 작성이나 중요한 학문적 내용에 대해 결정적 수정을 했는지 여부, 3) 게재될
원고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여부, 4)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해당 부분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고를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 추가나 삭제, 또는 저자
순서 변경)은 반드시 해당 저자가 공문으로 편집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문은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는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 교신저자 및 제1저자: JCS는 한 논문에 대해 여러 명의 교신저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논문에 대해선 한 명의 교신저자가 편집부 및 독자와 교신해야 한다. 제1저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JCS는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승인한다.
• 게재 후 저자 수정: JCS는 학회지 편집부의 실수가 아닌 이상 게재 후 저자를 수정하지 않는다.
표기된 모든 저자가 요청할 경우 게재 전에 저자를 변경할 수 있다.

3.2. 독창성 및 중복게재
투고된

원고는

이전에

게재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심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채택된 원고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다른 과학 학회지에 중복게재 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중복으로 게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가
철회된다. 또한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사실은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지되고, 저자에게 추가적인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
과거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서를
요청하고 확보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는 텍스트, 그림, 표에 적용된다.

3.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교신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모두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금의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3.4.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본 학회지가 중복게재, 표절, 허위 데이터나 데이터 조작, 저자 변경, 이해 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차용, 편집위원에 대한 항의 등등의
연구나

게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출판윤리위원회(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가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해결하기

위한

업무절차단계를

절차는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은 본 학회지의 편집 위원회가 책임진다.

3.5.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게재 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논문 철회에 있어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필요한 경우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모든 표절이나 허위 데이터의
제거 및 규탄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은 원고를 거절하거나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자신이 거절하거나 채택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해 상충이 없도록 하며,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원고를 채택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투고 및 교차검증 절차

4.1. 투고
모든 원고는 http://www.e-jcs.org/로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투고하는
원고와 함께 저자는 적어도 4명의 심사위원을 제안하여 이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해당

원고가

이전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는 논문이 일단 채택되면
해당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 영어나 기타언어로 변환하여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해야 한다.

4.2. 교차검증 절차
JCS는 접수한 모든 원고를 심사한다. 먼저 원고가 양식을 갖추었는지,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원고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편집위원들이 선택한 익명의 심사위원 3명이
교차검증한다. 이들이 편집위원에게 보낸 결과는 편집위원의 결정에 따라 검토 및 게재된다. 더블
블라인드(이중맹검) 교차검증에서 저자의 이름 및 소속기관을 제거하고 심사한다. 모든 원고에
대한 채택 기준은 연구의 질, 독창성, 과학적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한다. 원고는 심사위원의 비평
및 추천에 근거하여 채택된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접수 후 3주 내에 최초 결정이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의 의견서는 교신저자에게 전자메일로 전해진다.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항목별로 모두 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의 결정이 난 지 8주 내에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투고 철회로 간주한다. 수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편집부에 연락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원고의 채택, 수정 후 채택, 채택불가 등 편집위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지 받는다. 수정된 최종 원고가 JCS의 양식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익월 호에 게재
예정된다. 거절된 논문은 교차검증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5. 원고 작성

5.1. 언어
논문은 한국어나 영어로 투고해야 한다. 본문의 언어와 상관없이 표지, 초록, 표, 그림,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5.2. 일반 요건
• 본문과 표를 포함한 원고 본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docx)나 한글(HWP)을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
• 줄 간격은 더블 스페이스로 하며, 21.6 x 27.9 cm(레터)나 21.0 x 29.7 cm(A4) 크기의 용지에 위,
아래, 왼쪽 여백 3 cm를 두고 작성한다.
• 글씨 크기는 11 포인트로 해야 하며, “바탕체”나 “Times New Roman” 글씨체가 선호된다.
• 원고의 모든 페이지는 초록 페이지를 1페이지로 시작하여 용지 아래쪽에 순차적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저자명과 소속기관은 원고의 어떤 페이지에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약어만을 사용한다. 표준 약어가 아닌 약어는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원고 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약어가 처음 사용되는 경우 “Relative humidity (RH)”처럼 원래
용어를 풀어서 표기해야 하며 약어 사용은 최소화한다.
• 제조업자명과 위치(국가 정보)를 나타내야 한다.

5.3. 원고 종류
원고 분량은 원고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 문화재에 대한 보존기술과 재질특성 등을 연구한 것으로서 학술성
또는 응용성이 뛰어난 논문
• 처리 논문(Technical Article): 문화재 보존처리 방법 및 처리 기술에 대한 논문
• 단신(Research Note):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 실험적 방법, 보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
• 총설(Review):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이나 철학 등을 다룬 논문

연구 및 처리논문은 한글 15,000자, 영어 7,000단어로 제한하며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1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신은 한글 5,000자, 영어 3,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총설은 한글 20,000자, 영어 9,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모든 원고의 분량은 제목, 소속, 초록, 참고문헌을 제외한 기준이다.)

5.4. 본문
논문은 표지, 초록 및 중심어, 본문, 사사,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된다. 모든 참고문헌, 표,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5.4.1. 표지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우편번호, 전자메일 주소, 공백을 포함하여 50자 이내로
작성된 짧은 부제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별표(*)로 표시해야 하고 각주에
교신저자의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다른 각주는 윗첨자인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5.4.2. 초록 및 키워드
모든 논문은 500자 이내로 작성된 한국어 초록과 250단어 이내로 작성된 영문 초록을 작성해야
한다. 두 초록 모두 본문을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초록은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초록은 한 문단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고문헌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자는 색인/초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6개까지 제시할 수 있다.

5.4.3. 소제목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해 평가
3.1.1 물리적 풍화
균열 및 틈새

5.4.4. 지명
한국 지명 로마자 표기법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5.5. 참고문헌
본문, 표, 그림에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은 원고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참고문헌 목록에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작성 중인 원고나 투고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원고처럼 게재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생략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해선 안 된다.

5.5.1. 본문 내 인용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려면 저자의 성(이니셜 없이)과 게재년도을 밝힌다(예: “Lee (2001)가
밝혔듯이...” 혹은 “이는 이후 얻은 결과(Kim, 2006)와 일맥상통한다”.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본문에서는 제1저자를 쓰고 뒤에 “et al.”을 붙인다(예: “Kim et al. (1958)은 ....를 증명했다” 혹은 (Lee
et al., 1998)).

5.5.2. 참고문헌 목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인용 표시가 동일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구분하기 위해 소문자를 사용한다(예: Smith (1993a, 1993b) 혹은 (Smith, 1993a,
1993b)) 저자명 철자와 게재년도가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에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원고를 상세히
확인한다. 학회지명, 책, 초록, 출판사, 대학 등의 정보는 약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전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참고문헌에 대해 본 학회지가 요구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 | 저자명, 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호), 페이지.
Chung, K.Y., Kang, H.T., Koh, M.J. and Kim, H.J., 2011, Chemical compositions of glass beads from Tombs of
Bupwha-ri Site, Yeongdong.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7, 243-250.

- 단행본 |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사명, 출판도시, 페이지.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

- 편저 | 저자명, 연도, 논문. In 편집자(ed. 또는 eds.), 제목. 출판사, 출판도시,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Snethlage, R. and Sterflinger, K., 2011, Stone conservation. In: Siegesmund, S. and Snethlage, R. (eds.), Stone in
Architecture. Springer, Berlin, 411-544.

- 역서 |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 출판도시,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Original work published 원서 출판연도)
Lee, G.G., 2008, Ojuseojongbagmulgobyeon(Choi, J., trans.). Hakyounmunhwasa Publishing Co., Seo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4)

- 학술대회 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대회명, 개최도시, 개최일, 페이지.
Kim, J., Lee, C.H. and Kim, R.H., 2011, Characterization of white and black crust on the surface of stone cultural
property in Korea. 5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eam Analysis Societies (IUMAS-V), Seoul,
May 22-27, 142.

- 학위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페이지.
Lee, M.S., 2007, Assessment of conservation scientific deterioration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rock
properties of the stone pagodas in the Bulguksa temple and Gameunsaji temple site, Gyeongju, Korea. Ph.D.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52.

- 연구보고서 | 기관명, 연도, 제목.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 웹 사이트 | 기관명, 작성연도, 제목. 웹 사이트 주소 (검색일자)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Detail description of Wongaksa temple. http://www.cha.go.kr/ (July 1,
2018)

5.6. 표(Tables)
각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표는 HWP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표 제목에는 문장에 사용하는 대소문자 표기법을 적용하고 제목 끝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목은 간결해야 하며 해당되는 표 바로 위에 배치해야 한다. 표 내용은 줄 간격을 더블
스페이스로 작성한다. 표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데이터는 보통
게재하지 않는다. 표의 각주는 표 아래 좌측 정렬하여 배치하고 위첨자(또는 유의성 값 및 기타
통계 데이터의 별표)로 표시하여 인용해야 한다. 각주에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붙인다. 표는
원고의 다른 부분에 제시된 결과(예: 그래프)를 중복하여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5.7. 그림(Figures)
사진, 차트, 도표 등과 같은 도해는 모두 그림으로 지칭한다. JPG, TIF, EPS, AI, GIF 파일 형식이
허용된다. 그림은 본문에서 참조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모든 그림제목은 마침표를 붙인다.
각 그림은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제목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의
그림의 각 부분은 (A), (B), (C) 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본문과 제목에서는 A, B, C로 참조한다(예:
Figure 3A). 또한 한 그림의 각 부분은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시켜야 된다(예: 한 개의 JPG
파일이나 TIF 파일).

그림
그림의 모든 글자, 숫자, 선, 점은 그림 크기를 줄인 다음에도 논문에 복사하여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선명해야 한다. 그림 상의 글자와 숫자는 Arial 글씨체를 사용해야 하고 그림
크기를 축소한 후에도 크기가 2.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의 두께는 0.2 mm 이상이어야 한다.
밀착 프린트나 복사본은 그림을 복사하여 본문에 넣기에 적합하지 않다.

지도
모든 지도에는 미터법으로 표시된 축척막대와 북쪽을 표시하는 화살모양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진
본문에 복사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은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흑백 혹은 컬러사진). 필요한
경우 사진에 비율표식이 있어야 한다. 사진의 복사본은 허용되지 않는다.

컬러 도해
JCS는 인쇄본에 그림이 컬러로 게재되는지 관계없이 웹사이트에는 컬러형태로 게재된다.

인쇄본에 컬러로 그림을 게재하려면 논문이 채택된 이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6. 게재를 위한 최종 준비

6.1. 최종본
논문이 채택된 이후, 저자는 저자명과 소속기관을 재확인하여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처음 제출한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 해상도가 더 높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 원본에 적절한 표시 및 화살표를 넣어 보내야 한다. 기호(예: 원, 삼각형, 사각형), 글자(예:
단어, 약어), 숫자는 본 학회지의 단 넓이에 맞추어 축소된 후에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크기여야 한다. 모든 기호는 캡션명에 정의되어야 한다. 제목에 넣기에 기호가 너무 복잡한 경우,
그래프나 도해가 있는 구역 밖이 아니라 도해 안에 넣어 나타내야 한다. 수정 과정에서 참고문헌,
표, 그림이 이동, 추가, 삭제된 경우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번호를 다시 매겨 모든 표,
참고문헌, 그림이 번호 순서대로 인용되도록 해야 한다.

6.2. 교정본
저자는 PDF 파일 형식의 교정본을 받게 된다. 교정본에 대해 원하는 사항을 따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제1저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PDF 교정본을 받은 후 2-3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수정은
오자 수정 정도로만 제한되며 그 이상의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해야 한다. 뒤늦게 수정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저자는 회신 전 상세히 교정본을 확인해야 한다. 논문을 수정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게재할 수 있도록 본 학회지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저자가 한 번의
소통에서 모든 수정 사항을 본 학회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 수정은 불가능하다.
저자는 수정된 자료가 완전한 자료임을 확인해야 한다.

7. 논문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논문 게재
후 제1저자에게 발송된다.
• 게재료: 논문당 ￦200,000 (US$200)
• 추가비용:

- 연구비 수혜논문: 논문당 ￦200,000 (US$200)
-

10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페이지당 ￦30,000(US$30)

- 컬러 그림: 페이지당 ￦100,000(US$100)

7.1. 별쇄본
별쇄본 및 복사본은 제1저자에게 발송된 발주 양식서를 사용하여 인쇄본 교정이 완료되기 전에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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