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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Authors
-투고규정
-저자가 논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포괄적 규정



Manuscript Style Guide
-논문 형식의 세부적 지침



Manuscript Template
-논문 형식의 세부적 지침
-형식에 대한 Simple Layout

Instruction for Authors / Manuscript Style Guide / Manuscript Template
I
Instruction for
Authors
Aims and Scope

Manuscript
Style Guide
Manuscript
Preparation

Ethics

Manuscript
Template I

=

Manuscript
Preparation

General Guideline

General Guideline

Submission
Manuscript
Preparation

II

Manuscript
Template II

General Guideline
Peer-Review
etc

Simple Layout

Editorial Style Guide 필요성
학술지 형식 체계화의 필수요소
-편집의 질을 향상
 투고자, 학술지, 독자와의 약속
 템플릿, 투고규정 보다 세세한 지침
-학회지의 style을 구축
 편집(manuscript editing) 업무 소요 시간 절약
 편집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일관성, 통일성 유지


Article 구성








표제지 (title page)
제목(title), 요약제목(running title)
저자(author)
소속기관(affiliation)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진행일자(processing date)
초록(abstract), 중심단어(keyword)
본문(main text)
참고문헌(reference)
표(table), 그림(figure)



ACS Style Manual

In titles and headings that are typeset in capital and lowercase
letters, capitalize the main words, which are nouns, pronouns,
verbs, adjectives, and subordinating conjunction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letters. Do not capitalize coordinating
conjunctions ("and", "but", "or", "nor", "yet", "so"), articles
("a", "and", 'the"), or prepositions. Do capitalize the "to" in
infinitives. Do capitalize the first and last words of a title or
heading, regardless of part of speech, unless the word is
mandated to be lowercase (e.g., pH, d Orbital).



IEEE Editorial Style Manual

In the paper title, capitalize the first letter of the first and last
word and all the nouns, pronouns, adjectives, verbs, adverbs,
and subordinating conjunctions (If, Because, That, Which).
Capitalize abbreviations that are otherwise lowercase (e.g., use
DC, not dc or Dc) except for unit abbreviations and acronyms.
Articles (a, an, the), coordinating conjunctions (and, but, for,
or, nor), and most short prepositions are lowercase unless they
are the first or last word. Prepositions of more than three
letters (Before, Through, With, Without, Versus, Among,
Under, Between) should be capitalized.

표제지 – 제목, 부제목


•
•
•
•
•
•
•

주요 단어 첫 철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주요 단어(major word)의 첫 철자와 마지막 단어 첫 철자
2자(2-letter) 동사: Is, Be, Do 등
4자 이상 전치사: With, Without, After 등  AMA/IEEE style
구동사(phrasal verb): Size Up, Weigh In 등
비영어권 합성 용어: In Vitro, In Situ, De Novo 등
Poly(polymerizing species): Poly(ethylene terephthalate)
괄호 안에 complex substituents를 포함한 chemical name:
Tetrakis(methyl isocyanide)iron

표제지 – 제목, 부제목


•
•
•
•
•
•
•

•

소문자 표기를 하는 경우
관사(정관사, 부정관사): a, an, the
3자 이하(3 or fewer letters) 전치사: in, at, on 등  AMA/IEEE style
모든 전치사 소문자: in, at, on, with, without, after 등  ACS style
등위접속사(coordinating conjunction): and, or, for, nor, but 등
to 부정사의 to
원래 소문자 표기 단어: pH, d Orbital 등
소문자로 된 chemical descriptor:
Reaction of trans-4-(Phenylsulfonyl)-3-buten-2-one
하이픈으로 연결된 형용사구: Cubane-like Clusters
=후면 Capitalization 참조=

표제지 – 제목, 부제목 sample
전치사 With
ACS Style: Anti-Markovnikov Hydroheteroarylation of Unactivated
Alkenes with Indoles, Pyrroles, Benzofurans, and Furans Catalyzed by
a Nickel–N-Heterocyclic Carbene System
IEEE Trans Neural Syst Rehabil Eng 2015 Sep 11: Ambulatory Gait
Behavior in Patients with Dementia: A Comparison with Parkinson's
Disease.
IEEE Trans Cybern 2015 Oct 26: A Decentralized Event-Triggered
Dissipative Control Scheme for Systems With Multiple Sensors to
Sample the System Outputs.
AMA Style: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Suprapubic Cystostomy
Tract With Bladder Involvement

표제지 – 제목, 부제목 sample
비영어권 합성 용어: In Vitro, In Situ, De Novo 등

ACS Style: Template-Directed Assembly of a de Novo Designed Protein
AMA Style: Choice of Stents and End Points for Treatment of De Novo
Coronary Artery Lesions 
ACS Style: Discovery and Characterization of a Peptide That Enhances
Endosomal Escape of Delivered Proteins in Vitro and in Vivo
IEEE Style: Simulating an Actomyosin in Vitro Motility Assay: Toward
the Rational Design of Actomyosin-Based Microtransporters
AMA Style: Ethical Questions Surroundings In Vitro Fertilization

표제지 – 제목, 부제목 sample
Single Word: Long-Term, Follow-Up 등
ACS Style: A Simple Method for Improving Protein Solubility and LongTerm Stability
IEEE Style: A Baseline Wander Tracking System for Artifact Rejection in
Long-Term Electrocardiography
AMA Style: Subjective, Objective, and Observed Long-term Survival: A
Longitudinal Cohort Study
ACS Style: Proton−Water Charge-Transfer Processes: Follow-Up Study
Using Configuration Interaction Calculations
AMA Style: Idiopathic Inflammatory Myopathy Treated With High-Dose
Immunoablative Cyclophosphamide-A Long-term Follow-up Study.

표제지 – 제목, 부제목
Question -- Error
•

Elimination of a Community-Acquired Methici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in a Nurse With Atopic Dermatitis

•

Weighing in on Bariatric Surgery

•

Researchers Size up Nanotechnology Risks

•

Universal Screening For Tuberculosis Infection: School's out!

•

We do Need to Treat Mild Hypertention

•

Scope of the Investigations: the First Phase

표제지 – Running title


Running Head
Issue running heads: 왼쪽 페이지 상단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23, NO. 3, MARCH 2014
Author running heads: 오른쪽 페이지 상단
-ANDERSEN et al.: DYNAMICAL MODEL OF DC WAVEGUIDE LASERS



Running Title / Short Title / 난외 표제 / 요약제목
JAMA의 경우 45 characters 이내
ACS style: 50 characters 이내
표제와 달리 약어 사용 가능

Running head

Running foot

저자 – 기관
Question -- Error
Pfeffermann M1, Dong R3, Graf R1, Zajaczkowski W1, Gorelik T2, Pisula W1,
Narita A1, Müllen K1, feng X3
1Max

Planck Institute for Polymer Research, Ackermannweg 10, D-55128
Mainz, Germany
2Institute for Physical Chemistry, Johannes Gutenberg Universität Mainz,
Welderweg 11, D-55099 Mainz, Germany
3Center for Advancing Electronics Dresden and Department of Chemistry and
Food Chemistry,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Mommsenstraße 4, D-01062
Dresden, Germany

표제지 – 저자


Jr, Sr, II, III 등 포함하여 first, middle, last name 순



국내 저자 영문명 표기 일반적 유형
Gil Dong Hong / Gil-Dong Hong / Gildong Hong



학위 사용
학위 표기법은 저널마다 다르며 최근에는 Nature, Science처럼
저자명에 학위를 추가하지 않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

Soon Shin Lee1, Gil Dong Hong2, Young Hee Kim3, Soon Hee Choi4
Soon Shin Lee*, Gil Dong Hong†, Young Hee Kim‡, Soon Hee Choi§
Soon Shin Lee, MD, Gil Dong Hong, MD1, Young Hee Kim, MS2, Soon Hee Choi, MD3

Nature

Science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자 – 기관


저자와 기관 연결표기

Soon Sin Lee1, Gil Dong Hong2, You Sin Kim3
Departments of 1Internal Medicine, 2Pathology, and 3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1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2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3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1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2Department of Path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3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저자 – 기관
Xiao Wang,† Brendan M. Duggan,‡ and Tadeusz F. Molinski*,†,‡
†Department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 and ‡Skaggs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9500 Gilman Drive, MC-0358, La
Jolla, California 92093-0358, United States

저자 – 기관 (IEEE)


저자와 기관 연결표기

Ming-Zher Poh, Student Member, IEEE, Nicholas C. Swenson, and Rosalind W.
Picard*, Fellow, IEEE
M.-Z. Poh is with the Harvard-MIT Division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HST), Cambridge, MA 02139 USA, and also with the Media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02139 USA (e-mail:
zher@mit.edu).
N. C. Swenson is with the Media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02139 USA (e-mail: nswenson@mit.edu).
*R. W. Picard is with the Media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02139 USA (e-mail: picard@media.mit.edu).

표제지 – 저자 -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www.orcid.org)
-연구자 고유 식별 코드
-개인의 출판물 및 다른 작업들을 metadata로 통합해 연결
-2010년에 출판사, 연구재단, 협회, 대학, 기록관, 학자, 데이터 제공자
등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졌고 2012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비영리기관
-16자리 번호 (안환태 ORCID https://orcid.org/0000-0001-5221-990X)
-HTTP URI 형태로 표기



PubMed에서 Kim JH 저자로 검색하는 경우, 13,192건의 논문 검색
-과연 Kim JH는 누구인가?
Kim Jong Hyun, Kim Jong Hyeok, Kim Jong Hyuck, Kim Jong
Hwan, Kim Jong Hak, Kim Jong Hak 등

초록


일반적 지침 (ACS 기준)
·논문주제, 연구문제, 대상, 방법, 결과, 결론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 단락(one paragraph)으로 구성해야 한다.
·영문 80-200 단어를 사용하여 한 문단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 표, 그림, 논문의 섹션을 인용하지 않는다.
·텍스트와 줄을 분리하여 나타내야 하는 화학식, 도식, 화학구조를
넣지 않는다.
·초록에서 약어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올 때 풀이를 기재하고, 본문에서
다시 풀이를 기재한다.
·J Am Chem Soc (JACS) 저널의 경우 키워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초록


일반적 지침 (IEEE 기준)
·약어, 주석, 참고문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 단락(one paragraph)으로 구성해야 한다.
·영문 150-200 단어를 준수한다.
·수학방정식, 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키워드(Index terms)를 알파벳순으로 제공한다

초록-형식


논문의 유형에 따른 일반적 형식
-Structured format: section heading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 250-300단어 이내로 제한
NEJM: BACKGROUND/METHODS/RESULTS/CONCLUSIONS
JAMA journal:
Context/Objective/Design, Setting, and Patients/Intervention/
Main Outcome Measures/Results/Conclusion/Trial Registration
-Unstructured or narrative format
종설(review article), 증례(case report) 형식
증례의 경우 보통 150단어 이내로 제한
Section heading 없이 서술형 문장
ACS/IEEE Style

Keywords


저자가 keywords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 논문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 저자가 주장하는 주요 논제를 표현
· 논문의 동료 심사(peer review)하는데 가이드 역할
· 저널의 색인가(indexer)에게 도움

-논문 쓰는 사람의 입장보다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
-전문가의 입장보다 초심자의 입장에서 선택
-systematic review, meta 분석 논문 작성 시 선택 용어

Keywords / Index term
IEEE Editorial Style Manual (Index term):
http://www.ieee.org/organizations/pubs/ani_prod/keywrd98.txt

Keywords / Index term
IEEE Computer society (Keywords):
http://www.computer.org/portal/web/publications/acmtaxonomy

본문 – ACS style


원저(original article)

JACS:
Main section:
INTRODUCTION/RESULS AND DISCUSSION/CONSULSION
Additional section:
EXPERIMENTAL SECTION/ASSOCIATED CONTENT/AUTHOR
INFORMATION/ACKNOWLEDGMENTS
Level 1
Level 2
Level 3

RESULS AND DISCUSSION
QD−Dopamine Conjugates as PL Sensing Platforms.
1. pH-Dependent Quenching of QD Fluorescence.

본문 – IEEE Style


Primary Heading …Roman numerals and centered above the text.
(전체 대문자, 로마자, 중앙정렬)
I. INTRODUCTION / II. METHODS / III. RESULTS AND DISCUSSION / IV.
CONCLUSION / APPENDIX / ACKNOWLEDGMENT



Secondary Heading …capital letters followed by followed by periods, flush left, upper and
lower case, and italic. (각 단어 대문자, 좌측 정렬, 이탤릭체)
A. Ultrasound-Guided Prostate Intervention / B. Case for MRI-Guided Prostate
Intervention…



Tertiary Heading …Arabic numerals followed by parentheses. They are indented one em,
and run into the text in their sections, italic, upper and lower case, and followed by a colon.
(각 단어 대문자, 좌측 정렬, em dash 들여쓰기)
1) Transrectal Approach: / 2) Transperineal Approach:…



Quaternary Heading …identical to tertiary headings, except that they are indented two ems,
(첫 단어 대문자, 좌측 정렬, 2 em dash 들여쓰기)

ACS Style – JACS journal

IEEE Style

참고문헌
일반적 지침
· 본문에서의 참고문헌 표기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를 연속적으로 부여



ACS style – Citing references in text may be done three ways:
•

•

•

Oscillation in the reaction for benzaldehyde with oxygen was
reported previously.1
The mineralization of TCE by pure culture of an oxidizing
organism has been reported (6).
The primary structure of this enzyme has been determined
(Mehne, 2010).

참고문헌


•
•
•

일반적 지침
As reported previously,1,3-8,19
The 2 largest studies to date included 26 patients [2] and 18 patients
[3].
The largest lesion found in the first study was 10 cm [2].

· 참고문헌 번호 표기 시 숫자나 축약된 측정 단위 뒤에 두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Avoid The 2 largest studies to date included 262 and 183 patients.
Better The 2 largest studies to date included 26 patients2 and 18
patients.3

참고문헌


본문 내 저자명 표기 및 번호 표기
· 저자가 1인
Doe7 reported on the survey / Doe [7] reported on the survey
· 저자가 2인
Doe and Roe7 reported on the survey / Doe and Roe [7] reported
· 저자가 3인 이상: 성(surname) + "et al."
Doe et al.7 reported on the survey / Doe et al. [7] reported
· 주저자가 같고 공저자가 다른 여러 편의 논문
Doe and Collegues7-9 reported / Doe and Colleagues [7-9] reported

참고문헌 (ACS Style)
Journal Article 표기
Author 1; Author 2; Author 3; etc. Title of Article. Journal Abbreviation
Year, Volume, Inclusive Pagination.


·저자명: Basconi, J.; Lin, P. B.; Schafer, F. W., Jr.
·논문제목: Roman 알파벳을 사용하여 각 단어 대문자로 한다.
·학술지명은 이탤릭체 약어로 기재한다: J. Polym. Sci., Part A: Gen. Pap.
-Chemical Abstracts Service Source Index (CASSI; http://cassi.cas.org/search.jsp) 기준
-CASSI에서 검색이 안될 경우 ISO 약어 규칙
-학술지 약어: Acta Crystallogr., Sect. C: Cryst. Struct. Commun. 2005, 61, 99–102.
-섹션 제목이 필요 없는 경우: Acta Crystallogr., Sect. C 2005, 61, 99–102.
-섹션이 볼륨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Acta Crystallogr. 2005, C61, 99–102.
-CASSI 약어에 지명이 포함된 경우: Transition Met. Chem. (N.Y.)
-Int. J. Nanosci. / J. Controlled Release

참고문헌 (ACS Style)


Journal Article 표기

·발행연도: 굵은체(boldface), 다음 콤마

·볼륨: 이탤릭체, 다음 콤마 , 각 호가 1페이지부터 시작할 경우 호수 기재
Mullin, R. Chem. Eng. News 2005, 83 (42), 7.
Mullin, R. Chem. Eng. News 2005, 83 (Oct 17), 7.
Eur. J. Cancer 2005, 40 (Suppl. 1), 781.
Lancet 1983, No. 2, 29.  볼륨이 없는 경우
Ark. Kemi, Mineral. Geol. 1945, 20A, No. 7.  페이지 대신 논문 번호
· 페이지는 콤마나 빈칸 없이 모든 숫자를 기재한다. 1376-1382
(JACS journal: 시작 페이지만 기재)
JACS journal
Dabbousi, B. O.; RodriguezViejo, J.; Mikulec, F. V.; Heine, J. R.; Mattoussi, H.; Ober, R.;
Jensen, K. F.; Bawendi, M. G. J. Phys. Chem. B 1997, 101, 9463.

참고문헌 (IEEE Style)


Journal Article 표기

J. K. Author, "Name of paper," Abbrev. Title of Periodical, vol. x, no. x, pp. xxx-xxx,
Abbrev. Month, year.
J. B. Wang, B. H. Zhou, B. Chen, L. H. Shi, and C. Gao, “Weakly conditionally stable
FDTD method for analysis of 3D periodic structures at oblique incidence,” Electronics
Letters, vol. 48, no. 7, pp. 369-371, Mar. 2012. http://dx.doi.org/10.1049/el.2011.4007.
K. Fotopoulou and B. W. Flynn, “Wireless power transfer in loosely coupled links: coil
misalignment model,”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vol. 47, no. 2, pp. 416-430, Feb.
2011.
·DOI가 있는 경우 모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 (ACS Style)


Book & Book Chapter 표기

Author 1; Author 2; Author 3; etc. Chapter Title. Book Title, Edition Number; Series
Information (if any);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Year; Volume Number,
Pagination.
Author 1; Author 2; Author 3; etc. Chapter Title. In Book Title, Edition Number;
Editor 1, Editor 2, etc., Eds.; Series Information (if any);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Year; Volume Number, Pagination.
Chou, L.; McClintock, R.; Moretti, F.; Nix, D. H. Technology and education: New
wine in new bottles: Choosing pasts and imagining educational futures, 1993.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Learning Technologies Web site.
http://www.ilt.columbia.edu/publications/papers/newwine1.html (accessed Aug 24,
2000).
Manly, S. Collective flow with PHOBOS. Presented at the 20th Winter Workshop on
Nuclear Dynamics [Online], Trelawny Beach, Jamaica, March 15–0, 2004.
University of Rochester, DSpace Web site. http://hdl.handle.net/1802/228 (accessed
Oct 13, 2004).

참고문헌 (IEEE Style)


Book & Book Chapter 표기

J. K. Author, "Title of chapter in the book," in Title of His Published Book, xth
ed. City of Publisher, Country if not USA: Abbrev. of Publisher, year, ch. x, pp.
xxx-xxx.
D. M. Pozar, Microwave Engineering, 3rd ed. Hoboken: John Wiley & Sons,
2005.
Z. Wang, H. R. Sheikh, and A. C. Bovik, "O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
in The Handbook of Video Databases: Design and Applications, B. Furht and O.
Marqure, editors, Boca Raton: CRC Press, 2003, pp. 1041-1078.

참고문헌 (ACS Style)


회의자료(Conference)

Author 1; Author 2; Author 3; etc. Title of Presentation. In Title of the Collected
Work, Proceedings of the Name of the Meeting, Location of Meeting, Date of
Meeting; Editor 1, Editor 2, etc., Eds.;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Year;
Abstract Number, Pagination.
Author 1; Author 2; Author 3; etc. Title of Presentation (if any). Presented at
Conference Title, Place, Date; Paper Number.
Prasad, A.; Jackson, P. Abstracts of Papers, Part 2, 212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Orlando, FL, Aug 25–9, 1996;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1996; PMSE 189.
Zientek, K. D.; Eyler, J. R. Presented at the 51st ASMS Conference on Mass
Spectrometry and Allied Topics, Montreal, Canada, June 8–2, 2003.

참고문헌 (IEEE Style)


회의자료(Conference)

J. K. Author, "Title of paper," in Name of Conference, City of Conference,
Abbrev. State (or Country), year, pp. xxxx.
C. Dwork and S. Yekhanin, "New efficient attacks on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mechanisms," in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Conference on
Cryptology: Advances in Cryptology, Santa Barbara, CA, 2008, pp. 469-480.
K. Chaudhuri, A. D. Sarwate, and K. Sinha, "Near-optimal differentially private
principal components," in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Granada, Spain, 2011, pp. 998-1006.

참고문헌 (ACS Style)


인터넷 자료(Internet)

Author (if any). Title of Site. URL (accessed Month Day, Year),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if any).
Author 1; Author 2; Author 3; etc. Title of Document, Year. Title of Site. URL
(accessed Month Day, Year).
Author 1; Author 2; etc. Title of Presentation. Presented at Conference Title [Online],
Place, Date; Paper Number. Title of Site. URL (accessed Month Day, Year).

ACS Publications Division Home Page. http://pubs.acs.org (accessed Nov 7, 2004).
Chemical Abstracts Service. STN on the Web. http://stnweb.cas.org (accessed Nov 7,
2004).

참고문헌 (IEEE Style)


인터넷 자료(Internet)

Author (date accessed). "Title." http://www.
BBN Technologies (Jan. 2013). "BBN 802.11b Receiver."
https://www.cgran.org/wiki/BBN80211.

기술/연구 보고서(Technical and Research Reports)
J. K. Author, "Title of report," Abbrev. Name of Company, City of Company,
Abbrev. State, Report no. xxx, year.


E. E. Reber, R. L. Michell, and C. J. Carter, "Oxygen absorption in the earth's
atmosphere," Aerospace Corp., Los Angeles, CA, Technical Report TR0200(4230-46)-3, 1988.

참고문헌 (IEEE Style)
-학위 논문(Dissertation & Theses)
N. Kawasaki, "Parametric study of thermal and chemical
nonequilibrium nozzle flow," M.S. thesis,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Osaka University, Osaka, Japan, 1993.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AMA Style
-저자들의 재정적 공시(financial disclosure)는 표제지 또는
Acknowledgments section에 고지.
-별도의 "Conflicts of Interest“ 섹션에 고지하는 것이 추세.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and conflicts) 없는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기재.

알림(Acknowledgments) - AMA Style
-논문의 다양한 정보를 커버하는 포괄적인 용어(blanket term).
-논문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 기재.
-본문(body text or main text)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약어를
그대로 사용.

표와 그래프(Table & Graph)
-좋은 표와 그래프의 특징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강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표와 그래프의 수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
·각각의 표와 그래프는 하나의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표는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별도의 설명과 본문 없이도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보통 내림차순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문, 표, 그래프 모두에 걸쳐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투고규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Table – ACS style/IEEE Style
-일반적 지침(general guideline)
·모든 표는 본문에서 언급
·표 제목 번호: ACS Style: Table 1 / IEEE Style: TABLE I
·표의 줄(line)
ACS Style: 컬럼 제목의 상하, 표의 제일 하단 3줄만 적용
IEEE Style: 저널마다 세로줄 사용 기준 다름
·표 제목과 표의 각주는 표 안에 넣지 않는다.
·워드의 표작성 기능을 활용, 한 항목당 하나의 셀 적용
Tab이나 스페이스 키를 이용한 데이터 구분 제한
·1쪽 안에(1단 안에, 또는 2단에 걸쳐 가능) 들어가도록 구성
·시간 단위는 SI unit 또는 약어로 기재
s/sec, min, h/hr, day, wk, mo, y/yr

Table – ACS style/IEEE Style
-일반적 지침(general guideline)
표 제목
·제목은 간단하게 구(phrase) 형태로 각 단어 대문자로 기재
· 너무 일반적인 제목은 피한다. Characteristics of Man (X)
· 자세한 설명은 표의 하단에 기재


컬럼 제목(column headings)
· 모든 컬럼에 첫 글자만 대문자
· 제목에 단위만 적는 것은 피한다.
· 제목은 가능한 간결하게 2줄 이내로 약어와 기호를 사용
· 일반적이지 않은 약어는 표의 하단에 설명
· 단위는 변수명 다음에 괄호 안에 기재


Table – ACS style/IEEE Style
-일반적 지침(general guideline)
컬럼 항목(column entries)
· 문자데이터: 첫 글자만 대문자
· 문자데이터: 왼쪽 정렬; 숫자데이터: 소수점 기준으로 정렬
숫자데이터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왼쪽 정렬
· 소수점 앞에는 0을 쓴다.
· 데이터가 반복될 경우 “ditto (위와 같음)”으로 표시하지 않고, 반복 기재
· 항목에 ‒를 쓴 경우, 각주에 이를 설명 (‒, too low to be measured.)


각주(foot notes)
· 전체 표나 특정 항목에 대한 설명을 기재
· 기호: 이탤릭체 알파벳 소문자 위첨자
· 약어 설명은 콤마와 세미콜론으로 각각을 구분
ND, not determined; LC, liquid chromatography.


Table – ACS style
Title 1. Title of Tablea
Column spanner (%)

Stub heading

p-value
Subheading

Row heading (kg)

Subheading
FS

Subgroup

Data field

Data field

0.23

Subgroup

Data field

Data field

0.01*

Row heading (kg/m2)b

FS

Subgroup

Data field

Data field

0.13

Subgroup

Data field

Data field

0.11

FS, field subheading.
aFoot note 1. bFoot note 2.
*p<0.05.

Table – IEEE style
TABLE I. An Example of Table Format

First cycle

Interrupting

Type of source

Multiple-voltage circuit b
reaker closer and latcha

RM

WMb

RM

WM

RM

WM

Above 75 kW at 1,800 r/min

1.0

1.0

0.667

1.5

1.000

1.0

Above 190 kW at 3,600 r/min

1.0

1.0

0.667

1.6

1.000

1.0

1.0

1.0

Neglect

Neglect

-

-

Induction motors

All smaller than 37 kW

This table is provided as an example. The structure of actual tables may vary
depending on the data being displayed.
aRefers to calculations for medium-voltage circuit breakers. bUse 0.75 Xd for
hydrogenerators without amortisseur windings.
RM, rate multiplier; WM, winding multiplier.

Graph
-일반적 지침
· 투고규정과 샘플 그래프를 보고 사이즈를 결정한다.
· 라인, 바 그래프의 경우 대부분 1 column 폭 이내로 구성한다.
· 읽기 쉽게 구성하고 과한 디자인을 피한다.
· x축에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를 y축에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를 기재한다.
· 그래프 가장자리에 상자 모양으로 테두리를 두르지 않는다.
· 바(bar) 그래프의 여러 막대는 20%의 음영차를 두도록 한다.
-적합한 그래프 선택하기
· 연속형(continuous) 데이터의 경우: 라인 그래프
· 범주형(categorical) 데이터의 경우: 바 그래프 또는 칼럼 그래프

.

Figure – IEEE style
·그림 번호는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예, Fig. 1)
·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a),(b),(c)... 기호를 넣어 구분
· 그림의 위치는 각 column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
· 그림의 크기
Chart 그래프: one column wide (3 ½ inch) / two-column width (7 1/16 inch)
· 그래픽 포맷과 해상도 최소 기준
EPS, PS, TIFF, Word, PowerPoint, Excel, PDF 모두 가능
EPS, PS, TIFF: 600 dpi / Photographs, grayscale figure: 300 dpi
Print color graphic: RGB 해상도는 최소 400 dpi
· 색상: 모든 색상 허용.
Line art의 경우 black and white로, photographs는 grayscale로 한다.
· 그래픽 폰트는 Times New Roman, Helvetica, Arial, Cambria와 같은 open type
fonts나 기호(symbol) 사용을 권장

Copyright & Permission
√ Open access vs. Free access
-Open access: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준수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 Works
-Share Alike
-Free access:
Get permission of copyright.

Copyright & Permission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경우
(국가 기관, open acces 자료 등)
Data from (Adapted from, Data derived from) + 저작권자(기관명). + 참고문헌
인용번호
aData from the US Census Bureau.5
Adapted from the US Census Bureau. [5].
aData derived from the US Census Bureau.5)
-비상업적인 이용과 저작권자 표기를 조건으로 하는 공개 접근(open-access) 자료
Data from (Adapted from) + 첫 번째 저자의 성(surname) et al. + 저널약어명 연도;
볼륨:페이지. + 참고문헌 인용 번호
Data from Baek et al. Virol J 2011;8:297.2
Adapted from Baek et al. Virol J 2011;8:297. [21]

Copyright & Permission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Reprinted from (Reproduced from) + 첫 번째 저자의 성(surname) et al. + 저널약어
명 연도;볼륨:페이지. + with permission of + 저작권자 + 참고문헌 인용 번호
-Adapted from… 으로 저작물의 복제, 변형에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기도 함.
 저작물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Reprint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 with
permission of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인 일부 출판사의 경우 저작물의 변형
 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승인 절차 시 확인이 필요하다.)
Reproduc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
with permission of Cambridge University Press.50
Modifi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 with
permission of Cambridge University Press.50

Copyright & Permission
-저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동일 저작권자로부터 재사용할 경우
Reprinted from (Reproduced from) + 첫 번째 저자의 성(surname) et al. +
저널약어명 연도;볼륨:페이지. + 참고문헌 인용 번호
Reprint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50
Reproduc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50
Modifi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50
Wiley Authors - Books & Journals
Authors who publish in any Wiley or Wiley Blackwell titles retain a wide range of
reproduction rights without having to ask our permission. Please refer to your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 journal articles or your book contract. If you require a formal republication
license for your material, you may obtain this online using the Rightslink® service. Please see the
Permissions & Reprints page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the Rightslink® service.

Copyright & Permission
IEEE copyright permission 문구
© [Year] IEE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complete publication information].

(A) Adapted from Rajagopalan S, et al. Sensors 2008;8:5081-95 [14], on the basis
of Open Access.
(B) Adapted from Dreher RD, et al. IEEE Trans Biomed Eng 1972;19:247-8 [6], with
permission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Open Access

Dreher RD, Timm GW, Bradley WE.
Bladder volume sensing by local distension measurement.
IEEE Trans Biomed Eng. 1972 May;19(3):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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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Permission

I would like to reuse in a journal/magazine.
Describe who will republish the content (person or entity) non-commercial/non-profit.
I am an IEEE member OR the author of this IEEE content (no/yes).
I would like to use figure/tables/graphics.
My figure of figures/tables/graphics ?
My format is print and electronic.
In the following language(s) original language.
My currency is USD - $.

Title of the article ___________________
Publication the new article is in _________________
Author of the article _________________
Publisher of your article ________________
Expected publication date _________________
Estimated size of the article (number of pages) ___

사전적 의미
-다른 사람의 글을 배끼거나 아이디어를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
인 작품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
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부정확한 정의)
국제의학편집인협의회(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출처 표시를 하는 경우, 1문장 정도
의도하지 않은 표절(unintentional 또는 accidental plagiarism)도 표절

자기표절(self plagiarism or text recycling)
-이미 다른 저작물에 기술된 바 있는 내용을 새로운 저작물에 일부 범위의
내용을 재사용하는 것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
-일부 사용하는 자기표절에 비해 훨씬 큰 범위의 동일한 내용 재사용
-유형
논문쪼개기(salami publication):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몇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먼저 발표된 조사의 기간이나 대상 수를
늘려서 다시 출판하는 행위
번역출판

1. 다른 사람의 작업에 출처 표기
2. 안전한 논문을 위해서는 따옴표! -- 인문계열
3. 표현을 바꿀 때는 정확하게
4. 메모는 신중하게

5. 일반적인 과학 상식에도 출처 표기

원고의 기술방법


띄어쓰기(spacing)
· 영문이나 숫자의 경우 괄호 앞에 띄어쓰기
국문의 경우는 붙인다.

· 수식 연산자(=, +, -, ×, ≤, >등) 전후는 약간의 칸(semi-space)을 주되,
연산자가 형용사적으로 쓰인 경우 붙인다.
20 ± 2% (ACS Style) / 20% ± 2% (AMA Style)
p < 0.01
a conversion of >50%
at 200× magnification
· 단위와 숫자 사이는 띄어 쓴다. (단, %, $, °, ′, ″는 붙여 쓴다.)
45°/ 40%
160 ℃ (ACS Style) / 160℃ (AMA Style)

원고의 기술방법
구두점(Punctuation Marks)
마침표(.)
· 다른 단어와 혼동이 있을 경우 단위의 약어에 마침표 적용
in. for inches at. for atomic no. for number


쉼표(,)
· and나 or로 셋 이상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
A, B, and C
· “that is”, “namely”, “for example” 등의 앞뒤에 사용
"e,g"과 “i.e." 뒤에 사용
· 날짜를 기재할 경우, 월이 아닌 일자 뒤에 콤마를 사용
문장에서는 연도 뒤에도 콤마를 사용
June 11, 1995 June 1995
On August 12, 1973, an extraordinary person was born.

원고의 기술방법 (ACS Style)
콜론(:)
· 주로 앞 선 문장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
· 콜론 다음에 하나 이상의 완전한 문장이나 인용 등이 올 때만 첫 단어 대문자.
An emulsion is a thermodynamically unstable system: it has a tendency to separate into
two phases.
Chemists find enzymes attractive as potentially useful synthetic tools for many reasons:
Enzymes catalyze reactions with high regio- and stereoselectivity. They cause
tremendous rate accelerations under mild reaction conditions. They reduce the need for
protecting groups and give enantiomerically pure products.


· as follow, following과 같은 단어 다음에 항목을 열거할 경우 사용
The catering facility offers the following entrees: fried catfish, grilled chicken, pan-seared
salmon, and sirloin steak.
Contributors are as follows: Wendy Shaw, Jason Stacy, Allison Thomason, Carol
Hildebrand, Sharom Whittaker, and Rowena McClinton.

원고의 기술방법 (ACS Style)
세미콜론(;)
· 문장 내 복잡한 긴 열거를 구분하거나 이미 콤마로 구분된 항목을 열거할 경우


Many questions remain with just 52 days until the health care low's open enrollment
begins: (1) ... ; (2) ... ; and (3) ...
I have lived in Chicago, Illinois; Kansas City, Missouri; and Omaha, Nebraska.
따옴표(“ ”)
·따옴표 다음에 구두점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인용한 문장의 경우
마침표를 따옴표 앞에 사용


The sample solution was stirred briefly with a magnetic “flea”.
Ralph Waldo Emerson said, “The reward of a thing well done is to have done it.”
·인용문이 50 단어 이상이 되면, 따옴표를 쓰지 않고 문단 좌우 양쪽 들여쓰기

원고의 기술방법


하이픈(hypen, -) 삭제 표기
ante-, anti-, bi-, co-, contra-, counter-, de-, extra-, ecto-, mid-, multi-, non-,
over-, post-, pre-, pseudo-, re-, sub-, super-, trans-, tri-, ultra-, uni-, under-,
semi-, intraantimicrobial / nonresident / coauthor / overproduction / overrepresented
preoperative / posttraumatic / midbrow / multicenter / interrater …
2개의 동일한 모음 또는 3개의 동일한 자음이 올 경우 하이픈 유지
semi-independent / intra-abdominal / anti-inflammatory
hull-less / bell-like
서로 다른 의미
re-treat vs. retreat/ re-formation vs. reformation / re-creation vs. recrea

원고의 기술방법
· 두 단어 복합어의 접두어는 하이픈으로 연결
non-English-speaking colleagues

· 화학 용어와 접두어는 하이픈으로 연결
non-phenyl atoms
· 숫자, 고유명사, 고유형용사와 접두어, 접미어는 하이픈으로 연결
pre-1900s
anti-Markovnikov
10-fold Kennedy-like

원고의 기술방법


대문자(capitalization)
 두문자어(acronyms and initialism)를 구성하는 단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Colpidogrel as Adjunctive Repurfusion Therapy (CLARITY)
· Table, Figure 등과 같은 지정어(designator)
... summarized in 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allergy dermititis group.
... the middle third of the basilar artery (Figure 1).

· 유전자 기호(gene symbol): 이탤릭체 대문자
AFP B2M GLA NTSC GAPDH

원고의 기술방법
대문자(Capitalization)
· 문장의 첫 단어에 chemical name과 하이픈으로 연결된 소문자 chemical descriptor
가 올 경우 소문자 표기
cis-4-Chloro-3-buten-2-one was obtained.


· 문장의 첫 단어에 chemical name의 일부가 아닌 chemical descriptor가 올 경우
대문자로 표기
Cis and trans isomers are used.
· 문장 처음이나 제목에서 원소기호와 함께 반응명(reaction name)이 나올 때는
반응명 첫 자를 대문자 표기
N-Benzoylated amines undergo hydroxylation.
· 문장 처음에서 기호와 하이픈으로 연결되지 않은 단어의 경우 소문자 표기
π-Electron contributions are
π electrons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원고의 기술방법


대문자(capitalization)
· 종속명(genus and species names)
Streptococcus pyogenes
streptococci (복수)
streptococcal (파생형용사)
· 제목이나 문두에서 사용될 경우 그리스 문자 다음 처음 나오는 비그리스 문자
(non-Greek letter)는 대문자로 표기
β-Blocker use during pregnance increases the risk that an infant will be small for
gestational age.

· 아래 표기는 문장 내 위치에 상관없이 대소문자를 그대로 유지

PubMed / PubMed Central / Scopu / Embase / MEDLINE / Internet / Web 등

원고의 기술방법


대문자(capitalization)

•

Prefix, Suffix: Anti-, Intra-, Self- 등
• Anti-inflammatory
• Intra-abdominal
• Self-referral
A single word
• Long-term (ACS style  Long-Term)
• Follow-up (ACS style  Follow-Up)
• Part-time
• X-ray
Temporary compound, Equal weight
• Cost-Benefit
• Low-Level
• B-Cell
• Age-Related

•

•

원고의 기술방법


단위(metric units)
· 복수형(plurals)으로 쓰지 않는다.
70 L (o)
70 Ls (x)
· 형용사로 쓰일 경우 하이픈(-)을 사용
a 10-mm strip
…and 8-L container
· 소수점 표기 시 소수점 앞에 0을 표기
0.123 (0)
.123 (x)
P < 0.01
P < .01
· 단위로 이름의 성이 쓰이는 경우 대문자로 하지 않는다.
ampere / curie / gauss

원고의 기술방법
이탤릭체(italics)
·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제목(heading)의 단계 구분에 사용
PRIMARY HEADING
Secondary Heading
Tertiary heading



· 도서나 저널 등의 표기에 사용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llergy: principles and practice
· 영어가 아닌(non-English) 단어나 구의 경우
영어의 일부분이 된 단어나 구는 이탤릭 처리 하지 않으나 학술지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탤릭체로 사용
in vivo in vitro en bloc
in vivo in vitro en bloc

원고의 기술방법


이탤릭체(italics)
· 미생물, 식물, 동물의 속(genus)과 종(species)
단수(singular)와 품종(variety), 이종(subspecies)의 형태에 이탤릭체를 사용
복수와 형용사형, 강(class), 목(order), 과(family)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Baciliacae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i
staphylococcal
· 통계 용어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이탤릭체 사용 여부가 다르다.
P r U df R2
P r U df R2

원고의 기술방법


숫자(numerals)
· 문두에 올 경우 풀어서 표기
Six-Month Trial of Bupropion With Contingency Management for Cocaine
Dependence in a Methadone-Maintained Population

· 분모와 분자 사이에 %가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Death occurred in 6 of 200 patients (3%). (o)
Death occurred in 6 (3%) of 200 patients. (x)
· 시간의 표시
ACS Style: 12:15 a.m. 4:00 p.m.
AMA Style: 12:15 AM 4:00 PM

원고의 기술방법
숫자(Numerals)
· 분수 표기
일반적인 분수 표기는 하이픈이 들어간 단어로 풀어서 표기
Of those attending, nearly three-fourths were members of the association.



· 시간(time) 표기의 경우 소수점 표기보다는 분수 표기를 사용
The surgery lasted 3¼ hours.
· 문장 내 숫자 풀어쓰기
ACS/IEEE Style: 10 미만의 숫자는 단어로 풀어 쓰고, 10 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 (예외: 5, 8, and 12 experiments; 연속된 숫자나 범위
표기 시 10 이상의 숫자가 포함된 경우)
AMA Style: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예외, 문두 표기, 분수, 서수 등)
· 서수 표기
first에서 ninth까지 단어로 풀어 쓰고 11th 부터 아라비아 숫자 사용

원고의 기술방법
수식(equation)  ACS Style
· 본문 서술에서 =, + 를 사용하지 않는다.
when the temperature is 25℃ (not when the temperature = 25℃)
a mixture of A and B (not a mixture of A + B)



· 이탤릭체를 쓰는 경우
변수: T for temperature, x for mole fraction, r for rate
축: the y axis / 면: plane P / 벡터와 텐서: a1 + b1 / 행렬 계수: gn / 함수: f(x)
상수: kB, the Boltzmann constant; g, th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 괄호의 사용 순서는 {[( )]}로 한다.
· 본문 수식 표기
V = 64πkTγ2 exp(–κh)
(3)  수식 번호 매기기 (수식에 구두점 ×)
The number can be calculated from eq 3.  equation 약어로 표기

원고의 기술방법


수학적 표현 (mathematical expression)  IEEE Style

· 수량 및 단위를 포함한 모든 용어는 수식 다음에 목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정의들이 나온 이후에 “where"라는 단어를 선행하여 열거한다.
x = rsinθcos φ
(1)
where
x is the x-coordinate on a Cartesian plane
r is the length of the position vector
θ is the angle between the position vector and a coordinate axis
φ is the angle from the plane in which both the axis and the position vector lie to
either of the coordinate planes including that axis
· 수식은 Equation 이란 단어로 그 수식번호와 함께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Equation (2) 또는 E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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