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1. 목 적

2013년 12월 12일 제정

본 규정은 한국연안방재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학술지 발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논문 원고의
투고요령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원고의 구분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노트,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구분한다. 투고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투고 원고 중에서 학술대회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기사 등을 근간으로 할 경우에는 각주에 아래 예와 같이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본 논문은 2013년 제1회 한국연안방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1 연구논문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로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은 접수가 거부되며 저자들은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기술노트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하여도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등을
포함한 경우에 기술노트로 투고할 수 있다.

2.3 토의 및 토의회답
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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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인 경우에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자격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들) 중 1인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4. 원고의 분량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연구논문은 8쪽(약 12,000자) 이내, 기술노트는 4쪽(약 6,000자) 이내,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합쳐서 4쪽(약 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할
수 있으나, 이때 추가되는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상기한 분량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5. 원고작성
5.1 사용문자
원고는 Abstract와 References를 제외한 전문을 국문 또는 영문 중 하나로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와 References
및 그림과 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2 작성용지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교정 및 읽기가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
우 및 행간에 적당한 여백(더블 스페이스)을 두도록 한다.

5.3 용어 및 기호
용어 및 기호는 본 학회에서 제정된 것이 있을 경우, 그 중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문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5.4 단위
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단위계(SI units)체제를 사용한다.

6. 원고제출
6.1 제출기한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토의는 토의 대상이 게재된 지 6개월 이내에, 토의의 회답은 편집위원회
로부터 회답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한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토의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만을 게재할 수 있다.

6.2 제출방법
제출원고는 그림, 표 사진을 포함하여 1부를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7. 연구논문 작성방법
7.1 논문의 구비조건
연구논문은 객관적으로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타 학회 학회지나 학술발표회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거나 독창적인 의견을 가미하여 재구성한 논문
② 이미 발표된 논문이라도 여러 논문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논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문

7.2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목(국문 및 영문)
② 저자명 및 소속(국문 및 영문)
③ 초록(Abstract)
④ 핵심어(Keywords)
⑤ 본문
⑥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⑦ 참고문헌
⑧ 기호(필요한 경우)
⑨ 부록(필요한 경우)

7.3 제목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영문제
목의 첫 자와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하고, 영문 약어(abbreviation)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투과성 및 불투과성 경사면 상에서 지진해일의 처오름 높이에 관한 수치적 검토
A Numerical Study on Tsunami Run-up Heights on Impermeable/Permeable Slope

7.4 저자명 및 소속
저자명과 소속은 국문명을 위에 쓰고, 영문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명은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한다. 국문 소속은 저자의
근무처, 영문 소속은 근무처, 지역, 국적의 순으로 표기한다.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교신저자는 각주로 표기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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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초록 및 핵심어
초록은 논문내용에 대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의 분량이 되도록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초록
은 본문의 수식, 도표, 참고문헌 등에 대한 인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초록은
영문교정(Proofreading)을 거쳐 문법 및 구문상 오류가 없어야 한다.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각각 4~6개 제시한다.

7.6 본문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오독할 염려가 적을 경우에는 한자 사용을 가급적 피한다. 또한 외래어는 한글표기
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외래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도록 하고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학술용어, 물질명 및 외국의
고유명사는 외래어로 표기할 수 있다.
7.6.1 본문의 구성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서론을 제 1장, 결론을 마지막장으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을 붙여서 나눈다.
“예”
1. 서론
2. 파동장 모델의 개요
2.1 경사면처리기법
2.1.1 불투파성 경사면의 경계조건
(1)경계조건 방정식
3. 파동장 모델의 검증
4. 결론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제와 관련된 연구연혁 및 동향, 연구범위 및 가정조건, 연구방법의 개요 등을 기술한다.
2) 본론: 기본이론, 가정, 방법론 등을 상술하고 이론적 해석, 실험 또는 계산결과에 대한 분석 및 유관된 기존의 연구결과
와 비교고찰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3) 결론: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연구분야 및 유사한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한다.
7.6.2 그림(Figures)
그림 또는 사진은 반드시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그림, 영상,

도식 또는 그래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 중에 그림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그림 번호는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즉, “Fig. 2.1”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Fig. 1. Basic principles of mechanical projection). 동일 제목에 여러 개의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a), (b), (c), ... 등으로
구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그림은 원고의 삽입위치에 그림 번호 및 제목만 적어 표시한 후 별지에 그림들을 첨부하거나, 본문 중 삽입위치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그림의 원도는 고해상도의 도화기나 레이저 프린터 수준 이상의 출력물이어야 한다. 인쇄된 지면에서
각 그림의 폭은 7cm(1단)를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폭을 14cm(전단)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림을 이보다 크게
작성할 경우에는 축소될 정도를 감안하여 선의 굵기와 범례상의 글자크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사진은 3"×4"
또는 그 이상의 크기로 제출하되 인화지원본 1부를 원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및 사진은 색도 인쇄가 가능하나, 이때
인쇄에 대한 실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7.6.3 표(Tables)
표는 반드시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고, 본문 중에 표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표 번호와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표 번호는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즉, "Table 2.1"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Table 1. Parameters for selected reference ellipoids). 동일 제목에 여러 개의 표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 등으로
구별한다(예: Table 1(a), Table 1(b)).
본문에 각 표가 삽입될 위치에 표 번호 및 제목을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거나, 본문 중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7.6.4 수식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본문 중에 수식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식에 사용되는 기호(변수명)는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본문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에
언급되는 순서에 따라 수식에 대하여 아래 예와 같이 수식이 쓰인 행의 오른쪽 끝에 장 번호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포함된 기호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수식 아래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
  
   
  

(2)

여기서,  : 발생파의 수평유속 성분,  : 입사파의 수면번위,  : 조파소스 셀의 수면변위, : 수심

7.6.5 영문, 약어 및 수량표기
영문 표기는 고유명사(예: laplacian)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약어(예: FDM)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약어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괄호 안에 약어를 풀어서 표기하고(예: FDM(Finite
Difference Method)), 그 이후의 문장에서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수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7.6.6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그림, 표 및 수식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은 표기 방법을 따른다.
“예”
Fig. 1, Fig. 2(a), Figs. 3 and 4
Table 1, Table 2(a), Tables 3 and 4
Eq. (2), Eq. (3a), Eqs. (4) and (5)

7.6.7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본문에서 참고문헌(6.8절 참고)을 인용할 경우에는 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사용한다. 저자명은 Last name을 기재한
다. 저자가 2인 이하의 경우는 저자의 성을 모두 명기하고 (예: Lee, 1985; El-Hasan and Easa, 1987), 3인 이상의 경우는
주저자의 성만 명기하고 나머지 저자명은 et al.을 사용한다 (예: Ahmed et al., 1983). 띄어쓰기, 문장부호, 글자체 등의
사용은 다음 예를 따른다.

“예”
1인: Hur(1998), (Hur, 1998)
2인: El-Hasan and Easa(2000), (El-Hasan and Easa, 2000)
3인 이상: Hur et al.(1997), (Hur et al., 1997)
2개 이상의 인용: (Hur, 1995; Hur et al., 1998)

7.7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7.8 참고문헌(References)
모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Roman script)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
여야 하며, 인용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제는 ‘References’으로 한다.
7.8.1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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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들에 대하여는 출판년도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출판년도도 같은 경우에는 문헌제목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발행년도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 b, c, ... 순으로 구별하고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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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학위논문 : 저자 (출판년도), 학위논문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소재지, 총 쪽수.
박사논문은 Ph.D. dissertation,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표기한다.
“예”
van Gent, M.R.A. (1995). “Wave interaction with permeable coastal structures.” Ph.D. dissertation,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175p.
Torrini, L. (1997). “Nearshore effects of submerged breakwaters: laboratory eperiments in a water basin and 2DH numerical
modeling.” Master’s Thesi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104p.

(ㅂ) 보고서 :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제목, 보고서종류(또는 번호), 연구기관, 소재지, 게재된 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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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참고문헌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학술지명, 학술회의지명(학술발표회 학회지명), 단행본명, 저서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 제목, 사이트 기관명은 이탤
릭체로 하고, 그 밖의 모든 내용은 본문의 활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학술지, 학술회의지(학술발표회 학회지) 및 단행본 게재논문의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하고, 그 밖의 단어는 고유명
사, 약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표기한다.
③ 저서, 학위논문 및 보고서의 제목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단, 여러 저자가
장 별로 저술한 저서의 장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저서명은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④ 논문, 학술회의지(학술발표회 학회지명) 및 단행본 게재논문은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명시하고, 저서

및 학위논문 등은 총 페이지를 명시한다.
⑤ 부제목이 있는 저서 또는 논문은 콜론(:)으로 주제목과 부제목을 구분한다.
⑥ 학술지명, 학술회의지명(학술대회 발표학회지명), 기관명, 출판사명 등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의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며 약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⑦ 저자가 2인인 논문은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 and만 쓴다. 3인 이상의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콤마(,)와 and를 쓴다.
⑧ 저자(들)의 성명 및 출판년도가 동일한 문헌들에 대해서는 ‘Lee, D. and Park, J. (2012a)’ ‘Lee, D. and Park, J. (2012b)’
등과 같이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여 구별하고, 나열 순서는 논문제목의 첫 단어 알파벳 순으로 한다.
⑨ 각 참고문헌의 첫 행을 제외한 후속 행은 2자 정도 들여쓰기 한다.
⑩ 문장부호, 띄어쓰기, 들여쓰기, 영문성명의 표기 등은 앞에 예시한 표기방법을 따른다.
⑪ 국문 참고문헌은 (in Korean) 또는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명시하여야 한다.
⑫ 영문제목이 없는 국문 문헌은 최대한 적합한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in Korean)을 명시하여야
한다.

7.9 영문논문
영문논문의 작성은 국문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8. 기술노트 작성방법
기술노트의 작성방법은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단,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기술노트>’라 표기하여 기술노트
원고임을 명시한다.

9. 토의 및 토의회답 작성방법
9.1 토의원고의 작성
토의원고의 작성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토의원고는 국⋅영문 요지를 구성에서 제외
한다. 또한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장, 절 구분을 하지 않는다. 수식 및 도표의 번호는 원논문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다. 논문 제목은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논문의 저자, 발행된 권, 호, 페이지 및 발행년도
그리고 토의자의 연락처는 다음 예와 같이 첫 페이지 하단에 주기한다.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토의원고>’라 표기한다.
저자들의 직위는 명기하지 않는다.
원고 내용 중에 ‘저자(들) 또는 author(s)’은 원논문 저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예”
<토의원고>

토의 대상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
김길동*이길동**
*OO대학교 OO공학과
**OO대학교 OO학과
Gil-Dong Kim* and Gil-Dong Lee**
*Department of OOO Engineering, OOO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OOO Engineering, OOO University, Seoul, Korea

원저자: 박길동, 제20권 제3호, pp. 123-456, 2002년 9월
*Gil-Dong Kim: +82-12-345-6478, ldkim@hankook.ac.kr
**Gil-Dong Lee: +82-12-345-6478, ldlee@hankook.ac.kr

9.2 토의회답의 작성
토의회답의 작성은 토의원고의 작성방법에 준한다(아래 예 참고). 수식과 도표의 번호는 토의원고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
다. 원고내용 중에 ‘토의자(들) 또는 discusser(s)’는 토의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회답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토의회답>’이라 표기한다.
“예”
<토의회답>

토의 대상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
김길동*
*OO대학교 OO공학과
Gil-Dong Kim*
*Department of OOO Engineering, OOO University, Seoul, Korea

원저자: 박길동, 제20권 제3호, pp. 123-456, 2002년 9월
*Gil-Dong Kim: +82-12-345-6478, ldkim@hankook.ac.kr

10. 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① 학술지에 투고된 저작물의 개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을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④ 학술지의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기술노트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11. 규정 준수의무
투고자는 원고작성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를 거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