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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투고

and Methods),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ement(s), References, Fig. 및 Table 순서로
작성한다.
7) Acknowledgement(s)는 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영어로 작
성하며, 결과 및 고찰 뒤에 배치한다
8) References는 Acknowledgement(s) 뒤에 배치하되 전부
영문으로 작성하고 학회지명은 반드시 약어로 작성한다(예
: Weed Turf. Sci.)
9) Fig. 와 Table은 References 뒤에 일괄적으로 배치하되,
Fig.를 먼저 배치하고, 다음에 Table을 순서대로 배치한다.
10) 논문 투고 형식은 Research Article, Research Note,
Mini-Review등이며, 그 외는 부록의 형태로 편집위원회
의 협의를 게재할 수 있다.
○ Research Article: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타 학회
지에 보고한 적이 없어야하며, 연구내용은 연구 주제
에 알맞게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재료 및 방
법에 따라서 얻어진 연구 결과에 대한한 실험적인 증
명 및 이론에 대한 고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페이지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Research Note: 논문 작성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
과, 그리고 고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물의 단어수가 1500단어
전, 후로 작성하되, Table과 Fig.에 제한을 두지 않으
며, 가급적 연구 결과물을 빨리 알릴만한 과학적 가
치가 있는 새로운 연구 성과물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
성되어야 한다.
○ Mini-Review: 전체적인 형태는 Research article과
Research Note의 작성 양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내용은 최근 본 학술지의 투고분야와 관련이 있는 연
구 분야 내용을 종합하거나 최근 문제시 되는 잡초나
잔디연구 분야 등에서 작성하되, 종합적인 고찰도 과
학적인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단 MiniReview는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사람
이 작성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작성하되
가급적이면 해당연구분야에 2인 이상이 공저자로 참여
하여 한다.
(1) 논문 제목(Title), 소속 및 저자명
- 원고 1면에 제목의 크기는 14 Point로 작성하고, 한글
제목에는 학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간결하게 연구내용
을 잘 표현하게 쓴다. 영어제목은 단어의 첫 글자는 모
두 대문자로 작성한다.
- 한글논문은 제목, 저자이름, 주소와 소속을 먼저 작성하
고, 그 다음 줄에 영문제목, 저자이름, 주소와 소속을
작성한다. 학명은 명 명자를 빼고 작성한다.
- 교신저자는 이름 뒤에 별표를 한다. 단 소속은 이태릭
체로 작성한다.
- 우측 하단에 교신저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작성한다.
(2) Abstract
원고 제 2면에 영문으로 작성 하고, 총 단어 수가 150200단어가 되도록 작성한다. 초록의 작성은 논문의 내용

Weed & Turfgrass Science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논문은 홈
페이지 http://www.weedturf.org에 온라인 투소시스템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투고하는 저자는 투고시스템에 투고논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탑재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 시 반드시
저자 체크리스를 확인하고,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확인 후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이라도 투고 규
정에 맞지 않은 형식이나 규격은 작성된 논문은 심사가 진
행되지 않고 저자에게 반려가 됩니다.

2. 투고 내용 및 분야

투고 논문은 연구 논문과 초청에 의한 리뷰논문으로 한정하
며, 투고 잡초와 잔디에 관련된 생리, 생태, 육종, 품종의 특
성, 생물다양성, 분자생물학, 분류, 유전학, 생화학, 대사, 병
원학, 방제, 농약, 비료 및 토양 등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3. 논문의 언어 및 형태

투고 논문은 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으로 한다. 투
고논문의 형태는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
(Research Note) 및 미니리뷰(Mini-review)로 구분한다.

4. 연구와 출판 윤리

저자는 반드시 투고 논문은 사전에 타 학회지나 학술행사지
에 게제 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단, 요약, 강연, 학술논
문은 예외로 한다. 그 외 출판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구나
출판윤리에 대한 규정은 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좋은 출
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편집과 저자를 위한 국제적
규격을 적용 한다(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5. 논문 작성 예시

1) 한글 투고 원고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글자
체는 바탕체나 신명조체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는 12
point로 줄 간격은 200% (double space)로 하고, 좌측 편
에 일렬번호를 매긴다.
2) 영문원고는 Times New Romans 체로 작성 한다
3) 문단 시작은 2칸 들어 쓰기로 작성한다.
4) 제목과 소속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고, 그 외 Abstract를
비롯한 본문, 참고문헌 등은 자동 정렬로 작성한다.
5) 논문 제목은 한글(바탕체, 신명조체, 휴먼명조체) 과 영어
(Times New Romans)의 글씨 크기 14에 진한 글씨체 로
작성하며, 영문 소속은 이태릭체로 작성한다.
6) 한글 논문은 Abstract, Acknowledgement(s), References,
Fig. 및 Table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 1페이지는 제목(Title), 저자 (Author(s), 소속(Address(es)
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하단 좌측에 주저자의
전화번호, 펙스, 이메일 주소를 쓴다.
- 2페이지는 Abstract와 5단어 이하의 Key words를 작성
한다.
- 3페이지부터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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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 순서로 작성하되 한 문단으로 기술한다. 시간과
관련된 측정 단위(days, hours, minutes 등)는 줄여 쓰지
않고 그대로 다 쓴다. 화학물질명은 화학명을 쓴 다음 괄
호 안에 일반명을 쓰고, 두 번째 사용할 때부터는 일반명
을 사용한다.
Key words는 문장 아래 이택릭체로 작성 하고(Key
words), 주요 단어는 5개 이내로 작성한다. 단어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에 의해 단어 첫 자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제
목에 학명은 명명자를 뺀 학명을 사용하고, 일반식물명,
화학물질명(일반명), 생리용어, 유전燒걍æ, 잔디관리, 병해
충, 토양, 설계, 시공관련 용어 중 논문에 중요한 것을
기재한다.
(3) 서론 (Introduction)
제 3면부터 작성을 한다. 연구의 동기와 목적 등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을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
한다.
(4)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재료 및 방법은 다른 연구자가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여 작성 한다.
식물 재료의 학명, 품종명 등은 초록이나 서론에서의 언
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기한다. 재료는 구체적 규
격, 수량, 제공처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상품을 구입
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이름과 제조 회사 등을 명기한다.
물질의 표기는 상품명을 피하고 화학명 혹은 일반명을
사용한다.
실험 방법은 처리내용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야 한다. 잘 알려진 실험 방법이나 분석방법은 기존의 문
헌을 인용하면서 간단히 적는다. 방법의 변형 시에는 변
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예시) Mg, Na 및 K는 1N ammonium acetate (pH 7.0)
(영문과 영문사이 뛰우기) 용액으로 침출하여 원자흡광분

<예시>

광분석기(AAS340, HP)로, CEC는 1N ammonium acetate
(pH 7.0)로 포화한 후 ethanol로 과잉의 NH4를 세척한
후 증류하여 정량하였다.
1000oC(붙이기)에서 용융하여 bead 형태로 만든 후, X-선
형광분석기(PW-2400, Philips)(한글과 영문사이 붙이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결과와 고찰은 단독으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거나, 고찰
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결과에 Fig. 와 Table을 통계적
인 유의성이 있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여야 하고
결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 한다. 시험에서 발
생하는 모든 내용은 고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
근거는 충분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 Fig. 와 Table: 제목과 설명을 영문으로 작성하되 하나의
결과를 그림과 표로 중복해서 표시할 수 없다.
Table- 제목과 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술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각 행
(column)과 열(row)의 항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쓴다. 시
험조사 일자 및 Table 속에 내용을 충분하 설명하고, 통
계처리에 대해서도 작성한다.
Fig. - 사진, 그래프, 도해 등은 모두 그림파일로 붙인다.
제목과 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술하고, 단락을 나누지 않는다. 각각의 Fig. 설명
은 반드시 Fig. 속에 A, B 등의 문자를 넣고 하단에 설
명을 하고, A와 B 설명사이는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A: Plant; B: Seed).
(6) Acknowledgement(s)
반드시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References
앞에 작성한다.
(7) References
-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영문이 없을 경
우 인용하지 말것

Table 1. Chemical properties and particle distribution of pot soil.
Chemical properties

OMx

Total N

-1

Avail. P2O5
-1

g kg

%

mg kg

25

0.28

74

K

Particle distribution
CECy

Mg
-1

Ex.-cations cmolc kg
0.09

0.37

C/N ratio
-1

cmolc kg
9.6

6.9

pH

Sand

Silt

Clay

1:5
8.1

-------

%

-------

82.0

8.0

10.0

x

OM: Organic matter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y

사용단위
%

표시
10%

사용단위
파장

표시
10 nm

용량

2 ml, 2 L, 2 g L-1, 2 mg L-1

온도, 압력

10 oC, 10 psi 10 Pa

농도

20 mM, 2M, 2N, 2 µg ml-1

중량비

2 g Kg-1, 2 mg g-1

무게

0.2 mg, 2 g, 2 Kg

면적

2 cm × 2 cm × 2 cm

시간

50 h, 50 min, 50 sec

크기

<10, >10

효소 활성

50 U

편자

50±0.01

단백질 크기
pH

50 KDa

입자 크기

50 mesh

pH 5.0

세포 농도

1×105 cells ml-1

범위

50-70

약자 단위

5.0 mm i.d.

진탕 속도

50 rpm

대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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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icacies of chemical control of Typhula blight and three varieties at two golf courses in Wisconsin for two years.
Treatment

Rate
(g a.i. m-2)

Application

Untreatedc

-

Late

Typhula blight damages (%)a
Exp. 1 (First year)
Exp. 2 (Second year)
SGCb
GGC
Mean
SGC
GGC
Mean
52.5ad
54.2a
53.3
62.5ae
75.5a
69.0

94.6

Late

18.3b

29.2bc

23.8

16.7def

46.7de

31.7

Propiconazole
Azoxystrobin

8.5
5.7

Late
Late

10.8b
17.5b

14.2c
20.0bc

12.5
18.8

10.0f
22.6bcd

45.9e
48.8cde

27.9
35.7

Chlolothalonil

84.2

Late

20.0b

30.8b

25.4

18.9cde

66.3ab

42.6

Iprodione
Flutolanil
Triadimefon

27.6
89.3
28.4

Late
Late
Late

15.8b
10.8b
8.3b

21.7bc
20.8bc
15.0bc

18.8
15.8
11.7

26.8bc
30.1b
12.8ef

48.4cde
58.8bc
57.9bcd

37.6
44.4
35.4

PCNB

a

Disease damage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area in microplots.
SGC: Sentryworld Golf Course, Stevens Point, GGC: Gate way Golf Course, LandO’Lakes
Nothing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d,e
Within columns for the First year,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comparisons all pairs
using ANOVA (P=0.05). ANOVA used24 possible observations.
b
c

Fig. 1.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on
Kentucky bluegrass (KBG) mixed cultivars (Midnight 33%,
Moonlight 33%, and prosperity 33%) and creeping bentgrass
(Bent) cultivar “Penn-A1” by foliar spray with chitosan
formulations and seaweeds extract during fall season in field
experiments. Con: control; CT+CTO: chitosan formulations;
CT: chitosan formulations. Application was applied with foliar
spray 3 times interval 7 days from Oct. 17, 2011. Data collection
was on Nov. 24 after 3 time applications.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an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vel
according to LSD test.

- 학회지명칭은 모두 약어로(Weed Turf. Sci.) 표시 한다
- 인용문헌의 배열 순서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저자
앞에 번호는 붙이지 않는다.
- 작성순서는 저자명, 발표년도, 제목, 잡지명, 권,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논문이 2편 이상일 때에는 연
도 뒤에 a, b 표시(2002a) 한다.
① 학술지에 실린 논문 :
- 한국어로 쓰여진 논문 인용: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고
마침표 뒤에 (In Korean)을 붙인다.
Chang, T. 2010. Characterizing....markers. Kor. Turfgrass
Sci. 20(1):100-105. (In Korean)
- 1인 저자: Chang, T.A. 2012. Spray of...........................
Asian J. Turf. Sci. 26(2):124-129.
- 2인 저자: Yang., X. and Quiros, C.F. 1995.
Characterizing.......markers. J. Amer. Soc. Hort. Sci.
120:747-751.
- 3인 이상 저자: Halevy, A.H., Kofranek, M.A. and
Paul, J.L. 1982.
- 5명이상 저자 Guo, Z., Chen, R., Xing, R., Liu, S.,
Yu, H., et al. 2006. *
*주의: Chang, T.H. (성과 이름 사이 뛰움, 이름 사이는

Fig. 2. Relative abundance of soil microbial groups and physiological indicators analyzed by phospholipid fatty acids in the soils
amended with chitosan powder and solution in a cucumber greenhouse. Sampling date was 90 days after amending the soils with
chitosan powder. A and B mean microbial group and physiological indicator of microbes, respectively. Chitosan powder was sprayed
2 days before transplanting of cucumber seedlings and chitosan solution was irrigated four times at every 10 days after transplanting.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an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10 level according to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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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우지 않음)
② 요약(Abstract): Nesmith, W.C. and Dowler, W.M.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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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본문 인용
-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은 Harvard system에 따라 저자
의 성과 연도로 표시하며, 모두 영문으 로 작성 한
다. 저자는 성 뒤에, 를 사용하고 1칸 뛰어 쓰기를 하
고, 이름은 약자로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시- Chang, T.H., Kim, K.S...).
- 참고문헌에 인용되는 학회지는 반드시 약어를 사용한다
(Weed Turf. Sci. 2(3):212-216.)
- 본문에 인용 예시
ⓐ 1인 또는 2인: 본문- Kim, 1990, Kim and Lee (1991)
문장 끝 인용- 한글의 경우 ---다(William, 1979). or (Lee
and Park, 1992). 영문일 경우 뛰움. 2편 이상 인용 시;
사용(William, 1979; Lee and Park, 1992)
ⓑ 3인 이상 인용: 본문에서 Kim et al. (1992)은, 문장 끝
에 인용: --다(Mather et al., 1967; Lee et al., 1992).
ⓒ 2편 이상 이용 시: 본문에서 Kim and Park (1985,
1991), Choi (1993a, 1993b, 1994), Palmer et al. (1987,
1989), 문장 끝에 인용---다(Kim and Park, 1985, 1991;
Hills, 1977a, 19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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