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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요강
1. 작성 프로그램
논문은  hwp file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 분량
투고논문의 분량은 20쪽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20쪽을 초과하는
투고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초과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어 및 표기
1) 원고의 사용언어는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한다.
2) 한국어 논문의 경우 전문용어 또는 오독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사용한다.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되, 다만 난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문에서 괄호 속에 원어를
적어 이해를 돕는다. 제목이나 표 속에는 외국어를 넣지 않는다.
3) 독일어/영어 논문의 경우 원어민에 의해 교정된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한다.
4) 독일어 문자 ä, ö, ü, ß는 원어 그대로 표기해야 하며 ae, oe, ue, ss로 표기하지 않는다.

4. 원고 제1면
심사를 위하여 원고 제1면에는 논문 제목, 투고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주소, 휴대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한다. 논문은 제2면부터 시작한다.

5. 원고작성순서
한국어 원고는 제목, 저자명, 요약, 주제어, 본문, 부록, 참고문헌, Abstract(독일어/영어
요약) 및 Keywords의 순서로 작성한다. 독일어/영어 원고의 경우 한국어 원고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되 단 Abstract(외국어 초록)와 Keywords를 앞에 두고 요약(한국어 초록)과
주제어를 뒤에 둔다.

6. 저자 표기
1) 저자 성명 다음에 *를 표시한 뒤, 첫 쪽 맨 하단에 *표시와 함께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2)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하며, 각각의 저자에 대해
소속과 직책,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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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주제어, Abstract, Keywords
1) 논문에는 ‘요약’(국문초록) 및 5개 이내의 ‘주제어’와 ‘Abstract’(독일어/영어 초록) 및
5개 이내의 해당 언어 ‘Keywords’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문요약의 경우 600자 이상, Abstract(독일어/영어 초록)의 경우 600단어 이상의 분량으로
한다.
3) 원고 가장 뒷면의 Abstract 및 요약 부분에도 논문제목과 저자명을 표기하며 하단 부분에
저자의 소속기관, 직위,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4) 초록에는 표와 그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8. 행 간격
제목, 저자, 요약, 주제어, 본문 등은 사이에 한 행씩을 띄우고 시작하며, 참고문헌, 부록,
Abstract(영어/독일어 초록)는 새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9. 제목 구조
본문의 장, 절, 항, 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I. II. III.
1. 2. 3.
1) 2) 3)
(1) (2) (3)
가. 나. 다.

10. 원고 편집
원고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용지: B5(46배판), 182 × 257mm
2) 용지 방향: 좁게
3) 용지 여백: 위쪽 15mm, 아래쪽 1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4) 문단 모양: 본문 160%, 요약(첫 쪽) 140%, Abstract(마지막 쪽) 140%, 각주 130%,
최소공백(80% 원고 전체에 적용)
5) 글자모양
(1) 글자 크기 및 글꼴:
① 제목: HY신명조 18
② 저자명: HY신명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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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첫 쪽의 요약, 주제어: 중고딕 10
④ 본문, 참고문헌: 신명조 10(국문), Times New Roman 11(영문)
⑤ 각주: 신명조 9
⑥ 장제목(I, II, III....): HY신명조 14(진하게), 절제목(1, 2, 3....): 돋움체 11(진하게),
항제목( 1), 2), 3)....): 돋움체 10(진하게), Abstract 제목: 중고딕 12
⑦ 그림 및 표 번호: 신명조 10
(2) 장평: 95%(제목, 본문, 각주, 참고문헌, Abstract, 표 내용 등 원고 전체에 적용)
(3) 자간: -5%(제목, 본문, 각주, 참고문헌, Abstract, 표 내용 등 원고 전체에 적용)

11. 그림 및 표
1) 그림 및 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로 표기하며(예: <표 3>, <그림 5>), 그림 및
표의 번호와 제목은 도표의 위에 표기한다. 단위는 표 상단 최 우측에 표시한다.
2) 표를 작성할 때 가로 줄만을 사용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줄을 사용치
않는다.
3) 표 및 그림은 반드시 출처(source)를 밝힌다.
4) 그림과 표는 바로 제판원고가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표는 논문이
독문 또는 영문일 때에는 독문 또는 영문으로, 국문일 때에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인용 및 참고문헌
1) 본문 중에서 각주와 참고문헌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1) 각주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본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우측어깨에 일련번호를 적고
그 설명을 해당 쪽 하단에 기록한다.
예) ……를 투자승수라 보고 있다.12)
(2) 인용문헌의 표시는 본문 중에서 저자명과 연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쪽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한다.
예)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황준성, 2004; 배진영, 2003: 85-92 ; 박순찬․최낙균,
2002: 98-115 ; Gaugler and Weber, 2001: 15-43).
※ 인용문헌이 국문인 경우, 저자 3인 이상부터 (저자명 외, 연도)로 기입하며 영문인 경우
(저자의 성 et al., 연도)로 기입한다.
2)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은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혀야 한다. 본문 및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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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참고문헌은 본문 말미에 첨부한다.
(1) 주 목록은 일련번호 순으로 반괄호 번호로 기재한다.
(2)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가나다순), 국외문헌(ABC순)의 순서를 따라 정리하여 첨부하며
이에 대한 표기는 APA 형식을 따른다.
※ 영문저자는 반드시 성(Last name)이 맨 앞에 나오며,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은 약자로만 작성한다.

가. 단행본의 경우: 필자 (발간년도). 도서명, 출판사.
※ 단, 영문서적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Gale, B. (1994). Managing customer value, New York, N.Y.: The Free Press.
Morrow, S. L. (2002). The Art of the Show, IAEM (2nd edition).
김성국(2003). 인적자원관리 뉴패러다임, 명경사.
소흥열(1991). 실증주의와 사회과학 (김광웅 외 21인 편저). 사회과학방법론(개정
3판), 박영사.
나. 정기간행학술지의 경우: 필자(발간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인용면.
※ 단, 영문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Ducate, D. G. (2005). The performance impact of marketing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1): 18-27.
Riley, R., & Love, L. (2000). The state of qualitative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1): 164-187.
Kim, B. S., Kim, C. W., Kim, Dl. K., & Zhou, Y. (2009). Attribute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Export Support Porgrams for Exhibitors
at ITFs. Journal of Korea Trade, 13(3): 65-95.
심지홍(2003). 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경상논총, 27: 189-211.
김윤진․김봉석(2008). 전시참가업체의 불만족요인이 불평행동과 재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0(4): 291-308.
다. 학술회의(학술대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문집의 경우
예) 황신준(2005. 4). 사회복지, 노동시장, 고실업의 정치경제학: 서유럽 시스템 개혁의
비교분석.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한독경상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라. 학위논문의 경우
예) 안영철(2008). 해외무역전시회 Pavilion 참가기업의 성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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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서의 경우
예) 컬린저, F.N. (1992). 사회․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 [Kerlinger, N.,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고흥화․김현수 역), 성원사.
바. 보고서의 경우
※ 단, 외국 보고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AUMA (2010). German Trade Fair Industry 2004/2005, 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
박성훈(1993).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기획예산처(2006).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심층평가.

(3) 각각의 참고문헌은 순서대로 구분 번호를 기입한다: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