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공학회지 투고규정
1. 논문의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한다.

5.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한국섬유공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한다)에 투고되는 연구

6. 원고의 채택여부는 논문의 심사규정에 따라 정한다.

논문의 내용은 학술이나 기술면에서 섬유와 관련되는 것으
로서 새롭고 가치있는 사실이나 결론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중요한 연구결과는 논문투고
요령에 따라 단신(note)으로 투고할 수 있다.
4.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원보로

7. 게재논문은 심사완료후 채택된 논문중 접수순서에 따라 편
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게재료는 무료이며, 별쇄본을
저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별쇄본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9. 투고요령은 별도로 정한다.

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한국섬유공학회지 투고요령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http://
www.fiber.or.kr)에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2. 논문의 길이는 표, 그림 포함하여 A4 용지 20면 이내를 원
칙으로 한다.
3. 제 1면에는 연구논문의 제목, 저자명, 소속을 국문으로 명기
하고, 제 2면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초록을 영문으로 작
성한다. 영문 저자명은 full name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초
록은 200단어 이내로, 영문키워드(keyword)는 7개 이내로 작
성하여야 한다.
4. 표와 그림의 설명 및 논문의 초록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
다. 그림은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린 원본이어
야 하며 설명도 영문으로 함께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에 삽
입한 자구와 부호의 크기는 가로가 5.5~6.0 cm로 축소 인쇄
되었을 때 2~3 mm가 되도록 한다.
5.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부호는 처음 사용된 곳에서 정
의하여야 한다.
6. 수량의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인용문헌을 본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이름이나
어구의 우측에 대괄호내에 숫자로 표시한다(예, Giles[1], 김
등[2~5]에 따르면 …).
8. 인용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Chemical Abstracts에 따른다.
9.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
1) 인용문헌은 전부를 모아 본문 끝에 가능한 영문으로 작
성한다.
2) 인용문헌중 학술잡지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간
년도, 권, 면의 순서로 기재한다(예 1).
3) 정기간행물이 아닌 문헌은 저자명, 서명, 출판판수(2판
이상인 경우), 편집자명(있는 경우), 출판사명, 출판도시
명, 출판년도, 권(2권 이상인 경우), 면 또는 장의 순으

로 기술한다. 책제목은 따옴표 안에 표시하고, 저자가 편
집자인 경우 “Ed.”를 쓰며, 출판년도는 괄호안에 쓰지 않
는다. 편집된 책에서 인용부분의 저자를 나타내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저자를 먼저 쓰고 “in”을 쓴 후
책제목을 쓰고 바로 뒤에 편집자를 쓴다(예2,3,4).
4) 특허, 학술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및 기타 문헌은 다
음의 예시에 따른다(예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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