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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문의 투고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논문 원고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www.kjom.org/submission)을 통해 본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소유가 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있는 연구 내용으

로서, 다른 곳에 발표할 예정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본 학회지는 미생물학에 관계되는 제 분야(일반 미생물학, 미생물의 구

조와 기능, 생화학, 효소학, 대사작용 및 조절, 분자생물학, 유전학, 동⋅

식물에 관련된 미생물학, 발효학, 응용 미생물학, 미생물공학, 바이러

스학, 임상미생물학, 환경미생물학, 면역학, 분류학 등)의 논문을 대상

으로 하며, 유전⋅분자생물(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생리⋅생

화학(Physiology and Biochemistry), 면역⋅병원미생물(Immunology 

and Clinical Microbiology), 환경⋅생태(Ecology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계통⋅분류(Systematics and Evolution), 산업⋅응용미

생물(Industry and Applied Microbiology) 등 6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게재한다.

4. 논문 투고시 투고 논문 표지 상단부에 상기 6세부 분야 중 해당 분야를 

기재하여야 하며, 논문 제목, 저자명, 직위, 소속기관명 및 주소와 함

께 교신 저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5. 논문의 내용은 반드시 MS워드를 사용한 한 개의 파일로 본문, 그림, 

사진 및 도표를 포함하여 double space로 작성하고, 페이지, 줄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넣는다. 그림(Figure)이나 표(Table)에 대한 설명

은 참고문헌 뒤에 따로 첨부한다.

6. 편집 및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한다.

가. 투고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논문

나.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논문

다. 기타 편집 및 인쇄가 불가능한 논문

7. 생물학적 성별(sex)과 정체성, 사회심리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

한 사회학적 성별(gender)의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부적당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시험 참여자, 사용한 동물과 세포주의 생

물학적 성별 및 사회적 성별을 명시해야 하며 성별을 결정하는데 이용

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그 연구가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다면 (예를 들면, 전립선 암환자 연구) 저자들은 인종과 민족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정의하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결정과 연구의 논리

적 타당성을 서술해야 한다.

8. 모든 연구자는 2013년 개정된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policies- 

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 

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에 따라 인간 연구 수행의 계획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들은 기관, 지역, 지방 또는 국가 규모의 

독립적인 심의 기구(IRB 윤리위원회, 기관심의위원회 등)로부터 사전

에 연구 수행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에도 사전에 소속 기관의 실험동물 취급과 사용에 관한 기관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적 관련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편집자 또는 심사자가 연구 윤리 준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연구 방법

의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심의 기구의 승인 번호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다음에 Ethical Statements로 원고 내에서 

밝혀야 하며 심의 기구의 승인이 면제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관

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9. 저자는 출판된 논문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아래 저자됨(Authorship)

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로 Acknowledgments

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

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

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

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또한,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에 있는 모든 저자에게 저자 명단, 저자 기

여 부문과 투고 승인된 논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논문이 출판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저널과 저자 간 의사소통을 전담해야 하

며 이에 책임을 진다.

II. 논문의 심사 및 채택

1.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지정한 2인 이상이 심사한 후 교

신저자에게 심사결과(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2. 수정된 눈문은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어 제

출할 때에는 신규 투고 논문으로 간주한다.

3. 심사후 게재 판정이 된 원고 혹은 수정본은 MS워드를 사용하여 작성 

하고, 이를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발행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국내

저자: 회원 5만원/페이지당, 비회원 7만원/페이지당; 국외저자: US$30/ 

페이지당).

5. 저자는 논문투고시 급행 심사(속보 Accerelated Publication)를 신청

할 수 있다.

* 속보(Accelerated Publication) 규정

(1) 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안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저자에

게 통보한다.

(2) 급행 논문 심사비는 5만원(US$50)으로 한다.

(3) 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최단 발간호 안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게재료는 국내 저자의 경우, 페이지당 회원은 7만원, 비회원은 9

만원으로 하며, 국외 저자의 경우에는 페이지당 US$40로 한다. 

6 인쇄된 논문의 별쇄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50부=3만

원, 100부=5만원, 150부=7만원).

7. 인쇄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이는 ｢저작권 양도 동의

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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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문의 구성

1. 원고는 총설, 보문, 단보, Genome Announcement로 하며, 원고의 종별

은 저자가 원고의 맨 앞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총설(Review) : 미생물학에 관련되는 제분야의 총설을 게재한다. 철

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어떤 특정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이나 현재까지

의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우선으로 택한다.

보문(Regular paper) :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

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단보(Note) :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등과 같

이 보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

Genome Announcement : 완전 해독된 유전체 또는 완전 해독되지

는 않았으나 유의성 있는 염기서열을 얻은 유전체를 보고하는 단보.

2. 총설의 제목, 저자, 저자의 소속 등을 보문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하되 특별한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으나 

지나치게 길게 작성하지 않는다.

3. 보문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작성토록 한다.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각각의 작성 방법은 아래

와 같다.

(국문 논문)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 적요, 서론, 재료 및 방

법, 결과, 고찰, 감사의 말, 참고문헌을 작성한 후, 영문 제목, 영문 저자

명,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영문 적요의 순서로 한다. 편리에 따라 결

과(Results)와 고찰(Discussion)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영문 논문)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or 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ments, References를 작성한다. 편리에 

따라 Results와 Discussion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영문 논문이라 하더

라도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 저자의 소속 기관 및 국문 적요를 작

성한다.

표제 : 제목, 저자명, 저자가 소속된 기관명과 주소를 차례로 나열한

다.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가 수행된 기관과 다를 때 해당 연구자 이

름 오른쪽 상단에 첨자로 표시하고 그 기관을 각주 아래 밝힌다. 편집

위원회와 연락을 취할 저자의 상단에 *표시를 한다. 제목은 단일제목

으로 한다. 연속적인 내용의 경우라도 “제( )보”라 하여 부제목을 부여

하는 것을 금한다.

Running title을 짧게 영문으로 기입하고, 5개 이하의 keywords를 영

문으로 기입한다.

적요(Abstract) : 적요는 국문 적요와 영문 적요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 적요의 경우는 제목과 저자, 주소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

문을 모르는 독자를 유념한 영문 Abstract의 작성에 유의한다. 가능한 

간단하게 단일문단(paragraph)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하기 위하

여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문장 내에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서론(Introduction) : 필요 이상의 총설적 서론은 피해야 하며, 본 연구

가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히 기술하여 다

른 논문의 도움 없이도 논문의 연구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

헌을 인용할 때 문장의 맨 뒤 괄호 안에 제1저자의 성과 함께 연도순으

로 작성한다. “참고문헌”란 참조.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 다른 연구자들이 실험을 되풀

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히 그 출처만 인용하고 그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면, 

수정한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새로운 방법은 자세히 기술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화학시료나 기구, 미생물 균주 

등은 그 방법, 출처 혹은 각 균주의 번호를 확실히 밝힌다. 많은 종류의 

균주, 돌연변이주, 플라스미드 등을 사용하였다면 표를 작성하여 기

입한다. 효소의 분리 정제는 재료 및 방법에서 서술하여야 하고 각 단

계의 결과는 결과란에 기술한다.

결과(Results) : 결과만을 이론의 전개순서로 나열하고 설명은 고찰 부

분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줄인다. 하나의 결과를 그림과 

표로 중복해서 표시할 수 없으며, 표와 그림은 다른 파일에 작성하여 

원고의 참고문헌 뒤에 첨부하고 본문 중에 이들의 위치를 Table 2, Fig. 

3 등으로 표시한다. 가능하면 그림이나 표를 줄이고 본문 중에 서술하

도록 하고 그림보다는 표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그림의 수를 가급적 

줄인다.

고찰(Discussion) : 서론에서 인용한 문헌과 얻어진 결과를 간결히 설

명한다. 가급적 서론이나 결론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결과 

및 고찰을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감사의 말(Acknowledgments) : 연구비의 출처나 개인적인 감사의 표

시를 할 수 있으나 지나친 표현은 삼간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어떤 형식의 투고 원고든 연구

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든 잠재

적인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저자가 투고 시스템에 해당 사항이 없

음을 밝혔고, 심사 과정 중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나, 논문 파일에 언급

을 누락한 경우, 이해상충은 논문 최종본(PDF) 파일에 자동으로 생성

될 수 있다. 

편집위원과 심사자는 해당 논문 검토 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

는 기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 진행 및 심사를 거

절해야 한다. 또한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이는 논문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출판 후 이해상충이 드러났을 때, 미생물학회지 편집위원

회는 내부 규범과 한국미생물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참고문헌은 보문의 뒤에 정리하여 쓰고, 반드

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정기 간행물은 저자

명, 년도, 제목, 잡지명, 권수, 페이지 순으로 하고 단행본일 경우는 저

자명, 년도, 책명, 출판수 및 권수, 페이지, 출판사명, 발행지 순으로 하

며 저자와 편집자가 다른 심포지움 논문집 등의 단행본일 때는 저자

명, 발행년도, 논문제목, 페이지, 편집자명, 책명, 권수 혹은 판수, 출판

사명, 출판지를 차례로 기술한다. 참고로 한 문헌의 저자나 편집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10인까지만 작성 후 “et al.”로 줄인다. 잡지의 줄임

말은 Serial Sources for the BIOSIS Data Base (BioSciences Information 

Service, 1990)의 약호를 사용한다. 심사위원은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장 내에서 인

용문헌의 표시는 사람 이름과 연도로 표기하며[예) 확인하였다(Kim 

et al., 1999)]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모두 표기한다[예) 확인하였다

(Kim and Lee, 1999)]. 그리고 참고문헌은 게재연도순으로 배열하며 

동일년도에 발행된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다음은 

사용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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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보의 작성은 보문의 작성요령을 따르나 적요와 감사의 말, 참고문

헌은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에 대한 내용은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단보는 

출판면 수로 5면 이내가 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Genome Announcements

(1) 초록은 영문기준으로 100자(단어 수) 이내로 작성한다.

(2) 본문은 사사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영문기준으로 500자(단어 

수) 이내, 국문 기준 3,700자(공백포함 문자 수) 이내로 하되 서론

부터 토의까지 구분 없는 단보 형식으로 작성한다.

(3)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4) 1개 이상의 공인된 균주 보관기관(KCTC, KACC, JCM, DSMZ 

등)에 기탁된 균주이어야 하며 유전체 등록번호가 데이터베이스

(GenBank, EMBL, KOBIC 등)에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5) 결과는 표 1개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그림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6) 모든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다(Bacteria, Archaea, Virus, Eukaryotes).

(7) Complete genome과 draft genome을 모두 수용하며 draft genome

의 경우 투고 시 scaffold 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담 편집위원

이 genome sequence의 유의성에 대해 판단한다.

(8) 게재료는 게재 페이지수와 상관없이 학회 회원은 25만원, 비회원

은 35만원 그리고 국외 저자인 경우 US$150을 정액 청구한다.

6. 국문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인명, 지명, 잡지명 등과 같이 혼동되기 쉬

운 것은 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학술용어 및 화학물질명은 가능한 

한 국문으로 표기한다.

7. 논문의 철자법 오류는 저자가 책임지며 심사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때는 수정을 요구한다.

8. 영문 논문의 경우 전문 교열 기관에서 영문 교열을 받은 후 제출하기

를 권고하며, 영문이 읽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 심사전 게재불가로 처

리될 수 있다. 수정본 투고시 저자는 전문 기관에서 교열을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사진은 인쇄로 그 명암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므로 명암이 뚜렷하지 않

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10. 표와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재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별지에 한다.

11. 그림과 표는 반드시 미생물학회지 제판원고 크기인 가로 8.5 cm(반

단) 혹은 가로 17.7 cm(전단)의 크기로 작성한다.

12. 오류 수정 : 출판된 논문의 오류를 발견한 저자 또는 독자는 편집국

(msk@msk.or.kr)으로 연락해야 한다. Erratum은 학회지 제작 및 출판 

과정 중의 오류를, Corrigendum은 저자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편집

국은 오류와 교정 내용을 파악하여 가능한 제일 빠른 권호에 게시한다.

IV. 기 타

1.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2. 본문 중에 약자를 사용할 경우 최초에 이를 설명한다. 일반적인 영문

의 약자, 미생물 균주명, 효소, 유전학 용어 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을 사용한다.

3. 다음의 경우 투고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가.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때

나. 그림을 천연색으로 넣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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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본 원고의 내용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고 게재예정도 아니다.

□원고는 MS워드 프로그램을 써서 작성하였다.

□원고의 왼쪽 상단에 보문, 단보, 총설 등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일단 편집, 11 폰트,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하였으며, 페이지 번호와 줄번호를 삽입하였다.

□학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본문 뒤에 그림과 표를 일괄하여 첨부하였다.

□참고문헌 뒤에 영문 제목, 저자, 소속기관, 적요를 작성하였다.

표  지

□원고의 표지에 계통⋅분류, 유전⋅분자생물, 생리⋅생화학, 환경⋅생태, 면역⋅병원미생물, 산업⋅응용미생물 등 6세부 분야 중 투고논문의 해당 분야

를 명시하였다.

□원고의 표지에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기재하였다.

□표지하단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및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를 기재하였다.

□표지 하단에 running title (요약 제목)을 기재하였다.

□제목은 학명에 명명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으며, 약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적요 및 본문

□두번째 쪽에 적요를 작성하고, 적요 하단에 4-5개 정도의 영문 keyword를 정하여 알파벳순으로 기재하였다.

□본문에서의 참고 문헌 인용은 저자의 성(Surname)과 출판 연도로 작성하였다.

□한글 단어와 괄호 사이에 불필요한 간격은 없앴다.

예) 조사하였다(Table 1), 중합연쇄반응(PCR)

□영어 단어와 괄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였다.

예)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그림 및 표

□그림과 표는 미생물학회지의 제판원고 크기인 가로 8.5 cm (반단) 혹은 가로 17.7 cm (전단)의 크기로 작성하였다.

□그림과 표는 일괄하여 본문의 뒤에 첨부하였다.

□그림과 표의 설명은 영문으로 하였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림과 분리하여 기재하였으며,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기재하고 표에 대한 설명은 표의 하단에 기재하였다.

□그림은 흑백 인쇄를 기본으로 하므로, 흑백 인쇄시 너무 흐리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림과 표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다.

□표중의 부호는 윗첨자 알파벳을 사용하였으며, 부호의 설명(caption)은 표의 하단에 기재하였다.

참고문헌

□문헌은 저자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다.

□참고문헌목록은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하였다.

본 투고 논문이 미생물학회지에 채택, 인쇄될 경우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한국미생물학회에 위임한다.

교신저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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