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회지 투고규정
최초게시일: 1992년 12월 1일
최종수정일: 2019년 8월 20일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지(보존과학회지, 이하‘학
회지’라 한다) 논문 투고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원고의 종류 및 내용)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주제는 문화재 보존과학에 관련된 전반으로, 그 종류는 연구논문
(Research Article), 처리논문(Technical Article), 단신(Research Note), 총설(Review)로 구성된다.
1.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문화재에 대한 보존기술과 재질특성 등을 연구한 것으로 학술성
또는 응용성이 뛰어난 것
2. 처리논문(Technical Article): 문화재 보존처리 시 처리법 및 기술 등을 저술한 것
3. 단신(Research Note): 문화재 보존 연구에 대하여 어떠한 발견 및 최근 소식을 정리한 것
4. 총설(Review):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또는 철학 등을 다룬 것

제 3조(윤리규정)
연구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다른 학회에 투고되거나, 간행물로 발표되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제 4조(투고자격)
논문 주 저자와 교신저자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국내·외 초청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 5조(원고의 제출)
1.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www.e-jcs.org/)으로 투고해야한다.
2. 원고는 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본 투고규정과 저자지침서에
위배되는 원고는 반려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분량)
1. 원고 작성은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한자도 사용할 수 있다.
2. 원고는 A4용지 크기에 한글(hwp) 또는 MS워드(doc)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단, 학회지 영문호는
MS워드(doc) 파일로만 작성한다.
3. 논문의 분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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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총설은 한글 20,000자, 영어 9,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
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모든 원고의 분량은 제목, 소속, 초록, 참고문헌을 제외한 기준이다.)

제7조(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우편번호, 국가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저자가 여러 명이고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 제1저자 기준으로 1을 붙이고 소속기관의 순서에
따라 2, 3을 표시한다. 저자의 소속기관 앞에 역시 같은 번호를 붙인다. 단,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동일할 경우 숫자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교신저자는 이름 끝에 *를 붙인다.
3. 원고는 제목, 저자명, 소속, 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사사, 참고문헌 순으
로 구성된다.
4. 국문 및 영문초록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하며 각각의 초록 하단에 6개 이내의 중심어(key word)를 표기한다.
5. 소제목은 간단, 명료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재료 및 방법
1.1 연구방법
1.1.1. 물리적 손상
물성
6. 문화재명, 인명, 지명 등은 공인된 국문과 영문 명칭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른다.
7. 단위는 국제단위계(SI)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 중 단위 표기 시 숫자와 한 칸 띄어 쓴다.
단, 각도(°), 분(′), 초(″), 도(℃), 퍼센트(%)는 띄어 쓰지 않는다.
8. 약어는 표준화된 약어를 사용하며 구두점은 생략한다.
9. 원고에 삽입된 모든 표와 그림, 인용문구는 본문 중에 반드시 언급 및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된 참
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할 때에는 저자의 성과 출판년도만 작성하며, 출판년도 순으로 배열한다.
- 단독 저자인 경우: Park, 1998; Choi, 2008
- 저자가 2인일 경우: Kim and Oh, 2014; Choi and Kim, 2017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Lee et al., 2018
저자의 성과 출판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 등을 넣어 구분한다.
- Kim, 1992a; Kim, 1992b
저자가 동일인으로 여러 편을 표기할 경우에는 성을 생략할 수 있다
- Kim, 1992; 2000

제8조(표와 그림)
1. 표(‘Table’로 표기)와 그림(‘Figure'로 표기)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본문의 내용
없이도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캡션을 기재하여야 한다.
캡션 작성 시 표는 상단, 그림은 하단에 배치한다.
2. 표 삽입 시 각주가 추가될 경우 표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를 붙이고
표 좌측 하단에 1), 2) 표시를 하여 각주를 작성한다.
3. 그림 삽입 시 다수의 그림을 하나의 캡션으로 묶는 경우 각각 (A), (B), (C), 등으로 표시한 뒤
본문에는 A, B, C 등으로 작성한다.
(예)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Figure 3A).
4. 원고에 사용된 모든 그림 및 표는 원본(JPG, PNG 권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참고문헌)
1. 모든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하며 문헌의 제목 첫 두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2. 참고문헌 목록 작성 시 저자명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 표기 양식은 APA Style을 따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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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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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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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게재료)
1.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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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쇄본은 신청한 저자에게만 발송하며 그 실비를 받는다.

제11조(위임)
기타 본 규정과 저자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2조(문의)
학회지 논문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에게 문의한다.

편집위원장: 정용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주소: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E-mail: journal.conservation@gmail.com, 연락처: 041-830-7365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