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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

(2019년 4월 24일 논문집 편집위원회 의결, 2019년 4월 24일 시행)

1. 머리말

1997년부터 한국수자원학회지와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이 분리 발간됨에 따라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는 기존의 ‘한국수자원학회지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을 제정하니 투고자는 이들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고지침

2.1 투고원고의 구분

논문집에 투고할 원고는 논문, 기술노트, 정책노트,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구분한다. 논문, 토의 및 토의회답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1.1 논문

물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 성과로서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고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1.2 기술노트

논문으로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하여도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기 발표된 눈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인 경우에 기술노트로서 투고할 수 있다.

2.1.3 정책노트

논문으로서 체계를 갖추지 않았지만 새로운 정책 수립과 방향을 연구한 내용,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분석하는 내용이면 정책노트로서 투고할 수 있다.

2.1.4 토의 및 토의회답

논문집에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토의로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투고자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본 학회 정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2.3 원고의 분량

인쇄된 지면으로서 그림, 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논문은 8쪽 이내, 기술노트와 정책노트는 각 6쪽 이내, 토의 및 

토의회답은 각 2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상기의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게재료

는 논문집 표지의 이면에 수록한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안내’의 규정을 따른다.

2.4 원고작성

2.4.1 사용언어

원고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 시 명확한 뜻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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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작성용지 및 글자체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10호 신명조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목, 소제목, 요지 등 

특별히 언급된 크기와 글씨체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4.3 단위

단위는 SI 단위계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으로 표기되는 단위에 대해서 대문자가 관행적인 것 이외에는 소문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예 : cm, kw, MW, MWh, m3/s)

2.4.4 용어 및 기호

용어 및 기호는 본 학회에서 제정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최근의 것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문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수학기호나 함수를 제외한 기호는 이탤릭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본문, 수식, 그림, 표 및 사진에 표기된 기호는 반드시 동일한 글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2.4.5 문단의 구분

새로운 문단의 시작 또는 문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 줄에서 3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영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5 원고제출

2.5.1 제출기한

논문은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토의는 토의 대상논문이 게재된 지 6개월 이내에, 토의회답은 편집위원장으로부터 

회답요청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한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고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토의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만을 게재할 수 있다.

2.5.2 제출부수

제출원고는 그림, 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4부를 제출한다. 논문의 그림 및 사진 원도는 게재 확정된 최종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특히, 그림 및 사진 원도는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논문 작성방법

3.1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목(국문과 영문)

    (2) 저자명(국문과 영문)

    (3) 요지(국문과 영문 그리고 핵심용어) 

    (4) 본문

    (5)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6) References

    (7) 기호(필요한 경우)

    (8) 부록(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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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목

논문 제목은 보기 1과 같이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제목을 

하기한다. 영문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Prediction of ultimate scour potentials in a shallow plunge pool

(중고딕, 글자크기 14, 진하게, 왼쪽 정렬)

얕은 감세지내의 극한 세굴잠재능 측

(중고딕, 글자크기 14, 진하게, 왼쪽 정렬)

보기 1. 제목의 예

3.3 저자명

저자명은 보기 2와 같이 국문명을 상기하고 영문명을 하기한다. 영문명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하며 성 에는 ‘,’를 

붙인다.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영문 각주에는 소속기관과 

직위, 소속기관 주소, e-mail 주소 등을 보기 2와 같이 작성한다. 영문전용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Hong, Gildonga · Kim, Jaeyoungb* · Seo, Jaewonc ( 고딕, 자크기 12)

aPh.D Candidat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Water University, Seoul, Korea
cSenior Researcher, Water Resources Department, 000000 Institute, Seoul, Korea 

(신명조, 글자크기 8,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영문주소)

 

홍길동a · 김재 b* · 서재원c ( 고딕, 자크기 12, 왼쪽 정렬)

a한국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b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c000000연구원 수자원부 수석연구원 

(신명조, 글자크기 8,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0-000-0000

   E-mail: sujw@chol.com (신명조, 글자크기 8, 교신저자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보기 2. 저자명의 예

3.4 요지 및 핵심용어

논문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200 단어 이내의 분량이 되도록 영문 및 국문으로 각각 작성한

다. 순서는 보기 3과 같이 영문요지, 국문요지의 순서로 한다. 국문요지와 영문요지는 그 내용상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각각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요지는 도표나 수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문의 도표, 수식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국문요지는  ‘요  지’(4칸 빈칸)로, 

영문요지는 ‘Abstract’로 표제를 통일한다. 핵심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며 작성한 국문 및 영문 핵심용어는 

용어의 뜻과 나열순서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국문 핵심용어는 ‘핵심용어’, 영문 핵심용어는 ‘keywords’로 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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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다. 국문 핵심용어는 국문요지 하단에, 영문 핵심용어는 영문요지 하단에 표기한다. 핵심용어는 요지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되 ‘수공학 핵심용어집’이 발간될 때까지는 수공학 용어집을 참고한다.

Abstract (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The features of this paper are ……

…… (신명조)

Keywords (신명조, 진하게): Vorticity, Stream function, Eddy viscosity, Reynolds number (신명조)

요 지 (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2칸 띄우기)

  이 논문의 주요 특징은 ……

…… ( 고딕)

핵심용어 ( 고딕, 진하게): 와도, 유함수, 와 성, 이놀즈수, 수치 확산 ( 고딕)

보기 3. 요지 및 핵심용어의 예

3.5 본문

3.5.1 본문의 구성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서론을 제1장, 결론을 마지막 장으로 

하여 보기 4와 같이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을 붙여서 나눈다. 새로운 문단의 시작은 3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1. 서  론 (11,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2. 수학  정식화 (11,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2.1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10, 고딕, 진하게, 3칸 띄우기)

2.1.1 지배방정식 (10, 고딕, 진하게, 5칸 띄우기)

      (1) …… (10, 신명조, 6칸 빈칸)

3. 모의계산 결과  민감도 분석 (11,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4. 결  론 (11,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감사의  (11,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References (11,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소제목은 고딕 진하게, 내용은 신명조)

보기 4. 본문의 예

3.5.2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제와 관련된 연구연혁 및 동향, 연구범위 및 가정조건, 연구방법의 개요 등을 

기술한다.

3.5.3 본론

본론에서는 기본이론, 가정, 방법론 등을 상술하고 이론적 해석, 실험 또는 계산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 및 유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고찰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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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결론

결론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연구 분야 및 유사한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한다.

3.5.5 그림, 사진, 표의 제목 및 번호 매김

그림, 사진, 표는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그 표기방법은 보기 5를 따른다.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림과 

사진의 하단 중앙에,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정렬한다. 캡션 기능이 제공되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캡션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기 5. 그림 번호, 표 번호 및 제목의 예

그림, 사진 및 표의 번호 매김은 삽입되는 본문의 장 또는 절의 번호에 관계없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에 따라 

각각의 일련번호를 매긴다. 즉 ‘Fig. 2.1’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번호 및 제목 하에 두 개 이상의 그림, 

사진 및 표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보기 6과 같이 각 그림(또는 사진) 및 표를 (a), (b), ……로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단, (a), (b), ……등은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림(또는 사진) 표

     

(a) When t = 0 sec     (b) When t = 10 sec

Fig. 1. Streamline distribution

Table 2. Actual data used for the model calibration

      (a) Flow data        (b) Water quality data

     

보기 6. 동일한 번호 및 제목에 2개 이상의 그림, 사진 및 표를 두고자 할 경우의 예

3.5.6 수식 및 번호 매김

수식은 문장이 쓰인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기 7과 같이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수식은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한다. 수식에 사용되는 기호(변수명)는 가급적 간략한 것을 사용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논문에 쓰인 모든 수식에 대하여 수식이 쓰인 행의 오른쪽 끝에 괄호로 감싼 일련번호를 붙인다. 

수식의 끝과 식 번호 사이는 빈 칸을 유지시킨다. 제2.4.4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식에 사용되는 기호는 이탤릭체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본문, 수식, 그림, 표 및 사진에 표기된 기호는 동일한 글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동일한 식 번호에 두 개 이상의 식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보기 7에 보인 바와 같이 식 번호를 (3a), (3b), ‧‧‧‧‧‧로 

부여한다. 단, (3a), (3b), ‧‧‧‧‧‧등은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Fig. 1. Location of study basin

    

Wi stream Musung Ssanggue Younggok

Area(㎢) 471.7 501.0 341.5

Channel length(㎞)  42.2  41.9  43.3

Area slope 0.01099 0.0067 0.0007

Table 1. Wi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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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천수방정식의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t는 시간, x와 y는 직각좌표계의 수평면 좌표, H는 수심, U 와 V 는 x와 y방향의 수심

평균 유속이다. 무차원 3각형 우량주상도의 기하학적 특성변수는 Eqs. (3a)～(3c)에 보인 바와 같다.

  


(3a)

  


(3b)

   

 (3c)

고립파의 최대 처오름 공식은 Eq.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t    (5)

보기 7. 수식 작성의 예

3.5.7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그림, 표 및 수식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보기 8과 같은 표기방법을 따른다.

보기 8.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예

Fig. 2, Fig. 3(a), Table 5, Figs. 3 and 4, Fig. 3～7, Fig. 3, 4 and 5

Tables 3(a) and 3(b), Eq. (2), Eqs. (1) and (2)

3.5.8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본문에서 참고문헌(제3.7절 참조)을 인용할 때에는 보기 9와 같이 성(Last Name)만을 기재한다. 인용문헌의 저자가 

2인이면 2인의 last name을 보기와 같이 표기하고, 저자가 3인 이상이면 제1저자명만을 사용하여 “Wood et al.”과 

같이 표기한다. 이 밖에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의 사용은 다음 보기를 따른다.

미발간물, 강연내용 및 私信 등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허락을 득한 후 그 내용을 “ ”안에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에 삽입하지 않고 발간물, 강연 및 사신 교류 등에 관한 정보를 본문에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보기 9.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예

Zoch (1934)의 결과는 이후 개발된 여러 수문모형(McCarthy, 1938; Clark and Nash, 1945; Nash, 1959a)에서 

이용되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Wood et al., 1990), …

3.6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3.7 References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참고문헌을 정리한다. 참고문헌에 포함된 모든 문헌은 본문에서 한 번 이상 언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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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참고한 부분을 쪽이나, 그림, 사진 또는 표로서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References’

로 표제를 통일한다.

3.7.1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제1저자의 성명이 같은 것들은 제2저자의 성명 

순으로 정리한다(이중 제2저자가 없는 것이 가장 우선함).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저자명이 일치하는 문헌들에 대하여는 출판연월이 빠른 것 순으로 정리한다. 출판연월도 같은 경우에는 문헌제목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저자(들)의 성명 및 출판연도가 동일한 문헌들에 대해서는 Crawford and Linsley (1994b)와 

같이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여 구분한다.

3.7.2 참고문헌의 표기방법(모든 참고문헌은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게재논문 : 보기 10과 같이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게재된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게재된 쪽을 

표기한다. 

보기 10. 학술지 게재논문인 경우(중고딕으로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신명조)

Rahuel, J. L., Holly, F. M., Chollet, J. P., Belleudy, P. J., and Yang, G. (1989). “Modeling of river bed evolution for bedload 

sediment mixture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신명조, 이탤릭), ASCE, Vol. 115, No. 11, pp. 1521-1542.

(2) 학술회의지 게재논문 : 보기 11과 같이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회의지명, 발행기관, 회의개최지(국외인 

경우), 권(있는 경우), 게재된 쪽을 표기한다.

보기 11. 학술회의지 게재논문인 경우(특별히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신명조)

Graves, A. L., and Gooch, R. S. (1986). “Central Arizona Project start up.” Proceedings Water Forum '86 : World Water 

Issues in Evolution(신명조, 이탤릭), ASCE, New York, N.Y., Vol. 1, pp. 546-551.

Nezu, I., and Rodi, W. (1985a). “Experimental study on secondary currents in open channel flow.” Proceedings 21st 

Congress of IAHR(신명조, 이탤릭), Melbourne, Australia, Vol. 2, pp. 19-23.

(3) 단행본 게재논문 또는 부분저술 : 보기 12와 같이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게재된 단행본명 또는 저술명, 

편집자(있는 경우), 권(있는 경우), 발행기관(또는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 게재된 쪽을 표기한다. 

보기 12. 단행본 게재논문 또는 부분저술인 경우

Lewellen, W. S. (1977). “Use of invariant modeling.” Handbook of turbulence(신명조, 이탤릭), Edited by Frost, W., Vol. 

1, Plenum Press, New York, N.Y., pp. 237-280.

Blong, R. J. (1985). “Gully sidewall development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Soil erosion and conservation(신명조, 

이탤릭), Edited by El-Swanify, S. A., Moldenhauer, W. C., and Lo, A., Soil Conservation Society of America., 

Ankeny, Iowa, pp. 57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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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논문 : 보기 13과 같이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소재지(국외인 경우), 참고한 

쪽을 표기한다. 

보기 13. 학위논문인 경우(특별히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신명조)

Beltaos, S. (1974). Turbulent impinging jets(신명조, 이탤릭).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pp. 15-20.

(5) 저서, 단행본 : 보기 14와 같이 저자, 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를 표기한다. 

보기 14. 저서 또는 단행본인 경우(특별히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신명조)

Chaudhry, M. H. (1993). Open-channel flow(신명조, 이탤릭).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pp. 163-166.

(6) 보고서 : 보기 15와 같이 저자, 출판연도, 보고서 제목, 보고서 종류(있는 경우), 보고서 번호(있는 경우), 발간기관

(기관이 저자가 아닌 경우), 소재지(국외인 경우), 참고한 쪽을 표기한다. 

보기 15. 보고서인 경우(특별히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신명조)

Edinger, J. E., Brady, D. K., and Geyer, J. C. (1974). Heat exchange and transport in the environment(신명조, 이탤릭). 

Report 14, EPRI Publication No. 74-049-00-3,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Palo Alto, California, pp. 31-35.

(7) 신문기사 : 보기 16과 같이 신문사, 발간도시(국외 신문 또는 영자 신문인 경우),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월일, 

판, 참고한 쪽을 표기한다. 

보기 16. 신문기사인 경우의 예(신명조)

The Korea Herald [Seoul] (1997). “Korean workers to leave for N. Korean nuclear site.” July 19, No. 13, p. 1.

(8) 웹

➀ 웹사이트 : 보기 17과 같이 웹사이트 제작기관(제작자), 제작연도, 제작국가, 최종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보기 17. 웹사이트인 경우의 예(신명조)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999). United Nations, accessed 1 October 1999, <http://www.incb.org>.

➁ 웹페이지 : 보기 18과 같이 웹페이지 게시기관(게시자), 게시연도, 웹페이지제목, 최종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보기 18. 웹페이지인 경우의 예(신명조)

Weida, S. and Stolley, K. (2013). Developing strong thesis statements, accessed 13 October 2015, 

<http://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s/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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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웹페이지 내 게시된 문서: 보기 19와 같이 문서 작성기관(작성자), 작성연도, 문서제목, 웹페이지 게시기관, 최종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보기 19. 웹페이지 내 게시된 문서인 경우의 예(신명조)

➃ 게시자와 날짜가 없는 웹페이지 : 보기 20과 같이 웹페이지 제목, 접속연도, 최종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보기 20. 게시자와 날짜가 없는 웹페이지인 경우의 예(신명조)

이와 같이 문헌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문장부호, 띄어쓰기, 들여쓰기, 글자체(고딕 및 이탤릭체), 영문 성명의 표기 등은 보기 10～16에 예시한 표기방법을 

따른다. 편집자와 번역자의 표기도 저자에 준한다. 중문, 일문으로 표현되는 성명과 기관명은 빈칸 없이 붙여 

표기함에 주의한다. 영문 성명의 표기 시 이름의 ‘initial’은 마침표를 포함해서 모두 붙여 표기함에 주의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한다. 보고서의 표지에 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간기관명을 

저자로 간주한다. 이 때 기관명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문기사인 경우 신문사명을 저자로 

간주한다. 

3) 영문문헌의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하고, 그 밖의 단어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略字, 略語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소문자로 표기한다. 학술지명, 학술회의지명, 기관명, 출판사명 등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의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며, 略語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지, 학술회의지, 단행본 및 저술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큰따옴표 안에(“ ”) 표기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회의지, 단행본 

및 저술명은 중문, 영문인 경우에는 고딕체로, 영문 등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3.8 기  호    

본문 중에 사용된 기호들의 정의를 나열하며, 사용된 단위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정리순서는 보기 21과 같이 영문자, 

그리스문자의 순으로(알파벳순으로, 대문자를 먼저)한다. 국문의 경우에는 ‘기호’로 표제를 통일한다.

보기 21. 기호의 예

기    호 (가운데 정렬, 4칸 띄우기)

   A  :  관의 단면적(m2)

   Ab :  기포의 표면적(m2)

   a   :  관의 반경(m)

  Re :  Reynolds수

   α  :  에너지 보정계수

   ν  :  동점성계수(m2/s)

Li, L. (2014). Chinese scroll painting H533, Australian Museum, accessed 20 February 2016, 

<http://australianmuseum.net.au/chinese-scroll-painting-h533>.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2009). Pandemic planning in the workforce, Queensland Government. accessed 

1 October 2016, <http://www.health.qld.gov.au/flu/documents/Fact-sheet-3_Qkit-infrastructure.pdf>.

Land for sale on moon (2007). accessed 19 July 2007, <http://www.moonlandreg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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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  록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 수식의 상세한 유도 과정 등은 필요에 따라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부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부록제목의 표기는 보기 22와 같은 표기방법을 따른다. 표기는 ‘부록’으

로 통일하며, 두 개 이상의 부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록 1. 강우자료’, ‘부록 2. 유량자료’와 같이 제목에 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부록 내에서는 장, 절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부록에서 사용되는 그림, 표 및 수식의 번호는 본문의 

것들을 연이어 사용한다.

보기 22. 부록의 예

부록. 수식의 유도과정

부록 1. 강우자료

부록 2. 유량자료

4. 토의 및 토의회답 작성방법

4.1 토의 원고의 작성

토의원고의 작성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 토의원고는 국문 및 영문 요지를 구성에서 

제외한다. 또한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장, 절 구분을 하지 않는다. 수식 및 도표의 번호는 원 

논문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다(토의 원고가 여럿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조정한다. 보기 23과 같이 논문 제목은 원저자

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괄호 안에 ‘(토의)’라고 표기하며, 원 논문의 저자, 발행 연도, 권, 호를 첫 쪽 하단에 주기한다. 

토의자의 성명은 보기 23과 같이 기입하고 소속기관을 주기한다. 원고 내용 중에 ‘저자(들) 또는 author(s)’는 원 논문 

저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토의에 필요한 참고문헌은 부록으로 처리한다. 

보기 23. 토의원고의 예

문제목 (Discussion) (12,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Discussion by Jun, Gap Dol / Uhm, Gap Soon

토의 상 논문의 제목* (토의) (12,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토 의 자 :   갑  돌** / 엄  갑  순***

........................................................................................................................................................

   이 토의는 ……

 부록. 참고문헌

Nezu, I., and Rodi, W. (1985a). “Experimental study on secondary currents in open channel flow.” Proceedings 21st 

Congress of IAHR, Melbourne, Australia, Vol. 2, pp. 19-23.

�����������������������������������������������������������������������������������������

  *   원저자 : 홍길동 (19××), 제×권, 제×호, pp. ×-×.

  **   현 소속기관을 명시

      각 토론자의 영문주소 및 주토론자의 E-mail 주소

  ***  현 소속기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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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의회답의 작성

토의회답의 작성은 보기 24에 보인 바와 같이 토의원고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수식 및 도표의 번호는 토의원고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다. 보기 24와 같이 논문 제목은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괄호 안에 (토의회답)이라고 표기하

며, 원 논문의 저자, 발행 연도, 권, 호를 첫 쪽 하단에 주기한다. 토의회답자의 성명은 보기 24와 같이 기입하고 소속기관

을 주기한다. 원고 내용 중에 ‘토의자(들) 또는 discusser(s)’는 토의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회답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토의회답에 필요한 참고문헌은 부록으로 처리한다. 

보기 24. 토의회답의 예

문제목(Closure) (12,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Closure by Hong, Gil Dong

토의 상 논문의 제목* (토의회답) (12, 고딕, 진하게, 왼쪽 정렬)

회 답 자 :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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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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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저자 : 홍길동 (19××), 제×권, 제×호, pp. ×-×.

 **  소속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