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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 원칙

A. 원고의 작성 및 언어

1)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한글 등 전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2) 논문의 분량은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10~15매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A4용지에 1단으로, 12pt의 폰트 크기로 작성한다.

4) 원고는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논문

명, 저자명, 저자 소속 및 주소, 교신저자 이메일, 초록, Keywords, ACKNOWLEDGMENT, 

REFERENCES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B. 원고의 구성 및 필수 기재 사항

번호 구분 영문 논문 국문 논문

1 영문 논문명 필수 필수

2 국문 논문명 (선택적)

3 영문 저자명 필수 필수

4 국문 저자명 (선택적)

5 영문 소속 및 주소 필수 필수

6 국문 소속 및 주소 (선택적)

7 교신저자의 이메일 필수 필수

8 영문 Abstract 필수 필수

9 국문 Abstract (선택적)

10 영문 Keywords 필수 필수

11 Nomenclature (선택적)

12 Introduction 필수 필수

13 본문 필수 필수

14 Conclusion 필수 필수

15 Appendix (선택적)

16 영문 ACKNOWLEDGMENT 필수 필수

17 국문 ACKNOWLEDGMENT (선택적)

18 영문 REFERENCES 필수 필수 

19 국문 REFERENCES (선택적)

※ 기타 필수기재 사항 : 저자별 ORCID, 각 참고문헌의 DOI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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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목, 서론 및 본문, ACKNOWLEDGMENT, REFERENCE

A. 정형화된 제목

1) 원고 중 단락 제목은 Abstract, Keywords, INTRODUCTION, 본문 제목, CONCLUSION, 

Appendix, ACKNOWLEDGMENT, REFERENCES 순으로 작성한다.

B. 논문명

1) 논문명은 연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2) 국문 논문명이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할 수 있다.

3) 영문 제목(부제목 포함)의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여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 약자, 단위는 제외). 제목 내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

고는 모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위나 두문자어(acronym)를 제외한 약어는 대문자로 쓴

다. 5글자 이상의 전치사는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4) 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다음에 콜론(‘:’)을 표기하고 부제목을 기재한다.

C. 저자명 등 저자 정보 및 ORCID

1) 저자명은 성명 전부를 표기한다.

2) 저자명 옆에 저자 소속별 표시를 아라비아 숫자 위첨자로 하고, 다음 줄에 해당 표시와 저자 소속 

및 주소를 표기한다. 순서대로 표기하되, 한 행이 넘어가는 경우 주소를 다음 행에 표기한다.

3) 주소 다음에는 해당 저장의 ORCID를 표기한다.

4) 저자 소속은 가능한 명칭 전부를 표기한다.

5) 교신저자 성명 옆에 †, ††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표기 기호에 따라 해당 교신저자의 e-mail 주

소를 표기한다.

D. Abstract 및 Keyword

1) 논문은 반드시 영문 Abstract와 영문 keyword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국문 Abstract을 영문 Abstract 다음에 병기할 수 있다.

3) 영문 Abstract은 200~250 단어, 국문 Abstract은 공백 포함 600~700자를 기준으로 한다. 

4) Abstract은 연구목적, 방법, 결과,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등 논문의 내용 요약을 중심으

로 1개 단락으로 작성한다.

5) Abstract은 일체의 각주, 수식, 그림, 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할 수 없다.

6) Keyword는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한다. 약어는 모두 풀어쓴 후 괄호 안에 표시한다.

E. Nomenclature

1) 왼쪽 단에 약어, 오른쪽 단에 전체 명칭을 기입한다.

2) 오른쪽 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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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목 끝에는 마침표를 붙인다.

4) 오른쪽 단의 전체 명칭 앞에는 is, mean과 등호를 쓰지 않고,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오른쪽 단에 수식을 쓰는 경우 등호와 수식을 기입한다.

6) 약자가 Nomenclature에 정의되는 경우 본문에는 약자의 설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F. 본문

1) 본문 내 제목의 번호 체계는 I., A., 1), a) 의 순으로 한다.

a) I. 제목 체계는 INTRODUCTION 또는 서론 등으로 시작하며, 가운데로 정렬한다. 

ACKNOWLEDGMENT, REFERENCES, APPENDIX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2) 국문 단어의 잘림을 허용한다.

3) 본문 안에서 다른 섹션을 참조할 때는 in Section II, in Section II-A 또는 in Section II-A1과 

같이 쓴다. Section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Subse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다.

4) 본문 안의 참고문헌은 대괄호와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참고문헌 [1]에서(in reference 

[1])”같은 표현은 단순히 “[1]에서(in [1])”로 바꾸어 써야한다. 

5) 참조일은 참고문헌을 구분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조일이 논문 주제와 관련이 없는 

한 본문에서 삭제해야 한다.

6) 본문 안의 목록

a) 목록에는 문장 내 목록(run-in lists), 형식화된 목록(displayed lists), 여기에서 목록(where 

lists) 등 세 종류의 형식이 있다. 목록의 순서는 1), 2), 3) 다음에 a), b), c), 그리고 i), ii), 

iii) 순으로 작성한다. 번호 다음에는 하나의 괄호가 있다. 목록의 수준별로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의 여백을 들여 쓴다.

b) 문장 내 목록(Run-In Lists): 목록은 목록 앞의 문장 끝 콜론 다음에 시작하며, 각 항목을 세

미콜론으로 구분한다.

* (예시)

The carrier–phonon interaction matrices are given by: 1) polar optical phonons; 2) deformation 

potential optical phonons; and 3) piezoelectric acoustic phonons.

c) 형식화된 목록(Displayed Lists): 형식화된 목록은 불완전한 또는 완전한 문장으로 된 항목으

로 구분된다. 

불완전한 문장을 갖는 목록은 앞의 문장 끝의 콜론 뒤에 시작하여 항목에 번호를 붙인다. 항

목은 소문자로 작성한다. 항목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붙이며, 제일 마지막 항목 뒤에서는 마침

표를 붙인다. 만일 항목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3개 미만이라면 문장 내 목록을 사용한다. 

예시:

This operating scenario provides all of the contributors necessary to configure a resonant power 

distribution system:

1) implementation of capacitor power factor correction on the power line;

2) presence of nonlinear load;

3) tuning of the power line by the load adjustments to a frequency present in the nonlinear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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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The three problems are related in the following sense:

1) Additional cost constraint;

2) Relaxation of the constraints is permitted;

3) Limited budget optimization is a general optimization problem.

완전한 문장을 갖는 목록은 접속사 that 또는 목적어를 취하는 다른 단어 등으로 끝나는 문장

으로 시작하며 마침표로 끝난다. 모든 항목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목록은 대문자로 시작하

여 마침표로 끝난다.

예시:

The synthesis is performed in three major steps.

1) Geometry is generated for the selected module variants.

2) Shape variants using different fold counts for resistors are generated for each module.

3) Routing and postprocessing complete the final layout.

여기에서 목록(Where Lists): 여기에서 목록은 목록 앞 수식의 변수를 정의하는 목록이다. 불

완전한 문장으로 기입되며, Nomenclature 작성 방법을 따른다.

7) 각주

a) 각주는 논문 전체에 걸쳐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각각의 각주는 별도의 새로운 단락으로 쓴

다. 각주 번호는 본문과 각주에 위 첨자로 기입한다. 본문에서 각주 번호는 마침표, 쉼표, 괄

호 및 따옴표 다음에, 대시, 콜론, 세미콜론, 중문 등의 앞에 온다. 각주는 각주가 인용된 곳의 

본문 제일 아래에 놓여진다.

8) 두문자어(Acronym)

a) 두문자어는 초록뿐 아니라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장에 풀어쓴 후 괄호 안에 쓴다. 만일 

두문자어가 초록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괄호에 두문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b) 많이 사용되거나 익숙한 두문자어라도 풀어쓴 후 괄호 안에 써야 한다.

c) 두문자어가 Nomenclature에 있는 경우 본문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다.

d) 두문자어의 복수형에는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하지 않는다.

e) 약어의 부정관사는 첫 음절에 맞게 사용한다.

9) 상표 표시

a) TM, ®과 같은 상표(Trademark) 표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표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

한다. 

b) 상표 등록된 상품이 처음 등장하는 경우 상품명 다음에 각주 표시를 하고, 해당하는 각주에 

Trademarked. 또는 Registered trademark.를 표시할 수 있다.

10) 부정문(Contractions)

a) 논문에서는 don’t와 can’t 같은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으며, do not 및 cannot으로 변경한

다.

11) 단위

a) 복합적 단위는 가운데 위치한 도트(·)로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분모에 있는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 음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괄호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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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표 

1) 표의 번호는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표기한다.

2) 표 제목은 TABLE 1. TABLE 2.처럼 표시하고, 다음 줄에 본문을 읽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표 제목은 표 위에 기입한다.

4) 표를 그릴 때에는 표 그리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을 삽입하거나 선 그리기로 작성하지 않는다.

5) 본문에 들어가는 표는 별도의 전자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요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수정 작업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흑백으로 인쇄하여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표는 본문에서 인용 후, 인용된 본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H. 그림

1) 그림은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표기한다.

2) 그림은 Fig. 1, Fig. 2와 같이 표시하고, 본문을 읽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첨

부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그림 안에서 세부 그림을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 소괄호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a), 

(b)처럼 순서대로 표시한다.

4) 그림의 제목은 그림 밑에 기입한다. 하나의 그림 안에서 세부 그림의 설명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Fig. 숫자. 그림  설명. (a) 세부설명. (b) 세부설명. 과 같이 전체 그림 설명 뒤에 쉼표를 붙이고 

(a), (b) 세부그림의 설명을 덧붙인다.

5) 본문에서 그림의 일부를 참조하는 경우 Fig. 1(a)과 같이 그림 번호 뒤에 소괄호와 아라비아 숫자

로 표시한다.

6) 그림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 첫 번째 그림에는 전체 그림 설명과 부분적 세부그림의 설명을 

기입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아래 그림 번호 후 (Continued.)를 표시하고 전체 그림설명 및 나

머지 그림 및 그림의 부분적 설명과 전체 그림 설명을 다시 기입한다.

* (예시) 영문

Fig. 6. True and estimated spectra for a real data sequence. (a) True spectrum.

Fig. 6. (Continued.) True and estimated spectra for a real data sequence. (b) Estimated 

with the periodogram.

7) 본문에 들어가는 그림은 별도의 전자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요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수정 작업 없

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흑백으로 인쇄하여도 식별

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삽입되는 그림은 최소 6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9)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 후, 인용된 본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I. 수식

1) 각 수식의 번호는 수식이 위치한 문단 오른쪽 끝 괄호 안에 아리비안 숫자로 1부터 순서대로 괄호 

안에 표기한다.



- 6 -

2) 문장의 처음에만 “equ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 안에는 “Darlington equation (1)”처

럼 수식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숫자만 사용한다. [예시: in (1)].

3) 변수는 모두 이탤릭체로 쓴다. 벡터와 행렬은 일반적으로 굵은 이탤릭체로 쓴다.

4) 함수명과 약자(sin, cos, sinc, sinh), 단위 또는 단위의 약자(deg, Hz,), 완전한 단어(in, out), 단

어의 약자(max, min), 두문자어(SNR)는 로마자로 쓴다.

5) 변수 근처의 쉼표는 제거한다.

6) 소수점 앞에는 반드시 0을 기입한다. 하지만 뒤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e.g. 0.25).

7) 수량이 없는 단위는 풀어 쓴다 (where the noise is given in decibels).

8) 수와 단위가 복합 형용사(compound adjective)로 쓰이는 경우 명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

우에만 하이픈을 사용하여야 한다 (e.g, 10-kV voltage; 5-in-thick glass).

9) 0th, 1st, 2nd, 99th, n th , (k + 1)st 대신 zeroth, first, nth, (k+1)th를 사용한다.

10) “마다” 대신 명확한 이해가 되는 곳에는 슬래시(/)가 사용된다.

11) 복수형의 변수는 ’s로 표현한다.

12) 수식은 본문에서 인용 후, 인용된 본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13) 문장 마지막에 있는 수식은 마침표로 끝나야 한다. 

J. APPENDIX

1) APPENDIX는 각 내용을 하나의 APPENDIX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APPENDIX는 로마자 I부터 시작하여 1씩 증가한다.

3) APPENDIX 다음 줄에 APPENDIX의 제목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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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EFERENCES

1) REFERENCE 표시 자체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2) 각 항목의 DOI가 있는 경우 DOI를 마지막에 삽입한다.

3)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참고문헌 목록에 표기하며 영문으로 작성한다. 인용된 문헌은 [1], [2]...의 

순서에 따른다.

4) 인용된 참고문헌은 인용 부분 다음에 기재하며 인용번호를 본문의 인용 장소에 반드시 기입하고, 

인용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세부사항은 별표 1을 참조한다.

a) 논문의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지명, 권(vol.), 호(no.), pp.쪽 번호-쪽 번호, 출판월, 

출판년도, DOI. (영문 기준)

* (예시)

[1] Garfield, E., "The Significant Scientific Literature Appears in a Small Core of Journals," 

The Scientist, vol. 10, no. 17, pp. 180-185, Sep., 1996, 

https://doi.org/10.18770/KEPCO.2019.05.02.123

b) 서적의 경우 : 저자명, “장 제목,” in 서명, 출판판수, 권수(있는 경우), 출판사 소재지, 출판국: 

출판사명, 출판년도, 장, 절, pp. 쪽 번호-쪽 번호.

* (예시)

[2] Garfield, E., “Citation Indexing,” in Plastics, vol. 3, 2nd ed. New York, USA: 

McGraw-Hill, 1964, pp. 15-64.

c) 보고서의 경우 : 저자명, “보고서명,” 발간기관명, 소재지, 보고서 종류, 보고서번호, 발행연월

* (예시)

[3] Garfield E., and H. Simpson, “Citation Indexing,” ABC Corp., Seoul, Tech. Rep. 

TR-12345, Mar. 2019

d) 핸드북의 경우 : 핸드북명, 출판 판수, 발간기관명, 소재지, 핸드북 번호, 발행연월

* (예시)

[4] Citation Indexing, 3rd ed., ABC Corp., Seoul, Tech. pp.10-15

e) 학술지의 Proceeding의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 in 학술회의명, 개최지, 개최년도, 권

(vol.), 호(no.), pp. 쪽 번호-쪽 번호.

* (예시)

[5] Garfield, E., "How ISI Selects Journals for Coverag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siderations," in Int. Conf. Electronics, Pittsburgh, USA. 1998, vol. 1, no. 2, pp. 

170-175.

f) 특허의 경우 : 발명자,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 연월일

* (예시)

[6] Garfield, E., "Citation Indexing," U.S. Patent ○○○○○, July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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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학위 논문의 경우 : 저자, “논문명,” M.S. Thesis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Ph.D. dissertation), 

학과명, 대학명, 대학소재지, 발행연도

* (예시)

[7] Garfield, E., "How ISI Selects Journals for Coverag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siderations," Ph.D. dissertation, Univ. of Seoul, Korea, 1990.

h) 표준의 경우 : 표준명, 표준번호, 연도

* (예시)

[8] IEEE Standard for Paper, IEEE Standard 777, 1990.

i) Internet의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 : 위 경우의 내용 후미에, Available at (사이트 주소), 

Accessed on (참조일자) 

* (예시)

[4] Garfield, E., Citation Indexing - Its Theory and Applic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9. Available: http://thomsonreuters. 

com/products_services/science/free/essays/journal_self_citation_jcr/, Accessed on January, 

2015.

5)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전원 표기한다.

6) 각 참고문헌은 마침표를 찍는다.

III. 편집 및 심사 안내

1. 논문의 내용은 송변전, 배전, 발전, 환경, 융합 및 신기술, 정책 및 경제 등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연

구결과로 하며, 본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에 대하여 모든 저자들은 ‘KEPCO Journal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정을 위반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를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 한국전력공사는 논문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사용권을 보유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저자는 별지 지

식재산권 사용 허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논문 저자는 당해 저자의 다른 연구물에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

의 출처로 논문지를 인용해야 한다. 

5.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판정으로 이루어진다.

6. 투고논문은 30일에 걸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며, 저자는 심사 의견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게재 전 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8. 편집 및 심사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15.9.15>

이 규정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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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9>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