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육발달학회지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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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지는 신체의 발육과 노화 및 운동기능의 발달관
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투고
는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투고논문은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원고의 종류는 총설(review), 원저로 한다.
논문투고자는 논문투고시 50,000원의 논문심사료를 학회
에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분량이
6쪽까지는 150,000원의 인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시
에는 초과쪽당 25,000원의 인쇄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는 매년 4회(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
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투고할 수 있으며, 국문으로 작
성된 논문에는 참고문헌 인용 및 학술용어 이외에는 국
문을 사용한다.
투고원고는 한글 2002 이상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학회홈페이지에서 온라인논문투고를 통해 투고한다.
논문의 본문 중에는 저자에 관한 어떤 정보나 암시도 포
함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용어의 순서로 배열한다.
1) 국문일 경우
① 제목, 연구자명, keyword 및 교신저자 표시
② 영어로 된 제목, 연구자명, 초록
③ 서론
④ 연구방법
⑤ 결과
⑥ 논의
⑦ 결론
⑧ 참고문헌
2) 영문일 경우
① 제목, 연구자명, keyword 및 교신저자 표시
② Abstract
③ Introduction
④ Methods
⑤ Results
⑥ Discussion
⑦ Conclusion
⑧ References
Fig.와 Table의 설명문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 중에 인용하는 참고문헌은 해당부위에 저자와 연도
를 괄호 안에 표기하고 2인 이하일 때는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일 때는 제1저자만 표기한다. 동일저자와 같은 연
도 발표논문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로
표기한다. 예) (Anderson and Park, 2003), (Shin 등, 2002),
(Johnson et al., 1999; 홍길동 등, 2001), Smith 등(1990),

Kim (1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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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의 순서로 인용(가, 나, 다순)하고, 외
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게재한다.
예) Grandjean P. W., Crouse S. F. and Rohack J. J.

(2000) Influence of cholesterol status on blood lipid and
lipoprotein enzyme responses to aerobic exercise. J. Appl.
Physiol., 89, 472-480.
Matsuzawa, Y., Fujioka, S., Tokunaga, K. and Tarui, S.
(1987) A novel classification: visceral fat obesity and
subcutaneous fat obesity. Berry, E. M., Blondheim, H. E.,
Shafrir, E. J. eds. Recent Advance in Obesity Research 5.
London: John Libbey & Company Ltd, pp.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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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면이 기준면을 초과할 경우나 도안이나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및 별쇄본은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원고 중 필요에 따라서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원고의 게
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타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Fig.에 사용하는 기호는 가능한 한 ○, ●, △, ▲, □,
■ 등의 순서로 택한다.
2) 약어를 사용할 경우 처음에는 완전 철자를 쓰고 이어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 다음 사용한다. 단, 흔히 사
용되는 약어는 설명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3) 표를 제외한 본문에서는 ‘각주’의 사용을 금하며, 측
정치의 표현에는 국제단위계가 사용되어야 한다.
4) 그림은 모든 논문의 끝에 별첨되어야 하며, 본문 중에
는 그림 삽입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5) 사진이나 프로그램 리스트 등도 그림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예, Fig.1., Table 1., ....)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3인의 심
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게재동
의가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선
정하지만, 논문의 주제에 따라 외부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를 심사하며 논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저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수정하여 수정지
시 이행표를 작성한 후 투고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발육발달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조 본 규정은 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투고된 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조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이하의 편집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
가 겸임하며,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
으로 위촉한다.
제 조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임기는 2년
이고 위촉은 학회장 명으로 한다.
제 조 편집위원회는 한국발육발달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
반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이를 주관한다.
제 조 논문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에 따라 편집위원 1명
을 선정하여 심사위원 2명을 추천받아 편집위원을 포
함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
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조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분야와 일치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논문의
연구영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발육발달
② 심리발달
③ 운동기능발달
④ 노화
제 조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원
고와 함께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
이 1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
를 해촉하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원고를 즉시 본 학회 사무실
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조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 조 심사결과는 원문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
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자는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원
문 게재 가”로 판정한다.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
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요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제 조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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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항 이상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
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
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
회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①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②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
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①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
이가 없는 경우
②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
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④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조 과반수이상의 게재 가의 평가로 학술지에 게재한다.
조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매우 상이할 경우는 편집위원회
에서 심의 결정한다.
조 심사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해당 부분의 구체적인 지적과 저자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이때 수정제의 후 1주일 이내까
지 수정 보완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조 심사결과 투고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
도, 이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
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
례에 따라 처리한다.
① 본 학회지는 신체의 발육과 노화 및 운동기능의 발
달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투고는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② 투고논문은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본 학회지에 게재 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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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육발달학회지 논문 투고서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 논문투고서

·수신 : 한국 발육발달학회 편집이사 귀하
·투고 논문 제목 :
·투고자(교신저자) 성명 및 소속 :
·투고일자 :
귀학회에서 발간되는「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본 논문을 투고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 심사기준 및 저자확인 사항

⊙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교신저자표시가 있는가? ( )
·영문 초록의 key word가 있는가? ( )
·Running head가 있는가? ( )
·연구논문의 체계가 초록, 서론, 연구방법, 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되어 있는가? ( )
·Table이나 figure의 설명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본문 중 인용문헌의 표시가 규정에 맞는가? ( )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이 투고 규정에 맞는가? ( )
⊙ 논문 심사비 50,000원(한국발육발달학회, 농협 848-12-129524, 입금주(구광수)을 제출하였는가? (

)

■ 저작권 이전 동의사항

한국발육발달학회에서 발간되는「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투고된 저작물은 타 학회지에 발표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고
타인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모든 저작권을 한국발육발달학회에 양도 합니다.
위 사항 위배 시 원고 반송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발육발달학회장 귀하
저작자의 표시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자의 인적 사항 표시
성 명
전 화
주민등록번호
저작물의 표시
논문명
(

)

:

:

:

-

:

위 저작물은 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최초로 투고하는 것이고 타인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모든 저작권을 한국
발육발달학회에 양도합니다.
교신저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일자: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