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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투 고 규 정
1. (1) 원고는 본 학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본 학회는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 반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2) 본 논문 투고 규정은 학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2. (구분) (1) 투고문은 정규논문, 긴급논문, 영문레터, 초청논문, 리뷰/튜토리얼 논문으로 구분한다. (2) 논문은 음향학분야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실험, 새로운 설계법 또는 제작자료, 이미 발표된 이론을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내외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긴급논문은 

인쇄면을 기준으로 6면 이하로 제한한다. (3) 정규논문과 긴급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정지시와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4) 초청논문은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방법)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S Word로 한정)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출판되는 논문 샘플 형식으로 웹투고에 접수한다.

4. (심사) (1) 심사료와 함께 (제15조 참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서 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2) 긴급논문의 

경우 논문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 여부의 최종 판정까지 5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3) 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음향학회 규정 및 COPE에 따른다.

5. (재투고) 수정 요구일 후 7개월 이내에 재 투고하지 않으면 저자에게 경고가 주어지고,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재 투고하지 않으면 논문은 자동으로 

게재가 취소된다.

6. (언어) (1) 한국어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2) 한국어 사용 시 한글 맞춤법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표준말 표기법에 준하여, 영어 사용 

시 국제 학술어 표기법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양식) (1) 논문 작성은 표지,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표 설명목록, 표, 그림 설명목록, 그림 순으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를 기입한다. (2) 국문과 

영문논문 모두 제목, 저자명, 요약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고, 표 설명목록, 그림 설명목록은 영문만 명기한다. (3)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한다. (4) 논문에 관한 통신을 위해서 책임 저자와 주소, 전화, Fax 번호, E-mail 주소는 영어로 명기한다.

8. (요약) (1) 요약문에는 저자 및 소속명 없이 제목만을 기입한다. (2) 요약은 국문의 경우 800자 이내로, 영문의 경우는 1,200단어 이내로 한다. 

(3) 본 학회지 1월, 7월호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분류 번호를 참조하여, 투고 논문에 합당한 1개 이상의 분류번호를 요약 말미에 열거한다. 

(4) 논문핵심용어(keywords)를 4개 이상 7개 이내로 작성하여 분류번호 다음에 열거하며, 국문/영문을 병기한다. 

9. (Reference) (1)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해당위치에 대괄호 [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2) 인용된 문헌은 본문의 끝부분에 

모아서 순서대로 열거한다. (3) 정기간행물인 경우 인용번호,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수, 페이지, 연도의 순으로 쓴다. 단행본의 경우 인용번호, 

저자명, 책이름, 출판사, 출판지명,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다음은 참고문헌의 작성 예이다:

1. B. H. Lee and H. W. Lee, “An optimum stage-enclosure configuration for performers” (in Korean), J. Acoust. Soc. Kr. 19-26 (1982).
2. K. S. Kim and W. J. Seong, “2-D pseudo-spectral acoustic propagation modeling for ocean environment” (in Korean), J. Acoust. 

Soc. Kr. Suppl.2(s) 23, 425-428 (2004).

3. H. Y. Hwang, S.-K. Lee, and W.-S. Kim, “Contention-based slotted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for underwater environments,” 
Proc. 30th Underwater Acoustics Symposium, 67 (2015). 

4. C. W. Turner, P. E. Souza, and L. N. Forget, “Use of temporal envelope cues in speech recognition by normal and hearing-
impaired listeners,” J. Acoust. Soc. Am. 97, 2568-2576 (1995).

5. Y. Kida and T. Kawahara, “Voice activity detection based on optimally weighted combination of multiple features,” Proc. 
Interspeech, 2621-2624 (2005).

6. D. Romblom and B. Cook, “Near-field compensation for HRTF processing,” AES 125th Convention, paper no. 7611 (2008).
7. P. M. Morse and K. U. Ingard, Theoretical Acoustics (McGraw-Hill, New York, 1968), pp. 100-103.

8. The Intel 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 http://www.intel.com/technology/computing/opencv/, (Last viewed July 31, 

2008). 

9. R. E. Hansen, “Introduction to Synthetic Aperture Sonar,” in Sonar Systems, edited by N. Z. Kolev (InTech, Available from: 
http://www.intechopen.com/books/sonar-systems/, 2011).

10. H. K. Hartline, A. B. Smith, and F. Ratlliff, “Inhibitory interaction in the retina,” in Handbok of Sensory Physiology, edited by M. 
G. F. Fuortes (Springer-Verlag, Berlin, 1972).

11. D. J. Chappell, Modelling the transient interaction of an elastic structure with an exterior acoustic field, (Ph.D. thesis, University 

of Brighton, 2007).

12. D. J. Henwood, “Post-processing in the frequency and time domains,” B&W Group Ltd., Tech. Rep., 2006.

13. 3GPP TS 26.401, Enhanced aacPlus General Audio Codec; General DeX-X-SCRIPTion, v. 8.0.0., 2008.

10. (Table) (1) Table 제목 또는 설명의 목록은 영문으로 별도 작성한다. (2) Table안의 설명 및 표기는 논문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 문자(예: 한글 

음운을 다루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11. (Figure) (1) Figure는 본문에 그 위치를 Fig. 1, Fig. 2 등과 같이 순서대로 표시한다. (2) Figure 제목 또는 설명의 목록은 영문으로 별도 작성한다. 

(3) Figure는 흑백 인쇄에 따른 흑백 원본이 원칙이다. (4) 논문의 특성 상 칼라 Figure로 제출된 경우 제목 맨 앞에 (Color available online) 문구를 

표기한다. 흑백 인쇄에서 구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저자가 입증하면 칼라 원본을 허용하고, 부득이 칼라 인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3)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5) Figure 속의 문자나 숫자는 전체 그림이 축소될 경우를 고려하여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기되어야 한다. (6) Figure 

안의 설명 및 표기는 논문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 문자(예: 한글 음운을 다루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7) 

연속되는 Figure의 경우 예로 Figs. 1과 2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8) 계측기 출력 결과 및 전문 소프트웨어의 출력결과는 단위표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림에 반영한다.

12. (Equation) (1) 수식은 (1), (2)와 같이 순서대로 수식의 오른쪽 끝에 번호로만 표기한다. (2) 본문 내용 중 수식을 서술할 경우는 수식을 의미하는 

Eq.과 수식 번호, 예로 Eq. (1)과 같이 표기하며, 연속으로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경우 Eqs. (1)과 (2)로 표기한다.

13. (단위 및 물리량 표기법) (1) 단위표시는 국제단위계(SI unit)를 원칙으로 한다. (2) 단위 표기는 KSA 0001과 KSA ISO 80000-1에 따른 단위표기법을 

준수한다. (3) 숫자와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 한 칸을 적용하며 영문에서는 괄호 전후 한 칸 띄어쓰기를 준수한다.

14. (교정) (1) 논문이 채택되면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정에 있어서 재교정은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를 개정할 수 없다. 부득이 상당량의 교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저자는 수정 후 최종적으로 채택된 논문 원고와 그림, 약력을 웹투고에 최종 논문으로 투고한다. (4) 논문 접수 후, 저자 추가는 일체 되지 

않는다.

15. (게재료) (1) 게재 승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자는 별쇄를 30부 제공받는다. 단, 규정된 부수 및 형식 이외의 

별쇄에 대해서는 재교정 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게재료 및 별쇄료는 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인쇄된 

면수로 정규논문의 경우는 6면, 긴급논문의 경우에는 3면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시에는 게재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3) Full-text xml 변환비용과 사진을 게재할 때 불가피하게 아트지를 사용하거나, 칼라 인쇄 시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4) 

게재료 면제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서면 신청 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논의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6. (저작권)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권리의 이전을 투고시 언급해야 한다.

17. (발행) 본 학회지는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각 말일에 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