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투고 관련 사항 안내 *
1. 논문 분야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교육,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등에 관련된 순수연구논문, 교육실천 논
문, 기타(해설 및 소식)로 하며 투고 시 원고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편
집위원회는 원고의 종류를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가입
투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 방법은 학회 홈페이
지에 있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 jhunys@snue.ac.kr
납부 금액 : 일반 정회원 1만원, 이사 회원 10만원
납부 계좌 : 1005-801-782985 (우리은행,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3. 논문 제출 파일명은 논문 제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투고 시 성함, 소속,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저작권 동의서, 유사도 검사결과 등 누락없이 모든 자료를 탑재해주셔야 합니다.
6. 영문초록 : 투고자가 직접 작성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 여부는 투고자의 권한입니다.
7. 논문은 1차 접수 기한이 있으나, 이후에도 연중 접수합니다.

* 논문투고규정 [주요 사항 요약] *
- 영문초록, 국문초록 모두 필요합니다.
- 각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글자 크기, 형식 등은 고려하지 마시고 서술하여 제출하시면, 편집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 본문에 인용 표시를 하고, 논문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제시합니다.
- 참고문헌은 모두 반점(,)만 찍으며, 마지막에 온점(.)을 찍습니다.
- “그림”은 “Fig.”로, "표"는 “Table"로 표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https://ksecce.jams.or.kr 학회>학회소개>논문심사규정)

* 논문 투고 방법 *
- 연구재단의 jams(http://ksecce.jams.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접수가 된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확인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수정 및 보완사항, 심사 결과 역시 메일로 송부합니다.

* 투고 규정 *
1. 원고의 종류와 투고 내용
1)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교육실천논문’, ‘해설’ 및 ‘소식’으로 하며, 투고 시 원고의 종류를 명시하
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종류를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투고내용
가) 연구논문: 연구논문은 창의적인 실험연구, 조사연구, 이론연구 등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에나 주
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논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목, 연구자명, 연구자의 소속, 주 연구자(또는 교신 연구자)의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
스번호
②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등에 관한 내용(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참고문헌 목록
④ 논문초록(영문 Abstract)
⑤ 주제어(영문 key word)
나) 교육실천논문: 교육실천논문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대학, 대학원 포함)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천한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의 논문을 말한다. 교육실천논문에 포함
될 사항은 연구논문과 같다.
다) 해설: 새로 대두되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교육 분야의 소개, 에너지와 기후변화 교육에 중요한 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 에너지와 기후변화 교육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소
개 등이 포함된다. 이 난은 내용의 특성에 따라 논문 체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라) 소식: 소식은 학회의 특별 소식, 투고 안내, 임원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한다.
2. 투고 규정
1) 논문의 투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투고 신청서에 저자명과 소속, 연락처 등을 따로 기
입하고, 첨부파일에는 저자에 대한 기록, 연구비 지원에 대한 기록은 삭제한다. 특히 파일 속성에 저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다.
온라인 논문 투고처 : http://www.ksece.kr/(6권 2호~7권 2호까지)
https://ksecce.jams.or.kr(8권 1호부터 ~)
2) 논문(연구논문, 교육실천논문, 해설 포함) 투고 시 심사료 6만원을 편집위원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부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출한 원고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게재 확정된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한글 2007 이상 또는 MS-Word)로 작성한 파일로
제출한다.
4)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은 한글로 표기하고, 이와 함께 영문(로마자)으로도 명기한다.
5)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외국어(일어, 불
어, 독어 등)로 작성할 수 있다. 한글 논문인 경우에도, 용어와 진술의 의미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괄호 안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 언어로 병기할 수 있다.
6)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가) 2인 이하의 경우: 홍길동(2003), (홍길동, 2003), (Ausubel, 1990), Ausubel (1990), 이철수와
김수철(2003), (이철수와 김수철, 2003)
나) 3인 이상인 경우: 홍길동 등(2003), (홍길동 등, 2003), Park et al.(1999), (Park et al., 1999)
다) 동일저자, 동일연도이고 논문이 2편 이상인 경우: 김순희(2000a, 2000b)
7)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일본어, 중국어 등) 서양어(영어, 불어 등) 순위로 하되 각 언어별 알파

벳 순위로 나열하고 다음의 예에 따른다.(주의사항: 항목 간에는 반점(,)으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온점(.)
을 찍는다.)
가) 저널의 경우:
장병기, 2005, 전구의 밝기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가설 검증 활동, 초등과학, 24(5), 518-530.
Gunstone, R., Slattery, M., Baird, J. R., & Northfield, J., 1993, A case study exploration of
development i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cience Education, 77(1), 47-73.
나) 단행본의 경우:
박성익, 1987, 수업방법 탐구- 수업모형‧수업전략‧수업평가, 교육과학사.
Woolnough, B. E., 1994, Effective Science Teaching.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8) 분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age별로 첨자(1, *) 등으로 표시하고 원고 하단에 내
용을 첨가한다.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표(Table)
가) “표”는 “Table”로 표기한다.
나) Table의 제목 및 내용은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Table의 제목이나 내
용을 한글로 서술할 수 있다.
다) 표 작성 시 가로선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문 내용에 표가 들어갈 자리 표시를 하고 표는 별지에 따로 작성할 수 있다(예: Table 1, 별지
2).
마) 표의 제목과 표 위에 위치한다.
바) 제목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예: Table 2).
사) 표는 축소하여 또는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 완벽해야 한다.
10) 그림(Fig.)
가) “그림”은 “Fig.”로 표기한다.
나) Fig.의 제목 및 내용은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Fig.의 제목이나 내용이
한글로 서술할 수 있다.
다) 그래프, 그림, 사진은 모두 Fig.로 명명한다.
라) 본문 내용에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표시하고 그림은 별지에 따로 작성할 수 있다(예: Fig. 1, 별
지 2).
마) 그림의 제목과 필요한 서술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한다.
바) 그림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예: Fig. 2).
사) 그림은 축소하여 또는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 완벽해야 한다.
11) 발표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영문인 경우 타자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 연구논문, 교육실천논문, 해설은 모두 논문초록을 작성해야 한다. 논문초록은 모두 영문으로
100~200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13) 연구논문, 교육실천논문, 해설의 영문초록 다음에는 주제어(key word)를 5개 내외로 기재한다.
14) 국문원고에서 본문 중의 학술용어는 가급적 국문으로 표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소문자
로 원어를 명기한다.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현한다.
15) 본 투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의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에 준한다.
3. 투고상의 유의사항
1) 투고자격: 연구 논문 및 해설의 투고 자격은 우리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 저자 중 비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비회원이 우리 학회에 가입한 후에 투고가 가능하다.
2) 원고 제출: 인터넷으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3)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심사료 6만원은 논문
투고 시 선납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가) 각 원고에 대해 학회지의 기본 인쇄 분량은 학회지 인쇄 면 수 10면으로 하고(기본 게재료 10만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면당 2만원씩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면제할 수 있다.)
나) 학술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한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도 추가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 축소하거나 그대로 조판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된 표나 그림에 대해서는 표나 그림 1개당 실비
의 제작비를 납부해야 한다.
라) 학회지의 별쇄본은 30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필요한 경우 투고 시 필요한 부수를 신청하고
비용은 신청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4) 주의사항
가) 논문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는 매우 압축된 형태이어야 한다. 연구 목적, 연구 문
제, 연구의 제한점, 용어의 정의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열하지 말고, 꼭 필요한 내용만 서론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나) 체제는 I, 1, 1) 등으로 하되 가급적 I 과 1 수준만 제목을 붙이고 너무 세분화하지 않도록 한다.
다) 표나 그림은 본문 내용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문에 설명이 없는 표나 그림이 제시되
어서는 안 된다. 표나 그림은 가급적 간략해야 하며, 복잡한 도표의 제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