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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논문의 표지 왼쪽 하단에 교신저자(corresponding

발간에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갖추어야 할 제반 사항

author)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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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야 한다.

2. 한국균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Mycology)에의

3. 원고는 투고규정에 맞추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투고 자격은 한국균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할 수 있으며, 국문의 경우는 원고의 제목, 저자명, 저

공동연구자 및 초청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의 주소,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3. 한국균학회지는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
할 예정이 없는 독창성이 있는 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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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페이지와 줄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넣는다.

4. 한국균학회지는 사상균, 버섯, 효모 및 지의류를 포함

논문의 구성

한 균류에 대한 모든 분야(분류학, 계통학, 환경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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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적요, Acknow-

5. 투고 논문은
1) 보문(article), 단보(note), 총설(review)의 형태로 투

ledgements, References, 표(Tables), 그림설명(Figure le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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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연구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3) 단보는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1. 표지(Title page)

등과 같이 보문으로 작성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연

논문의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은 국문 및 영문으로 각

구결과로서 발표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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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기하되,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의 순서로 하고,

4) 총설은 균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1) 제목은 간단하게 하되 논문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어
야 하며 학명에 명명자를 표시하거나 약자를 사용해

하며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최신연구 동향이나
기존 지식의 비판을 대상으로 한다.
6. 투고된 논문은 한국균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절차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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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신저자는 저자명 오른쪽 상단에 *로 표기한다.

에 따라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그 결과에

2. 적요(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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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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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균학회에 귀속된다.

이하의 영문 keywords를 정하여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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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logy. 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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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간단한 기술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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