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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집위원회에서 드리는 글
(사)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원님들께,
우리 학회 영문논문지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학회원님
들께서 좋은 논문을 투고해주시고 또 인용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우리 영문학회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습니다. JBE 논문투고 양식과 ESCI 등재 추진 현황에 대해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공지를 드립니다.
l JBE 논문투고 양식
그동안 JBE 논문투고양식(JBE manuscript template)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이 양식은 투
고 논문의 글씨체, 글씨 크기, 용지 여백과 같이 세세한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투고양식은 학
회가 직접 논문을 편집하고 출판할 때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문 출판사에서 자
체 편집을 할 때는 저자가 세세한 양식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JBE 홈페이지의 ‘submission
guidelines’ (https://www.springer.com/journal/42853/submission-guidelines)를 지켜주시면, 그 이외 편집
은 출판사에서 진행합니다. 논문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1. Double line spacing 줄 간격 사용.
2. 원고 좌측에 줄번호 매기기(페이지 번호와 무관하게 연속번호 매기기).
3. Title page 작성 요령 준수 (Statements and Declarations 추가됨)
1) Conflict of Interest : “The authors have no conflicting financial or other interests.“ 또는 ”There
are no conflicts to declare“ 와 같이 이해관계 충돌에 관하여 표기
- 반드시 작성
2) Funding
-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일 경우, 연구비 지원 사사 표기
- 연구비 지원이 없을 시 소제목 삭제
3) Acknowledgement
- 저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 등 감사의 말을 작성
- (연구비 사사는 ‘Funding’에 작성)
- 감사 글이 없을 시 삭제 가능
4. References
- 기존 APA 스타일의 참고문헌 작성 방식 유지
- doi가 있는 논문의 경우, doi 명시
5. 해상도 높은 그림 또는 그래프 사용
6. 그림 설명은 그림의 ‘제목’이 아닌 설명문으로 작성
l JBE의 ESCI 등재 추진 현황
편집위원회는 올해 JBE의 ESCI 등재 심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ESCI에 등재가 된 저널이 향후 SCIE급으
로 승격이 됩니다. 출판사(Springer-Nature)와 함께 JBE의 현황 분석, ESCI 등재 가능성 파악, JBE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황 분석 결과를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 분석 결과
개요: JBE가 2019, 2020년에 출판한 논문 72편이 2021년 한 해에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Impact

Factor: 피인용 지수)를 평가하고, 이를 ESCI에 이미 등재된 논문들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rossref 검색 결과로 피인용 검색)
§

Estimated Impact Factor : 0.84

§

Estimated category rank (Agriculture, multidisciplinary) : 41/59 (Q3)

§

Estimated category rank (Agricultural engineering) : 13/15 (Q4)

- 피인용 현황
최다 피인용 논문 (12회) : 1편
미 인용 논문 : 22편
h-index : 7 (7번 이상 피인용된 논문이 7편)

현재는 출판사로부터 ESCI 등재 가능성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등재 추진 업무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JBE가 ESCI 등재에 성공하고, 해당 분야 순위가 꾸준히 높아질 수 있도록 훌륭한
연구논문 투고, 논문 심사 참여, 최근 2년간 출판된 논문 인용 부탁드립니다.
ESCI 등재 추진에 관한 업데이트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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