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원고작성지침 및 양식(template)
가.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학회 투고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되 첨부된 본 학회의
양식을 참조한다.
나. 원고작성 세부 요강
원고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고의 작성 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되 한글 및 MS word 각각의 작성 요령 및 홈페
이지에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다.
2. 논문 원고의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글 제목 2) 한글 저자 및 소속기관 3) 영문 제목 4) 영문 저자 및 소속기관 5)
Abstract 6) Key word 7) 기호 설명 8) 본문 9) 후기 10) 참고 문헌
3. 제목은 원고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하되 국문과 영문으로 표시한다.
4. 논문 원고는 한글, 영어 모두 작성가능하고, 한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괄
호 안에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수량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6. 주요 기술용어(Key word)는 10단어 이내로 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초록은 영
문으로 하되 150 단어 범위 이내로 하되, 도표 및 참고문헌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7. 영문의 문장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8. 본문 중에서 Table는 “표”로, Fig.는 “그림”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표와 그림의 제목은
차례로 각각 Table 1, Table 2와 Fig. 1, Fig. 2 등으로 나타낸다.
9. 표와 그림의 설명문(caption)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문
의 위치는 표는 표 위에, 그림은 그림 아래에 둔다.
10. 그림 파일크기는 10Mb 이하이며, 파일형식은 GIF, TIF, PNG, JPG(JPEG), BMP로 한
다.
11. 문장 중 수식은 이탤릭체로 하며 수식이 차례로 나올 때는 수식 다음에 줄을 치지 않
고 차례로 (1), (2) 등으로 번호를 붙인다.
12. 문장 중에 간단한 수식은 펼침 형태로 나타내며 분자와 분모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 )를 사용하여 구별한다.
[예]는 (a+b)/(c+b)

13.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구성은,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
명, 권호, 페이지 번호, 발간연도의 순으로 작성하고, 기타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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