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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1
국

문 

제목 • 15 pt, 중고딕, 굵게, 가운데 맞춤
□ 부적합

□ 적합

이름
• 11 pt, 중고딕, 굵게, 가운데 맞춤, 주저자는 †로 표시 (†는 굴림체)

• 이름과 이름 사이는 • 로 표시(쉼표 아님).

□ 부적합

□ 적합

소속

• 11 pt, 신명조,

• 저자가 소속이 다를 경우-저자이름 뒤에 ＊표시. 

(소속이 다양할 경우 : A＊, B＊＊, C＊＊＊ )

□ 부적합

□ 적합

예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
(한줄 띄어쓰기) 

홍길동•김 희•김민수†
 

(한줄 띄어쓰기)

한국 학교  화장품학과

(한줄 띄어쓰기)

2
영 

문

제목
• 15 pt, 신명조, 굵게 한다.

• 조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부적합

□ 적합

이름

• 11 pt, 신명조,   굵게, 각 단어의 첫 글자 대문자

• 이름과 이름 사이는 국문과 다르게 쉼표(,)로 

표기한다. (A and B / A,   B, C, and D)

□ 부적합

□ 적합

소속

• 12 pt, 신명조, 첫 글자 대문자

• 주소는 번지, 동, 구, 시(도) 우편번호, 나라 순으로 기입한다. 

(우편번호 앞에는 쉼표 없음)

• 다른 소속 저자는   간단한 영문 기관명, 부속기관을 적는다.

□ 부적합

□ 적합

예

Stability of Cosmetic Formulation
(한줄 띄어쓰기)

Gil Dong Hong, Young Hee Kim, and Min Su Kim

(한줄 띄어쓰기)

Department of Chemistry, Hanguk National University, 123 

Hanguk-ro, Gangnam-gu, Seoul 12345, Korea

(한줄 띄어쓰기)



2. 요약문 (국문 및 영문), Keywords, 주저자 메일주소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1
글씨체 및 

크기

• 10 pt, 신명조

• 요약 및 Abstract만 굵게 한다.

• 국문 요약이 영문요약 위에 위치한다.

□ 부적합

□ 적합

예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줄  띄어쓰기)   

Abstract: In this study,   

(두 줄 띄어쓰기)

2
국문·영문 

내용 일치
• 국문과 영문 요약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 부적합

□ 적합

3 Keywords

• 10 pt, 신명조, 이탤릭체, Keywords: 만 굵게한다.

• 학명, 고유명사 첫 철자 제외한 모든 단어는 소문자이며, 키워드는 5개로 

지정해 준다.

□ 부적합

□ 적합

예
Keywords: cosmetic,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두 줄 띄어쓰기)

4
주저자 

E-mail

• † 는 11 pt, 굴림체

• 나머지는 11 pt, 신명조

• Keywords 두 줄 아래에 위치한다.

□ 부적합

□ 적합

예
† 주 저자 (e-mail: minsu@hanguk.ac.kr)

(한 줄 띄어쓰기)

3. 본문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1 크기
• 제목은 12 pt, 중고딕, 굵게

• 내용은 11 pt, 신명조

□ 부적합

□ 적합

2 약자표기

•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처음 사용된 곳에서 full name을 먼저 표기한다. 

extracellular matrix (ECM)

• 처음 full name 사용 후, 다음부턴 약어로 표기한다.

□ 부적합

□ 적합

3
본문 중의 

괄호 표기

• 본문 중에 (), [] 등의 괄호가 나올 경우 괄호 앞에 국문인 경우는 붙여쓰고, 

영문인 경우는 띄어쓴다.

국문: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영문: extracellular matrix (ECM)

□ 부적합

□ 적합

4

학명 및 in 

vivo, in vitro 

등의 표기

• 국문 뒤에 반드시 학명을 표기하고, 학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은행나무 

(Ginkgo biloba)

• 초기 학명 full name 사용 후, 다음부턴 약어로 표기한다.

Eriobotrya japonica (E. japonica)

• in vivo, in vitro, in situ 등 사전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되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부적합

□ 적합



4. 재료 및 실험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1
시약 및 

기기명

• 시약명 뒤에는 회사명, 국가명을 기입하고, 기기명 뒤에는 모델명, 제조사, 

국가명을 표기한다.

ex) ethanol  (Sigma, USA)

FT-IR (JASCO-5300, JASCO, Japan)

Bx50 (OLYMPUS, Japan)

□ 부적합

□ 적합

2

단위 

(SI단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간: 초(s), 분(min), 시간(h), 년(yr)

ex) 1 min 간격으로, 1 h 동안..

□ 부적합

□ 적합

• 숫자와 단위 사이에는 반드시 한 칸 띄어쓰기 한다. (단, %의 경우에는 

붙여쓴다.)

ex) 1 μg/mL, 1 min, 1 ℃, 1%, 1 ~ 2, 1 ± 2...

□ 부적합

□ 적합

3 이성질체 표기 L-, D-과 같은 이성질체는 기울임체로 표기하지 않는다.
□ 부적합

□ 적합

4 젠더혁신 정책

• 성(생물학적 요인을 보고 할 때)과 성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

인)이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

임상실험의 경우 인간대상의 경우 참여자 성별 표시

동물 또는 세포의 성을 보고하고 성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

※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가 여성으로만 구성(한쪽 성별을 독점적인 집단이 

포함된연구)의 경우 이유를 정당화해야 함

□ 부적합

□ 적합

5 본문내용 예시

2. 재료  방법 (12 pt, 고딕, 굵게)

(한 줄 띄어쓰기)

2.1. 기기  시약 (11 pt, 고딕, 굵게)

 본 실험에서 사용된 (11 pt, 신명조)

(한 줄 띄어쓰기)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5 참고문헌

• 참고문헌의 숫자는 대괄호 [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사이사이 띄우지 않는다.

[1], [2,3], [2-5]

□ 부적합

□ 적합

6 본문시작 예시

1. 서  론 (12 pt, 고딕, 굵게)

(한 줄 띄어쓰기)

피부는 인체의 (11 pt, 신명조)

(서론 내용 끝난 후 한 줄 띄어쓰기)



5. 결과 및 고찰(Table 및 Figure 포함)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1

본문 중 table 

또는 figure의 

표기

• 본문 중 Table이나 Figure에서 첫 알파벳인 T와 F는 항상 대문자로 

표기한다.

문장 끝 : 나타났다(Figure 1)., 나타났다(Table 1). 

문장 중간 : Figure 1과 같다. Table 1과 같다.

□ 부적합

□ 적합

2

Figure

•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

• 제목: 11 pt, 신명조, 영문으로 표기하고, Figure 1, Figure 2 등 

두꺼운 글씨체로 하며,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며,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는다.

□ 부적합

□ 적합

• 가로축, 세로축: 굴림체, 11 pt

• 축 제목: 굴림체, 12 pt, 두껍게,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며, 차트제목은 

없다.

• 범례: 그래프 내부 왼쪽 상단에 위치시키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프 오른쪽 상⋅하단에 위치시킨다.

• 눈금: 주 눈금은 안쪽으로 하며, 보조눈금은 없다.

• 바탕색: 흰색

• 테두리: 그래프 내부 → 테두리 ○ / 최외곽→ 테두리 ×

□ 부적합

□ 적합

올바른 

figure의 예

100

Figure 1.  The inhibition activity of A and B.

3

Table

• 제목: 영문으로 표기하고, Table 1, Table 2 등 번호는 두꺼운 

글씨체로 하며, 관사   및 전치사를 제외한 매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되,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부적합

□ 적합

•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

• 글씨체: 신명조, 11 pt, 가운데로 정렬한다.

• 테두리: 세로축 테두리는 없다.

• 영문일 경우 모든 칸의 첫 철자는 대문자로 한다(학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예외 사항).

□ 부적합

□ 적합

올바른 table의 

예

Table 1. The Inhibition Activity of A and B

Concentration (μg/mL)
Inhibition  rate (%)

A B

10 30 40

20 70 80



6. Reference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1

학술잡지

•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시작페이지 (출판년도).

(잡지명은 이탤릭체, 권수는 두꺼운 글씨체를 사용하며, 시작페이지 뒤에는 

쉼표를 표기하지 않으며 년도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Chemical Abstract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

한 것을 써야 하며, 약어 뒤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표기한다.)

□ 부적합

□ 적합

예

S. M. Jeon, S. I. Kim, J. Y. Ahn, and S. N. Park, Antioxidtive potenties of 

extract/fractions of Suaeda asparagoides and Salicornia herbacea extracts, J. Soc. 

Cosmet. Scientists Korea, 33(3), 145 (2007).

• 저자명 : 두 명인 경우 and 앞에, 표기하지 않음. 세 명이상부터 and 앞에, 표기 

ex) S. M. Jeon and S. I. Kim,

S. M. Jeon, S. I. Kim, and J. Y. Ahn,

2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논문

• 박사학위: 이름과 학교명 사이에 Ph. D. Dissertation 삽입

• 석사학위: 이름과 학교명 사이에 Master's Thesis Dissertation 삽입

□ 부적합

□ 적합

예
K. D. Hong,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1989).

3

단행본 

또는 편집서

• 저자명, 책명, 편집자, 권, 시작페이지, 출판사명, 출판사소재지 

(출판년도). (출판사소재지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편집자가 한 명일 경우:   ed. 이름

•   ″ 여러 명일 경우: eds. 이름,   이름, ``` and 이름,

□ 부적합

□ 적합

예 F. W. Fowkers, Dry skin and moisturizers, eds. M. Loden and H. 

I. Maibach, 269, CRC Press, New York Washington, D.C. (2000).

4

프로시딩
• 저자명, 발표제목,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 명칭, 개최도시, 시작페이지 (출판년

도).

□ 부적합

□ 적합

예

S. K. Jung, atopic dormatitis, Proceeding of autumn symposium of 

Soc. Cosmet. Scientists Korea, Seoul, 183 (2007).

M. Misra, C. Feinberg, M. Matzke, and D. Pocalyko, Hormone 

replacement therapy maintains skins lipid barrier, Proceedings 

23
rd 

IFSCC Congress, Orlando, 74 (2004).

5 규격 시험법 • 규격시험법은 참고문헌에 기재하지 않고 본문에 언급하도록 한다.
□ 부적합

□ 적합

6

특허 ⦁나라명, 특허 출원 번호 (출원년도).
□ 부적합

□ 적합

예시 1. U. S. Patent 4,121,025 (1978).



번호 투고  규정 내용 준수 여부

7

In-press DOI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Doi : 등록번호 (출판년도).
□ 부적합

□ 적합

예시

1. M. M. Ghaisas, S. B. Kshirsagar, and R. S. Sahane, Evaluation 

of wound healing activity of ferulic acid in diabetic rats, Int Wound J., 

doi: 10.1111/j.1742-481X.2012.01119.x. (2012).

8 참고문헌 
예시

Reference (12 pt, 고딕, 굵게, 가운데정렬)

1. F. Afaq, V. M. Adhami, and H. Mukhtar, Photochemoprevention 

of  ultraviolet  B  signaling   and photocarcinogenesis, Mutat. 

Res., 571(3), 153 (2005).

상기  초교본을  수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정 저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