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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지 편집규정

1977년 03월 19일 제정

1982년 01월 17일 개정

1982년 12월 22일 개정

2000년 12월 31일 개정

2004년 11월 01일 개정

2006년 01월 01일 개정

2008년 12월 31일 개정

2010년 09월 08일 개정

2010년 12월 03일 개정

2014년 12월 30일 개정

2015년 05월 08일 개정

2017년 08월 04일 개정

2019년 01월 02일 개정

2020년 04월 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

국토계획(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구성) 본 학회지는 연구논문, 학위논문, 서평, 학회소식 등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연구논문: 학술 및 정책연구의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학위논문: 최근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

   3. 서평: 국내외 신간 도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글.

   4. 논평: “국토계획”에 실린 논문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또는 국토⋅도시계획 관련 정책이나 제

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의 글.

   5. 학회소식: 학회행사 및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고,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수록.

제3조(학회지 발간) 

   ① 학회지는 년 7회 이상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 발간은 온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책자형태의 학회지가 필요한 경우 구독신청을 

한 사람에 한하여 유료로 제공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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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도시계획, 토지⋅주택, 도시설계, 

교통, 환경, 산업⋅경제 등 각 연구 분야의 최고의 학문적 권위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정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국가, 지역,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

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

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자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7조(투고 논문) 

   ① 투고자는 저자 및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논문 결과 및 게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

치는 이해상충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하며,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

야 한다.

   ③ 투고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에 따라 투고내용을 점검한

다.

   ④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자 및 저자에 대한 

국제 표준(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을 적용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투고자는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국문의 투고논문

은 표와 그림에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확정시에는 반드시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최종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투고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공동의 책임을 지며,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자필 서

명하여야 한다.

   ⑦ 투고 논문이 게재되면, 그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일정기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Fre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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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제8조(투고 자격) 

   ①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과 논문의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다.

제9조(저자 자격 및 유형) 

   ① 저자의 자격은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 (2) 논문 작성 또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수정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의 검토와 같이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②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

여자이어야 한다.

   ③ 여러 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의 경우, 그 단체는 논문 내용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저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저자로 지명되어 이름이 명기된 모은 사람은 저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비 확보, 자료 수

집, 전반적인 연구 감독만으로는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⑤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⑥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가 2인 이상(공

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⑦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하며, 기재순서는 저자명 

가운데 첫 번째로 한다.

   ⑧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또한 교신저자는 논문심사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

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

저자로 본다.

   ⑨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저자의 유형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논문 접수)

   ①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그 접수와 논문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이나 질문 등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www.kpaj.or.kr)을 이용한다.

   ②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 온라인 투고 시, 반드시 학회 윤리규정, 생명윤리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모든 

저자의 이해상충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제출서와 hwp파일형식의 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영문일 경우 MS-Word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제11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는 논문제출 시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논문 한 편당 게재료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저자는 논

문 인쇄분량이 7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쪽당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게재료는 

12쪽까지 1쪽당 25,000원, 12쪽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1쪽당 50,000원으로 한다. 

   ③ 저자가 요청할 경우 인쇄본 1부, 별쇄본(1사람당 10부)을 발송한다. 별도의 추가인쇄를 희망하

는 경우에는 저자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저자가 컬러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투고자 이름으로 논문투고 및 게재확정 시 학회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제12조(논문게재 편수 제한) 매회 발간되는 학회지에는 동일 투고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3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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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논문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

문게재 편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13조(학문분야 적합성 검토 및 반려, 심사자 선정) 

   ① 부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학문분야와 일치하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이 검토소

견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의 분야적합성을 재검토한다.

   ② 만약 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지와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위원회의 안

건으로 상정하여 적합성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

진 투고논문은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반려된다.

   ③ 적합성이 인정된 논문은 심사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에 접수된다.

   ④ 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

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부서 및 학과에 종사하는 자, 교신저자가 제

공한 이해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사자의 위촉은 원칙

적으로 배제한다.

   ⑤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자는 심사할 논문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거부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가 이를 어기고 심사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견은 자동으로 철회되고, 위원회는 

심사자의 윤리위반행위를 연구윤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⑥ 의뢰받은 심사자가 심사를 거부하거나, 21일 이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

원장은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⑦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4조(논문 심사)

   ① 심사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투고자 혹은 투고내용 등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논문의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의견과 판정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심사의 모든 과정 중에 이해상충이 없

었음을 명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서약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논문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지

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지적하며, 현

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④ 심사자는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 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게재, 수

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명의 심사자가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

후게재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2명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개별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에는, 제3심사자의 개별 심사의견과 관계없이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⑥ 심사자는 수정후게재 판정의 경우 수정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위원회로 하여금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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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O 심사판정의 기준 

    ➀ 현상태게재: 현재 상태로 논문을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➁ 수정후게재: 경미한 수정을 한 후 추가 심사절차 없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

정(다만, 수정후게재에 해당하는 판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게재 전에 수정한 결과를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➂ 수정후재심: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심사자가 수

정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판정

    ➃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판정

제15조(논문의 수정 및 이의제기)

   ①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로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

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

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재심사 시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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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논문의 작성지침

제16조(논문작성과 언어 및 프로그램)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글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

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➂ 논문작성은 편집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샘플을 참고로 작성한다.

제17조(논문의 분량) 게재논문의 기본 분량은 A4 용지 규격으로 7쪽 이내로 하며, 기본 및 초과게재료

는 제11조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총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1. 논문제목(국문, 영문)

     2. 저자명(국문, 영문)

     3. 요약문

     4. 주제어(국문, 영문)

     5. 본문

     6. 미주

     7. 인용문헌

     8.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② 요약문(주제어 포함)은 양쪽정렬을 하며, 본문과 미주, 인용문헌은 2단으로 편집한다.

제19조(논문의 편집) 

  ① 논문제목 및 각주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좌측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 기호로 시작하고 주제목과 행을 분리한다.

     4.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가 첫 단어

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An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Urban Form.....  

     5.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사항은 국문

제목(또는 영문 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의 우측 끝 상단에 위첨자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예: (제목) 도시형태의 ....에 관한 연구*  

        ▸예: (각주)

           * 본 논문은 OOOO년 O월 OO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OO에서 수행한 OO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OOOO년도 ....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② 저자명 및 각주

     1.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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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측정렬을 하며, 국문명과 영문명은 행을 분리한다.

     3. 국문명과 영문명은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수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한다.

     5. 저자의 소속기관,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

호는 ** 에서 시작한다.

       ▸예:        홍길동*∙김길동**∙이길동***

           Hong, Kil-Dong ∙ Kim, Kil Dong ∙ Lee, Kil-Dong

     6. 각주는 저자의 소속기관, 직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고, 저자 유형의 순서로 영문으로 표

기하며, 저자 유형은 “(  )”로 처리하여 구분한다.

     7. 저자 유형은 제9조에 의거하여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한 후 “:” 기호 다음에 이메

일 주소를 표기한다.

     8. 모든 각주는 기호 *, **, *** ...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예: 

              * Doctorate Candidate, Department of OO, OO University(first author: aaa@kpa1959.or.kr)

             ** Professor, Department of OO, OO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bbb@kpa1959.or.kr)

     9. 논문투고 시 저자명 및 그 소속 등을 투고논문에 직접 표기하거나 투고 논문 속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졸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

회의 결정에 의해 투고논문은 반려된다.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국문 논문의 경우 “Abstract”를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을 생략할 수 있다.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200 단어 내외 또는 A4 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예: 이 연구는... , 본 연구는....

       ▸예: This paper examin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

  ④ 주제어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

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국문, 영문 순으로 하며, 국문은 “주제어”, 영문은 “keywords” 다음에 “:” 기호를 삽입

하여 표기하고, 각 단어는 “,”로 구분한다.

     3. “주제어”와 “keywords”는 행을 분리하고, 좌측정렬을 한다.

     4. 영문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주 제 어: 랜드마크, 도시계획,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keywords: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

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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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1)

      (1)

         ①

        II. .....................

        VI. 결론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⑥ 언어 표기

     1. 국문 논문은 외래어를 비롯하여 모든 문자를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 표기가 오독 또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  ) 속

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성명을 비롯하여 고유명사 등 한글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  ) 없이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영어 등 로마자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

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4. 한글 표기 후 (  ) 속에 원어와 약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원어 다음 “,”를 삽입하고 

약어를 표기한다. 

       ▸예: 도시계획학 석사(Master of Urban Planning, MUP) 

     5. 영문 논문에서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 원래의 용어를 표기하고 (  ) 안에 약어를 표기

한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World Wide Web(WWW) 

     6.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시 용례집」등에 따른다.

  ⑦ 숫자 및 수식 

     1.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1 이하의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3. 분수는 “¼”이 아닌 “1/4”의 형식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은 본문과 행을 바꾸어 시작한다.

     5. 수식은 가급적 하나의 행에 표기하되,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 “-”, “x" 등의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6.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⑧ 단위 및 기호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척관법이나 feet-pound법 등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관용 단위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2.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미터법 단위를 (   ) 안에 병기한다. 단, 영문 논

문의 경우는 반드시 미터법 단위를 (   ) 안에 병기해야 하며, 척관법 단위는 이탤릭체로 표기

한다.

       ▸예: 척(30.3㎝), pyeong(3.3㎡)

     3. 단위기호, 양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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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단 폭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제목과 내용, 주기사항 등은 반드시 영문 혹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야 하고, 모든 표

는 반드시 본문에서 “표 1”, <표 1> 등의 표현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좌측에 기재하며, 그 길이는 표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표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

렬한다.

       ▸예:

         

표 4. 순환국면 Table 4. Cycle phase

구분
classification

거래량 평균이하
Below average
trade volume

거래량 평균수준
Average trade

 volume

거래량 평균이상
Above average
trade  volume

가격변동 평균이상
Price fluctuation is 

above average

7국면
7 phase

8국면
8 phase

9국면
9 phase

가격변동 평균수준
Price fluctuation is at 

average

4국면
4 phase

5국면
5 phase

6국면
6 phase

가격변동 평균이하
Price fluctuation is 

below average

1국면
1 phase

2국면
2 phase

3국면
3 phase

     4.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⑩ 그림(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

본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제목과 내용, 주기사항 등은 반드시 영문 혹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야 하고, 모든 

그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 1”, <그림 1> 등의 표현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그림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

추어 정렬한다.

       ▸예:

     
그림 1. 가격과 거래량 변동

Fig. 1. Changes in price and volume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그림의 출처 명기는 제목 밑 좌측에 기재한다. 

  ⑪ 주석(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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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문의 주석은 모두 미주로 처리하며, 각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주석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 등의 일련번

호를 부여하고, 본문 뒤에 “주1.”, “주2.” 등으로 표기하여 설명을 붙인다. 영문 논문의 경우 

“Note 1.”, “Note 2." 등으로 표기하고 설명을 붙인다.

     3. 미주는 “주1.” 또는 “Note 1." 번호 다음의 설명문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⑫ 본문 또는 미주에서의 인용표기

     1. 본문 또는 미주에서의 인용은 “저자(년도)” 또는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단, 인터넷 주소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 (홍길동, 2005)

     2.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 년도의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

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년도;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과 김길동(2006), (홍길동, 2005; 김길동, 2006)

     3.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을 함께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

(last name)만 쓴다.

     4. 저자가 2인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저자“로,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and 

author"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김길동(2005) 또는 Lynch and Smith(1990)

     5. 공동저자 3인 이상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외”,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et al."로 

표기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외(2005) 또는 Lynch et al.(1990)

     6. 년도는 아라비아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7. 동일 년도에 동일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예: 홍길동(2005a), 홍길동(2005b)

     8. 본문이나 미주에서 문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 (“   ”)로 표시

한다. 다른 사항은 인용표기 방법에 따른다.

  ⑬ 인용문헌

     1. 인용문헌은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미주

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인용문헌은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은 영문을 병기하여

야 한다. 

     3.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문헌, 영문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그 밖의 문헌은 저자 성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

다.

     4.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 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다.

     5.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의 순서로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

(last name) 다음 “,”를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 등을 쓴다.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저

자를 혼동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second name을 이니셜로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first 

name과 second name을 모두 이니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니셜은 대문자로 표기한 다음 “.”

를 붙인다.

     6.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7.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저자“로, 영어 등 로마자는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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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제20조(용지설정 규격)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종류
용지
방향

폭
길이

여백주기(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A4 좁게
210.0mm
297.0mm

19 11 20 18 7.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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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글자 및 문단 규격)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글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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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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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77. 3. 19)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 17.)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22.)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1.)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8.)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0.)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04.)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1. 02.)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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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0. 04. 30.)

본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