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용접·접합학회지 집필 규정
1983년 2월 3일 제정, 2014년 3월 14일 개정
1.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 http://www.e-jwj.org 에서 투고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 가입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집필인 경우 연구논문은 주 저자를 포함
하여 1/2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 투고자와 편집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논문 투고는 연구논문과 리뷰논문으로 구분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학술대회, 연구위원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기
존에 발표하였던 학술행사명을 표기하여 공지한다.
4. 연구논문은 용접 및 접합에 관한 학문적, 기술적 기여와 논증을 주체로 하고, 독창성과 객관성이
있는 결론을 포함하여 한다. 리뷰논문은 용접에 관한 학문적, 기술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전문적
인 주제와 지금까지 연구흐름과 방향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적인 논증을 주체로 하는 논문
으로 한다.
5. 원고전체의 분량은 표, 그림을 포함하여 회지의 인쇄 면수 5면을 기본으로 하며, 10면을 초과할 수
없다.
6. 논문 투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 접수일은 학회 접수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7. 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논문 작성 지침 따라 논문 제목(국, 영문), 국, 영문 저자명
및 소속, 저자 주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접수일자, 영문 초록, Key words, 서론, 본론,
결론, 후기(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으로 한다.
8. 표, 그림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 그림, 사진 중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의 설명있는 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한다.
9.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문헌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언어의 종류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일련번호, 저자명(모두), 제목, 저널명 또는

책명(이탤리체), 권 (호) (년도), 게재면 (사용언어) 순으로 작성한다. 단,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
저자 이름만 표기하고, 논문제목도 생략할 수 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글귀의 오른
쪽 어깨에 인용된 차례의 번호를 표시한다.
예) 1) Young Kim and Ki Young Park, Micro TIG Welding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Bellows, J. Welding and Joining, 33 (2) (2013), 115-119 (in Korean)
2) Y. Miyazaki et al., Quarterly Journal of JWS, 19 (2) (2001), 241-251 (in Japanese)
3) 대한용접접합회지 참고문헌 표기 방법
① 2014년도 이전 발간 학술지 : Journal of KWJS
② 2014년도부터 발간된 학술지 : J. Welding and Joining
10. 논문 심사는 학문 분야에 따라 전문심사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심사자는 논문원고에 대한 평가와
종합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4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45일이 경과하여도 제출
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는 1회에 한 한다.
12. 투고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 완료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
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3.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저자는 심사
완료 된 논문에 대한 저자권 양도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저자권 양도확인서를
5년간 보관한다.
14. 학회지 논문게재료는 5면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별도의 논문 심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5면

초과 면당

연구비수혜논문

특급논문

120,000

30,000

70,000

100,000

15. 학회지는 연 6회 짝수 달 30일에 발행한다. 단 2월은 28일에 발행한다.
16. 대한용접접합학회지는 국제출판윤리(COPE)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