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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양식은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JNCIST)의 샘플 양식입니다. 논문 투고 규정은
홈페이지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 설정 : 폭 185 mm, 길이 250mm, 좁게, 위쪽 15mm, 아래쪽 10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1mm, 꼬리말 10mm
본문글꼴 : 맑은고딕, 영문글꼴: Time New Roman, 글꼴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글자에 따라 180%.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JNCIST) 논문의 공식 문서작성기는 글2010입니다. 본문
에서는 각주, 미주, 두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이나 표는 직접 출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표의 경우 그림이 아닌 문서작성
기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그림에 들어가는 글씨가 너무 작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2. 장제목

2.1 절제목
본문 ...



 



 


 

(반드시 수식작성기로 작성)

(1)

수식의 글꼴크기는 9포인트입니다. 수식은 반드시 수식작성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번호는 수식안에 포함하거나 “캡션달기” 기능을 이용하지 마시고 수식 바깥쪽에 표기해주십시오.

2.2 그림, 표과 참고문헌표기 방법

2.2.1 그림, 표
그림과 표의 글꼴크기는 9포인트입니다.
(반드시 그림제목과 표제목은 “캡션달기” 기능을 이용하지 마시고 표와 그림 바깥쪽에 표기해야
하며 국문제목과 영문 제목을 반드시 같이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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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하시고,
문단 정렬방식을 “가운데”로 해주십시오.
그림에 들어가는 글씨가 너무 작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그림제목
[Fig. 1] Fig. English Title

[표 1] 표제목
[Table 1] Table English Title
“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하시고,
문단 정렬방식을 “가운데”로 해주십시오.
표는 이미지로 대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글로 표를 작성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표]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본문에 모든 [표]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표기한다.
ex [그림 3]은 ooo의 관한 그림이다.
ooo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등

[그림]과 [표]는 옆으로 연속 작성할 수 없으며, 줄 바꿈 후 작성한다.
ex

옆으로 연속작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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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바꿈 후 작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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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문에 인용주 작성방법은 연도 표기 않고, 순서대로 Square bracket [ ]에 숫자 표기한다. 단독으
로 인용되는 문헌은 [1][2]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기입하며, 3개 이상의 문헌이 연속적으로 인용되
는 경우에는 [3-5] 등과 같이 기입한다. 두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6][7-10] 혹은
[11][12-14][19] 등과 같이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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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어로만 작성 할 것.
2. 작성양식은 위에 작성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되 빠지는 내용 없이 작성할 것.
3. 참고문헌 본문 표기 방법 준수 할 것.
4. 저자의 이름을 입력할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 (홍길동 외 2명 등과 같이
하지 말고,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할 것)
Do not use the phrases "et al." and "ibid." in the reference section. Instead, the names of all authors in a
reference must b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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