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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후변화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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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의 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저자 중 1인이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
다.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
이어야 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분야의 학술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원고의 접수)
논문의 원고는 본 학회 웹페이지 (http://www.ks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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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사무국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인쇄물 4본을 투고 양식에 맞추어 제출
한다.
제 4 조 (원고의 종류)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기후변화에 관계된 내용으로 연
구논문 (Research Paper), 총설 (Review Paper), 기술노트
(Technical Note), 논평과 회신(Discussion and Reply) 등
으로 하며 투고 이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1. 연구논문 :
기후변화분야 독창적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학술적
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총 설 :
기후변화분야의 연구현황, 경향 및 문제점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학술적으
로 가치가 있는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3. 기술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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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평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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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며 연구방법, 논리상의 문제점, 의문점, 건의 등
이 포함된다.
제출된 논평은 해당 논문 저자에게 전달하여 가능한
회신하도록 한다.

제 5 조 (원고의 작성 방법)
1. 논문의 사용 언어는 국 · 영문 혼합이며 국문으로 작성
시는 요약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을 추가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최종인쇄 시 그림, 표 등을 포함하여 8
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과 특수 제작에 대해서는 제
6조에 규정된 게재료를 추가로 지불한다.
3. 논문의 기본형식은 원고 제출 시 글 97이상 또는
MS-word 2000 이상으로 작성된 파일을 제출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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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가. 제목
나. 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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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문
마. 사사 (필요 시)
바. References
사. 기호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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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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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과 표
그림, 표는 모두 영문으로 처리하고 그림의 경우 Fig.을
사용하고 표는 Table을 사용한다. 그림의 경우 캡션의
위치는 중앙 하단에 표의 경우 좌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같은 위치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림과 표를
위치시키거나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a), (b) 등
을 이용한다.
예 5) 그림 및 표의 예시

7. 초록과 주제어
영문초록은 300word 이내의 분량으로 본문 앞에 쓰며,
논문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
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하여야 한다. keyword는 영
문초록 아래 오도록 한다.

(a) In 1990, CO2..

(b) In 2000, CO2..

Fig. 1. The comparison of CO2 distribution.
예 3) 영문초록의 요약문 예시

Abstract
The present works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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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arison of CO2 concentration
(a) In 1990

(b)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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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
8. 본문
국문의 경우 Abstract, Keyword, 서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 (사사), References 순으로 작성하고, Tables,
Figures는 가능한 한 본문에 포함시킴을 표준으로 한다.
영문의 경우 Abstract, Keyword,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s (Acknowledgement),
References의 순서로 하고 Tables, Figures는 가능한 한
본문에 포함시킴을 표준으로 한다.
본문은 저자의 재량에 따라 구성하되 일관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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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은 행을 나누어 정리하고, 각 수식의 번호는 (1),
(2), (3), …로 표기하고 여러 개의 수식을 동시에 두고자
할 때는 (1a), (1b), (1c), …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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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Fig 1(a) and Fig 2(c)처럼 사이에 'an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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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예) 1 명일 경우 : Hong (1990)는 …
2 명일 경우 : Hong and Lee (195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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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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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의 알파벳 및 출판연도의 순으로 나열)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논문이지만 영문초록이 있는
경우 문헌명에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괄호 속에 넣어 추가한다.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기재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전원을 표기해야 한다.
예 6) 참고문헌 작성의 예
• 학술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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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
저자의 판단 하에 과도하게 기호가 사용된 경우 정리의
필요성이 있을 시 기호를 따로 정리한다.
16. 부록
저자의 판단 하에 직접적으로 본문에 언급하기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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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제 6 조 (전문가심사 과정)
본 학회에 투고된 원고는 전문가 심사과정을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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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심사료와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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