뺷기억과 전망뺸 원고작성 원칙

1. 원고의 표지는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1) 논문 제목(한글 및 영문)
(2) 필자명(한글 및 영문)
(3) 소속기관과 직함(한글 및 영문)
(4) 연락을 희망하는 주소 및 전화번호
(*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를 제일 먼저 명기하고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
해 가나다순으로 명기한다.)
2. 원고의 구성은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1) 논문의 제목
(2) 국문초록(500자 이내)과 주제어(5개 내외)
(3) 영문초록(300단어 이내)과 키워드(5개 내외)
(4) 본문(한글전용 원칙)
(5) 참고문헌
3. 본문
(1) 본문의 장절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 국문저서나 간행물명은 뺷 뺸, 논문 제목이나 신문 제호는
｢ ｣를 사용한다.
(3) 주석은 본문 주를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임혁백 1997). …(구해근 2002, 204)
……(김형기 2006; 김윤태 2007, 33-35)
……(Giddens 2001). …(Przeworski 1991, 26)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48-260)
(4) 출전이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처음 표기할 때만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김선구ㆍ류근관ㆍ빈기법ㆍ이상승 2004). …(김선구 외 2004, 81)
…(Diamond, Linz, Lipset 1989). …(Diamond et al. 1989)
(5)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경향신문 2007/06/10). …(신동아 1993/02, 233)
(6)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 또는 ‘forthcomming’을, 미간행물인 경우 ‘미간행’ 또는
‘unpublished’를 명기한다.
예: …Tilly(forthcomming)…; 홍길동(미간행)….
(7)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대통령공보비서실 1991, 242)
(8) 내용에 관련된 각주는 보충설명이나 재인용의 경우에 원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로 한정하고, 내용주의 경우에도 인용방식은 위의 원칙에 따른다.

4.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한글자료, 영문자료(기타 서양어), 중문, 일문, 언론기사, 기타자료 순으로 배치한다.
(3) 저자명은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혹은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4) 저자, 출판년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기관, 페이지(논문의 경우) 순서로 기재하며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한다.
(5)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를 최근에서 과거의 순으로 나
열하고,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
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b,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6)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ㆍ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ㆍ일
본어ㆍ중국어ㆍ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뺷 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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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등 번호를 달아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명시한다.
(2)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주:”라고 쓴 다음 관련된 설명을 차례로 제시하고, 자료의
출처는 그 아래 “자료:”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6. 이 원고작성 요령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