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명과학연구 심사규정

제정 2001년  1월  2일

개정 2003년  4월  4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19년 12월 27일

개정 2020년 12월 30일

개정 2022년 12월  1일

제1조  

   농업생명과학연구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제2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는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총설(Review paper), 연구논문(Research paper), 연구단보

(Research note), 초청논문(Invited paper)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투고된 논문은 심사 전 소속 및 직위 등 저자 정보를 편집위원회에서 파악한 후 심사에 임한다.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개정 2019.12.27.)

제5조  

  1. 심사위원 2인 중 1인 또는 편집위원회가 “게재가능(Accept)” 또는 “수정 후 게재가능

(Minor revision)”으로 판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다.

  2. 심사위원 중 2인 또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불가(Reject)”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를 하거나 추가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 위원의 판정에 따라서 게재여부

를 결정한다. 

  4. “수정 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재투고

를 진행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한다. 

  5.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심을 

받되 재심결과가 “게재불가”일 경우 추가 심사를 맡기지 않으며 게재할 수 없다.

  6.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개정 2020.12.30.)



    (1) 연구의 내용이 농업생명과학 분야와 무관할 경우 

    (2) 연구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3)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5)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6) 영문 문장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경우 

    (7)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

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9) 논문 투고 시 유사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유사도 검사지의 결과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30.)

제6조

  심사위원은 논문이 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심사결과 회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15일 이후 

7일 동안 심사진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또는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

위원을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매년 마지막 호에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논문을 추가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년 4월 19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년 12월 27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년 12월 30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