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ble과 Figure

       표는 “Table”, 그림은 “Figure”로 표기하며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재하며, 별지에 작성하여 마지막 참고문헌

(References) 뒤에 첨부한다. 표와 그림은 한 장에 하나씩 작성하여 첨부하며 그림

은 글자를 포함하여 가로가 14 cm 이내로 작성한다. 

       약어 사용 시 해당 Table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1) Table

       Table의 제목은 상단 왼쪽정렬로 Table 1, Table 2 순으로 영문표기하고 분량은 1

쪽을 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다음 쪽으로 이어져야 할 경우 “continued”로 표기한

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Table과 동일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2) Figure

       Figure의 제목은 하단 가운데 정렬로 Fig. 1, Fig. 2 순으로 영문표기하고 Figure 속

에는 설명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실험결

과를 Table과 Figure로 이중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사진

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뒤에 알파벳 대문자로 구분한다(예: Fig. 1A, Fig. 1B). 

여러 사진을 하나의 데이터로 나타낼 경우에는 각 사진의 좌측 하단에 알파벨 대문

자 순으로 표시한다. 

       이미지 해상도는 최소 300 dpi 이상이어야 하며 그래프와 같은 선형그림의 경우는 

최소 1200 dpi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

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는 구문을 사진 밑에 표기한다(표기방법: 위의 사진

은 0000.00.00자로 원저자 000의 동의를 받았음). 

       그림 설명문(Figure legend)일 경우는 Figure 제목 밑에 표기한다. 

    (3) 본문 Table과 Figure가 2개 이상 표기 시 각각 (Table 1, 2), (Table 1, 2, 5) 표

기하고 이어진 두 개 이상일 경우 (Table 1-3)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Tables and Figures

  Tables and Figures shall be written in English in a way in which the content can be 

understood without having to refer to the main text. An appendix shall be written 

and attached below the last reference. Each Table or Figure shall be displayed on a 

separate page and attached to the main text. Figures shall be within 14 cm in width, 

including letters.

  If acronyms are used, they must be written in full below the corresponding Table.

    (1) Tables

       The title of the table shall be written in English in the order of Table 1, Table 

2, etc. and aligned to the top left. The size shall not exceed one page, but if it 

does continue onto the next page, this must be indicated by writing 



“Continued.” The same table from a paper that was previously published must 

not be used.

    (2) Figures

       The title of Figures shall be bottom centered and written in English in the 

order of Fig. 1, Fig. 2, etc. There shall be no explanations inside the figure by 

default, and the same experiment results shall not be duplicated in Tables and 

Figures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If there are two or more photos in 

the same Figure, they must be separated using capital alphabet letters behind 

Arabic numerals (e.g., Fig. 1A, Fig. 1B). If several photos are shown as one 

data set, the order of the photos shall be indicated using capital alphabet 

letters at the bottom left of each photo.

       The resolution of images shall of 300 dpi or higher. For linear images such as 

a graph, the resolution shall be 1,200 dpi or higher. Upon citing a photo that 

was previously published, written consent shall first be obtained from the 

original author, and an indication that consent was obtained shall be written 

below the photo (e.g., Consent was obtained for the above photo from the 

original author 000 as of 00.00.0000).

       The Figure legend shall be shown below the title of the Figure.

    (3) If two or more Tables or Figures are shown in the main text, they shall be 

marked (Table 1, 2), (Table 1, 2, 5). If two or more Tables or Figures are 

shown in succession, a hyphen “-” shall be used (Table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