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투고규정

사단
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제1장 총칙 
제1조 (투고 및 저자자격) 
① 논문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
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한 자
3.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
4.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검토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③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의 기여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 (저자의 소속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
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15.>

제3조 (투고논문의 종류 및 내용) 
① 투고논문은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Original Paper, Review Paper, Brief Communication 
(4장 이내)로 구분한다.
② 투고논문은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의 관련 산업과 연계된 열공학, 동력공학 및 기계역학, 재료 
및 가공공학, 유체공학, 제어 및 계측공학, 전기전자 정보통신공학, 선박방재기술 및 해양안전, 기
타 마린관련(해기교육, 국내외규격 등) 등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국내외 논
문지에 제출되었거나 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2장 논문투고
제4조 논문의 투고와 접수
① 교신저자는 논문이 별표 1의 저자점검표와 같이 작성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투고하여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학회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및 저자점검표를 작성하여 교신저자의 서명으로 제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및 별표 1의 저자점검표 회신 여부와 저자
점검표와 같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논문접수를 승인한다.  
④ 논문의 접수일은 본 학회의 논문접수 승인일로 한다.
⑤ 논문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공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전에 공저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성
명, 소속기관 등)를 온라인 상에 등록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사가 시작된 후에 공저자의 정보
는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⑥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요구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심사총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자의 회
답과 논문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논문투고 규정



제5조 (책임한계 및 저작권)
논문 내용의 책임은 저자가 지며, 제출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로 양도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채택여부)
논문의 채택여부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 (게재료)
①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판정이 난 논문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게재예정논문의 게재료 공문이 주저자에게 발송된 후 정해진 기한내 미납시 해당논문은 게재유
보된다.<개정 2016. 7. 21>

게재료 200,000원 ($200)

제3장 원고집필요령
제8조 (원고양식)
① 원고용지는 A4 (210 mm × 297mm)의 백색 용지를 사용하고 문서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제본 0mm으로 
편집하고, MS-Word로 작성한다. 단, 제목에서 주제어까지는 1단으로 편집한다.
② 글씨체는 기본적으로 Times New Roman으로 한다.

제9조 (원고집필) 
① 그림과 표 및 캡션은 본문에 중에 포함되어야 하고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② 논문은 MS-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단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신
저자는 ORCID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저자명은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교신저자는 †를 위첨자로 표시하며 
제1저자를 포함한 다른 저자는 저자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1, 2, 3,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④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영문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쓰되 줄여서 적지 않는다(예: Kil-Dong Lee).
⑥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후기, 참여역할, 참고문헌, 부록의 순서로 작성하며, 초록(150-250 단
어)과 키워드(5개 내외)는 본문 앞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도표, 문헌인용 표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9. 1. 10>
⑦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수량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장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1, 2, 3, 4, )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1.1, 1.2, 2.1, 2.2, 
)로 표기한다.
⑨ 그림과 표 그리고 수식의 번호는 장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로 매긴다. 그림과 표의 너비는 
70mm 또는 140mm로 편집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쪽에 기재하며 제목이 한 줄일 경우 가
운데 정렬하고, 두 줄 이상일 경우 왼쪽 정렬한다. 본문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Figure 1”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좌측으로 정렬하고 이를 인용할 경우 “Table 1”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수식은 우측에 그 번호를 표시하고 본문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식 (1)”과 같
은 형식으로 표기한다(예: “따라서 식 (2)를 식 (5)에 대입하면”).



⑩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순서 대로 모두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1.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표기한다[2].

2. 저널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4].

3. 참고문헌이 영문지가 아닐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참고문헌 끝에 (in

Korean)와 같이 원어를 표기한다[2][6][10].

4. 저자명은 두 사람이면 “and”로 연결하고, 세 사람 이상이면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

막 저자 앞에 “, and”를 넣는다[2][6].

5. 논문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표기하고 첫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며, 다

른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4][6]. 단, 고유명사와 약어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6. 도서명[2], 잡지명[4], 학술대회논문지명[6]을 표기할 경우에는 모든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단어가 기능어(관사, 접속사, 전치사 등)일 경우에는 소문자로 시작하나

기능어라도 첫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7. 페이지의 표기 방법은 여러 페이지일 경우에는 “pp. 1-10”과 같이 표기하고[4][8] 한

페이지만 인용될 경우에는 “p. 1”로 표기한다[6].

Books
[1] J. H. Author, Name of Book, Edition (optional), City, Country (optional):

Publisher, year (Basic format).

[2] D.-A. Ahn, J.-H. Kim, Y.-J. Nam, H.-R. Park, and S.-G. Le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Seoul, Korea: Kyobo Book Center, 2010 (in Korean).

Journals

[3] J. H. Author, “Name of paper,” Full Name of Journal, vol. x, no. x, pp. xxx-xxx,

year. [Type of Medium]. Available: site/path/file (optional) (Basic format).

[4] D. P. Shea and J. E. Mitchell, “A 10 Gb/s 1024-way split 100-km long reach

optical access network,”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25, no. 3, pp.

685-293, 2007.

Conference Proceedings (published)
[5] J. H. Author, “Name of paper,” Full name of Conference Proceedings, pp.

xxx-xxx, year. [Type of Medium]. Available: site/path/file (optional) (Basic format).

[6] D.-H. Kim, T.-H. Park, J.-Y. Heo, S.-H. Ryu, and S.-L. Kang, “Experimental

study for the prevention of cavitation damage in the diesel fuel injection pumps,”

Proceedings of the 36th KOSME Fall Conference, p. 61, 2011 (in Korean).

Chapter in Books
[7] Author of Chapter, “Name of chapter in books,” Name of Books, Editors of the

book (Eds),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8] L. Stein, “Random patterns,” Computers and You, J. S. Brake, Ed. New York:



Wiley, pp. 55-70, 1994.

Theses (M.S.) and Dissertations (Ph.D) 
[9] J. H. Author, Title of Dissertations, Kind of Thesis/Dissertation, Name of

Department, Name of University, Country, year.

[10] J.-H. Kim, Lexical Disambiguation with Error-Driven Learni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1996 (in Korean).

Standards/Patents
[11] J. H. Author, "Name of standards/patents,” Country, Number of

Standards/Patent, Date.

[12] G. Brandli and M. Dick, "Alternating current fed power supply,” U.S. Patent 4

084 217, Nov. 4, 1978.

Technical Reports
[13] J. H. Author, Name of Report, Number of Technical Report, Full name of

Affiliation, Country, year. [Type of Medium]. Available: site/path/file (optional) (Basic

format).

[14] B. Santorini, Part-of-speech Tagging Guidelines for the Penn Treebank Project,

Technical Report MS-CIS-90-47, Depart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Online Documents
[15] J. H. Author (optional), Title of the Site, URL, Accessed Date. (Basic format).

[16] IEEE Editorial Style Manual, http://www.ieee.org/documents/stylemanual.pdf,

Accessed December 11, 2012.

⑪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에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예 1) ∼ 등에 응용되고 있다[1].
예 2) ∼ 등에 응용되고 있다[2][3].

예 3) Kim et al. [10]는 ∼

예 4) 참고문헌 [1]-[3][10]에서 응용되고 있다.

제4장 최종본 제출 및 게재순서
제10조 (최종본 제출) 
① 게재가 결정을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본의 그림이나 표 그리고 사진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저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게재예정논문은 게재유보된다.<개정 2016. 7. 21>



제11조 (논문게재순서) 
① 논문의 게재는 심사를 통과하여 그 결과가 저자에게 통보된 후, 최종본이 접수된 순서대로 게
재한다.
② <삭제 2019. 12. 6>

제12조 (학회지발행)
① <삭제 2019. 12. 6>
② 본 학회지의 발행예정일은 매년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개정 2019. 12. 6>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0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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