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과 물> 투고안내
원고 작성 방법
- 아래한글 프로그램 사용(한글 ’07 이상)
- 용

지 : A4(210mm×297mm)

- 여

백 : 상15, 하10, 좌25, 우25

- 서

체 : 신명조

- 글자크기 : 제목 : 견고딕 18Point
본문 : 신명조 10Point
- 자

간 : 0

- 장

평 : 100％

- 줄 간 격 : 200％
- 본문 하단에 페이지 번호 매김

원고집필 및 체제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원고는 내용 이해상 한자나 영문을 써야 할 경우 (

)

속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가뭄지수(Drought index), 비와꼬(琵琶湖) 등
- 제목, 저자명,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한다.
- 모든 원고의 제목과 저자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영문 표기는 먼저 성을 쓰고, “,”를 찍은 다음 이름을 쓴다.)
- 저자는 소속은 각 저자명에 위첨자로 *,**,*** 등을 표시한다.
(저자는 원고의 첫 페이지 하단 좌측에 ‘*’ 표시에 상응하는 소속 및 E-mail주소를 기입
한다.
- 논문의 경우 초록(Abstract) 및 Keyword를 필히 작성한다.
(초록은 300단어 정도, 15행 이내로 한다.)
- 국문 논문의 요지는 영문으로, 영문논문의 요지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 4명 이상의 공저의 경우 2열로 나누어 적는다.

집필 번호 체계
다음의 순서로 한다.
- 논문 : Ⅰ.,

1., 가., 1), 가), (1), (가), ①

- 논문 외 : 1., 가., 1), 가), (1), (가), ①
- Ⅰ., 1., 가. 등 상위 3단계의 제목들은 고딕체 굵은 글씨를 사용한다.

그림 및 사진
- 그림은 그대로 제판원고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림, Fig., 사진, Picture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 Table의 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에 좌측정렬로 국문 또는 영문으
로 표기한다.
- 각각의 표기는 국문으로 작성 시 그림 1, 사진 1, 표 1, 영문으로 작성 시 Fig. 1,
Picture 1, Table 1의 형식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Fig. 1. Raindrop Characteristics

Picture 1.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a Paddy Field
Table 1. Average Daily Infiltration Rate of Paddy Fields
- 원고에 삽입된 그림, 사진 및 표의 제목과 내용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통일한다.
- 본문에서 그림, 사진 및 표를 인용 시에는 캡션이 국문일 경우 그림 1, 사진 1, 표 1, 영
문일 경우 Fig. 1, Picture 1, Table 1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사진의 제목은 생략할 수 있다.
- 그림은 그림.jpg 형식으로 작성한다.

용

어

- 사용 언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자, 영문자, 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기술 용어는 한국농공학회에서 발행한 기술용어집의 용어와 이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
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영문 등의 원문을 삽입한다.
- 국문 논문의 본문 중 영어 단어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이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 장, 절의 제목에 영어 단어를 사용 시에는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약자는 모두 대문자로 한다.
예)제목 : Derivation of Design Low Flows 컴퓨터 프로그램 : DO, PATH, Q,
RUNOFF, SMEMAX 변환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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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문헌 표기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일문 문헌 및 기타 언어 문헌 순으로 한다.

송부방법
- 원고파일 1부를 KCID 사무국에 이메일(kcidkr@gmail.com)로 제출한다.

기

타

- 원고는 성과품 최고 12페이지를 초과하여 게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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