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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지는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해양생명과학 분야의 보문(Article), 총설
(Review), 및 단보(Note)를 게재한다.
  1) 보문 : 독창적인 연구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2) 총설 : 해양생명과학에 관련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며 철저한 문헌 조사를 통한 
최신 연구 동향이나 기존 지식의 비판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포함한 것
  3) 단보 :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 방법 등과 같이 보문으로 작성할 수 없으나 
새로운 연구 결과로서 발표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 

2. 투고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회의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3.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국문으로 한글(HWP) 또는 MS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하며, 원
고의 양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매(1매 당 40자×30행)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A4 용지에 타이핑하여야 하며, 원고의 매 면에는 쪽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2) 투고 원고는 반드시 하나의 파일에 모두 수록되어야 한다.
  3) 학술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고유 명사나 학술 용어 중 필요한 때
와 번역이 곤란한 때에만 발음을 기초로 한글화한 외래어와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하여 쓸 수 
있다.
  4) 한글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 교육부(2000년) 표기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5) 도량형의 단위는 국제단위체계(System of International Units: S.I.U)를 사용하며, 분
모가 있는 경우 음의 지수를 사용한다(예: μg l-¹, mg cm-³ hr-¹).
  숫자와 도량형의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예: 50 cm²). 단, %, 온도, 위도, 경도를 표시하는 
단위는 숫자에 붙여 쓴다.
  6) 수식은 아래와 같이 하고 식의 번호를 우측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f(t)=sin(wt+δ)(1)
  7) 최종 편집이 2단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여 그림, 표 그리고 수식은 가급적 폭이 
8.2cm를 넘지 않도록 하고, 폭이 17cm를 넘으면 인쇄 시 임의로 축소될 수 있다.

4. 원고의 형식
  1) 논문의 구성은 제목과 저자가 표시된 표지, 영문 요약(Abstract)과 Key Words, 국문 요
약,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사사, 참고문헌, 도표(Tables) 및 그림 설명(Figure 
legends)과 그림(Figures) 순으로 작성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 및 고찰로 할 수 있다.
  2) 제목 및 저자 : 논문 제목, 저자 소속(직위포함)은 국·영문으로 병기하고, 소속 기관이 다



른 공저자일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 우측 상단에 첨자 ¹,²,...로 표시하고 그 주소를 명
시한다. 교신저자는 저자명의 우측 상단에 첨자 *로 표시하고, 제출된 논문의 교신저자의 이
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영문 저자명은 이름, 성 순으로 
작성한다.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복수로 할 경우는 역할 분담이 확실한 공동연구여야 하
며, 논문 투고 시에 그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요약 : 연구의 목적, 주요 연구 방법, 실험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문 및 영
문 요약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영문 요약은 300 단어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문단으로 한
다. 또한 영문요약의 하단에는 5개 이내의 영문(국문)의 주요 색인어(Key words)를 기술한다.
  4) 서론 : 논문의 연구 배경과 도출된 문제점과 연구 목적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5) 재료 및 방법 : 실험에 이용된 생물의 실험조건, 시약, 실험계획, 시료 채취방법, 실험을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연구방법, 통계처리 등을 포함한다. 이미 출판
된 논문의 실험방법은 논문을 인용하되 변형된 실험방법은 자세히 기록한다.
  6) 결과 : 실험결과를 순차적으로 요약 정리한다.
  7) 고찰 : 서론과 결과에서 기술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주요결과에 대한 간결한 기술과 
실험 결과의 의의, 그리고 이미 출판된 다른 논문의 실험 결과와의 관련성 여부를 상세히 기
술한다. 또한 실험 결과의 예상 문제점과 결론(conclusion)의 유도 등을 기술한다.
  8) 참고문헌은 가급적 25편을 넘지 않도록 기재하며, 국문인 경우에도 영문으로 기재하며 
영문의 저자명의 알파벳과 출판연도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정확성
은 전적으로 저자가 책임진다.

    가. 참고문헌 표기
① 단행본 및 편집된 책에서 인용할 경우: Chapter의 저자명, 발행년, Chapter의 제목, 편집
자명, 도서명, 판차, 발행사, 발행지역, 권수, Chapter의 쪽수
  예) Eickson RP. 1993. Molecular genetics of mammalian spermatogenesis. Gwatkin 
RBL (ed.), Genes in Mammalian Reproduction. Wiley-Liss Inc., New York, pp 21-26.
② 연구논문 : 저자명, 발행년, 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
  예) Choi JS. 2005. Ichthyofauna and fish community structure in Chuncheon 
Reservoir. Korean J Environ Biol 23:173-183.
③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 저자명, 발행년, 제목, 학술대회, 학술대회장소, 날짜, 쪽수
  예) Yeon IJ, Choi SK, Lee BC, Park JH, Choi HI. 2011. Effects of juvenile common 
carp (Cyprinus carpio) and bagrid catfish (Pseudobagrus fulvidraco) for artificial 
stresses. In: Annual Spring Conference of Korean Soc Noise Vibrat Engineer, 
JungSeon, Korea, 27-29 Apr, 2011, pp 814-816 (in Korean).

    나.  본문에 문헌 인용
① 인용부위에서 저자(들)와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되 1-2인의 경우에는 성을 모두 쓰고, 3
인 이상의 경우에는 제 1저자의 성만 쓰고 그 외의 저자들은 et al.로 쓴다. 
② 여러 논문을 함께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으로 나눈다. 즉, (Yoon, 
1981), (Yoon and Kim, 1987), (Yoon et al., 1989), (Yoon and Kim, 1987; Yoon et al., 
1989) 등과 같이 표기한다. 
③ 동일한 저자가 동일 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2편 이상 인용되는 경우는 먼저 나오는 논문의 



출판 연도에 a, 뒤의 논문에 b를 발행 연도 뒤에 붙인다. 즉, Won and Kim, 2005a; Won 
and Kim, 2005b)와 같이 표기한다.

   9) 도표(Table) : 도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참고자료가 없이도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명
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각각의 도표는 표제를 사용하고, 수평선분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문과 
다른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10) 그림(Figure) : 그림은 흑색으로 정밀하게 도안하고, 영문 설명을 각각 붙여야 하며, 사
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하며 축소 인쇄 시 일반적인 판별이 가능한 해상도여야 한다. 칼라의 
경우 출판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11) 단보는 보문에 준하여 작성하되 모든 내용은 별도로 구별하여 작성하지 않고 연속하여 
간략하게 기술한다.

5. 원고의 제출, 심사 및 전자출판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Journal of Marine Life Science)의 홈
페이지에서(http://jmls.or.kr/) 접수한다.  
  2) 원고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지정한 2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채택여
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투고가 결정된 원고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논문의 게재는 종별에 따라 원고 접수순으로 하되, 심사 완료본을 기준으로 하여 편집상 
순서가 다소 바뀔 수도 있다. 원고 내의 오류 및 교정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책임진다.
  5) 출판: 본 학회는 지면 출판은 하지 않으며, 전자저널로 발간한다.
  6) 본 학술지의 연구와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국제적인 규약을 
따른다. 

6. 편집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일부 내용의 정정, 통계처리, 도안, 사진, 기
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