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규 정
쉬운 용어는 한자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한글 표기가 어
려운 학술용어 또는 물질명은 영문으로 표기 할 수 있다.
2. 원고는 한글(hwp) 또는 워드(doc)로 작성해야 한다. 원고는
A4용지에 2행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면의 좌우 및 상하에
3 cm의 여백을 둔다.
3. 연구논문과 총설의 원고 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로 하며,
그 외의 원고는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원고의 형식)
1. 국문 연구논문의 형식은 표지, 영문초록(ABSTRACT), 서
론, 방법(또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혹은 결과 및 고
찰), 결론, 사사, 기호설명,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2. 영문 연구논문의 형식은 TITLE page,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or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S (or SUMMARY), ACKNOWLEDGEMENT,
NOMENCLATURE, REFERENCES, TABLES, FIGURES
의 순서로 작성한다.
3. 원고의 표지(제1면, TITLE page)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직위는 국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교신저자에 *표
를 하고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번
호를 달아 구분한다. 원고의 저자는 심사 가능 대상자(이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4. 영문 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단보, 기술자료, 현장보고 등은 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영문초록 하단에는 다섯 단어 이내
의 영어 주제어(Key Words)가 첨부되어야 한다.
(예) Key words: Dechlorination, Reductive degradation,
Carbon tetrachloride, TCE
5. 본문(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
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구분
될 수 있어야 한다.
(예) 1, 2, 3, …, 1.1, 1.2, …, 1.1.1, 1.1.2, …, (1),
(2), (3), …
6. 원고 본문 중에 표현은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
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며, 수량과 단위는 한 칸 띄어 쓴
다(%와 oC는 예외).
(예) 1.5 mg/L, 1.5 mg/kg, 25%, 13.1oC
제9조(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1. 표와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을 참
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 표와 그림은 아래 예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
를 붙여야 하며,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도 동일한 양식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 Table 1, Table 2, Fig. 1, Fig. 2
3.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과는 별도로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1조(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에
명시된 회지 발간사업을 위한 투고 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본 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지하
수토양환경 관련분야의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
(Review Paper), 단보(Technical Note), 기술자료(Technical
Paper), 현장보고(Field Report), 특집(Special Feature), 토
의(Discussion), 논설(Editorial) 등으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
분된다.
1. 연구논문: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
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총설: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
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
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보: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
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현장보고: 조사보고 및 환경시설의 설계·유지관리 등에 관
련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특집: 전문분야별로 시기 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
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여 원고를 위촉한다.
7. 토의: 본 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 등에 관련된 의견,
질문 및 질문에의 회답을 포함한다. 단, 토의대상 논문은
2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8. 논설: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내부/외부 전문가의 지하수
토양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포
함한다.
제3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 연구논문, 특집 및
현장보고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투고자(들)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회 소정 양식의 저자 점
검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 양도 동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 저자(들)는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복제, 발행, 배포, 전송, 디지털 제작 등)
을 본 학회로 양도함에 동의하여야 하며, 학회 소정 양식의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최종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심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필요할 경우 원고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원고작성 언어 및 분량)
1. 원고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되 외국인의 논문 검색
을 고려하여 영문을 권장하며, 반드시 200단어 이내의 영
문초록(ABSTRACT)이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원고 내용
중 한글로는 인명, 지명, 잡지명과 같이 어의가 혼동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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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배치하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않는다.
(예)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ctivated carbon
5.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배치하며, 첫 글자를 대문자
로 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Photograph of the SVE box experiment
system.
6. 그림과 표의 크기는 1단의 경우 가로를 7.8 cm 이내로
하고, 2단의 경우 16.5 cm 이내로 작성한다. 모든 그림과
표는 제공된 상태로 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하여야 한다.
제10조(참고문헌)
1. 원고에 인용된 모든 문헌은 반드시 영어로 참고문헌에 수
록되어야 하고, 저자명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저자명은 참고문헌에서는 모두 기록하며, 본문에서는 2인
까지는 모두, 3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et al. 로 표기한다.
① 2인 저자의 경우
(예) Wood and Sanford(1995)는 ...,
(예) (Wood and Sanford, 1995).
② 3인 이상의 경우
(예) Walker et al.(1991)은 ...
(예) ... ... 제시하였다 (Walker et al., 1991).
③ 동일인이 동일년도에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을 동시
에 인용할 경우 연도 뒤에 a, b, c를 넣어 구분한다.
(예) Wood and Sanford(2004a), Wood and Sanford
(2004b)
3. 참고문헌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Journal Articles)의 경우 저자, 년도, 논문제목,
학술잡지명(영문인 경우 약식표기, 이탤릭체), 권(호)
수, 면수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Wood, W.W. and Sanford, W.E., 1995,
Chemical isotopic methods for quantifying
ground-water recharge in a regional, semiarid
environment, Ground Water, 33(3), 458-468.
(예) Walker, G.R., Jolly, I.D., and Cook, P.G.,
1991, A new chloride leaching approach to
the estimation of diffuse recharge following
a change in land use, J. Hydrol., 128, 49-67.
② 학술회의 Proceeding의 경우 저자, 년도, 논문제목, 학
술회의명(이탤릭체), 발행처, 회의장소, 면수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Pritchett, J., 1995, Star: A geothermal reservoir
simulation system, Proceedings of the World
Geothermal Congress, Int. Geotherm. Assoc.,
Florence, Italy, p.2959-2963.
③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년도, 도서명(주요어를 대문
자로 시작), 출판판수, 출판사명, 출판지명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Anderson, M.P. and Woessner, W.W., 1992,
Applied Groundwater Modeling: Simulation
of Flow and Advective Transport, Academic
Press, San Diego, CA.
④ 편집저서의 경우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편집자, 도
서명(이탤릭체, 주요어를 대문자로 시작), 출판사명, 출
판지명, 면수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Allison, G.B., 1988, A review of some of the

physical, chemical and isotopic techniques
available for estimating groundwater recharge,
In: I. Simmers(ed.), Estimation of Natural
Groundwater Recharge, Reidel Publishing
Company, The Netherlands, p.49-72
⑤ 정기간행물의 약어는 영문의 경우 Chemical Abstract
에 준하며, 국문인 경우에는 영어로 된 약어 또는 영
어로 번역하여 쓴다.
⑥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페이지의 제목, URL, 접속 날
짜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Annual Review of Global Pulp and Paper
Statistics, http://www.risiinfo.com/product/annualreview-of-global-pulp-paper-statistics [accessed
17.03.22]
제11조(원고접수와 채택)
1.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
로 하며, 심사일은 2심이 완료된 날로, 게재승인일은 ‘게
재 가’로 총평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3. 투고원고의 접수는 발행일 한달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4. 최종 게재승인은 발행일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5.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는다.
6. 투고자는 학회 소정 양식의 저자 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정)
1.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하며, 초교 중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자구수정, 내용 삽입 혹은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
1. 원고의 투고 및 심사를 위해서는 투고 시 다음 사항이 선
행되어야 접수 한다.
① 원고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입회
비 및 당해연도 연회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되는 경우 소정의 게재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10쪽까지 120,000원, 초과시 매 쪽당 20,000원.
②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
수할 수 있다.
1) 컬러인쇄를 하는 경우
2) 20부 이상의 별쇄를 요구하거나 또는 별쇄의 표지
를 요구할 경우
제14조(긴급심사제도)
1. 원고의 빠른 심사를 위한 제도로서 접수 후 2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2. 원고 1편당 심사료 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외의 사항은 일반 원고의 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발간 및 위임사항)
1. 본 학회지는 1년에 6회(2, 4, 6, 8, 10, 12월) 발행을 원
칙으로 한다. 단, 특별호는 홀수달에 발행 할 수 있으며
모두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출간한다.
2.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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